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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문문화화  커커뮤뮤니니티티  서서비비스스  ((MMuullttiiccuullttuurraall  

CCoommmmuunniittyy  SSeerrvviicceess))는는  이이미미  550000 여여명명  

이이상상의의  부부모모님님들들을을  위위해해  부부모모교교육육  프프로로그그램램을을  

실실행행한한  경경험험을을  갖갖고고  있있습습니니다다..    

다다문문화화  커커뮤뮤니니티티  서서비비스스는는,,  22000011  년년,,  앨앨리리슨슨  쇼쇼리리  

((AAlllliissoonn  SShhoorreeyy,,  LLCCSSWW))  와와  콘콘스스탄탄스스  디디마마리리아아크크로로스스  

((CCoonnssttaannccee  DDiiMMaarriiaaKKrroossss,,  EEddDD)) 에에  의의해해  

부부모모교교육육  프프로로그그램램을을  시시행행하하였였으으며며,,  다다양양한한  

어어려려움움에에  처처한한  가가정정들들에에게게  까까지지  확확대대  시시행행  되되어어  

왔왔습습니니다다..  부부모모교교육육  프프로로그그램램은은  현현재재까까지지  11 년년  에에  

110000 여여명명  이이상상의의  가가정정과과  함함께께  하하고고  있있습습니니다다..  

부부모모교교육육  프프로로그그램램은은  한한가가지지가가  아아닌닌  다다양양한한  

형형식식과과  연연령령대대로로  구구분분되되어어지지며며,,  

예예비비부부모모((임임산산부부))를를  위위한한  부부모모교교육육,,  영영유유아아  부부모모를를  

위위한한  부부모모교교육육,,  학학부부모모를를  위위한한  부부모모교교육육,,  청청소소년년  

부부모모를를  위위한한  부부모모교교육육,,  그그리리고고  장장애애  아아동동을을  위위한한  

부부모모교교육육  으으로로  이이루루어어져져  있있습습니니다다..  이이  프프로로그그램램의의  

책책임임자자인인  앨앨리리슨슨  쇼쇼리리는는  오오랜랜기기간간  동동안안    부부모모교교육육  

프프로로그그램램을을  그그룹룹  및및  일일대대일일의의  형형태태로로  

가가르르쳐쳐왔왔으으며며,,  또또한한  개개인인과과  부부부부  그그리리고고  가가정정을을  

위위한한  카카운운셀셀링링을을  실실행행해해  왔왔습습니니다다..  앨앨리리슨슨  쇼쇼리리는는  

11999966 년년부부터터  다다문문화화  커커뮤뮤니니티티  서서비비스스에에  속속한한  모모든든  

전전문문가가들들에에게게  부부모모교교육육  프프로로그그램램을을  훈훈련련시시켜켜  

왔왔으으며며,,  22000077 년년인인  현현재재,,  다다문문화화  커커뮤뮤니니티티  

서서비비스스만만이이  아아닌닌  전전  지지역역을을  포포함함한한  부부모모교교육육  

프프로로그그램램의의  교교육육자자이이며며  컨컨설설턴턴트트로로  활활동동하하고고  

있있습습니니다다..  이이제제  그그  범범위위와와  혜혜택택을을  한한국국인인  

부부모모님님들들에에게게  전전하하고고자자  합합니니다다..      

한한국국인인  부부모모를를  위위한한  부부모모교교육육  프프로로그그램램은은  

책책임임자자인인  앨앨리리슨슨  쇼쇼리리의의  지지휘휘아아래래,,  한한국국인인  

전전문문가가가가  맡맡게게  됩됩니니다다..    

  백백현현경경  ((BBaaeekk,,  MMaarriiee  HHyyuunnKKyyuunngg))  

  이이우우원원  ((LLeeee,,  WWoooo  WWoonn))  

  



        

 

 

               

 

                   

                                                                                                                                                                                                                                                                                                                                              

                   

                   

                   

                   

                   

                   

                   

                   

                   

                   

                   

                   

                   

                   

                   

                   

                   

                   

                   

                   

                   

                   

                   

                   

                   

                   

                   

                   

                   

                   

                   

                   

       

부모 교육/양육 프로그램 

Classes in Korean offered by 

The Family Nurturing 

Center of New Jersey. 

부모 교육/양육 프로그램은 스테판 베이브록 

박사 (Stephen J. Bavelok, PhD) 에 의해 

만들어진 가족중심 프로그램으로써 가정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담고 있습니다.   

예비부모를 위한 프로그램 

Prenatal Program 
 

영유아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 

Parents and Their Infants, Toddlers, and 
Preschoolers 

 
학부모 위한 프로그램 

Parents and Their School-Age Children 
 

청소년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 

Parents and Adolescents 
 

미혼모와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Teen Parents and Their Families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웹싸이트를 참조하세요 

http://nurturingparenting.com 

  

  

 

 

 

프로그램 시작은 10 월 첫주 부터이며,  프로그램 

시작일과 상관없이 지속적인 신청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관심있는 부모님들께서는 뉴져지 부모교육 센터로 

연락주세요.  

 732-650-0330 (English) 

한국인 전문가와 상담 및 문의,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번호로 연락하셔서 메세지와 

전화번호 및 성함을 남기시면 한국인 전문가가 즉시 

연락드리겠습니다.   

732-650-1813 (Korean) 

 

 

부부모모교교육육  프프로로그그램램의의  정정신신  

PPhhiilloossoopphhyy  ooff  NNuurrttuurriinngg  PPaarreennttiinngg  

  

부부모모  교교육육  프프로로그그램램의의  정정신신은은  따따뜻뜻하하고고  신신뢰뢰성성  

있있는는  보보살살핌핌  속속에에서서  아아이이들들이이  성성장장하하는는  것것에에  

중중점점을을  둡둡니니다다..      따따뜻뜻한한  보보살살핌핌  속속에에서서  자자란란  

아아이이들들이이  그그들들  자자신신과과  타타인인  및및  환환경경을을  신신뢰뢰하하고고  

존존중중하하며며  또또한한  보보살살필필  수수  있있음음을을  근근거거로로  하하기기  

때때문문입입니니다다..  부부모모교교육육  프프로로그그램램은은  아아래래와와  

같같은은 77 가가지지  정정신신을을  바바탕탕으으로로  합합니니다다..    

  

애착관계  

FFeeeelliinnggss  ooff  AAttttaacchhmmeenntt 

공공감감    

EEmmppaatthhyy  

보보살살핌핌    

NNuurrttuurriinngg  OOnneesseellff 

따따뜻뜻한한  스스킨킨쉽쉽    

GGeennttllee  TToouucchh  

훈훈육육  

  DDiisscciipplliinnee  

감감정정의의  표표현현    

EExxpprreessssiinngg  FFeeeelliinnggss 

기기대대와와  자자존존감감    

EExxppeeccttaattiioonnss  aanndd  SSeellff--WWoorrtthh 

 

Korean  Parents 

한국인 부모를 위한 부모 교육  

아래와 같은 그룹 및 일대일 부모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을 모집합니다.  

 예비부모 (임산부)를 위한 프로그램 

 영유아 (0-5 살)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 

그룹 프로그램: 8 주 프로그램 (1 session/ week) 

매주 화요일 저녁 6:00-7:30 

(간식비 & 운영비) 

일대일 프로그램: session 마다 한시간씩 

전문가와 시간 및 스케줄 조절가능 

(간식비 & 운영비) 

 

 

뉴져지 부모교육 센터와 다문화 커뮤니티 서비스 

는 사설 비영리 자선 기관(501(c) 3)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