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톤 가정 상담소 

Drugs and Alcohol Prevention Seminar 

알코올과  마약  예방  세미나  

“불편한 현실…  
그러나 바로 알고 대처하는 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일시: 2월  25일(목)  오전 10시 – 12시   대상: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 및 보호자  

강사: - Mariam Suqi, 페어팩스 카운티 공립학교 알코올/마약 세미나 강사   
 - Monica Lee (모니카 리), 심리상담사 & 차유림 박사 (사회복지) 

등록비: 무료  장소: 워싱톤가정상담소  
   3층 Conference Room  
   1952 Gallows Rd.  3rd floor, Vienna, VA 22182 

  문의: (703) 761-2225  or counseling@fccgw.org 

페어팩스 카운티의 청소년 중 1/3이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사용하였다고 응답하였습니다. 

12학년 중 10%가 흡연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12학년 중 19%가 마리화나를 사용하였다고 응답하였습니다. 

(페어팩스 카운티 청소년 대상 마약 사용 관련 자기보고 결과)  

우리 자녀들이 경험하고 있는 알코올, 담배, 마약과 관련된 현실을 이해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녀와 부모들에게 예방과 대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여러가지 약물, 마약, 그와 관련된 기구들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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