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이야기를 통해

나만의 색깔을 찾자
Find my color in my story
在我的故事里，寻找我的色彩

이주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을 위한 

수원시 유일의 전문상담실 (심리·진로·직업)

The only counseling office for migrant youth in Suwon (Phychology·Career·Profession)

为移住背景青少年开设的 水原市唯一一间专业咨询室 (心理·未来发展·职业)

이용대상

Target / 使用对象
9세 ~ 24세 이주배경을 가진 청소년

9 ~ 24 years old migrant youth / 9岁 ~ 24岁的移住背景青少年

이용시간

Time / 使用时间
[월~금] 09:00~18:00

[Mon~Fri] 09:00~18:00 / [周一~周五] 09:00~18:00

이 용 료

Use fee / 费用
상담비 무료(필요시 실비 비용 발생)

Free (Only cost if necessary) / 免费(必要时，可能产生部分费用)

이용방법  How to use / 使用方法

초기상담 후 맞춤형서비스 지원 

Support customized services after initial 

consultation 
初期咨询后进行针对型支援服务

상담프로그램은 초기 상담 후 예약제 

Reservation system after initial consultation 
初期咨询后为预约制



개별 심리검사 및 진단

Phychological test and diagnosis /心理测试和诊断

• 불안, 우울검사, 문화적응도, 이중문화 스트레스 검사 등

• Anxiety, depression, cultural response, dual culture stress test, etc.

• 不安、抑郁测试, 文化适应度, 多重文化压力测试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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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맞춤형 심리상담(8~20회기 지속상담)
1:1 Customized psychological counseling (8-20 times)

1对1针对型心理咨询(连续进行8~20次)

• 보호자 상담가능

•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통역 상담 가능

• Parental counseling available

• English, Chinese, Russian and Vietnamese interpretation services

• 提供监护人心理咨询
• 提供英语, 中文, 俄语, 越南语翻译服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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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현재까지 심리상담을 이용하는 이주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은 연평균 125명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심리상담은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나만의 고민을 툭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From 2019 to now, there are about 125 multicultural teenagers who use 

psychological counseling each year. It’s on the rise.

Psychological counseling is a time where you can talk about your own concerns 

openly based on the principle of confidentiality.

2019年到现在，平均每年都有125名有移住背景的多文化青少年使用心理咨询服
务，且每年都在增加。
心理咨询以保密协议为基础，聆听孩子们内心深处的苦恼和故事。

엄마가 한국에서 재혼을 하게 되면서 

갑자기 한국으로 오게 되었어요

I suddenly came to Korea when my 

mom remarried in Korea.

妈妈在韩国再婚，
我也突然来到了韩国。

나는 아무 결정권도 없이

엄마를 따라 한국에 올 수 밖에 없었어요

I don’t have any say in it.

I had no choice but to follow my 

mom.

我没有任何决定权
只因为妈妈来韩所以就跟了过来

내 친구들, 정들었던 학교를 떠나

엄마와 함께 살기위해 온 한국에는

저를 반기는 사람은 없었어요.

I leave my friends, my school.

I came to live with my mom in 

Korea, no one welcomed me.

我离开朋友
离开我思念的学校
和妈妈一同来到韩国
却连一个欢迎我的人都没有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What should I do?

我该怎么办？

외국에서 성장한 나,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I grew up in other country, what should I do?

在国外长大的我，该怎么办？

심리상담 Phychology counseling

心理咨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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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만의 고민일까요?
Wanna solve problem by yourself? 只有我有这样的苦恼吗?

전문 심리상담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보세요. 마음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어요.

come and get help from a professional psychologist. 

We can help you to solve your mental difficulties.

请接受专业心理老师的帮助, 帮你解开心结



진로상담 Career counseling

来发展咨询

맞벌이하는 엄마와 아빠는 늘 시간이 부족해요.

Mom and dad all go to work, they are 

always run out of time.

爸爸和妈妈都工作，总是没有足够的时间。

혼자 밥을 먹고 혼자 공부하는 일상이 

익숙해요. 

I eat alone, I study alone, I’m used to 

the loneliness.

我已经习惯了自己吃饭，自己学习的日常。

중국에서의 꿈은 음악을 전공하여 

선생님이 되는 것이었는데

한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My dream was to major in music 

become a teacher when I was in 

China. But now I am in Korea

I don’t know what should I do.

在中国时的梦想是学习音乐，当一名老师。
如今来到韩国，我不知道该怎么办

제 꿈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I don’t have a dream! What should I do.

我没有梦想！我该怎么办。

1:1 개별 진로검사

1:1 Careeer test / 1对1未来发展测试

• 성격강점검사, 홀랜드 진로적성 검사 등

• Personality test, Holland Codes, etc.

• 性格优点测试, 霍兰德职业兴趣量表等。

집단진로상담 

Collective career counseling / 未来发展集体咨询

• 집단 활동을 통한 사회성 향상과 진로 감수성을 일깨우는 체험형 진로활동

•   Experiential career activities to improve social skills and awaken career 

sensitivity through group activities

• 通过体验集体活动，提高社交性和对未来发展的 敏感度。

맞춤형 진로상담 및 컨설팅 

Customized career counseling  / 针对型未来发展咨询与策划

• 한국사회 현실에 맞는 내담자 수준별 진로설계 

• 외국인 대학 입학 전형 탐색 등

•   Customized counseling for youth in different situation

•   College application support, etc. 

• 根据申请者的个人情况，进行适合韩国社会的咨询规划
• 外国人大学入学指导等

1

2

3

진
로

상
담

 c
a

r
e

e
r

 c
o

u
n

s
e

l
in

g
未
来
发
展
咨
询

전문 진로상담사와 개별·집단상담을 통해 미래 진로에 대해 

탐색하고 발견할 수 있어요.
you can explore and discover your future career path through individual and 

group counseling with professional career counselors. 

通过与专业咨询老师的个人或集体咨询，探索并发现自己的未来发展方向。

2019년~ 현재까지 진로상담을 이용한 이주배경을 가진 다문화 청소년은 연평균 226명으로 

전문상담을 통해 한국사회 진출을 위한 미래설계와 대학진학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From 2019 to now, there are an average of 226 multicultural teenagers with a 

migration background using career counseling. Through the professional counseling, 

they are developing their dream of future design and college entrance to get adapt to 

Korean society.

2019年到现在，每年平均有226多名有移住背景的多文化青少年使用未来发展咨询服务。
通过此服务，规划如何适应韩国社会，浇灌自己的梦想。

2019학년도 대학응시 

Application to College in 2019

2019学年也 大学入学

10명 지원 / 7명 합격 

10 students applicated / 7 students passed

10人申请 / 7人合格  

서강대, 성균관대, 경희대, 건국대, 선문대, 가천대, 

한국호텔관광실용전문학교 등

Seogang University, Sungkyunkwan University, 

Kyung Hee University, Konkuk University, 

Sunmoon University, Gachon University, Korea 

Hotel Tourism Practical School, etc.

西江大学, 成均馆大学, 庆熙大学, 建国大学, 宣文
大学, 嘉泉大学, 韩国酒店观光实用专门学校等

2020학년도 대학응시

Application to College in 2020

2020学年也 大学入学

9명 지원 / 8명 합격

9 students applicated / 7 students passed 

9人申请 / 8人合格

동국대, 장안대, 한국외국어대, 가천대, 명지전문대 등

Dongkuk University, Jangan University,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Gachon University, 

Myeongji University of technology, etc.

东国大学, 长安大学, 韩国外国语大学, 嘉泉大学, 
明智专科大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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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담 Profession counseling

职业咨询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은 안돼요. 다른 곳 

알아보세요.”

“Are you a foreigner? We don’t hire 

foreigner. Find another place.”

“外国人啊?
我们不雇用外国人, 你去别的地方打听吧。”

아르바이트를 구하러 나가면 늘 듣는 

이야기입니다.

I always hear this when I go to get a 

part-time job.

出去找兼职的时候, 总是听到这样的回答。

2017년 재혼한 엄마를 따라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왔어요.

I came to Korea from Vietnam with my 

mother who remarried in 2017.

2017年，我跟随再婚的妈妈
从越南来到韩国。

한국어로 의사소통도 가능하고 내년에 

대학진학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어 

아르바이트를 구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I can communicate in Korean and I am 

preparing for college next year.

I’m trying to get a part-time job,

but it’s not easy.

我韩国语熟练, 正在为明年上大学做准备。
我打算找份兼职, 但现实要比想象困难的多。

한국 청소년들은 쉽게 구하는 것 같은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저는 늘 외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Korean teenagers seem to be easy to get 

a part-time job.

But I’m always being rejected just 

because I’m a foreigner.

韩国的青少年, 似乎都能轻松找到兼职
但我却因为是外国人, 总是遭到拒绝。

아르바이트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에서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I don’t know what to do in Korea when 

even a part-time job is difficult to find.

连份兼职都找不到的我 
在韩国又能做些什么, 该如何生活下去呢？

한국에는 어떤 직업이 있어요?
What kind of jobs are in Korea? 韩国有哪些职业呢？

개별 직업탐색 검사

Individual job serch test / 个人职业探索测试

• 직업적성검사, 직업선호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 구직준비도검사 등

•   Occupational aptitude test, job preference test, job value test, job preparation 

test, etc. 

• 业性格测试, 职业倾向测试, 职业价值观测试, 就业准备度测试等 

유형별 직업상담 및 컨설팅

Job counsultation by type / 各类型职业咨询与规划

• 유형에 따른 직업 연계

• 이력서 첨삭 및 모의면접 실시

• Job links by type

• Inspection of the resume and simulation interviews

• 各类型职业对接
• 撰写简历，模拟面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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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직업상담사와의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구직활동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어요.
you can solve your curiosity about job search activities by consulting with 

professional career counselors.

通过与专业职业咨询师的咨询，能帮助你们解决许多求职过程中遇到的疑问和
难题。

2021년부터 새로이 운영되는 직업상담은 미래 한국사회 글로벌 인재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는 

이주배경 청소년의 직업을 함께 고민하고 지원하겠습니다.

The new job counseling, which will be operated from 2021, will always consider and 

support the migrant background youth who are striving to become a global talent in 

Korean society in the future.

从2021年起，全新的职业咨询将陪伴在韩国寻梦的移住背景青少年们，与他们一起为
职业苦恼和努力。



(우)16439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141번길 4(화서동)

Tel. 031-247-1324 | fax. 070-8270-1324 

suwon glogbal youth Dream center 水原国际青少年梦想中心

그 어느 곳에서도 할 수 없었던 이야기,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전문상담실이 함께 하겠습니다.

―

Come to the counseling office in 

Suwon Global Youth Dream Center 

to tell us your story and concern. 

―

那些无处诉说的苦恼,

请来水原国际青少年梦想中心

专业咨询室倾诉吧。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