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이주배경청소년ver1. 중국편
与社区一起成长的有移居背景的 青少年 ver 1。中国篇

您在富川
过得还好吗?

이주배경청소년
여러분께 안부를 묻습니다.

니하오

你好。向移居来富川市的各位问好。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에 이주해 온 여러분들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Q. 移居后的生活怎样？
이주 후 부천 생활은 어떠신가요?

来了韩国，孩子的入学信息在哪里查？ 我很迷茫

你们丢下我先去韩国的时候, 我真的很孤独很害怕。
但是来到韩国后, 虽然见到了想念的爸爸妈妈。
但是不知道为什么有点尴尬
엄마, 아빠가 날 두고 먼저 한국에 갔을 때는
난 정말 외롭고 무서웠었어.
그런데 한국에 와서 보고 싶었던 엄마, 아빠를 만나긴
했는데 왠지 모르게 어색해.

跟随你们而来，但韩国很陌生又很累
엄마, 아빠가 가야한다고 와서 따라왔는데
한국이 너무 낯설고 힘들어.

한국에 왔는데 아이 입학 정보는 어디서 알아보나요?
어떤 것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해요.

因为不会说韩语，交不到朋友，
所以最近在家只会玩电脑和手机

한국말을 못하니 친구도 못 사귀고 요즘에는
집에서 컴퓨터랑 핸드폰만 한다니까요.

我的孩子最近情绪波动很大。有时会突然生气，
看起来很忧郁… 他不说所以我们也不知道怎么了
저희 애는 요즘 감정기복이 심해요. 갑자기 화내고 우울해
보일 때도 있고... 말을 안하니 이유를 알 수가 없네요.

在学校，我很介意朋友们在窃窃私语，
还偷瞄我, 因为我是中国人。
학교에 갔는데 친구들이 중국인이라고
소근거리고 힐끔거리고... 너무 신경쓰여요.

我让孩子们去买烟，酒，但他们不卖。
在中国是可以的...
在哪里可以了解到与中国不一样的，韩国的文化与规则呢？
애들한테 심부름으로 술, 담배 사오라고 시켰는데 안 판대요.
중국에서는 가능했는데...
중국과 다른 한국 문화와 규칙들은 어디서 알 수 있는 건가요?

生活在异地是不是很累？

타지에서 생활하기 힘드시지는 않으신가요?

社区与您携手同行

지역사회와 함께라면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想交朋友, 但又不知 道该怎么办
친구를 사귀고 싶은데 어디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

有移居背
景青少年
的告白
이주배경
청소년의
고백
爸爸妈妈,
我想对你们说
엄마,아빠
나는 말이야.

韩语太难了, 跟不上学校的学习
한국말이 어려워서 학교 공부 따라가기가 벅차.

无视我来自中国, 歧视我。
担心别人看我的视线, 我也开始看朋友们的眼色了
내가 중국에서 왔다고 무시하고 차별해.
날 바라보는 시선도 신경 쓰이고 나도 친구들의 눈치를 보게 돼.

也想向爸爸妈妈寻求帮助, 但是爸爸妈妈看起来太
忙了, 所以我也没能把累说出口
엄마, 아빠한테 도움 청하고 싶은데,
너무 바빠 보여서 힘들다고 말할 수도 없어.

有移居背景的青少年, 不仅面对着青少年时期的困惑,
同时还要克服移居过程中的不安。为了能够更好地度过这段时期,
需要父母更多的关心和爱和等待

이주배경청소년들은 청소년기의 혼란스러움과 동시에 이주경험에서의 불안을 함께
헤쳐나가야 하는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입니다. 이 시기를 잘 견딜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사랑 그리고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니하오

3

Chapter 1. 在富川上学

如果准备好了 학교 갈 준비가 되었다면
请先打电话到富川教育支援厅, 确认程序和可入学的学校。

부천에서 학교 다니기

부천교육지원청에 먼저 전화하여 절차와 입학 가능한 학교를 확인하세요.

请联系可入学学校的行政室, 确认教育厅指引的文件是否与该学校一致。
입학 가능한 학교의 행정실에 연락하여 교육청에서 안내받은 서류들이
해당 학교와 일치하는지 확인해보세요.

在确认文件或制作过程中如需要翻译,
可从多文化家庭支援中心等相关移民背景机构获得帮助

서류 확인이나 작성 중 통역, 번역이 필요하다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의
이주배경 관련 기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如果准备好文件, 请向学校提交文件后, 然后让孩子准备入学

필요한 서류가 마련이 되면 학교에 서류를 제출한 뒤 아이 입학 준비를 시켜주세요.

通过入学, 您可以帮助孩子在早期适应韩国社会。
根据韩国的
“初中等教育法”, 中小学是义务教育, 可以免费接受教育,
“联合国儿童权利公约”规定, 儿童不论其身份如何,
都有权接受教育。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초기 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학교에 입학시키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한국의‘초중등교육법’
에 따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에 해당하여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는 신분에 관계없이 아동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入学之前有必要掌握孩子的水平。
看看孩子是否适应到了上学的程度, 语言能力如何

입학에 앞서 아이의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학교에 갈 만큼 적응을 하였는지, 언어능력은 어떠한지 살펴봐 주세요.

如果升入普通学校有困难的话, 可以通过“새날학교”或“多文化预备学校”
在入学前接受语言教育或适应韩国生活的帮助
일반 학교 진학이 어렵다면,‘다문화 예비학교’
나‘새날학교’등에서 언어와 학교적응을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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您在富川过得还好吗?

资助机构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
机构名称
기관명

联系方式
전화번호

支援内容

1

富川教育支援厅

032-620-0154

入学程序咨询

2

多文化家庭支援中心

032-327-1370

3

부천교육지원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富川新日学校
부천새날학교

032-667-7480

지원 내용

입학 절차 문의

翻译服务

통역, 번역 서비스

彩虹学校
(支援中途入境青少年初期适应支援)
教育厅委托多文化对策教育
레인보우스쿨 (중도입국청소년 초기 적응지원),
교육청 위탁 다문화 대안교육

4

京畿全球中心

032-344-1412

5

富川 移居 民支援中心

032-654-0664

경기글로벌센터

부천이주민지원센터

和谐社会计划, 课后辅导

사회통합 프로그램, 방과 후 학습 멘토링

翻译服务

통역, 번역 서비스, 생활상담

니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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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精通韩语

资助机构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
机构名称
기관명

联系方式
전화번호

支援内容

1

多文化家庭支援中心

032-327-1370

韩国语教育，和谐社会计划

2

富川新日学校

032-667-7480

韩国语教育

3

社团法人京畿全球中心

032-344-3229

韩国语教育，和谐社会计划

4

亚洲人权文化联合会

032-684-0248

小学初年级 韩国语教育

5

大山洞综合社会福利馆

032-665-6061

韩国语教育，多文化项目

6

素沙 本综合社会福利馆

032-349-3102

多文化家庭支援事业

7

富川 新兴小学

070-7096-7006

多文化特殊班，韩国语教育

富川 南小学

070-7015-1902

多文化特殊班，韩国语教育

上道小学

070-7016-3118

多文化特殊班，韩国语教育

富川 复兴中学

070-7099-0854

多文化预备学校 , 韩国语教育

한국어 마스터하기

语言对学校适应和同龄人关系产生很大影响。
所以需要营造积极学习语言的环境。
언어는 학교 적응과 또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적극적으로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多文化教育重点学校提供韩国语教育, 进入该校的学生可以接受语言教育
다문화 교육 중점학교에서는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고 있어 해당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언어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多文化家庭支援中心提供韩国语教育和双语环境营造项目等语言教育。
需要向该中心咨询, 确认是否可以使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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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한국어 교육, 이중언어환경조성사업 등의 언어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센터에 문의 후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此外, 附近的社区福利中心等多个机关正在进行语言教育,
因此有必要在该地区查找到活跃的信息, 并通过电话或参考网页,
确认常规教育课程。
이 밖에 인근 복지관 등 다양한 기관에서 언어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니 지역에
적극적인 정보를 찾아보고 전화나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정기적인 교육 강좌를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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您在富川过得还好吗?

9

1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천새날학교

사단법인 경기글로벌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대산동종합사회복지관

소사본종합사회복지관

부천신흥초등학교

부천남초등학교

상도초등학교

부천부흥중학교

지원 내용

한국어교육, 사회통합 프로그램

한국어 교육

한국어교육, 사회통합 프로그램

초등저학년 한국어 교육

한국어교육, 다문화 프로그램

다문화가정지원사업

다문화 특별학급, 한국어 교육

다문화 특별학급, 한국어 교육

다문화 특별학급, 한국어 교육

다문화 예비학교, 한국어 교육

니하오

7

Chapter 3. 参与丰富多彩的青少年活动

资助机构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
机构名称
기관명

联系方式
전화번호

支援内容

1

山鸣青少年训练馆

032-344-4480

野外体验活动, 自治活动 等

2

素沙 青少年训练馆

032-344-0720

职业能力增强项目,
社团, 文化艺术项目

다양한 청소년 활동 참여하기

富川市的各个机构给青少年孩子们准备了
可以享受和学习的多种项目。如果孩子们走出家门参加活动,
自然而然就能交到朋友度过愉快的时间
부천시에 있는 여러 기관에서는 청소년 아이들이 즐기고 배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집 밖으로 나와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면
자연스럽게 친구도 사귀고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社区的各个机构都准备了各种各样的常设或临时项目。
通过网站或电话咨询。或者直接访问了解当前所开设的应用活动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에서는 다양한 상설, 비상설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나 전화 문의 혹은 직접 방문을 통해 현재 개설된 프로그램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各机构设有职业咨询、职业探索以及其他体验项目, 只要参与就能开发孩
子们的力量和职业能力。为了孩子们的前途发展, 请随时确认并使用
기관별로 진로상담, 진로 탐색 및 체험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 참여만으로도
아이들의 역량과 직업능력을 개발시킬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진로 발달을 위해 수시로 확인해보고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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您在富川过得还好吗?

산울림청소년수련관

소사청소년수련관

지원 내용

야외체험활동, 자치활동 등

진로 역량 강화사업, 동아리,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

3

富川市青少年训练馆

032-325-4300

文化活动支援, 学园等

4

高里蔚 青少年文化之家

032-682-1886

媒体特性化项目,
社会环境变化应对项目等

5

松内洞青少年文化之家

032-656-8085

文化艺术学校, 社团等

6

富川 妇女 青少年中心

032-665-9090

青少年能力提升项目

7

부천시청소년수련관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송내동청소년문화의집

부천여성청소년센터

富川市青少年咖啡馆
彩虹 素沙 店

032-344-9951

부천시청소년카페 무지개 소사점

8

富川市青少年咖啡馆
彩虹 陶 店 唐

10

富川市校外支援中心
부천시학교밖지원센터

大山综合社会福利馆
대산종합사회복지관

미디어특성화 프로그램,
사회환경 변화대응 프로그램 등

문화예술학교, 동아리 등

청소년역량강화 프로그램

各种体验及沟通空间,
咖啡厅运营团等

각종 체험 및 소통 공간, 카페운영단 등

070-4486-8390

부천시청소년카페 무지개 도당점

9

문화활동 지원, 배움터 등

各种体验及沟通空间,
咖啡厅运营团等

각종 체험 및 소통 공간, 카페 운영단 등

032-327-2232

校外青少年项目教育,
自我发展,工作体验等

교육, 자기계발, 직업체험 등

032-665-6062

青少年可参与项目,
青少年服务社团 运营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 청소년 봉사 동아리 운영

11

亚洲人权文化联合会

032-684-0244

小学高年级多样性俱乐部
（料理，工艺，身体活动等）
青少年人权社团

12

富川青少年人权共同体 竖立

010-7569-0028

运营地区同龄共同体，
青少年指导项目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부천청소년인권공동체 세움

초등고학년 다양성클럽
(요리, 공예, 신체활동 등 )
청소년 인권 동아리

지역또래공동체운영,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니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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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准备青少年就业和自立

资助机构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
机构名称
기관명

联系方式
전화번호

支援内容

1

富川 移居 民支援中心

032-654-0664

劳动，人权，生活咨询

2

富川移居劳动福利中心

032-351-3527

职业咨询

3

富川雇佣福利 +中心

032-320-8900

就业成功套餐，失业补助金 等

4

富川市非正规就业
职工援助中心

032-679-8279

安心兼职中心经营
（劳动人权侵害咨询)

5

青少年 职业 支援中心

032-625-8855

청소년 일자리, 자립 준비하기

请制定未来计划, 体验各种职业等, 为孩子们提供与未来发
展道路相适应的经历。不论成功还是失败，
只要通过各种经历, 孩子们就能知道自己喜欢什么,
擅长什么, 从而找到出路
이주배경청소년 노동자들도 노동·인권 상담, 법률자문 등의
여러 지원을 통해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진로 계획도 세우고, 여러 직업 체험 등을 하며 아이들이 진로 발달에 맞는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세요. 성공, 실패와 상관없이 여러 경험을 해보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 등을 알 수 있을 거예요.

为了让青少年在安全的环境中准备自立，各个机关都在提供支援。
实现自立所需要的帮助或训练，或者劳动中发生问题时，
建议接受专业机构的帮助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립을 위한 도움이나 훈련이 필요하거나, 노동 중에 문제가 발생할 시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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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주민지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부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부천시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부천씨앗길센터

지원 내용

노동, 인권, 생활 상담

진로상담

취업성공패키지, 실업급여 등

안심알바센터 운영
(노동인권 침해 상담)

职业探索及职业体验，
升学 支援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진로진학 지원

6

富川市青少年法律援助中心

032-655-4620

安心兼职举报中心，
青少年劳动人权保护学校

7

富川市校外支援中心

032-327-2232

职业力量强化，职业探索及体验 等

8

Smile Again 社会合作社
危机青少年的好朋友 Again

032-662-1318

富川青少年劳动人权网络

032-663-8279

远美图书馆 ‘远美清净区’

032-625-4705

9

10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

부천시학교밖지원센터

위기청소년의 좋은친구 어게인
스마일어게인사회적협동조합

부천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노랑

원미도서관‘원미청정구역’

안심알바신고센터,
청소년노동인권 보호학교

직업역량강화, 직업 탐색 및 체험 등

校外青少年自立支援

학교밖청소년 등 위기청소년 자립 지원

青少年劳动人权咨询及教育

청소년 노동 인권 관련 상담 및 교육



青年 职业活动，体验场所
청년 진로활동, 체험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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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 守护家族的心里健康

资助机构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
机构名称
기관명

联系方式
전화번호

支援内容

1

富川市青少年咨询福利中心

032-325-3002

青少年心理咨询，心里检测

2

富川市健康家庭支援中心

032-326-4212

家庭咨询，教育，强化家族力量项目

3

富川儿童青少年 心里
健康福利中心

032-654-4024

婴幼儿, 儿童青少年咨询, 心里健康筛选

4

富川市自杀预防中心

032-654-4024

自杀预防咨询，案例管理 等

5

富川市多文化家庭支援中心

032-327-1370

个人，家庭咨询

6

小树苗儿童综合咨询所

032-347-7205

儿童情绪支援，咨询，
预防虐待事业

7

Good Neighbors 中心
京畿富川

032-611-0857

心理情绪支援事业，
危机家庭支援事业

8

京畿富川儿童保护专门机构

032-662-2580

9

富川 YMCA 青少年咨询室

032-666-6030

儿童、青少年咨询

10

富川教育厅 Wee 中心

070-7099-2175

学校不适应 ，青少年心理咨询

우리가족 마음건강 지키기

青少年时期, 如果家庭内发生难以解决的心理、
情绪问题, 请与专门机构讨论并接受帮助
청소년기는 심리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로 정서적인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시기에 가족 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심리,
정서적인 문제 발생 시 전문기관과 논의하고 도움받으세요.

当出现忧郁、不安、网络和手机使用过多、
家庭内矛盾或沟通不畅等行为变化时, 可从附近的专业机构得到帮助。
우울, 불안, 인터넷스마트폰 과다사용, 가족 내 갈등이나 대화의 단절 등의
행동 변화가 나타났을 때 가까운 전문기관에서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在养育孩子时, 如果感到吃力或需要帮助时,
父母也可以得到相关机构的帮助。
아이들을 키우면서 힘들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부모님들 또한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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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부천시아동청소년
정신건강복지센터

부천시자살예방센터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꿈나무아동종합상담소

굿네이버스 좋은마음센터
경기부천

경기부천아동보호전문기관

부천 YMCA 청소년상담실

부천교육청 Wee 센터

지원 내용

청소년 상담, 심리검사

가족상담, 교육,
가족역량강화 프로그램

영유아, 아동청소년 상담, 정신건강 선별

자살예방상담, 사례관리 등

개인, 가족상담

아동정서지원, 상담,
학대예방사업

심리정서지원사업,
위기가정지원사업

受虐儿童相关事业

학대피해아동 관련 사업

아동, 청소년 상담

학교 부적응, 청소년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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只有满15岁或以上的青少年可以做兼职和小时工，
并且每天工作不能超过7个小时，每周工作不超过35个小时。
如果满13岁~14岁的青少年必须工作，则需要地方雇佣劳
动官署签发的工作许可证。

Chapter 6. 生活在富川

부천에서 생활하기

在富川, 文化和生活规范都与中国不同, 您还适应吗？
这里把主要弄混的部分集中整理了一下。
除此之外的难处请向有关部门咨询。
부천에서 생활하며 문화나 생활 규칙이 본국과 달라 힘드시지는 않으셨나요?
주로 헷갈려 하시는 부분을 모아 정리해보았습니다.
이밖에 어려운 점들은 관련 기관에 문의해보세요.

在青少年基本法中，将9周岁以上24周岁以下定义为青少年，
大部分青少年机构也以这个年龄为标准保障参与各项活动。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만9세 이상 만24세 이하를 청소년으로 정의하며,
대부분의 청소년기관에서도 이 나이를 기준으로 프로그램 참여를 보장합니다.

在韩国，必须进行可回收物品的分类。
生活垃圾先确认收集日和收集场所后，按种类分类回收即可，
如家具或家电产品等大型废弃物，请在富川市
“大型废弃物网上申报”网页上按处理程序申请即可

한국에서는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생활 쓰레기의 경우 수거 요일과 수거 장소를 확인한 후 종류별로 분리수거를 하고,
가구나 가전제품 등 대형폐기물의 경우 부천시‘대형폐기물 인터넷신고’홈페이지에서
처리절차에 따라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在韩国，可以从20岁开始购买烟酒。未满19岁者，
即使是通过委托也不能购买。
한국에서 술, 담배 구매는 20세부터 가능합니다.
19세 미만은 심부름에 의한 구매도 불가합니다.

在韩国，乘坐大众交通时主要使用交通卡。
可以在附近的便利店内购买交通卡并充值。

만 15세 이상 청소년만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로가 가능하며, 하루 7시간, 일주일
35시간을 초과하여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만 13세~14세 청소년이 근로해야 할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하는 취직인허가증이 필요합니다.

紧急/咨询联系方式 긴급/상담 전화번호
机构名称
기관명

1

警察局

2

联系方式
전화번호

支援内容
지원 내용

112

犯罪举报

消防局

119

火灾，救助，灾难举报，应急医疗

3

妇女紧急电话

1366

家庭暴力、性暴力、性交易等咨询

4

青少年电话

1388

青少年烦恼咨询

5

青少年网络咨询中心

#1388

信息咨询

6

学校暴力举报中心

117

学校暴力预防教育，电话，信息咨询

7

青少年劳动保护中心

1600-1729

青少年劳动人权侵害咨询

8

保健福祉部疾病管理本部

1339

感染病举报及疾病信息提供

9

富川呼叫中心

032-3000

交通、福利、税务、主要活动等
等 富川市相关信息介绍及商 咨询

10

多功能呼叫中心

1577-1366

경찰서

소방서

여성 긴급 전화

청소년 전화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학교폭력신고센터

청소년근로보호센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부천콜센터

다누리콜센터

범죄신고

화재, 구조, 재난신고, 응급의료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청소년 고민 상담

문자상담

학교폭력 예방교육, 전화, 문자 상담

청소년 노동 인권침해 상담

감염병 신고 및 질병 정보 제공

교통, 복지, 세무, 주요 행사 등
부천시 관련 정보 안내 및 상담

多文化家庭紧急支援、生活信息、
翻译 等
다문화가족 긴급지원, 생활정보, 통역 등

한국에서는 대중교통 이용 시 교통카드를 주로 사용합니다.
가까운 편의점에서 교통카드 구입 및 충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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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回顾 #리마인드
#共享 #함께해요
#应用 #부천마스터
01
02
03
04
05
06

适应过程中的困难,
请与社区一起分享和沟通。

적응과정에서의 어려움은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고 소통하세요.

社区正在准备并等待着
和大家一起的瞬间。

지역사회는 여러분들과 함께할
순간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社区 机构 介绍 지역사회 기관 안내
类别
구분

有移住
背景的
青少年
支援

이주
배경
청소년 지원

机构 名称

地址
주소

联系方式

조종로 68번가길 4

032-327-1370

원미로 124 5층

032-678-7480

소사로 310번길 19

032-351-3527

옥산로 154번길 20 2층

032-684-0244

경인로 133번길 10 4층

032-344-3229

역곡로 149-65

032-344-4480

소사동로 125

032-344-0720

장말로 107,
복사골문화센터 2층

032-325-4300

부일로 563
웅진수산협동조합 3층

032-344-9951

070-4486-8390

高里蔚青少年文化之家

부천로 360
도당어울마당 4층
고강로 132번길 28

032-682-1886

송내동청소년문화의집

富川妇女青少年中心

경인로 92번길 33
송내어울마당 3층

032-656-8085

부천로 122번길 60

032-665-9090

부천시학교밖지원센터

경인로 92번길 33
송내어울마당 5층

032-327-2232

-

010-7569-0028

계남로 219

032-620-0154

길주로 391번길 71

070-7096-7006

성주로 270번길 16-1

070-7015-1902

장말로 149

070-7016-3118

계남로 268

070-7099-0854

移民背景青少年支援基金会
彩虹青少年中心

계남로 336

032-654-0664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24길 20

02-733-7587

在外同胞基金会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02-3415-0100

기관명

富川市多文化家庭支援中心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富川新日学校
부천새날학교

富川移民劳动福利中心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亚洲人权文化联合会
아시아인권문화연대

京畿全球中心

(사)경기글로벌센터

山鸣青少年训练馆

青少年时期是经历急剧变化的时期, 需要父母的温暖理解和关心

산울림청소년수련관

素沙青少年修炼馆

청소년기는 급격한 변화를 겪는 시기로 부모님들의 따뜻한 이해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소사청소년수련관

富川市青少年修炼馆
부천시청소년수련관

移居经历会给子女带来很大的混乱。
为了孩子们的适应, 需要耐心等待。
이주 경험은 자녀들에게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적응을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入学校之前, 掌握孩子的适应水平非常重要

活动
支援
활동
지원

富川市青 少年咖啡馆
彩虹素沙店

부천시청소년카페 무지개 소사점

富川市青少年咖啡馆
彩虹虹 陶唐店

부천시청소년카페 무지개 도당점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松内洞青少年文化之家

학교 입학에 앞서 아이의 적응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천여성청소년센터

富川市校外支援中心

语言对适应学校有很大的影响, 需要营造学习环境。

富川青少年人权共同体 竖立

언어는 학교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침으로 습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부천청소년인권공동체 세움

富川教育支援厅
부천교육지원청

富川市的各个青少年机关都准备了让孩子们享受、学习、
探寻未来道路的项目, 请给孩子们提供各种体验的机会。

부천시의 여러 청소년 기관에서는 아이들이 즐기고, 배우며, 진로를 찾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세요.

教育
支援
교육
지원

富川新兴 小学
부천신흥초등학교

富川南小学

부천남초등학교

上道小学

상도초등학교

富川复兴中学
부천부흥중학교

守护家人的心理健康, 从了解彼此的变化开始。
心理上的困难请与附近的专门机构分享并得到帮助

가족마음건강지키기는 서로의 변화를 알아채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심리적인 어려움은 가까운 전문기관과 함께 나누고 도움 받으세요.

其他

기타
이주배경
외국인
지원센터

富川移居民支援中心
(사)부천이주민지원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무지개청소년센터
재외동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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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니하오 17

类别
구분

机构 名称
기관명

富川雇佣福利+中心
부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富川市非正规 就业
职工援助中心

自立
&
职业
支援

富川市青少年法律援助中心

자립
및
직업
지원

위기청소년의 좋은친구 어게인
(스마일어게인 사회적협동조합)

부천시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青少年职业支援中心
부천씨앗길센터

부천시청소년 법률지원센터

Smile Again社会 合作社
危机青 少年的好朋友Again
富川青少年劳动人权网络

부천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노랑

远美图书馆 ‘远美清净区’
원미도서관
‘원미청정구역’

富川市健康家庭支援中心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富川儿童青
少年心里健康福利中心

地址
주소

联系方式

길주로 351

032-320-8900

삼작로 301번길 5
부천시립북부도서관 3층

032-679-8279

소사로 456

032-625-8855

장말로107, 복사골문화센터 4층

032-655-4620

부천로 3번길 27
희망빌딩 2관 302호

032-662-1318

-

032-663-8279

소사로 456

032-625-4705

부천로 122번길 60

032-326-4212

경인옛로73 소사어울마당 4층

032-654-4024

원미구 장말로 107
복사골문화센터 301호

성오로 172 오정어울마당 3층

032-654-4024

032-325-3002

안곡로 194번길 14

032-347-7205

길주로 199

032-611-0857

석천로 169-42

032-666-6030

계남로 219

070-7099-2175

소사로 482 부천종합운동장 내

032-663-1318

성주로 149

032-655-1366

길주로 279 서호빌딩 4층

032-612-6337

부천로 54번길 9 2층

032-654-1318

부일로 763번길 16-23

032-343-1880

심곡로 9번길 54

032-665-6062

호현로 489번길 50

032-349-3102

석천로 16번길 50

032-652-0420

원미로 202

032-653-6131

장말로 351번길 9

032-324-0723

전화번호

富川市青少年
咨询福利中心
부천시청소년
상담복지센터
远美中心
원미센터

联系方式

부천시아동청소년 정신건강복지센터

富川市自杀预防中心
부천시자살예방센터

咨询
及危机
支援
상담
및
위기
지원

小树苗儿童综合咨询所
꿈나무아동종합상담소

Good Neighbors中心
京畿富川

굿네이버스 좋은마음센터 경기 부천

富川YMCA青少年咨询室
부천YMCA청소년상담실

富川教育厅Wee中心
부천교육청Wee센터

富川市青 少年性文化中心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

富川青 少年性暴力咨询 所
부천청소년성폭력상담소

京畿富川儿 童保护专门 机构
경기부천아동보호전문기관

富川市临时青少年休息站 星星糖
부천시일시청소년쉼터 별사탕

富川市短期青少年休息站 角落
부천시단기청소년쉼터 모퉁이

大山综 合社会 福利馆
대산종합사회복지관

福利
支援
복지
지원

素沙本综 合社会 福利馆
소사본종합사회복지관

上洞综 合社会 福利馆
상동종합사회복지관

富川洞综 合社会 福利馆
부천동종합사회복지관

深谷洞综 合社会 福利馆
심곡동종합사회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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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址

素沙中心
소사센터

<政策建议书>
<정책 제안서>

扫右下角的二维码,
可参与为移居背景
青少年提供政策

敬请各位多多参与。
地址

이주배경청소년과 관련한

联系方式

접수 가능 하오니

032-327-2232

오정센터

청소년 상담복지 전문기관으로 만 9세 ~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문상담서비스,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등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建议的平台。

소사구 경인로 92번길 33
송내어울마당 5층

梧亭中心

作为青少年咨询福利专门机构,
以满9岁~24岁的青少年为对象,
提供专业咨询服务、危机青少年综合支援、
校外青少年支援事业等,
为青少年健康成长提供综合服务。

地址

원미구 삼작로 301번길 5
시립북부도서관 3층

联系方式

070-4351-4335

다양한 정책 제안은
아래 QR코드를 통해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 032) 325-3002, 1388 / http://zzang1318.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