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상담·지원 서비스 안내 자료

□
[

온라인 상담 · 심리지원 서비스 안내

상담 서비스별 내용 및 참여 방법]
상담 서비스명
위(Wee)온라인
상담

상다미쌤

지원 내용

․게시판 상담
․위 프로젝트
(Wee)

․위
관련

기관 현황 제공 등

(Wee)홈페이지

접속

(http://www.wee.go.kr)

→온라인상담 선택

․실시간 모바일 심리상담 ․카카오톡 채널 추가 상다미쌤
서비스 카카오톡 상담
(

다 들어줄 개

참여 방법

(

)

․실시간 모바일 상담서비스

)

․다 들어줄 개 어플다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
로 문자보내기
1661-5004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

․채팅상담
․게시판상담
․전화상담 ☎
․웹심리검사
․
․솔로봇상담
․이음 온라인부모교육
(

1388)

https://www.cyber1388.kr

e

한국심리학회

․전화상담 및 온라인 상담 ․전화상담 ☎
이용시간
(

: 09:0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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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0-5067-2619)

[

상담 서비스별 안내 자료]

위(Wee)프로젝트 기관 온라인 상담서비스 활용 안내
위(Wee) 온라인 상담 서비스 안내
- 우리가 네 옆의 희망이 되어줄게-

위 (Wee)는 무엇인가요 ?

☺

‘나와

-

너

(Emoti on)

속에서

우리 (We)를

발견할

수

있도록

교육 · 지도 (Educati on )하고 ,

감성

과 사랑 (♥ )이 녹아있는 위(Wee)프로젝트 공간에서 학생의 잠재력을 찾아내자는

의미입니다
위 (Wee)프로젝트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위 (Wee)홈페이지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

-

(http://www.wee.go.kr)

☺
-

위 (Wee) 프로젝트 기관은 무엇인가요 ?
위 (Wee)기관은 위(Wee)클래스 , 위(Wee)센터, 위(Wee)스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위(Wee)클래스는 학교 안에 설치 된 상담실로 학교적응, 심리 정서적
안정, 친구관계, 진로 등 다양한 고민을 상담선생님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소통 공간입니다.

·

시 도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위(Wee)센터는 학교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근본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위(Wee)클래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학교
학생 및 보호자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위(Wee)스쿨은 고위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잃어버린 꿈과 재능을 키워나가는 기숙형 장기위탁교육기관으로 교과교육
이외에도 상담활동, 심성교육, 사회적응력 프로그램 등을 함께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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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Wee) 프로젝트 기관은 어디에 있나요 ?

☺
-

위(Wee)클래스는 단위학교에, 위(Wee)센터는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해당지역의 위(Wee)기관을 찾아보고 싶다면 홈페이지에서

☺
-

☺

Wee찾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게시판 )상담은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
학생 , 보호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 (게시판 )상담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

-

재학 중인 학교에 위 (Wee)클래스가 있다면 해당학교 홈페이지 사이버 상담실에서 ,

-

위 (Wee)클래스가 없는 학교일 경우는 , 해당 교육 (지원 )청 위 (Wee)센터 홈페이지 사이버
상담실이나 위 (Wee)홈페이지 온라인 상담실에서 가능합니다 !

*

위 (Wee)홈페이지 고민상담 (http://www.we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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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다미쌤(카카오톡 상담)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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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안내 자료
코로나-19로 지친 마음, 청소년안전망이 함께 합니다
- 청소년안전망, 개학을 맞이하여 “심리건강 지키기” 프로젝트 운영 -

청소년안전망과 함께하는 “청소년 코로나-19 심리건강 지키기”

청소년안전망(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은 뭔가요?
청소년안전망은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심리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통합적인 상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 · ·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역 청소년에 대한 상담 보호 의료 자립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

수행하는 청소년 상담 복지전문기관입니다.

’20년

현재

235개의

센터가 운영 중입니다.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만 9세~24세인 청소년, 보호자 및 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

가까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청소년상담1388’ (전화, 문자, 사이버)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상담

이용방법
전화상담: 국번없이 110 또는 1388, 휴대전화: 지역번호+1388
문자상담: #1388, 카카오톡 상담: 카카오플러스 친구 맺기 후
사이버상담: 인터넷 https://www.cyber1388.kr

‘

-

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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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채팅창 진행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안내 자료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 운영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여성가족부 산하 준정부기관
◦ 이용방법 모바일로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 운영시간 일 시간 운영
◦ 이용 가능 서비스
(

)

(

(

) PC,

(

) 365

서비스
채팅상담
게시판상담
웹심리검사
솔로봇상담
이음e온라인
부모교육

)

(cyber1388.kr)

접속

24

주요 지원 내용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전문상담자와 1:1 실시간 채팅
고민 글을 남기면 24시간 내에 전문상담자의 답변 글 제공
대인관계, 진로, 성격/정서 등 간단한 심리검사 제공
간단히 묻고 답하는 게임과 동영상을 통한 고민 해결
자녀와 함께 성장하는 부모, 학교폭력예방교육 제공

※문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051-662-3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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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잇는 채팅’

◦ 다회기 비대면 온라인 정기 채팅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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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yber1388.kr)

□

학생 상담 및 심리지원 기관 현황

◯

경기도 교육지원청 위(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화번호
센터명

전화번호

경기도교육청 소속

센터명

전화번호

안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1-446-0242

가평교육지원청Wee센터

031-580-5174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2-325-3002

고양교육지원청Wee센터

031-901-9173

광명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2-809-2000

광명교육지원청Wee센터

02-2610-1472

평택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1-656-1383

광주하남교육지원청Wee센터

031-280-7270

동두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1-861-1388

군포의왕교육지원청Wee센터

031-390-1143

안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1-414-1318

김포교육지원청Wee센터

031-985-3986

고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1-979-1318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Wee센터

031-550-6351

구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1-557-2000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Wee센터

031-860-4354

남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1-590-8097~8

부천교육지원청Wee센터

070-7099-2141

오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1-372-4004

성남교육지원청Wee센터

031-780-2608

시흥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1-318-7100

수원교육지원청Wee센터

031-246-0818

시흥시정왕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1-318-7101

시흥교육지원청Wee센터

031-488-4557

하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1-790-6680

안산교육지원청Wee센터

031-508-5801

군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1-397-1388

안성교육지원청Wee센터

031-670-8770

의왕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1-452-1388

안양과천교육지원청Wee센터

031-380-7063

용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1-324-9300

양평교육지원청Wee센터

031-770-5630

파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1-946-0022

여주교육지원청Wee센터

031-880-2380

이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1-634-2777~8

연천교육지원청Wee센터

031-839-0144

안성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1-676-1318

화성오산교육지원청Wee센터

031-371-0651

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1-984-1388

용인교육지원청Wee센터

031-889-5852

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1-858-1318

의정부교육지원청Wee센터

031-820-0092

여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1-882-8889

이천교육지원청Wee센터

031-639-5656

화성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1-225-1318

파주교육지원청Wee센터

031-948-7920

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1-760-2219

평택교육지원청Wee센터

031-665-0806

연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1-832-4452

포천교육지원청Wee센터

031-539-0150

가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1-581-0397

양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1-775-1318

경기도청소년상답복지터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1-248-1318

포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1-533-1318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1-756-1388

과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2-504-1388

의정부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1-872-1388

수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1-218-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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