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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수원시 소개

수원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수원은 정조대왕의 효심과 개혁사상이 깃들어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계획도시로서, 경기도 수부도시이자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을 중심으로 

각종 문화유적이 산재한 역사도시 입니다.

또한 초일류의 대기업과 건실한 중소기업들이    

첨단산업분야에서 세계와 경쟁하고 있으며, 

다채로운 문화교육시설과 광교산·수원천 등

잘 관리된 생태환경을 바탕으로 

지속발전이 가능한 

메트로시티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낯선 곳에서의 새로운 시작 !

가까운 수원화성에서 선조의 얼도 느껴보고,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수원을 하나씩 알아가는 

재미를 누려보세요. 

좋은 이웃과 함께 행복한 수원생활을 수원시가 도와드립니다. 

인구 1,221,975명 (2016.1.1. 기준)

면적 121.05㎢

수원화성의�정문인�장안문�長安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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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tion

Welcome to Suwon.

Suwon is the fi rst planned city 
which has fi lial love of King JeongJo and his revolutionary mind. 
Also, it is a historical city fi lled with 
various artifacts and heritages including 
Suwon Hwaseong, the world heritage.

Also, the top graded large companies 
and sound medium-sized companies 
are competing in high-tech industry,
various cultural educational facilities 
in well managed ecological environment 
such as Guanggyo San and SuwonJeon shows 
well Suwon�s merit as metropolitan city 
with sustainable development.

New start at an unfamiliar place �
Feel the spirit of ancestor in near Suwon Hwaseong, and enjoy knowing 
about Suwon with fl uttering heart.
Feel the spirit of ancestor in near Suwon Hwaseong, and 
enjoy knowing about Suwon with fl uttering heart.

Population : 1,221,975 (2016.1.1.)
Area 121.05㎢

Janganmun��the�main�gate�of�Suwon�Hwaseong�長安門�

Yongin-si

Yeongtong-gu

Jangan-gu

Paldal-gu

Gwonseon-gu

Uiwang-si

Hwaseong-si

Suwon-si, Gyeonggi-do

Ansan-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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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월별 주요행사
2016.03.21. 기준

월별 기  간 행   사   명 장  소 담당부서
1월 2016.1.20(수)~1.22(금), 3일간 방문의 해 개막주간 행사        실내체육관 관광과
2월 2016.2.20(토) 대보름 민속축제 화성행궁광장 문화예술과
3월 2016.3.26(토) 13:00 전국노래자랑 연무대 관광과

4월

2016.4.15(금) 14:00~20:00 광교마루길 행복나눔 한마당 광교공원 및 광교마루길 일원 장안구 행정지원과
2016.4.16(토)~4.17(일), 2일간 황구지천 생태환경축제 황구지천 및 수원산업단지 일원 권선구 행정지원과
2016.4.19(화), 2016.4.30(토) 2016 수원 연등축제 화성행궁 광장 일대 문화예술과
2016.4.22(금) KBS 열린음악회  행궁광장 관광과
2016.4.29(금)~5.1(일), 3일간 2016 음식 문화축제 행궁 주차장 위생정책과

자전거 택시 운행 관광과

5월

2016.5.5(목)~5.8(일), 4일간 2016 수원 연극축제 수원화성 및 수원시 일원 문화예술과
2016.5.7(토)~5.8(일), 2일간 경기수원항공과학전 수원비행장 일원 관광과

2016.5.13(금)~5.14(토), 2일간 2016 대한민국 외국인 
유학생 문화대축전 성균관대 관광과

2016.5.19(목)~5.21(토), 3일간 2016 아시아 모델 페스티벌 IN 수원 수원체육관, 종합운동장 관광과
2016.5.22(일) 10:00~16:00 다문화 한가족 축제 제1야외음악당 여성정책과

외국인 관광객 환대 주간행사 관광과

6월

2016.6.4(토) 09:00~15:00 제12회 영통청명단오제 영통단오어린이공원 일원 영통구 행정지원과
2016.6.17(금)~6.18(토), 2일간 수원 K-POP 슈퍼콘서트      수원월드컵경기장 관광과

2016.6.17(금)~6.18(토), 2일간 정신건강수도 선포 및 국제 학술대회 수원청소년문화센터, 
화성행궁(낙남헌) 장안구보건소

2016.6.25(토)~6.26(일), 2일간 2016 수원 드론페스티벌 아주대 기업지원과
정책 박람회 시청 일원 정책기획과
시와 음악이 있는 밤 제1야외음악당 문화예술과
화성열차 운행 관광과

7월 2016 경기수원 인형극제 문화예술과

8월 2016.8.12(금)~8.15(월), 4일간 나라꽃 무궁화 중앙축제 행궁광장 생태공원과
2016.8.20(토)~8.27(토), 8일간 2016 수원화성국제음악제 수원SK아트리움, 제1야외음악당 등 문화예술과

9월

2016.9.1(목)~9.3(토), 3일간 팔도관광, 축제, 특산품 박람회 관광과
2016.9.1(목)~9.4(일), 4일간 수원 발레축제 제1야외음악당 문화예술과
2016.9.1(목)~9.5(월), 5일간 2016 국제 보자기 포럼 SIMA 및 행궁동 일원 농업기술센터

2016.9.9(금)~9.10(토), 2일간 2016 수원 재즈페스티벌  광교호수공원 
스포츠클라이밍장 문화예술과

2016.9.24~9.30(1주간) 태국, 동남아 외국인 관광객 환대 주간행사 관광과
2016.9.29(목)~10.2(일), 4일간 2016 지속가능 관광국제회의 관광과

팔달 어울림 한마당 서호공원 광장 팔달구 행정지원과

10월

2016.10.7(금)~10.9(일), 3일간 제53회 수원화성문화제 수원화성 일원 관광과
2016.10.7(금)~10.9(일), 3일간 제21회 팔달문 지역 시장거리 축제 팔달문 지동교 광장 일원 경제정책과
2016.10.7(금)~10.9(일), 3일간 수원사랑 등불축제 수원천 일대 관광과
2016.10.8(토)~10.9(일), 2일간 수원-서울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 수원화성 일원 관광과
2016.10.14(금)~10.15(토), 2일간 2016 수원정보과학 축제 수원종합운동장 일원 정보통신과
2016.10.27(목)~10.29(토), 3일간 제4회 세계인문학 포럼 문화예술과

2016.10.27(목) 2016 수원화성 방문의해 
기념 국제 학술대회 화성박물관

2016 수원그랜드 세일 기업지원과
12월 2016.12.31(토) 방문의 해 폐막식 관광과

연중

·학술강연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2016 기획전
·수원·수원화성·광교박물관 기획전시
·왕과 함께하는 화성순례
·수원화성 달빛동행

· 리틀정조 체험학교
· 화성행궁 토요상설 공연 및 장용영 수위의식
· 수원화성 1박2일 테마여행
· 수원전통문화관 세시풍속 및 외국인  체험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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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1.

Month Period Event name Location Division
Jan 2016.1.20(Wed)~1.22(Fri), 3 days Visiting year opening week ceremony   Indoor stadium Tourism Division

Feb 2016.2.20(Sat) Folk festival of first full moon festival Hwaseong Temporary Palace 
square Cultural Arts Division

Mar 2016.3.26(Sat) 13:00 National singing contest Yeonmudae Tourism Division

Apr

2016.4.15(Fri) 14:00~20:00 Gwanggyomarugil Happiness sharing party Gwanggyo park and 
Gwanggyomarugil 

Jangan-gu administration 
Division

2016.4.16(Sat)~4.17(Sun), 2 days Hwangguji stream ecological 
environment festival

Hwangguji stream and 
Suwon industrial park 

Kwonsun-gu administration 
Division 

2016.4.19(Tues), 2016.4.30(Sat) 2016 Suwon louts lantern festival Hwaseong Temporary Palace Sqaure Cultural Arts Division
2016.4.22(Fri) KBS open concert Temporary Palace Sqaure Tourism Division
2016.4.29(Fri)~5.1(Sun), 3days 2016 food culture festival  Temporary Palace parking lot Sanitary policy Division

Operate bike taxi Tourism Division

May

2016.5.5(Thurs)~5.8(sun), 4days 2016 Suwon play festival Suwon Hwaseong and Suwon city Cultural Arts Division
2016.5.7(Sat)~5.8(Sun), 2days Gyeonggi Suwon Aeronautical Sciences exhibition Suwon airfield Tourism Division
2016.5.13(Fri)~5.14(Sat), 2days 2016 Korea foreign students culture festival Sungkyunkwan University Tourism Division
2016.5.19(Thurs)~5.21(Sat), 3days 2016 Asia model festival in Suwon Suwon stadium complex Tourism Division
2016.5.22(Sun) 10:00~16:00 Multicultural family festival 1st outdoor concert hall Female policy Division

Greeting week ceremony for foreign tourist Tourism Division

Jun

2016.6.4(Sat) 09:00~15:00 12th Yeongtong Cheongmyeong 
Danwo festival 

Yeongtong Dan-o 
children's park

Yeongtong-gu administration 
Division

2016.6.17(Fri)~6.18(Sat), 2days Suwon K-POP super concert   Suwon Worldcup stadium Tourism Division

2016.6.17(Fri)~6.18(Sat), 2days Mental health capital proclamation and 
international academic contest 

Suwon youth culture center, 
Hwaseong Temporary palace Jangan-gu Health Center 

2016.6.25(Sat)~6.26(Sun), 2days 2016 Suwon Drone Festival Aju University Corporate support Division
Policy fair City hall Corporate support Division
Night with music and poem 1st outdoor concert hall Cultural Arts Division
Run Hwaseong train Tourism Division

Jul 2016 Gyeonggi Suwon doll play festival Cultural Arts Division

Aug
2016.8.12(Fri)~8.15(Mon), 4days National flower Hibiscus central festival Hwaseong Temporary Palace square Ecology park Division 

2016.8.20(Sat)~8.27(Sat), 8days 2016 Suwon Hwaseong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Suwon SK Artrium,  
1st outdoor concert hall etc., Cultural Arts Division

Sep

2016.9.1(Thurs)~9.3(Sat), 3days Suwon Hwaseong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Tourism Division
2016.9.1(Thurs)~9.4(Sun), 4days Suwon Ballet festival 1st outdoor concert hall Cultural Arts Division
2016.9.1(Thurs)~9.5(Mon), 5days 2016 International cloth Forum SIMA and Temporary palace Agricultural technology center

2016.9.9(Fri)~9.10(Sat), 2days 2016 Suwon Jazz Festival Gwanggyo Lake Park
 Sports Climbing stadium Cultural Arts Division

2016.9.24~9.30(1week) 
Thailand, Southeast Asia Foreign tourist greeting week ceremony Tourism Division

2016.9.29(Thurs)~10.2(Sun), 4days 2016 sustainable tourism international meeting Tourism Division
Paldal Eoulim party Seoho Park square Paldal-gu administration Division

Oct

2016.10.7(Fri)~10.9(Sun), 3days 53th Suwon Hwaseong cultural festival Suwon Hwaseong Tourism Division
2016.10.7(Fri)~10.9(Sun), 3days 21th Paldal Gate district market street festival Paldal gate Jidong bridge square Economical policy Division
2016.10.7(Fri)~10.9(Sun), 3days Suwon Sarang lantern festival Suwon Stream Tourism Division
2016.10.8(Sat)~10.9(Sun), 2days Suwon-Seoul King Jeongjo motorcade reenact Suwon Hwaseong Tourism Division

2016.10.14(Fri)~10.15(Sat), 2days 2016 Suwon-Seoul King Jeongjo 
motorcade reenact Suwon stadium complex Information communication 

Division
2016.10.27(Thurs)~10.29(Sat), 3days 4th World Humanities Forum Cultural Arts Division

2016.10.27(Thurs) 2016 Visiting year of Suwon Hwaseong inter-
national symposium Hwaseong Museum 

2016 Suwon Grand Sale Corporate support Division
Dec 2016.12.31(Sat) Visiting year closing ceremony Tourism Division

year-
round

·Scientific lecture
·Suwon city I-park art gallery 
 2016 exhibition
·Suwon Hwaseong Guanggyo 
 museum exhibition
·Hwaseong tour with the king
·Suwon Hwaseong moonlight walking

· Suwon Hwaseong moonlight walking
· Hwaseong Temporary palace Saturday concert and Jangyongyeong ceremony
· Suwon Hwaseong overnight theme travel
· Suwon Traditional culture center seasonal customs and foreigners 
  experience program. 

Ⅱ                                             Monthly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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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수원시 외국인주민 현황

⃝  2015.1.1일 기준으로 실시된 외국인주민 실태
조사 결과 수원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55,981명으로 수원시 인구1,174,228명의 4.8%
에 해당하며, 2014년에 비해 8,744명(18.5%)이 
증가함.

※ 전국 시군별 순위  
 안산시(83,648명), 영등포구(66,952명), 
 수원시(55,981명) / 전국 3위, 경기도 2위

중 국
(조선족) 중국 베트남 미 국 일 본 대 만 기 타

38,630
(69.0%)

6,291
(11.2%)

2,267
(4.0%)

1,300
(2.3%)

940
(1.7%)

537
(1.0%)

6,016
(10.8)

고등동 인계동 세류1동 매산동 영화동 지 동 화서1동 영통1동

4,524 3,464 3,359 3,351 2,789 2,598 2,536 2,235

※ 2015.1.1.일기준(단위 : 명)

［ ］수원시 외국인주민

［ ］국적별 외국인주민 ［ ］외국인주민 집중주거지역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60,000

50,000

40,000

30,000

20,000

10,000

0

●  외국인근로자 18,089 명 (32.3%)
●  결혼이민자 3,625 명 (  6.4%)
●  외국인주민자녀 4,171 명 (  7.4%)
●  혼인귀화자 2,838 명 (  5.0%)
●  외국국적동포 11,248 명 (20.0%)
●  유학생 2,616 명 (  4.6%)
●  기타 13,394 명 (23.9%)

［ ］유형별 외국인주민
외국인
      근로자

기타

결혼이민자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혼인귀화자

유학생

외국인주민자녀외국인주민자녀

외국국적
    동포

18,089명
13,394명

3,625명3,625명3,625명3,625명

4,171명4,171명

2,838명

11,248명

2,616명2,616명2,616명2,616명

40,000

30,000

20,000

10,000

0

40,000

30,000

20,000

10,0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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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Foreign residents in Suwon

⃝  According to the foreign residents survey 
conducted in January 1, 2015, the foreign 
residents population in Suwon in 55,981, 
which is 4.6% of gross population of Su-
won(1,174,226). The population grew 
18.5%(8744) compared to 2014.

※  National municipal ranking  
        Ansan(83,648), Youngdeungpo gu(66,952),  
        Suwon(55,981) / 5th in Korea, 2nd in Gyeonggido)

china
(K)* China Vietnam USA Japan Taiwan etc

38,630
(69.0%)

6,291
(11.2%)

2,267
(4.0%)

1,300
(2.3%)

940
(1.7%)

537
(1.0%)

6,016
(10.8)

Go
deung

In
gye

Se
ryu 1

Mae
san

Myung
hwa

Ji
dong

Hwa
seo1

Yeong
tong1

4,524 3,464 3,359 3,351 2,789 2,598 2,536 2,235

* (K) : Korean chinese ethnic
※ January 1th, 2015. survey (unit : 1 person)

［ ］Foreign residents in Suwon

［ ］Foreign residents by nationality ［Concentrated residential zone of
］foreign residents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60,000

50,000

40,000

30,000

20,000

10,000

0

●  Foreign worker 18,089 (32.3%)
●  Marriage immigrants 3,625 (  6.4%)
●  Children of 
  foreign residents 4,171 (  7.4%)
●  Marriage naturalization 2,838 (  5.0%)
●  Korean with 
  foreign citizenship 11,248 (20.0%)
●  Foreign student 2,616 (  4.6%)
●  Others 13,394 (23.9%)

［ ］Foreign residents by type
Foreign 
     worker

Others

Marriage Marriage 
immigrantsimmigrants

Marriage naturalization

Foreign 
student

Children of Children of 
foreign residents foreign residents 

Korean  with 
foreign citizenship

18,089
13,394

3,625

4,171

2,838

11,248

2,616

40,000

30,000

20,000

10,000

0

40,000

30,000

20,000

10,0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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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수원시 외국인주민 지원 사업 소개

［ ］외국인주민 한국사회적응지원

다문화 인식개선사업
수원시민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 및 내·외국인
사회통합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다문화이해 교육과
다문화 체험 기회 제공

사업내용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초등학교 학생,교사 등)
▪공무원 다문화 인식개선교육 
▪다문화 인식개선 캠페인

다문화가족 육성지원 프로그램
다문화 가족에게 다양하고 폭넓은 체험을 통해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폭을 넓히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

사업내용
▪다문화가족 한국문화체험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자녀「내모습 알기 캠프」: 수원YWCA

생활가이드북 제작 및 다문화신문 구독지원
정보의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주민에게 생활가이드북 제작(배포) 
및 다문화신문 구독 지원을 통해 다문화정책 및 생활정보 등을 제공
하여 안정적인 한국생활 적응을 지원

사업내용
▪외국인주민 생활가이드북 제작 배포
     - 지원시기 : 2016. 5월중(년1회)
▪다문화신문 구독지원(경기다문화신문)
     - 지원기간 : 2016. 3 � 12월 (월2회, 10개월)

다문화가정자녀 방문학습지원
다문화가족 부모의 한국어 능력부족으로 인한 취학전 자녀교육에 
한계를 전문지도사와 학습지의 도움으로 극복하는 맞춤형 지원사업

사업내용
▪지원기간 : 2016. 1 � 12월 (1인 10개월)
▪지원대상 : 만4세�9세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내용 : 방문학습지(한글, 국어) 지원(주1회)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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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Supporting business for foreign residents in Suwon

［ ］Support adaptation of foreign residents to Korean society

Multicultural awareness improvement business
Improve multicultural awareness of Suwon citizen, and provide 
education and chance to experience to understand multi culture to 
create socially integrated atmosphere of Koreans and foreigners.

Business contents
▪Visiting multicultural appreciation educati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teachers etc)
▪Multicultural awareness improvement education for public offi  cial 
▪Multicultural awareness improvement campaign

Support visiting education service for                 
multicultural children
Personalized support business with the help of professional 
instructor with study materials for multicultural parents who lack in 
Korean to educate children under school age.

Business contents
▪Support period : January�December, 2016 (10 months per person)
▪Support target : Multicultural children from age 4 to 9 
▪Support detail : Home-school materials(Korean, English) (once a week)
▪Application : Visit community center for application

Make guidebook for living and support subscription 
of multicultural newspaper
To foreign residents who are in the blind spot of information, we 
make(distribute) guidebook for living and support subscription of 
multicultural newspaper to provide with multicultural policy and 
living information and supports adaptation to stable Korean life.

Business contents
▪Make and distribute guidebook for living to foreign residents
     - Support period : May 2016(Once a year)
▪Support subscription of multicultural newspaper(Gyeonggi multicultural newspaper)
     - Support period : March�December, 2016 (Twice a month, 10 months)

Promotion support program for multicultural family
Operate programs to widen the understanding of Korean culture for 
multicultural families by various activities.

Business contents
▪Korean cultural experience for multicultural family 
    :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Multicultural family children �Know myself camp� : Suwon Y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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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주민 역량강화

［ ］외국인주민 지원위원회 운영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지원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결혼이민자들에게 맞춤형 취업교육 
및 일자리 연계 지원

사업내용
▪지원대상 : 한국어가 가능한 결혼이민자
▪운영기관 :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 
▪지원내용 :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교육
                    (다문화요리체험 강사 양성과정 등)

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 운영
외국인주민 지원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자문 

사업내용
▪근       거 : 수원시거주외국인지원조례 제7조
▪구성인원 : 18명(외국인주민 관련 전문가, 공무원, 유관기관, 
                     외국인주민 등)

수원시 다(多)어울림 공동체 공모사업
공모사업을 통한 자생적 다문화 공동체 활성화로 내·외국인이 상생
하는 다문화 공생도시 수원을 조성

사업내용
▪추진기간 : 2016. 1 � 12월
▪신청대상 : 10인 이상의 내·외국인으로 이루어진 주민모임, 
                      비영리법인(단체) 등
▪사업분야 : 문화예술활성화, 역량강화, 자립기반조성
▪선정방법 : 공모 ⇨ 지방보조금심사위원회 심의·선정
▪예 산 액 : 60,000천원            ※ 2016년 공모사업 선정기관 10개소

외국인주민 공무원 임용
외국인주민을 공무원으로 임용하여 다문화가족 등 외국인주민 국내 
정착 애로사항 파악 및 정보제공, 외국인주민 지원정책(프로그램) 개발

사업내용
▪임용시기 : 2016.3.15.부터 2년간(최대 5년)
▪임용직급 :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임용인원 : 2명(중국동포 1명, 베트남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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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powerment of foreign residents

［ ］Operate foreign residents support committee

Customized job search for marriage immigrants 
Customized employment education and support recruiting to 
marriage immigrants who are able to communicate in Korea.

Business contents
▪Target : Marriage immigrants who are able to communicate in Korea
▪Management agency : Suwon Female Personnel Development center
▪Content : Employment support education for marriage immigrants            
                    (Multicultural cooking activity instructor training course)

   Operate Advisory committee for foreign residents 
support policy
Establish foreign policy support policy and advise for improvement of policy 

Business contents
▪Basis : Suwon foreign residents support ACT no.7
▪Member : 18 people (Expert in foreign residents, public offi  cials, 
                     related organization, foreign residents etc)

Suwon Da Eoulim Community activity business 
Recreate Suwon as a multicultural city coexisting Korean and 
foreigners by vitalization of multicultural community through activity 
businessstomized employment education and support recruiting to 
marriag.

Business contents
▪Period : January to December 2016
▪Application subject : Community with more than 10 members of Korean
                                         and foreigners, non-profi t cooperation(organization) etc
▪Business fi eld : Vitalization of cultural arts, ability strengthening,        
                             create self standing base
▪Selection : Public contest ⇨ Discussed and selected by local subsidy 
                                                   screening committee  
▪Budget : 600 million won      ※ Top 10 2016 activity business organization     

Hire foreign residents as public offi  cials 
Hire foreign residents as public offi  cials to understand the diffi  culties 
of domestic settlement of multicultural family and foreign residents, 
provide information and develop support policy(program)for foreign 
residents.

Business contents
▪Recruit period : 2 years from May 15th, 2016 (5 years maximum)
▪Recruiting position : Flexible work schedule Level Ra
▪Number of recruitment : 2 (1 Chinese-Korean, 1 Vietnam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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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지원위원회 운영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다문화가족 
지원사업,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자문·심의 

사업내용
▪근    거 :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조례 제6조
▪구성인원 : 10명(외국인주민 관련 전문가, 공무원, 유관기관, 
                     외국인주민 등)

［ ］내·외국인 소통의 장 마련

다문화 한가족 축제
세계인의 날(5.20)을 기념하여 세계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며 
외국인 주민과 함께 살아가는 글로벌 휴먼시티 수원을 조성하는 
축제 개최

사업내용
▪일       시 : 2016. 5. 22(일) 예정
▪장       소 : 수원 제1 야외 음악당 
▪대       상 : 외국인주민 등 5,000여명
▪행사내용 : 기념식, 다문화 퍼포먼스, 국제민속공연, 
                     국제의상패션쇼, 국제음식 문화체험 등

외국인주민 한국어 말하기 대회
외국인주민의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통해 다문화 사회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애정과 관심을 갖는 계기 마련

사업내용
▪일        시 : 2016. 11월 예정
▪장        소 : 수원시청 대강당(별관2층)
▪대        상 : 수원시 소재 한국어교육기관을 이용하는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인근로자 등
▪행사내용 : 식전공연, 기념식, 말하기대회, 시상 등

다(多)어울림 한마당 행사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을 홍보함과 동시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와 인식 개선에 초첨을 두고 함께 어울리는 축제를 마련

사업내용
▪일       시 : 2016. 9월 예정
▪장       소 : 화성행궁 광장 및 화성 일원 
▪대       상 : 외국인주민 및 일반시민 등 2,000여명
▪행사내용 : 기념식, 명랑운동회, 부대행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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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rat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ommittee
Advise, discuss the operation of Multicultural family supporting business,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and basic establishment planning for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Business contents
▪Basis : Suwon foreign residents support ACT no.6
▪Member : 10 people (Expert in foreign residents, public offi  cials, 
                     related organization, foreign residents etc) 

Multicultural family festival 
To celebrate Together Day(May 20), hosted festival to recreate Suwon, 
the global human city with foreign people understanding diversity of 
global culture.

Business contents
▪Time : Scheduled on May 22th, 2016(Sun )
▪Location : 1st Suwon outdoor concert hall
▪Subject : 5000 people including foreigners
▪Event : Celebration, multicultural performance, international performance, 
                international fashion show, international food, cultural experience.

［ ］Prepare communication chance for Korean and foreigners

Korean speech contest for foreign residents 
Hold Korean speech contest for foreign residents to help stable 
settlement of multicultural society.

Business contents
▪Time : Scheduled on November, 2016 
▪Location : Suwon city hall Auditorium (annex 2nd fl oor)
▪Subject : Marriage immigrants, foreign students, foreign workers 
                   using Suwon Korean educational facility.
▪Event : Performance before meal, celebration, speech contest, 
                awards ceremony

Da Eoulim Community Festival  
Promote Suwon Hwaseong, the world heritage and hold festival for 
the public focusing on improvement of multicultural understanding 
and awareness.

Business contents
▪Time : Scheduled on September, 2016
▪Location : Hwaseong Palace Square and Hwaseong area
▪Subject : About 2000 people including foreign residents and the public
▪Event : Celebration ceremony, sports event, unit 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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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수원시 외국인주민 지원 기관 소개

［ ］기관별 현황

수원시 운영기관 (3개소)

중앙 · 민간 운영기관 (14개소)
기 관 명 내 용 소 재 지 연락처/홈페이지

수원이주민센터 다국어 상담, 통/번역, 
법률구조연결.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6
(매산동)

070-8671-3111
www.smwc.co.kr

다누리콜1577-1366
경기수원센터

이주여성·다문화가족 
다국어 정보제공, 각종 상담, 
통/번역, 법률구조연결 등 

-여성가족부지원사업-

수원시 팔달구 동말로 
78번길5(화서동)

031-257-1841
www.liveinkorea.kr

한국다문화교육 · 
상담센터 외국인교육, 문화체험 수원시 장안구 만석로 

159번길 72, 3층 031-306-3682

수원YWCA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실 수원시 장안구 정자천로 
134번길 34(정자동)

031-252-5111
www.swywca.or.kr

아주대학교 어학교육원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실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원천동)

031-219-1677
www.alsi.ajou.ac.kr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 결혼이민자 취업교육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7번길 40(영통동) 

031-206-1919
www.vocationplus.com

수원엠마우스 외국인상담, 쉼터운영 등 수원시 팔달구 127번길 
54-14(화서동) 031-257-8501

경기다문화사랑연합 다문화가정
프로그램 운영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115-17(교동)

031-255-8886
www.damoonhwa.org

수원다문화센터 결혼이민자 상담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115-17(교동) 031-255-2788

수원다문화도서관 지구별상상 다문화도서대여 및 
문화예술 강좌

경기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127번길 31(화서동)

031-257-1365
cafe.naver.com/glocal79

길벗다문화센터 결혼이주여성 직업창출지원
(LED 플라워 제작)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862 
창경빌딩 503호(조원동)

031-242-6778
www.길벗.net

H-NET PLUS 중국 중도입국 청소년대상
한글교육 및 검정고시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87 
3층(동성빌딩) 031-226-0318

(사)재한외국인지원협회 이민통합활동(행사)지원, 외국인
정착(법률상담 등)지원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08번길 4(인계동)

031-305-2666
http://arsa.or.kr

방문 산후조리(다누리맘) 다문화 산후관리사를 파견
하여 산모 및 신생아관리(유상) 

수원시 팔달구 수원천로 
255번길 6 수원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19호
031-241-4820

www.danurimom.or.kr

기 관 명 지 원 내 용 소 재 지 연락처/홈페이지

수원시 외국인 복지센터 외국인주민 상담, 교육, 직업능력
개발교육 등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55
(매산동)

031-223-0075
www.suwonmcs.com

수원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다문화가족 상담, 한국어교육,
방문교육 등

수원시 팔달구 동말로 77번길 
47-36, 2층(화서동)

031-257-8504
suwonsi.liveinkorea.kr 

수원시
글로벌청소년 드림센터

이주배경청소년 맞춤형
심리정서·교육·자립 지원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141번길4(화서동)

031-247-1324
www.swglobalyout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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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Suwon foreign residents support organization

［ ］Present condition of organizations

Organizations by Suwon city government (3 organizations)

Organizations by central government and private foundation (14 organizations)

Organization name Contents Location Contact/Web site

Suwon Immigrants center Multilingual counseling, interpretation, 
translation, connection to legal support 

6, Gohwa-ro, Paldal-gu, Suwon-si, 
Gyeonggi-do, Korea

070-8671-3111
www.smwc.co.kr

Danuricall 1577-1366
Gyeonggi Suwon Center 

Provide multilingual information to 
female migrants and multicultural family. 

Multilingual counseling, interpretation, 
translation, connection to legal support - 

supporting business by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5, Dongmal-ro 78beon-gil, Paldal-
gu, Suwon-si, Gyeonggi-do, Korea

031-257-1841
www.liveinkorea.kr

Korea Multicultural education, 
counseling center

Foreigner education, cultural 
experience activity.

72, Manseok-ro 159beon-gil, Jangan-gu, 
Suwon-si, Gyeonggi-do, Korea 031-306-3682

Suwon YWCA Korean class, 
for marriage immigrants

34, Jeongjacheon-ro 134beon-gil, Jangan-gu, 
Suwon-si, Gyeonggi-do, Korea

031-252-5111
www.swywca.or.kr

Aju University Language 
education institute 

Korean class, 
for marriage immigrants

206, World cup-ro, Yeongtong-gu, 
Suwon-si, Gyeonggi-do, Korea

031-219-1677
www.alsi.ajou.ac.kr

Suwon Female personnel 
development center Employment education 40, Bandal-ro 7beon-gil, Yeongtong-gu, 

Suwon-si, Gyeonggi-do, Korea
031-206-1919

www.vocationplus.com
Suwon Female personnel 

development center 
Foreigner counseling, 

operate shelter 
54-14, 127beon-gil, Paldal-gu,  Suwon-

si, Gyeonggi-do, Korea 031-257-8501

Gyeonggi Multicultural love 
association Operate multicultural program 115-17, Hyanggyo-ro, Paldal-gu, 

Suwon-si, Gyeonggi-do, Korea
031-255-8886

www.damoonhwa.org

Suwon multicultural center Counseling for marriage 
immigrants 

115-17, Hyanggyo-ro, Paldal-gu, 
Suwon-si, Gyeonggi-do, Korea 031-255-2788

Suwon multicultural center Rent multicultural book and 
hold cultural arts lecture 

31, Paldal-ro 127beon-gil, Paldal-gu, 
Suwon-si, Gyeonggi-do, Korea

031-257-1365
cafe.naver.com/glocal79

Gilbut Multicultural center Support employment for female marriage 
immigrants(Making LED flower)

Room 503, 862, Gyeongsu-daero, Jangan-gu, 
Suwon-si, Gyeonggi-do, Korea

031-242-6778
www.길벗.net

H-NET PLUS Korean education and graduation exam 
preparation for Chinese youth 

Dongsung building, 87, Maesan-ro, Paldal-gu, 
Suwon-si, Gyeonggi-do, Korea 031-226-0318

Foreigners in Korean supporting 
association

Immigration integration activity(Event)
support, support foreigners settlement(legal 

counseling)
4, Ingye-ro 108beon-gil, Paldal-gu, 

Suwon-si, Gyeonggi-do, Korea
031-305-2666

http://arsa.or.kr

Visiting Postnatal care(Danuri 
mom)

Send postnatal nurse to multicultural 
family to take care of mother and 

baby(in charge)

Suwon social economic support center 
no.19, 6, Suwoncheon-ro 255beon-gil, Paldal-

gu, Suwon-si, Gyeonggi-do, Korea 
031-241-4820

www.danurimom.or.kr

Organization name Support contents Location Contact/Web site

Suwon Foreign residents 
Welfare Center

Counseling, education, 
employment development 

education for foreign residents
55, Hyowon-ro, Paldal-gu, Suwon-si, 

Gyeonggi-do, Korea
031-223-0075

www.suwonmcs.com

Suwon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Counseling, Korean education, visiting 
education for multicultural family.

47-36, Dongmal-ro 77beon-gil, 
Paldal-gu, Suwon-si, Gyeonggi-do, Korea

031-257-8504
suwonsi.liveinkorea.kr 

Suwon Global Youth 
Dream Center

Customized psychological emotion, 
education, self-standing support for 

youth migrants.
4, Paldal-ro 141beon-gil, Paldal-gu, 

Suwon-si, Gyeonggi-do, Korea
031-247-1324

www.swglobalyout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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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운영기관 이용안내

수원시 외국인 복지센터 (이용시간 : 월�금,일요일 09:00�18:00)1

다국어 상담센터 운영
▪다국어 상담 9개 언어 지원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키르키즈스탄어, 
     방글라데시어, 네팔어, 캄보디아어, 몽골어)
▪상담 통�번역사 보수(양성)교육 실시 : 연4회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
▪한국문화체험학습
     - 외국인주민 태권도반 · 기타반 : 매주 일요일(13:00�15:00)
     - 외국인주민 줌바댄스교실 : 매주 화요일(13:00�14:00)     
▪한국명절문화체험
     - 명절음식만들기, 전통놀이 체험 : 2016.1월(설날), 9월(추석)
▪한국문화체험 자조모임
     - 국가별 정보교류 및 고국음식 나누기, 지역사회봉사활동 등

외국인주민 한국어교육
▪외국인근로자 한국어 교육 : 매주 일요일 (오전, 오후반)
▪외국인여성 한국어 교육 : 매주 화, 목요일 (오전반)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외국인주민 시민교실
▪생활법률교육 : 범죄�성희롱 예방교육, 귀환의식�소비자 교육
▪법률상담교육 : 근로법 및 체류 관련 교육 

재수원 외국인교민회 운영
▪13개국 14개교민회(중국, 필리핀, 몽골, 러시아,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일본, 인도네시아, 귀한동포,
    네팔, 인도, 키르키즈스탄)가 나라별 전통축제, 명절행사, 
    문화체험 등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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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won Welfare Center for foreign residents

Suwon Foreign resident Welfare center (open hour : Mon-Fri, Sunday 09:00�18:00)1

Multilingual counseling center
▪support 9 multilingual languages
    (English, Chinese, Vietnamese, Russian, Kyrgyzstan language, 
     Bangladesh, Nepalese, Cambodian, Mongolian)
▪Hold training education for counseling translator 
    : 4 times a year 

Korean cultural experience programe
▪Korean cultural experience activity
     - Taekwondo class / Guitar class for foreigners : Every Sunday (13:00�15:00)
      - Zumba dance class for foreigners : Every Tuesday 13:00�14:00) 
▪Korean holiday cultural experience activity
     - Making holiday food, experience traditional play  
       : January, 2016 (Lunar new year�s day), September(Chuseok)
▪Korean cultural experience self-help group
     - Exchange information and sharing national food, local social volunteer work etc

Korean education for foreign residents
▪Korean education for foreign workers : Every Sunday 

(morning , afternoon class)
▪Korean education for female foreign residents 
    : Every Tuesday, Thursday ( morning class)
▪Social integration program by ministry of Justice

Citizen class for foreign residents
▪General legal education : Preventive education 

for crime and sexual harassment, settlement and 
consumer education

▪Legal counseling education : Education for labor 
standard acts and settlement 

Community for foreigners living in Suwon
▪14 communities for 13 countries (China, Philippines,      

Mongol, Russia, Vietnam, Thailand, Cambodia, Bangladesh, 
Japan, Indonesia, Overseas Korean, Nepal, India, Kyrgyzstan) 
hold various traditional festival, holiday celebration 
and cultural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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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문화예술단
▪외국인주민 전통공연팀 운영
     - 다문화 전통공연팀 : 베트남 민들레공연팀, 중국 레인보우공연팀 
     - 오색빛깔 다문화 합창단 운영

다문화 피플퍼즐 봉사단
▪외국인으로 구성된 봉사단으로 복지시설에 방문하여 봉사

활동을 통해 이웃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여 
사회적 정체성 확립 및 소속감을 고양�

외국인주민 자율방범대 운영
▪외국인밀집지역 내 범죄예방과 도로교통법 등 홍보
▪쾌적하고 안정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환경정화 캠페인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수원지역 경찰서 및 
    도시안전통합센터 견학

외국인주민 무료 진료�이미용
▪일     시 : 매월 둘째주, 넷째주 일요일(15:00~17:00) 
▪내     용 
     - 진료과목 : 내과, 외과, 치과, 안과, 투약
     - 이미용 : 컷트

중국동포 및 외국인주민 역량강화교육
▪중국동포 및 동포사회 이해교육
     - 중국인 이주와 재한중국인사회, 한국역사와 한중관계, 
       한중FTA와 창업 등 강의
▪외국인주민 역량강화 직능교육 : 컴퓨터, 제과제빵, 커피바리스타 

다문화 멘토링 프로그램
▪외국인여성 멘티 30명, 수원시민 멘토 10명이 함께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문화체험, 부부코칭, 자녀코칭 등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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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itional cultural art team
▪Traditional performance team consist of foreign residents
    - Multicultural traditional performance team 
     : Vietnamese Dandelion performance team, 
       Chinese Rainbow performance team.
    - Five colored multicultural choir 

Multicultural mentoring program
▪30 female foreigner mentees, 10 Suwon citizen 

mentors conduct mentoring program such as cultural 
experience activity, coupe coaching, children coaching

Ability strengthening education for 
Chinese Korean and foreign residents 
▪Understanding education for Chinese Korean 
    and their society
    - Lecture about immigration of Chinese people. Chinese 

community in Korea, Korean history and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China, opening business in Korea and 
Korea-China FTa.

▪Employment ability education for foreign residents 
    : computer, baking, coff ee barista

Operate voluntary crime prevention 
group consist of foreigner residents
▪Promote crime prevention and traffi  c laws around 

foreigner concentrated area�
▪Clean environment campaign to create safe and 

comfortable community�
▪Field trip to Suwon police station and civil safety 

integration center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safety�

Multicultural people puzzle volunteer teamt
▪The volunteer team consist of foreigners visits 

welfare facility to do volunteer works and 
understand the community spirit to share with 
neighbors and establish social identity and 
sense of belonging� 

Free clinic and beauty parlor 
for foreign residents
▪Open hour : Second and fourth Sunday 
                           every month (15:00~17:00) 
▪Content 
    - Clinic : Internal medicine, Surgery, Dental clinic, 
                   Ophthalmic clinic, medicinei
    - Beauty parlor : hair 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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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이용시간 : 월�금요일 09:00�18:00)2

결혼이주여성 한국어교육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주민 수준별 한국어교육사업 진행
     - 정규반 :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 특별반 : 기초반, 토픽반(초급/중급)

다문화가족 상담 지원
▪일     시 : 월~금(09:00~18:00), 직장인 일요일 예약상담
▪내     용 : 다문화 가족 심리‧정서 지원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사업
▪한국생활 적응교육 : 한국생활 적응 및 결혼이민자간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한 맛있는 요리교실, 결혼이민자 공예교실, 팝업북 아트, 
전통문화체험교실 운영

▪취업지원 : 운전면허 필기교육, 이미지메이킹 교육 등 기초소양
교육 운영 및 취업전문기관 연계 취업상담, 양성과정 연계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 베트남 남편(부부) 자조모임 수시 
▪나눔 봉사단 : 결혼이민자 나눔 봉사단 교육 및 활동 진행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지리적, 경제적,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집합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맞춤형 가족통합서비스를 제공
하여 심리�정서적으로 안정된 한국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서비스 구분 
     - 한국어교육 : 입국 5년 미만의 결혼이민자 및 
                           만24세 미만의 중도입국자녀
     - 부 모  교 육 : 만12세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 자녀생활서비스 : 만3세이상 만12세이하의 다문화가족 자녀 및
                                 중도입국자녀

인권 사업
▪법률 및 인권교육 : 변호사와 연계하여 출입국 관련 및 일상생활

과 관련된 법률 및 인권교육 실시
▪다문화이해교육 : 수원시예절교육관과 연계하여 결혼이민자 예절

교실 등 각국 문화 소개 및 한국 전통문화 교육을 통한 다문화 
및 기본 에티켓, 가족에 대한 이해도 향상

가족 및 성평등 프로그램
▪가족 프로그램 : 새내기 학부모 교실, 다문화 산모교실, 가족관계 

향상교육, 다문화자녀 베트남어 교실, 자녀정서지원 미술심리
상담 프로그램, 부모‧자녀교육 등 운영 

▪성평등 프로그램 : 배우자 이해 및 부부갈등 해결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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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cultural family visiting education service
▪For marriage immigrants and families who have difficulty 

participating in group education for various reasons, we 
provide with customized family integration service to support 
them to live a stable and comfortable Korean life�                           

▪Service distinction 
     - Korean education : Marriage immigrates under 5 years, and immigrated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under 24.    
     - Parental education : Marriage immigrates who nurtures children under age 12.
     - Living service for children : Immigrated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from age 3 to 12.

Suwon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open hour : Mon-Fri, 09:00�18:00)2

Korean education for female marriage immigrates
▪Hold Korean education business for female marriage immigrates 
    and foreign residents by their levels�
   - Regular course : level 1, level 2, level 3, level 4     
   - Special class : Basic class, TOPIK class(beginner/intermediate)

Family & Gender equality program
▪Family program : Beginner parents class, multicultural mother 

class, family relation improvement education, multicultural 
Vietnamese class, children psychological support, arts 
psychological counseling program, parents-children education 

▪Gender equality program : Operate understanding spouse and 
solving couple confl ict program�

Human Rughts program
▪Law and Human Rights education 
    : Open law and human rights classes related to immigration
      and daily life by correspoding with lawyer� 
▪Multicultural understanding education : Connect to Suwon etiquette 

education center to educate marriage immigrants about etiquette 
and introduce various culture and Korean traditional culture to 
improve the understanding toward family and basic etiquette� 

Multicultural family social integration business
▪Korean life adaptation education : Operate various classes such as 

cooking class, craft class for marriage immigrants, pop-up book 
art traditional cultural experience class for marriage immigrants 
to communicate with others and to adapt to Korean life� 

▪Support employment : Operate driving license exam education, 
image making education and other basic education class, and 
conduct employment organization related counseling and 
development course� 

▪Multicultural family self-helping group : Often hold Vietnamese 
husband(couple) self-helping group�

▪�Nanum Volunteer team� : Conduct education for marriage 
immigrant� Nanum volunteer team and activity� 

Multicultural family counseling support
▪Open hour : Mon-Friday(09:00~18:00), 
                         Reserved counseling during weekends for workers�
▪Contents : Psychological, emotional support for multicultural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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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만12세이하)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언어발달이 지연되고 있는 아동에게 언어
교육 및 부모교육(상담) 서비스 제공

결혼이민자 멘토링 프로그램
▪초기 정착단계의 결혼이민자에게 정서적 지지와 돌봄 등 

1:1 멘토링 서비스 제공을 통해 한국사회에서의 안정적 정착 
지원�

▪입국초기 결혼이민자(멘티)와 성공적으로 정착한 본국의 결혼
이민자(멘토) 10쌍을 1:1로 매칭

다문화가족 생활지도사 사업
▪입국초기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의 조기 정착을 위한 맞춤형 

종합 서비스 제공
▪다문화가족 발굴 및 관리, 초기적응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정서적 

지지, 외부자원 연계 등

수원시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어려운 다문화가족 및 신규 결혼이민자를 발굴하여 센터 

연계를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수원시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 31명(2016년 3월 말 기준)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사업내용 : 한국말이 서툰 결혼이민자의 가족�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지원
▪지원언어 : 베트남어 
▪대         상 : 다문화가족 및 다문화가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
▪이용방법 : 내방, 전화, 이메일, 팩스, 출장(외부) 등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
▪가정 내에서 영�유아기부터 자연스럽게 이중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환경조성으로 다문화가족 및 한국가족 자녀의 정체성 
확립 및 글로벌 인재로 성장지원

▪이중언어 부모교육, 이중언어 부모-자녀 상호작용 교육, 이중
언어 자조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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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ingual family environment creation business
▪Create an environment where children can naturally learn two 

languages from early childhood and support children to grow into 
global personnel with straight identity as the children of Korean 
and multicultural family�

▪Parent education for both languages, interaction education for 
parent-child, self-helping group of bilingual family�

Marriage immigrants mentoring program
▪Provide with emotional support to marriage immigrants 

in initial settlement and 1:1 mentoring service to support 
stable settlement to Korean society� 

▪Match 10 marriage immigrants who just started to settle
   (Mentee) and successfully settled immigrants(Mentor) 1 : 1�

Support linguistic development of
multicultural children
▪Evaluate linguistic development of multicultural children 

under age 12 to provide linguistic education of parental 
education(counseling) service in accordance with the evaluation 
result�

Translating service for marriage immigrants
▪Business contents : Support essential communication of
    marriage immigrants who are not fl uent in Korean
▪Support language : Vietnamese
▪Target : Individual or organization who supports multicultural              
                  family�amese
▪How to : Visiting, phone call, e-mail, fax, others

Multicultural family living instructor business
▪Provide comprehensive service customized for marriage 
    immigrants and multicultural family to settle in the beginning�
▪Find and manage multicultural family to provide them with 
    information needed for initial settlement and provide 
    emotional support, connection to exterior resources� 

Suwon multicultural family supporters
▪Find multicultural family in diffi  culty and marriage immigrants 

who just started to relate to center to support stable 
settlement�

▪Suwon multicultural supporters : 31 supporters (by March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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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동아리모임 지원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한국생활 적응 및 자신감 향상을 위한
    모국 전통문화활동 지원 
    : 베트남 무용팀 �천사드림� 및 중국무용팀 �사랑의 날개� 운영
▪한국문화 및 자녀교육 향상을 위한 중국 결혼이민자 
   부모‐자녀교육 연구 모임 운영 

다문화가족지원 자원봉사 운영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시민 참여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다문화가족 방문 및 집합교육, 통번역 
    서비스 등을 통한 외국인 주민 정착에 기여

 다문화가족육성지원 프로그램
▪결혼이민자 문화교실
     - 연간 총 4회기,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적응지원을 위한
       문화교실 프로그램 진행
  ▪다문화가족 문화체험
     - 수원시 지원, 연간 총 2회기, 가정 내 소통이 필요한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구성원에게 역사탐방·여가선용 등 다채로운 문화체험
       프로그램 지원 

중도입국자녀 한국사회 적응지원
▪중도입국 자녀(9~24세)를 대상으로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수준별 

한국어교육 및 역사교육 � 탐방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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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ptation support for Immigrated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Hold Korean education, historical education and fi eld trip for 
     Immigrated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age 9 to 24) to help
    them settled into Korean society�     

Marriage immigrants club support
▪Support traditional cultural activity of motherland 
    to improve confi dence and help stable settlement to Korea 
    : Vietnamese dance team �Angel Dream� and Chinese dance    
      team �Wing of love�
▪Operate parents-children education research group for 

Chinese marriage immigrants to improve child education and 
Korean cultur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volunteer team
▪Operate participatory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by volunteer work�
▪Contribute to settlement of foreign residents through group 

education, translating service and visiting multicultural family 
with volunteer work �

Multicultural family improvement 
support programm
▪Marriage immigrants culture class
     - Cultural class program for marriage immigrants to settle well 
        into Korean life for 4 times a year.
▪Multicultural family cultural experience activity� 
     - Support various cultural experience program such as historical fi eld trip 
        and leisure to marriage immigrants and family members who need 
        domestic communication 2 times a year sponsored by Su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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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글로벌 청소년 드림센터 (이용시간 : 월�토요일 09:00�18:00)3

▪이주배경 청소년 및 가족들의 사회통합과 역량강화를 위해 
     지역 사회기반 사례관리와 개별적 교육에 기반을 둔 사례관리 진행
▪대  상 : 만 12세 � 23세 이주배경이 있는 청소년 및 가족
▪내  용 : 사례발굴 및 사례개입, 사례회의, 자원개발 및  서비스 연계, 
                  전문 수퍼비젼, 위기사례 지원 

     지역 사회기반 사례관리
맞춤형 통합

사례관리

▪다양한 분야의 지식 습득 및 기술 함양을 통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능력 향상 프로그램
▪대  상 : 상급학교 진학 및 취업대상 중도 입국 청소년
▪내  용 : 전문자격 취득과정 운영 (바리스타, 조리사자격과정, 제과제빵자격 취득)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능력 향상 프로그램
자립지원
사   업

▪학적확인의 어려움과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학업을 중단한 
     이주배경 청소년 및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통합 검정고시반을 운영
▪대  상 : 이주배경 청소년 및 지역사회 주민
▪내  용 : 고입 검정고시 6과목 (월, 화, 목, 금 저녁 7시-10시)

     이주배경 청소년 및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통합 검정고시반을 운영
검정고시반

운   영

▪다각적인 진로지도 프로그램 통해 자기 이해를 촉진하고 자아 탐색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직업의 세계를 돕고 나아가 역량을 계발하여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

▪대  상 : 상급학교 진학 및 취업대상 중도 입국 청소년
▪내  용 : 진로활동 지원(진로지도 교육, 직업체험 지원)

진로지원
사   업

예비학급 및
공부방 운영

▪이주배경 학생의 학교생활 조기적응 및 학업중단 위기 예방, 
     자아정체성 확립, 공교육 중도탈락 방지 등
▪대  상 : 만 12세 � 23세 이주배경 청소년
▪내  용 : 수준별 언어 교육, 정규보통교과 및 대안교과 교육,
                 창의체험 활동, 방학중 프로그램 등  

     자아정체성 확립, 공교육 중도탈락 방지 등

위탁형 
대안학교 운영

(2017년 예정)

▪다문화적 특성으로 인한 언어문제 및 정신건강 문제의 
     조기 발견과 해결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상담 진행
▪대  상 : 만 12세 � 23세 이주배경 청소년 및 가족
▪내  용 : 심층적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 심리진단 및 치료 지원

     조기 발견과 해결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상담 진행
상담지원

▪수준별 한국어 교육을 통한 언어능력 향상·관계형성 및 한국사회 조기적응 
지원과 학교 수업 보충을 통한 학교생활 정상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대  상 : 정규학교 진학에 어려움이 있는 중도입국 청소년,
                 정규학교 학생 중 보충학습이 필요한 청소년
▪내  용 : 예비학급, 한국어교육, 수학, 한국사, 컴퓨터 활용, 음악, 
                 스포츠 활동, 상담, 진로탐색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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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uct case management based on individual education and 
case management based on society for the social integration and 
competence strengthening of the migrants youth and families

▪Subject : Youth and family with immigration history from age 12 to 23.
▪Content : Case fi nding and intervention, case discussion, resource
                     development and service connection, professional supervision 
                     and support crisis case.

Customized 
Integrated case 
management 

▪For the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through solution and early fi nding 
of problem in mental health or linguistic problem due to multicultural 
characteristic.

▪Subject : Youth and family with immigration history from age 12 to 23.
▪Content : Group counseling program and in-depth individual counseling,
                      support psychological diagnosis and treatment.

Counseling 
support

Suwon Global Youth Dream Center (open hour : Mon�Saturday 09:00�18:00)3

▪Prevent youth with immigration history from breaking away from 
academic life, establish one�s identity.

▪Subject : Youth and family with immigration history from age 12 to 23.
▪Content : Language course for level, alternative education and regular
                     curriculum education, creative activity, vacation program etc. 

Consignment 
type alternative 
school operation

(planned for 2017)

▪By Korean language course for each level, help children to improve 
linguistic ability, relationship building and initial settlement to Korean 
society, and help normalization of school life.

▪Subject : Immigrated youth with diffi  culties going to regular school, 
                       immigrated youth who need extracurricular studying.
▪Content : Preliminary class, Korean language course, mathematics, history,                         
                       computer, music, sports activity, counseling, career exploitation. 

Run preparatory 
class and 

study room

▪Operate qualifi cation examination class for immigration youth and local 
residents who stopped studying due to personal reason and diffi  culties in 
studying.

▪Subject : Immigration youth and local residents.
▪Content : 6 subjects for high school admittance qualifi cation examination                 
                       (Mon, Tues, Thurs, Friday 7-10 PM). 

Operate 
qualifi cation 

examination class

▪Support youth to become a healthy adult by promoting self-understanding 
through various career exploitation program, recognize the need to self-
exploitation, establish the occupational view.

▪Subject : Immigration youth who is entering higher education and recruiting.
▪Content : Support career exploitation activity(Career education, career experience). 

Career support 
business

Self-suffi  ciency 
support business ▪Self-suffi  ciency support business.

▪Subject : Immigration youth who is entering higher education and recruiting.
▪Content : Operate professional qualifi cation license acquisition 
                        (Barista, Chef qualifi cation process, Baking qualifi cation acquisition)



30

수원시 외국인주민 지원 서비스 안내

시설현황
▪건립기간 : 2015. 6월 � 2016. 4월 (10개월)
▪개  관  일 : 2016. 5. 10(화)

구  분 면 적(㎡) 시    설    현    황 조 감 도

계 1,428.82  

지하 1층 257.70  회의실, 창고, 기계실 등

지상 1층 200.31  북카페, 홀, 운영사무실

지상 2층 253.33  교육실, 개인학습실, 사례관리실

지상 3층 253.33  대안학교강의실, 사무실, 도서관

지상 4층 189.58  커뮤니티실, 문화공간, 독서실

지상 5층 274.57  다목적실, 준비실, 주방

▪1:1멘토를 매칭하여 이주배경 청소년의 심리적 안정 및 지역사회 내 지망 구축을 
통해 안정적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대  상 : 이주배경 청소년 및 지역사회 내 대학생 등 40명
▪내  용 : 1:1 멘토링(학습, 예체능, 정서) 등 활동

멘토링 사업

▪자녀들을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부모의 역할정립과 청소년기 자녀 
양육 및 진학, 취업 등 전반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가정 내 지지체계를 마련하
기 위한 지원사업  

▪대  상 : 만12세� 만23세 이주배경 청소년의 주 양육자
▪내  용 : 부모교육 , 간담회, 자조모임, 양육기술지원 등

가족역량
강화 사업

▪이주배경청소년 및 가족들에게 다양한 문화여가활동을 통한 초기적응 스트레스 
감소 및 사회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통합 지원 사업

▪대  상 : 만12세�만23세 이주배경 청소년 및 가족, 일반 청소년 및 지역주민 등 
▪내  용 : 각종 동아리 활동(댄스, 요리, 스포츠, 연극 등), 통합자원봉사단 운영, 
                 글로벌도서관 �세계로� 운영, 센터 내 문화ZONE 운영, 북카페 운영, 
                 청소년 교류 활동

문화 여가
활동지원

▪이주배경 청소년과 그 가족들이 모두 함께 어울어 질 수 있는 각종 문화 체험 및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가족간의 소통과 화합의 장을 제공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

▪대  상 : 만12세 � 만23세 이주배경 청소년과 가족 80명
▪내  용 : 10월 중 가족단위 문화 체험 활동 캠프

가족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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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ilities
▪Construction period : June, 2015 � April, 2016 (10 months)
▪Opening day : May 10th, 2016(Tuesday)

Floor Extent(㎡) Facility Aerial view

total 1,428.82  

1st basement 257.70 Meeting room, storage, 
machine room etc

1st fl oor 200.31 Book cafe, hall, management offi  ce

2nd fl oor 253.33 Classroom. personal study room, 
case management room

3rd fl oor 253.33 Alternative school classroom, 
offi  ce, library

4th fl oor 189.58 Community room, cultural space, 
study room

5th fl oor 274.57 Multipurpose room, offi  ce pantry, 
kitchen

▪By matching 1:1 mentor, support immigration youth to settle well by 
constructing support network in local community with stable psychology.

▪Subject : 40 immigration youth and university students in local community. 
▪Content : 1 : 1 mentoring (study, arts and sports, emotion) and 
                        other activities.

Mentoring 
business

▪Support program which provides various activities and various cultural 
experience activities for immigrants youth and their families to hang 
around and give them chance to communicate.

▪Subject : 80 immigration youth from age 12 to 23 and their families.
▪Content : Cultural experience activity camp in family unit during October.

Family camp

▪In order to nurture children into health adult, the business supports by 
helping parents to establish their role as parents, provide information to 
children about nurturing, education, employment.

▪Subject : Nurturer of immigration youth from age 12 to 23.
▪Content : Parental education, meeting, self-helping group, 
                       support nurturing technique etc.

Family competency 
strengthening 

business

▪Integrated support business to improve social adaptation skill and to 
release stress from initial adaption through culture, leisure activity to 
immigration youth and family members.

▪Subject : Immigration youth from age 12 to 23 and family, 
                       regular youth and local residents. 
▪Content : Various club activities (dance, cooking, sports, play etc) 
                       Operate integrated volunteer team, Operate global library �Segyero�, 
                       Culture Zone in center, book cafe, youth exchange activity. 

Culture, leisure 
activity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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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외국인주민 분야별 상담사례

국내에서 방문취업(H-2) 사증발급인정서를 받고 재외공관에 사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재외공관에 
비자를 신청할 때 ‘건강상태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건강상태확인서’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법무부는 2012.8.1.부터 단순노무종사[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기술교육대상자(C-3-1)
포함] 외국인에 대하여 사증신청 시 해당 외국인이 자필 기재한 건강상태확인서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또한 사증을 받고 입국한 후 외국인 등록 시 법무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방문취업자(H-2)의 경우 마약검사가 포함된 건강진단서를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의 경우 마약검사 확
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유효기간 3개월) 외국인등록 단계에서 건강진단 결과 사증신청 시 기재사실과 달리 질환
이 발견된 경우 원칙적으로 출국명령 대상이 됩니다.

자격증을 취득하면 재외동포자격(F-4)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데 어떻게 하면 가능합니까?
건설업 분야를 제외한 기능사 이상의 국내공인기술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 재외동포자격(F-4)으로 변경 가능하
며, 이 제도는 동포들에게 기능을 습득하도록 하여 국내 취업은 물론 귀국 후 안정적인 생활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현재의 체류자격에 제한은 없습니다. 
      참고로 일부 학원에서 학원에 등록만 하면 자격변경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
다. 학원에 등록을 하였다고 하여 자격변경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공인된 기관(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시험
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여야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재외동포자격(F-4)으로 2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던데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기본요건(모두 충족해야 함) : 대한민국 민법에 의하여 성년일 것/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
을 것/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는데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출 것/품행이 단정할 것.
세부요건(요건중 하나만 충족하면 가능) : 영주권신청 시 연간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 총소득의 
2배 이상인 사람 / 해외로부터 연금을 받은 60세 이상인 자로서 연간 연금액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
총소득(GNI) 이상인 사람 / 전년도 재산세 납부실적이 50만원 이상인 자 또는 재산세 납부 실적은 없지만 전세보
증금 등 이와 상당한(재산세 50만원 이상) 본인명의(또는 동거가족)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 대한민국 기업과
의 연간 교역실적이 20억원 이상인 사람 / 거주국 정부가 공인한 동포단체대표(과거 3년간 동포단체 대표로서 활
동한 사실이 있는 자 포함) 또는 법인기업체 대표로서 재외공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방문취업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중국동포인데요, 
기간연장신청을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지문등록을 마치고 방문취업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등록외국인은 하이코리아를 통한 전자민원 신청이 가능합
니다. 다만 전자민원으로 신청하는 경우 외국인등록증 뒷면에 체류기간 만료일이 표기되지 않기 때문에 허가증을 
출력해서 소지하고 다니면 되고, 사용 중에 불편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사무소를 방문하여 뒷면에 표기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국적 결혼이민자입니다. 몇일 전에 수원시로 이사 했습니다.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변경은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2015년 7월1일부터 결혼이민자 체류지 변경신고절차가 간소화 되어, 동사무소에서도 체류지변경신고 가능합 
니다. 한국인 남편이 전입신고를 할 때 함께 하시면 됩니다. 외국인 체류지 변경은 이사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체류지 변경이 늦어지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입니다.  이후 영주자격신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유념하세요. 일반외국인은 종전대로 구청에서 체류지변경신고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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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Counseling cases of foreign residents by field

I want to apply for visa to embassy after receiving H-2 visa issue certificate. However, they say that I 
have to submit "physical condition sheet" before applying for visa. What is "physical condition sheet"?
Since August 1st, 2012, the Ministry of Justice has required foreigners in simple labor [(unprofessional 
employment(E-9), vessel crow(E-10), visiting employment(H-2), technical education sbuject(C-3-1) included] to 
submit physical condition sheet autographed by oneself when applying for visa. Also, after entering country 
with visa and registering as foreigner, one must submit the physical condition sheet issued by the hospitals that 
the Ministry of Justice has approved. One must submit physical condition sheet including drug test for visiting 
emplyoment(H-2), drug testing sheet for unprofessional employment(E-9), vessel crow(E-10).(valid for 3months) 
If the result in physical condition sheet that one handed in when applying for visa and the physical examination 
result for foreigner registration stage differs and exposed with diseases, one received emigration order in 
principle.

I heard that if I get professional certificate, I am qualified to get overseas Korean qualification(F-4), 
how should I do it? 
In case of obtaining domestic public technical qualification higher than the certified technician except for the 
construction industry can change their status to overseas Koran qualification(F-4). This policy is to help overseas 
Koreans to learn technique, and to settle well into Korean as well as get employed in stable condition, and there 
are no limitation for staying qualification. In addition, some private institutes are advertising that one can easily 
earn the qualification by just registering to the institutes which is not ture. It is impossible to get qualification by 
registering to the institutes. One must obtain professional certificates by taking test held by officially approved 
organization(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I heard one can apply for permanent residency after staying in Korea for more than 2 years 
as qualified overseas Korean (F-4), what is the qualification condition? 
Fundamental requirement(must satisfy all the requirements) : In full age according to the Civil Code of 
Korea/oneself or family member must have ability to make living/Have elementary groundings to live in Korea/
must have good moral.
Extra requirement(satisfy one or more requirements listed below) : One whose annual income is twice as 
much as the previous year's GNI reported by Bank of Korea/One who is pensioner from foreign country over age 
60 and whose pension is more than previous year's GNI reported by Bank of Korea/One who has paid property 
tax more than 500 thousand won the previous year or one who does not have property tax payment history  but 
with equal value of property in one's name (or family member)/One who has annual trading performance over 
2 billion won with Korean corporate/One who is the representative of overseas Koreans association officially 
proved by the government of foreign country(including one who has acted as overseas Korean representative for 
past 3 years) or representative of corporate who received recommendation from the chief of diplomatic offices. 

I am Korean Chinese staying in Korea with working vist. 
How can I apply for extension of stay via internet and not visit the office? 
Registered foreigner who is staying in Korea with working visit with finger print registration can apply through 
electronic civil service via HiKorea. However, when applying through electronic civil service, the expiration date 
of stay is not written on the back of registration card, so one must print the permit and carry it. If there is any 
inconvenience, one can visit office anytime to write the expiration date of stay on the back of the card.

I am marriage immigrants from Philippines. I moved to Suwon few days before. Where can I change 
the place of sojourn for registration card? 
Since July 1st 2015, the change application process for sojourn of marriage immigrants has been simplified, so 
you are able to change at the dong office. You can apply when your husband fill in the moving-in notification. 
You must change the address with in 14 days of moving. It is violation if your application is delayed. It might 
influence your application status for permanent residency, so be careful. Regular foreigners should go to gu 
office to change the place of sojourn like b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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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베트남 근로자입니다. 사업주가 3개월 이상 임금 체불하여 사업장을 변경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은 근로계약기간만료 또는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종료합의에 의해 가능하며, 
최초입국 3년 이내에 3회로 사업장 변경 횟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의 휴업, 폐업, 임금체불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있을 경우(예시, 체불임금확인원등) 관할 고용 센터장 직권에 위한 사업장 변경이 가능
합니다. 이 경우는 사업장 변경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문화 가정이라는 밝혔을 때 자녀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거나 상처받을까봐 걱정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주당사자인 어머니(아버지) 나라에 대해서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자부심을 갖도록 설명해주고, 다문화 가정이
기 때문에 더 좋은 점이 많음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어머니(아버지)나라에 다녀올 수도 있고, 어렸을 적
부터 두 나라의 문화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가 글로벌한 인재로 자라날 수 있음을 알려주세요. 평소에 자녀가 
어머니(아버지)나라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이나 사진, 영상자료 등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
입니다. 양육자가 먼저 자신감을 갖고 당당해 질 때 그 자신감과 자부심이 자녀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중국에서 중학교까지 다닌 후 한국에 들어와서 고등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데, 중국 학교 학력 인정이 안된
다고 합니다. 학력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학령기 아동(만6세~18세 미만)으로서 초·중등학교에 편입학을 신청하였으나 입학이 거부된 난민, 무연고 제3국 
출생 탈북학생 등 학력증명이 곤란한 다문화학생은 시·도교육청에 학력인정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학생의 학력은 학력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참고하고 우리나라의 학령, 출신국 또는 제3국에서의 수학기
간, 현재의 학력수준, 본인 및 보호자의 희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학력심의위원회는 학력인정 심의 대상자의 교과이수능력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구두 면접 및 학
력인정을 위한 서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다문화학생 학력인정 심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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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제출 서류 목록

●  학력인정신청서 1부.
●  여권사본 1부 또는 출생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국내거주사실 증명 1부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1부.
●  학력 증빙 관련 서류 1부(학력증빙 서류를 제출 못하는 경우는 제외)
    ※ 영어외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는 원본과 번역본을 공증받아 제출해야함.

학생(신청인)

시도 교육청에
학력 인정신청서 제출

(우편, 방문)

서류 접수 및 학력
심의위원회 소집 심의결과통보

서류심의
(필요시 면접인터뷰 또는 

학력인정을 위한 
서면평가 실시)

시도교육청 학력심의위원회 시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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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am Vietnamese worker entered Korea with emplyoment license system. I want to change the place of 
work because the business owner is delaying payment of age for over 3 months, how should I do it?
The change of place of work for foreign workers is available when the employment contract period is terminated 
or the agreement between employer and employee for the termination of employment contract is reached. We 
limit the change of place of work 3 times in 3 years after the initial enterance. However, when it is recognized 
that the normal employment relationship is hard to be continued due to close, shutdown, overdue wages and 
other reasons and there is supporting evidence(for example, confirmation of overdue wages), one is able to 
change the place of work under the direct order of director employment center in jurisdiction. This case is not 
counted for the change of place of work.  

I am afraid my children will be bullied in school when they tell friends that they are from multicultural 
family. What should I do?
Explain to your children from when they are young about the country their immigrants parents are from to have 
pride, and it is essential to educate them about the advantages of being multicultural family. For example. they 
can speak two languages from young age, they can visit mother's(father's)country, or they can grow into global 
personnel because they can understand two cultures from young age. It is a good way to show them pictures, 
photos or videos of their parents' country. When fosterer has pride and confident first, the pride and confidence 
will naturally get across to children.

I want to enter high school in Korea after graduating middle school in China but the graduation in 
Chinese school is not recognized. What should I do to get academic recognition?
Multicultural children such as refugees, born in the 3rd country without any relatives, or North Korean refugees 
in school age(from age 6 to 18) who have applied to school transfer but were refused, can request deliberation 
for academic recognition to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For the academic recognition of multicultural student, the office check into relevant documents such as 
application for academic recognition, and consider various factors such as school age in Korea, country of 
origin, studying period at the 3rd country, current academic status, opinion of student and guardian to make 
judgement. 
The education deliberation committee is able to conduct written evaluation for academic recognition and 
interview in case the committee feels that the subject of deliberation is needed to be checked for one's 
academic ability. 

▶ Deliberation process of academic recognition for multicultural stu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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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 of required document for submission to Education office

Submit academic 
recognition application to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mail, visit)

●  1 copy of academic recognition application form 
●  1 copy of passport or 1 official document to verify the birth date.
●  1 copy of domestic residence certificate or 1 copy of foreign registration certificate
●  1 copy of evidence of academic history(except for the case which is impossible to submit the documents)
      ※ The original documents written in English or other languages and the translated documents must be 
          notarized before submission. 

Submit documents and 
summon the education 
deliberation committee  

Notify deliberation result

Document deliberation 
(conduct interview or 
written evaluation for 

academic recognition if 
needed)

Student(Applicant)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The education deliberation 
committee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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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생활 속 한국어 한마디

병원가기 � 

은행가기 � 

콧물 (콘물)
콧물

신용카드

감기

돈(현금)

식후

도장

두통

신청서

장염

적금

처방전

서명

설사

현금인출기

소화불량

통장

약국

비밀번호

치통

수표

기침

수수료

번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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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Practical Korean Expression 

Hospital �  

Bank �  

콧물 (콘물)
Nasal discharge [cotmul]

2
Credit card 
[sin yong card]

Cold [gamgi]

[sin yong card]

Cash 
[don (hyun gum)]

after meal [si koo]

[don (hyun gum)]

Stamp [do jang]

Nasal discharge [cotmul] Headache [dutong]

Application form 
[sin chung seo]

enteritis [jang yeom]

[sin chung seo]

Bankbook 
[tong jang]

prescription 
[cheo bang jun]

[tong jang]

Signature [seo myung]

Diarrhea [sulsa]

ATM 
[hyun gum in chul ki]

 indigestion 
[so hwa bull lyang]

[hyun gum in chul ki]

Installment savings 
[geok geum]

pharmacy [yak guk]

[geok geum]

Password 
[bi mil bun ho]

Toothache[chitong]

Cheque [su pyo]

coughing [ki chim]

Commission 
[su su ryo][su su ryo]

Ticket number 
[bun ho p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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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재미있는 생활정보 � 

청소

분리수거

정리

다림질

요리

세탁

설거지

장보기

살림하기 � 

1회용 교통카드 구입
[1회용 발매 / 교통카드 충전기]에서 목적지를 선택 후 이용운
임과 보증금을  투입하고, 1회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으세요.

승차 및 하차
개찰구에서 오른쪽 교통카드 단말기의 교통카드 대는 곳
(T-money)에 1회용 교통카드를 접촉하세요.

보증금 환급
하차후 [보증금 환급기]에 1회용 교통카드를 투입을 하면,
보증금이 환급됩니다.

지하철 1회용 교통카드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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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nteresting living information �  

Daily living �  

Cleaning 
[cheong so][cheong so]

Recycling
 [bun li su geo] [bun li su geo]

Straighten up 
[jung li]

Ironing [da rim jil]

Cooking [yo li]

Laundry [se tak]

Dish washing
 [sul geo ji] [sul geo ji]

Grocery shopping
 [jang bo gi]

Purchase single-use ticket
Select destination in [single-use ticket machine/Transportation 
card recharge machine], insert cash, and get the sing-use ticket.

Get on/off 
Touch the single-use ticket to T-money sign on the right side of 
card reader.

Deposit return
After getting off , insert single-use ticket and get refund.

Let's learn about how to use the single-use transportation card for subway.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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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생활민원 서비스 안내

［ ］수원시 휴먼콜센터(☎1899-3300)

［ ］가사 홈서비스 - Yes생활민원처리반 운영

운영현황

서비스 대상 :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서비스 분야 : 가정 내 생활불편사항 처리

전기설비   전구·콘센트·스위치·안전기교체, 전기선 연결 등
전자기기   가전·통신제품 점검 및 소수리
배관설비   수도꼭지, 배관막힘, 에어컨·보일러 점검 등

소규모 집수리   못 박기, 타일 보수, 부분 도배, 방충망 보수 등
기      타   기타 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의 처리 등

※  대규모 공사, 공동이용시설 등은 서비스 불가

운영시간 : 월~금, 09:00~18:00(평일 근무시간 중)

신청 및 문의 : 수원시 휴먼콜센터  ☎ 1899-3300

처리비용 : 기본 자재 및 서비스 무료
                   (Yes생활민원처리반이 보유하고 있지 않는 자재는 민원인 직접구매)

주요상담분야

▪운영시간 : 평일 08:00~20:00 (야간 및 토/일/공휴일 : 당직실) 
▪위        치 : 수원시 도시안전 통합센터 2층(대학4로33)

▪일반상담 : 시정정책, 각종행사, 민원안내 등 시정전반 
▪행정업무 연계상담 : 6개 분야
    지방세 정보시스템, 상·하수도 관리시스템, 불법주·정차단속 시스템, 차량등록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금, 도서정보시스템
▪생활불편민원 접수 : 공공시설 및 가사 홈서비스 민원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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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Civil service consultation service

［ ］Suwon Human Call center(☎1899-3300)

［ ］House chore home service - Yes livelihood civil affairs team

Operation information

Service target : Socially disadvantaged class
                            (recipient of basic living, lower income family etc)
Service contents : Deal with difficulties in house chores

Electrical intallation  Light bulb, socket, switch, circuit breaker replacement, connect electrode lead etc

Electrical machinary  Check home appliances, communication product and small scale repair 

Piping equipment  Faucet, plumbing, air conditioner and boiler check  

Small scale house repair  Pegging, repair tiles, partial painting, repair screen 

Others  Deal with various inconvenience in life 

※  Large scale construction, public facilities are not applicable for service 

Operation time : Monday-Friday, 09:00~18:00(Office hours in weekdays)

Application and inquiry : Suwon Human Call center  ☎ 1899-3300 

Service fee : Free basic materials and service
                          (Civil petitioner directly buys materials not owned by 
                              Yes livelihood civil affairs team)

Major counseling content

▪Operation time : Weekday 08:00~20:00
                                   (night and weekends/national holiday : night-duty room) 
▪Location : Suwon Civil Safety Integration Center floor 2 (Daehak 4, 33)

▪General administration counseling 
    : General administration including policy, events, civil service guide 
▪Administrative business counseling : 6 division
    Local tax information center, water and sewage management system, 
    Illegal parking regulation system , automobile registration,  environmental
    improvement charges , traffic charges, library information system
▪Apply civil service consultation 
   : public organization and house chore home service consultation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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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Ⅹ  다국어지원 웹사이트

기관명 홈페이지 / 카페 운영기관 내  용

다누리 다문화가족지원포털 http://www.liveinkorea.kr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다문화가족사업본부) 결혼이주여성 한국생활 안내

디브러리포털 다문화
정보 서비스 http://www.dibrary.net 국립중앙박물관

국가이미지 홍보, 
국제문화교류, 해외홍보용
정부대표 인터넷 홈페이지

다문화가정자녀를위한 한국어
방문학습지 http://kcenter.korean.go.kr 국립국어원 다문화가정 유아를 위한

한국어 교육 콘텐츠 제공
다문화가족
상담사랑방 http://www.naas.go.kr/rdamfcs/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촌 다문화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하이코리아 http://www.hikorea.go.kr 법무부 방문예약, 재입국허가,
체류기간연장허가 등 

누리세종학당 http://www.sejonghakdang.org 문화관광부 한국어교육

EBS 한국어교육 두리안 http://www.ebs.co.kr/durian/kr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어교육

한국어능력시험 http://www.topik.go.kr 국립국제교육원 TOPIK시험정보제공

한국외국인인력
지원센터 http://www.migrantok.org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외국인상담, 교육 등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https://www.eps.go.kr 고용노동부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KBS 월드뉴스 http://world.kbs.co.kr KBS World 다국어뉴스, 시사교양, 
연예오락 프로그램 소개 등

이주민방송 http://www.mntv.net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다국어뉴스, 생활한국어

다문화가족음악방송 http://www.wjf.kr 웅진재단 다문화가족 음악방송
다문화복지지원

망고넷 http://www.mangonet.kr (사) 아시아의 창 이주여성생활, 법률, 체류 정보안내

해외문화홍보원 http://www.kocis.go.kr 해외문화홍보원 국가이미자 홍보, 국제문화교류

VisitKorea 홈페이지 http://www.visitkorea.or.kr 한국관광공사 한국의 여행 및 축제 정보

ISIL 다국어서비스 http://www.nl.go.kr/isil/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다국어검색서비스

다문화 캠페인 나눔 http://korean.cuk.edu 고려사이버대학교 한국어교육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종합안내 https://www.isi.go.kr 교육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등에 외국인

교육기관 정보제공 

기관명 홈페이지/카페 운영기관 내  용

수원 미녀들 모여라 http://cafe.daum.net/
suwonmigrants 개인(수원시 다문화가정 서포터즈) 수원시 다문화 정보

써초아 http://cafe.daum.net/damun13 경기도 다문화가족과
(경기도 다문화가정 서포터즈) 경기도 다문화 정보

다국어 지원 웹사이트

다문화가정 서포터즈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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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Ⅹ  Multilingual support website 

Organization name Website / cafe Management agency Contents

Danuri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portal http://www.liveinkorea.kr

Korea Healthy Families Agency
(National support for
multicultural family)

Guide to Korean life to female
marriage immigrants 

Dibrary portal multicultural
information service http://www.dibrary.net National museum of Korea

Promote national brand, exchange
international culture, internet webiste

for international promotion of government

Visiting Korean education for
multicultural children http://kcenter.korean.go.kr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Provide Korean education contents
for toddlers in multicultural family

Counseling for multicultural family http://www.naas.go.kr/rdamfcs/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National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

Cusomized service support for
multicultural family in rural area

Hi Korea http://www.hikorea.go.kr Ministry of Justice Visit reservation, reentry admittance, 
approve stay extend

Nuri Sejonghakdang http://www.sejonghakdang.org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Korean education

EBS Korean education durian http://www.ebs.co.kr/durian/kr EBS Korean education

TOPIK http://www.topik.go.kr National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ducation Provide information for TOPIK

Korean Foreign worker
recruiting support center http://www.migrantok.org Korea support center for

foreign workers Foreigner counseling, education

Korean Foreign worker
recruiting support center https://www.eps.go.kr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Foreigner employment

management system
Korean Foreign worker

recruiting support center http://world.kbs.co.kr KBS World Multilingual news, documentary, 
entertainment program introduction

Migrants news tv http://www.mntv.net Korea support center for
foreign workers Multilingual news, practical Korean

Multicultural family music http://www.wjf.kr Woongjin Foundation Multicultural family music program, 
support multicultural welfare

Mangonet http://www.mangonet.kr Window of Asia Information guide for female migrants
in living, law and staying

Korea culture and information center http://www.kocis.go.kr Korean culture and
information service

Promote national brand,
exchange international culture

Visit Koea website http://www.visitkorea.or.kr Korea Tourism Organization Korean tourism and festival information

ISIL multilingual service http://www.nl.go.kr/isil/ National central library National central library
multilingual search service

Multicultural campaign "Nanum http://korean.cuk.edu Korea cyber university Korean education

Comprehensive guide for foreign
education institute and foreign school https://www.isi.go.kr Ministry of education Provide educational institution

information to foreigners in Korea

Organization name Website / cafe Management agency Contents

수원 미녀들 모여라 http://cafe.daum.net/
suwonmigrants

Private
( Suwon multicultural family supporters) Suwon multicultural information

써초아 http://cafe.daum.net/damun13
Gyeonggido multicultural

family division
(Gyeonggi-do multicultural

family supporters)

Gyeonggi-do multicultural
information

Multilingual support websit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ers 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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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    다국어지원 다문화 정보소개

▪주요정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찾기, 한국생활가이드북, 다문화가족 정보매거진 Rainbow+, 
다문화가족 종합정보전화센터(1577-1366)연결, 긴급전화 안내        

▪서비스 언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타갈로그(필리핀)어, 크메르(캄보디아)어, 몽골어, 러시아어, 
일본어, 태국어, 라오어, 우즈베크어, 네팔어        

▪다운로드 방법
1. QR 코드 스캔 2. 플레이스토어 / 앱스토어에서 �다누리� 검색

한국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주여성과 결혼이민자에 대한 각종 다국어 한국생활안내 및 각종 상담,
여성폭력피해자 긴급지원 및 관련기관 연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시간 : 연중무휴, 24시간, 365일.
▪서비스 언어 : 13개국어(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필리핀), 크메르어(캄보디아어), 
                              몽골어, 러시아어, 일본어, 태국어, 라오어, 우즈베크어, 네팔어)
▪서비스 내용 : 다국어 전화상담,  면접/방문상담,  체류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연결, 
                           다누리포털 온라인 상담,  6개 지역 센터 운영.

  다누리 콜센터 : 1577- 1366               경기 수원 센터 : 031 - 257 - 1841

다문화 관련 생활가이드 (e-book)

다문화가족 지원 다국어 정보제공 ‘다누리 앱’ 안내

다누리 콜센터 ‘☎ 1577-1366’ 

책이름 홈페이지 지원언어 운영기관

한국생활가이드북 http://www.liveinkorea.kr/
guidebook

10개언어 :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필리핀), 크메르어(캄보디아), 
몽골어, 러시아어, 일본어, 태국어

(재)한국건강가정진흥원
(전국다문화가족지원단)

경기도 외국인주민 
생활안내  http://ebook.gg.go.kr 7개언어 : 한국어, 인도네시아어, 영어,

태국어, 몽골어, 중국어, 베트남어 경기도청

< 안드로이드 > < 아이폰 >

< 안드로이드 >

< 아이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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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     Multicultural information with multilingual supporte

Multicultural guidebook for living (e-book)
Book name Homepage Supporting language Management Organization

Guidebook for life 
in Korea

http://www.liveinkorea.kr/
guidebook

10 languages : Korean, English, Chinese, 
Vietnamese, Tagalog(Philippines), Mongolian, 
Khmer(Cambodia), Russian, Japanese, Thai

Korea Healthy Families Agency
(National support for 
multicultural family)

Gyeonggi Foreign 
Residents� guide for living  http://ebook.gg.go.kr 7 languages : Korean, Indonesian, English, 

Thai, Mongolian, Chinese, Vietnamese
GyeongGi-Do Provincial 

Government

▪Key information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search, Guidebook for life in Korea, Multicultural family 
information magazine Rainbow+, multicultural family integrated information call center (1577-1366) 
connection, emergency call guide.        

▪Service language
Korean, English, Chinese, Vietnamese, Tagalog(Philippine), Khmer(Cambodia), Mongolian, 
Russian, Japanese, Thai, Laos, Uzbek, Nepalese.        

▪How to download
1. Scan QR Code 2. Search "Danuri " in play store/app store

 Guide for "Danuri application" Provides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with multilingual information 

< Android > < iPhone >

< Android >

< iPhone >

Danuri Call center ‘☎ 1577-1366’ 
We provide various multilingual living guide in Korea, various counseling, emergency support for female 
victim of violence and connection service to relevant organization to female marriage immigrants and 
migrants who are in trouble living in Korea.
▪Service time : Always open, 24 hours, 365 days.
▪Service language : 13 languages(Korean, English, Chinese, Vietnamese, Tagalog(Philippines),      
                                               Khmer(Cambodia), Mongolian, Russian ,Japanese, Thai, Laos, Uzbek, Nepalese)
▪Service contents : Multilingual call counseling, interview/visiting counseling, immigrants, legal counseling and                     
                                                connection to legal help, Danuri portal online counseling, operate 6 local centers. 

  Danuri call center : 1577- 1366     Gyeonggi Suwon center : 031 - 257 -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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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민회명 결성일자 회원수 활동내용 비  고

계 1,642명

중 국 교 민 회 2002. 3.  1 185명 설 명절행사, 전통 명절행사, 송년회, 
연합문화체험 

필 리 핀 교 민 회 2003. 7.  6 163명 신년행사, 추수감사 행사, 크리스마스 행사

몽 골 교 민 회 2004. 4. 20 280명 나담축제, 설 명절행사, 
몽골 유학생 행사,  송년회, 연합문화체험

러 시 아 교 민 회 2007. 3.  2 95명 마슬레니짜 축제, 전통명절행사, 송년회, 연합문화체험

베 트 남 교 민 회 2008. 3.  2 149명 설 명절행사, 전통명절행사, 자국음식문화체험, 
송년회, 연합문화체험

태 국 교 민 회 2008. 4.13 95명 전통불교축제, 전통명절축제, 송년회

캄 보 디 아 교 민 회 2008. 6.  2 141명 전통명절축제, 쫄츠남 축제, 크리스마스 행사,
연합문화체험

방글라데시교민회 2008. 6.  3 102명 독립기념일 행사, 전통명절축제, 송년회

일 본 교 민 회 2008. 7. 1  58명 가족나들이, 간담회, 전통명절행사

인도네시아교민회 2009.10. 1 90명 근로자 나들이, 신입회원 환영행사, 전통명절 행사

중 국 ( 귀 한 동 포 ) 2010.  8. 1 154명 설 명절행사, 여성절 행사, 전통 명절 행사

네 팔 교 민 회 2011. 1. 5 69명 설 명절행사, 전통명절행사, 연합문화체험

인 도 교 민 회 2012.12.23 31명 홀리페스티벌, 전통불교축제, 가족캠프, 송년회

키 르 기 즈 스 탄 2016.  1.  1 30명 전통명절행사, 근로자교육 및 간담회

자조모임명 결성일자 회원수 활동내용 비  고

계 134명

베 트 남 남 편 ( 부 부 )
자 조 모 임 2013. 1. 1. 20명 정기적 가족‧부부 프로그램 운영 베트남

천 사 드 림 2013. 7. 1. 12명 베트남 전통 무용 연습 및 공연 베트남

사 랑 의  날 개 2014. 7. 1. 10명 중국 전통 무용 연습 및 공연 중국

중 국  부 모 - 자 녀
교 육 연 구 모 임 2014. 2. 1. 20명 중국 결혼이민자의 

부모-자녀 교육 및 이중언어교육 연구 모임 중국

베 트 남 어  교 실 2015. 7. 1. 72명 베트남 다문화가정 자녀(유치부/초등부) 
주1회 이중언어 교육 베트남

외국인주민 재수원 교민회 (문의 : 외국인복지센터 031-223-0075)

결혼이주여성 자조모임 (문의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257-8504)

Ⅺ    수원시 외국인주민 공동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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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y name Foundation date members Activity contents Note
total 1,642명

Chinese community 2002. 3.  1 185명 Lunar new year's celebration, Traditional holiday celebration, 
Year-end party, United cultural activity

Filipino community 2003. 7.  6 163명 New year's celebration, Thanksgiving day celebration, 
Christmas celebration

Mongolian community 2004. 4. 20 280명 Nadam festival, Lunar new year's celebration, 
Mongolian students festival, Year-end party, United cultural activity.

Russian community 2007. 3.  2 95명 Maslenitsa festival, Traditional holiday celebration, 
Year-end party, United cultural activity. 

Vietnamese 
community 2008. 3.  2 149명

Lunar new year's celebration, Traditional holiday 
celebration, Traditional food culture activity,

 Year-end party, United cultural activity. 

Thai community 2008. 4.13 95명 Traditional Buddhism festival, 
Traditional holiday festival, Year-end party 

Cambodian 
community 2008. 6.  2 141명 Traditional holiday celebration, Zoltsnam festival, 

Christmas festival, United cultural activity.
Bangladesh 
community 2008. 6.  3 102명 Independence day celebration, 

Traditional holiday celebration, Year-end party

Jpanese  community 2008. 7. 1  58명 Family fi eld trip ,Community meeting, 
Traditional holiday celebration

Indonesian 
community 2009.10. 1 90명 Workers fi eld trip, Welcome ceremony for new 

members, Traditional holiday celebration
China

(Chinese Korean) 2010.  8. 1 154명 Lunar new year's celebration, Women's day celebration, 
Traditional holiday celebration

Nepalese community 2011. 1. 5 69명 Lunar new year's celebration, Traditional holiday 
celebration, United cultural activity. 

Indian community 2012.12.23 31명 Holy festival, Traditional Buddhism festival, 
Family camp, Year-end party

Kyrgyzstan community 2016.  1.  1 30명 Traditional holiday celebration, 
Worker's education and meeting

Group name Organized date Members Activity Country

total 134명
Vietnamese Husband(Couple) 

Self-helping meeting 2013. 1. 1. 20명 Run regular family, Couple program Vietnam

Angel Dream 2013. 7. 1. 12명 Practice Vietnamese traditional 
dance and perform Vietnam

Wing of Love 2014. 7. 1. 10명 Practice Chinese traditional 
dance and perform China

Chinese Parents-Children 
education research meeting 2014. 2. 1. 20명 Education and bilingual education research meeting for 

Chinese marriage immigrants parents and children China

Vietnamese 
language class 2015. 7. 1. 72명

Bilingual education for Vietnamese 
multi cultural family children 

(kindergarten/elementary) once a week
Vietnam

Community for Foreign residents in Suwon (Inquiry: Migrant ervice center 031-223-0075)

Female marriage immigrants Self-help meeting (Inquiry: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031-257-8504)

Ⅺ      Suwon Foreign Residents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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