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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原是朝鲜第22代正祖大王以孝和实学思想为基础，

为了与民共休戚而建造“水原华城”的计划城市。

水原市区被市中心的八达山、北面的光教山、

西面的七宝山等群山屏风般环绕着，

在灵通和光教地区组建新城区，和世界文化遗产“水原华城”一起，

是一座自然传统和现代风格融为一体的城市。

在韩国人口最多的基础地方自治团体，

设有长安区、劝善区、八达区、灵通区等4个普通行政区，

作为融入朝鲜王朝历史的历史城市，

拥有众多文化遗址，周围有很多自然景观秀丽的地方，

是一座旅游资源丰富、宜于人居的城市。

水原市
简介

(2020. 3월말 기준) (截止2020.3月底)

수원은 조선 제22대 정조대왕이 효와 실학사상을 바탕으로 

백성과 더불어 살고자 ‘수원화성’을 건설한 계획도시입니다.

수원은 도심 중앙의 팔달산, 북쪽의 광교산, 서쪽의 칠보산이 병풍처럼 둘러져 있고

영통과 광교지역이 신시가지로 조성돼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과 함께 

자연 속 전통과 현대의 멋이 어우러진 도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이며,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등 4개의 일반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조선왕조의 역사가 깃들어 있는 역사도시로서

문화유적이 많고, 주변에 자연경관이 뛰어난 곳이 많아

관광자원이 풍부한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장안구

33.34㎢, 292,179명
长安区
33.34㎢,

Population 292,179

권선구

47.17㎢, 388,171명
劝善区
47.17㎢, 

Population 388,171

팔달구

12.86㎢, 195,228명
八达区
12.86㎢, 

Population 195,228
영통구

27.68㎢, 365,264명
灵通区
27.68㎢,

Population 365,264

수원시 소개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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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8경 
안내  

02
水原八景
介绍

광교적설 [光敎積雪]
광교산에 흰 눈이 내리면 금세 비경 속으로 찾아든다. 한 겨울에 
산을 가득 덮은 백설과 봄이 올 무렵 시루봉에서 만나는  
춘설이 아름답다.
●장소 : 광교산   ●계절 : 겨울

Gwanggyojeokseol
(光敎積雪, Gwanggyosan Mountain Covered with Snow)

白雪飘落，整座光教山被沉浸在秘境之中. 冬天覆盖整座山
的白雪和初春时节甑峰上的春雪美如仙境. 
●地点 : 光教山   ●季节 : 冬季

북지상련 [北池賞蓮]
여름과 가을이 맞닿은 계절이면 만석거에 흰색과 붉은색의 연꽃이 
피어오른다. 여러 꽃들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경관을 자아낸다.
●장소 : 만석거(만석공원)   ●계절 : 여름·가을

Bukjisangreon
(北池賞蓮, Elegant Lotus in the Bukji Pond)

每当夏秋交接的季节, 在万石渠盛开白色和红色的莲花. 与
周围各种花卉融为一体, 演绎出美丽的景观.
●地点 : 万石渠（万石公园）   ●季节 : 夏-秋

팔달청람 [八達晴嵐]
여름 날 비가 쏟아진 후, 하늘이 맑게 개면 팔달산의 숲에서 
안개가 피어오른다. 팔달산과 자연이 가져다준 안개는 신비 
하기까지 하다.
●장소 : 팔달산   ●계절 : 여름

Paldalcheongram
(八達晴嵐, Fine Haze on the Paldalsan Mountain)

夏天下一场暴雨, 等雨过天晴后八达山的树林中水雾缭绕. 
八达山和自然带来的水雾神秘无穷, 令人向往.
●地点 : 八达山   ●季节 : 夏季

서호낙조 [西湖落照]
해 질 녘, 서호에 여기산의 그림자가 덮인다. 그 위로 석양이 내리면 
주변은 온통 황금빛으로 물들면서 찾는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준다.
●장소 : 서호공원   ●계절 : 연중

Seohonakjo 
(西湖落照, Sunset in the Seoho Lake)

傍晚时分, 丽妓山的影子倒映在西湖水面上. 夕阳西照，周
围染成金色, 给游客带来感动.
●地点 : 西湖公园   ●季节 : 全年

남제장류 [南堤長柳]
화홍문에서 화산릉까지 수원천의 제방 양편으로 버드나무가 
숲을 이룬다. 드리워진 버드나무 가지 사이를 거니는 산책은
특별하다.

●장소 : 수원천   ●계절 : 봄·여름

Namjejangryu
(南堤長柳, Tall Willow on the Southern Embankments)

从华虹门到华山陵, 水原川的河堤两岸柳树成荫. 漫步在下
垂的柳枝之间享受着大自然赐予的闲情逸致.
●地点 : 水原川   ●季节 : 春-夏季

화홍관창 [華虹觀漲]
광교산 깊은 계곡에서 시작된 물이 화홍문의 7개 수문을 빠져나
가면서 시원한 물보라를 일으킨다. 마치 옥처럼 밝고 청명하다.
●장소 : 화홍문   ●계절 : 여름

Hwahonggwanchang
(華虹觀漲, Seeing the Flood on the Hwahongmun Gate)

发源于光教山深山溪谷的溪水流出华虹门的7个水门, 溅起
凉爽的浪花. 就像白玉般洁白无瑕清澈.
●地点 : 华虹门   ●季节 : 夏季

화산두견 [花山杜鵑]
봄이 오면 융건릉이 있는 화산 주변으로 철쭉이 무리 지어  
핀다. 봄바람과 함께 온 산 가득 붉은 물결이 넘실댄다.
●장소 : 융건릉   ●계절 : 봄

Hwasandugyeon
(花山杜鵑, Royal Azalea on the Hwasan Mountain)

春天来临, 建有隆健陵的花山周围杜鹃花盛开. 伴随着和煦
的春风, 漫山遍野红色的花海浪花翻滚.
●地点 : 隆健陵   ●季节 : 春天

용지대월 [龍池待月]
용연에서 방화수류정 위로 떠오른 달을 바라보면, 방화수류정의 
야경과 달이 어우러져 매혹적인 분위기를 전한다.
●장소 : 방화수류정(동북각루)   ●계절 : 가을

Yongjidaewol
(龍池待月, Waiting the Moon by the Dragon Pond)

站在龙渊岸边仰望访花随柳亭上升起的月亮, 访花随柳亭的
夜景和月亮融为一体, 营造出充满魅力的气氛.
●地点 : 访花随柳亭（东北角楼）   ●季节 : 秋季

수원화성이 완공된 뒤, 정조대왕은 단원 김홍도
에게 수원의 봄과 가을 경치를 각각 8개씩 그리
라고 명했다.
춘 8경, 추 8경은 그 후 약간씩 변형되어 오늘날 
다음과 같이 전해지고 있다. 수원의 사계를 담고 
있기에 조금은 긴 호흡으로 찾아가야 한다.

水原华城竣工后，正祖大王命檀园金弘

道各画八幅介绍水原春秋景观的画。

春八景和秋八景在之后经历了一些变

化，下列景点相传至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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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外籍劳工) 14,823名 (23%)

● 결혼이민자 (结婚移民者) 4,508名 (7%)

● 외국인주민자녀 (外籍居民子女) 4,410名 (7%)

● 한국국적취득자 (韩国籍取得者) 5,832名 (9%)

● 외국국적동포 (外籍同胞) 14,474名 (23%)

● 유학생 (留学生) 4,069名 (6%)

● 기타 (其它) 15,815名 (25%)

※ 기타 : 기업투자, 취재 등 체류자 
※ 其它 : 企业投资, 采访等滞留者

■ 수원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63,931명으로 
수원시 인구1,218,843명의 5.2%에 해당

 (2018 외국인주민 현황(2019. 11. 1 행정안전부 공표)) 
 
 ※      전국 시군별 순위 :  

안산시(89,093명), 수원시(63,931명) 
화성시(59,278명), 영등포구(56,483명) / 전국 2위

■  居住在水原市的外籍居民为63,931人, 占水原市
人口1,218,843人的5.2%。

    (2018外国人居民现状(2019. 11. 1 行政安全部公布)

 
 ※   全国各市郡排名 :  

安山市(89,093人)、水原市(63,931人) 
华城市(59,278人)、永登浦区(56,483人) / 全国第二

各个国籍外籍居民 Colonies of Foreign Residents[ 국적별 외국인주민 ] 【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

[ 수원시 외국인주민 ]

   水原市外籍居民
[ 유형별 외국인주민 ]

 各种类型的外籍居民

중    국 
(한국계 )

中       国  
( 朝 鲜 族) 34,031

중   국 ( 中 国 ) 7,340

베 트 남 ( 越 南 ) 2,737

미   국 ( 美 国 ) 1,144

일   본 ( 日 本 ) 371

대   만 ( 台 湾 ) 249

기   타 ( 其 它 ) 7,817

고등 세류2 매산 영화 율천 화서1 지동 세류3 인계
高等 细柳2 梅山 迎华 栗泉 华西1 池洞 细柳3 仁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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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중국(한국계) 중국 베트남 미국 일본 대만 기타

中国
（朝鲜族）

中国 越南 美国 日本 其它 其它

34,031

7,340
2,737 1,144 371 249

7,817

5,235

4,410
4,024

3,341 3,119 2,993
2,726 2,633 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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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0

50,000

40,000

30,000

20,000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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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4.5%

4.2%

3.5%

2.8%

2.1%

1.4%

0.7%

0.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31,678
31,678 41,351

35,657

47,287

58,302 63,931

51,258 54,284

2.9%
3.3%

5.2%

5.7% 5.37%
4.1% 4.3% 4.5%

4.8%

外国人居民数(名) 
Population of Foreign Residents
外国居民比例(%)
Ratio of Foreign Residents

외국인근로자 
(外籍劳工)

결혼이민자 (结婚移民者)

외국인주민자녀 
(外籍居民子女)

한국국적취득자 (韩国籍取得者)

외국국적동포 
(外籍同胞)

유학생 
(留学生)

기타 
(其它)

14,823명
23%

4,508명
7%

4,410명
7%

5,832명
9%

4,069명
6%

14,474명
23%

15,815명
25%

고 등 ( 高 等 ) 5,235
세 류 2 (细 柳 2 ) 4,410
매 산 ( 梅 山 ) 4,024
영 화 ( 迎 华 ) 3,341
율 천 ( 栗 泉 ) 3,119
화 서 1 (华 西 1 ) 2,993
지 동 ( 池 洞 ) 2,726
세 류 3 (细 柳 3 ) 2,633
인 계 ( 仁 溪 ) 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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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支援外籍居民适应韩国社会 ]

水原市外籍居民支援项目介绍수원시 외국인주민 지원 사업 소개
04

[ 외국인주민 한국사회적응지원 ]

다문화 인식개선사업

多元文化认识改善项目

다문화가정자녀 
방문학습지원

支援多元文化家庭子女
访问学习

‘수원체험 힐링데이’ 운영

运营“水原体验治愈日”

수원시민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 및 내·외국인 사회통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다문화사회 이해 교육과 체험 기회 제공

[사업내용]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 대상 : 미취학, 초등학생, 교사, 일반시민 등

■문화체험 캠페인 및 홍보부스 운영 

■공직자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

为了改善水原市民对多元文化的认识, 营造出内外国人社会团结氛围, 
提供理解多元文化社会教育和体验机会〪

[项目内容] ■ 文化多样性理解教育
-    对象 : 学龄前儿童, 小学生, 教师, 普通市民等

■  运营文化体验活动及宣传展台

■  公职人员多元文化认识改善教育

다문화가족 부모의 한국어 능력부족으로 인한 취학전 자녀교육의 한계를  
전문지도사와 학습지의 도움으로 극복하는 맞춤형 지원사업

[사업내용] ■지원기간 : 2020년 5월 ~ 12월
■지원대상 : 만4세 ~ 10세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내용 : 방문학습지(한글, 국어) 지원(주1회)
■신청방법 :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通过专业指导教师和学习刊物的帮助克服由于多元文化家庭父母的韩国
语能力不足而导致的学龄前子女教育的界限的定制型支援项目〪

[项目内容] ■    支援期间 : 2020. 5月 ~ 12月

■    支援对象 : 4周岁~10周岁多元文化家庭子女 

■    支援内容 : 支援访问学习刊物(韩文、韩语)(每周1次)

■    申请方法 : 到洞居民中心申请

수원의 주요시설 견학, 역사·문화에 대한 교육,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수원에 대한 이해확대와 정주의식 제고

[사업내용] ■사업대상 : 외국인주민 등 200여명

■체험코스 :     수원광교박물관, 여성문화공간 “휴”, 수원스템프투어

■운영방법 : 현장견학 및 학습과정에 동영상 활용

提供参观水原主要设施, 对历史 ∙ 文化的教育和体验机会, 扩大对水原的
理解和提高定居意识〪

[项目内容] ■ 项目对象 : 外籍居民等 200多名s

■ 体验路线 :    水原光教博物馆, 女性文化空间休,  
水原盖章旅游.

■ 运营方法 : 现场参观及在学习课程利用视频

생활법규 및 다문화신문 구독

生活法规及
订阅多元文化报刊

정보의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주민에게 생활가이드북 제작(배포) 및 다문화 
신문 구독 지원을 통해 다문화정책 및 생활정보 등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한국생활 적응을 지원

[사업내용] ■외국인주민 지원서비스 안내

■외국인주민이 알아야 할 생활법규 안내

■다문화신문 구독지원  
    - 지원기간 : 2020년 1월 ~ 12월(월2회, 12개월)

对处于信息死角地带的外籍居民, 通过生活指导手册制作（发行）及支援订阅
多元文化报刊, 提供多元文化政策及生活信息等, 支援早日适应韩国生活〪

[项目内容] ■  外国人居民支援服务指南。
■  外籍居民须知生活法规介绍。
■  支援订阅多元文化报刊。 

-     支援期间 : 2020年1月 ~ 12月(每月2次, 12个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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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주민 생활안정 지원 ]

支援外籍居民生活稳定
[ 외국인주민 역량강화 ]

 加强外籍居民的能力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外籍居民紧急支援

외국인주민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할 경우 긴급지원을 통해 기본적인  
인권보장과 최소한의 안정적 생활 도모

[사업내용] ■지원대상 : 수원시 거주 저소득 외국인주민

■사업내용 :    중한질병, 재해, 사고, 주소득자의 사망 등의 사유로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 긴급지원

■지원종류 :    긴급의료비, 긴급생계비, 해산비 등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223-0575)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257-8504) 
수원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070-5105-8001)

当外籍居民处于紧急危急状况时, 通过紧急支援, 保障基本人权以及最低
限度的生活稳定〪

[项目内容] ■     支援对象 : 水原市居住低收入外籍居民

■     项目内容 :  因重病, 灾害, 事故, 主收入者的死亡等原因处于
危机情况而需要帮助时提供紧急支援。

■    支援类型 :    紧急医疗费, 紧急生活费, 分娩费等 
水原市外国人福祉中心(☎223-0575) 
水原市多元文化家庭支援中心(☎257-8504) 
水原市全球青少年梦想中心(☎070-5105-8001)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지원

结婚移民者定制型就业支援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결혼이민자들에게 맞춤형 취업교육 및 일자리  
연계 지원

[사업내용] ■지원대상 : 한국어가 가능한 결혼이민자

■운영기관 : 수원YWCA

■지원내용 :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교육  
(정리수납 2급 전문가 과정)

对可用韩语进行沟通的结婚移民者, 提供定制型就业培训以及联系就业
的支援〪

[项目内容] ■     支援对象 : 可以讲韩语的结婚移民者

■     运营机构 : 水原YWCA

■     支援内容 :  结婚移民者就业支援培训 
 (整理收缴二级专家课程)

공모사업을 통한 자생적 다문화 공동체 활성화로 내·외국인이 상생하는 다문화 
포용도시 수원을 조성

[사업내용] ■신청대상 : 비영리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업분야 : 문화예술활성화, 역량강화, 자립기반조성

■선정방법 : 공모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선정

通过公开征集项目, 活跃自生的多元文化共同体, 建设内 · 外国人相生的
多元文化包容城市水原〪

[项目内容] ■    申请对象 : 非盈利法人(团体), 社会性协同组合等

■    项目领域 : 文化艺术活性化, 加强力量, 组成自立基础

■    评选方法 : 公开征集 ⇨ 地方补贴审议委员会审议 · 评选

다(多)어울림 공동체 
공모사업

多和谐共同体公开征集项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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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 [ 构建外籍居民的地区社会网络 ]

이주민 상담활동가 사례회의

移居民洽谈活动家案例会议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

外国人支援政策咨询委员会

다문화유관기관 소통회의

多元文化有关机构沟通会议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

多元文化家庭支援委员会

수원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주민 상담활동가들과 상담사례 공유 및 상호토론을 
통한 다문화 정책발전 기반마련

[사업내용] ■운영기간 : 2020년 1월~12월

■참여대상 :  이주민 상담활동가, 통번역사, 변호사, 
 사례관리사, 공무원 등 20여명

■회의내용 : 기관별 사례발표, 질의 및 답변, 토의

与在水原市活动的移居民洽谈活动家共享洽谈 
案例以及通过讨论打造多元文化政策发展基础〪

[项目内容] ■ 运营期间 : 2020年1月~12月

■     参与对象 :    移居民洽谈活动家, 翻译师, 律师, 案例管理员, 
公务员等20多名

■  会议内容 : 各机构案例发表, 提问及答复, 讨论

수원시 다문화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및 상호의견을 수렴하여 다문화 정책  
발전에 기여

[사업내용] ■운영기간 : 2020년 1월~12월
■참여대상 :     10여명 

(위탁기관 3개소, 유관기관 2개소, 다문화정책과 등)
■회의내용 : 市 주요시책 공유, 건의사항 및 주요 현안사항 토론

水原市多元文化相关机构之间共享信息及相互听取意见, 为多元文化的
政策发展做贡献〪

[项目内容] ■   运营期间 : 2020年1月~12月

■  参与对象 :    10多名 
(委托机构3家, 有关机构2家, 多文化政策等)

■  会议内容 : 共享主要政策, 讨论建议事项及主要未决事项 

외국인주민 지원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자문

[사업내용] ■근        거 :  수원시거주외국인지원조례 제7조
■구성인원 :  15명 

 (외국인주민 관련 전문가, 공무원, 유관기관, 외국인주민 등)

制定外籍居民支援政策及改善制度相关事项咨询〪

[项目内容] ■  依据 : 水原市居住外国人支援条例第7条

■  成员 :    15名 
(外籍居民相关专家, 公务员, 有关机构, 外籍居民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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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咨询和审议制定为支援多元文化家庭的基本计划相关事项, 多元文化家
庭支援项目, 运营多元文化家庭支援中心相关事项〪

[项目内容] ■ 依据 : 水原市多元文化家庭支援条例第6条

■  成员 :     10名 
(外籍居民相关专家, 公务员, 有关机构, 外籍居民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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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의 날(5.20)을 기념하여 세계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며 외국인 주민과 
함께 생활하는 글로벌 휴먼시티 수원을 조성하는 축제 개최

[사업내용] ■일        시 : 2020년 9월(예정)

■장        소 : 수원제1야외음악당

■대        상 : 외국인주민 등

■행사내용 :  기념식, 다문화 퍼포먼스, 국제민속공연, 
 국제의상패션쇼, 국제음식·문화체험 등

纪念世界陌生人节（5.20）, 举办理解世界文化的多样性, 建设和外籍居
民共同生活的全球人文城市水原的庆典〪

[项目内容] ■ 日期 : 2020年9月(预计)

■ 地点 : 水原第1露天音乐堂

■ 对象 : 外籍居民等

■  活动内容 :    纪念仪式, 多元文化演出, 国际民俗表演, 
国际时装秀, 国际美食和文化体验等

다문화 한가족 축제

多元文化大家庭庆典

[ 打造内外国人之间的沟通场所 ][ 내·외국인 소통의 장 마련 ]

국가별 이주민으로 구성된 활동가를 모집하여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시정 
홍보 및 의견수렴을 통한 다양한 다(多)누리꾼 활동 전개

[사업내용] ■사업기간 : 2020년 1월~12월

■사업대상 : 10개국 외국인주민 등 62명

■활동방법 :  시정홍보 자료를 온라인 커뮤니티 
 (페이스북, Wechat, Zalo) 등)에 게시 및  
 외국인주민의 모국인 수원 방문 시 안내 봉사

■인센티브 : 자원봉사 실적 적립, 우수활동자 표창

招聘由各国移居民组成的活动家, 通过网上社区宣传市政及听取意见,  
开展多种DANURI团活动〪

[项目内容] ■ 项目期间 : 2020年1月~12月

■  项目对象 : 10个国家外籍居民等62名

■  活动方法 :    在网上社区(脸谱网, Wechat, Zalo)上传市政宣
传资料以及外籍居民的家乡人来访水原市时提
供介绍服务

■ 奖励 : 自愿服务业绩积分, 优秀活动者表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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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내용] ■일        시 : 2020년 11월(예정)

■장        소 : 수원시청 대강당(별관2층)

■대        상 :  수원시 소재 한국어교육기관을 이용하는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인근로자 등

■행사내용 : 식전공연, 기념식, 말하기대회, 시상 등

通过外籍居民韩语演讲大赛, 帮助成功定居多元文化社会, 提供爱护和关
心的契机〪

[项目内容] ■ 日期 : 2020年11月(预计)

■ 地点 : 水原市厅大讲堂(别馆2楼)

■ 对象 :    利用位于水原市的韩国语教育机构的结婚移民者, 
留学生, 外籍劳工等

■  活动内容 : 仪式前演出, 纪念仪式, 演讲大赛, 颁奖等 

외국인 시정홍보단 
다(多)누리꾼 운영

外国人市政宣传团 
DANURI团

외국인주민 
한국어 말하기 대회

外籍居民韩语演讲大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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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사업 ] [ 其它项目 ]

글로벌 다문화 특성화 
학교 운영

运营全球多元文化特殊学校

다문화가정 학생에게 맞춤형 지원교육으로 학교생활 적응 및 글로벌 인재 양성 지원

[사업내용] ■사업대상 : 다문화가정 학생이 재학중인 관내 초등학교(8개교)
■사업기관 : 수원시 교육청소년과
- 글로벌다문화 특성화학교 지정 학교별 맞춤형 교육 지원
- 한국어교육, 특기적성교육,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일반학생이 함께하는 “찾아가는 무지개교실”운영

对多元文化家庭学生提供定制型教育支援, 帮助他们适应学校生活, 将他
们培育成全球性人才〪

[项目内容] ■ 项目对象 : 多元文化家庭学生在校的辖区内小学(8所学校)

■ 项目机构 : 水原市教育青少年科

- 指定全球多元文化特殊学校, 支援各学校的定制型教育
- 运营韩国语教育, 专场定性教育, 洽谈等多种项目
-    运营多元文化家庭子女和普通学生共同参与的“上门彩虹教室”

외국인근로자 자녀가 보육료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교사 인건비 지원

[사업내용] ■사업대상 : 외국인근로자 자녀 통합 지정 어린이집 7개소
- 아이들꿈터(장안구 수성로340번길 56(영화동))
- 늘해랑(장안구 팔달로291번길 21-4(영화동))
- 소파(권선구 효원로100번길 7-12(세류동))
- 꿈꾸는아이들(팔달구 동말로78번길 18-5(화서1동))
- 하하호호(팔달구 장다리로219번길 15(인계동))
- 쁘띠(팔달구 권선로 477(매산동, 대한대우아파트)
- 선명(팔달구 권선로 477(매산동, 대한대우아파트)

为了使外籍劳工子女能够享受减免保育费优惠, 支援教师人工费〪

[项目内容] ■  项目对象 : 外籍劳工子女统一制定儿童之间7处

- 儿童乐园(长安区水城路340号街 56(迎华洞))
- 阳光(长安区八达路291号街 21-4(迎华洞))
- 沙发(劝善区孝园路100号街 7-12(细柳洞))
- 梦想的孩子们(八达区东里路78号街 18-5(华西1洞))
- 嘻嘻哈哈(八达区长桥路219号街 15(仁溪洞))
- 小可爱(八达区劝善路 477(梅山洞, 大韩大宇公寓)
- 鲜明(八达区劝善路 477(梅山洞, 大韩大宇公寓)

저소득 외국인근로자 자녀가 보육료 감면 받을 수 있도록 교사 인건비 지원

[사업내용] ■사업소개 :    한국어 자격을 취득한 다문화(외국인) 여성을 어린이집에 
배치하여 영유아·학부모·보육교직원 간 의사소통 증진 
및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다문화(외국인) 여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취업률을 제고하고, 공공기관 근무 
경력을 통해 민간 일자리 사업 진입기반 마련

■수행기관 : 수원시 팔달구 가정복지과(보육지원팀)
■주요내용 :    영유아·학부모·교직원 간 의사소통 및 보육업무지원

为了使低收入阶层外籍劳工子女能够享受减免保育费优惠, 支援教师人
工费〪

[项目内容] ■     项目介绍 : 将取得韩国语资格的多元文化（外国人）女性
安排在儿童之家, 增进婴幼儿 · 家长 · 保育教师之间的沟通
以及为取得保育教师资格证书的多元文化(外国人)女性提
供就业机会, 提高就业率, 通过公共机构工作经历, 打造进
入民间就业的基础. 

■  实施机构 : 水原市八达区家庭福祉科(保育支援部)

■  主要内容 : 支援婴幼儿·家长 ·教职员工之间沟通及保育业务

체계적인 다문화 자료수집, 도서관 다문화 자료 이용 활성화, 문화 다양성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상호문화 존중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사업내용] ■사업기관 : 영통도서관
- 다문화자료 열람·대출 : 다국어자료 15,619권
- 찾아가는 다문화 프로그램 : 독서지도, 작가와의 만남
- 다문화 인식개선 프로그램 : 세계문화 강의 및 체험 등

系统的收集多元文化资料, 扩大图书馆多元文化资料的利用, 增进对文化
多样性的理解, 营造相互尊重对方文化的社会氛围〪

[项目内容] ■ 项目机构 : 灵通图书馆

- 多元文化资料查阅 ∙ 出租 : 多国语资料15,619卷 
- 上门多元文化项目 : 读书指导, 与作家相会 
- 多元文化认识改善项目 : 世界文化讲义及体验等

수원팔달, 어린이집 
하모니 운영

运营水原八达和谐儿童之

도서관 다문화 특화사업

图书馆多元文化特化项目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지원

支援外籍劳工子女保育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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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利用时间：周一 ~ 周五, 周日 09:00~18:00)

05-

[ 水原市外国人福祉中心 ]

水原市运营机构利用介绍

(이용시간 : 월~금, 일요일 09:00~18:00)

[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 

수원시 운영기관 이용안내 

다국어 상담센터 운영

상담 통번역사 자원을 개발하고 양성하여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통·번역  
서비스 제공

■대   상 : 상담 통번역사, 이중언어 가능 외국인, 상담관심자 등

■내   용 : 상담 통번역사 양성교육, 상담통번역사 보수 교육

开发洽谈口译和翻译师资源, 提供有效而系统的口译和翻译服务。

■对象 : 洽谈口译和翻译师, 双语外国人, 洽谈关心人员等

■内容 : 洽谈口译和翻译师培训教育, 洽谈口译和翻译师报酬教育

외국인주민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다국어 통번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산업현장 또는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각종 법률적인 문제를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해결

■대   상 : 외국인주민(외국인근로자, 이주여성, 유학생 등)

■내   용 :    임금체불, 출입국관련, 사업장갈등, 가정상담 등 다국어 상담 지원 
(다국어상담사 8명, 9개 언어 지원)

以外籍居民及相关人员为对象, 提供多国语口译和翻译及洽谈服务, 联
系专业机构, 解决在产业现场或日常生活中遇到的各种法律性问题。

■对象 : 外籍居民(外籍劳, 移居女性, 留学生等)

■内容 :    拖欠工资, 出入境相关, 企业内矛盾, 家庭洽谈等多国语洽谈支援 
 (多国语咨询师8名, 支援9种语言)

다국어 상담센터 운영

运营多国语洽谈中心

상담 통번역사 교육

洽谈口译翻译师教育

외국인주민에게 생활정보 및 법률정보를 제공하여 외국인의 국내생활 적응력 
향상 및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피해를 최소화

■대   상 : 외국인주민(근로자, 이주여성, 유학생 등)

■내   용 :     성희롱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소비자교육, 응급상황  CPR교육 등

给外籍居民提供生活信息和法律信息, 提高外国人的国内生活适应能力, 
减少有可能在工作单位发生的精神和肉体及物质损失。

■对象 : 外籍居民(劳工, 移居女性, 留学生等)

■内容 :    性骚扰预防教育, 性交易预防教育, 消费者教育, 应急情况CPR教
育等 

외국인주민 시민교실

外籍居民市民教室

한국어교육을 통해 의사소통으로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고 심리적 사회적인  
안정감 부여로 삶의 질 향상

■대   상 : 외국인근로자 및 외국인여성

■일   시 :     외국인근로자반 (매주 일요일 10:00~12:00/15:00~17:00) 
외국인여성반 (매주 화, 목 10:00~12:00)

■내   용 : 레벨별 한국어교육 실시(기초, 초급, 중급, 고급) 

通过韩国语教育, 解决在沟通方面遇到的困难, 提供心理和社会稳定感, 
提高生活质量。 

■对象 : 外籍劳工及外籍女性

■日期 :  外籍劳工班 (每周日 10:00~12:00/15:00~17:00) 
 外籍女性班 (每周二, 四 10:00~12:00)

■内容 : 实施各级韩国语教育(基础, 小学, 中学, 高中)

외국인주민 한국어교육

外籍居民韩国语教育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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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水原市外国人福祉中心 ][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이민자에게 체류허가 
및 영주자격, 국적부여 등 이민정책과 연계하여 혜택을 제공하는 핵심적인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프로그램

■대   상 : 사회통합프로그램 신청자

■내   용 : 레벨별 한국어교육(총415시간) 한국사회이해과정(총70시간)

联系给在法务部长官指定的运营机构接受规定教育课程的移民者提供
滞留许可及永住资格, 赋予国籍等移民政策, 提供优惠的移民者社会一
体化政策项目。

■对象 : 社会一体化项目申请人

■ 内容 :各级韩国语教育(共415小时) 韩国社会理解课程(共70小时)

사회통합프로그램

社会一体化项目

조기적응프로그램 
早期适应项目

대한민국에 장기체류하려는 외국인이 입국 초기단계에 안정적으로 우리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외국인의 사용언어별로 대한민국의 기초법·제도, 사회적응
정보 등을 제공하는 사회통합교육 프로그램

■대   상 : 조기적응프로그램 신청자

■내   용 : 결혼이민자 및 중국동포 대상 3시간 수업

为了使想在大韩民国长期滞留的外国人能够在入境初期阶段早日适应
韩国社会, 根据外国人的不同使用语言, 提供大韩民国的基础法 · 制度,  
社会适应信息等的社会一体化教育项目。

■对象 : 早期适应项目申请者

■内容 : 以结婚移民者及中国朝鲜族为对象各讲授3小时

한국문화체험학습

韩国文化体验学习

한국명절문화체험

韩国节日文化体验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외국인주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한국전통문화를  
배우고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정서적 안정과 한국생활 적응능력 향상

■대   상 : 외국인주민

■내   용 :     기타교실, 한방꽃차 소물리에, 캘리그라피 아름다운 우리말쓰기, 
동양화 일러스트 등

通过多种体验活动, 为外籍居民提供充分利用业余时间以及学习和理解
韩国传统文化的机会, 帮助他们稳定情绪, 提高韩国生活适应能力。

■对象 : 外籍居民

■内容 :       吉他教室, 韩方花茶茶艺师, 用美术字书写韩文,  
东洋画插图等

한국의 전통문화 및 음식문화를 이해함으로써 안정적인 한국생활을 지원 

■대   상 : 외국인주민

■내   용 :     한국 4대 명절(설, 정월대보름, 단오, 추석) 체험 행사로 명절에 대한 
유래 이해하기, 명절음식(만두, 송편 등)만들기, 한복예절 배우기, 
전통장만들기 등 진행 

理解韩国传统文化及饮食文化, 支援稳定的韩国生活, 亲身体验节日
风俗。 

■对象 : 外籍居民

■ 内容 :      韩国4大节日(春节, 正月十五, 端午节, 中秋节)体验活动, 理解节
日的来历, 制作节日饮食(饺子, 松饼等), 学习韩服礼节, 做传统大
酱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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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체험 
한국문화이해탐방

韩国文化体验   
韩国文化理解探访

다문화멘토링 프로그램

多元文化指导项目

다문화피플퍼즐봉사단

多元文化Peploe puzzle 
服务团

수원 및 인근 지역 중심으로 역사탐방을 진행하여 한국의 문화유산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소통의 장 마련 

■대   상 : 외국인주민

■내   용 :     수원 및 한국의 역사, 문화유산을 체험할 수 있는 유적지탐방으로 
화성행궁, 경복궁, 국회의사당 등 탐방

以水原及其周围地区为中心进行历史探访, 提供可亲身体验韩国文化遗
产的交流的机会。  

■对象 : 外籍居民

■内容 :   可体验水原及韩国的历史, 文化遗产的遗址探访, 包括华城行宫, 
景福宫, 国会议事堂等探访

수원시민과 외국인주민의 결연 및 멘토링을 통해 외국인주민의 한국 정착을 
지원하고 지역주민이 자연스럽게 다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여 다문화인식 
개선 제고

■대   상 : 수원시민 멘토, 외국인여성 멘토, 외국인여성 멘티

■내   용 : 한국정착지원설명회, 자녀양육과 학습지도법, 소그룹 등

通过水原市民和外籍居民之间建立友好关系以及指导, 支援外籍居民在
韩国成功定居, 地区居民自然理解多元文化, 改善和提高对多元文化的
认识。

■对象 : 水原市民指导者, 外籍女性指导者, 外籍女性被指导者

■内容 : 韩国定居支援说明会, 子女养育和学习指导法, 小组等

외국인으로 구성된 봉사단으로 복지시설에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통해 이웃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 고취, 사회적 정체성 확립 및 소속감 증대

■대   상 : 외국인여성 20명

■내   용 : 환경정화봉사활동, 복지시설 프로그램 지원 등

由外国人组成的服务团, 访问福利设施, 通过服务活动, 鼓吹与周围人共
同生活的共同体意识, 确立社会认同感及增加所属感。

■对象 : 外籍女性20名

■内容 : 环境净化服务活动, 支援福利设施项目等

외국인주민  
무료진료·이미용

外籍居民免费诊疗 · 美容美发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의료 사각지역에 있는 거주 외국인에게 무료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만족도 제고

■대        상 : 외국인주민 (월2회 진행)

■내        용 : 무료진료(내과, 외과, 치과, 무료투약), 무료이미용(컷트)

■봉사기관 :     원천교회 의료봉사팀, 서울삼성내과(용인죽전) 의료진,  
원천교회 이미용봉사팀, 중앙교회 이미용봉사팀 

向居住在无法得到医疗优惠的医疗死角地带的外国人免费提供医疗服
务, 提高生活满意度。

■对象 : 外籍居民 (每月进行2次)

■内容 : 免费诊疗(内科, 外科, 牙科, 免费用药), 免费美容美发(理发)

■服务机构 :    源泉教会医疗服务队, 首尔三星内科(龙仁竹田)医疗团队, 
源泉教会美容美发服务队, 中央教会美容美发服务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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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 치안봉사단 활동

中国朝鲜族治安服务团活动

외국인주민지원사업 
직업능력개발교육

外籍居民支援项目   
职业能力开发教育 

외국인주민 역사교육 및 
문화소통 기행 
外籍居民历史教育及 
文化交流纪行

이주여성역량강화 검정고시반 

强化移居女性能力资格
考试班

지동지역을 중심으로 범죄예방 활동을 진행하여 외국인주민에 대한 이미지 
 제고 및 지역사회 Safety Zone 형성에 기여

■대   상 : 수원시중국동포협회 회원 및 지역사회 연계단체

■내   용 :     지동을 중심으로 수원천 및 못골시장 골목 일대 야간자율 방범활동 및 
캠페인, 중국동포 간담회, 중국동포 대상 법률교육 등

以池洞地区为中心, 开展预防犯罪活动, 提高对外籍居民的形象以及为
形成地区社会Safety Zone作出贡献。

■对象 : 水原市中国朝鲜族协会会员及地区社会联系团体 

■内容 :    以池洞为中心, 在水原川和池谷市场胡同一带开展夜间自律防
止犯罪活动, 举办中国朝鲜族座谈会, 中国朝鲜族对象法律教育
等。

외국인주민이 한국사회에서의 긍정적인 역할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의 파트너라는 
인식강화로 사회 갈등문제 해결 및 이웃 중재자 역할 기대

■대   상 : 외국인주민 및 자녀

■내   용 :     한국역사 이해교육(한국의 궁궐역사, 과학과 역사 등 테마별 주제 
강의 및 활동), 세계문화유적지 탐방 등

增强外籍居民在韩国社会的积极作用, 强化地区社会伙伴的认识, 解决
社会矛盾, 发挥邻里间仲裁人的作用。 

■对象 : 外籍居民及子女

■内容 :    韩国历史理解教育(韩国宫殿历史, 科学和历史等各种主题的讲义
及活动), 世界文化遗址探访等。

중졸·고졸 검정고시 과정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이 자녀교육에 필요한 기초학력 
취득으로 자존감을 높이고 취업능력 강화

■대   상 : 결혼이주여성

■내   용 : 이주여성 중졸·고졸 검정고시반 운영

中学毕业 · 高中毕业资格考试课程, 结婚移居女性学习教育子女所需的
基础学历, 取得国家认证的资格证书, 提高自尊心, 加强就业能力。

■对象 : 结婚移居女性

■内容 : 运营移居女性初中·高中毕业资格考试班

외국인주민이 한국사회 정착에 필요한 능력 배양 및 전문기술을 습득하여  
귀화 후 취업 및 창업 지원

■대   상 : 외국인주민

■내   용 :   자동차정비과정, 용접기능사과정, 피부미용기능사과정,  
컴퓨터 활용과정, 제과제빵과정, 커피바리스타 자격증과정,  
한국식 상차림과정, SNS활용 창업반

培养外籍居民适应韩国社会所需的能力, 掌握专业技术, 支援回国后就
业及创业。

■对象 : 外籍居民

■内容 :    汽车维修课程, 焊接技师课程, 皮肤美容技师课程, 电脑应用课程, 
面包师课程, 咖啡师资格证书课程, 韩式摆餐桌课程,  
利用SNS的创业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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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주민지원사업 
다문화언어교육

外籍居民支援项目   
多元文化语言教育

외국인주민지원사업 
다문화인식개선교육

外籍居民支援项目   
多元文化认识改善教育

외국어학습을 통해 지역사회와 가정에서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소통능력을  
향상시키고 외국인여성에게는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일자리창출 및 
경제적 자립 지원 

■대        상 : 수원시민, 다문화가족 등 

■내        용 : 다문화 언어교육 (중국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通过外国语学习, 在地区社会和家庭里提高对多元文化的理解和沟通能
力, 为外籍女性提供讲授的机会, 创造就业以及支援经济自立。 

■对象 : 水原市民, 多元文化家庭等 

■内容 : 多元文化语言教育 (汉语, 越南语, 柬埔寨语)

다양한 다문화적 접근방법을 통해 외국인주민 문화에 대한 이해 및 소통증진으로 
세계시민의식을 제고하고 사회통합에 기여

■대        상 : 수원시민

■내        용 :     다문화인식개선교육 
(다문화사회 개념이해하기, 영상시청하기, OX퀴즈 풀어보기 등), 
다문화체험활동(전통춤배우기, 외국의상체험, 음식만들기 등) 

通过多种多元文化性接近方法, 促进对外籍居民文化的理解以及增加沟
通, 提高世界市民意识, 为社会一体化做贡献。

■对象 : 水原市民

■内容 :    多元文化认识改善教育(理解多元文化社会概念, 收看录像,  
OX答题等), 多元文化体验活动(学习传统舞蹈, 外国服装体验,  
制作饮食等)

재수원교민회 운영

运营在水原侨民会

국가 간의 다양한 문화교류를 통해 교민회와 지역사회와의 화합과 융화를  
도모하여 체계적이고 성숙한 교민회 운영

■대        상 :     13개국 14개교민회  
(중국, 필리핀, 몽골, 러시아,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일본, 인도네시아, 중국귀한동포, 네팔, 인도, 키르기스스탄)

■내        용 : 전통명절 및 축제행사, 다문화한가족축제 등

通过国家之间多种文化交流, 追求侨民会和地区社会间的团结和融合, 
运营系统而成熟的侨民会。

■对象 :     13个国家14个侨民会 (中国, 菲律宾, 蒙古, 俄罗斯, 越南, 泰国,  
柬埔寨, 孟加拉国, 日本, 印尼, 中国归韩同胞, 尼泊尔, 印度,  
吉尔吉斯斯坦)

■内容 : 传统节日及庆典活动, 多元文化家庭庆典等

사랑나눔 
다문화일일찻집 진행

运营分享爱心 
多元文化每日茶屋

외국인복지센터의 역할 및 사업을 소개하고 다문화사업을 홍보하며 세계음식
코너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다문화를 소개하고 소통 할 수 있는 장 마련

■대        상 : 후원자, 봉사자, 이용자 등

■내        용 :     세계음식체험 
(중국, 베트남, 몽골, 키르기스스탄), 한국음식체험, 다문화카페운영 등

介绍外国人福祉中心的作用和项目, 宣传多元文化事业, 通过世界饮食
角等多种体验, 介绍多元文化, 打造沟通交流的场所。

■对象 : 赞助人, 服务人, 利用人等

■ 内容 :    运营世界饮食体验(中国, 越南, 蒙古, 吉尔吉斯斯坦), 韩国饮食体
验, 多元文化园咖啡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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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水原市外国人福祉中心 ]

연합모금사업

联合募捐项目

삼성전자가족봉사단 
‘행복더하기’ 프로그램

三星电子家庭服务团“增进幸
福”项目

외국인주민에게 힘과 용기를 얻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다양한 경험으로 문화적 소외감을 해소하며 가족간 친밀감 향상 및 유대강화

■대        상 : 외국인주민 및 가족 등

■내        용 : 가족간 친밀감형성 프로그램, 외국인주민가족초청잔치 등

帮助外籍居民在艰难双重生活中鼓起勇气, 提供过上幸福的生活的机
会, 体验多种文化, 解除文化排外感, 增进家庭成员之间的亲密感以及
加强纽带。

■对象 : 外籍居民及家属等

■内容 : 形成家属之间亲密感的项目, 外籍居民家庭邀请宴会等

다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지역사회봉사단과 외국인
주민의 활동을 통해 사회통합 분위기 조성에 기여

■대        상 : 삼성전자가족봉사단, 외국인주민

■내        용 :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봉사활동  
(사랑의 빵나눔활동, 원예체험활동, 김장김치나누기, 한국명절체험 등)

通过关心多元文化, 实践社会责任的外籍居民和地区社会服务团之间的
活动, 为营造社会一体化氛围做贡献。

■对象 : 三星电子家庭服务团, 外籍居民

■内容 :    与外籍居民共同参与的服务活动(分享爱心面包活动, 园艺体验活
动、分享泡菜活动, 韩国节日体验等)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운영

运营外籍劳工支援中心

고용체류지원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근로자 및 외국인고용 사업주에 
대한 상담 및 편의제공, 언어·생활·문화교육, 취업 및 출국지원 등을 통해  
노사 고용안정에 기여

■대        상 : E-9, H-2 체류자격의 외국인근로자 및 고용사업주

■내        용 :  외국인근로자(E-9, H-2)의 상담 및 국내체류 편의제공업무,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주 노무관리 멘토링

对处于雇佣滞留支援服务死角地带的外籍劳工及外国人雇佣企业主提
供洽谈和便利, 通过语言 · 生活 · 文化教育, 就业及出国支援, 为稳定劳资
关系做贡献。

■对象 : E-9, H-2滞留资格的外籍劳工及雇佣企业主

■内容 :    提供外籍劳工(E-9, H-2)的洽谈及国内滞留便利的业务, 外籍劳
工雇佣企业主劳务管理指导

베트남 통역지원사업 운영

运营越南口译支援项目

베트남 근로자 및 이주여성의 통역을 통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의사소통 어려움을 해결하여 지역사회의 안정적 정착 지원      

■대   상 : 베트남근로자 및 이주여성, 유학생

■내   용 :      베트남 근로자 및 이주여성 국내 체류 편의 제공 업무,  
노무관리 멘토링, 병원 통번역 지원 빛 복지서비스 연계

通过对越南劳工及移居女性的提供口译服务, 构建定制型支援体系, 
解决沟通困难, 支援成功定居地区社会。            

■对象 : 越南劳工及移居女性, 留学生

■内容 :    为越南劳工及移居女性提供国内滞留便利的业务, 劳务管理指导, 
支援医院口译和翻译及联系福利服务

[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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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글로벌 베트남축구단 운영

运营KB全球越南足球队

다문화 및 이주민과 함께하는 
태권도교실

多元文化及移居民共同参与的
跆拳道教室

결혼이민자 생애주기별 
맞춤형 요리교실 
结婚移民者各生命周期 
定制型烹饪教室

초록우산 독서멘토링 
(2020년 신규사업) 
绿伞读书指导  
(2020年新项目)

외국인근로자들이 축구를 매개로 낯선 한국에 적응하고, 자국민과 어울려  
서로 의지할 수 있는 만남의 장

■대        상 :  베트남 근로자

■내        용 :    월 2회 정기적으로 수원, 화성, 오산, 등 축구장을 대여하여  
연습 및 실전경기 진행 

■연계기관 : 사단법인 피플퍼즐

外籍劳工以足球作为媒介适应陌生的韩国社会, 发挥与本国民一起互相
依靠和沟通的场所作用。 

■对象 :  越南劳工

■ 内容 :    每月2次定期租赁水原, 华城, 乌山等足球场, 进行练习和实际 
比赛。 

■联系机构 : 社团法人peoplepuzzle

태권도에 관심 있는 다양한 나라의 외국인은 나이와 상관없이 참여 가능하며 
이주민들의 한국문화 이해와 한국생활 적응 지원

■대        상 : 다문화가정,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등  

■연계기관 : 태권도 진흥재단

来自不同国家的外国人只要是对跆拳道有关心的所有外国人不分年龄
均可参与, 帮助移居民理解韩国文化, 早日适应韩国社会。 

■对象 : 多元文化家庭, 外籍劳工, 留学生等    

■联系机构 : 跆拳道振兴财团n

건강한 음식문화의 중요성을 올바르게 이해하여 가정 안에서 바른 먹거리와 
식생활 개선으로 건강증진 도모 

■대        상 : 결혼이민자 

■내        용 : 발효음식에 대한 이해 및 고추장, 된장 만들기

■연계기관 : 수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

正确理解健康的饮食文化的重要性, 在家庭内使用健康食材和改善饮食
生活, 力求增强健康。 

■对象 : 结婚移民者  

■内容 : 对发酵饮食的理解及做辣椒酱和大酱

■联系机构 : 水原市学校供餐支援中心

다양한 독서활동을 통해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우리의 문화와 정서에 적응하도록 지원

■일        시 : 2020년 5월 ~ 11월 

■대        상 : 7~9세 다문화가정 자녀 15명 

■내        용 : 주제별 독서프로그램, 독후할동, 야외학습체험 등

通过多种读书活动, 提高多元文化家庭子女的生活水平, 支援早日适应
韩国文化和情绪。

■日期 : 2020年5月 ~ 11月

■对象 : 7~9岁多元文化家庭子女15名 

■内容 : 不同主题的读书项目, 读后活动, 户外学习体验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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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水原市多元文化家庭支援中心 ]

水原市运营机构利用介绍

(利用时间：周一 ~ 周五, 09:00~18:00)(이용시간 : 월~금, 09:00~18:00)

[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수원시 운영기관 이용안내 

인권 사업

人权项目

집합 한국어교육

集中韩国语教育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주민 수준별 한국어교육사업 진행

- 정규반 : 1단계~4단계, 찾아가는 한국어교실

                 (우만종합사회복지관/세류2동행정복지센터)

- 특별반 : 기초반, 고급반(5단계)

- 특수목적한국어반 : 토픽반(초급/중급/고급 과정)

                                   자녀학습지도 및 취업을 위한 한국어 과정

■  对结婚移民者及外籍居民根据不同水准实施韩国语教育。
-    正规班： 1阶段~4阶段, 上门韩国语教室 

（牛满综合社会福祉馆/细柳2洞行政福祉中心）

- 特殊班：基础班, 高级班（5阶段）

-    特殊目的韩国语班： 韩国语能力考试班（初级/中级/高级课
程）为子女学习指导及就业的韩国语课程

■인권감수성교육

-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통한 결혼이민자 인권 감수성교육 실시

■다문화 이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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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人权感受性教育

-     通过上门人权教育, 实施结婚移民者人权感受性教育。

■多元文化理解教育

-     通过介绍结婚移民者各国文化及韩国传统文化教育, 了解多元
文化及基本礼节, 提高对家庭成员的理解。

다국어 상담센터 운영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사업

多元文化家庭社会一体化项目

■ 한국생활 적응교육 :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적응 및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한 
환경성질환예방교육, 도자기 체험 아카데미 등 운영

■ 취업지원 :    운전면허 필기교실, 컴퓨터교실, 목공예 교실 등 기초소양
교육운영 및 취업전문기관 연계 취업상담, 양성과정 연계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 국가별 자조모임 수시 진행

■나눔 봉사단 : 결혼이민자 나눔 봉사단 교육 및 활동 진행

■韩国生活适应教育： 为了打造结婚移民者适应韩国生活及沟
通的场所, 运营环境性疾病预防教育、
陶瓷体验学院等。

■就业支援：  驾驶执照笔试教室、电脑教室、木工艺教室等 
运营基础素质教育及就业专业机构联系就业洽谈, 
联系培训课程。

■多元文化家庭自助会：随时举办各国自助会

■分享服务团：开展结婚移民者分享服务团教育及活动

다문화가족 상담 지원

支援多元文化家庭洽谈

■일    시 : 수시 가능(예약 필수)

■내    용 :    개인상담, 사례관리, 위기가족 긴급지원, 외부상담기관 연계로 
다문화가족 부부, 부모, 자녀관계 개선 및 가족갈등 관련 상담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내부스트레스 완화 및 가족의 건강성 증진

■日期：随时可以（需预约）

■内容： 个人洽谈, 案例管理, 危机家庭紧急支援, 外部洽谈机
构联系, 多元文化家庭夫妻, 父母, 子女关系改善及家
族矛盾相关洽谈, 缓解多元文化家庭内部的压力以及
增进家庭的健康。

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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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ppot Serviecs for Foreign Residents to Accustom to Korean Society ][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多元文化家庭上门教育服务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서비스제공
■서비스 구분
-     한국어교육 :    임신·출산 및 지리적 접근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센터 이용이 

어려운 최초 입국 5년 이하의 결혼 이민자 및 중도입국 자녀
- 부모교육 : 만1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     자녀생활서비스 :    만3세 이상 만12세 이하의 다문화가족 자녀 및                     

중도입국자녀

■以多元文化家庭为对象提供服务。
■服务区分

-     韩国语教育 :    由于孕产及交通等原因, 利用中心较困难的最初入
境5年以内的结婚移民者及中途入境子女。

- 父母教育 : 养育12周岁以下子女的结婚移民者。
-    子女生活服务 :    3周岁以上12周岁以下的多元文化家庭子女及中

途入境子女。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多元文化家庭子女语言发育支援
项目

■대        상 : 다문화가족 자녀(만 12세 이하)

■사업내용 :     어휘·구문발달 촉진, 대화·사회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 
읽기 및 이야기하기 등 언어능력 촉진

- 언어평가 : 부모면담 → 언어평가
- 언어교육 : 수업시간(주 2회, 회당 40분 개별 및 그룹 수업)

■对象 : 多元文化家庭子女( 12周岁以下)

■项目内容 :    促进词汇 · 语句发育, 提高会话·社会沟通能力,  
促进读写说话等语言能力

- 语言评价 : 父母面谈 → 语言评价
- 语言教育 :  授课时间(每周2次, 每次40分钟个别及集体授课)

■결혼이민자 문화교실 : 한국생활 적응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진행

■ 다문화가족 문화체험 :     가정 내 소통이 필요한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
구성원에게 역사탐방·여가선용 등 다채로운 
문화체험 프로그램 지원  

■结婚移民者文化教室：运营早日适应韩国生活的项目。

■多元文化家庭文化体验： 对家庭内需要沟通的结婚移民者
及其家庭成员, 支援历史探访、利
用业余时间等丰富多彩的文化体
现项目。

다문화가족 육성지원 사업
多元文化家庭培育支援项目

■ 가족 사업

-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 입학 및 입시정보 제공, 이중언어교육 
(다문화자녀 베트남어, 중국어, 영어 교실), 부모·자녀관계 프로그램,  
가족 소통 캠프 

■ 家庭项目

 -    提供多元文化家庭学龄期子女入学及考试信息 
双语教育（多元文化子女越南语, 汉语, 英语教室） 
父母子女关系项目, 家庭沟通露营

   

가족 사업 
家庭项目

■사업내용 :    한국말이 서툰 결혼이민자 및 가족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지원 및 서류 번역 서비스 제공

■지원언어 : 베트남어 
■대        상 :    다문화가족 및 다문화가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 
■이용방법 : 내방, 전화, 이메일, 팩스, 출장(외부) 등

■项目内容： 对还不熟练韩国语的结婚移民者及家属, 提供韩
国生活所必需的沟通支援及文件翻译服务。

■支援语言：越南语

■对象： 多元文化家庭及直接或间接支援多元文化家庭的个人
或机构

■利用方法： 来访, 电话, 电子邮件, 传真, 出差（外部）等

결혼이민자 통 · 번역 서비스

结婚移民者口译和翻译服务

성평등 사업

性平等项目

■   이주여성과 한국인 배우자 대상 프로그램  
-    부부간의 성 평등  인식 고취 및 이해와 믿음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 성평등 교육

-    성차별, 성평등에 대한 이해와 가정 내에서의 성평등 인식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移居女性和韩国配偶对象项目

-     运营可提高夫妻间的性平等认识, 增进理解和信任的项目。

■ 性平等教育

-     性平等教育：运营增进对性歧视和性平等的理解以及家庭内
部性平等认识所需的项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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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ppot Serviecs for Foreign Residents to Accustom to Korean Society ][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사업

多元文化家庭案例管理项目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사업

多元文化家庭支持者项目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

双语家庭环境组成项目

■ 가정 내에서 영·유아기부터 자연스럽게 이중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자녀의 정체성 확립 및 글로벌 인재 성장지원

■  사업대상 :    영유아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예비부모 및 미취학 자녀, 중도입국자녀 포함)

■ 사업내용 :    이중언어 부모코칭, 부모 - 자녀 상호작용교육, 가족코칭,
이중언어 활용 프로그램 

■ 在家庭内营造出从婴幼儿时期开始自然地用双语进行沟通的
环境, 确立子女的认同感以及培育成全球性人才。
■ 项目对象 :  有婴幼儿子女的多元文化家庭 

 (包括预备父母及学龄前子女, 中途入境子女)

■ 项目内容 :   双语父母指导, 父母 – 子女相互作用教育, 家庭指
导, 双语应用项目 

자원봉사 사업

自愿服务项目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행정지원, 학습지원, 통·번역 지원, 상담지원, 
대학생 봉사동아리 운영 및 센터프로그램 지원 등 

■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시민 참여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으로 인건비 
절감효과 및 자원봉사 활동 보편화

■ 通过多元文化家庭支援中心行政支援, 学习支援, 口译和翻译
支援, 洽谈支援, 运营大学生服务社团及中心项目支援等

■ 自愿服务活动, 运营市民参与型多元文化家庭支援中心,   
节省人力费以及普及自愿服务活动。

홍보 및 자원연계

宣传及资源联系

■ 카카오스토리, 옐로우 아이디를 통한 센터 프로그램 및 네트워크 자원 
연계 및 프로그램 홍보를 통한 다양한 정보 제공

■센터 회원이면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는 종합서비스 제공 및 관리

■대   상 : 센터 이용자 누구나

■내   용 : 프로그램 홍보 및 대상자 모집, 다양한 정보 제공 등

■ 通过KAKAO故事, 黄色创意, 联系中心项目及网络资源以及
项目宣传, 提供多种信息。
■提供和管理只要是中心会员谁都能够参与的综合性服务。
■对象：利用中心的所有人

■内容：项目宣传及招聘对象人员, 提供多种信息等

■ 복잡한 문제와 욕구를 가진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에게 대상자별 
맞춤형 종합 서비스 제공 및 관리

■대  상 :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외국인가족, 북한이탈주민가족

■내  용 : 사례발굴, 위기사례지원, 내·외부자원연계, 서비스연계 등

■ 对具有复杂的问题和需求的结婚移民者及多元文化家庭,  
根据不同对象提供定制型综合服务以及实施管理。
■对象 :    结婚移民者及多元文化家庭, 外国人家庭, 脱北者家庭

■内容 :     挖据案例, 支援危机案例, 联系内·外部资源, 联系服务等 

■ 어려운 다문화가족 및 신규 결혼이민자를 발굴하여 센터 연계를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다문화가족 발굴 및 관리, 초기적응을 위한 정보제공 및 정서지지

■수원시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 20명(2020년 1월 기준)

■ 挖掘困难的多元文化家庭及新的结婚移民者, 通过联系中心, 
支援成功定居。
■ 多元文化家庭挖掘及管理, 提供初期适应所需的信息及情绪

支持。
■水原市多元文化家庭支持者：20名（截止2020年1月）

■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한국생활 적응 및 자신감 향상을 위한 다양한 
문화활동 지원 

■다문화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활동하면서 건강한 취미 교류

■ 为了使结婚移民者适应稳定的韩国生活及提高自信心, 支援
多种文化活动。 

■ 多元文化家庭成员一起活动, 互相交流健康的兴趣和爱好。

결혼이민자 동아리활동 지원

支援结婚移民者社团活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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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통합사례관리

定制型综合案例管理

이주배경 청소년 체력단련실 
운영

运营移居背景青少年体力锻
炼室

(利用时间：周一 ~ 周五, 09:00~18:00)

[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 [ 全球青少年梦想中心 ]

水原市运营机构利用介绍

(이용시간 : 월~금, 09:00~18:00)

수원시 운영기관 이용안내 

이주배경 청소년 급식실 운영

运营移居背景青少年供餐室

맞춤형 교육지원 “레츠고스쿨”

定制型教育支援“ 
Let`s Go学校”

이주배경 청소년을 대상으로 균형 잡힌 중식을 제공하여 결식을 예방하고  
건강한 신체적 성장 발달 도모

■대   상 : 오전부터 오후까지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주배경청소년 

■내   용 : 주5회, 12:00~13:00

以移居背景青少年为对象, 提供营养均衡的午餐, 预防缺食, 力求身体健
康发育成长。

■对象：从上午到下午参与中心项目的移居背景青少年

■内容：每周5次, 12：00~13：00

맞춤형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복합적인 욕구해결 및 이주배경 청소년 및 가족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대   상 : 9세 ~ 24세 이주배경 청소년 및 가족

■내   용 :    사례발굴 및 관리, 상담, 사례회의, 서비스연계, 위기사례지원 사례관리 
대상자 만족도 조사 등  

通过管理定制型综合案例解决综合性需求以及加强移居背景青少年及
家庭成员自觉解决问题的能力。

■对象：9岁~24岁移居背景青少年及家属

■内容： 挖掘和管理案例, 洽谈, 案例会议, 服务联系, 危机案例支援案例
管理对象满意度调查等

이주배경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국어수업과 다채로운 특별수업을 제공하여 
한국사회 적응과 공교육 진입을 돕고 당당한 미래 한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지원 프로그램

■대   상 : 9세 ~ 24세 이주배경 청소년

■내   용 :     수준별 한국어교육(자모반, 1급반 ~ 4급반 등), 방과후 활동, 
학생관리 및 상담, 현장체험학습 및 캠프, 교사회의 등

以移居背景青少年为对象, 提供韩国语教学和丰富多彩的特殊教学, 为
帮助适应韩国社会和进入公共教育机构, 成长为健康的未来韩国社会一
员而提供支援的定制型教育支援项目。

■对象 : 9岁 ~ 24岁移居背景青少年

■内容 :    不同级别的韩国语教育(字母班, 1级班~ 4级班等), 课后活动,  
学生管理及洽谈, 现场体验学习及露营, 教师会议等

이주배경 청소년을 대상으로 재미있고 즐거운 체력단련 활동을 지원하여 건강한 
심신과 신체의 발달을 향상하는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대   상 : 센터 이용 이주배경 청소년 누구나

■내   용 : 주5회, 10:00~18:00

以移居背景青少年为对象, 支援有趣快乐的体力锻炼活动, 运营可提高
健康的身心和身体发育的健康增强项目。

■对象 : 利用中心的所有移居背景青少年

■内容 : 每周5次, 10:00~18:00

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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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방과후 아카데미

小学生课后学院

정서지원사업 “통합적응교육”

情绪支援项目 
“综合适应教育”

위탁형 다문화 대안교육기관 
“다모아학교”

委托型多元文化替代性教育
机构“团聚学校”

이주배경 청소년을 대상으로 통합적응교육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올바르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모

■대   상 : 센터 이용 이주배경 청소년

■내   용 :    흡연·인터넷 중독, 성(性), 환경, 폭력예방, 안전, 보건교육 등 
청소년기 특성과 욕구에 맞는 테마별 교육실시, 절기행사 운영 

以移居背景青少年为对象, 支援综合适应教育, 帮助他们早日成长为地
区社会的一员

■对象：利用中心的移居背景青少年

■内容： 实施符合吸烟, 上网中毒, 性, 环境, 暴力预防, 安全, 保健教育等
青少年期特性和需求的不同主题教育以及运营季节性活动。

중·고등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공교육 탈락을 
방지하고 학교생활 적응을 도와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경기도교육청 인가, 위탁형 다문화 대안학교

■대   상 :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 학적을 가지고 있는 이주배경 청소년

■내   용 :    한국어(KSL)·보통교과·대안교과·창의적 체험활동,  
현장체험 학습, 교사 및 부모간담회, 급식실 운영, 개인상담 등 

为了防止难以适应初中和高中的移居背景青少年的中途退学, 帮助他们
适应学校生活, 在地区社会中健康成长, 经京畿道教育厅批准, 运营委托
型多元文化替代性学校。

■对象 : 具有京畿道内初中 · 高中学校学籍的移居背景青少年

■内容 :  韩国语(KSL)·普通教学 · 替代教学 · 创意性体验活动, 现场体验学 
习, 教师及父母座谈会, 供餐室运营, 个人洽谈等

이주배경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후 수업을 통해 학업능력 증진 및  
자신감을 길러 원만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초등 방과후 프로그램

■대   상 : 9세 ~ 13세 이주배경 청소년

■내   용 : 창의적 수학교실, fun fun 영어교실, 창작 미술교실 등 운영

移居背景小学生为对象, 通过课后学院提高学业能力, 培养自信心, 支援
快乐学校生活的小学课后项目。

■对象 : 9岁 ~ 13岁移居背景青少年

■    内容 : 运营创意性数学教室, fun fun英语教室, 创作美术教室等

문화여가활동지원사업

文化休闲活动支援项目

다양한 문화활동을 통해 이주배경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심리정서 및 건강한 
신체 발달과 건전한 여가시간 활용 제공

■대   상 : 9세 ~ 24세 이주배경 청소년 및 가족, 지역주민
■내   용 
- 글로벌도서관·여가놀이공간·컴퓨터교실·댄스 연습실 개방 운영
- 지역사회와 연계한 문화체험 및 탐방 운영 등

通过多种文化活动, 为移居背景青少年提供积极的心理情绪和健康的身
体发育及健全的休闲时间。

■对象 : 9岁 ~ 24岁移居背景青少年及家族, 地区居民。
■内容 

- 开放运营全球图书馆, 休闲活动空间, 电脑教室, 舞蹈练习室。
- 运营联系地区社会的文化体验及探访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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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원봉사학교 “꿈틀”

综合自愿服务学校“寻梦园”

문화예술단(치어리딩, 밴드) 
운영

运营文化艺术团 
(啦啦队, 乐队)

전문기술·자격취득지원사업

专业技术 ·资格取得支援项目

전문기술·자격취득과정을 통해 이주배경 청소년 개인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자립지원의 지지기반 형성

■대   상 :    전문기술 및 자격을 취득하여 향후 취업할 의지가 있는 17세 ~ 24세  
이주배경 청소년

■내   용 :    취업지원을 위한 자격증반-제과기능사·IT 전문가과정(컴퓨터 수리기사), 
에어컨 전문수리기사 과정 이론 및 현장중심 직업교육훈련 등 

通过专业技术和资格取得课程, 提高移居背景青少年个人的职务履行能
力, 为成功定居形成自立支援的支持体系。 

■对象 :    欲通过专业技术及取得资格用于今后就业的17岁 ~ 24岁移居背
景青少年。

■内容 :    为就业支援的资格证书班- 面包师 · IT专家课程(电脑维修技术人
员), 空调专业维修技术人员课程理论及现场中心职业培训等。

이주배경 및 일반 청소년 통합프로그램으로 봉사라는 매개체로 다양성을  
이해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기여하여 함께하는 교류의 장 마련

■대   상 : 15세~24세 이주배경 및 일반 청소년

■내   용 : 방학기간 중 자원봉사 활동 및 인식개선 교육 참여(20시간)
- 테마별 인식개선 교육 및 활동(4회기)
- 이주배경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통합 캠프(1박 2일)

移居背景及普通青少年综合项目, 以服务作为媒介理解多样性, 作为地
区社会的一员做贡献, 打造出共同成长的场所。

■对象：15岁~24岁移居背景及普通青少年

■内容：假期参加自愿服务活动及改善认识教育（20小时）

- 不同主题认识改善教育及活动（4次）
- 移居背景青少年和普通青少年的综合露营（两天一夜）

문화예술분야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가진 창의적인 재능을 꽃 피우고 개인의 
역량 강화 및 신체적·정서적 성장을 도모하여 브랜딩을 통해 지역사회 공연 
및 나눔 활동으로 다문화 인식개선 및 사회통합 분위기 형성

■대   상 : 11세 ~ 16세 이주배경 청소년 및 일반 청소년(통합프로그램)

■내   용 
- 치어리딩단 운영 : 전문 치어리딩 교육, 지역사회 공연 및 대회 참가
- 밴드부 운영 : 악기별 교육 및 연습, 밴드공연 자원봉사활동 참가 등

通过文化艺术领域的活动, 发挥青少年所具有的创意性才能, 加强个人
能力以及促进身体和情绪上的成长, 通过品牌化, 以地区社会演出及分
享活动, 改善对多元文化的认识以及形成社会团结氛围。

■对象：11岁~16岁移居背景青少年及普通青少年（综合项目）

■内容

- 运营啦啦队：专业啦啦队培训, 参加地区社会演出及各种赛事
- 运营乐队：不同乐器培训及练习, 参加乐队演出自愿服务活动等

이주배경 청소년 전문상담실 
운영

运营移居背景青少年 
专业洽谈室

전문 상담을 필요로 하는 이주배경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리 진단 및 개별 상담과 
진로 컨설팅 지원

■대   상 : 1:1 상담을 필요로 하는 이주배경 청소년

■내   용 :  심리 및 정서 상담, 진로설계 및 진로상담, 직업상담 
 (주1회 정기적 상담, 내담자별 8-12회기)

以需要专业洽谈的中途入境青少年为对象, 支援心理诊断及个别洽谈和
前途咨询。 

■对象：需要1：1洽谈的移居背景青少年

■内容： 心理及情绪洽谈, 前途设计及前途洽谈, 职业洽谈 
（每周1次定期洽谈, 每位来访者8-12次）

44 45수원시 외국인주민 지원 서비스 안내 水原市外籍居民支援服务介绍



[ 全球青少年梦想中心 ][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

자립역량강화사업 
(진로지원 및 자립멘토링) 
加强自立能力项目 
(前途支援及自立指导) 

학력취득사업 검정고시반 
운영

运营取得学历项目 
资格考试班

이주배경청소년 체육대회 
“Run Together”

移居背景青少年体育大会
“Run Together”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미래 설계를 위한 자아탐색, 직업세계의 이해, 경제교육 등 
진로교육을 실시하여 한국사회에서 자신의 직업, 진로에 대한 현실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한 방향설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

■대   상 :    진로 및 자격취득사업 참여 이후 취업할 의지가 있는 17세 ~ 24세 
이주배경 청소년

■내   용 :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직업처(직업멘토)와 연계한 자립멘토링, 
멘토교육, 재능나눔 현판제작·배포 등

实施为设计移居背景青少年未来的自我探索, 对职业世界的理解, 经济
教育等前途教育, 了解在韩国社会中对自己职业和前途的现实, 通过与
之相关的定向职业培训, 提供参与地区社会的机会。

■对象 :    参与前途及资格取得项目以后有就业意向的17岁 ~ 24岁移居背
景青少年

■内容 :    与取得资格证书相关的职业处(职业指导)相联系, 制作和分发自
立指导, 指导教育, 分享才能牌匾等

한국사회 정착에 기반이 되는 기초학력 취득을 지원하여 공교육 진입 및 사회
진출의 지지기반 도모

■대   상 :    학력취득에 대한 욕구가 있는 14세 ~ 24세 이주배경 청소년

■내   용 :    초졸·중졸, 고졸반 수준별 교과수업 운영, 검정고시 시험대비 
모의고사 및 시험응시 지원, 현장체험활동 및 교사간담회 운영 등

支援取得定居韩国所必需的基础学历, 打造进入公共教育及走向社会的
支持基础。 

■对象 : 欲取得学历的14岁 ~ 24岁移居背景青少年

■内容 :  根据不同水平运营小学毕业·中学毕业, 高中毕业班课程，提供应
对资格考试的模拟考试及应试支援, 运营现场体验活动及教师座
谈会等。

이주배경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육대회를 통한 문화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개선의 장 마련

■일   시 :    2020년 하반기 예정

■대   상 :    이주배경 청소년

■내   용 :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서울 온드림교육센터, 안산시 
글로벌청소년센터 3개 기관이 연합하여 오프닝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팀별 대항 체육대회 진행

以移居背景青少年为对象, 通过体育大会提供文化交流的场所, 打造对
移居背景青少年的社会关心和改善认识的场所。

■日期 : 预计2020年下半年

■对象 : 移居背景青少年

■内容 :    水原市全球青少年梦想中心, 首尔ONDREAM教育中心, 安山市
全球青少年中心等3个机构联合, 以开幕表演为开始进行分组对
抗体育大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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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내용

        네팔 근로자 B씨는 8년전 E-9비자 신분으로 한국에 입국을 한 뒤 취업을 하여 성실히 일을 하였음, 
그러나 취업 후 3년이 지난 후에 사업주의 재고용 의사가 없어 비자연장을 하지 못해 불법 체류자로 공장 
등에서 일하던 중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에 의해 강제로 출국을 당함, 이후 네팔에 귀국을 하여 강제출국 
당할 당시 출국만기보험을 수령하지 못해 수령 가능여부 문의 

Q.    E-9 체류자격의 외국인근로자가 강제 출국을 당하여 미처 신청하지 못한 출국만기보험을 
본국에서 신청해서 받을 수 있나요?

A.    네. 근로자가 강제 출국으로 인해 미처 신청하지 못한 출국만기보험을 본국에서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출국 후 본국에서 출국만기보험 신청하는 방법

● 현지 귀국 후 자국에서 EPS센터, 송출기관 등을 통해 보험금 신청서를 제출하고 해외계좌 송금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음. 

만약, 본인의 해외계좌가 없는 경우 보험금 수령 방법

● 한국 체류 시 생활비 송금 등으로 국내에서 개설한 해외송금 전용계좌로 신청할 경우, 해외송금 전용계좌에    
연결된 현지계좌(가족, 제3자 등)로 자동 송금되어, 해외에서 수령 가능 

※ 출국 후 출국만기보험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외국인근로자의 보험금(출국만기보험 및 귀국비용보험)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임.

                 洽谈内容 

     尼泊尔劳工B先生8年前用E-9签证身份在韩国入境后就业诚实工作。可是就业后

过3年后因雇主没有再雇佣意向, 未能延长签证, 以非法滞留者身份在工厂等地干活

儿过程中, 因查处非法滞留者而被强制出境。之后回到尼泊尔未能领取强制出境当时

出境到期保险, 咨询可否领取。

   是否可在本国申请并领取E-9滞留资格的外籍劳工因被强制出境而来不及申请

的出境到期保险？

A.    是。可在本国申请并领取因劳工被强制出境而来不及申请的出境到期 

保险。    

出境后在本国申请出境到期保险的方法
●    回到本国后在本国通过EPS中心或外派机构等提交保险金申请书, 可通过海外账户汇款等方法领

取保险金。 

如没有本人海外账户时领取保险金的方法
●    利用在韩国滞留时为生活费汇款而在国内开设的海外汇款专用账户提出申请时, 自动汇款到与海

外汇款专用账户相连结的当地账户(家属, 第三者等), 可在海外领取。 

※    出境后申请出境到期保险时, 可在自申请日起14天以内领取。
※ 外籍劳工的保险金(出境到期保险及归国费用保险)请求权有效期间为3年。

外籍居民不同领域的洽谈案例

[ 外籍劳工 ][ 외국인근로자 ]

06
외국인주민 분야별 상담사례

Tip. 
출국 전 한국에서 출국만기
보험을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

Tip. 
出境前在韩国申请出境

到期保险时必要的文件

   - 보험금신청서+동의서  (삼성화재로 전화 뒤 FAX로 받을 수 있음)

   - 외국인등록증 사본

   - 송금전용 계좌 사본

   - 출국예정사실 확인서(본국으로 갈 항공권 구매 뒤 고용노동부에서 발급)

   -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확인서

- 保险金申请书+同意书 (电话联系三星火灾后可用FAX接收)

- 外国人登记证复印件

- 汇款专用账户复印件

- 出境预定事实证明书(购买回本国的机票以后由雇佣劳动保护颁发)

- 交易外汇银行指定证明书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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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国朝鲜族 ][ 중국동포 ]

                 상담 내용

        중국동포 J씨(H-2비자)는 건설현장에서 2년 이상 근무를 한 뒤 다른 직장을 찾고 있던 중 중국동포 
지인들에게 퇴직금에 대한 질문을 받았음, 중국동포 J씨는 건설현장에서의 근무를 통한 퇴직금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던 중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의를 하였음

Q.    건설현장 일용직으로도 1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를 해도 1년 이상 근무 시 ‘건설근로자공제회’를 통하여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금(일용직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1년 이상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직접 방문(외국인등록증 필히 지참)하면 손쉽게 
본인의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언어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수원시외국인센터에 문의를 하면 필요한 
정보 및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상담사들이 직접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연락을 하여 퇴직금 수령절차 및 퇴직금 
금액을 확인해줄 수 있습니다. 

  ※ 건설근로자공제회 대표전화 : 1666-1122 

                 洽谈内容  

        中国朝鲜族J先生(H-2签证)在建筑工地工作2年以上后在找其它工作时由中国朝

鲜族好友询问他有关退休金的问题。而中国朝鲜族J先生对涉及到建筑工地的退休金

不太了解，于是向水原市外国人福祉中心咨询能否领取退休金。

即使是建筑工地日用工，如果工作1年以上时是否可以领取退休金？

   是。即使是在建筑工地当日用工，只要工作时间超过1年以上时可通过

“建筑劳工共济会”领取建筑劳工共济会退休金（日用工退休金）。  

●    在建筑工地工作1年以上的劳工, 可以亲自到“建筑劳工共济会”(须携带外国人登记证), 领取本人的
退休金。 但是, 如果语言沟通较困难时可咨询水原市外国人中心, 由咨询人员经确认必要的信息及
个人事项以后联系“建筑劳工共济会”, 确认退休金领取程序及金额。

 ※ 建筑劳工共济会 代表电话 : 1666-1122 

Tip. Tip.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금(일용직 퇴직금)이란

-    일용·임시직인 내·외국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서,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자가 근로한 일수에 맞게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
하는 금액     ※ 단,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만 지급됨

건설근로자법 제11조 (피공제자의 범위)
퇴직공제에 가입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건설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그 퇴직공제의 피공제자가 된다. 
1. 근로시간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자 
2. 고용형태, 고용기간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제12조(피공제자가 될 수 없는 자)
법 제11조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자”란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1조(피공제자가 될 수 없는 자의 범위)
법 제1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고용된 상용근로자 
2.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관련 
법령

相关
法令

A. 

什么叫建筑劳工共济会退休金(日工退休金)？

-    是指日工 · 临时工韩国和外籍建筑劳工在建筑行业退休时领取的金额, 根据劳工在退休共济加
入现场工作天数, 在公积共济款上加利息支付的金额。

    ※但, 仅限于对公积天数超过252天以上的劳工支付。

Q.

建筑劳工法 第11条 (被共济人的范围)
在加入退休共济的项目或企业工作的建筑劳工, 除了属于下列各款之一情况的人员以外, 均可成为退休共
济的被共济人。
1. 工作时间未达到通过雇佣劳动部令规定的标准的人, 
2. 根据雇佣形式, 雇佣期间及工种通过总统令规定的人。

建筑劳工法施行规则第12条 (不能成为被共济者的人)
法律第11条第1号中所指“未达到通过雇佣劳动部令规定的标准的人”, 是指每日规定工作时间少于4小时, 
每周规定工作时间少于15小时的劳工。 

建筑劳工法施行令第11条 (不能成为被共济者的人范围)
法律第11条第2号中所指“通过总统令规定的人”, 是指相当于下列各款之一情况的人。 

1. 没有规定期间而被雇佣的常用劳工, 
2. 规定1年以上的期间被雇佣的劳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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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结婚移民者 ][ 결혼이민자 ]

A.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지원대상
-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 (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 (취학 시 만 22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60%이하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52%이하는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대상

② 복지급여 지급기준

가구규모 2020년 기본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52%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기준 중위소득 60%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2인 가구 2,991,980 1,555,830 1,795,188
3인 가구 3,870,577 2,012,700 2,322,346
4인 가구 4,749,174 2,469,570 2,849,504
5인 가구 5,627,771 2,926,441 3,376,663
6인 가구 6,506,368 3,383,311 3,903,821

③ 한부모가정 혜택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월 20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조손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 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5.41만원

생계비(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A. 可以领取单亲子女养育费。

① 支援对象
- 因死别, 离婚等原因的单亲家庭, 满足下列条件者。
• 作为户主的母或父养育未满18周岁(就学时未满22周岁)的子女时

※  包括由（外）祖父或（外）祖母养育无法得到父母抚养的未满18周岁(就学时未满22周岁)孙子孙女的祖孙家庭 

• 家庭收入认定额标准中等收入60%以下时
※ 60%以下为单亲家庭证明书颁发对象, 52%以下为儿童养育费等福利津贴支援对象。

② 福利津贴支付标准

家庭规模 2020年基本中等收入 标准中等收入52%
（支援儿童养育费等福利津贴）

标准中等收入60%
（发行单亲家庭证明书）

2人家庭 2,991,980 1,555,830 1,795,188
3人家庭 3,870,577 2,012,700 2,322,346
4人家庭 4,749,174 2,469,570 2,849,504
5人家庭 5,627,771 2,926,441 3,376,663
6人家庭 6,506,368 3,383,311 3,903,821

③ 单亲家庭优惠
支援类型 支援对象 支援金额

儿童养育费 收入认定额在标准中等收入52%以下家庭的未满18周岁的子女 月20万韩元

追加儿童养育费 收入认定额在标准中等收入52%以下的祖孙及25周岁以上未婚单亲家庭的 
5周岁以下儿童 子女人均月5万韩元

儿童教育支援费
（学用品费） 收入认定额在标准中等收入52%以下家庭的初中生和高中生子女 子女人均年5.41万韩元

生活费
（生活补贴） 进到单亲家庭福祉设施的家人中收入认定额在标准中等所入52%以下的家庭 每户月5万韩元

저는 베트남에서 온 결혼이주여성입니다. 

전남편과 이혼 후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보니,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我是来自越南的结婚移居女性。

因为和前夫离婚后自己养育子女，经济上很困难。 

不知该怎么办才好？

④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위탁수당을 받는 경우

⑤ 신청절차 및 방법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복지로 홈페이지)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시/군/구청)        - 서비스 지원 (대상자)

⑥ 필요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④    从支援对象中
      排除的家庭 

- 根据国民基础生活保障法领取生活补贴时
- 根据紧急福祉支援法领取生活补贴时
- 根据儿童福祉法领取儿童委托津贴时

⑤  申请程序及方法 - 初期洽谈及服务申请 (邑/面/洞、福祉路网站)
- 对象人员统一调查及确定 (市/郡/区厅)
- 服务支援 (对象人员)

⑥  必要文件    

    

- 社会福祉服务及工资提供申请书
- 收入·财产证明文件 (租赁合同等)
- 金融信息等提供同意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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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移居背景青少年-1][ 이주배경청소년 -1]

한국에서 재혼한 어머니를 따라 입국하여 생활하고 있는 19세 남자(중국 출신) 이주배경 

청소년입니다. 어렸을 때 집안사정으로 인해 고등학교를 중퇴한 상태인데, 한국에서의 생활을 

위해 열심히 한국어를 배워 이제는 언어적 어려움 없이 소통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이도 있고 

부모님께 손벌리기 죄송해서 직장이나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싶은데 한국에서 중졸의 학력으로는 

아르바이트를 구하기가 어려워 고민하다가 고졸학력 취득방법이 없을까 하여 문의드립니다. 

나이도 너무 많아 지금 고등학교 입학도 힘들 것 같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我是跟着在韩国再婚的妈妈来到韩国生活的19岁男子(中国籍)移居背景青少

年。小时候因家庭情况没念完高中，在这期间为了在韩国生活认真学了韩国

语，现已达到沟通自如的程度。我岁数也大，不想总是依赖父母，想找份工

作或临时打工，可是在韩国以中学毕业学历很难找到工作，所以想咨询有没

有什么方法取得高中学历。因为年龄较大，进入高中也有些难度，想问有没

有什么好的方法？

A.          네, 고졸학력 취득에 대한 고민으로 마음이 많이 무거우셨을텐데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치러지는 국가 검정고시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에서 시행되는 검정고시는 매년 2회(4월, 8월) 시험과정이 개설되어, 본인 최종학력에 대한 서류를 
준비하여 정해진 접수기간에 신청 및 접수를 하셔야 검정고시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학력인정 관련 제출서류>

1) 국내 및 외국에서 9년 이상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가) 국내 최종학교 제적(졸업, 제적, 정원외 관리) 증명서

나)    외국 학교의 전 학년 재학사실 증명서(입·퇴학 연월일, 재학기간, 학교장 직인 또는 서명 날인 받은 서류 등) 
또는 전 학기 성적증명서 원본

2)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경우
가) 학교급이 표시된 수료(졸업)증명서 원본
나) 9학년 이상 수료증명서
다) 10학년 재학사실증명서
※ 학교급이 확인된 경우 해당 학교급수 수료 인정

3) 제1호) 및 제2호)의 외국에서 발급한 원본 서류는
가) 발급대상자의 신분(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이 정확히 확인 가능해야 함

나)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국가 귀국자는 협약에 의한 당해(유학했던) 국가 외교부가 발행하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부착한 원본 또는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에 의거 재외공관(해당국 주재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행한 
경유증명을 받은 원본을 제출

4)    교육부 홈페이지(정책 <초·중·고 교육<교육과정>에 탑재된 외국 학력인정. 학교에 한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없이 학교장 발급서류로 갈음

5)    상기 절차에 따라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의 서류 진위 여부등을 확인하여 소재국 학력 서류 위·변조시 
해당 응시생의 검정고시 합격을 취소함

6) 영문 및 기타 외국어로 된 일체의 서류는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받은 서류에 한함

是。想必因取得高中毕业证书一事而烦恼，可是有方法帮你解决。

可通过在韩国进行的国家资格考试，取得高中毕业学历。

☞     国家实施的资格考试每年2次(4月, 8月) 开设考试课程,  
准备本人的最终学历文件, 在指定接受期间申请并接受, 才能参加资格考试。

 
<学历认证相关提交文件>

1) 在韩国或外国已结业9年以上学校教育课程时
A) 韩国最终学校除籍(毕业, 除籍, 定员外管理)证明书
B)    外国学校的全学年在校证明书(入学 ‧ 退学年月日, 在校期间, 校长印章或签名盖章的文件等)或全学期成绩证明

书正本

2) 与中学毕业的人得到同等学历认证时
A) 表示学校级别的结业(毕业)证明书正本
B) 9年级以上结业证明书
C) 10年级在校证明书
※ 已确认学校级别时认定相关学校级别结业。

3) 第1号)及第2号)的在外国发行的正本文件
A) 必须能够确实证明发行对象者的身份(姓名, 出生年月日, 性别等)。
B)    海牙认证公约国归国人员, 必须提交后附根据协议由相关(留过学的)国家外交部发行的海牙认证的原本或根据

驻外公馆公证法第30条由驻外公馆(韩国驻相关国家的大使馆或领事馆)发行的经由证明的正本。 

4)    仅限于对教育部网站(政策 <小 ∙ 中 ∙ 高教育<教育课程>上装载的外国学历认定学校, 不需海牙认证
或领事认证, 可用校长发行的文件来代替。

5)    确认根据上述程序通过资格考试者的文件真伪, 发现伪造所在国学历文件时, 取消该应试生的资格考
试合格。

6) 用英文及其它外文拟定的所有文件, 仅限于译成韩文并经过公证的文件。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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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移居背景青少年-2][ 이주배경청소년 -2 ]

외국에서 초등학교 4학년을 마치고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하고 한국 국적이 아니어도 한국 학교를 보낼 수 있나요?

A.    네,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다 한국에 입국한 경우에도 편입학이 가능합니다.

      ☞     우리나라는 헌법과 UN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한 국가로서 아동청소년의 의무교육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입학이 가능합니다. 

 
<입학 절차>

● 해당 거주지 학교 문의(거주지 인근 학교 : 교감 또는 교무부장) ⇨ 해당학교에 서류 제출 ⇨ 편입학

a)     편입학시 필요서류 : 편입학 원서(시도별 소정양식) 1부,  
출입국에 관한 사실 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 서류(출입국사실증명서 등) 1부,  
학력증빙관련 서류(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사실 증명서류, 성적표 등)

b)    교육부 홈페이지에 탑재된 외국 학력인정학교에 재학한 경우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의 확인 없이  
학교장이 발급한 서류로 갈음 가능

c) 아포스티유에 가입한 국가인 경우 : 국외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 후 한국어로 번역·공증하여 제출

d)    아포스티유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인 경우 : 출신국에서 원본과 번역본(한국어)을 공증받아 출신국가 
한국영사관의 소인을 받아 제출

Tip. 
아포스티유(Apostille) 
발급 방법

Tip. 
海牙认证(Apostille) 
发行方法

a) 외국에서 재학하던 학교에서 발급한 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준비

    (번역문 첨부, 학교장의 직인·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번역문은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을 수 있음

b) 해당국가의 외교부 또는 아포스티유 발급 기관을 통해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음

c) 편입학을 원하는 대한민국 내 교육기관에 제출하면 공문서로 인정됨

 在外国读完小学4年级后来到了韩国。子女不懂韩国语，又非韩国籍，是否可

以送韩国学校学习？

A.    是。在外国居住一定期间后来到韩国时，也可以插班。

      ☞    韩国根据宪法规定和作为UN儿童权利公约批准的国家, 保障儿童青少年的义务教育, 
所以可以进入小学和中学。 

<入学程序>

●咨询相关居住地学校( 居住地附近学校: 教导主任或教务部长) ⇨ 向相关学校提交文件 ⇨ 插班

a)      插班时必要文件 : 插班申请书(各市道规定格式) 1份, 出入境相关事实或外国人登记事实证明书 

(出入境事实证明书等) 1份, 学历证明文件(毕业证书或在校事实证明文件, 成绩单等)

b)    如果在教育部网站上装载的外国学历认定学校就学时, 不需海牙认证或领事认证, 可用校长发行的

文件来代替。

c) 如果是加入海牙认证公约的国家 : 国外文件经海牙认证以后译成韩文, 经公证后提交。

d)    如果是未加入海牙认证公约的国家 : 在出身国家对原本和译本（韩文）进行公证, 盖上出身国家韩

国领事馆的印章后予以提交。

a)  准备可以证明由外国学校颁发的学历的文件。
     (须后附译文并包括校长印章·签名或盖章)

     ※ 译文须经过公证人的公证才能得到海牙认证。

b) 通过相关国家的外交部或海牙认证发行机构取得海牙认证。

c) 提交到想插班的大韩民国内教育机构, 即可认定为公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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其它介绍事项

[ 外国人健康保险义务加入介绍 ][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가입 안내 ]

기타 안내 사항
07

가입요건

●대한민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

- 6개월 동안 출국기간의 합이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계속 국내에 체류한 것으로 간주

- 1회 30일 초과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재입국일로부터 6개월이상 체류해야 가입 가능

●예외) 국내 입국 후 즉시 가입 대상

- 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다만, 외국인 등록 이후 가입 가능)

동일세대 인정기준

●국내 체류지(거소지)가 동일한 배우자 및 미성년자 자녀(만19세 미만)

가족관계서류 제출기준

  

● 번역공증은 대한민국에서도 가능하며, 국적국에서 번역공증 받은 경우에는 번역본도 외교부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필요

가족관계서류 유효기간

●국내서류 : 서류발급일로부터 3개월

●국적국 서류 : 서류발급일 또는 외교부(아포스티유)확인일로부터 9개월

※ 단, 혈연관계의 경우 유효기간 상관없이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 전화 후 “7”번 누르면, 외국어 서비스 가능

●외국인 전담 상담번호 : 033-811-2000

加入条件

●在大韩民国滞留6个月以上的外国人及驻外国民

-    6个月内出境期间之和30天以下时, 则视为继续滞留在国内。
-    1次出境天数超过30天以上时, 自再入境之日起滞留6个月以上才能加入。
●例外) 在韩国入境后立即加入对象

-    以结婚移民(F-6)滞留资格入境的外国人(但是, 在外国人登记以后方可加入)

同一住户认定标准

●国内滞留地（住址）相同的配偶及未成年人子女（未满19周岁）

家庭关系文件提交标准

  

● 翻译公证也可以在大韩民国进行, 在国籍国接受翻译公证时, 译本也要取得外交部或
海牙认证。

家庭关系文件有效期间

● 国内文件 : 自文件发行之日起3个月

● 国籍国文件 : 自文件发行日或外交部(海牙认证)确认之日起9个月

※ 但是, 有血缘关系时, 不受有效期限的限制。

● 国民健康保险公团客服中心 : 拨打1577-1000 … 后按“7”号键, 可提供外国语服务。
● 外国人专管洽谈电话 : 033-811-2000

③ 번역공증

•공증받은 한글 번역본 첨부

③ 翻译公证

• 后附经公证的韩译本

② 서류인증

•국적국 외교부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② 文件认证 

• 国籍国外交部认证或海牙认证

당연가입  
가입요건 및 
절차

义务加入条件
及程序

가족 인정 
및 서류제출 
기준

家属认定及文
件提交标准

문   의
咨询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하면 2019.7.16.부터 건강보험에 당연 가입됩니다. 只要在韩国滞留6个月以上, 自2019.7.16. 开始就可以义务加入健康保险。

① 서류발급

•가족관계
•혼인, 이혼 사실

① 文件发行

• 家庭关系
• 婚姻, 离婚事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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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其它介绍事项 ][ 기타 안내사항 ]

외국인 밀집지역인 수원(수원, 용인, 화성, 오산, 성남 관할)에 외국인 민원센터를 운영하며 외국인 건강보험 
자격취득·변경 업무 처리 

이용대상

•외국인 등록증 상 주소지가 수원, 용인, 화성, 오산, 성남인 외국인 및 재외국민
•사업장 소재지가 위 지역인 외국인 및 재외국민 직장가입자

위   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164-1 (청궁빌딩), 1층(지하철: 분당선 매교역 5번 출구)

在外国人密集地区水原（水原, 龙仁, 华城, 乌山, 城南管辖）运营外国人信访中心, 处理外国人健
康保险资格取得·变更业务。

利用对象

•  外国人登记证上住址在水原, 龙仁, 华城, 乌山, 城南的外国人及驻外国民

•  企业所在地在上述地区的外国人及驻外国民单位加入者

位        置     京畿道水原市八达区梅校洞164-1 (青宫大厦), 1楼(地铁: 盆唐线梅校站 5号出口)

불법체류 외국인이 중요범죄를 저지르고 자국으로 도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출국일 3∼15일 
이전에 거주지 관할 출입국관서를 방문하여 자진출국 신고를 해야 출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기존에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국으로 출국하기 위해서는 출국당일 항공권 등을 소지하고 공항이나 
항만에서 신고하면 당일 출국할 수 있었으나 2019. 10. 21.부터 출국하기 전 미리 출입국관서에 
신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출국가능

(당일 출국 불가)

출국일 3∼15일 전 거주지관할 출입국관서를 방문하여 직접 자진출국 신고

(심사강화)

사전신고 시 출입국관서에서 수배 및 출국 정지 여부를 조회하고 출국 전 공항만 출입국에서 수배 및 
출국 정지 여부 재확인

(자진 출국 혜택 축소)

자진출국자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벌금, 범칙금 부과 및 입국 규제

(사전신고 인터넷 접수)

민원인 편의를 위해 법무부 시스템을 개선하여 인터넷 접수 가능

为了防止非法滞留外国人犯下重要罪行后逃回本国,  须在出境日3~15天以前到居住地管辖出入境
管理部门申报自愿出境才能准许出境的制度。
过去非法滞留外国人为了出境回到本国,  在出境当天携带机票在机场或港口申报即可当天出境,  可
是自2019.10.21开始出境以前须提前到出入境管理部门申报并未发现异常时方可准许出境。
 
(当天不准出境)

出境日3~15天以前居住地管辖出入境管理部门,  亲自申报自愿出境。

(加强审查) 

提前申报时在出入境管理部门通缉及停止出境与否,  然后出境前在机场或港口出入境局再次确认
通缉及停止出境与否。

(缩小自愿出境优惠)   

对自愿出入境人员也分阶段处以罚款以及限制入境。

(网上接受提前申报)

为了信访人的便利,  改善法务部系统,  可通过网上接受。

국민건강보험공단 외국인민원센터(수원) 안내 国民健康保险公团外国人信访中心（水原）介绍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전 사전신고제 非法滞留者自愿出境前提前申报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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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法滞留者通报义务免除制度

内    容

免除

对象犯罪

咨   询 

[ 其它介绍事项 ][ 기타 안내사항 ]

-    警察厅自2013. 3. 1.起与法务部合作, 为了搞好滞留外国人犯罪受害救济活
动以及保护外国人的人权,  运营 “非法滞留者通报义务免除制度”。

-    “非法滞留者通报义务免除制度”是, 警察官在履行搜查等职务过程中了解到
非法滞留者受到犯罪受害的事实时, 不需向出入境 ‧ 外国人管理部门通报非
法滞留者个人信息的制度。

-    相关依据 :    出入境管理法第84条第1项, 同法施行令第92条之2, 同法施行规
则第 70条之2

仅限于刑法·特别法上生命·身体·财产等个人法律权益。

刑法上犯罪
杀人罪(第24章), 伤害 ‧ 暴行罪(第25章), 过失致死伤罪(第26章), 遗弃 ‧ 虐待罪(第28章),  
逮捕 ‧ 监禁罪(第29章), 勒索罪(第30章), 掠取 ‧ 引诱罪(第31章), 强奸 ‧ 猥亵罪(第32章),  
妨碍行使权利罪(第37章), 盗窃‧强盗罪(第38章), 敲诈‧勒索罪(第39章)

特别法上犯罪
关于处罚暴力行为等法律, 关于处罚性暴力犯罪等特例法, 交通事故处理特例法,  
关于处罚卖淫中介等行为的法律, 职业稳定法(第46条)

- 怀疑传染病时也可以适用非法滞留者通报义务免除制度。 
   出入境管理法 第84条 第1项, 同法施行令第92条之2

免除通报义务的公务员
履行犯罪受害人救助, 侵犯人权救济业务的公务员(警察(海警), 检察官)

免除事项 

在履行对象犯罪受害人救助业务过程中了解到的犯罪受害外国人的个人信息。

非属通报免除对象的情况
① 拖欠工资等单纯民事案件
② 虚报犯罪事实时
③ 双方暴行等既是受害者又是加害者的情况

水原南部警察署保安科外事系    ☎ 031-899-0376
水原中部警察署信息保安科外事系  ☎ 031-299-5176
水原西部警察署保安科外事系  ☎ 031-8012-0187

-     경찰청은 2013. 3. 1.부터 법무부와 협업, 체류외국인 범죄피해 구제 활성화 및 외국인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 운영

-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는 경찰관이 수사 등 직무수행 시 
불법체류자가 범죄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불법체류자의 신상정보를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하지 않는 제도임

-     관련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8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2, 동법 시행규칙  
제 70조의 2

형법·특별법 상 생명·신체·재산등 개인적 법익에 한함

형법상 범죄

살인죄(제24장), 상해·폭행죄(제25장), 과실치사상죄(제26장), 유기·학대죄(제28장), 
체포·감금죄(제29장), 협박죄(제30장), 약취·유인죄(제31장), 강간·추행죄(제32장), 
권리행사방해죄(제37장), 절도·강도죄(제38장), 사기·공갈죄(제39장)

특별법상 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 직업안정법(제46조)

-    감염병 의심 경우에도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 적용 가능 
출입국관리법 제8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2

통보의무 면제공무원

범죄피해자 구조, 인권침해 구제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경찰(해경), 검찰)

면제사항

대상범죄의 피해자 구조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된 범죄피해 외국인의 신상정보

통보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

① 임금체불 등 단순 민사사안
② 범죄 피해사실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③ 쌍방폭행등과 같이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인 경우

수원남부경찰서 보안과 외사계  ☎ 031-899-0376
수원중부경찰서 정보보안과 외사계  ☎ 031-299-5176
수원서부경찰서 보안과 외사계  ☎ 031-8012-0187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

내    용

면제 
대상범죄

문    의

62 63수원시 외국인주민 지원 서비스 안내 水原市外籍居民支援服务介绍



[ 生活垃圾分类排放要领 ] [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요령 ]

배출장소 내 집(점포) 앞

배출방법 오후8시 ~ 오전5시(금요일 오전5시 ~ 일요일 오후 8시 배출하면 안돼요)

 
분리배출 핵심 4가지

 비운다 헹군다 분리한다 섞지 않는다

용기 안 내용물은
깨끗이 비우고 배출

이물질은 닦거나 
헹궈서 배출

다른 재질(라벌 등)은
제거하여 배출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해
분리수거함으로 배출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구 분 종  류 분리배출 요령

일반 쓰레기 
(타는 쓰레기)

휴지, 천조각 등 
이물질 묻은 쓰레기

흰색 소각용 종량제봉투에 배출 

음식물쓰레기 음식 찌꺼기
수분 제거 후 엷은 황색 음식물 종량제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RFID)에 배출

플라스틱류 페트병, 요구르트병, 샴푸통 등 내용물 비우고 압축하여 배출 

비닐류

(필름류)
과자, 라면봉지 등 이물질 제거 후 배출  

종이류 신문, 책, 상자류 등
-    신문은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끈으로 묶어 배출
- 책, 상자류는 다른 재질 제거 후 배출  

유리병 음료수병, 와인병 등 이물질 제거 후 병뚜껑 분리하여 배출 

스티로폼
농·축·수산물포장 스티로폼, 
컵라면 용기 등

이물질 제거 후 배출

대형폐기물 가구, 가전제품 
종량제봉투 판매소 또는 대형폐기물 
인터넷시스템에서 스티커 구입·부착 후 배출

※ 쓰레기 배출방법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排放地点 自家(店铺)前 

排放方法 下午8点 ~ 上午5点(禁止周五上午5点 ~ 周日下午8点之间排放)

 
分类排放关键4项

空出容器 用水洗刷 分类垃圾 不混在一起

倒出容器内的物质 擦净异物或漂洗后
去除其它材质（标签等） 

以后排放
按种类·性状区分, 分类扔

到分类回收箱

生活垃圾分类排放方法

区分 种类 分类排放要领

普通垃圾
（燃烧垃圾）

废纸, 布条等
沾有异物的垃圾

装在白色焚烧用计量垃圾袋排放。

饮食垃圾 饮食垃圾
去除水分后装在黄色计量饮食垃圾袋或专用回
收容器（RFID）排放。

塑料类 塑料瓶, 酸奶瓶, 洗发水瓶等 空出内容物压缩后排放。

塑料类
（薄膜类）

饼干, 拉面袋等 清除异物后排放。

纸类 报纸, 书, 箱子类等
-    报纸不要弄湿, 铺平用绳子捆绑后排放。
-    书, 箱子类去掉其它材质后排放。

玻璃瓶 饮料瓶, 红酒瓶等 清除异物后分离瓶盖排放

泡沫
农·畜·水产品包装泡沫, 
拉面杯等

清除异物后排放。

大型垃圾 家具, 家电产品
计量垃圾袋销售处或大型垃圾网上系统购买和
粘贴贴纸以后排放。

※ 违反垃圾排放方法时被处以100万韩元以下的罚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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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水原市地方税介绍수원시 지방세 안내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과세기준일에 과세표준 및 납세의무자가 결정되고 
부과·고지되는 지방세

   
월별 세목 과세기준일 납세의무자 납부기한 비고

1월 등록면허세(면허) 1.  1. 각종 인허가를 받은 자 1. 31.

6월 자동차세(1기분) 6.  1. 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 6. 30.

7월 재산세(건축물,주택1/2) 6.  1. 건축물 및 주택 소유자 7. 31.

8월 주민세 8.  1. 관내 주소를 둔 주민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 8. 31.

9월 재산세(토지,주택1/2) 6.  1. 토지 및 주택 소유자 9. 30.

12월 자동차세(2기분) 12. 1. 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 12. 31.

  지방세법에 따라 납세의무가 발생할 경우 정해진 기한내 납세자가 해당 과세관청에 
신고납부 해야 하는 지방세

  
세 목 납세의무자 신고납부 기한 신고처

등록면허세(면허) 각종 인허가를 받거나 변경하려는 자
면허증서를 발급 또는 
송달받기 전까지

사업장 관할 구청

등록면허세(등록) 등기(등록)을 하는 자 등기(등록)하기 이전까지
등기물건 관할 구청
(차량,이륜차 : 전국)

취득세 부동산(차량) 취득하는 자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취득물건 관할 구청
(차량,이륜차 : 전국)

주민세(종업원)
종업원 월평균 급여총액 
1억5천만원 초과 사업주

급여지급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구청

주민세(재산분)
7.1.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사업주

매년 7.1.~7.31. 사업장 관할 구청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소득세, 법인세 원천징수 의무자 징수일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구청

지방소득세
(양도,종합,법인)

소득세(양도, 종합) 및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소득세(법인세) 신고기간의 
만료일까지

주소지 관할 구청

지역자원시설세(특자) 특정자원(지하수 등)을 채수하는 자 다음달 말일까지 특정자원 관할 구청

  在地方税法中规定的征税标准日, 决定征税标准及纳税义务人, 征收或公告的
地方税。

月份 税种 征税标准日 纳税义务人 缴纳期限 备注

1月 R登记执照税（许可） 1.  1. 取得各种许可者 1. 31.

6月 汽车税（第一期） 6.  1. 登记簿上汽车所有者 6. 30.

7月 财产税（建筑, 住房1/2） 6.  1. 建筑及住房所有者 7. 31.

8月 住民税 8.  1.
住址在辖区内的居民
辖区内有营业场所的个人, 法人

8. 31.

9月 财产税（土地, 住宅1/2） 6.  1. 土地及住房所有者 9. 30.

12月 汽车税（第二期） 12. 1. 登记簿上汽车所有者 12. 31.

   根据地方税法发生纳税义务人时, 须在指定期限内纳税人申报缴纳到相关征
税部门的地方税。

税种 纳税义务人 申报纳税期限 申报处

登记许可税（许可) 想取得或变更各种许可者 截止发行或取得许可证以前 经营场所管辖区厅

登记许可税（登记) 办理登记（登录)者 截止登记（注册)以前
登记物品管辖区厅 
（车辆, 双轮车：全国)

取得税 房地产（汽车)取得者 自取得之日起60天以内
取得物品管辖区厅 
（车辆, 双轮车：全国)

住民税（职员)
员工月均工资总额
1.5亿韩元以上企业

截止支付工资下个月10日 企业管辖区厅

住民税（财产部分)
截止7.1企业
总面积330㎡以上企业

每年7.1.~7.31. 企业管辖区厅

地方所得税
（特别征收部分)

所得税, 法人税预提义务者 截止征收日下个月10月 企业管辖区厅

地方所得税
（转让、综合、法人)

所得税（转让, 综合) 
及法人税纳税义务者

截止所得税（法人税) 
申报期间结束日

居住地管辖区厅

地区资源设施税（特资) 特定资源（地下水等) 截止下个月底 特定资源管辖区厅

신고분 지방세

정기분 지방세

申报地方税

定期地方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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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生活信访服务介绍생활민원 서비스 안내

운영현황

- 운영시간 : 평일 08:00~20:00(야간 및 토/일/공휴일 : 당직실)
- 위        치 : 수원시도시안전통합센터 2층(수원시 영통구 대학4로 33)

주요상담분야

- 일반상담 : 시정정책, 각종행사, 민원안내 등 시정전반
- 행정업무 연계상담 : 6개분야

지방세 정보시스템, 상·하수도 관리시스템, 불법주·정차단속 시스템, 차량등록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금, 도서정보시스템

- 생활불편민원 접수 : 공공시설 및 가사 홈서비스 민원접수

서비스 대상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서비스 분야 가정 내 생활불편사항 처리

전기설비 형광등, 전구, 콘센트, 센서등, 스위치, 전기선 연결 등

전자기기 가전·통신제품 점검 및 소규모 수리

배관설비 수도꼭지, 배관막힘, 에어컨·보일러 점검 등

소규모 집수리 에어캡(뽁뽁이), 문고리수리, 부분도배, 장판수리, 방충망 보수 등

기타 기타 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의 처리 등

※ 대규모 공사, 공동이용시설 등은 서비스 불가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처리비용 기본 자재 및 서비스 무료

                 (Yes생활민원처리반이 보유하고 있지 않는 자재는 민원인 직접구매)

신청 및 문의 수원시 휴먼콜센터 ☎1899-3300 

运营现况

-  运营时间 : 平日08:00~20:00(夜间及周六/周日/休假日 : 值班室)
- 位         置 : 水原市城市安全综合中心2楼(水原市灵通区大学4路 33)

主要洽谈领域

- 普通洽谈 : 施政政策, 各种活动, 信访介绍等全部市政
- 行政业务联系洽谈 : 6个领域

地方税信息系统, 上 · 下水道管理系统, 违法停车查处系统, 车辆登记

环境改善分摊款, 交通诱发金, 图书信息系统

-     接受生活不便信访 : 接受公共设施及家务上门服务信访

服务对象 社会弱势阶层(低保户, 潜在贫困阶层等)

服务领域 处理家庭内生活不便事项

电气设备 荧光灯, 电灯, 插座, 传感器等, 开关, 电缆连结等

电子仪器 家电·通信产品检修及小型维修

配管设备 自来水龙头, 配管堵塞, 空调和锅炉检修等

小型修房 气泡袋（气泡膜）, 门闩维修, 部分刷漆, 地板维修, 防虫网维修等

其它 其它对生活带来不便的事项处理等

※ 大型工程, 共用设施等不提供相关服务。

处理费用 周一~周五, 09:00~18:00

处理费用 基本材料及服务免费

                 (Yes生活信访处理班没有的材料需由信访人亲自购买)

申请及咨询 水原市人文呼叫中心 ☎1899-3300  

수원시 
휴먼콜센터

☎1899-3300

水原市 
人文呼叫中心 
☎1899-3300

가사홈서비스

 -Yes생활민원
처리반 운영

家务上门服务 

– 运营Yes生活信
访处理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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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信访文件发行服务 ][ 민원서류 발급서비스 ]

1588-2188 /  홈페이지 www.gov.kr

인터넷을 이용하여 어디서나 365일 24시간 필요한 민원을 안내받고 신청·발급·열람  
할 수 있는 온라인 정부민원포털 서비스

-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즉시발급(47종 무료, 일부 유료)
-  전입신고, 지방세납세증명 등 인터넷 신청, 인허가 등 민원사무 처리절차 안내

1899-3300 / 홈페이지 www.suwon.go.kr

행정기관 방문없이 가까운 수원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빠르고 편리하게 주민등록등본 등 
89종의 민원증명 서비스 제공

1588-2188 /  网址 : www.gov.kr

在网上随时随地365天24小时得到必要信访介绍, 可申请 ∙ 发行 ∙ 查阅的网上政府信访
门户网站服务。

-  身份证复印件∙副本, 土地账簿, 建筑账簿等立即发行(47种免费, 部分收费)
-  转入申报, 地方税纳税证明等网上申请, 许可等信访业务处理程序介绍

1899-3300 / 网址 : www.suwon.go.kr

不需亲自访问行政机构, 在就近的水原市无人信访发证机上迅速便利地提供居民身份
证等89种信访证明服务。

번호 설 치 장 소 설 치 위 치 운 영 시 간
가족관계
(제적)

등기부
등본

1 수원시청1 현    관 연중24시간 ○ ○

2 수원시청2 현    관 연중24시간 ○ ○

3 4개구청 현관 / 청사좌측(영통) 연중24시간 ○ ○

4 경기도청 열린민원실 현관(중문) 연중24시간 ○ ○

5 성균관대역
상업시설3층
(에스컬레이터뒷면)

연중06시~22시 × ×

6 수원역전지하상가 4번출구 연중06시~22시 × ×

7 망포역 2번출구 연중06시~22시 × ×

8 영통역 1번출구 연중06시~22시 × ×

정부24 政 府 24

무인민원

발급기

无人信访 
发证机

[ 무인민원발급기 운영현황 (74개소 75대) ] [ 无人信访发证机运营现况 (74处75台) ] 

유의사항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초본, 등기부등본은 가능여부 확인 필요(병원 : 가족관계 가능)

●수수료는 현금(지폐 : 1,000원/동전 : 500원,100원) 및 카드(삼성페이 가능) 가능합니다.

   ※ 등기부등본은 현금만 결제 가능

●본인확인이 필요한 민원 증명서는 지문인식이 필요합니다.

●등기부 등본 미 발급 동 : 입북동, 매교동, 우만1동, 우만2동, 매탄4동, 망포1동

序号 设置地点 设置位置 运营时间 家属关系
（除籍）

登记簿
副本

1 水原市厅 1 门厅 全年24小时 ○ ○

2 水原市厅 2 门厅 全年24小时 ○ ○

3 4个区厅 门厅/大楼左侧（灵通） 全年24小时 ○ ○

4 京畿道厅 开放信访室门厅（中门） 全年24小时 ○ ○

5 成均馆大学站 商业设施3楼（电动扶梯后面） 全年06点~22点 × ×

6 水原站前地下商场 4号出口 全年06点~22点 × ×

7 网浦站 2号出口 全年06点~22点 × ×

8 灵通站 1号出口 全年06点~22点 × ×

注意事项
● 家庭关系证明书, 除籍副本或复印件, 登记簿副本需要确认可行与否（医院：家庭关系可以）
● F手续费可用现金(纸币 : 1,000韩元/硬币 : 500韩元, 100韩元)及信用卡(可用三星币) 

进行支付。
   ※ 登记簿副本只能用现金结算。
●需要本人确认的信访证明书需要指纹认识。
●未发行登记簿副本的洞：笠北洞, 梅校洞, 牛满1洞, 牛满2洞, 梅滩4洞, 网浦1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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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설 치 장 소 설 치 위 치 운 영 시 간
가족관계
(제적)

등기부
등본

9 광교역 역 내 GS편의점 옆 연중5시30분~24시 × ×

10 광교중앙역 역 내 GS편의점 옆 연중5시30분~24시 × ×

11 수원버스터미널 2층 연중06시~22시 × ×

12 아주대병원 본관1층 연중07시~22시 ○ ×

13 성빈센트병원 본관1층 연중07시~22시 ○ ×

14 동수원병원 본관1층 연중07시~22시 ○ ×

15 수원의료원 1층 ATM기 옆 연중07시~22시 ○ ×

16 연화장 현관(중문) 연중07시~22시 ○ ×

17 경기도교육청 농협ATM기 옆 연중07시~22시 × ×

18 한림도서관 현관(중문) 연중07시~22시 × ×

19 수원산업단지 휴먼스카이밸리 연중07시~21시 × ×

20 당수동농협 ATM기 옆 연중09시~21시 × ×

21 삼성전자 센트럴파크지하 연중09시~21시 × ×

22 우만종합사회복지관 1층 연중09시~21시 × ×

23 농수산물유통센터 1층 화장실 옆 연중09시~21시 × ×

24 롯데마트 천천점 지하1층 연중10시~21시 × ×

25 롯데마트 권선점 1층 엘리베이터 옆 연중10시~21시 × ×

26 팔달문시장 고객지원센터 평일10시~17시 × ×

27 44개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평일08시~19시 ○ ○

28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민원실 평일08시~19시 ○ ○

29 수원세무서 민원실 입구 평일09시~18시 ○ ○

30 동수원세무서 민원실 평일09시~18시 ○ ○

31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수입인지 판매소 앞 평일09시~18시 ○ ○

32 수원고등·지방법원 1층 무인발급실 평일09시~18시 ○ ×

33 법원가사과 출입구 평일09시~18시 ○ ×

34 동수원등기소 민원실 평일09시~18시 ○ ×

[ 무인민원발급기 운영현황 (74개소 75대) ] [ 无人信访发证机运营现况 (74处75台) ] 

序号 设置地点 设置位置 运营时间 家属关系
（除籍）

登记簿
副本

9 光教站 站内GS便利店旁 全年5点半~24点 × ×

10 光教中央站 站内GS便利店旁 全年5点半~24点 × ×

11 水原公交客运站 2楼 全年06点~22点 × ×

12 亚洲大学医院 本馆1楼 全年07点~22点 ○ ×

13 圣文森特医院 本馆1楼 全年07~22点 ○ ×

14 东水原医院 本馆1楼 全年07点~22点 ○ ×

15 水原医疗院 1楼ATM机旁 全年07点~22点 ○ ×

16 莲花藏 门厅（中门） 全年07点~22点 ○ ×

17 京畿道教育厅 农协ATM机旁 全年07点~22点 × ×

18 翰林图书馆 门厅（中门） 全年07点~22点 × ×

19 水原产业园 人文空中谷 全年07点~21点 × ×

20 棠树洞农协 ATM机旁 全年09点~21点 × ×

21 三星电子 中央公园地下 全年09点~21点 × ×

22 牛满综合社会福祉馆 1楼 全年09点~21点 × ×

23 农水产品流通中心 1楼卫生间旁 全年09点~21点 × ×

24 L乐天玛特泉川店 地下1楼 全年10点~21点 × ×

25 L乐天玛特劝善店 1楼电梯旁 全年10点~21点 × ×

26 八达门市场 客服中心 平日10点~17点 × ×

27 44个洞行政福祉中心 信访室 平日08点~19点 ○ ○

28 公路交通管理事业所 信访室 平日08点~19点 ○ ○

29 水原税务署 信访室入口 平日09点~18点 ○ ○

30 东水原税务署 信访室 平日09点~18点 ○ ○

31 水原出入境管理事务所 进口印花销售处前 平日09点~18点 ○ ○

32 水原高等・地方法院 1楼无人发证室 平日09点~18点 ○ ×

33 法院家事科 出入口 平日09点~18点 ○ ×

34 东水原登记所 信访室 平日09点~18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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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无人信访发证机提供信访文件（89种）及手续费现况 ][ 무인민원발급기 제공 민원서류(89종) 및 수수료 현황 ]

구분 증명서 종류 발급시간 수수료(원) 본인확인

주민등록 주민등록 등본,초본 24시간 200 필요

토지·지적·
건축

개별공시지가확인서

24시간

800

불필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000

토지(임야)대장등본
기본500
(20장이상
추가장당100)

건축물대장 500

차량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

24시간
500

필요
자동차등록원부(갑,을) 300

보건복지

수급자증명서

24시간 무료 필요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농촌

농지원부 24시간 1,000(관외불가) 필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24시간 무료 필요

농엽경영체 증명서 24시간 무료 필요

병적 병적증명서 24시간 무료 필요

지방세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24시간 500 필요

부동산(법원) 등기부등본 24시간 1,000 불필요

제적,가족관계
(법원)

제적등(초)본 24시간 등본500/초본300

필요

가족관계증명서(일반,폐쇄)

24시간 500
기본증명서(일반,폐쇄)

혼인관계증명서(일반,폐쇄)

입양관계증명서(일반,폐쇄)

수산 어선원부 24시간 700(관외불가) 필요

교육

성적증명서

24시간 무료

필요
(관할교육청별
발급가능연령상이)

제적증명서

졸업증명서(국문,영문)

졸업예정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초,중,고)

정원외관리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区分 证明书类型 发行时间 手续费（韩元） 本人证明

居民登录 身份证复印件和副本 24小时 200 需要

土地･地籍･
建筑

个别公告地价证明书

24小时

800

不需

土地使用计划证明书 1,000

土地（林地）账簿
基本500

（20页以上每多一
页补收100）

建筑账簿 500

车辆
C建筑机械登记簿（甲, 乙）

24小时
500

需要
汽车登记簿（甲, 乙） 300

保健福利

领取人证明书

24小时 免费 需要残疾人证明书

单亲家庭证明书

农村

农地账簿 24小时 1,000（管区外不可） 需要

农业经营体登记证明书 24小时 免费 需要

农业经营体证明书 24小时 免费 需要

军籍 军籍证明书 24小时 免费 需要

地方税 地方税各税目征税证明书 24小时 500 需要

房地产（法院） 登记簿副本 24小时 1,000 不需

除籍、家庭关系
（法院）

除籍复印（副）本 24小时 Copy 500 / Abstract 300

需要

家庭关系证明书（一般, 封闭）

24小时 500
基本证明书（一般, 封闭）

婚姻关系证明书（一般, 封闭）

领养关系证明书（一般, 封闭）

水产 渔船账簿 24小时 700 （管区外不可） 需要

教育

成绩证明书

24小时 免费 

需要
（各管辖教
育厅可发行
年龄不同）

除籍证明书

毕业证明书（韩文, 英文）

毕业预定证明书

学校生活记录簿（小, 中, 高）

庭院等管理证明书

教育费缴纳证明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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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无人信访发证机提供信访文件（89种）及手续费现况 ][ 무인민원발급기 제공 민원서류(89종) 및 수수료 현황 ]

구분 증명서 종류 발급시간 수수료(원) 본인확인

교육

검정고시 성적증명서(국문,영문)

24시간 무료
필요

(관할교육청별
발급가능연령상이)

검정고시 합격증명서(국문,영문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서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

국세

사업자등록증명

24시간

무료 필요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

09시~22시

납부내역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연금보험료등소득세액공제확인서

사업자단위과세적용종된사업자증명

모범납세자증명

근로(자녀)장려금수급사실증명

소득확인증명서

(서민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용)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

24시간 무료 필요

지역가입자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연말정산용)

직장가입자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

지역가입자국민연금보험료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국민연금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区分 证明书类型 发行时间 手续费（韩元） 本人证明

教育

高考成绩证明书（韩文, 英文）

24小时 免费

需要
（各管辖教
育厅可发行
年龄不同）

高考合格证明书（韩文, 英文）

高考科目合格证明书

教育工资领取人证明书

国税

法人登记证明

24小时

免费 需要

休业事实证明

停业事实证明

纳税证明

09~22点

缴纳明细证明

收入额证明

增值税征税标准证明

增值税免税企业收入额证明

年金保险费等所得税额扣除确认书

法人单位征税适用法人证明

模范纳税人证明

工作（子女）奖励金

收入确认证明书
（庶民型个人综合资产管理账户加入用)

健康保险

地区加入者健康长期疗养保险费缴纳证明书

24小时 免费 需要

地区加入者健康长期疗养保险费缴纳证明书
（年底结算用 )

单位加入者健康长期疗养保险费缴纳证明书

地区加入者国民年金保险费缴纳证明书

单位加入者国民年金保险费缴纳证明书

健康保险资格证明书

健康保险资格得失证明书

76 77수원시 외국인주민 지원 서비스 안내 水原市外籍居民支援服务介绍



10

[ 多国语支援网站 ]

多国语支援服务

[ 다국어 지원 웹사이트 ]

다국어지원 서비스

기관명 홈페이지/카페 운영기관 내  용

수원시 홈페이지 http://www.suwon.go.kr 수원시청
종합민원, 수원소식 등 수원시정 
전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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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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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외국인인력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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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이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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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교육기관 정보제공 

机构名 网址/咖啡 运营机构 内容

水原市网站 http://www.suwon.go.kr 水原市厅
综合信访, 水原新闻等水原施政整体
介绍

DANURI多元文化家庭支援
门户

http://www.liveinkorea.kr 韩国健康家庭振兴院 结婚移居女性韩国生活介绍

HI韩国 http://www.hikorea.go.kr 法务部
访问预约, 再入境许可,
滞留期间延长许可等

NURI世宗学堂 http://www.sejonghakdang.org 文化观光部 韩国语教育

EBS韩国语教育DURIAN http://www.ebs.co.kr/durian/kr 韩国教育广播公社 韩国语教育

韩国语能力考试 http://www.topik.go.kr 国立国际教育院 提供TOPIK考试信息

韩国外国人人力支援中心 http://www.migrantok.org 韩国外籍劳工支援中心 外国人洽谈, 教育等

外国人雇佣管理系统 https://www.eps.go.kr 雇佣劳动部 外国人雇佣管理系统

KBS国际新闻 http://world.kbs.co.kr KBS World
多国语新闻, 时事教养,
综艺节目介绍等

移居民广播 http://www.mntv.net 韩国外籍劳工支援中心 多国语新闻, 生活韩国语

多元文化家庭音乐广播 http://www.wjf.kr 熊津财团
多元文化家庭音乐广播
多元文化福祉支援

芒果网 http://www.mangonet.kr （社）亚洲之窗 移居女性生活, 法律, 滞留信息介绍

海外文化宣传院 http://www.kocis.go.kr 海外文化宣传院 国家移民者宣传, 国际文化交流

VisitKorea网站 http://www.visitkorea.or.kr 韩国观光公社 I韩国旅行及庆典信息

ISIL 多国语服务 http://www.nl.go.kr/isil/ 国立中央图书馆 国立中央图书馆 多国语搜索服务

多元文化分享活动 http://korean.cuk.edu 高丽网络大学 韩国语教育

外国教育机构及外国人学
校综合介绍

https://www.isi.go.kr 教育部
向滞留在国内的外国人提供外国人
教育机构信息。

■对象语 言 :  4国语言 (韩语, 英语, 汉语, 日语)
   -        为了越南多元文化家庭, 追加实施基本会话越南语服务。
   - 追加词汇搜索功能 (韩语, 英语, 汉语, 日语, 法语, 西班牙语)

■使  用   费 :  免费 (※可发生数据使用费)

■使用方 法 :  在智能手机Play store 或 Appstore用“水原旅游翻译服务”搜索后安装 
   (※使用限制 : 只能在水原市辖区内使用)

■主要服 务 : 提供实时翻译服务 : 对话型口译, 1:1口译
   - 基本会话 : 旅游, 信访, 警察, 消防等20个领域

■대 상 언  어 : 4개 언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 베트남 다문화 가정을 위해 기본회화 베트남어 추가 서비스 실시
   - 단어검색 기능 추가(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  용  료 : 무료 (※데이터 이용요금은 발생할 수 있음)

■이 용 방  법 :  스마트폰 Play store 또는 Appstore에서 “수원관광 통역비서”로 검색 후 설치 
(※사용제한 : 수원시 관내에서만 이용가능)

■주요서비스  :  - 실시간 통역 서비스 제공 : 대화형 통역, 1:1 통역
       - 기본회화 : 관광, 민원, 경찰, 소방 등 20개 분야

수원관광 
통역비서 앱 
서비스

水原旅游

翻译秘书

APP服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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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이름 홈페이지 지원언어 운영기관

한국생활
가이드북

http://www.
liveinkorea.kr

13개언어 : 한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필리핀), 크메르어(캄보디아), 
몽골어, 러시아어, 일본어, 태국어, 
우즈베크어, 네팔어, 라오스어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
진흥원

주요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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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언어(13개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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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로드 방법

한국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주여성과 결혼이민자에 대한 각종 다국어 한국생활 
안내 및 각종 상담, 여성폭력피해자 긴급지원 및 관련기관 연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시간 연중무휴, 24시간, 365일

서비스언어  13개국어(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필리핀), 러시아어, 
크메르어(캄보디아어), 몽골어, 일본어 태국어, 라오어, 우즈베크어, 네팔어)

서비스내용  다국어 전화상담, 면접/방문상담, 체류·법률상담 및 법률구조연결, 
다누리포털 온라인 상담, 6개 지역 센터 운영

신청 및 문의 다누리콜센터 ☎1577-1366  / 경기수원센터 ☎031-257-1841

书名 网站 支援语言 运营机构

韩国生活指
导手册

http://www.
liveinkorea.kr

13国语言：韩语、英语、汉语、越
南语、塔加拉族语（菲律宾）、高
棉语（柬埔寨）、蒙古语、俄罗斯
语、日语、泰国语、乌兹别克语、
尼泊尔语、老挝语

女性家族部,
韩国健康家庭振兴院

主要信息

搜索多元文化家庭支援中心, 韩国生活指导手册, 多元文化家庭信息杂志 Rainbow+, 
连结多元文化家庭综合信息电话中心(1577-1366), 紧急电话介绍

服务语言(13国语言)

韩语, 英语, 汉语, 越南语, 塔加拉族(菲律宾)语, 高棉(柬埔寨)语, 蒙古语. 俄罗斯语,  
日语, 泰国语, 老挝语, 乌兹别克语, 尼泊尔语 

下载方法

对适应韩国生活较难的移居女性和结婚移民者, 提供各种多国语言韩国生活介绍及各种
洽谈, 女性暴力被害人紧急支援及相关机构联系服务。

[ 多国语支援多元文化信息介绍 ][ 다국어지원 다문화 정보소개 ]

다문화 관련 
생활가이드북 
(e-book)

多元文化相关
生活指导手册
(e-book)

다문화가족 
지원 다국어 
정보제공

‘다누리 앱’안내

提供多元文化家
庭支援多国语言
信息“DANURI 

App”介绍

다누리콜 
1577-1366 
경기수원센터

DANURI呼叫
1577-1366  

京畿水原中心
服务时间 全年不休, 24小时, 365天。
服务语言 13国语言(韩语, 英语, 汉语, 越南语, 塔加拉族语(菲律宾),  

高棉语(柬埔寨语), 蒙古语, 俄罗斯语, 日语, 泰国语, 老挝语, 乌兹别克语, 
尼泊尔语)

服务内容  多国语电话洽谈, 面试/上门洽谈, 连结滞留․法律洽谈及法律救助, 
DANURI门户网上洽谈, 运营6个地区中心。

申请及咨询 DANURI呼叫中心 ☎1577-1366 / 京畿水原中心 ☎ 031-257-1841

플레이스토어 / 앱스토어에서 다누리 검색

<안드로이드> <아이폰>

在PLAYSTORE/APP STORE中搜索 'DANURI'

<Android> <i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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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原市外籍居民共同体介绍

11
수원시 외국인주민 공동체 소개

자조모임명 결성일자 회원수 활동내용 비 고

계 181명

사이곤 2019. 6. 1. 6명 베트남 전통 무용 연습 및 공연 베트남

중국 예비 학부모 2020. 4. 1. 15명
중국 예비학부모 모임활동 및 
취학·육아정보 교류활동

중국

즐거운 컴퓨터 학습 2020. 4. 1. 15명
베트남 이주여성 기본 컴퓨터 활용 
교육 

베트남

베트남어 교실 2015. 7. 1. 40명
베트남 다문화가정 자녀(유치부) 
주1회 이중언어 교육

베트남

중국어 교실 2017. 3. 1. 50명
중국 다문화가정 자녀(초등부) 주1회 
이중언어 교육

중국

영어 교실 2019. 2. 1. 10명
영어 다문화가정 자녀(유치원/
초등부) 주1회 이중언어 교육

영어권

마부하이필리피나 2018. 4. 1. 15명
필리핀 전통 춤 연구 및 전통문화 
알리기 활동

필리핀

수셰프의 맛있는 식탁 2018. 4. 1. 15명
한식 요리 연구 동아리 “수셰프의 
맛있는 식탁”

베트남

환경지킴이 2018. 4. 1. 15명  지역사회 환경 정화 활동 중국

自助会名称 成立日期 会员数 活动内容 备注

计 181名

西贡 2019. 6. 1. 6名 越南传统舞蹈练习及表演 越南

中国预备家长 2020. 4. 1. 15名
中国预备家长会活动及就学 · 育儿信息
交流活动

中国

快乐的电脑学习 2020. 4. 1. 15名 越南移居女性基本电脑应用教育 越南

越南语教室 2015. 7. 1. 40名
越南多元文化家庭子女（幼儿部） 
周1次双语教育

越南

中国语教室 2017. 3. 1. 50名
中国多元文化家庭子女（小学部） 
周1次双语教育

中国

英语教室 2019. 2. 1. 10名
英语多元文化家庭子女 
（幼儿园/小学部）周1次双语教育

英语圈

欢迎菲律宾 2018. 4. 1. 15名
菲律宾传统舞蹈研究及传统文化 
宣传活动

菲律宾

大厨的美味餐桌 2018. 4. 1. 15名 韩食料理研究社团“大厨的美味餐桌 越南

环境保护神 2018. 4. 1. 15名 地区社会环境净化活动 中国

结婚移居女性自助会（咨询：多元文化家庭支援中心 ☎ 031-257-8504）결혼이주여성 자조모임  (문의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31-257-8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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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水原市外籍居民共同体介绍 ][ 수원시 외국인주민 공동체 소개 ]

자조모임명 결성일자 회원수 활동내용 비 고

계 406명

다문화피플퍼즐

봉사단
2010. 1. 1. 20명

외국인여성으로 구성된 봉사단
(사회복지시설 방문 봉사 지원)

다국적(외국인여성)

민들레 2014. 1. 1. 10명 베트남 전통 무용 연습 및 공연 베트남(이주여성)

베트남자조모임 2014. 1. 1. 70명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봉사활동, 자녀교육, 
문화체험 등 진행

베트남(이주여성)

중국동포및한족

자조모임
2014. 1. 1. 70명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봉사활동, 자녀교육, 
문화체험 등 진행

중국동포 및 한족

레인보우 2015. 1. 1. 10명 중국 전통 무용 연습 및 공연 중국(이주여성)

필리핀공연팀 2015. 1. 1. 8명 필리핀 전통 무용 연습 및 공연 필리핀(이주여성)

캄보디아자조모임 2015. 1. 1. 60명
정기적인 모임으로 봉사활동, 자녀교육, 
문화체험 등 진행

캄보디아(근로자)

한·베가정모임 2016. 1. 1. 30명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정보공유, 자녀양육, 
봉사활동 등 진행

베트남(이주여성)

수원시중국동협회 2016. 10. 1. 50명
매월 둘째주 목요일 세류3동 및 매산동 
행정복지센터와 연합하여 세류동 일대 야간 
자율방범 활동 진행

중국동포

주민센터관계자

캄보디아연합무용단 2018. 1. 1. 8명 캄보디아 전통 무용 연습 및 공연 한국(다문화가정)

글로벌베트남축구단 2019. 6. 2. 30명
월2회 정기적으로 축구장을 대여하여 연습 
및 실전경기 진행

베트남근로자

중국치안봉사단 2019. 9. 5. 40명
매월 넷째주 목요일 중부경찰서와 연계하여 
지동을 중심으로 야간자율방범순찰 및 
안전교육 진행

중국교민회원

중부서관계자

自助团体名 成立日期 会员数 活动内容 备注

计 406名

多元文化
peoplepuzzle服务团

2010. 1. 1. 20名
由外籍女性组成的服务团
（社会福利设施访问服务）

多国籍（外籍女性）

蒲公英 2014. 1. 1. 10名 越南传统舞蹈练习及表演 越南（移居女性）

越南自助会 2014. 1. 1. 70名
通过定期聚会进行服务活动, 子女教育,
文化体验等

越南（移居女性）

中国朝鲜族及汉族
自助会

2014. 1. 1. 70名
通过定期聚会进行服务活动, 子女教育,
文化体验等。

中国朝鲜族及汉族

彩虹 2015. 1. 1. 10名 中国传统舞蹈练习及表演 中国（移居女性）

菲律宾演出队 2015. 1. 1. 8名 菲律宾传统舞蹈及表演 菲律宾（移居女性）

柬埔寨自助会 2015. 1. 1. 60名
通过定期聚会进行服务活动, 子女教育,
文化体验等。

柬埔寨（劳工）

韩越家庭聚会 2016. 1. 1. 30名
通过定期聚会, 共享信息, 子女养育,
服务活动等。

越南（移居女性）

水原市中国朝鲜族
协会

2016. 10. 1. 50名
每月第二个周四与细柳3洞及梅山洞行
政福祉中心共同进行细柳洞附近夜间自
律防盗活动。

中国朝鲜族
居民中心有关人员

柬埔寨联合舞蹈团 2018. 1. 1. 8名 柬埔寨传统舞蹈练习及表演 韩国（多元文化家庭）

全球越南足球队 2019. 6. 2. 30名
每月2次定期租赁足球场进行练习及实
际比赛

越南劳工

中国治安服务团 2019. 9. 5. 40名
每月第四个周四联系中部警察署, 以池
洞为中心进行夜间自律防盗巡逻及安全
教育。

中国侨民会员
中部署有关人员

外籍居民自助聚会（咨询：水原市外国人福祉中心 ☎ 070-4632-7130）외국인주민 자조모임  (문의 :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 070-4632-7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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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水原市外籍居民共同体介绍 ][ 수원시 외국인주민 공동체 소개 ]

교민회명 결성일자 회원수 활동내용 비 고

계 1,700명

중국교민회 2002. 3. 1. 185명
설 명절행사, 전통 명절행사, 
송년회, 연합문화체험 

필리핀교민회 2003. 7. 6. 163명 신년행사, 추수감사 행사, 크리스마스 행사

몽골교민회 2004. 4. 20. 280명
나담축제, 설 명절행사, 몽골 유학생 행사, 
송년회, 연합문화체험

러시아교민회 2007. 3. 2. 95명
마슬레니짜 축제, 전통명절행사, 송년회, 
연합문화체험

베트남교민회 2008. 3. 2. 149명
설 명절행사, 전통명절행사, 자국음식문화체험, 
송년회, 연합문화체험

태국교민회 2008. 4. 13. 95명 전통불교축제, 전통명절축제, 송년회

캄보디아교민회 2008. 6. 2. 141명
전통명절축제, 쫄츠남 축제, 
크리스마스 행사, 연합문화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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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교민회 2008. 7. 1.  58명 가족나들이, 간담회, 전통명절행사

인도네시아교민회 2009. 10. 1. 90명
근로자 나들이, 신입회원 환영행사, 
전통명절 행사

중국(귀한동포) 2010. 8. 1. 154명 설 명절행사, 여성절 행사, 전통 명절 행사

네팔교민회 2011. 1. 5. 97명 설 명절행사, 전통명절행사, 연합문화체험

인도교민회 2012. 12. 23. 41명
홀리페스티벌, 전통불교축제, 
가족캠프, 송년회

키르기스스탄교민회 2016.  1.  1. 50명 전통명절행사, 근로자교육 및 간담회

侨民会名 成立日期 会员数 活动内容 备注

计 1,700名

中国侨民会 2002. 3. 1. 185名
春节活动, 传统节日活动, 辞旧迎新会,  
联合文化体验

菲律宾侨民会 2003. 7. 6. 163名 新年活动, 感恩节活动, 圣诞节活动

蒙古侨民会 2004. 4. 20. 280名
那达慕盛会, 春节活动, 蒙古留学生活动, 
辞旧迎新会, 联合文化体验

俄罗斯侨民会 2007. 3. 2. 95名
谢肉节, 传统节日活动, 辞旧迎新会,  
联合文化体验

越南侨民会 2008. 3. 2. 149名
春节活动, 传统节日活动, 本国饮食文化体验, 
辞旧迎新会, 联合文化体验

泰国侨民会 2008. 4. 13. 95名 传统佛教节, 传统节日庆典, 辞旧迎新会

柬埔寨侨民会 2008. 6. 2. 141名
传统节日庆典, 柬新年庆典, 圣诞节活动, 
联合文化体验

孟加拉国侨民会 2008. 6. 3. 102名 独立纪念日活动, 传统节日庆典, 辞旧迎新会

日本侨民会 2008. 7. 1. 58名 家庭出游, 座谈会, 传统节日活动

印尼侨民会 2009. 10. 1. 90名 劳工出游, 新会员欢迎活动, 传统节日活动

中国（归韩同胞） 2010. 8. 1. 154名 春节活动, 妇女节活动, 传统节日活动

尼泊尔侨民会 2011. 1. 5. 97名 春节活动, 传统节日活动, 联合文化体验

印度侨民会 2012. 12. 23. 41名 胡里节, 传统佛教节, 家庭营, 辞旧迎新会

吉尔吉斯斯坦侨民会 2016.  1.  1. 50名 传统节日活动, 劳工教育及座谈会

外籍居民在水原侨民会（咨询：外国人福祉中心 ☎ 031-223-0075）외국인주민 재수원 교민회  ( 문의 : 외국인복지센터 ☎ 031-223-0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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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외국인주민 지원 기관 ] [ 水原市外籍居民共同体介绍 ]

机构名 支援内容 所在地 联系电话/网址

水原市厅多元文化政策科
多元文化家庭, 外国人业务支援
婚介业登记, 申报管理

水原市八达区京水大路24, 3楼
（仁溪洞）

031-228-2990
www.suwon.go.kr

水原市外国人福祉中心 外籍居民洽谈, 培训, 职业能力开发培训等 水原市八达区中部大路43, 7楼
（池洞, 西罗亚大厦）

031-223-0075
www.suwonmcs.com

水原市多元文化家庭
支援中心

多元文化家庭洽谈, 韩国语教育, 访问教育等 水原市长安区松园路63, 3楼 
（松竹洞, 新城大厦）

031-257-8504
suwonsi.liveinkorea.kr

水原市全球青少年
梦想中心

移居背景青少年定制型心理情绪教育自立
支援

水原市八达区八达路141号街4
（华西洞）

031-247-1324
www.swglobalyouth.com

수원시 운영기관 (4개소)

기관명 지원내용 소 재 지 연락처/홈페이지

수원시청 다문화정책과
다문화가족,외국인업무지원
결혼중개업 등록·신고 관리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24, 3층 (인계동) 031-228-2990
www.suwon.go.kr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
외국인주민 상담, 교육, 
직업능력개발교육 등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43, 7층 
(지동, 실로암빌딩)

031-223-0075
www.suwonmcs.com

수원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다문화가족 상담, 한국어교육,
방문교육 등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63, 3층
(송죽동, 신성빌딩)

031-257-8504
suwonsi.liveinkorea.kr 

수원시 글로벌청소년
드림센터

이주배경청소년 맞춤형 
심리정서·교육·자립 지원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141번길 4 (화서동) 031-247-1324
www.swglobalyouth.com

중앙 · 민간 운영기관 (13개소)

기관명 주요사업 소 재 지 연락처/홈페이지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이민통합지원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외국인 체류 관련 상담 등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39(영통동) 031-695-3821

수원이주민센터
다국어 상담, 통/번역, 
법률구조연결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6, 4층(매산동) 070-8671-3111
www.suwonmigrants.center.com

다누리콜 1577-1366
경기수원센터

24시간 365일 13개 언어 상담,
통역, 변호사상담 등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131, 5층(화서동) 031-257-1841
www.liveinkorea.kr

한국다문화교육상담센터 외국인교육, 문화체험
수원시 장안구 만석로 159번길 72, 3층
(파장동)

031-306-3682
070-7523-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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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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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 결혼이민자 취업교육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7번길 40(영통동) 031-206-1919
www.vocationplus.com

수원엠마우스 외국인상담, 쉼터운영 등
수원시 팔달구 동말로 77번길 47-36, 
2층(화서동) 031-689-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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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대다문화교육센터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다문화가정자녀 교육지원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154-42,덕문관 
5207호(이의동,경기대학교) 

031-252-3111
www.cme.or.kr

다문화사랑방
(세류1동주민센터)

예절, 한국어교실, 한국문화체험, 
다문화요리교실 

수원시 권선구 세류로 38번길(세류동) 031-228-6642

情만천하 이주여성협회
이주여성 한국사회 적응지원
교육, 상담, 복지 사업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 43, 3층(매향동) 010-5506-4225

키르한센터
키르기즈스탄 문화알리기,
한국어·컴퓨터·자녀 교육,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상담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642번길 9
우만동) 301호 031-293-9977

机构名 主要项目 所在地 联系电话/网址

水原出入境外国人厅
移民综合支援中心 社会综合项目, 外国人滞留相关洽谈 水原市灵通区半月路39（灵通洞） 031-695-3821

水原移居民中心 多国语言洽谈, 口/翻译, 法律救助连结 水原市八达区高华路6, 4楼（梅山洞） 070-8671-3111
www.suwonmigrants.center.com

DANURI呼叫1577-1366
京畿水原中心

24小时365天13个语言洽谈, 翻译,  
律师洽谈等

水原市八达区八达路131, 5楼 
（华西洞）

031-257-1841
www.liveinkorea.kr

韩国多元文化教育洽谈中心 外国人教育, 文化体验 水原市长安区万石路159号街72, 3楼
（芭长洞）

031-306-3682
070-7523-8686

水原YMCA 结婚移民者韩国语教室 水原市长安区亭子川路134号街34
（亭子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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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水原女性人力开发中心 结婚移民者就业教育 水原市灵通区半月路7号街40 
（灵通洞）

031-206-1919
www.vocationplus.com

水原emmausw 运营外国人洽谈, 休息区 水原市八达区东里路77号街47-36,  
2楼（华西洞） 031-689-5540

京畿多元文化爱心联合 运营多元文化家庭项目 水原市八达区乡校路115-17（校洞） 031-255-8886
www.damoonhwa.org

水原多元文化中心 结婚移民者洽谈 水原市八达区乡校路115-17（校洞） 031-255-2788

京畿大学多元文化教育中心 多元文化教育节目开发
多元文化家庭子女教育支援

水原市灵通区光教山路154-42,  
德门馆5207号（二仪洞，京畿大学）

031-252-3111
www.cme.or.kr

多元文化爱心屋
（细柳1洞居民中心）

礼节, 韩国语教室, 韩国文化体验,  
多元文化料理教室

水原市劝善区细柳路38号街 
（细柳洞） 031-228-6642

情满天下移居女性协会 移居女性韩国社会适应支援教育,  
洽谈, 福祉项目

水原市八达区苍龙大路43, 3楼 
（梅香洞） 010-5506-4225

吉尔韩中心
吉尔吉斯斯坦文化, 韩国语 · 电脑 · 子女 
教育, 外国人劳工, 结婚移民者洽谈

水原市八达区京水大路642号街9 
（牛满洞）301号 031-293-9977

中央 · 民间运营机构（13处）

水原市运营机构（4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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