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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문의

이용시간 : 매주 월~금 09:00~18:00

주　　소 : 전남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281-7

전　　화 : 061)853-1381 / 국번없이 1388(24시 상시운영)

팩　　스 : 061)853-1385

홈페이지 : 보성군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bsg yo uth.net)

개인상담 및 심리검사

개인상담은 상담자와 상담을 받고자 하는 내담자가 1:1의 관계로 진행

심리검사는 개인의 능력 및 특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뿐 아니라 자신의 성격, 가치관, 대인관계, 부모-자녀관계 등을 이해하도록 도움을 주는 검사

사업명 사업내용

청소년전화 1388운영 청소년전화 1388을 통한 각종상담 및 정보제공

개인상담 학업 및 진로, 또래관계, 부모-자녀관계, 인터넷 과다사용 등

사이버상담 인터넷을 통한 아동청소년문제 상담 및 다양한 정보제공

심리검사 학습검사, 진로탐색검사, 지능검사, 인성검사, 성격검사 등

집단상담

집단상담은 1:1의 관계가 아닌, 상담을 원하는 자신과 비슷한 상황의 집단원들과 지속적으로 함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

사업명 사업내용

자아성장 프로그램
자신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통해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를 긍정적으로 전환하도록 도와주며, 자신에

대한 통찰과 타인과의 관계 향상을 돕는다

솔리언 또래상담교육 또래들과 좋은 친구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며 지지적인 도움 제공하도록 기회 제공

품성계발 프로그램
청소년문제의 예방 및 치유와 더불어 청소년들이 창의적으로 자기 개발을 해 나가는데 바탕이 되는 건강한 품

성을 계발하도록 기회제공

학습클리닉 프로그램
학습유형검사를 통해 자신의 성격유형에 맞는 학습 방법을 이해하고 청소년의 학습 및 진로 자립능력이 향상

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서비스 제공

인터넷과다사용예방프로그램
인터넷의 긍정적/부정적인 정확한 정보를 습득함으로써 올바른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인터넷중독 예방

훈련을 실시

예방교육

생활복지 >  청소년복지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

(http://www.boseo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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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교육

사업명 사업내용

자살예방교육 청소년 자살 방지를 위해 바른 가치관과 자존감을 확립시키도록 함

학교폭력예방교육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학교 폭력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도록 함

성교육 성이 소중한 삶의 권리임을 알고 서로의 성을 존중할 수 있도록 함

청소년권리교육 인권감수성의 개념과 중요성 이해, 일상생활의 인권 침해와 해결을 위한 행동

도박중독예방교육 청소년 도박중독의 실태와 위험성, 예방을 위한 교육

청소년 지원사업

사업명 사업내용

부모교육 부모-자녀관계, 자녀양육방법 등 다양한 주제로 특강과 집단상담 프로그램 진행

청소년성장캠프 청소년의 성장과정에서 자기이해와 자기수용 기회를 제공하여 미해결과제의 해결을 도움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
소사업

고위험군 사용자를 대상으로 개인상담과 집단상담 진행

학교폭력대응 또래상담사업 지역사회 내 학교폭력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실시

학폭가해학생 특별교육 / 대안교

육
다양한 부적응을 경험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안교육 운영

사랑의교실 보성관내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인상담, 분노조절‧ 활동프로그램 등 진행

C O P YR IG HT ⓒ  BO S EO NG -G UN. ALL R IG 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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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boseo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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