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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이 뭐예요?

상담이란,
'나에 대해 더 알고 싶을 때', '걱정이나 갈등 등의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궁금할 때' 전문가와 이야기를 통하여
건강하게 풀어나가는 과정입니다.

상담을 받으면 뭐가 좋아요?

상담을 받으면,
학교생활에 궁금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더 잘 알 수 있어요.
외롭거나, 불안할 때, 걱정이 많거나, 우울한 기분이 들 때 위로
받고 극복할 수 있어요.
공부를 더 효과적으로 하고 싶을 때 학습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진로 준비를 하는데 도움이 돼요.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에 자신감이 생겨요.
한국에서의 생활에 더 잘 적응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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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다른 나라에서 다른 언어로 공부하는 거 힘들지요? 상담지원실에
서는 유학생 여러분이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움을
주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개인상담
상담자와 1:1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고민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어요.

■ 집단상담
비슷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또래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와 활동을 하면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
어요.

■ 심리검사
다양한 검사를 통해 성격, 스트레스 정도, 직업
흥미, 학습 방법 등을 알아볼 수 있어요.

■ 특강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전문가의 강의를 들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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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한
 국어 잘 못하는데 상담 받을 수 있어요?
상담지원실에서는 한국어와 영어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베트남어와 중국어 통
역도 가능하니 상담 신청할 때 물어보세요.

■ 상담 받을 때 돈 내야 되나요?
상담은 유학생 여러분들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무료로 진행됩니다.

■상
 담내용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질까 봐
걱정돼요.
상담 내용은 생명의 위협 등 특별한 위기 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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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하고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또한 상담 받는
학생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
습니다. OTP

■ 꼭 만나서 상담 받아야 하나요?
보통은 상담자와 직접 만나서 상담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이유로 직접 만나
는 것이 어려울 때 이메일, 문자, 전화 등으로 상
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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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상담지원실

“당신의 꿈을 지원해요!”

유 학생 여러분
학 업이 걱정되시나요?
생 활이 걱정되시나요?
상 담지원실로 오세요
담 당 선생님들의 아낌없는
지 원이 준비되어 있어요
원 하는 꿈을 우리와 함께
실 현해보아요!

상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담신청

개별연락

상담진행

전화, 이메일
또는 방문신청

상담자와
상담시간 확정

상담시간에 맞춰
상담지원실방문

유학생 상담 지원실
이메일 : soyoungkang@ajou.ac.kr
전화 : 031-219-3598
위치 : 율곡관 353-5
담당자(상담심리사) : 강소영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www.ajo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