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오시는 길

내 꿈에
꼭 맞는
인계동
행정복지센터

1:1 맞춤형 진로진학 컨설팅 연간일정

대면상담

1월~12월 매주 토요일 상담
홈페이지 및 마플을 통해 신청

청소년희망등대

버스 이용 시
3, 4-1, 10, 11-1, 27, 37, 46-1, 58, 62, 62-1, 63, 65, 82-1,
83-1, 88, 720
동수원병원, 우만신성아파트, 인계동선경(SK)아파트 앞 하차
도보로 약 500m
82-2, 83
동수원우체국 앞 하차 후 도보로 약 700m
201, 202, 3002, 7002, 4000
청소년문화센터 앞 하차

사이버상담

온라인으로 비대면 상담
홈페이지 및 마플을 통해 신청

현장상담

입시설명회(연 2회), 진로박람회(연 1회)시 상담
홈페이지 및 마플을 통해 신청

특별상담

여름방학기간 평일 컨설팅 진행
개인 및 기관추천 접수(배려계층 및 학교 밖 청소년)

지하철 이용 시
분당선 수원시청역 하차(8번 출구)
▶ 호텔캐슬 방향 도보 15분(1.3km)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293 청소년희망등대
Tel. 031-218-0351~9 Fax. 031-218-0360 www.syf.or.kr

수원시청소년재단 직원은 금품, 향응을 받지 않습니다.
청렴사회 실천은 나의 양심에서 실천됩니다.

1:11:1 맞춤형
맞춤형
진로진학
진로진학
컨설팅
컨설팅

나에게 맞는
진로를 찾고
계신가요?

청소년 희망등대는
청소년희망등대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과
재능을 발견하고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설정하여
스스로 행복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진학 정보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진로진학 전문기관입니다.

청소년희망등대

신청방법
진학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가요?

“1:1 맞춤형 진로진학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1:1 맞춤형 진로진학 컨설팅
일 시｜ 매주 토 10시~18시
장 소｜ 청소년희망등대 진로진학상담실

청소년희망등대 주요사업

대 상｜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수원시소재 초·중·고에 재학중인 청소년 누구나
내 용 ｜ 진로진학전문선생님과 1:1맞춤형컨설팅진행

자기 주도적 진로진학 설계 지원
· [초등] 꿈나무 진로진학 일일캠프
· [중등] 미래의 나에게 쓰는 편지 ‘꿈편’
· [고등] 고등학생 진로진학 프로그램
· [공통] 1:1 맞춤형 진로진학 컨설팅
· [학부모] 미래공감 진로진학 콘서트

자유학년제 직업진로 체험프로그램 지원
· 직업체험처 발굴 및 운영
· 교육기부자 발굴 및 운영
· 희망드림버스 지원
· 진로코치 양성 및 운영

청소년 중심의 진로진학정보 제공
· 수원청소년진로박람회(연1회)
· 대학입시설명회(연2회)
· 진로진학 통합서비스 앱 ‘마플’운영

시 간 ｜ 1회 50분
비 용 ｜ 무료
문 의 ｜ 청소년희망등대 교육운영지원부(031-218-0352)

01. 어떤 준비물이 필요한가요?
생활기록부나 모의고사 성적표, 적성(흥미)검사 결과지를 가지고
오시면 더 자세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수원시청소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① 수원시청소년재단 홈페이지 접속
초록창 검색 또는 “http://www.syf.or.kr”주소 입력
②오
 른쪽 [진로진학 컨설팅] 또는 [사이버상담] 클릭

진로진학
컨설팅

사이버
상담

③ 컨설팅 신청 클릭
④ 달력에서 희망하는 일자를 선택하고 상담내용 작성
2. 앱(APP) ‘마플’을 통해서
① 앱(APP) 마플 설치
앱 스토어에서 ‘수원마플’검색 후 다운로드
② 마플 홈 화면에서 1:1 맞춤형 진로진학 컨설팅 클릭
③ 희망 일자 지정 후 상담내용 작성

진로진학 정보 체험활동을 한눈에

진로진학 통합서비스 앱 마플 다운받기

02. 꿈이 없는데 신청해도 되나요?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들을 함께 이야기 하며 진로를 찾아보세요.
안드로이드 용

혁신교육사업 운영
· 지역교육자원 개발 및 구축
· 혁신교육협의회 운영
· 지역과 함께하는 마을탐방
· [디자인씽킹] 우리마을 디자인 하기
· 서호 청개구리 마을 운영

03. 어떤 내용을 컨설팅 받나요?

컨설팅은
다양한 내용을 다룹니다. 생활기록부 관리와 같은
성적 관리법부터 자기소개서 작성법이나 면접준비 등 수시 관련
내용까지 진로, 진학과 관련한 모든 것을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진로진학
통합서비스앱

IOS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