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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저소득층아동지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현황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드림스타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상담지원 청소년안전망

분야별 정보 > 생활복지 > 아동/청소년 복지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센터소개

안녕하세요, 무안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입니다.

무안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무안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청소년복지지원법 29조에 의거하

여 무안군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청소년상담 및 복지 전문기관입니다.

청소년을 비롯한 누구나 가족, 비행, 학업/학교부적응. 성격, 대인관계, 성 등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

든 문제 등 어려움이 있을 때 고민상담을 하고 대안을 열어가는 곳입니다. 아름답고 멋진꿈을 꾸는 우리 청소

년들을 위하여 이곳 열린 공간에서 청소년을 응원합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 청소년이 행복한 무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소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http://www.mu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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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information/welfare
/www/information/welfare/child
/www/information/welfare/child/youth_counsel
/www/information/welfare/child/youth_counsel/intro
/www/information/welfare/child/small_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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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information/welfare/child/nurs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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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information/welfare/child/dreamstart
/www/information/welfare/child/kdream
/www/information/welfare/child/youth_counsel/intro
/www/information/welfare/child/youth_counsel/counsel
/www/information/welfare/child/youth_counsel/cys_net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구성

직책 연락처 담당업무 공통업무

선임상담사 061-450-5508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업무 총괄

광주가정법원 수강상담·부모상담 및 교육

청소년안전망 실행위원회 운영

선도프로그램 운영(경찰서 연계사업)

위기개입 대응 협력체계 운영(긴급구조)

개인상담

집단상담

사례관리

청소년안전망

1388전화상담

국번없이1388

(061-454-5284)

상담사 061-450-5509

학교폭력예방 교육 사업

학교폭력예방 또래상담 사업

특별교육(교육청 연계 학교폭력 관련학생 및 보호자 상담·교육)

상담사 061-450-5506

1388청소년지원단 회의 운영

청소년 이해를 위한 부모교육

위기 청소년 자살·예방 사업

상담사 061-450-5507

청소년전화1388 전화상담 운영

찾아가는 거리상담 사업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 사업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자존감 향상 방학 프로그램 운영

시설안내

상담안내

상담안내

대　　상 : 아동․청소년(만9세~24세) 및 부모

이용시간 : 월~금 09:00~18:00

상담비용 : 무료

내　　용 : 가족, 비행, 학업/학교부적응. 성격, 대인관계, 성, 학교폭력, 진로 등을 위한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다양한 교육프로그

램

이용방법 : 전화예약 → 상담복지센터 내방 →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상담방법

개인상담 : 국번없이 1388 또는 061) 454-5284로 전화후 상담예약

심리검사 : 성격유형검사(MBTI, MMTIC, TCI, BIG5), 진로탐색검사, 인성검사(MMPI-2/A), 행동평가척도검사 등 061) 454-5284로 전화

예약 후 검사

전화상담 : 061) 454-5284 (월~금 09:00~18:00) 국번없이 1388 / 휴대폰 061) 1388 (이용시간 365일, 24시간)

사이버상담 : 1388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개인상담실 모래치료실 집단상담실 전화상담실

(http://www.muan.go.kr)



오시는길

무안청소년수련관 내 1층

주소 : 우58 517 전남 무안군 현경면 공항로 347-83(양학리 13-8)

전화

상담전화:1388 (061-454-5284)

행정전화:450-5506~9 / 팩스:061-450-5122

COPYRIGHT ⓒ MUAN-GUN. ALL RIGHTS RESERVED.

(http://www.mu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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