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모교육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시·군별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연락처
구분

화성시 화성시 태안로 145 (유앤아이센터 4층)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 – 지식(GSEEK)」
접속방법 : 지식 누리집(www.gseek.kr) → 부모배움

■부모-자녀 관계 자가진단(영·유아기, 아동·청소년기)을
통해 스스로 부모역할을 점검해 보세요.
■경기도 부모교육의 유용한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어요.

건강가정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26개소)


다양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우리동네 부모교육 기관들을 만나보세요

031-553-8211

안양시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58(동안문화관 2층)

031-8045-5572

평택시 평택시 서정로 295 북부복지타운 1층

031-615-3959

시흥시 시흥시 정왕천로 449번길 51

031-319-7997

파주시 파주시 중앙로 229

031-949-9164
031-878-7880

김포시 김포시 김포한강4로 564, LH한가람마을 2단지 내

031-996-5920

광주시 광주시 통미로 52번길 19

031-798-7141

군포시 군포시 수리산로 112, 수리산상상마을 슬기관 1층

031-395-1811

하남시 하남시 덕풍천서로9(신장동) 별관4층

031-793-2993

오산시 오산시 성호대로 83

031-372-1335

양주시 양주시 평화로 1475번길39, 회천2동 복합청사 6층

031-848-5622

이천시 이천시 남천로 31(중리동 행정복지센터 3층)

031-631-2260

구리시 구리시 아차산로453 여성행복센터 5층

031-556-4140

안성시 안성시 산수유길 15(안성종합사회복지관 3층)

031-677-7191

포천시 포천시 해룡로 120, (차 의과학대학교 면학관 101호)

031-532-2065

의왕시 의왕시 덕장로 19(청계종합사회복지관 4층)

031-429-4782

양평군 양평군 양평읍 중앙로 111번길 34-23(2층)

031-775-5952

여주시 여주시 세종로 61(현대아파트 상가3층)

031-886-0327

동두천시 동두천시 중앙로 249 (두드림희망센터 2층)
가평군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91번길 10(2층)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031-267-8786

경기아이사랑
부모학교

광명시 광명시 디지털로 34, 광명시철산별관 노둣돌 1동 2층 02-6265-1366

부모배움
바로가기
QR Cord

■종합사회복지관

연락처

남양주시 남양주시 경춘로 522 (남양주 제2청사 2층)

의정부시 의정부시 둔야로5번길 67

■자녀성장단계별(예비부모·영유아기·아동기·청소년기)
온라인 부모교육 강좌를 학습할 수 있어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주소

용인시 용인시 수지구 법조로 230 (용인시종합가족센터 3층) 031-323-7133

건강가정
지원센터
(5개소)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등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5개소)

031-863-3822
070-7510-5876

과천시 과천시 관악산길 58(관문동)

02-503-0070

연천군 연천군 전곡읍 전영로 11(연천군종합복지관 5층)

031-835-1107

수원시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161 (중동)

031-245-1310

고양시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790번길 27 (성사동)

031-969-4041

성남시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96번길 30-1 (복정동)

031-755-9327

부천시 부천시 부천로122번길 60 (원미동)

032-326-4212

안산시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432 (성포동)

031-501-0033

수원시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63 (3층)

031-257-8504

고양시 고양시 일산동구 대산로 27(정원빌딩 4층)

031-938-9801

성남시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395번길 1

031-740-1175

부천시 부천시 조종로 68번가길 4

032-327-1370

안산시 안산시 단원구 화정로 26, 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 2층 031-599-1700

처음이라 배웁니다

경기 아이사랑
부모학교란?
경기 아이사랑 부모학교는
자녀양육에 꼭 필요한
맞춤형 지식과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다양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경기아이사랑
부모학교
동아리 리더 양성교육

부모교육 인식개선 영상공모
경기도가 부모교육 인식개선을 위해 도민이 직접 제작한

나도 부모교육 동아리 리더가 될 수 있다!!
동아리 리더 양성교육도 받고 직접 부모교육 동아리를
운영해 보아요~

부모교육 영상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기     간 ʼ22. 5월 ~ 6월
■대     상 경기도민 누구나

경기아이사랑 부모학교의
사업내용은?
부모 성장 프로젝트
자녀를 양육하며 한번쯤은 생각했던 고민들...
‘부모 성장 프로젝트’를 통해 상담 전문가와 함께 나누고
해결해요~
■기     간 ʼ22. 4월 ~ 11월
■대     상
	지식(GSEEK) '부모-자녀 관계 진단'결과, 전문가 맞춤상담이
필요한 도내 부모
※ 진단결과 점수에 따라 상담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방법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부모배움  ‘부모-자녀 관계진단’ 실시  ‘결과보기’ 후
‘상담예약하기’ 클릭!
■절     차
‘부모-자녀 관계진단’  (1차) 전문가와 1:1 맞춤 부모상담
 심층검사(1~2회)  (2차) 전문가와 1:1 맞춤 부모상담
 맞춤형 부모교육 제공
■문 의 처  경기도여성가족재단 (☎031-220-3966)
•상담전문가 : 상담 관련 박사 수료 및 상담경력 5년 이상, 또는
석사 수료 및 상담경력 10년 이상, 상담심리 자격증 보유자
•상담·교육 분야 : 애착, 자녀 훈육, 의사소통, 양육스트레스 등

■운영기간 ʼ22. 5월 ~ 11월

■공모내용 부모교육과 관련 2분 이내 영상

■모집기간 ʼ22. 3. 16(수) ~ 4. 15(금)
※ 일정 변경 가능

■대     상
부모교육 동아리(5인 이상)를 운영 또는 계획 중인 도민
■내     용
•부모교육 동아리 리더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동아리 활동 계획서 작성법, 커뮤니케이션 기법, 온라인 동아리
활동법 등

•동아리 활동비 지원
■문 의 처  경기도여성가족재단 (☎031-220-3966)
※ 모집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경기아이사랑
바로가기
QR Cord

■기타사항 선정작은 시상금 지급 및 추후 홍보 활용
■문 의 처 경기도 가족다문화과 (☎031-220-4407)
※ 접수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경기아이사랑
바로가기
QR Cor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