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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당신은 당신의 삶에 대하여 대단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과거 및 현재 당신의 모

습을 긍정적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미래에 대해서도 낙관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

다. 당신의 긍정적 마인드가 당신을 더욱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现在你对自己的生活感到非常满意。你对自己过去和现在的样子抱着肯定积极
地看法，对未来也怀着乐观的心态。你积极的心态会让你变得更加幸福。

당신은 스트레스 상황을 처리하는데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스

트레스에 대한 대처능력으로는 스트레스 근원이 되는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문제 해

결 능력, 스트레스와 관련된 감정 상태를 조절하는 정서 조절 능력, 문제 해결을 위

해 타인의 도움을 요청하는 사회적 지지 대처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보완이 필

요한 대처 능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你对压力状况的处理看起来有些困难。抗压能力可以分为致力于解决问题来源

的问题应对能力，致力于缓解因压力而产生的情绪状态的情绪应对能力，以及

为了解决问题而向他人求助的社会支持应对能力。你需要加强自己需要改善的

抗压能力。

75 높음

41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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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보통
在人际交往方面大体感到十分满足。在韩国即使有时感到差别性的待遇或是带
有偏见的视线，也会通过和本国的家人，朋友，或是与韩国朋友的交谈缓解压
力。偶尔感到孤单的时候，积极地去和能够给自己安全感的朋友见面，一起分

享困难苦恼的话，对于恢复积极向上的能量是很有帮助的。

51 보통

당신은 학업 수행과 진로 준비를 대체로 잘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공 

공부에 흥미를 느끼며, 과제를 하거나 다른 친구들과 어우러져 팀 프로젝트를 수행

하는 데에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진로에 대한 목표나 졸업 이후의 계획을 구체화

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다양한 친구들, 전공 교수님과

 소통하면서 보다 더 활발한 교류를 지속해 나간다면, 유학 생활 적응을 원활히 잘 

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在学业和对前途的准备上大体做的很好。对于专业学习也十分感兴趣，完成作

业或是与其他同学共同完成小组作业方面也没有感到十分困难。对于前途的目

标，毕业以后的计划，希望能够继续付出努力去具体化。其外，如果能够与不

同类型的朋友、本专业教授多沟通和交流，你会更好地适应当前的留学生活。

对于韩国的生活感到十分满意。 学费、生活费等经济压力，有关于食住等困难
，或者韩国特有的文化（例如：饮酒文化，上下级关系，对于外貌的过分关心

和干涉等）上的适应问题对你不会带来很大的内在矛盾。维持和周围的亲密关
系，并且想要更好地享受韩国文化的这种积极向上的态度对于韩国生活的适应
是非常有帮助的。

당신은 한국에서의 전반적인 생활에 상당히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등록

금, 생활비 등 재정적인 문제나 식생활/주거, 한국 특유의 문화(예: 음주문화, 위계질

서, 외모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관여 등) 적응 등의 어려움으로 인한 내적 갈등이 크

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 사람들과 친목을 도모하면서 한국 문화를 보다 더 

즐겁게 누리고자 하는 당신의 긍정적 태도는 당신의 유학 생활 적응에 큰 자원이 될 

것입니다. 

낮음39

당신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대체로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에

서 때때로 차별적 대우나 편견 어린 시선 등 불편한 경험을 하게 되더라도, 그러한 

어려움들을 자국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 한국에 있는 가까운 지인들과 이야기 나

누며 적절히 해소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따금 외롭다고 느껴질 때, 내게 정서

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누군가를 적극적으로 만나 어려움을 나눈다면 긍정적인 에너

지를 다시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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你没有因为心理问题而产生身体上的问题，现在是健康的状态。尽管有时会因

为心理上的问题而出现心跳过快或头疼等问题，但这样的身体反应是属于正常

的范围。

40 정상

37 정상

당신은 요즈음 우울하지 않으며 심리적으로 건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간혹 울적한 

기분이 들거나 기운이 없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

다. 

最近，你在情绪上并不抑郁，是心理健康的状态。尽管有时候心情郁闷或没精

打彩也不会影响到正常的生活。

당신은 최근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건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간혹 긴장하고, 

불안을 느끼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最近你在心理上处于比较安定健康的状态。尽管有时会紧张或焦虑不安也不会
影响正常的生活。

47 정상

당신은 최근 원만한 대인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간혹 대인관계에서 갈

등이 발생하더라도 당신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最近你的人际关系交往处于和谐的状态。尽管有时在人际关系上会出现问题但

不会影响你正常的生活。

50 정상

당신은 심리적 문제로 인해 나타나는 신체적 문제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로, 현재 건

강합니다. 가끔 심리적 원인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머리가 아플 수도 있지

만 이러한 신체적 반응은 정상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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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정상

45 정상

现在你在网络使用上没有问题。你对使用网络时有自我调控能力。请你像现在

一样维持在网络使用上不出现问题的自我调控能力。

당신은 현재 지나친 음식물 섭취 제한 또는 지나친 폭식을 하지 않는 정상적인 섭식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섭식행동을 잘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现在你没有过度的进食限制或多度的暴饮暴食，是正常的进食状态。希望将来
也像现在一样有着良好的进食习惯。

63 잠재위험

당신은 알코올 섭취로 인해 약간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

로 인하여 대인관계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규칙적인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

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적극적인 노력(예. 음주 

일지 작성 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 음주 패턴이 12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전

문가와 상담하십시오.

现在你因为酒精摄取而出现一定的问题。你由于饮酒有可能在人际关系上发生

问题或者在难以规律地进行日常生活。为了克服这样的问题需要你积极的努力

（例如：写饮酒日记等）。现在的饮酒习惯持续12个月以上的话，请向专家咨

询寻求帮助。

현재 당신의 인터넷 사용 패턴에는 별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당신은 인터넷 사용 시

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향후에도 인터넷 사

용으로 인한 일상생활에서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절 능력을 유지하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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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정상

42 정상

你的现实感功能维持得很好，处于心理健康的状态。

당신은 현재 자살 위험성이 없어 보입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소중한 사

람임을 늘 생각하며 지금처럼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现在你没有自杀的危险。希望你可以像现在一样视自己为世上无人能够替代的

重要的人。

45 정상

당신은 외상후 스트레스로 인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你没有因为创伤后心理压力而引起的问题。

당신은 현실 감각을 잘 유지하고 있으며 심리적으로 건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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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보통

63 높음

57 보통

51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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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정상

있음

최근 음주로 인해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였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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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人际交往方面大体感到十分满足。在韩国即使有时感到差别性的待遇或是带
有偏见的视线，也会通过和本国的家人，朋友，或是与韩国朋友的交谈缓解压
力。偶尔感到孤单的时候，积极地去和能够给自己安全感的朋友见面，一起分

享困难苦恼的话，对于恢复积极向上的能量是很有帮助的。

47 普通

75 高

41 低

现在你对自己的生活感到非常满意。你对自己过去和现在的样子抱着肯定积极
地看法，对未来也怀着乐观的心态。你积极的心态会让你变得更加幸福。

你对压力状况的处理看起来有些困难。抗压能力可以分为致力于解决问题来源

的问题应对能力，致力于缓解因压力而产生的情绪状态的情绪应对能力，以及

为了解决问题而向他人求助的社会支持应对能力。你需要加强自己需要改善的

抗压能力。

在学业和对前途的准备上大体做的很好。对于专业学习也十分感兴趣，完成作

业或是与其他同学共同完成小组作业方面也没有感到十分困难。对于前途的目

标，毕业以后的计划，希望能够继续付出努力去具体化。其外，如果能够与不

同类型的朋友、本专业教授多沟通和交流，你会更好地适应当前的留学生活。

对于韩国的生活感到十分满意。 学费、生活费等经济压力，有关于食住等困难
，或者韩国特有的文化（例如：饮酒文化，上下级关系，对于外貌的过分关心

和干涉等）上的适应问题对你不会带来很大的内在矛盾。维持和周围的亲密关
系，并且想要更好地享受韩国文化的这种积极向上的态度对于韩国生活的适应
是非常有帮助的。

普通51

39 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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你没有因为心理问题而产生身体上的问题，现在是健康的状态。尽管有时会因

为心理上的问题而出现心跳过快或头疼等问题，但这样的身体反应是属于正常

的范围。

50 正常

40 正常

37 正常

最近，你在情绪上并不抑郁，是心理健康的状态。尽管有时候心情郁闷或没精

打彩也不会影响到正常的生活。

最近你在心理上处于比较安定健康的状态。尽管有时会紧张或焦虑不安也不会
影响正常的生活。

最近你的人际关系交往处于和谐的状态。尽管有时在人际关系上会出现问题但

不会影响你正常的生活。

正常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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你没有因为创伤后心理压力而引起的问题。

45 正常

45 正常

45 正常

现在你在网络使用上没有问题。你对使用网络时有自我调控能力。请你像现在

一样维持在网络使用上不出现问题的自我调控能力。

现在你没有过度的进食限制或多度的暴饮暴食，是正常的进食状态。希望将来
也像现在一样有着良好的进食习惯。

你的现实感功能维持得很好，处于心理健康的状态。

正常55

63 潜在危险

现在你因为酒精摄取而出现一定的问题。你由于饮酒有可能在人际关系上发生

问题或者在难以规律地进行日常生活。为了克服这样的问题需要你积极的努力

（例如：写饮酒日记等）。现在的饮酒习惯持续12个月以上的话，请向专家咨

询寻求帮助。

42 正常

现在你没有自杀的危险。希望你可以像现在一样视自己为世上无人能够替代的

重要的人。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