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2학기
Ⅰ. 상담주간 운영의 목적
1. 새 학년, 새 학기 다양한 학교 폭력 등 위기 상황을 예방하고 학생들의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한 체계화된 상담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새 학년, 새 학기를 맞이하여 학생들의 부적응 및 학교 폭력 발생 요인이 증가하

학생에게 꿈, 학부모에게 안심을 전해주는
새 학기『상담 및 생명존중 교육 주간 운영』계획서

는 경향이 많으므로 다양한 상담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2) 다양한 상담서비스 제공을 통한 학생 보호 기능 강화 및 학교 적응력 향상이 목적이다.
3) 신학기 새로운 학교환경 및 교우관계 등에 대한 스트레스 증가로 삶을 포기하는
학생 증가 우려
2.상담 활동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1) 맞춤식 상담 서비스 활동으로 다양한 위기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
다.
2) 교육기관의 책무성 강화 및 학생 • 학부모 대상 공공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
함이다.

Ⅱ. 세부 추진 계획
1. 운영 기간
1) 일 시
- 2017. 09. 04(월 )~ 9. 08(금)
2) 상담 대상 : 대흥중 학생 및 학부모
3) 신청 방법 : 담임교사에게 가정통신문으로 신청
2. 운영 내용
1) 학생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
- 새 학년을 맞아 학교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보드게임 카페 운영
- 학생들에게 자살예방문구를 포스트잇에 작성하게 하고 벽에 붙이고 참여한 학생들
에게 간식 지급
- 매주 수요일은 대야종합사회복지관 소속 상담사 목요일에는 시흥교육청 wee센터
전문상담교사가 학생 상담 진행
- 생명존중 상담 실시
2) 학부모 상담
1)일시 : 2017. 09. 04(월) ~ 9. 08(금) 방과후

대 흥 중 학 교

2)운영인력 : 담임교사
3)운영방법
-새 학년을 맞아 다양한 위기상황 대처 및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한 담임교사가
학교 상담서비스를 제공
-아동학대 예방 및 생명존중 상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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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 통 신 문
3. 학생 및 학부모 상담 주간 홍보

“배움의 즐거움으로 꿈을 찾아 성장하는 행복공동체”

1) 학교 교문에 설치된 전광판 이용한 홍보
2) 학생 및 학부모 가정통신문을 이용한 홍보
3) 학교 홈페이지 게시

대흥중
제 2017- 호

경기도 시흥시 서해안로 1587 / 학교 홈페이지: www.daehung.ms.kr
교무실: 070-7097-0916,0917

/ 행정실: 070-7097-0903 / 팩스: 행정실 031-312-9387 교무실 031-318-2173

2017학년도 2학기 학부모 상담주간 운영 안내

4. 학생 및 학부모 상담
1) 상담을 원하는 학생 및 학부모 상담

안녕하십니까?

2) 기타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학생 및 학부모
3) 필요에 따라 지역사회 사회복지 기관 및 상담기관 연계

학교의 여러 교육활동에 관심과 협조 보내주신 학부모님께 감사드리며, 학부모님 가정에 건
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뢰올 말씀은 본교에서 소통과 나눔이 있는 행복한 학교를 구현하기 위해 학부모
상담주간을 마련하였습니다. 학부모 상담 시간은 아동들의 생활습관 및 교우관계, 기본
학습태도와 인성 등에 대해 학부모님과 교사가 하나 되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하신 후 신청서를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정: 2017. 9. 4(월) ~ 9. 08(금)

2. 시

간: 방과후 ~

3. 장

소: 교무실 및 교실

4. 내

용: 자녀의 학습 태도, 성적, 교우관계, 진로, 기타 등

5. 상담예약: 아래 빈 칸에 원하시는 날짜 기재
6. 유의사항: 원활한 상담을 위해 상담 시간은 1인당 20분 이내로 합니다.

2017. 8. 30.

대 흥 중 학 교 장
--------------------------------------절----------취-----------선---------------------------------

2017년 학부모 상담 신청서
(

)학년 (

)반

(

)번

월(9/04)

학생 성명(

화(9/05)

),

수(9/06)

학부모 성명(

목(9/07)

)

금(9/08)

희망하는
날짜에 ○표
참고사항
- 희망하는 날짜에 ○표를 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합니다.
-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상담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같은 날짜, 시간에 희망하시는 학부모님이 많을 경우)

- 구체적인 상담 시간은 상담신청 현황에 따라 담임선생님께서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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