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학부모 상담주간 운영 계획서
추진 배경 및 목적
1. 새 학기 학생의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한 학생 및 학부모 상담서비스제공의 필요성 제
기
2. 새 학기를 맞이하여 학생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
3. 맞춤식 상담 서비스 활동으로 다양한 위기 상황 사전 예방
4. 정책 수요자의 서비스 만족도 제고와 교육 기관의 책무성 강화
5. 자녀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학부모의 궁금증 해소 및 가정과 연계한 학생지도의 올바른
방향 설정

세부추진 계획(학부모 상담주간 운영)
1. 시기 : 1학기-2020. 4. 20.(월) ~ 2020. 4. 24.(금)
2학기-2020. 9. 21.(월) ~ 2020. 9. 25(금) 예정
2. 장소 : 1학기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개학으로 비대면 상담실시(전화 및 온라인상담)
2학기 자녀의 교실 및 전화상담(코로나19로 길어질 경우 1학기와 동일)

3. 대상 : 사전에 면담 신청서를 제출한 학부모
4. 상담 내용 : 자녀의 학교생활 및 교육활동 전반에 관한 내용
5. 세부일정표
상담주간
2020. 4. 20.(월) ~ 2020. 4. 24.(금)

담임 상담가능
15시 30분 ~ (수, 금)

2020. 9. 21.(월) ~ 2020. 9. 25.(금)

16시 30분 ~(월, 화, 목)

6. 상담 방법
가. 학기별 1회 이상 1주의 기간을 정하여 학부모와 교사 간의 개인 또는 그룹 상담
기회 제공
나. 학부모 상담일에 중복 신청자 발생 시 담임이 면담 시간 조정 사전 안내
다. 면담자가 원하는 시간을 최대한 배려
라. 면담시간은 10-20분 사이로 하되 면담이 끝나지 않을 경우 10분 더 연장
마. 면담이 1회로 끝나지 않을 경우 추후 다시 면담 일정을 안내
바. 면담자에 대한 기초자료 등을 준비하여 내실 있는 면담행사가 되도록 대처
사. 상담한 내용을 기록하여 학생지도에 활용

Ⅱ

기대되는 효과

가. 담임교사의 친절한 상담 활동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 마
련할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학교와 공교육에 대한 신뢰감이 생길 것이다.
나. 학부모의 상담을 통하여 학생들의 개별화, 맞춤형 교육이 가능해짐으로써 학부모의
교육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다. 교사와 학부모의 교육상담 활동을 통해 학생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가정과의
연계로 학생들의 성장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