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게 꿈, 학부모에게 안심을 전해주는

2018. 신 학 기 상 담 주 간 운 영 계 획

2018.

3.

괴산증평교육지원청 행복교육지원센터

1

추진 목적

◦ 신학기를 맞이하여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 집중적인 학생, 학부모 상담 및 다양한
프로그램 실시.
◦ 학교폭력 및 아동학대 방임 등 학교 ·가정 내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발견 행복한 학교
및 가정생활 유도.
◦ 학업중단 위기학생, 복교생, 전학 온 학생, 자살위험 및 정서 ·행동 고위기군 학생 대상 중점
상담.

2

추진 기간

◦ 상담주간 홍보 : 2018. 03. 12(월) ~ 2018. 03. 30.(금)
◦ 상담주간 운영 : 2018. 03. 19.(월) ~ 2018. 04. 27.(금)

3

상담주간 운영 세부추진 계획

1. 홍보
◦ 교육지원청 Wee센터 홈페이지에 상담 주간 계획 알림
◦ 괴산증평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배너 달기
◦ 학생 · 학부모가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알리기
(학교상담실, Wee센터)

2. 상담 서비스
◦ 찾아가는 학교탐방 상담 체험부스 운영 (붙임 참고)
◦ 개인 및 집단상담: 전문상담교사 순회상담, 내방 및 이동상담, 전화상담집중실시

3. 학업중단예방
◦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 : 상담주간 내 신청 의뢰 시
◦ 학업중단 위기학생 개인 상담실시 : 상담주간 내 신청 의뢰 시

붙임

『2018. 찾아가는 학교 탐방 상담』프로그램
괴산증평교육지원청 Wee센터

탐 방 일

2018. 3. 21.(수)

2018. 3. 26.(월)

탐방학교

청천초등학교

청천중학교

활동시간
및
대상

2교시: 3학년, 4학년
3교시: 1학년, 2학년
4교시: 5학년, 6학년

5교시: 2학년, 1학년
6교시: 1학년, 2학년

▶ 심리검사: 나도 모르는 내 마음 찾는 시간
▶ 우정대화: 친구와 의사소통을 행동으로 체험해보는 활동

체험부스

▶ 학교폭력 OX퀴즈
▶ 내 마음의 상자: 숨겨진 마음을 몰래 표현하는 활동
▶ 프리허그: 허그로 마음을 나누는 시간

1. 심리검사 부스
․ 초: HTP, 우울불안검사, 만다라, 학교따돌림 검사
․ 중: 직업흥미검사, MBTI 성격검사, 우울검사, 학교따돌림 검사
인터넷·게임중독 검사
2. 우정대화
친구와 짝을 이루어, 안대를 해서 안 보이는 친구를 말로 설명하여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는 활동으로 정확한 소통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줍니다.

내

용

3. 학교폭력 OX 퀴즈
폭력에 대한 진실, 거짓을 통해 폭력에 대해 바르게 이해 할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4. 내 마음의 상자
학교, 가정 등 일상생활에서 겪는 성취, 갈등, 소원 등 마음 깊은 곳의 경험
들을 글로 표현하여 ‘내 마음의 상자’에 담는 활동으로, 부정적인 감정은
해소하고 긍정적인 감정은 강화시켜 줍니다.
5. 프리허그
친구와 친구, 선생님과 친구 간에 조건 없는 허그로 평소에 느꼈던 서운함,
어색함, 미안함 등을 전달하고 느끼는 활동입니다.

체험방법

자유롭게 마음에 드는 부스를 순서대로 방문하여 체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