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60호

2학기 학부모 상담주간 운영 안내

신현통신
인성인권

▣ 교무실: 031-776-8300 행정실: 031-776-8390

▣ 홈페이지: http://www.sinhyeon.es.kr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함께 힘쓰시는 학부모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하며 소통과 나눔이 있는 행복한 학교를 위한
2학기 학부모 상담주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상담이 어렵기에 전화로 상담이 이루어짐을 널리 이해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학부모 상담일정은 담임교사가 ‘학교종이’ 학급 알림장이나 학급 밴드를 통해서 알려주실
예정이며, 상담을 통해 학생의 학교생활 및 가정생활을 학부모님과 공유하고 좀 더 학생을 깊이 있게
이해하여 학교와 가정의 연계 하에 보다 나은 학급 운영을 위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분

내 용

상담 대상

전교 학부모

상담 기간

2022년 9월 19일 (월) ~ 9월 23일 (금)

상담 내용

자녀의 건강, 학업이나 생활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등

상담 방법

해당 학급 내선 번호로 전화를 걸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분 내외)

담임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학교종이 학급 안내장 설문 참여(상담
상담 신청

희망 여부와 상담을 원하는 시간을 선착순으로 체크해 주세요.)
**[교육상담을 위한 기초 조사 자료]는 자세하게 작성하시어
8일(목요일)까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담임교사가 안내하는 날짜와 시간에 상담이 어려우실 경우 문자로
회신하셔서 변경하시길 바라며, 전화상담은 원하시는 학부모님께서만
하셔도 됩니다.

부탁의 말씀

상담 전에 자녀에 관해 꼭 알려야 할 사항이나 궁금한 내용 등을
준비하셔서 상담하신다면 교육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담주간 이후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학기 중에도 담임교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2022. 9. 1.

신 현 초 등 학 교 장

교육상담을 위한 기초 조사 자료(2학기용)
* 올바른 교육상담을 위하여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년 반

자녀 성명

작성자

부, 모, 조부, 조모, 기타(

)

1. 부모가 바라보는(생각하는) 우리 아이
★ 다음 5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우리 아이의 현재 모습을 살펴보시고 자세히 적어주세요.

성품과 성격

기본생활습관

학습능력과
학습습관

사회성
(타인 배려,
대인관계)

자녀의
소질과 특기

1) 5가지 항목 중 우리 자녀가 가장 잘하고 있는 것(강점)은 무엇인지 부모님의 의견을 적어주세요.

2) 5가지 항목 중 자녀가 가장 노력이 필요하거나 개선되기를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 적어주세요.
더불어 부모님께서 자녀를 돕기 위해 어떤 방법이나 지원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해주세요.

2. 담임선생님과의 이번 상담을 통해 더 알고 싶거나(자녀의 학교생활 중 특히
궁금한 점이나 우려되는 점 등)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재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