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위(Wee) 클래스 전문 상담
서비스 이용 동의 안내

배움과 나눔으로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태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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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19 대유행의 기세가 수그러들어 학교에서도 수업을 정상화하고 차츰 일상
회복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교내 위(Wee) 클래스 상담실에서도 학생들의 새 학기 학교 적응과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학습 및 정서적 발달의 손실을 보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학교생활과 학생들의 심리 지원을 위해 학부모님들께 ‘학생의 수업 중 상담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간혹 교실 내 상황에서 긴급한 심리적 불편감 또는 위기감을 호소하거나 학급 구성원과의
관계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 즉각적인 전문상담 조치와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학부모님께서 수업 중 상담으로 인해 학생들이 학업에 방해를 받게 되지 않을까 하고 우려하
시는 점은 오히려 전문상담을 통해 정서 안정을 도모하고 불필요하게 수업상황을 이탈하는
행동을 교정하여, 보다 효과적인 학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소할 수 있습니다.
학교 상담을 제공하는 데에 있는 시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정서적으로 긴급한 상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수업 시간 중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우리 학생
들이 건강한 마음으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내주시는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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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학년도 수업 중 위(Wee) 클래스 상담실 이용 동의서 ▣
본인은 보호자로서 학생이 수업 중 심리적 불편감 또는 위기감을 호소하거나
학급 구성원과의 관계 갈등을 겪는 등의 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에
위(Wee) 클래스 상담실에서 전문 상담을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상담 시에는 다음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할 수 있도록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상담 및 심리검사 등 제반 프로그램 참여시 본인 확인 절차 및 연락 등에 이용
- 상담 및 제반 프로그램 진행 중 학생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용
- 개인 상담 및 심리검사 후 사후 조치 및 전문 기관 연계 시 이용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학생: 성명/생년월일/성별/휴대전화 번호, 보호자: 성명/성별/휴대전화 번호/학생과의 관계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한
- 상담 종결 후 5년간 보관 및 이후 폐기처분[공공기록물 관리에 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Wee) 클래스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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