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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학 연기로 인해 가정에서 지내는 학생들과 자녀들을 돌보는데 성심을 다

하시는 학부모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이 위기를 잘 지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본교 위클래스 상담실에서는 개학 전까지 학생, 학부모님들을 위한 온라인 심리상담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코로나 19 감염병 극복을 위한 ‘학생 온라인 상담’에 대한 안내를 드리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의 안전을 위해 사회적 거리는 잘 유지하시되 마음의 거리는 가까이 하는 영북의 가족이 되었으면 합니다.

♣ 온라인 및 전화 상담 안내 : 아래에 알려드리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학생, 학

부모 모두 가능하며, 모든 상담은 비밀을 원칙으로 합니다.(비밀보장 예외사항 :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가 될 위험이 있는 경우, 학대나 성폭력 등 중대한 범죄의 경우, 치명적인 감염성의 질병이 있다는 

확실한 정보를 갖게 되는 경우, 법적으로 정보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1. 영북중학교 Wee클래스 오픈채팅을 이용한 상담 

 가. 유의사항  

  ① 채팅방 입장시 ‘학년 반, 번호, 이름’으로 들어와 주십시오.(예:20311김영북) 실명으로 들어오지  

   않을 시, 상담이 불가능 합니다.

  ② 9시~4시까지는 오픈채팅을 이용한 상담을 이용하실 수 있고 그 외의 시간을 원하시면 전화번호를  

   남겨 주시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③ 채팅방은 상담교사 1인이 관리하므로 실시간 바로 상담은 어려울 수 있으나 되도록 신속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 상담이용 방법

   ①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여 상담을 진행합니다. 

     영북중학교 위클래스 1:1 카카오톡 상담

   ②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영북중’을 검색하시면 ‘영북중 위클래스 1:1 채팅 상담실’이 나옵니다.

2. 청소년 모바일 24시간 상담 ‘다 들어줄 개’  ( http://teentalk.or.kr/ ). 1661-5004

3. 한국상담학회 - 코로나19 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 상담 

  전화상담 – 1522-8872(정오)12:00~자정24:00까지

  게시판 상담: www.counselors.or.kr 홈페이지→ ‘코로나19’핫라인 온라인상담게시판

4. 가족 마음 방역 (출처: 대한소아청소년신경정신의학회 재난트라우마위원회, 서울시

covid19심리지원단) 내용 및 이미지의 무단 수정·변경을 절대 금합니다.

   http://covid19seoulmind.org/information/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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