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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전략담임(교육상담실)

1.

기숙학원 입교 경로 및 본인 의사 확인

2.

적응을 위해 학과담임에게 바라는 점

3.

배정된 숙소

4.

숙면 적응도

 아주 양호  양호  보통  힘듦  아주 힘듦

5.

음식 적응도

 아주 양호  양호  보통  힘듦  아주 힘듦

6.

배변 적응도

 아주 양호  양호  보통  힘듦  아주 힘듦

7.

숙소 적응

 아주 양호  양호  보통  힘듦  아주 힘듦

8.

숙소 적응 관련 전달사항

9.

배정 반 적응

층

호

 아주 양호  양호  보통  힘듦  아주 힘듦

10. 배정 반 적응 관련 전달사항
11. 기타 전달 사항
12. 학과담임과 부모님 전화통화 여부 확인

월        일

학습전략담임
관계중심 면담
학습적응 중심

 통화  미 통화 | 통화한 부모님 연락처.

13. 적응 관련 전달사항
1.

숙소 친구

 대부분 친함  1-2명과 친함  친해지려고 함  도움이 필요

2.

배정 반 친구

 대부분 친함  1-2명과 친함  친해지려고 함  도움이 필요

3.

수업 진도 적응 관련

 양호  보통  힘듦  과목 상담 요망

4.

취약과목 및 심층상담 요청할 강사

5.

학원 규칙 숙지 여부 확인

6.

주소이전 관련 서류 작성 및 제출 확인

7.

수능 성적표 제출 확인

8.

부모님 전화 통화 확인

9.

수학 진도 적응도

 아주 양호  양호  보통  힘듦  아주 힘듦

10. 영어 진도 적응도

 아주 양호  양호  보통  힘듦  아주 힘듦

11. 국어 진도 적응도

 아주 양호  양호  보통  힘듦  아주 힘듦

12. 탐구 진도 적응도

 아주 양호  양호  보통  힘듦  아주 힘듦

13. 질의 응답 적응도

 아주 양호  양호  보통  힘듦  아주 힘듦

14. 학과담임과 상담 및 친화도 확인

 양호  보통  힘듦  빠른 상담 요망
 제출  추후 제출  용인지역  미 이전
 제출  추후 제출  미 제출
 통화  미 통화 | 통화한 부모님 연락처.

 양호  보통  힘듦

15. 클리닉수업 및 테마수업 관련 전달사항
16. 교과목 적응 관련 전달사항

월        일
학습전략담임
최종 면담
월        일

17. 기타 전달사항
1.

전반적인 적응 상태

2.

학습전략담임 최종 소견

 아주 양호  양호  보통  힘듦  아주 힘듦

36 9 친절 릴레이
입교생 적응 상담 메뉴얼
목적
① 1학기 늦은 입교생 및 반수 입교생을 위한 적극적이고 효율적 관리
② 학습전략담임(교육상담실), 학과담임(인재교육부), 생활담임(교육운영부)의 상담 내용으로 실질적인
정보교환을 통한 부적응 상황 신속 대처
③ 구두로 전달되던 기존 학생상담 내용을 좀 더 효율적이고 투명한 소통 경로를 통해 관리

369 친절 릴레이 입교생 적응 상담 절차
입교일

신입생 입교 당일 교육상담실은 ‘369 친절 릴레이 적응 상담’ 카드에 기본적인 인적사항
을 작성하여 학과담임에게 직접 전달

1차

입교 후 다음 날 교육지원부 학과담임은 학생면담을 실시하여 작성 후 본 카드는 교육
상담실 상담실장에게 전달

2차

입교 후 3일차를 기점으로 교육상담실에서 숙면, 음식, 생활 중심으로 면담 실시

3차

교육상담실에서는 교육지원부 학과담임을 통해 다음 사항을 파악하고 기록
- 학과담임이 입교 후 1주일 안으로 학생의 적응 상태를 파악
- 학부모와 통화 실시
- 전달사항을 발견했는지의 여부

4차

6일차를 기점으로 교육운영부 생활담임은 교우관계를 파악하고 숙소 및 교실에서 관계
적응을 중심으로 기록

5차

교육상담실에서는 7일차를 기점으로 생활담임에게 본 카드를 전달, 다음 사항을 기록
- 학생의 생활태도와 주소이전 관련 서류, 수능 성적표를 제출했는지 최종 확인
- 부모님과의 통화 내용을 확인하여 전달사항이 없는지 기록

6차

9일차를 기점으로 상담실에서 학습 적응도를 파악하고 클리닉수업, 인터넷강의 수업 등
학생에게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 확인하여 기록

7차

10-11일 차를 기점으로 학과담임에게 본 카드를 전달하여 전반적인 학원 적응도와 최종
소견을 파악하여 기록

마무리

교육상담실은 최종적으로 작성된 ‘369 친절 릴레이 입교생 적응 상담’ 카드를 생활담임,
학과담임, 학습전략담임 확인을 받은 후 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