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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강연을 들으며 자녀 이해와 소통의 폭을 넓혀보세요!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하는 새 학기 ‘우리 아이 마음 돌보기’ 
온라인 학부모 강연회 개최

◈ 학교상담실 화상상담(‘랜선 위(Wee)클래스’) 시범 운영을 통한 학생 
심리‧정서지원 강화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사)열린의사회(이사장 고병석)는 

새 학기를 맞아 학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고 자녀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학부모를 대상으로 3월 8일(월)부터 3월

26일(금)까지 3주간 온라인 강연을 진행한다.

ㅇ 온라인 강연은 총 9회 일정으로 진행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는

누구나 ‘랜선 위(Wee)클래스’ 누리집(https://www.lanweeclass.co.kr/)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ㅇ 강연이 진행되는 3주간은 강연 영상을 매주 월·수·금 오후 2시에 순차적

으로 제공하고, 강연이 끝나는 3월 26일(금) 이후에는 ‘위닥터*’ 유튜브 

채널(http://www.youtube.com/weedoctor)에 지난 9회 차의 모든 영상을 

제공할 예정이다.

* 교육부, 전남교육청, (사)열린이사회가 업무 협약을 맺고, 정신과 전문의가

정신의학적 자문이 필요한 고위기 학생에 대한 상담 자문을 제공하여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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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8일(월), 3월 10일(수) 온라인 강연회에서는 존스홉킨스 

의대 소아 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지나영 교수가 ‘내 자녀 어떤 

사람으로 키울 것인가?’라는 주제로 건강한 자녀 양육 방법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ㅇ 3월 12일(금)부터는 사춘기 자녀의 이해, 자녀의 품행문제 이해와 

대처, 자녀의 자존감 향상, 학교폭력 예방과 대처, 코로나19 시대의

소아청소년 정신건강 등의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 온라인 강연 참여 강사 > 

□ 한편, 교육부는 원격수업으로 대면상담이 어려운 상황에도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담사가 학생들을 심리·정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올해 새 학기(3월)

부터 학교상담실 화상상담(‘랜선 위(Wee)클래스’)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ㅇ 화상상담 시범사업에는 현재 980개교가 참여 중이며, 교육부와 (사)열린

의사회는 효과적인 화상상담을 위하여 참여 학교의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담사 대상으로 화상상담 시스템 활용 연수를 지원할 예정이다.

□ 전진석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이번 강연을 통해 일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녀의 심리적 어려움을 학부모들이 조기에 발견하고, 자녀에

대한 이해와 소통의 폭을 넓힐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ㅇ “또한,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담사가 화상상담을 통해 학생의 비언어적인

태도를 관찰하고, 심리상태를 파악하여 효과적인 상담이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1. 학교상담실 화상상담(랜선 위(Wee)클래스) 시범사업 온라인 학부모 강연회
2. 학교상담실 화상상담(랜선 위(Wee)클래스) 시범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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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학교상담실 화상상담(랜선 위(Wee)클래스) 시범사업

온라인 학부모 강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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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학교상담실 화상상담(랜선 위(Wee)클래스) 시범사업 안내

□ 추진 방향

◦ 코로나19, 원격수업 등의 상황에서 학교상담실이라는 공간적 제약을

벗어나 상담이 필요한 학생에게 전문상담(교)사가 화상상담을 통해 

심리‧정서적 지원 제공

◦ 학생들이 조기에 자신의 어려움에 대한 상담을 요청하고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자기이해 및 문제 대응 능력 향상

□ 사업 개요

◦ (사업명) 학교상담실(위(Wee)클래스) 화상상담 (랜선 위(Wee)클래스)

※ 누리집 주소: https://www.lanweeclass.co.kr

◦ (로고) 학교상담실(위(Wee)클래스)이 온라인으로 학생과 연결된다는 

의미와 이용한 학생들의 웃음 띤 얼굴을 상징화

◦ 화상상담 시범 운영(’21.3.~12.)

- 대상 : 전문상담(교)사가 근무하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위(Wee)센터

※ 화상상담 시스템 사용을 희망하는 학교 대상 상시 신청 접수

-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22년 전면 시행 검토

□ 화상상담 시스템 개요

◦ (학교별 화상상담) 학교별로 전문상담(교)사와 학생 간 화상상담 진행

- 전문상담(교)사가 회원가입 후 소속 학교 학생 회원가입을 승인

※ 회원가입 시 학생의 소속학교확인을위해최소한의정보(이름, 학교, 학년, 생년월일)만수집

- 로그인 이후 자동으로 소속 학교 화상상담 홈페이지에 연결(전문상담

(교)사가 상담이 가능한 일정을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학생이 상담을 예약하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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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설치형 시스템) WebRTC(Web Real-Time Communications)기술*을 

활용하여,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브라우저(크롬 권장) 내에서

상담 예약과 화상상담 진행

* 별도의 소프트웨어 없이 음성, 영상 미디어, 텍스트 등의 데이터를 브라우저끼리

주고받을 수 있게 만든 기술로 구글 개발, 크롬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 있음

◦ (보안 강화) 서버 이중 구조 설계 및 방화벽 구성, 개인정보 암호화 등을

통해 보안을 강화하고, 영상 녹화 차단을 위해 PC 기반 서비스 개발

※ 모바일 기기의 경우 자체 프로그램을 통한 영상 녹화가 가능하여 PC 기반 서비스를

개발하였으며, 화면 녹화 및 상담 내용 기록 기능을 포함시키지 않아 민감한 상담

내용의 외부 유출을 사전 차단함

□ 화상상담 시스템 구성

◦ 별도의 메뉴 구성 없이 메인 페이지에서 상담 스케줄 확인과 등록 가능 

[랜선 위클래스 메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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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개별 위클래스 홈페이지 구현

◦ 학생 교사 간 직관적 영상 상담 화면 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