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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2학기 중등 학부모 상담 안내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019학년도 2학기 학부모 상담

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담임선생님뿐만 아니라 외국어 및 여러 교과 선생님들과도 가까이서 

상담하실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 자녀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라며, 상담을 원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첨부한 신

청서를 2019. 9. 6.(금)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시: 2019. 9. 18.(수) 13:00~16:00(학생 4교시 후 하교)

2. 대상: 본교 재학 중인 중․고등학생의 학부모

3. 운영 방법 

   1) 학부모 상담은 9.18.(수) 13:00부터 운영됩니다.

   2) 확정된 시각으로 상담이 이뤄지며, 신청 학생 수에 따라 한 학부모님 당 대략 1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3) 외국어교사 상담이 어려운 경우 중등 도우미(통역) 학생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학부모 상담일에 상담이 어려우신 경우 사전에 미리 상담 예약 후 전화 또는 메일, 개인 

면담 등으로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합니다.

4. 차량 운행

호차     승차 지점 9.18.(수) 학부모 상담

1 구베이 공상은행

각 승차 지점

12:00 출발

하교차량

16:00 출발

2 홍췐루 구 우리은행

3 완커 서문

4 지우팅 베이상완

2019. 9. 2. 

상 해 한 국 학 교 장



교사명 교실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상담
장소

공통 회화 작
문 회화 작문 문화

왕염(王艳) 어학동 5207 7B1 8D 9C1 10A,10E 11D2,11E2 고급 중고급

중
국
어
학
동
 
2
층

주준(朱俊) 어학동 5202 7D 8E 9A2 10B1,10D2 11C1,11E1 중급

김지선 어학동 5205 7A 8B,8C 9C1,9C2 10B1,10B2 11A

노민경 어학동 5204 7B 9B 10A，10C2 11C1,11C2 문화1

남아원 어학동 5303 7C 8A 9A1,9A2 10C1 11B1，11D2 문화2

장전증(张佃增) 어학동 5206 7E 8C 10B2,10D2 11B1,11D2 중급 초중급

전방(钱方) 어학동 5106 7D 8B 9A1 10E，10C2 11C2,11E1 고급 문화1

원혜운(袁慧云) 어학동 5302 7A 8E 9C,9D 10D1 11B2 중급 고급

여창(吕畅) 어학동 5304 8A 9D,9E 10C1 11D1,11E2 고급 중급

장산산(蒋珊珊) 어학동 5307 7C,7E 8D 9B,9E 10D1 11A,11D1 문화2

중등 교사 상담 장소 안내

※ 학부모 대기실 : 행정동 2층 도서관
1. 학급 담임 및 교과 담당 교사

학급 교사 교과 상담 장소(각반 교실) 학급 교사 교과 상담 장소(각반 교실)

7-1 박준구 수학 7-1 교실(교학동 1층) 12-2 윤진아 영어 12-2 교실(교학동 4층)

7-2 신화경 국어 7-2 교실(교학동 1층) 12-3 김선호 국어 12-3 교실(교학동 4층)

7-3 방지민 영어 7-3 교실(교학동 1층) 12-4 이영섭 영어 12-4 교실(교학동 4층)

8-1 김종섭 도덕 8-1 교실(교학동 1층) 12-5 김태경 과학 12-5 교실(교학동 4층)

8-2 김미향 국어 8-2 교실(교학동 1층) 12-6 최영훈 수학 12-6 교실(교학동 4층)

8-3 정인선 수학 8-3 교실(교학동 2층) 특수 정진주 특수 특수교육실(행정동 3층)

9-1 임하정 국어 9-1 교실(교학동 2층) 교과 황규만 체육 중등교무부(교학동 3층)

9-2 김기태 체육 9-2 교실(교학동 2층) 교과 김란 과학 중등교무부(교학동 3층)

9-3 이수지 영어 9-3 교실(교학동 2층) 교과 원지혜 과학 중등교무부(교학동 3층)

9-4 노하중 역사 9-4 교실(교학동 2층) 교과 정하균 과학 중등연구부(교학동 2층)

10-1 주하운 국어 10-1 교실(교학동 3층) 교과 조수진 수학 중등연구부(교학동 2층)

10-2 최병철 과학 10-2 교실(교학동 3층) 교과 송영실 사회 중등연구부(교학동 2층)

10-3 이슬 수학 10-3 교실(교학동 3층) 교과 박성훈 수학 학생생활지원부(교사동 2층)

10-4 이숙형 국어 10-4 교실(교학동 3층) 교과 이무영 체육 학생생활지원부(교사동 2층)

10-5 박주영 역사 10-5 교실(교학동 3층) 교과 강미애 국어 학생생활지원부(교사동 2층)

11-1 박찬혜 수학 11-1 교실(교학동 4층) 교과 황인선 사회 중등창의인성부(교학동 2층)

11-2 정혜련 국어 11-2 교실(교학동 4층) 교과 최운 역사 중등창의인성부(교학동 2층)

11-3 김이종 국어 11-3 교실(교학동 4층) 교과 김명화 미술 중등창의인성부(교학동 2층)

11-4 황기철 영어 11-4 교실(교학동 4층) 교과 정미영 국어 교육정보부(행정동 3층)

11-5 이경준 과학 11-5 교실(교학동 4층) 교과 김현순 진로 입학홍보부(교사동 1층)

11-6 이윤희 수학 11-6 교실(교학동 4층) 교과 이상아 지리 입학홍보부(교사동 1층)

12-1 여운호 수학 12-1 교실(교학동 4층) 교과 우서영 음악 음악실(행정동 3층)

2. 중국어과 상담 장소: 중국어학동 2층



교사명 영어 분반 상담 장소(영어동)

최선영 8D, 11문법3, 11D1+2(리딩), 12E1(어휘문법) 어학동 6202

김주희 10C1+2, 11C1(토플), 12D2(독해) 어학동 6201

한지희 9A, 11문법1, 11E3(리딩), 12D1(독해) 어학동 6203

김선미 7A, 8E, 11E3(토플), 12D3(독해) 어학동 6205

이수지 9D1+2, 11D1(토플), 12E2(독해) 어학동 5103

전수연 8B, 11문법2, 11E1(토플), 12D2(어휘문법) 어학동 6207

방지민 7C1+2, 11D2(토플), 12E1(독해) 어학동 6104

조민영 7D, 9C, 11A+B(리딩), 12D1(어휘문법) 어학동 6105

이병진 7E, 8A, 11C1+2(리딩), 12E3(독해) 어학동 5104

서동필 8C, 10B, 11문법5, 12E2(어휘문법) 어학동 6101

안성원 8D, 9B, 11A+B(토플), 12D3(어휘문법) 어학동 6103

윤진아 10E, 11E1+2(리딩), 12B(어휘문법독해) 어학동 6106

황기철 9E, 11문법4, 12C1+2(독해) 어학동 5105

이영섭 7B, 10A, 11E3(토플), 12C1+2(어휘문법) 어학동 6204

안서진 7B, 10D1+2, 11C2(토플), 12E3(어휘문법) 어학동 6206

Chris 7A, 9D1+2, 10B, 12AED(5-1) 어학동 6301

Judy 7B, 8D, 10C1+2, 12AED(4-2) 어학동 6302

Ruby 8C, 9E, 10E, 12AEW(4-2), 11EDW(L5) 어학동 6201

Samantha 9B, 10D1+2, 12AED(3), 12AEW(4-1), 11EDW(L3) 어학동 6304

Liam 7D, 8B, 9C, 12AEW(5), 12CE 어학동 6305

Kathryn 7C1+2, 8E, 10A, 12AED(5-2),   어학동 6306

Sean 7E, 8A, 9A, 12AED(4-1), 12AEW(3) 어학동 6307

3. 영어과 상담 장소 



￭ 2019학년도 2학기 중등 학부모 상담 신청서 ￭     

                                               (   )학년 (   )반 (   )번 성명 :

                                              

* 아래 표의 해당란에 ○표 해주시고, 9월 6일(금)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8일(수) 학부모 상담 신청

차량 이용 
신청 여부  

신청함 신청하지 않음

(    )호차 (     )

담임교사 상담신청서 

이름  (  )학년 (  )반 이름(            ) 희망시간  9월 18일 수요일 (           )시

  교과교사 상담신청서 

한글
이름 (   )학년 (   )반 이름(             ) 희망시간  9월 18일 수요일 (           )시

교과명 상담교사명

한글
이름 (   )학년 (   )반 이름(             ) 희망시간 9월 18일 수요일 (           )시

교과명 상담교사명

한글
이름 (   )학년 (   )반 이름(             ) 희망시간  9월 18일 수요일 (           )시

교과명 상담교사명

한글
이름 (   )학년 (   )반 이름(             ) 희망시간 9월 18일 수요일 (           )시

교과명 상담교사명

※ 영어 및 중국어 교과선생님(원어민 포함)과 상담을 원하실 경우 해당 학생의 분반명을 ‘교과명’
란에, 통역 도우미가 필요한 경우 ‘상담교사명란’에 “통역 필요”도 같이 적어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