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계를 가슴에 품고 진리와 사랑을 실천하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이 되자”

2020학년도 임시휴업일 안내(중등)
`

※ 2020학년도 임시휴업일 일정

1. 임시휴업 기간: 2020.03.02.(월) ~ 03.13.(금) (10일간)

2. 온라인 수업 : 2020.03.16.(월)~  (상황 정상화 이후 실제 등교 수업으로 전환)

3. 온라인 수업 시범 운영: 2020.03.13.(금) 10:00 (추후, 세부 안내 예정)

  (온라인 수업 대비 온라인수업 도구 ZOOM 학생용 사용 매뉴얼 참고)

4. 학생 안전을 고려하여 실제 학교 등교일은 상해시교육위원회 최종 발표에 따름

5. 현행 지침에 따른 상해 유입 후 “자가 격리 기간” 14일 확보 및 재외국민전형 지원을 위한 체류 

일수 등은 학생 및 보호자가 반드시 확인 필요함

6. 학생 건강, 상해 유입 및 아파트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담임교사(학교)에게 연락할 것

7. 학교 연락처: 대표전화: 6493-9500 / 대표팩스: 6493-9600 / 홈페이지: www.skoschool.com 

※ 임시휴업 기간 중 안전생활 및 코로나 대비 건강관리

교통 안전 - 오토바이, 전동차 탑승 금지, 불법운행 자가용(黑车)이나 3륜차 탑승 금지

불건전 행위 

금지

- 음주나 흡연 절대 금지, 특히 야간에 공원・아파트 등에서는 주민들의 민원 대상이 됨

- 상점 등에서의 절도 행위 금지 (해당 상점과 합의여부에 관계없이 교칙에 따라 처벌)

단정한 용의 

복장

- 임시휴업 기간에도 본교 학생임을 명심하고 용의복장을 단정히 해야 함

- 등교일에는 용의복장(재학생은 교복착용)을 단정하게 하고 등교해야 함. (교칙 위반시 

선도규정에 따라 엄중 처리 예정)

- 임시휴업 중에 염색한 경우, 등교일에 맞춰 검은색으로 염색한다고 해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붉은색으로 변색됨. 이런 경우에도 정정 염색을 반복해야 하며, 이 경우 

머릿결에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이 있는바 모든 것은 본인이 책임져야 함.

각종 안전사고 

주의

- 늦은 밤의 외출이나 인적이 드문 장소 등의 배회 금지

- 외출 등 외부활동 시 항상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휴대 전화 등으로 연락 체계 구축

-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조치 철저

코로나 대비 

건강 관리

코로나 예방법

- 물과 비누로 꼼꼼히 손을 자주 씻고,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기

- 기침할 때에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이 주위에 있다면 피하기

- 사람 많은 곳의 방문을 피하며 부득이 가야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창문을 자주 열어 환기하기

  자가 격리중인 경우에는 혹시 모를 감염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외에 외출을 금하며, 

감염전파 예방을 위해 가족과의 접촉을 피하기. 개인물품은 별도로 분리하여 사용하며,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키며 생활해야 함.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어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는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하고 외출을 

자제하며, 아래 영사관이나 신종코로나 감염증 상해 비상대책위원회 상담센터(021-6405-2566) 

또는 상하이시 위생 콜센터(12320)로 연락하여 상담받기 바람. 상담 후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지체없이 학교에 그 내용을 알리도록 함.

긴급 상황 시 

연락처

 · 주상하이총영사관: 대표전화 (86)21-6295-5000   당직전화 138-1650-9503(4)

                    사건사고 상담 안내전화 136-8199-6951(2) 



※ 임시휴업일 과목별 과제 안내

교과
(해당학년)

내용

국어
(7~11학년)

<그림1> 홈페이지에서 북레일 접속하기 <그림2> 북레일에서 로그인하는 방법

※ 추천도서나 자율도서 2권 이상 읽고, 독후 활동(1~5 中 선택) 제출
가정에서 구할 수 있는 책이나 북레일(Bookrail)에서 찾을 수 있는 책으로 선택
추천도서에 구애 받지 말고, 본인의 관심 분야에 대한 책을 읽어도 좋습니다.
◎ 국어 수행평가에 반영.
◎ 제출 : 3월 16일 온라인 수업을 통해 담당 선생님에게 제출함. 

1. 독후감 쓰기
2. 등장 인물에게 편지 쓰기
3. 독서 퀴즈 제작하기(20문제)
4. 갈래 바꿔쓰기 (소설을 시로 쓰기, 시를 소설로 쓰기, 소설로 시나리오 작성하기 등)
5. 독후 그림 그리기(줄거리가 드러나도록 그리기, 인상적인 장면 그리기, 등장인물 캐릭터 그리기 등)

7~11학년 추천도서 [학년에 구애 받지 말고 자유롭게 선택]
1. 아침독서 10분 한국단편소설 : 인생의 새벽을 깨우는 좋은 습관, 구인환, 신원문화사 
2. 자전거 도둑, 박완서 [7학년 교과서에 작품 수록]
3. 일가, 공선옥 [8학년 교과서에 작품 수록]
4. 이상한 선생님, 채만식 [8학년 교과서에 작품 수록]
5. 코르니유 영감의 비밀, 알퐁스 도데 [9학년 교과서에 작품 수록]
6. 삼포 가는 길, 황석영 [10학년 교과서에 작품 부분 수록, 전문 찾아 읽기]
7. 꺼삐딴 리, 전광용 [10학년 교과서에 작품 부분 수록, 전문 찾아 읽기]
8. 세상에 단 한권뿐인 시집, 박상률 [10학년 교과서에 작품 부분 수록, 전문 찾아 읽기]
9. 태평천하, 채만식 [11학년 교과서에 작품 부분 수록, 전문 찾아 읽기]
10. 흐르는 북, 최일남 [11학년 교과서에 작품 부분 수록, 전문 찾아 읽기]
11.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조세희 [11학년 교과서에 작품 부분 수록, 전문 찾아 읽기]

※ 북레일(Bookrail) 이용 방법
방법 1 :　홈페이지 우측 하단의 <관련사이트>를 클릭하면 Bookrail 전자책 서비스

방법 2 : Bookrail 사이트를 검색

방법 3 : m.bookrail.co.kr 접속

사이트에 접속한 후 – 로그인 클릭 - 상단에 <기관인증>을 클릭

기관명 : <상해한국학교> 입력 < ID : skoschool1  /  PWD : skoschool1 >



교과
(해당학년)

내용

영어

(7~12학년)

※ Vocabulary makes your English powerful.

학년별 단어 리스트를 휴업 기간 중에 외워 보세요.

홈페이지에 게시된 엑셀 파일의 탭을 보시면 학년별 단어 수준을 분반 수준 A to C

와 D to E 맞추어 두 수준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지난해 자신의 분반 수준을 고려하

여 자신에게 맞는 단어를 외우고 더 높은 수준도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의 단어가 여러분의 영어를 강하게 만듭니다.

● 학년별 단어 리스트는 학교 홈페이지 참고

※ Leaders are readers.

세계적 지도자들의 공통점 중의 하나는 독서량이 매우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독서는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휴업일 동안 자신이 좋아하는 영어책을 선택하여 읽

어 보세요. 책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며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세지를 알아보세요. 좀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는 창문이 열립니다.

※ Recommended Books To Read

The Marvels(GRD 5-K)

Number the Stars(GRD 4-6)

My Brother Sam Is Dead(GRD 7-K)

The Music of Dolphins(GRD 5-7)

Maniac Magee(GRD 5-8)

Julie of the Wolves(GRD 4-10)

Island of the Blue Dolphins(GRD 4-7)

The Hunger Games(GRD 7-12)

Holes(GRD 4-6)

Harry Potter Series(GRD 3-7)

American Born Chinese(GRD 7-12)

Sounder(GRD 5-6)

Wonder(GRD 3-7)

Smile(GRD 3-8)

   ● 참고로 GRD는 미국학교 학년 수준을 말합니다.

수학

(7~10학년)

7~9학년

- 이전학년 내용 복습 문제풀이

  (문제파일은 추후 홈페이지 또는 담임선생님을 통해 안내)

- 노트에 풀이과정과 답을 써서 등교 이후에 수학선생님께 제출함. 

10학년

- 홈페이지 또는 담임선생님을 통해 안내되는 교과서파일(Ⅰ다항식)을 

예습하도록 함.

- 등교 이후 과제물 검사는 실시하지 않음. 

  교과서 파일을 보며 자기주도학습을 함.



※ 2021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2%이내) 표준화 지원자격 및 자기소개서 양식 안내

○ 재외국민 및 외국인(2% 이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2호)

구분 내용

해외근무자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해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해외에 체류한 자

해외근무자의

자녀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해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

하는 기간 동안,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

(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해외재학기간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해당 1개 학년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해외체류일수

조건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  

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해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해외 

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해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 

해야 함

•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

○ 제출서류                                                ※ 대학별 추가 서류는 대학자율로 결정

구분 제출서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2호)

1.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2.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3.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4. 가족관계증명서(부모, 학생)

5. 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 학생)             6.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부모, 학생)

7. 여권 사본(부모, 학생)                    8. 재외국민등록등본(부모, 학생)

9. 부모 중 1인 재직증명서(해외 파견 재직자 및 현지 취업자 제출서류)

10.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현지 취업자와 자영업자 제출서류)

11. 해외 재직회사의 법인세 납부이력(현지 취업자 제출서류)

12. 자영업자의 해외 세금납부증명서(현지 자영업자 제출서류)

전 교육과정 이수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7호)

1.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2. 초･중･고 재학증명서

3. 초･중･고 성적증명서                    4. 출입국사실증명서

5.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                 6. 신분증 사본



 수험번호(학번)

자 기 소 개 서

(재외국민전형)

   ■ 지원자 기재사항

성   명 생년월일 2001.03.01

고등학교명     상해한국학교

최종 해외학교명 및 소재국가     상해한국학교/중국

지원 모집단위       서울캠퍼스                          

2020년  3월  27일 

     본인은 한국대학교 재외국민 전형에 지원하기 위해 사실에 입각하여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였고 대필 또는 표절

이 발견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이 지원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지원자                     서명

                                             

  A대학교 총장 귀하

  

<자기소개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지원자 본인이 사실에 입각하여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대필 또는 표절 사실이 발견될 경우 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합니다.

2. PC를 이용하거나 흑색 필기구(연필 제외)를 사용하여 자필로 작성하십시오.

3. 반드시 본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하십시오.

   (서식은 우리대학교 국제입학팀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거나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본 서식의 1,2,3번 문항은 지원자 전원이 작성하며 4번 문항은 해당자에 한해 작성합니다. 

5. 해당 문항의 지시에 따라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하며 분량은 정해진 서식(표지 포함 4매)을 초과하지 않

아야 합니다.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할 경우 폰트 크기를 ‘10’으로 작성함)

6. 표지와 본문이 분리되지 않도록 좌측 상단을 묶어 주십시오.

7. 자기소개서는 입학 전형 및 입학 후 학생 지도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비공개 문서로 관리됩니다.



 

 수험번호(학번)

1.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띄어쓰기 포함 1,000자 이내).

2.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3개 이내)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띄어쓰기 포함 1,500자 이내).

 

3. 학교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띄어쓰기 포함 1,000자 이내).

4. 기타(선택)

지원자를 이해하기 위해 더 필요한 사항이 있거나 스스로 주제를 정하여 작성할 내용이 있다면 기술하여 주십시오. (1000자이내)



※ 임시휴업기간 진로 검사 실시 안내(창의진로부)

2020학년도 임시휴업 기간 진로검사 실시 안내

  안녕하십니까? 

  제법 따뜻해진 바람에 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낍니다. 봄과 함께 모두가 기원하는 소식이 하루 빨리 전해져 우

리 아이들의 배움의 터전인 본교에서 다양한 교육활동이 펼쳐지는 날이 속히 오길 바랍니다. 3월 중 실시될 예정

이었던 진로 검사를 임시휴업기간을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진로검사는 자신의 진로적성을 파악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추후 담임교사와의 상담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사용되니 다음 안내를 따라 성실히 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     내 ◇----------------------

1. 실시일정: 2020.03.02.(월) ~ 2020.03.15.(일) 2주간 실시

2. 방   법: 개별적으로 온라인검사 실시 후, 각반 담임교사 이메일로 발송(학급위챗방을 통해 담임

교사 이메일 주소 안내 될 예정)

3. 진로검사실시 웹사이트: http://www.career.go.kr/ 

4. 자세한 방법 [첨부] 참고 

[첨부] 온라인 적성검사 실시 방법 

커리어넷 웹사이트 메인화면 



1  커리어넷 사이트 접속 http://www.career.go.kr/ 

2
회원가입 후 홈페이지상단의 [진로심리검사] > 중고등학생용 >  하단의 아로플러스 [시작] 클릭

 
3 학년, 성별 확인 후 아로플러스 시작 

4

관심직업 여부 표시
관심직업이 없는 경우 관심직업이 있는 경우 (관심직업 

선택)
총 4가지 검사 실시: 

직업적성검사, 직업흥미검사(K), 
직업가치관검사, 

과목별성취및흥미검사 

4종 검사실시 후 하단의 
검사결과확인

총 4가지 검사 실시: 
직업적성검사, 직업흥미검사(K), 

직업가치관검사, 직업상세능력검사 

4종 검사실시 후 하단의 
검사결과확인

5

오른쪽 상단의 편지봉투 모양 아이콘 클릭하여 각 담임교사 이메일로 
발송 



※ 온라인수업 도구 ZOOM 사용 매뉴얼(학생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