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안내영상>

◦ 전형안내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 <대학어디가TV>

URL : https://www.youtube.com/watch?v=uvRl-Bs74Sg&t=284s

◦ [1부] 2021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지원자격 안내

◦ [2부] 2021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사례 안내

◦ [3부] 2021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FAQ

◦ [4부] 2021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준비방법 안내

제2020-10호   "세계를 가슴에 품고 진리와 사랑을 실천하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이 되자"

가정통신문
 부서담당:  중등진학부장 
 전화번호: TEL: 021) 6493-9538
          FAX: 021) 6493-9600 
 홈페이지: http://skoschool.com

 中國 上海市 閔行區 华漕鎭 聯友路 355號 (郵)201107

2021학년도 대학입학 재외국민 특별전형 관련사항 및 동영상 안내 

 

   상해한국학교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학생들과 온라인을 이용한 수업 및 

자치활동, 상담을 하는 등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이 격려해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학부모님들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진학부에서 현재까지 진행된 대입전형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교육부 수능연기 발표

 지난 3월31일(화) 교육부가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변경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12월 3일(목)에 시행되고, 수시 학생부 작성 마감일은 9월 16일(수)로 

변 경되어 전체 일정이 2주 후로 미뤄졌습니다. 이에 맞추어 대입전형일정 (안)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각 대학과의 협의를 거쳐 조만간에 확정·발표될 계획입니다. 

상해한국학교 진학부도 각 대학별 재외국민특별전형일자 및 대입 사항에 대해 변동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중이며, 특별한 일정이나 내용 변경이 있을시 학교의 홈페이지를 비롯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학생들과 부모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2021학년도 대학입학관련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동영상 안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서 올해 표준화되는 2021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에 

대한 안내 및 관련 전형정보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youtube영상으로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3. 온라인 수업기간 중 12학년 개인별 진학상담실시

  이전에는 매년 3,4월에 각 대학의 입학관계자를 모시고 입학전형에 대한 입시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대학교에서 입시설명회를 취소한 상황입니다. 

이에 각 대학에서는 대학별홈페이지 및 팸플릿을 통해 특별전형에 대한 시행계획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각 대학에서 발표한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내용은  2019학년도에 미리 

공지한 내용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현재 상해한국학교에서는 진학담당(12학년 담임)교사가 진학 자료를 학생에 맞게 정리하고 

있으며, ZOOM을 이용한 수시 개별 면담을  통하여 진학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시기에 12학년 학생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자신의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20. 04. 02.

상 해 한 국 학 교 장 (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