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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일 주2일 주 3일 주 4일 주 5일 비고 

참가비(￥) 210 310 410 510 610 33일 기준

제2020-96호  "세계를 가슴에 품고 진리와 사랑을 실천하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이 되자"

가정통신문
 부서담당: 학년기획부 
 전화번호: TEL: 021) 6493-9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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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학년도 2학기 2기 방과후학교 및 자기주도학습 참가비 납부 안내

 방과후학교 및 자기주도학습 운영에 보내주신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다음과 같이 참가비를 안내해 

드립니다. 

  1. 방과후학교 개설 강좌 및 수강료

    가. 오프라인 개설강좌 

 

과목명 강사명 대상 학년 교실 참여 학생수 수강료(￥)

월

금

반

1 수학 심화반 박성훈 8 8-2 8명 792

2 축구 이무영 8 운동장 13명 615

3 AP CALCULUS BC반 진영현 10 9-3 5명 1,065

화

목

반

4 수학 심화반 조수진 7 7-3 15명 577

5 수학 심화반 진영현 9 9-3 4명 1,221

6 기본문제 풀이반 이윤희 10 10-4 16명 541

7 수학 심화반 박준구 10 10-1 6명 943

8 확률과 통계 여운호 11 11-1 8명 792

9 배드민턴 이무영 7-9 체육관 10명 700

10 미술 창작반 김명화 7-11 미술실 6명 943

토

요

반

11

STEAM 아카데미 A
김란,박나래박성훈,이경준

정하균,김태경원지혜 10 과학1실 15명 1,677
(64시간)

STEAM 아카데미 B ″ 10-11 과학2실 15명 1,677
(64시간)

STEAM 아카데미 C ″ 11 과학3실 15명 1,677
(64시간)

총 참여 학생수 136명

 

  2. 자기주도학습실 운영

   가. 참가비

   나. 참가 대상 : 총 57 명 참가(월 : 33명, 화 : 36명, 수 : 19명, 목 : 33명, 금 : 3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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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6식) 화요일(6식) 수요일 목요일(5식) 금요일(5식) 비고 

참가비(￥) 150 150 미실시 125 125 11월 2일(월)-12월 11(금) 실시

2기

11

1 2★ 3★ 4 5 6 7
4일 : 교직원 연수

6일 : 개교기념일 휴무

8 9★ 10★ 11 12★ 13★ 14
11일 : 중고등 체육대회 

14일 : 임정의 발자취 행사(고)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12

29 3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1~24일 : 기말고사

  3. 급식비 안내 (1식 25위안) - 별도 납부

  4. 방과후학교 수강료 및 자기주도학습비 수납 기간 및 방법

   가. 스쿨뱅킹 자동 이체 : 11월 9일(월)까지 총 금액을 스쿨뱅킹 신청 계좌로 입금(11월 10일 이체)

나. 스쿨뱅킹이 되지 않는 학생 :11월 9일(월)까지 총 금액을 户名：上海韩国外籍人员子女学校, 帐号：1001716309024900048 

开户行：工商银行七宝支行으로 이체 후 입금표를 E-mail:853021801@139.com로 발송

  5. 기타

   가. 방과후학습 수강료와 자기주도학습 참가비는 환불이 불가함.

   나. 차량 운행비는 무료이며 배차는 거주 지역을 고려하되, 인근에 배차될 수 있음. 

   다. 급식은 11월 2일(월)~12월 11(금) 월,화,목,금요일에만 실시됨. 

     (자기주도학습만 이루어지는 기간에는 인원수가 적어 급식이 실시되지 않으므로 도시락을 지참함.)

   라. 참가비 납부 관련 문의 : 행정실 수납 담당 주임 김미화 6493-9605

   마. 방과후관련 관련 문의 : 학년기획부 방과후 담당 교사 신화경, 김명화 6493-9537  

  6. 2기 방과후 학교(월금반, 화목반, 토요일반) 및 자기주도 학습실(★) 운영 일정

 

 2020. 10. 30.

상 해 한 국 학 교 장 (직인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