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학년도 제4회 상해학교운영위원회 심의결과

1. 개최일시: 2021. 2. 24.(수), 14:00 

2. 참석인원(정수/불참/참석): 15명/5명/10명

3. 안건 및 심의내용

번

호
심  의  안  건  명

심의

결과
내       용

1 2021학년도 초등 교육과정 운영안
원안

가결

▶소관: 초등 연구부
▶주요내용

내용 2020학년도 2021학년도
교육과정 적용범위 1~6학년: 2015개정교육과정 동일 
교육과정 시수 축소 1일 8교시 수업 7교시로 변경

1~6학년 
학교특색교육

1,2학년 태권도 수업
3,4학년 오카리나 수업
5,6학년 사물놀이 수업
주당 2시간 실시

주당 1시간으로 변경

3~6학년 교과전담
과목

-3~4학년 음악 교과전담 
수업 실시
-5~6학년 미술 교과전담 
수업 실시

3~6학년 음악 교과전
담 수업 실시로 변경
(미술 교과는 합리적 
교원 재배치 차원에서 
조정함)

  

2 2021학년도 학사일정 계획안
원안

가결

▶소관: 초등 교무부
▶주요내용
  - 수업일수: 183일 
  - 휴무일
   .중국휴일: 청명절(4/3-4/5), 노동절(5/1-5/5), 단오절  
    (6/12-6/14), 추절(9/19-9/21), 국경절(10/1-10/7), 춘절  
     (1/31-2/6) 기타 중국 정부 지정일
   .한국의국경일 : 삼일절(3/1), 광복절(8/15), 개천절(10/3),  
    한글날(10/9)

3
2021학년도 STEAM 아카데미 및 

천문캠프 운영안

원안

가결

1학기
(Science 

중심)

대상 내용

11학년 기초 과학반 고급과학(물화생지)
핵심 개념 및 실험 수업

12학년 공학계열 심화반 대학 전공 교재
물리, 화학 주제별 수업

12학년 생명계열 심화반 대학 전공 교재
생명, 화학 주제별 수업

2학기
(STEAM 

중심)

10학년 STEAM 기초반 3D printing, Arduino, 
적정기술, 태양광전지 기초 내용11학년 STEAM 기초반

11학년 STEAM 심화반
(STEAM 기초반이수자)

3D printing, Arduino, 
적정기술, 태양광전지, LED Plant 

심화 내용
STEAM 
천문캠프 10~11학년 희망학생 천문 관측, 캠핑과 과학

▶소관: 중등 과학부
▶주요내용

4 2021학년도 학교급식 운영안
원안

가결

▶소관: 행정실 재정팀
▶주요내용
  - 운영방법: 위탁운영(학교시설 임대)
  - 현업체 운영기간: 급식만족도 조사결과에 의해 2022  
     학년도 1학기까지 위탁운영 지속
  - 급식단가: 5위안 인상

 . 1~3학년: 21위안
 . 4~6학년: 23위안
 . 중등 및 교직원: 25위안
- 급식카드 사용의 안정화를 위해 카드기준 시행 강화



번

호
심  의  안  건  명

심의

결과
내       용

5 2021학년도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안
원안

가결

▶소관: 초등 방과후부
▶주요내용
  - 운영기간: 연간2회(1학기, 2학기)
  - 운영반: 화금반10주(20차시), 월목반11주(22차시)
  - 강사료 및 수강료: 전년도와 동일하게 적용 
  - 수업시간: 14:50~16:10(80분)

6
2021학년도 중등 방과후학교 및 자기

주도학습실 연간운영안

원안

가결

▶소관: 중등 학년기획부
▶주요내용
  - 운영기간: 연간5회
    (1학기-1기,2기, 여름방학, 2학기, 겨울방학)
  - 운영반
   . 학기중-월금반, 화목반
    (1학기-16·24차시, 2학기-38차시)
   . 방학중-1,2교시반, 3,4교시반 각 30차시
  - 강사료 및 수강료: 전년도와 동일하게 적용
    (온라인의 경우 80% 적용) 
  ※ 자기주도학습: 연간 5회(방과후와 동일)

7 2021학년도 통학차량 운영안 
원안

가결

▶소관: 행정실 시설팀
▶주요내용
  - 운영방법: 위탁운영(3개업체)
  - 차량대수: 43대
  - 비용산출: (차량비+보조교사+교통경찰 용역비)*10개월
    /차량이용신청 학생수

☞ 자세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나 소관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