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기 제4회 상해학교운영위원회 심의결과

1. 개최일시: 2021.12.15.(수), 14:00 

2. 참석인원(정수/결원/불참/참석): 12명/0명/4명/8명

3. 안건 및 심의내용 (안건 총 12건, 원안가결 11건, 수정가결 1건)

번

호
심  의  안  건  명

심의

결과
내       용

13
2021학년도 초등 겨울캠프 

운영 계획안

원안

가결

▶소관: 초등 방과후부
▶주요내용
 가. 대상 학년 : 초등 전학년
 나. 운영 계획
  1) 운영 기간 : 2022. 1.17.(월) ~ 1.28.(금) 2주간
  2) 수업 시간 : 08:30 ~ 11:50(매일 4차시)
  3) 납부 금액 : 수강료 + 차량비(신청자에 한함)
  3) 내용 : 수업시수 20차시이며 코로나19 또는 학교사정으로  
     운영기간은 조정될 수 있으며, 온라인수업으로도 진행이  
     가능함

14 2022학년도 학사일정 계획안
원안

가결

▶소관: 초등 교무실행정실
▶주요내용
 가.수업일수 :183일(1학기 91일, 2학기 92일)
 나.학교휴무·휴업일

  1) 본국 4대 국경일, 주재국 휴일, 방학 및 그 외 재량휴업일

15
2022학년도 중등(7~12학년)

교과서 선정 및 주문

원안

가결

▶소관: 중등 연구부
▶주요내용
가. 대상 학년 : 7~12학년
나. 교과서 선정 및 주문 계획
 1) 교과별 협의회를 거쳐 2022학년도에 사용할 교과서를 선정
 2) 영어과와 중국어과는 과별협의를 거쳐 교과서 선정

16
2022학년도 초등 교과서 선정 

및 주문 계획

원안

가결

▶소관: 초등 교과서담당
▶주요내용
가. 대상 학년 : 초등 전학년
나. 교과서 선정 및 주문 계획
  1) 예체능교과(음미체실컴) 및 3,4학년 수학,과학,사회는   
     검인정 교과서 선정, 나머지 교과는 국정교과서 선정
  2) 초등 모든 교사가 교과서 선정위원이 되어 선정함

17
2022학년도 초등 영어교과서 

개편 계획안

원안

가결

▶소관: 초등 영어부
▶주요내용
가. 대상 학년 : 초등 전학년
나. 교과서 개편 계획

  

단
계

변경 전 변경 후

A

Our Discovery Island 1 
(1학년)

English Chest 1-5 (2-6학년)
Sounds Great 1-3 (1,2학년)

Real Easy Reading 1,2 
(5,6학년)

Primary Longman Express 
2A-6B (2-6학년)

Sounds Great 3 (2학년)

B

Our Discovery Island 1-6 
(1-6학년)

Reading Juice for Kids 1-4 
(3-6학년)

Primary Longman Express 
2A-6B (2-6학년)

Reading Juice for Kids 
1-4 (3-6학년)

C

Our Discovery Island 1 
(1학년)

Big English 2-6 (2-6학년)
Oxford Primary Skills 1-4 

(1-4학년)

Oxford Discover 1-5 
(2-6학년)

D
Oxford Discover 1-5 

(2-6학년)

Oxford Discover 1-5 
(2-6학년),

부교재로 Oxford Discover 
Spelling & Writing 1-5 

추가 (2-6학년)

 



번

호
심  의  안  건  명

심의

결과
내       용

18
2022학년도 입학금 및 

수업료 책정

원안

가결

▶소관: 행정실
▶주요내용
 가. 입학금 
  1) 초등 20,000위안 / 중고등 25,000위안
  2) 학기시작일 3일전 입학취소 및 포기 시 50%반환, 
     학기 시작일 후 반환불가
 나. 수업료(연간) : 물가상승률 반영 3% 인상
  1) 초등 34,400위안 / 중등 37,600위안 / 고등 42,950위안
  2) 전입학시 해당일부터 일할계산하여 납부, 전출 및 퇴학시  
     해당일의 익일부터 일할계산하여 반환
  3) 매 학기 1/2을 초과하는 경우 반환 불가
 다. 감면 및 면제기준
  1) 셋째자녀 수업료 25% 감면
  2) 넷째자녀 수업료 100% 감면 

19
2022학년도 상해한국학교회계 

본예산안

원안

가결

세입예산 세출예산

관별 예산액 구성비 관별 예산액 구성비

학부모
부담수입

49,674,850 81.03% 인건비 24,480,130 39.93%

지원금
수입

10,075,000 16.44%
학교
운영비

18,979,320 30.96%

행정활동
수입

300,150 0.49%
법인
운영비

6,000 0.01%

전입금
수입

0 0.00%
수익자
부담경비

16,267,850 26.54%

기타수입 0 0.00% 시설비 1,242,500 2.03%

지난연도
이월금

1,250,000 2.04% 예비비 324,200 0.53%

계 61,300,000 100.00
% 계 61,300,000 100.00

%

▶소관: 행정실
▶주요내용
 가. 2022학년도 본예산 구조

  1) 2022학년도 학생수를 예측하여 반영한 가예산임
  2) 세출예산을 대폭 삭감(시설비,예비비)하여 세입예산의 규모와  
    맞춤
 다. 특이사항 : 시설비의 대폭 삭감은 학교 교과과정 운영에 직결  
     되므로 수업운영의 질 저하가 우려됨

20
2022학년도 상해한국학교 

중등 학생선도규정 개정안

원안

가결

▶소관: 중등 학생생활부연구부
▶주요내용
가. 대상 학년 : 7~12학년
나. 학생선도규정 개정
 1) 제2장 제5조,제9조 개정
 2) 제3장 제17조,제19조, 제20조, 제21조 개정
 3) 제3장 제22조 삭제
 4) 세부징계기준 별표 1,2,3 개정 – 세부내역 수정 개정필요
다. 특이사항 : 초등 선도위원회 규정 확인필요 
라. 시행일: 2022년 3월 2일

21
2022학년도 초등 중국어 교재 

선정

원안

가결

▶소관: 초등 중국어부
▶주요내용
가. 대상 학년 : 초등 전학년
나. 교재선정
 1) 1학년 1학기:  汉语拼音제2장 제5조,제9조 개정
 2) 1학년 2학기 ~ 4학년: 标准中文 1~4
 3) 5,6학년: 轻松学中文 1~4
 4) 각 학년 고급반: 语文 1~3

22
2022학년도 중등 겨울방학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안

원안

가결

▶소관: 중등 학년기획부
▶주요내용
가. 대상 학년 : 중등 전학년
나.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1) 운영기간 : 1기 2022. 1.17.(월) ~ 1.28.(금) 2주
                2기 2022. 2. 7.(월) ~ 2.18.(금) 2주
  2) 수업시간 : 08:40 ~ 12:00(매일 4차시)
  3) 납부금액 : 수강료(520위안~1,119위안)
  ※매 수업의 수강료는 신청인원에 따라 상이함
다. 자기주도학습실 운영
  1) 운영기간 : 2022. 1.17.(월) ~ 2.18.(금) 총 20일 
  2) 운영시간 : 08:40~16:05(중식시간 45분 포함 4차시)
  3) 납부금액 : 참가비 무료



번

호
심  의  안  건  명

심의

결과
내       용

23
2022학년도 통학차량 운영 

계획안

수정

가결

▶소관: 행정실
▶주요내용
 가. 운영방법 : 위탁운영(금호, 탁금, 동호)
 나. 운영기간 : 2022학년도 3월 등교일 ~ 2022학년도 2학기  
                종료일
 다. 차량대수 : 40대(전용스쿨버스 9대, 일반버스 31대)
 라. 비용산출 
  1) 차량이용신청한 학생 수로 나누어 납부
   ※1학기(3월분~7월분), 2학기(8월분~익년 2월분) 징수
  2) 전입생은 전입한 날부터 일할계산
 마. 특이사항
  1) 교통지도경찰 2명에 대한 비용 징수
  2) 차량종사인원에 대한 감사격려금 징수예정

24
2022학년도 학교급식운영 

계획안

원안

가결

▶소관: 행정실
▶주요내용
 가. 운영방법 : 위탁운영(상숙송매농업유한공사)
 나. 운영기간 : 2022.3.2.~ 2023.1월 종업식 전(학사일정 기준)
 다. 비용산출 및 납부 
   1) 매학기 학사일정 기준
   2) 급식 미이용자 조사 후 급식이용학생 일괄징수(스쿨뱅킹)
      후 급식업체에 송부(매학기)
   3) 초등 1-3학년 21위안, 초등 4-6학년 23위안, 중등 및   
      교직원 25위안
 라. 특이사항
   1) 현 급식업체 계약종료일 2022.7.31.까지임
   2) 업무평가 결과에 따라 2년 계약 연장 가능
   3) 급식소위원회를 통해 업무평가기준 마련 예정
 

☞ 자세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나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