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80 Ganxi Road, Shanghai, China 200335 

www.laschina.org 

                                                               Weekly Parent Update – 2020 년 1 월 23 일 

금주의 이슈 
 

 우한 바이러스 

 NJHS 

발렌타인데이 

캔디판매 

 초등학교 

춘절기념공연 

 SLAS Talent 

Show 

 

Important 

Information! 

 

PTA 정기회의 

일시: 2 월 11 일(화) 

        9:30am 

장소: 카페테리아 

 

SLAS Facebook 

SLAS 페이스북에 

가입하세요; 

www.facebook.com/sha 

anghailas 

 

중요 행사 및 일정 
 

2020-2021 학년도 학교캘린다는 학교 웹페이지에 공지되어 있습니다;  

www.laschina.org 

 
1 월 
 

 24-31-춘절방학(2/3 등교) 

 

2 월 
 

 6-초등학교 춘절기념 드라마공연 시간: 1:30pm, 장소: 5 층 강당 

 7-PTA 키오스크 (한국부 커뮤니티) 

 11-PTA 정기회의, 시간 9:30am,  장소: 카페테리아 

 14-PTA 키오스크 (일본부 커뮤니티) 

 14- 학교춘절행사, 시간 9:30am,   장소: SLAS 운동장 

 18-20-유치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부모 참관수업 

 21 PTA 키오스크 (중화권 커뮤니티) 

 26-정기교사연수 (2:20PM 하교) 

 

 



 

SLAS Rain Coats 
유치부와 초등학생들은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해서 

비옷을 학교에 가져오기 

바랍니다. 갑작스럽게 비가 

올때 우산이 없을 경우에는 

학교에서 비옷을 구입해야 

하며, 가격은 45 위엔 

입니다.  비옷은 학생들에게 

우선 지급되고, 후추에 

청구서를 보내드립니다.  

 

 

House Uniform 
금요일에는 하우스 

유니폼을 입고 등교합니다.  

5-12 학년은 한 달에 한번 

하우스 이벤트에 

참여합니다.   

 

 

GREEN LIFE 
환경 보호를 위해 저희 

학교에서는 더이상 

종이컵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점심시간 제외) 

학생들은 자신의 개인 물병 

또는 컵을 소지해야 합니다.  

 

 

Parents’ Badge  
학부모님께서는 학교를 

방문하실 때 학부모 

아이디카드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의 

보안을 위해 아이디 착용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Lost and Found 
학교에서 물건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분실문 수거 

사무실 118 호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실 

방지를 위해 교복을 비롯한 

학생의 모든 소지품에서 

이름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SLAS 학부모님께,  

 

이미 아시다시피, 현재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바이러스의 발병으로 중국 많은 

도시와 다른 여러나라에서 감염사례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중국춘절기간에 많은 

이동이 있음에 따라 이 질병이 더 퍼질 위험이 있습니다. SLAS 는 우리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법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주간 일반적인 청소 및 소독외에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연휴 이후에, 열이 있거나 플루 진단을 받은 학생 또는 교직원은 집에 

있어야 하며, 학교로 돌아올 때는 (학교로 돌아와도 좋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받아 와야 합니다. 

 연휴 기간동안, 교내구간은 철저한 청소와 소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실들은 청소와 소독을 한 후에, 하루에 한번씩 

특별한 UV 램프를 이용한 소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램프소독은 교실이 

비어있을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감염 예방법을 전시한 포스터가 학교 곳곳에 게시되었으며, 담임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올바른 손닦기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소독과 손닦기 제품들이 추가로 비치되었습니다.  

 학생이 질병의 증상을 보이게 되면, 학교 양호실로 보내지게 되며, 고열이 

발견되면, 귀가조치되고, 다시 등교할 때는 (등교해도 좋다는 내용의) 의사 

진단서를 갖고와야 합니다.  

 청소와 소독 일정이 추가되었으며, 해당 바이러스가 완전히 통제될 때까지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특정한 단체 놀이 공간은 사용이 제한될 것입니다.  

 교외 트립과 방문은 연기되거나 취소될 것입니다.  

 학교는 보건당국의 정보를 철저히 모니터하며, 상하이 질병본부의 지시에 

따를 것입니다.  

 

SLAS 에서는 우리 커뮤니티 전체의 건강이 가장 최우선시되며, 학생, 교직원, 

SLAS 가족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한 모든 방법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휴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이 리빙스턴 미국학교장 드림 



급식 메뉴 
 

월요일:  

Italian Meat Pie 

Braised Vegetables  

Ham Sandwich  

Vegetables 

Garlic Bread 

Rice 

Salad Bar/Fresh Fruits 

 

화요일:  

Roast Chicken Breast 

Noodles with Shredded 

Meat & Vegetables 

Tuna Sandwich 

Cake 

Vegetables  

Bread and Butter/Rice 

Salad Bar/Fresh Fruit 

 

수요일:  

Braised Pork 

Fried Eggs Sandwich 

Curried mixed Vegetables 

Spring Rolls 

Vegetable Soup 

Bread and Butter/Rice 

Salad Bar/Fresh Fruit 

 

목요일:  

Korean – Style Noodle 

(with Minced Pork & 

Gravy) 

Pita Stuffed with Beef 

Croissant 

Miso soup 

Vegetables  

Bread and butter/ rice 

Salad bar and fresh fruit 

 

금요일:  

Roast Fish 

Braised Vegetables 

Vegetable Soup 

Ham Sandwich 

Bread and butter/rice 

Salad bar/fresh Fruits 

 
 

 
 

 
 

 

감기/독감 시즌 주의사항 

*학생이 37.5 도 이상의 열이 있다면, 등교하지 말고 집에서 쉬어야 합니다. 

고열이 있는 상태에서는 스쿨버스를 타도록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녀를 학교에 보내기 전에 해열제를 투여해서 보내지 말아주세요.  

*학생이 플루(독감) 진단을 받았다면, 중고등학생은 109 호 사무실로, 

유치부/초등학생은 담임교사에게 연락주세요. 다시 등교하려면 (등교해도 

된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갖고 와야 합니다. 플루, 수두, 세균성 폐렴 등 다른 

학생들에게 감염될수 있는 질병이 이에 해당됩니다.  

 
National Junior Honor Society (NJHS)에서는 이번주부터 2 월 12 일까지 candy 

grams 를 판매합니다. 중고등학생과 교사들은 10-15 위엔의 가격으로 구매할수 

있습니다. NJHS 에서 2 월 14 일, 발렌타인데이에 candy grams 을 배달합니다. 

NJHS 회원 또는 519 호 Mrs. Jackson 에게서 구입할수 있으며, 현금, 위쳇, 

알리페이로 지불할수 있습니다. NJHS 를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춘절기념 공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