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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ant 

Information! 

 

 

SLAS Rain Coats 
어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모든 유치부 및 초등학교 

학생들은 우천시 비옷을 

입어야 합니다. 

부모님께서는 미리 

개인우비을 보내시거나 

45 위엔에 판매되는 학교 

비옷을 구입하실수 

있습니다.  

 

비가 오는날 하교시 비옷이 

없는 학생은 학교 비옷을 

구입해서 입게 되며, 

중요 행사 및 일정 
2020-2021 학교 캘린다는 SLAS 웹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9 월 
 

 15-방과후 수업 신청 마감 

 17-학부모 그레이드링크 사용설명회 10AM / 4PM,  

줌미팅 (아래 기사 참조) 

 18-PTA 오찬모임, 11AM, Sichuan Citizen, 2F, 378 Wukang Road 

 21-방과후 수업 시작 (튜터링은 9/28 시작) 

 23-중고등학교 오픈하우스, 5PM-7PM, SLAS 캠퍼스 

 30-정기교사연수 (하교: 2:20PM) 

 

 

 

그레이드링크 사용설명회 

 
9월 17일(목) 오전 10시 및 오후 4시에 zoom 을 이용한 그레이드링크 

사용설명회가 있습니다. 아래 zoom code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레이드링크는 K-12학년이 사용하며, 그레이드링크 사용방법을 시연하게 

됩니다. 9월 18일(금)에는 학생의 그레이드링크 개인 접속 정보를 가정에 

보내드립니다.  
 

ZOOM meeting codes for Gradelink training on September 17: 

10:00AM Meeting:  987 0707 6647 

4:00PM Meeting:  944 9421 6892 

 

 



부모님께 비용이 

청구됩니다.  

 

 

House Uniform 
금요일은 하우스 활동이 

있으므로, 학생들은 하우스 

티셔츠를 입고 등교해야 

합니다.  

 

 

GREEN LIFE 
학교는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더이상 

종이컵을 사용하지 않으며, 

학생들은 개인컵 또는 

물병을 갖고 다녀야 합니다.  
 

 

Parents’ Badge  
학부모님께서는 학교를 

방문하실때 항상 학부모 

아이디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노력입니다. 

현재는 COVID-19 으로 

인해 부모님의 학교 방문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Lost and Found 
학교에서 잃어버린 

분실물은 118 호 

사무실에서 보관됩니다. 

유니폼을 비롯한 학생의 

모든 소지품에는 학생 

이름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금주의 메뉴 
 

월요일:  

Mongolian-style pan fried 

beef, Braised vegetables, 

sweet corn, and rice. 

 

화요일:  

Fried chicken wings, 

braised vegetables, 

roasted potatoes, and 

rice. 

검역 규정 안내 
 
2020-2021 학년도를 성공적으로 시작할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올해에도 학생들의 성공적인 학업과 교사들의 전문적인 성장이 계속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중국에서 타국민의 입국을 허용하기 시작함에 따라 학교 등교에 관한 최신 정책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상하이 보건부 및 상하이 교육부의 방침에 따르면 상하이 외의 

지역을 방문한 모든 학생들은 상하이로 돌아온후 14 일간 자가 모니터링을 한 후에 등교할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 학교의 결정에 따라 14 일간의 자가 모니터링대신 핵산 

검사 음성 결과 보고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등교를 허용할수 있습니다. 14 일 자가 모니터링 

대신 음성 핵산검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실 분은 학교에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이 밖의 중간 위험지역을 방문한 경우에는 14일의 자택 자가격리 및 음성 핵산 검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하이 밖의 고위험 지역을 방문한 경우에는 상하이 정부가 정한 

자가격리 호텔에서 14일간 자가격리 및 음성 핵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중국에서 고위험 지역은 없습니다만, 이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하이 밖으로의 여행은 신중하게 고려해 주시고 위험 요소들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과후 수업 
 

 
 

SLAS 는 유치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위한 방과후 수업을 진행합니다. 

튜터링 외에도 학생들의 관심에 따라 선택할수 있는 다양한 수업들이 

제공됩니다. 댄스, 악기 수업 등 예체능 수업 외에도 언어, 농구, 축구, 컴퓨터, 

요리 등 다양한 수업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재능을 

개발할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신청서는 이미 가정으로 보내졌으며, 신청마감은 

9 월 15 일입니다. 수업은 9 월 21 일부터 시작되며, 중고등학교 튜터링은 9 월 

28 일에 시작됩니다. 

 

 

 



수요일:  

Philippine style pork with 

tomato sauce, deep fried 

potatoes,   braised 

vegetable, and rice fried 

with egg. 

 

목요일:  

BBQ pork slice,   braised 

vegetables, fried egg with 

tomato, and rice. 

 

금요일:  

Kung Pao chicken, braised 

vegetables, roasted potato 

wedges, egg pancake, 

and rice. 
 
 

 
 

 

학부모를 위한 PTA 강좌 

 
 

 

 

 



중고등학교 오픈하우스 

SLAS 새학기에 여러분을 뵙게되어 환영합니다. 2020-21 학년도 학교캘린다는 학교 

웹페이지에 공지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첫번째 일정은 9 월 23 일(수) 오후 5 시-

7 시에 있을 중고등학교 오픈하우스입니다. 교실 방문은 5 시에 시작되므로, 4:45 까지 

학교에 도착하셔서 학교 입장에 필요한 절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COVID-19 으로 인해 

학생들은 오픈하우스에 참석하거나 캠퍼스에 남아있을수 없습니다. 학교에 들어오시는 

모든 학부모님께서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체온체크를 받고, 초록색 건강 큐알코드를 

제시하셔야 합니다.  

오픈하우스의 목적은 교사들을 만나 커리큘럼과 수업목표에 관해 전달받는 것입니다. 

오픈하우스는 부모님을 위한 자리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참석하셔서 

교사와의 유대관계를 쌓으시고, 다른 부모님들을 만날 기회도 갖게되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오픈하우스는 없습니다. 따라서 중국외 지역에 거주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교사에게 직접 연락하셔서 커리큘럼에 관해 이야기할 일정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학교 소식 

 

 

 

기타 소식 

 

Guidance 

 

 

Secondary Open House Bell Schedule 오픈하우스 일정 
5:00 – 5:05 Passing   

5:05 – 5:15 Block A 1  

5:15 – 5:20 Passing  

5:20 – 5:30 Block A 2 

5:30 – 5:35 Passing  

5:35 – 5:45 Block A 3 

5:45 – 5:50 Passing  

5:50 – 6:00 Block A 4 

6:00 – 6:05 Passing  

6:05 – 6:15 Block B 1 

6:15 – 6:20 Passing  

6:20 – 6:30 Block B 2 

6:30 – 6:35 Passing 

6:35 – 6:45 Block B 3 
6:45 – 6:50 Passing 

6:50 – 7:00 Block B 4 

 



 
 

인터네셔날 대학교 박람회 (2020 년 9 월 23 일) 

 
Council of International School 이 주최하는 온라인 대학교 

박람회가 9 월 23 일에 개최됩니다. 참석을 원하는 분은 미리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세요. 많은 대학교들에 관한 정보를 얻고 

연락할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 박람회에는 전세계의 유명 

대학교들이 참여합니다.  

 

일정, 참여신청, 참가 대학교 명단 등 좀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https://www.cois.org/for-students-and-parents/students/fairs-

and-tours/east-asia-and-ocea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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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부 Nursery 소식 

 

 



 



 
 
 

 
 
 

 

SLAS 공식 위쳇을 추가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