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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축하’ 학부모 없는 비대면 졸업 

공휴일 수당 계산은 이렇게  2021년 ‘급여 달력’ 발표

2020학년도 상해한국학교 졸업식 개최, 고등부 120명 졸업

상해한국학교(교장 전병석) 고

등 16회 졸업식(졸업생 135명)이 

금호음악당에서 열렸다. 올해 졸업

식은 코로나19로 비대면으로 개최

됐다. 학부모들은 각 가정에서 원

격으로 자녀들의 졸업장 수여 장

면을 보며 축하해줬다. 학교는 안

전한 졸업식을 위해 학부모들을 

참석을 제한한 것은 물론 졸업생

들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좌석 간 

거리 두기를 한 채 진행됐다. 

이날 졸업식장에는 이준용 법

인이사장, 이영섭 교육영사, 정회

남 운영위원장, 배영란 학부모회

장, 학교 관계자 등이 참석해 학부

모를 대신해 졸업을 진심으로 축

하했다. 졸업생들은 한 명씩 단상

에 올라 전병석 교장으로부터 졸

업장을 받고 담임교사와 감사 인

사를 나눴다. 무대에 오른 학생들

은 원격으로 보고 있을 부모님을 

향해 큰절을 올리거나 각자 독특

한 포즈를 취하며 조용한 졸업식

장에 웃음을 선사하기도 했다.   

전병석 교장은 △나의 가장 약

한 부분을 사랑하는 마음 △자기

를 스스로 존중하는 마음 △자기

를 스스로 보살피는 마음 △자기

를 스스로 책임질줄 아는 마음을 

강조하며. “나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길 바란다”

라며 “꿈은 꿈꾸는 자의 것이며, 졸

업하는 여러분들은 언젠가 한 번

은 피어나는 봄 꽃이 될 것”이라고 

졸업식 축사를 전했다. 이어 “정호

승 시인의 ‘고래를 위하여’, 비스와

바 심보르카 시인의 ‘두 번은 없다’

를 통해 두 번은 없는 오늘 최선을 

다하자”며 졸업생들을 격려했다. 

이준용 법인이사장은 “신이 나에

게 인생 중 돌아가고 싶은 때로 보

내준다고 한다면 망설임 없이 고3 

여러분의 시절이라고 말할 것이다. 

왜냐하면 꿈을 꿀 수 있는 나이, 꿈

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라며 “내가 진심

으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나

의 꿈이 무엇인지를 찾아 스스로 

선택한 삶을 자신있게 살아가는 학

생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올해 고등부 졸업식 시상식에서 

학교장상은 박래오 학생, 총영사

상은 조현서 학생, 법인이사장상은 

김예진 학생, 운영위원장상은 곽민 

학생, 학부모회장상은 김소원 학생

에게 수여됐다.  

고수미 기자 

[고등 졸업생 수상자]

● 학교장상: 박래오

● 총영사상: 조현서

● 학교법인이사장상: 김예진

● 학교운영위원장상: 곽민

● 학부모회장상: 김소원

른 급여 달력이 발표됐다. 지난 

11일 상하이발포(上海发布)에 따

르면, 올해 법정 공휴일은 신정, 구

정, 청명절, 노동절, 단오절, 추석, 

국경절 등이다. 

오는 2월 11일부터 7일간 이어

지는 춘절 연휴에 근무를 하는 경

우 음력 새해 당일인 12일부터 14

일까지 사흘간 기존 급여의 3배를 

지급해야 한다. 나머지 11일, 15일, 

16일, 17일의 경우, 직원들에게 추

가 보상 휴가를 주거나 기존 급여

의 2배를 지급할 수 있다. 

청명절에는 4월 4일 당일 근무

자에게 기존 급여의 3배를 지급해

야 한다. 전날과 다음날인 3일, 5일

에는 추가 보상 휴가를 주거나 기

존 급여의 2배를 지급할 수 있다. 

과거 3일에서 5일로 연장된 노동

절 연휴에는 5월 1일 하루만 3배의 

급여가 지급된다. 2일부터 5일까지

는 추가 보상 휴가를 주거나 기존 

급여의 2배를 지급할 수 있다. 

이어 사흘 연휴의 단오절, 중추

절은 각각 6월 14일, 9월 21일에만 

기존 급여의 3배를 지급해야 한다. 

나머지 이틀의 휴일에는 추가 보

상 휴가를 주거나 기존 급여의 2

배를 지급할 수 있다. 

춘절과 더불어 최대 황금연휴

로 꼽히는 국경절에는 10월 1일부

터 사흘간 기존 급여의 3배를 지급

해야 한다. 나머지 4일부터 7일까지

는 직원들에게 추가 보상 휴가를 주

거나 기존 급여의 2배를 지급할 수 

있다. 법정 공휴일 외에도 중국 모

든 근로자들은 연차 휴가, 결혼 휴

가, 출산 휴가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연차 휴가는 직원의 근로 햇수

로 계산된다. 현 중국 노동법에 따

르면, 근로 햇수가 만 1년 이상, 10

년 미만인 직원의 경우 연 5일의 

휴가를 신청할 수 있고 만 10년 이

상, 20년 미만의 경우 연 10일의 휴

가를 신청할 수 있다. 만 20년 이

상 근로한 자는 일괄적으로 연 15

일간의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결

혼 휴가는 국가가 규정한 1~3일 외

에도 7일까지 연장 신청할 수 있다. 

단, 추가 휴일은 법정 공휴일과 이

어서 사용해야 한다. 

여직원의 경우, 출산휴가는 임

신 7개월 이상 시, 회사가 승인할 

경우 2개월 보름의 기간을 신청할 

수 있다. 유산을 할 경우 임신 4개

월 이전에는 15일, 4개월 이후에는 

42일이 연장된다. 산후 육아 휴직

은 6개월 보름간 신청할 수 있다. 

남직원의 경우, 배우자가 출산을 

할 경우 10일의 출산 휴가를 신청

할 수 있다. 단, 주말이나 법정 공휴

일과 이어서 사용해야 한다. 

이 밖에 장례 휴가는 직계 가족

일 경우 1~3일 신청할 수 있다. 

이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