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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저널 21기 
고등부 학생기자 모집

상하이 교민의 중국 생활 동반자 상하이저널

이 21기 고등부 학생기자를 모집합니다. 상

하이소재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한국 학생이

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학생기자는 교

육 활동과 관련된 기획, 기사작성 등의 과정

에 참여하며 채택된 기사는 본지에 게재됩니

다. 학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모집인원: 0명
● 활동기간: 2020년 3월~2021년 2월까지(1년)
● 지원자격:

상하이 소재 고등학교(한국학교, 중국학교, 

국제학교 무관) 1~2학년(10~11학년)에 재학

중인 한국 국적의 학생(2020년 3월 기준)
● 제출서류: 하기 기준에 따라 Word A4 기준 

1~2매 내외로 작성

 [필수 기재 사항]

 1. 이름(한글/영문)

 2. 학교 이력

     예)1~5 한국 OO초등학교

          6~8 상해한국학교

          9~10(현재) 상해중학

 3. 중국 체류기간

 4. 영어·중국어 능력 명시(학교성적 또는 공

인성적)

 5. 자기소개서 1500자 내외(문자 수, 공백 포함)

 6. E-mail, 주소, 연락처
● 서류접수:

  2월 17일(월) 오후 4시까지
● 1차 서류합격자 발표:

  2월 19일(수) 오전 10시 홈페이지에 공고
● 2차 면접 및 기사 작성:

  2월 29일(토) 오전 10시 상하이저널 사무실
● 최종 합격자 발표:

  2월 29일(토) 오후 4시 홈페이지에 공고
● 발대식

  3월 1일(일) 오후 2시 

  (합격자 전원 필히 참석)
● 접수방법: 이메일로만

  master@shanghaibang.com

  (‘학생기자 지원’이라고 적을 것)
● 문의: 021)6208-9002 

복한 대화 및 직강 동영상을 같이 본 후, 내 마음 알아

주고 아껴주는 마음 나누기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의 행복을 깨닫는 마음 공부 시간! 

가볍게 오셔서,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 보내고 가세요. 
▶ 일시: 매 주 토요일 오후 1시~3시

           (중국 공식연휴 시, 휴회합니다.)
▶ 문의: 137-6401-2878

모집
재상해 휘문고교우회 교우모집
큰사람이 되고자 상해지역에서 근무 및 학업중이신 휘

문고 교우를 찾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연락처: 김성연 총무(84회) 159-2118-3913

              김완주 부총무(88회) 189-1101-6668

재상해화동 대구고등학교 동문회
상해 및 강소,절강 지역에 계신 대구고등학교 동문 분

들을 찾습니다.

박력! 대고 동문 분들의 많은 연락을 기다립니다.
▶ 연락처: 28기 186-1684-1270

상해한인연합배드민턴클럽 UBC
가족같은 분위기의“상해 최고 명문클럽”입니다.

배드민턴을 기초부터 배우실분도 열렬히 환영합니다.
▶ 운동시간: 월, 수 오후 7시~10시/토 오전 10시~13시
▶ 구장위치: 闵行区航南路350号

           明强第二小学体育馆2楼
▶ 문의: 총무 186-2190-0479, 위쳇: costle_korea

열정있는 테니스 동호인을 모십니다
상하이 STN(상하이 티엔티엔 테니스 클럽)에서 회원을 

추가 모집합니다. 테니스의 기본인 매너를 중시하고 함

께 웃으며 땀 흘릴 수 있는 활력 넘치는 클럽입니다. 금

은동 레벌별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열정과 실력을 겸비

한 회원들의 다양한 구질과 기술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정모안내]
▶ 화-금수강남 실내코트  오후 8시~11시
▶ 카페: cafe.daum.net/tiantiantennis
▶ 문의: 156-1864-7887

2020년 상해 해병대전우회 사무국
▶ 사무국장: 부사관249기 이승웅 186-1631-0087
▶ 사무차장: 병1008기 김슬기 139-1894-9040
▶ 사랑방: 아지메국밥
▶ 월례회: 매월 두번째 화요일 오후 6시 30분~

진씨태극권 동호회  
덕(徳)! 중국 최고의 태극권! 진씨태극권 수련을 함께 하

실 교민 여러분을 찾습니다. 태극권으로 심신을 단련 하

시고자 하시는 분은 연락 주시기바랍니다. 
▶ 시간: 동호회 모임 매주 토요일 

           오전 8시 30분(아이친하이광장)
▶ 문의: 중국어:183-3687-8019

           한국어:159-0096-7773

영사관소식

 한국상회소식
상해한국상회(한국인회) 회원사 주요 업무지원
▶ VISA 발급 대행
● 단수비자

- 회원사 260(비자비용) + 100(대행료) = 360RMB

- 비회원사 260(비자비용) + 150(대행료) = 410RMB
● 1년 복수 비자

- 회원사 585(비자비용) + 100(대행료) = 685RMB

- 비회원사 585(비자비용) + 150(대행료) = 735RMB

- 급행시 단수비자 +130RMB / 복수비자 +230RMB
▶ 열린공간 대여

구분 회원사 비회원사

요금(1시간당) 50 元 200 元

야간 요금(1시간당) 75 元 300 元

빔프로젝터 (1회) 100元

▶ 변호사 무료 상담 (화원사)

- 상담내용: 인사, 노무 등 각종 분야

- 접수방법: 사무국 이메일 혹은 대표전화로 접수
▶ 주숙등기 안내 (누구나)

- 주숙등기(621호) 안내

- 업무시간: 오전 9시~오후 4시(점심 11:00~13:00) 

※ 이메일: shkocham@naver.com

     전화: 021)6209-5175

     위치: 闵行区吴中路1100号炫润国际大厦616室

공지
설  맞이  무료 떡국 잔치 안내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을 맞이하여 무료 떡국 잔치

를 상해한국상회(한국인회)와 상해화동한식품협회에

서는 공동으로  매년  진행을 해 왔습니다. 이에  경자년 

설날에 고향에 가지 못하고  상해 거주하는 교민 주재원 

학생 재중동포 모든 분들 모시고 아래와 같이 떡국 잔치

를 진행합니다. 오셔서  떡국 드시면서 덕담도 나누시고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행사 개요-
▶ 주관: 상해한국상회(한국인회)  상해화동한식품협회
▶ 후원: 자하문, 마포옥, 화니떡집 , 상해한인어머니회 
▶ 일시: 1월 25일  
▶ 장소: 

1. 자하문(区银亭路66号缤崎广场1栋4楼)

    (11시 30분~1시 30분)

 2. 마포옥(虹泉路1051弄5号)

     (7시 30분~11시 30분)

학교법인 상해한국학교 이사 및 감사
학교법인 상해한국학교이사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사 

및 감사를 공모하오니 상해한국학교 발전에 기여해 주

실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공모인원: 이사 4명, 감사 1명
▶ 자격조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지 않는 자

- 임원으로 재임기간이 4년 미만이면서, 재임횟수가 2

회 이상이 아닌 자

   (당연직 임원으로 재임한 기간 및 횟수 제외)
▶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 필수, 서식별첨) 1부 

 - 신분증(여권) 사본 1부
▶ 제출기한: 법인이사회 구성 완료시까지
▶ 공모방법: 제출서류를 pdf파일로 이메일(okmatdol@

naver.com) 송부

상해한국학교 2020학년도 3월 입학 신전편입생 
전형 계획

추가 전형(초등1학년 입학*, 초
등1학년 신입생 조기입학**, 2

학년~11학년)

접수일 2020.2.10.(월)~ 11일(화)

면접전형(7학년~11학년) 2020.2.18.(화)

등록일(1학년~11학년) 2020.2.20.(목)~ 21(금)

전입생 OT 2020.2.27.(목)

등교일 2020.3.2(월)

-초등 1학년 입학생 출생연도: 

  추가전형은 2013.1.1.~2013.12.31.출생자로 한다.

-초등1학년 신입생 조기입학생 출생연도:

  2014.1.1.~2014.2.28. 출생자로 한다.

가. 상해한국학교 신전편입생 제출서류 다운로드:홈페

이지(www.skoschool.com) 입학안내<자료실>

나. 2020학년도는 1학년~11학년 모두 개학 후 결원이 있

을 시에 수시로 전입을 실시할 예정임.

다. 상해한국학교 전편입학 담당자 연락처: 전화021-

6493-9517,9519/이메일xuan6@skoschool.com 끝.

모임
상하이 정토회 행복한 대화
매주 우리 함께 모여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롭고 행복하

게 사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법륜스님의 즉문즉설 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