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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트 지분 매각

W마트
갤러리아1층(井亭大厦1층)에 성업 중인 

대형마트 지분 인수자를 찾습니다.

▶ 연락인: 郑사장 180-0170-7862

상하이저널 22기 고등부 학생기자 모집
상하이 교민의 중국 생활 동반자 상하이저널이 22

기 고등부 학생기자를 모집합니다. 상하이소재 고등

학교에 재학하는 한국 학생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

합니다. 학생기자는 교육 활동과 관련된 기획, 기사

작성 등의 과정에 참여하며 채택된 기사는 본지에 

게재됩니다. 학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모집인원: 0명 
● 활동기간: 2020년 9월~2021년 8월까지(1년) 
● 지원자격:

상하이 소재 고등학교(한국학교, 중국학교, 국제

학교 무관)

고 1~2학년 재학중인 한국 국적 학생(2020년 9

월 기준)
● 제출서류: 

  하기 기준에 따라 Word A4 기준 2매 이내로 작성

[필수 기재 사항]

1. 이름(한글/영문)

2. 2020년 9월 기준 학년 표기

3. 학교 이력

  예)1~5 한국에서 재학

     6~8 상해한국학교

     9~10(현재) 상해중학

4. 중국 체류기간

5. 영어·중국어 능력 명시(공인성적 또는 학교성

적, 공인성적 필수사항 아님)

6. E-mail, 주소, 연락처

7. 자기소개서 1500자 이내(문자 수, 공백 포함)
● 서류접수: 8월 24일(월) 오후 4시까지
● 1차 서류합격자 발표:

  8월 26일(수) 오전 10시 홈페이지에 공고
● 2차 기사 작성 및 면접

  8월 29일(토) 오전 10시 상하이저널
● 최종 합격자 발표:

  8월 29(토) 오후 6시 홈페이지에 공고
● 발대식: 8월 30일(일) 오후 3시

 -해당자에 한해 어학증명서 필수 제출

 -합격자 발대식 필히 참석
● 접수방법: 

 -이메일로만 master@shanghai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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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2020년 인천대 학생 여름방학 단기 온라인 
인턴쉽 안내
▶ 목적, 취지 및 방법: 

1. 글로벌 시대에 맞추어 학생들의 어학실력 향상 해외

기업들의 업무현장에 대한 실습을 온라인으로 인턴쉽

을 진행한다.

2. 현재 코로나사태로 인하여 직접 중국 현장에서의 어

학연수및 현장실습이 불가하니, 온라인으로 인턴쉽을 

진행한다.

3. 현장 실습 시에는 회사로부터 최소한의 인턴급여를 지

원 받지만, 온라인 실습은 회사에서 학생들을 관리해주

어야 하는 비중이 큼으로 한 학생당 1,500 위안의 비용

을 회사에 지원한다.
▶ 기간: 7월 27일 ~ 8월 14일: 3주, 오전 근무

            8월 17일 ~ 8월 21일: 1주, 종일 근무
▶ 문의: 한신컨설팅 180-1732-0286(전화, 위챗) 

구인
상하이 20여년 역사의 한인 부동산 전문 기업‘반석부

동산’이 함께 할 인재를 모십니다. 

▶ 분야: 주택부, 상업부
▶ 인원: 00명
▶ 기간: 모집 시까지
▶ 대상: 25~35세
▶ 자격: 대졸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중국어가 능통한 적

극적이고 진취적인 성격을 가진 남녀 
▶ 급여: 면접 시 협의
▶ 근무지: 홍췐루(虹泉路) 인근
▶ 문의: 156-0166-2773

G마트에서 인재를 모십니다
1. 한국인 대졸사원 모집：

남경 1, 2호점 및 상해 1, 2호점을 운영하는 G마트에서 

진취적이며 열정적인 한국인 대졸사원을  모집합니다. 
▶ 대상: 중형마트 및 편의 사업 등 중국 유통사업에 열정

을 품은 24-35세(졸업예정자 포함)
▶ 조건: 주6일/일10시간; 초봉 11,000원/월

故 노회찬 서거 2주기 추모 (온라인)음악회
그리운 사람 노회찬, 함께 꿈꾸는 세상

노/회/찬/재/단/상/하/이/모/임

● 일시: 7월 23일(목) 
● 관람: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
●  연주형식

-5분 내외 연주 동영상

-2인 이상 연주팀 추천(가족, 친구, 동호회 등)

-한 팀 당 최대 2곡 이내

-악기 종류, 곡 제한 없음

 (클래식, 대중, 국악, 중국악기 등)

● 참여방법

-위챗 ID: creotex  -위챗 추가 후 신청

-연주 동영상 파일 송부(연주자 이름, 연주곡명) 

-같은 곡 다른 각도 동영상 2개 이상 추천
● 동영상 편집 재능기부자 신청 받습니다.

 (영상에 편집제작자 표기)
● 문의: cadmel@naver.com

故 노회찬 의원 서거 2주기를 맞아 ‘자유인’ ‘문화인’ 

‘평화인’ 노회찬을 그리워하는 교민 여러분과 함께 

온라인 음악회를 열고자 합니다. “모든 국민이 악기 

하나쯤은 연주할 수 있는 나라”를 바랐던 노회찬의 

꿈처럼, 악기 연주가 가능한 교민들과 함께 만드는 

<그리운 사람 노회찬, 함께 꿈꾸는 세상> 온라인 음

악회에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 연주자 참여 신청: 7월 15일(수)까지

인재 모집
1. 소가전 제품디자이너

 - 생활용품, 소가전, 텀블러, 쿡웨어 등 디자

인 경력자 우대(2~3년 경력)

 - Rhinoceros、Keyshot、Photoshop 등 디

자인 프로그램 능숙 사용자 

- 영어 가능자 우대, 대졸이상자

2. 소가전사업부 상품/전략기획팀장

- 대형, 소형가전상품 및 프로젝트 기획, 전

체 관리(상품 손익 분석 및 개선)

- 가전관련 프로젝트 실무경력 보유자

- OA 능통자, 과~차장급, 한국인 or 조선족, 

중국어 능통자, 대졸이상자

- 회사명 및 연락처: 

  상해락앤락, 周经理(021-54222228-230)

  yczhou@locknlock.com.cn

홍췐루에 새롭게 오픈하는 우리마트

를 이끌어갈 인재를 모십니다. 새로운 

컨셉의 마트를 이끌어갈 패기와 열정

이 넘치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근무지: 홍첸루 井亭天地 3층

● 직  급: 점장 및 부점장

● 조  건: 면접 시 협의

● 문  의: 최동택 150-5222-4679

우리마트 
한국인 구인

▶ 제출: 이력서, 자기소개서, 대학졸업증명서

2. 콜센터 직원 모집
▶ 근무: 구베이, 홍췐루 G마트
▶ 대상: 주부, 학생 모두 지원 가능(풀타임 또는 파트타임)
▶ 우대: 장기간 함께 호흡할 수 있고 일 근무 시간이 긴 

지원자 우대
▶ 문의: 위챗 G66971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