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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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정:

12:30 홍췐루 카페런던 앞 집결

12:50 구베이 명도성앞 파리바게트

13:30 원동위원부 옛터 방문

14:30 임시의정원 옛터 방문

15:00 YMCA, 삼일당 터 방문

16:00 RICHARD HOTEL 및 일본영사관 옛터 방문

17:00 홍췐루 해산
▶ 대상: 교민 누구나 (중학생 이상), 선착순 20명
▶ 비용: 무료
▶ 신청방법: 전화 또는 메일
▶ 전화: 133-7180-9922
▶ 메일: bjj121212@naver.com
▶ 주최: 흥사단 상하이지부
▶ 주관: HERO역사연구회

모집
경남대동문회 
재화동(상해저장장수)지역 경남대 동문님의 연락을 기

다립니다. 재화동경남대는 정기모임을 비롯하여 소모임 

등을 통하여, 동문의 타국 생활에 도움이 되는 많은 정

보를 공유하고 돕고 있습니다.
▶ 총무:186-1601-3022, 微信: hoper69

          이메일: johnsonpark@foxmail.com   

울산대학교 (화동지역) 동문회
상해 및 인근도시에 계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와 연락

을 부탁드립니다.
▶ 총무: 185-1630-5945, 130-2328-0271

“비사” 계명대학교 동문을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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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사관 소식

10월 연휴기간 전자여권 교부 일정 안내
한국 연휴(추석, 개천절, 한글날) 및 중국 국경절 연휴기

간 외교행낭 운영 일정 변경으로 인해 당관의 여권 교부 

일정이 아래와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2020. 9. 18(금) - 2020. 9. 24(목) 신청여권 : 

  2020. 10. 7(수)부터 수령가능
▶ 2020. 9. 25(금) - 2020. 9. 30(수) 신청여권 : 

  2020. 10. 15(목)부터 수령가능 
▶ 2020. 10. 7(수) - 2020. 10. 15(목) 신청여권 : 

  2020. 10. 22(목)부터 수령가능 

총영사관 10월 연휴기간 휴무일정 
▶ 2020. 10. 1(목) - 2020. 10. 6(화) : 국경절 휴무 
▶ 2020. 10. 9(금) : 한글날 휴무 

 ※ 2020. 10. 7(수) - 2020. 10. 8(목) : 정상근무

한국상회 소식   

영화 드라마 극본 공모 
▶ 제목: 당선작에 한해 작가와 협의  
▶ 극본 분량: 영상물로 제작 시 약 1시간 분량으로 구성  

(한글 중문 모두 가능) 
▶ 촬영 및 제작 형식: 영화, TV드라마, 온라인 & 모바일

의 각종 채널 중 적절한 채널을 선택해 결정 
▶ 드라마 내용: 상해 한인촌에서 펼쳐지는 한국인의 삶

을 다루는 이야기로 한중간의 우호적인 교류, 한인촌

의 거리 이름, 한인촌의 각 업소 및 한인 사업장의 실

명이 나오는 것을 권장 
▶ 당선작: 대상 3만 위안, 우수작 2명 각 1만 위안 
▶ 접수 기간: 9월 1일~9월 25일까지 
▶ 심사 기간: 10월 1일~10월 7일 
▶ 당선작 발표: 10월 8일 
▶ 접수처: 

 상해한국상회(한국인회) shkocham@naver.com 
▶ 문의처: 

 사무국 위장원 국장(152-0184-4194)/위챗 wjw1026 
▶ 기타: 

1. 당선작의 판권은 작가와 상해한국상회(한국인회)

가 각각 50% 소유 

2.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방법은 상해한국상회(한국

인회)의 재량으로 비공개

공지
상해한국학교 2021학년도 3월입학 신.전.편입 대
상자 전형 일정공지
1. 2021학년도 3월입학 대상자 1차 전형일정(1-11학년)

접수 기간 2020년11월2일~11월13일까지

전편입 처리기간 2020년11월16일~11월20일까지

합격자 발표 2020년11월24일

입학금 및 수업료 납부 2020년11월24일~11월27일까지

등록확인 2020년11월30일

등교일 2021년3월2일

2. 2021학년도 3월입학 대상자 2차 전형일정(1-11학년)

접수 기간 2021년1월4일~1월8일까지

전편입 처리기간 2021년1월11일~1월18일까지

합격자 발표 2021년1월19일

입학금 및 수업료 납부 2021년1월19일~1월21일까지

등록확인 2021년1월22일

등교일 2021년3월2일

3. 참고사항

가. 초등 1학년 신입생 출생연도: 2014.1.1.~2015.2.28.

출생자

나. 홈스쿨링, 대안학교 등 학력 미인정 학교 재학생은 

본교 전편입학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전편입학이 

허용될 수 있음.(단, 사전상담요망)

다. 집중 접수 기간 외에도 상시로 전형 실시. 2021년 2

월3일 이후로 접수하는 경우 지원학생 등교일이 1학기 

개학일보다 늦어질 수 있음.

라. 제출서류-상해한국학교 홈페이지(www.skos-

chool.com)-입학안내 참조.

 마. 입학상담 및 문의전화: 021-6493-9517/9519

포동주말학교 2학기 등록 재 안내
상해 교민 가족 모두 두루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내

드릴 말씀은 상하이교육국의 학교 내 외부학생 출입 금

지 공문과 관련하여 임차 학교인 금사과 학교를 사용하

기 어려워진 바, 다른 학원 건물을 임차하여 2학기 수업

을 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수업 장소 변경 

  中山北路3489弄28号 上海国际学生服务中心
▶ 차량

-포동 차량: 10명 이상 다수 거주 지역에 모여서 직선 

출발(아이들의 피로도를 줄이기 위한 최선이므로 넓

은 이해를 부탁합니다.)

-포서차량: 금수강남, 명도성, 구베이2기 출발

흥사단 원동위원부 수립 100주년 기념 역사탐방
“도산의 발자취를 따라서”

임시정부수립의 숨은 공로자, 도산 안창호 선생의 상하

이에서의 발자취를 따라 도산의 애기애타（爱已爱他） 

정신을 그려보는 탐방에 여러분을 모십니다.
▶ 일자: 9월 20일(일)，12:30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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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 이력서, 자기소개서, 대학졸업증명서
▶ 문의: 위쳇 G6697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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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