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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나눔, 아름다운 기업
“격리 교민들을 지원합니다”

인천-푸동 전세기 
25, 26일 연달아 띄운다

상해한국상회 1~5차 전세기, 총 1113명 상하이 복귀

화동지역 교민도 탑승 가능, 기업 후원 잇달아

상해한국상회(한국인회)가 추진

하는 전세기가 이번에는 이틀 연이

어 운항된다. 상해한국상회는 이달 

25일, 26일 연속 4,5차 전세기를 운

항해 506명 교민들을 태운다고 밝

혔다. 이로써 상해한국상회 전세기

는 8월 11일 1차 101명 탑승을 시작

으로 2~5차에 각각 253명을 태워, 

45일간 1113명 교민들의 상하이 복

귀를 돕게 된다. 

 지난 13일 3차 전세기 운항을 마

친 상해한국상회는 당초 4차 전세기

는 9월 26일, 5차는 10월 초로 예정

했으나, 추석과 국경절 연휴인 점을 

감안해 25, 26일로 연달아 신청했다. 

두 대의 전세기는 지난 18일 상하이

시 방역당국의 허가를 받은 상태다.  

 상해한국상회는 중국에서 최초

로 민간 차원에서 전세기를 띄운 것

은 물론, 최다 횟수의 전세기를 운

항하게 됐다. 이러한 배경에 대해 

한국상회는 그간 상하이시 정부, 민

항구 정부 등과의 유대 관계를 다져

온 것이 이번 전세기 운항에 성과

를 냈다고 밝혔다. 

 상해한국상회는 지난 1월말 중국 

내 코로나가 대유행할 당시, 한국 기

업으로부터 후원을 이끌어내 민항구 

정부에 180만 위안 상당의 소독제를 

기증했다. 또 민항구 정부는 소독제

를 민항구 교육국을 통해 민항구 내 

18개 학교에 배분해 각 학교 소독에 

기여했다. 이 밖에도 민항구 외사판

공실, 경제위원회, 방역판공실, 출입

국관리사무소, 관내 파출소 등과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다.  

 이 같은 상해한국상회의 활동과 

노력에 상하이 소재 한국 기업들도 

자발적으로 전세기 격리 물품 지원

에 나서고 있다. 각 기업의 구호품 

외에도 남동완구 이태훈 사장이 2

만 위안, 한영E&C 정한영 전 상해

한국상회 회장이 1만 위안, 금호타

이어 5000위안 등 후원금 기부에 

동참했다. 

박상윤 회장은 “그 동안 전세기

를 통해 상하이로 복귀해 격리를 

마쳤거나 격리 중인 교민들은 코로

나 사태를 겪으며 상해한국상회(한

국인회)의 존재의 필요성을 인정하

고 자발적으로 격려와 응원을 보내

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

치면서 상하이 교민사회에는 서로

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따뜻한 문화

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전하고, “위

기 속에 더욱 빛나는 상하이 교민

사회에 오히려 감동을 받고 있다”

고 덧붙였다.  

상해한국상회는 이번 4,5차 전세

기 이후에도 10월 11월 12월 상하이

로 복귀를 희망하는 교민과 유학생을 

위해 전세기를 운항할 예정이다. 또한 

상하이 교민들은 물론, 화동지역 교

민들도 상하이 공항을 통해 생활 터

전으로의 복귀를 도울 계획이다.  

한편, 지난 13일 3차 전세기로 입

국한 교민들은 우중루에 위치한 진

장호텔(锦江之星品尚, 闵行区吴中

路259号)에서 14일간 격리 중이다. 

 고수미 기자 

상해한국상회(한국인회) 전세기로 상하이에 도착한 교민들의 격

리 생활을 아래 기업들이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9.18 현재)

빙그레 바나나 우유 6개, 생우유 3병(1리터), 커피 2병/1인 2, 3차 전세기

풀무원 김치 매일 1인 2회, 삼계탕 1인 2회 3차 전세기

파리바게뜨 빵 매일 1인 1개 1,2,3차 전세기

샘표식품 고추장 500그램 1인 1개 3차 전세기

아모레퍼시픽 샴푸(린스) 1인 1병 2,3차 전세기

산업은행 물티슈 1인 1팩 2차 전세기

삼다수 삼다수 2리터 1인 1병 2차 전세기

농심 백산수 500ml 1인 4병/컵라면 1인 3개 1차 전세기

도루코 일회용 면도기 2500개 3차 전세기

청담소녀 생리대 253세트 3차 전세기

오리온 생수 530ml 1100병 3차 전세기

이랜드 담요 520개/신발 18켤레 3차 전세기

코스맥스 마스크시트 1인 15장(파우치팩) 3차 전세기

원불교 상하이법당 수건 2,3차 전세기

락앤락 담요 300개 4차 전세기

불스원 호클러 소독제 410ml 300개

남동완구 20,000元

한영E&C 10,000元

금호타이어 5,000元

JBG 컴퍼니 사무국, 인턴 사무용품 지원(2만元 상당)

KCKIM 컴퍼니 여성의류 1만 벌

2차 전세기로 복귀한 상해한국학교 학생들의 격리 해제일인 13일, 
학생과 교사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환영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