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  안내 2020년 9월 19일 토요일

한국마트 지분 매각

W마트
갤러리아1층(井亭大厦1층)에 성업 중인 

대형마트 지분 인수자를 찾습니다.

▶ 연락인: 郑사장 180-0170-7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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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oschool.com)-입학안내 참조.

 마. 입학상담 및 문의전화: 021-6493-9517/9519

모집  

희망공부방 원생 모집
상하이희망도서관에서‘희망공부방’을 운영합니다. 다

문화가정이거나 맞벌이 가정 등 한글 교육이 필요한 아

이들을 지도하고자 합니다. 학교숙제, 글쓰기, 학년별 권

장도서 읽기를 중점으로 지도합니다.

*교육비는 전액 상하이희망도서관 운영비에 사용됩니다.

초등 1~2학년 초등 3~4학년

수업내용 책나라 여행, 독서록 작성 국어, 사회

요일·시간
화요일, 목요일
오후 3:30~5:00

(1시간 30분)

수요일, 금요일
오후 3:30~5:00

(1시간 30분)

교육비
120위안/회

(1시간 80위안)
120위안/회

(1시간 80위안)

보너스 수업
토요일 1:30~2:30

청자봉과 함께 책읽기 
교실(무료)

▶ 상담문의: 130-6189-8683  

희망도서관 일요일 봉사자 모집
▶ 모집인원: 4명
▶ 봉사시간: 

 오후 1시~3시(2명)

 오후 3시~5시(2명)
▶ 신청문의: 130-6189-8683  

테니스동호회(GPTC) 비기너 회원 특별모집
상해 한인 테니스 동호회인 GPTC 에서 테니스에 관심

이 있는 신입회원을 모집 합니다. GPTC에서는 테니스

를 새로 시작한 비기너를 위한 별도 레슨 및 전용구장     

(매주 화, 목, 토)을 운용하고 있으며 테니스를 처음 접

하신 분들이 동호회 생활을 하기에 부담없이 테니스를 

배우고 즐기실 수 있습니다. 상해 한국교민들의 많은 관

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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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회)가 각각 50% 소유. 

2.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방법은 상해한국상회(한국

인회)의 재량으로 비공개

공지
The Classic 
“더 클래식”인 상하이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클래식 음악이 어울리는 상하이 가을,   

아날로그 감성을 LP로 듣는 시간,

클래식 거장들의 곡을 풍성한 사운드로 만나는 공간, 

클알못도 부담없이 들을 수 있는 음악감상 모임,

‘더 클래식 인 상하이’와 함께 해볼까요?

<첫 음악감상회>
▶ 9월 26일(토) 오후 4시~6시
▶ 아이친하이 1A 301, Waversa systems China
▶ Wechat ID: Simonlee600

희망도서관에 ‘희망’을!
올해로 11년, 상하이 교민들의 도서관‘희망도서관’ 운

영에 지원해 주실 교민 여러분들의 따뜻한 손길을 기

다립니다.
▶ 후원문의: 130-6189-8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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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임일시: 화, 목 오후 8시, 토 오전 7시
▶ 장소: 롱바이 중학교 테니스코트, 금수강남 5기 실내 

테니스코트
▶ 모집대상: 테니스에 관심이 있으신분 누구나, 경력자

도 환영!
▶ 연락처: 김선형 총무(156-0199-1277)

                         위쳇ID: paulkim8612

“비사” 계명대학교 동문을 찾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