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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석부동산 구인
상하이 26여년 역사의 한인 부동산 전문 기

업 ‘반석부동산’에서 부동산전문가를 꿈꾸

는 인재를 모십니다.

▶ 분야: 주택부 영업 

▶ 인원: 0명

▶ 기간: 모집 시까지

▶ 대상: 25~40세

▶ 자격:

(1) 대졸 이상

(2) 중국어 능력 중상 

(3) 컴퓨터 능력 중 이상 

(4) 적극적, 긍정적, 진취적인 성격

(5) 국적: 한국인 또는 한국어 능통한 중국

인 , 남녀무관 

▶ 급여: 면접시 협의

▶ 근무지: 구베이 완커광장 

▶ 문의: 156-0166-2773

공지
제50회 상해한인 여성문화강좌
2021년 3월 4월 봄학기 여성문화강좌 수강생을 모집합

니다.모든 강좌는 대리신청 없이 본인 신청 선착순 마감

입니다. 수강인원 미달 시 폐강될 수 있습니다. 개강 시

까지 어머니회 문화센터가 개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장소 변경이나 개강 연기, 환불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회는 개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해한

인어머니회의 모든 강좌는‘선생님들의 재능 기부’로 진

행됩니다. 문화강좌에서 발생한 수익금은‘전액 소외계

층에 기부’됨을 알려드립니다.          
▶ 개설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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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강일시: 3월 2일(화)                                                            
▶ 신청자격: 상하이 거주 한인 여성 누구나                                                        
▶ 신청방법: 2월 14일(일) 오후 2시 이후 위챗 어머니회

단체방에서 접수
▶ 문의: 상해한인어머니회(131-6291-5680)
▶ WECHAT ID: caroline307 

제17대 상해·화동 한국IT기업 협의회 신년 세미나 
▶ 일시: 2월 25일(목) 14:00~17:00

          (공식행사 후 만찬 진행예정)
▶ 장소: 아티젠 해비타드 홍차오 상하이

      上海雅辰悦居酒店,闵行区虹莘路3999-5号
▶ 일정: 

14:00~15:00  제17대 IT 협의회 출범식 및 정기총회 

15:00~16:00  2021년 중국의 빅데이터 추세

                     (항주 알리바바 클라우드 전문가) 

16:00~17:00  2021년 한국경제의 현황 및 전망

                     (김형식 한국은행 상해소장)
▶ 문의: 

상해·화동 한국IT기업 협의회 사무국 

제17대 사무국장 박지영

TEL: 186-2136-3393, Wechat: jypark98

e-mail: jypark98@163.com

2021학년도 1학기 상해한국주말학교 온라인 수업 
등록 안내
1학기는 온라인 화상을 통한 실시간 대면 수업으로 진

행됩니다
▶ 등록 일시(위챗 등록 ID: zmhg56789)

2월 22일(월) ~ 2월 24일(수) 

(10시~16시/2월 24일(수)은 13시 마감)

* 현장접수 없이 위챗으로만 등록합니다.
▶ 학사일정

  1)개학일: 3월 6일(토)

  2)1학기: 3월 6일(토) ~ 2021년 6월 26일(토)
▶ 교과서 배부

  1)배부일: 3월 1일(월) 오전 10~11시

  2)장소: ①구베이 명도성 구락부 ②홍췐루 온아도르 정문

* 상해한국학교에서 수령하시는 분은 배부일 추후안내
▶ 문의전화: 186-1676-3479 (10시~16시)

상해포동 한국주말학교 2021-1학기 등록 안내
▶ 등록일: (재학생) 담임을 통한 비대면 등록 2월 20일 이전

              (신입생) 2월 20일 대면 등록   
▶ 등록장소: 포동지역 10시~11시 (우리은행 렌양점)

  포서지역 오후 4시~4시30분(명도성 클럽하우스)   

- 상담 후 위쳇, 계좌이체, 현금 입금 가능 -
▶ 등록대상: 2017년생 유치부 ~ 중3 과정

                 국제반 (다문화가정 자녀) 
▶ 준비물: 신입생 - 여권사본, 입학금, 등록비

              재학생 - 등록비
▶ 개학일: 3월 6일 (토)
▶ 수업 장소: 금사과학교 국제부     
▶ 차량안내:1호차(포동렌양지역), 2호차(포동 루자주

이), 3호차(포동 쟝장, 종신 지역), 4호차(복단대,비웬

루), 5호차(포서 금수강남, 구베이)

  -지역별 5인 이상 탑승시 차량 운행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cafe.daum.net/kspudong 참고
▶ 문의처: 135-0167-5323, 139-1614-1725

              130-5218-1552

           
2021 봄학기 정토불교대학
코로나 시기에 희망의 바람이 되어 줄 가르침, 2500년

전 부처님의 법이 바로 만나지는 미래를 향한 새로운 옛

길, 온/라/인/정/토/불/교/대/학!!

1월 18일(월) 접수시작!

https://www.jungto.org/edu/junior/

모집
상하이 TNT(상하이 티엔티엔 테니스 클럽)에서 회
원을 모집합니다. 
테니스의 기본인 매너를 중시하고 함께 웃으며 땀 흘릴 

수 있는 활력 넘치는 클럽입니다. 각 레벨별로 고르게 분

포되어 있는 열정과 실력을 겸비한 회원들의 다양한 구

질과 기술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테니스 입문 단계(레슨 경력 6개월 전후)에 계신 분

들의 적극적인 가입 문의 바랍니다. 

[정모안내]
▶ 장소: 홍췐루 금수강남5기 실내 코트
▶ 시간: 화 오후8:00~10:30, 토 오전 9:00~12:00

           (기타 번개 모임 다수)
▶ 문의: 총무 윤경모186-6219-7354, 위챗: kengmo11 

상해 한인탁구 동호회 소개 및 신규회원 모집
고수분, 초보분 모두 모두 환영입니다!

상하이저널 
23기 학생기자 모집

상하이 교민의 중국 생활 동반자 상하이저널

이 23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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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3월~2022년 2월까지(1년)

● 지원자격: 상하이 소재 고등학교(한국학교, 

중국학교, 국제학교 무관) 1~2학년(10~11학

년)에 재학중인 한국 국적의 학생(2021년 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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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성적)

 5. E-mail, 주소, 연락처

 6. 자기소개서 1500자 내외(문자 수, 공백 포함)

● 서류접수: 2월 22일(월) 오후 4시까지
● 1차 서류합격자 발표:

  2월 24일(수) 오전 10시 홈페이지에 공고

● 2차 면접 및 기사 작성:

  2월 27일(토) 오전 10시 상하이저널
● 최종 합격자 발표:

   2월 27일(토) 오후 4시 홈페이지에 공고

● 발대식: 2월 28일(일) 오후 2시 

              (합격자 전원 필히 참석)

● 접수방법: 이메일로만

 master@shanghaibang.com

 (‘학생기자 지원’이라고 적을 것)

● 문의: 021)6208-9002

▶ 위치: 闵行区虹井路185号 虹淞大厦 10층 옥상

지하철 10호선 롱바이신춘역 3번출구 맞은편 상해은

행 건물 (엘리베이터 9층에 내리셔서 우측통로 통해 

계단으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 정기모임

-토요일 오후 2시 (정기리그전) / 평일 & 일요일 자유

운동 가능
▶ 레슨: 별도코치(중국인코치)를 통하여 레슨반 운영중

입니다. (월,화,수,목,일)
▶ 가입 또는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152-1666-5248(상해한인탁구동호회 홍보부장)

 WECHAT 친추: 152-1666-52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