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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동행’에 함께해요
만원(滿圓)클럽, 한인 청소년 장학금 지원 

9월학기 장학금 희망자 8월 25일까지 신청

“가정형편이 어려워 꿈을 포기하

거나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들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상하이·화동 한인장학회 ‘만원

(滿圓)클럽’이 2022학년도 9월 신

학기부터 청소년 장학금 지원사업

을 시작한다. ‘만원클럽’은 지난 10

일 발기인총회를 갖고 상하이 화동

지역 한국 청소년들이 가정형편이 

어려워 꿈을 포기하거나 학업을 중

단하는 일이 없도록 장학금 기부를 

통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원클럽은 지난해 12월 장학회 

회원 모집에 나섰다. 최근 몇 년간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교민 가정이 늘어났

고, 학비는 물론 급식비, 차량비 납

부마저 어려운 학생들이 많다는 안

타까운 사연을 접한 몇몇 기업인들

이 뜻을 모으게 됐다. 

‘만원클럽’ 발기인으로 장학회 출

발을 함께 한 양장석 회원(이너벨라 

화장품 대표)은 “중국 한인사회의 

미래인 우리 청소년들이 희망을 갖

도록 하자는 순수

한 취지로 시작했

다. 주위에 경제 사

정이 어려운 가정

의 학생들이 굉장

히 많다. 만원클럽

은 순수한 장학금 

기부를 통해 건강

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봉사의 

가치와 철학을 실천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희망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만져질 수 없는 것을 느

끼고, 불가능한 것을 이루게 한다’

는 헬렌켈러의 말처럼 우리 청소년

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이 ‘아름

다운 동행’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만원클럽 회원은 현재 27명이다. 

회원들은 매년 1만 위안의 장학회

비를 납부하고, 납부된 회비는 연 2

회(3월, 9월학기)로 나눠 한국학교와 

중국로컬학교 초중고 재학생들에게 

장학금 형태로 기부할 예정이다. 

만원클럽 정관에 따르면, 상하이 

화동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

원하는 일에 관심 있고 후원을 원

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연 1

회 1만 위안의 장학금 기부에 뜻이 

있는 개인과 단체(동문회, 동호회 

등) 모두 가능하다. 

박상윤 회원(상윤무역 대표)은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한 두 학

기 장학금만으로 학업을 지속할 수 

없다. 요즘처럼 힘든 경기 속에서 가

정 경제가 단번에 좋아지기는 어렵

기 때문이다. 만원클럽은 소수 몇몇

의 단발적인 이벤트성 장학금 기부

가 아닌 지속성에 의의를 두고 운영

하고자 한다. 1회성 한 학기 장학금 

지원으로 그치기 보다 학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학업을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지원시스템

을 만들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분들이 만원클럽의 순수 장학

금 기부 뜻에 동참해야 가능해진

다”라며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하는 

교민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만원클럽 장학금 지원대상 선정은 

심사위원회가 정관과 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이날 발기인총회에서 운

영위원회 5명(양장석, 박상윤, 봉현준, 

황동욱, 원장석)을 포함 장연, 이숭웅, 

이궁원 회원과 상하이저널 박승호 

부사장, 이창규 에듀뉴스 대표 등 총 

10명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했다. 

한편, 9월 학기 장학금 신청자는 

오는 8월 25일(목)까지 본인 또는 추

천인이 양식에 따라 신청서(신청사

유 1000자 내외)를 제출하면 된다. 

[장학금 신청 및 회원가입 문의]

● 봉현준 yoojinshanghai@163.com

  (위챗 ID: joonee100)

● 원장석 wjssj505@naver.com

  (위챗 ID: rhinowon531)          고수미 기자 

● 서류접수 8월 22일(월) 오후 4시까지
● 1차 서류합격자 발표 8월 24일(수) 오전 10시 홈페이지에 공고
● 2차 기사 작성 및 면접 8월 27일(토) 오전 10시 상하이저널

● 활동기간: 

2022년 9월~2023년 8월까지(1년) 
● 지원자격: 상하이 소재 고등학교 

1~2학년에 재학중인 한국 국적 학

생(2022년 9월 기준)
● 제출서류: 하기 기준에 따라 작성

[필수 기재 사항]

1. 이름(한글/영문)

2. 2022년 9월 기준 학년 표기

3. 학교 재학 이력

4. 중국 체류기간

5. 영어·중국어 능력 명시(공인성

적 또는 학교성적, 필수사항 아님)

6. E-mail, 주소, 연락처

7. 자기소개서 1500자 내외
● 접수방법: 이메일 제출

(제목에 ‘학생기자 지원’ 기입)

master@shanghaibang.com

상하이저널 26기 학생기자 모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