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내  212023년 1월 28일 토요일

▶ 정원: 5~10명 
▶ 시간: 오후 3:00~4:30(90') 매주 토요일
▶ 문의: 上海陈氏太极

       Tel.183-3687-8019（微信同步）
▶ 주소：青杉路323号（巴黎贝甜二楼）

       距离10号线龙柏新村站2号口五分钟

상해정음우리말학교 2022년 가을학기 신입생
상해정음우리말 학교는 중국조선민족사학

회 주최하에 설립된 조선족 어린이들을 상대

로 민족 언어와 민족 문화, 민족 예술을 전수

하는 공익성 민족 교육 기구입니다. 특별히 

2022년 가을학기부터 상하이 지우팅 학구가 

신설되었습니다. 지우팅에 거주하시는 분들

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모집대상 및 모집인원

-상하이지역에 살고 있는 5세 이상 조선족학생 

-한글반, 무용반, 태권도반 각 15명(선착순 

모집)
▶ 수업시간

-가을학기: 9월~12월

-매주 토요일(오전반, 오후반), 일요일(오후반)
▶  수업장소

-현재: 우중루 1377호 진바이억 비즈니스 빌

딩 3층 F 블록 

-지우팅 학구: 지우팅
▶ 문의: 박선생님: 189-6410-4689 

상해 글로벌 독서 모임 (지경모)
<상해 글로벌 독서 모임 (지경모)> 상해 최장

수 독서모임 지경모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독서 토론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참가 신청해주세요. 
▶ 일시: 격주 목요일 오전 7-9시 
▶ 장소: 텐센트 온라인 미팅 
▶ 참가문의: 박충국, puzhongguo(위챗추가)

대한민국 ROTC 상해화동지회 동문회 
▶ 회장: 30기 김병열 135-0190-8056 
▶ 사무총장: 40기 정종현 156-1851-1875

재화동 서울선덕고 동문
백운대 인수봉의 정기를 품고 이땅을 살아가 

는 상해 화동지역 선덕고 동문을 찾습니다.
▶ 연락처: 노우정(7회) 186-1620-2220 

              위챗 geto11

재 상해화동 대구고등학교 동문회
상해 및 강소,절강 지역에 계신 대구고등학교 

동문 분들을 찾습니다.대고 동문 분들의 많은 

연락을 기다립니다.
▶ 연락처: 28기 186-1684-1270

상해 지역 국립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동문
상해 인근 지역 국립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동문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 연락처: 131-2064-5478(총무)
                  微信: seonglyoungkim
                  이메일: sslyoung@naver.com 

상해(화동) 해운대 중·고등학교 동문회
청소년 사춘기 해운대 바다를 바라보고 스스

로와의 싸움을 지혜롭게 이겨내 상하이에 진

출한 동문의 인연을 기다립니다. 
▶ 연락처: 小黄 166-2167-8079 

  위챗: drhwang; Emai: fupig@qq.com

광주숭일고 상하이 동문 모임
상해지역 숭일고등학교 동문 여러분의 연락

을 기다립니다.

함께 소통하고 발전하기 위한 모임입니다.
▶ 연락처: 186-0160-7770(총무)

영사관 소식

 

공지
2023학년도 1학기 신·전·편입 전형일정
2023학년도 1학기 신·전·편입학 대상자, 2

차 전형일정(1-11학년)

구분 일정

접수 기간 2023년1월2일~ 6일까지

신·전·편입 처리기간 2023년1월9일~12일까지

합격자 발표 2023년1월13일

입학금 및 수업료 납부 2023년1월16일~17일까지

등록 확인 2023년1월18일

1학기 개학일 2023년3월 2일

*위 접수 기간 외에도 상시로 전형실시 
▶ 전형절차: 서류접수→서류심사→합격자 발표

→입학금 및 수업료 납 부→등록확인→등교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xuan6@skoschool.com) 

* 현재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외부인 교

내출입이 금지되어 이메일 접수 만 가능함. 
▶ 제출서류: 홈페이지www.skoschool.com

                 - 입학안내 참고
▶ 문의처: 021-6493-9517,9519 

             이메일: xuan6@skoschool.com

모집
상해포동 한국주말학교 교사모집 공고

상해포동 한국주말학교는 매주 토요일 국어

와 국사, 유아교육 등 한국교육과정을 가르칠 

교사를 모십니다. 교민자녀들과 함께 보람 있

는 주말을 보내실 분들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 자격: 교사자격증 소지자/ 전·현직 교사/ 교

육관련 유경험자 (휴직중인 현직교사는 고

용휴직 전환 가능합니다.)
▶ 모집 부문: 초등교사 1명
▶ 모집 기간: ~ 2월 7일까지
▶ 근무 시기: 2023년 1학기부터~
▶ 이력서 제출: 별도의 특정 양식 없음, 자

유 이력서가능delpina123@hanmail.net 

(166-2163-5617)

* 경력이 부족하더라도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충분히 기회를 드릴 수 있

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상해 한인 배드민턴 클럽 SKBC 회원모집

19년 전통 상해 최대 한인 배드민턴 클럽에

서 회원을 모집합니다. 

운동에 관심있는 분 남년노소 누구나 가입가

능. 상해에서 건강과 좋은 추억을 챙길수 있

는 좋은 기회!! 1월-3월 신입회원 특별 이벤

트 가입비 면제!! 
▶ 시간: 화.목: 19:00~22:00 

          토.일: 14:00~17:00
▶ 장소: 화,목,토 (高远华中路408号) 

           일(诺宝漕宝路1688号)
▶ 문의: 총무 185-2133-7622 

           홍보 137-0123-6639

경남대학교동문모집
재상하이 경남대동문님들의 연락을 기다립

니다.코로나로 한동안 출입국이 어려워 가지

도 오지도 못하는 상황이지만,그래도 새로운 

미래를 찾아 중국으로 오시는 동문분들과 함

께 자리를 하고,모임을 계속 유지하고자 합니

다. 많은 동문님들의 연락을 기대합니다. 
▶ 연락처: 186-1601-3022(총무)
                  johnsonpark@foxmail.com
                  Wechat微信-hoper69    

중학교 야구부 부원 모집(Shanghai Eagles)
▶ 상하이 푸시의 유일한 국제팀(일본식 훈련)
▶ 매주 토/일 4시간씩 훈련

 （嘉定市民體育公園，SCSC等）
▶ 선수 출신: 일본, 미국, 한국, 뉴질랜드, 싱가

포르, 중국대만, 중국홍콩, 중국대륙
▶ 800㎡ 실내 훈련장  보유
▶ 일년 50경기 이상 운영

 [문의처]

상해 한인 탁구 동호회 회원 모집
탁구를 사랑하는 분들에 의해 2003년 처음 

만들어진 저희 상탁동은 회원들의 애정과 사

랑으로 2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꾸준히 발

전해왔습니다. 

현재는 전 회원이 24시간 언제든 운동할 수 

있는 전용구장을 갖추고 회원간 서로 존중하

고 배려하는 운동문화 안에서 즐겁게 운동하

고 있습니다. 탁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

저하지 마시고 상탁동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대상]

탁구에 관심 있으신 모든 분

[이용안내]
▶ 이용시간: 365일 24시간 이용가능
▶ 정기리그: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수시 이벤

트 경기 및 지역 교류전 참가)
▶ 시설: 탁구대 4대, 최신로봇 연습기 (1인 연

습 가능)
▶ 레슨반 운영: 월~목요일 저녁/ 일요일 오전/ 

화목 오후 (중국인 전문코치 2명)

[모임장소]

上海市闵行区虹井路185号红淞大厦10楼物业

办公室旁边乒乓球馆

(롱바이신춘역 3번 출구 맞은편 홍송따샤 10층

9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셔서 복도 통과 후 

계단으로 10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가입문의_ 위챗]
▶  홍보부장: betterleestar
▶ 재정부장: ruby_park

상해陈氏태극권
덕(德)! 중국 최고의 태극권! 陈氏태극권 수련

을 함께 하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정통 태극

권에 관심이 있으시고 건강한  심신을 단련하

시고자 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문의 바랍니다.
▶ 모집대상: 태린이부터  초고수까지 대환영

                 위챗 ID: seaunion2019
                 이메일: hdkim@seaunion.biz

재 상해 서라벌고 동문 

재 상해 서라벌고 동문“서라벌”그 이름만으

로 자랑스럽습니다 교정의 추억을 나누고, 자

랑과 보람을 함께 나누고 서로 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상해 및 화동지역의 서라벌 

동문을 찾습니다. 
▶ 연락처: 회장 156-1857-7550

              (WeChat: BUMQ2000) 

              총무 187-2171-7220

              (WeChat: kama0108)

상문고동문 모집 

재화동(상해,저장,장수)지역 상문고(서울) 동

문을 찾습 니다. 말죽거리 이야기를 중국에

서 이어갑니다. 
▶ 총무 연락처 휴대폰: 135-0160-1259; 

  위챗: shawn_park789 카톡: pak1995; 

  이메일: pak199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