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한국교육원(원장 김수경)은 11월 27일(금) 제29회 

재영 한글학교 연합 글쓰기 대회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매

년 글쓰기 대회 시상식은 주영한국대사관에 수상자 및 가

족을 초청하여 축제와 같이 진행되던 행사였지만, 올해는 

COVID-19으로 인한 제약으로 온라인 화상 미팅 플랫폼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재영 한글학교 연합 글쓰기 대회는 한글에 대한 관심과 

한국어 실력 향상을 위해 매년 실시해 오고 있으며, 금년에

는 ‘코로나 바이러스’, ‘추억’, ‘인터넷 세상’, ‘기후변화’라는 주

제로 10월 9일(금)부터 10월 11일(일)까지 각 학교별로 개최

되었다. 수상작 64편은 각 학교별 대회 우수작 105편을 대

상으로 심사위원들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다.

이 날 시상식에는 입상 학생 64명을 비롯하여 교사와 학

부모 등 약 18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장원을 수상한 런던

한국학교 강윤재(유년부), 영국북동부한글학교 김주안(초등

부), 런던한국학교 허지원(중등부), 런던한국학교 자스민 크

라우치(다문화부) 학생의 작품 낭독과 이번 대회의 심사를 

맡은 윤태영 선생님의 심사평에 이어, 박은하 주영대한민국

대사의 상장 및 부상 수여가 있었다. 

박은하 대사는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 사태로 힘든 시간

을 보냈을 어린 학생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좋은 작품을 제

출해준 것에 대해 칭찬과 격려의 마음을 전하고, 대한민국

이 세계 소프트파워 강국 2위임을 밝힌 모노클 잡지를 소개

하며 한국과 영국의 강점을 한글학교 수업을 통해 결합시킬 

수 있다면 아주 훌륭한 인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하

였다. 아울러 어려운 시기에도 온라인으로 수업으로 한글학

교 교육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한글학교 교사들과 학부모들

의 노고에도 감사를 표하였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판데믹 속에서도 온라

인 시상식을 통해 아이들이 상장 수여의 기회를 가질 수 있

게 해 주어 감사하다. 뜻깊은 시간이었고, 세심한 배려가 느

껴지는 행사였다.”고 했다.

▿총 입상자수 : 총 64명 

▿부문별 입상자수 

 ㅇ 유년부(초1 ~ 3) : 16명   

 ㅇ 초등부(초4 ~ 6) : 17명 

 ㅇ 중등부(중등) : 15명   

 ㅇ 다문화부 : 16명     

제29회 재영 한글학교 연합 글쓰기 대회 시상식 개최

구분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다문화부

학교 학년 이름 학교 학년 이름 학교 학년 이름 학교 학년 이름

장원 런던 초3 강윤재 북동부 초4 김주안 런던 중3 허지원 런던 중2 크라우치 자스민

금상
카디프 초2 이설 맨체스터 초4 김도은 북동부 중3 이진우 강북런던 중2 이마야

런던 초1 조클로이 카디프 초6 장효인 버밍엄 중1 박재원 브리젠드 초4 이유리

은상

강북런던 초3 이예은 쉐필드 초5 이가영 카디프 중1 김도현 런던 초5 류프레야

강북런던 초2 조아라 맨체스터 초4 이창민 북동부 중1 송지원 강북런던 중2 하나월터

런던 초3 김민지 강북런던 초6 백서빈 카디프 중1 이은 런던 초6 파이프 세라

동상

버밍엄 초2 장지온 브리젠드 초6 이신 런던 중3 신민하 런던 중1 박영원

버밍엄 초2 김진성 북동부 초6 임예서 런던 중3 정가희 런던 중1 윤하나

코벤트리 초2 전하연 강북런던 초5 정지오 쉐필드 고1 이대영 맨체스터 중1 소피 바라타

북동부 유치 김지아 런던 초5 김민서 맨체스터 중1 이나림 맨체스터 초4 모니카 손

장려상

런던 초3 강민준 카디프 초4 장세인 강북런던 중2 함다민 브리젠드 초3 에스더 모리스

맨체스터 초3 전민준 런던 초6 최성민 스완지 중3 임세린 옥스포드 중2 자스민 만슬

런던 초2 주소윤 레딩 초6 김재민 강북런던 중1 정이안 강북런던 중1 양제롬

아버딘 초2 김윤재 리즈 초5 손해린 쉐필드 고1 이조슈아 북동부 초2 앤드루 슬론

코벤트리 초2 조민 브리젠드 초4 이환 스완지 고1 이가은 스완지 중1 데릭 세라

본머스 초2 박수지 싸우스햄튼 초4 신지호 브리스톨 초3 케니 쿠엔틴 민성

케임브리지 초6 이승민



유년부

장원작

중등부

장원작

초등부

장원작

다문화부

장원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