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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74돌 한글날 기념

상해한국학교의 <新조선어학회> 
학부모님들께

선선한 바람이 그 간의 노고를 씻겨주는 듯한 가을, 댁내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본교의 

교육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아끼지 않으시는 부모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국경절 연휴 이후 

10월 9일 한글날을 기념하고자 <2020 新조선어학회>를 조직하였으며 신청한 학생들은 콘텐츠 제작팀과 

공연팀으로 나누어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연과 강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新조선어학회는 일제강

점기에 한글을 지키고자 노력하신 조선어학회의 정신을 이어받아 현 시대 한글의 위상과 한글과 관련된 

내용을 다양한 형태로 표현하고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한글뿐만 아니라 세계의 다양한 언어를 알아

보고 세계화 시대에 세계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식견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연휴를 앞두고 학생들이 제작

한 한글날 및 한글, 조선어학회 등 에 관한 카드뉴스, 포스터, 시, 워크북 등 다양한 자료를 배포하오니 긴 

연휴동안 살펴보시며 유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新조선어학회> 회원 
콘텐츠 제작팀 공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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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조출연 10,11학년 오수민, 정윤서, 윤성빈, 이강희, 이영서, 송서현, 
한종호, 이주연(느닷독서캠프-보이는라디오)맞춤법 11학년 이혜원



<新조선어학회> 콘텐츠 작품 모음

◆목 차◆

1. 카드뉴스
☞ 10학년 차민아

☞ 10학년 윤정원

☞ 11학년 박선우

☞ 11학년 송서현

☞ 11학년 서자영

☞ 11학년 이영서, 10학년 이주연

☞ 11학년 정윤서

2. 포스터 및 그림 
☞ 9학년 문성민

☞ 9학년 남우진

☞ 10학년 김호찬

☞ 10학년 김나현, 김혜빈

☞ 10학년 김가영

☞ 10학년 하수민

☞ 10학년 이지현

☞ 11학년 김정윤

☞ 11학년 정효재

☞ 11학년 김현수

☞ 11학년 정가현

☞ 11학년 이지원

☞ 11학년 남현주, 장원영

☞ 11학년 장미림

3. 시
☞ 11학년 오수민

☞ 11학년 윤성빈

4. 워크북
☞ 10학년 박서윤

☞ 11학년 남영서 

5. 맞춤법 알쏭달쏭 우리말
☞ 11학년 이혜원



1. 카드뉴스
☞10학년 차민아: 한글날의 역사에 대해서



☞10학년 윤정원: 위대한 유산 한글로 세상을 바꾸다



☞11학년 박선우





☞11학년 송서현



☞11학년 서자영



☞11학년 이영서, 10학년 이주연



☞11학년 정윤서



☞9학년 문성민



☞9학년 남우진



☞10학년 김호찬



☞10학년 김나현, 김헤빈  



☞10학년 김가영



☞10학년 하수민



☞ 10학년 이지현



☞11학년 김정윤



☞11학년 정효재



☞11학년 김현수



☞11학년 정가현



☞11학년 이지원 

☞11학년 남현주, 장원영



☞11학년 장미림



3. 시
☞11학년 오수민



☞11학년 윤성빈

불길한 예감                                                                     110206 윤성빈어두캄캄한 날에무구의 자줏빛 구름이저 경계 너머에서 밀려온다.
서광을 등지고는자줏빛 구름은모든 구름들을 서서히 잠식한다.
구름들 사이로원래 있던 빈틈 마저 사라지니한편의 어둠 와도 같다.
저 멀리에서불야성 같이 불빛들이 수를 놓고 있다.진풍경에 도취하여 진정을 경시한그는 오늘도실기를 피치 못하였다.



4. 워크북
☞10학년 박서윤

워크북





☞11학년 남영서



5. 맞춤법
☞11학년 이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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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해 한 국 학 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