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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상해한국학교, 제20회 대한민국독서토론논술대회에서 우수한 성과 거둬

상해한국학교(교장:전병석, 지도교사:정미영)가 교육부, 문체부, 환경부 및 14개 시도교육청이 후원하

는 토론 논술 대회로는, 명실공히 대한민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대회인 “제20회 대한민국 독서토론·논

술대회”에서 단체전 우수상 및 개인전 금상 등 참가학생 모두가 수상하는 기염을 토해 주목받고 있다.

 이번 대회는 17개 시도와 해외 거주 한국인학교 학생 등 모두 422개 학교에서 89,669명의 학생들이 

응모하여 본선 진출을 다투었고, 코로나 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작년에 이어 올해도 줌(Zoom)을 통해 

대회가 진행되었다. 이에, 상해한국학교 학생은 모두 본선을 통과하여, 개인전과 단체전에 참여하였다. 

개인전 본선대회는 2021년 8월 21일(토) 14:00 – 18:40 동안 전 세계의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참가하여 

진행되었다. 개인전은 대상도서인 ‘멋진 신세계’(올더스 헉슬리), ‘핀란드가 천국을 만드는 법’(정경화), 

‘관점 vs 관점’(이종보)의 책을 바탕으로 이야기식 독서토론 및 독서논술 활동을 하였으며, 독서토론과 

독서논술 결과를 모두 세 차례 심사한 결과 독서토론(50%)과 독서논술(50%)으로 수상자를 결정했다.

또한 단체전 본선대회는 ‘인간 없는 세상’(앨런 와이즈먼), ‘미래를 읽다 과학이슈 11’(김재완 외 10)을 

바탕으로 제1주제인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수립”인 정책 논제와 제2주제인 “환경 보전을 위하여 인류

의 문명 활동을 제한해야 한다.”의 찬반논제로, 2021년 8월 14일(토) 10:00부터 15:00까지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상해한국학교의 10학년 학생들로 구성된 ‘인간 있는 세상’팀(차예은, 한지원, 조재

현)은 용인외고와 연이어 원주 진광고를 꺾고 8강에 진출했으나, 준결승에서 청심국제고에 분패하여 우

수상 수상하게 되었다. 

2021년 9월14일 공지된 대회 결과에 따르면, 상해한국학교는 개인전 금상-차예은(10학년), 개인전 동

상-최은수(10학년), 개인전 장려상- 한지원(10학년), 송은채(10학년), 단체전 - 우수상(차예은, 한지원, 

조재현), 개인전에서 가장 많은 수상자를 배출한 학교에게 수여하는 개인전 최우수 지도학교상을 수상

하였다. 시상식은 2021년 10월 16일(토) 오후 3시, 원주시의회에서 거행될 예정이다. 이런 우수한 성과

는 지도교사인 정미영 선생님과 학생들이 방학 중에도 원격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꾸준히 만나 열심

히 준비한 결과이며,  상해한국학교가 코로나로 인해 참가하지 못한 작년을 제외하고,  6년간 같은 대

회에서 꾸준히 수상하는 토론 논술대회 명가임을 다시금 증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대회 개최-MBC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대회 집행부 회의

                                    2021. 9. 14.

상 해 한 국 학 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