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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상해한국학교 학생 저자 출판 기념회 개최

보 도 내 용
  2018년 01월 06일 오후 2시 상해 희망 도서관 세미나실에서 상해한국학교 학생 저자 출판 기념회가 

개최 되었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상해한국학교 책쓰기 동아리인 책․만․나(책을 만드는 나, 책이 만드는 

나)의 『그날의 문학』과 『8TEEN』그리고 상해한국학교 밤샘 독서팀이 만든 『꽃다발 한아름』의 책의 

저자 29명(책․만․나 10명, 밤샘독서팀 19명)이 이날 행사의 주인공이었다.

  이날 출판 기념회의 진행은 김묘연 선생님의 사회로 대표 저자의 책 소개 및 감상, 지도교사 및 상

해 희망도서관장(신희정) 축사, 축시 낭송, 책과 후원금 기증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전체적으로 책쓰

기의 노고를 상호 위로, 칭찬하고 책의 출판을 축하하는 훈훈한 분위기가 연출되었다.

  『그날의 문학』과 『8TEEN』의 대표 저자로 소감 발표를 한 유지현(상해한국학교, 11학년)학생은 1

년간의 책 집필 과정을 설명하고 책을 쓰게 된 동기와 완성 후 뿌듯함 그리고 책에 들인 시간과 정성만

큼 책의 수준 역시 높음을 강조하며 1년의 집필을 같이한 10명의 동아리원들과 지도교사 정미영 선생님

께 감사의 말을 전했다.『꽃다발 한아름』의 편집장을 맡은 여지원(상해한국학교 11학년)학생은 공동 

저자 19인을 이르는 ‘상해닻별’이라는 이름을 지었으며 그 뜻을 설명해 주었다. 닻별은 카시오페이아

자리의 순우리말로써, 북극을 찾는 것을 도와주는 별자리를 말하며 상해 19인의 학생작가들은 모두에게 

꿈과 희망을 찾아주는 글을 쓰는 작가가 되길 희망하는 마음으로‘상해닻별’이라는 공동저자명을 짓게 

되었다고 한다. 덧붙여서 『꽃다발 한아름』이라는 책 제목은 학생 한 명 한 명의 소중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꽃 한 송이로 비유하여 이를 묶어낸 책을 꽃다발 한아름으로 표현했다고 한다.『꽃다발 한아

름』의 최연소 저자인 윤성빈(상해한국학교, 8학년) 학생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자신만의 인생 

단어를 선정하여 사진과 함께 제시한 포토 에세이를 쓰기까지의 고민과 책을 쓰게 된 동기를 소개하였

다. 또한 축시 낭송에 참여한 홍가연(상해한국학교, 11학년)학생은 자신이 집필한 책에 수록된 시 두 

편을 낭독하며 각 시에 담긴 의미를 설명했는데,‘발자국’이란 시를 친구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집필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말하고, 사춘기 소녀의 짝사랑의 섬세한 감정을 표현한 ‘감정의 파동’의 낭송에서 

청중들의 공감의 감탄사를 자아내기도 하였다. 또 심윤아(상해한국학교, 11학년)학생은 일상적인 소재

의 순간적인 인상들을 포착해내 전혀 예상치 못한 제목을 붙여 신선함과 의외성 그리고 공감을 같이 느

낄 수 있는 자신의 자작시를 소개했다. 안경닦이, 인터넷 쇼핑, 그리고 문과 이과 등 일상 생활을 기반

으로 한 여고생의 풋풋한 시각이 드러난 시의 낭송시 청중들은 긍정적인 호응과 웃음으로 화답하였다. 

  이날 상해한국학교에서 모의 유엔 행사가 열려 모의 유엔에 참여하는 몇몇 학생 저자들이 불가피하

게 참여하지 못하기도 하였으나 오전에 토플 시험을 마치고 바로 출판 기념회에 참가하거나, 출판기념

회에 참가하기 위해 2시간 반 동안 달려왔으나 결국 출판기념회가 끝난 후에 도착한 학생 저자가 있기

도 하여 자신에 대한 자긍심과 열정을 엿볼 수 있었다.

이날 상해한국학교 학생저자들의 책 3종은 상해한국학교 도서관과 상해 희망 도서관에 기증하여 이후 



많은 독자들을 만나게 될 예정이다. 또한 학생저자들이 해외 지역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후원금

을 상해 희망도서관에 전달하여 나눔을 실천하는 자리가 되었다.

책만나 동아리 학생저자 도서 기증 (왼쪽- 상해한국학교 도서관 기증, 오른쪽- 상해 희망도서관 기증)

‘꽃다발 한아름’ 책기증 (상해희망도서관장과 여지

원(상해한국학교 11학년)

상해 희망 도서관 후원금 전달(왼쪽-도서관장(신희정),

오른쪽-윤성빈(상해한국학교 8학년)

축시 낭송1 - 홍가연 축시 낭송2 - 심윤아

학생 저자 단체 촬영 (왼쪽- 밤샘독서캠프 단체, 오른쪽 – 책․만․나 동아리 단체)



<학생 저자 명단>

『그날의 문학』: 홍가연(상해한국학교 11학년), 심윤아(상해한국학교 11학년), 김수빈(상해한국학교 

11학년), 안수빈(상해한국학교 11학년), 이주선(상해한국학교 11학년)

『8TEEN』:안지윤(상해한국학교 11학년), 이예진(상해한국학교 11학년), 송가연(상해한국학교 11학

년), 유지현(상해한국학교 11학년), 유민경(상해한국학교 11학년)

『꽃다발 한아름』: 김나영(상해한국학교 8학년), 윤성빈(상해한국학교 8학년), 최주영(상해한국학교 

10학년), 조현엽(상해한국학교 10학년), 문기용(상해한국학교 10학년), 윤현정(상해한국학교 10학년), 

이세빈(상해한국학교 10학년), 조은빈(상해한국학교 11학년), 박우현(상해한국학교 11학년, 심해인(상

해한국학교 11학년), 김예원(상해한국학교 11학년),임지은(상해한국학교 11학년), 박진호(상해한국학교 

11학년), 정의겸(상해한국학교 11학년), 여지원(상해한국학교 11학년), 윤예림(상해한국학교 11학년), 

안제경(상해한국학교 11학년), 이보민(상해한국학교 11학년), 박채연(상해한국학교 1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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