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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노팅힐 게이트에서 ‘재영어린이 

학교’ 설립

Chessington Community College 

에서 ‘런던한국 중•고등학교’ 개교

준비반(유치반) 신설

2년만의 대면 수업 재개

고등반 신설. 초등1학년 3학급, 

3학년 2학급 증설

런던한국학교 강북런던

 일링 분교가 분리 신설됨

학교 명칭을 

‘런던한국학교’로 개칭

초등학교 정규 과정으로 학급 편성. 

중등 1학급 신설

개교 30주년 기념 행사로 

한국학교건립기금 조성 

자선음악회 개최

50주년 개교기념 행사

코로나 판데믹으로 임시 휴교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수업 시작, 

9월 신학기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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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 6. 설립 추진 위원 구성 (정미령 교사, 김성응 한인회장, 

정종화 교수, 강철수, 권인혁 영사)

1972. 10. 정미령 교사, 정종화(런던대 교환교수), 

권인혁 영사 주도 <재영어린이 학교> 설립,

학생수 30명. 한글, 동요, 민요 등을 격주 토요일에 지도

1973. 8. 교장 김준명 목사

1975. 9. 김준명 목사 귀국으로 한인회장 강철수 교장 직무대리

River Court Church, London 으로 학교 옮김

1977. 11. 학교 명칭을 <런던한국학교>로 개칭. 초대 김병모 교장 취임

학생수 50명

1978. 6. 제2대 김북경 목사 교장 취임

1979. 2. Halford Primary School 로 학교 옮김

1979. 9. 제3대 김장진 교장 취임

1982. 3. 초등학교 정규 과정으로 학급 편성. 중등 1학급 신설. 

학생수 178명. 교사 7명. 홍문표 교육관 부임

1983. 3. 초등학교 7학급, 중등 2학급 운영. 

교가 제정 (작사:김정, 작곡:최병철)

1985. 3. 제4대 신우승 교장 취임. St. Paul Junior school로 학교 옮김

<푸른마음 >교지 표지 그림 완성 (교사 정 화)

1985. 6. 학부모회 발족. 초대 회장 정재요

1985. 9. Lovelace Primary School, Chessington으로 학교 옮김

1985. 11. 특수반(만 5-13세까지의 교민 자녀 대상) 증설

1986. 3. 수업 시간 5교시로 연장. 수학 과목 신설

1987. 3. 제5대 교장 대리 임영길 교육관 취임

1987. 5. 고등반 신설. 초등 1학년 3학급, 3학년 2학급 증설

학부모회 제2대 회장 김기현

1987. 7. 학교 운영의 독립성 위해 한인회 주관 이사회에서 대사관 

(허리훈 공사, 임영길 교육관, 영사)과 한인회 임원으로 이사회를  

재구성 발족, 초대 이사장으로 한인회장 유성용 취임. 

특수반 해산

1987. 9.     제6대 정 화 교장 취임. 13개 학급, 총 학생수 341명

1987. 12. 런던한국학교 표식 공모 및 교기 제작

1988. 3. 제2대 구형우 이사장 취임. 교직원 15명, 총 학생수 363명

1988. 9. 수업 시간 6교시로 연장

1989. 3. 중학교 수업과목 확대 (국어, 국사, 수학, 한문)

교민 자녀를 위한 특수반 개설. 교직원 16명, 총 학생수 355명

연 혁
1989. 4. 학부모회 제3대 회장 이명순 취임

1989. 8. 현재까지의 이사회 해체, 학부모 중심으로 이사진 재구성.

초대 이명순 이사장 취임. 학교 완전 독립운영화. 학생수 390명.

강인수 교육원장 부임

1989. 9. 런던한국학교 강북런던 일링 분교가 분리 신설됨

수업 시간 6교시, 교직원 14명, 총 학생수 343명

1990. 3. 초등학교 매 학년 2학급씩 편성. 현지 학습을 위해 준비반 

교과서 <우리들은 1학년>(정 화 교장 엮음)

1990. 4. Chessington Community College 에서 <런던한국 중•고등 

학교> 개교. 학생 99명, 5개 학급(특수반 1학급 포함), 

교직원 7명. 오재희 주영대사 참석

1990. 7. 재영 한국학교 제1회 연합 체육대회

(런던한국 초•중•고등학교 및 강북한국학교)

1990. 9. 제2대 이현용 이사장 취임

1991. 4. 13 중•고등학교 개교 1주년, 초•중•고등학교 

Tolworth Girl’s School로 통합 이전. 총 학생수 413명

1991. 6. 8 신임 이홍구 주영대사 내외 내교 간담회

1992. 2. 8 초등 제7회, 중등 제2회 졸업, 교지 <푸른 마음 12집> 발간

1992. 6. 제3대 정완진 이사장 취임

1992. 10. 5 제6대 정 화 교장 별세, 학교장 엄수

1992. 10. 12 초등학교 개교 20주년

1992. 10. 24 제7대 이정순 교장 취임

1992. 12. 9 제5회 런던 한국학교 교사 연수회 (장소: 대사관저)

1992. 12. 29 고 정 화 교장 대통령 표창 수상

(이홍구 주영대사 부군 주낙군 원장에게 수여)

1993. 6. Chessington Community College로 학교 이전

1993. 6. 12 제8대 장영희 교장 취임

1993. 6. 24 고 정 화 교장 추모음악회 (영식 주형기 피아니스트)

수익금 전액 학교 건립기금으로 노창희 대사께 전달

1993. 11. 27 재영 한인회 주최 한인 웅변대회 본교 강당에서 개최

1994. 7. 2 한인회 주최 연합 체육대회 (Morden Park) 참가

1994. 8. 강사민 주영한국대사관 교육원장 부임.

1995. 1. 28 초등 제10회, 중등 제 5회 졸업식 및 <푸른마음 15집> 교지 발간

1996. 3. 2 중•고등 학교 Malden Manor School로 이전, 

초대 이수길 교감 취임

1996. 8. 21 교사 연수 (주제: 창작 능력 향상을 위한 표현력 기르기)

1996. 10. 12 초등학교 개교 24주년 기념 학예발표

1997. 2. 1 초등학교 12회, 중등 7회 졸업식 및 <푸른마음 16집> 교지 발간

1997. 3. 중•고등 학교 Chessington Community College로 

초등학교와 합병

1997. 10. 18 런던한국학교 개교 25주년 기념 학예 발표

1997. 12. 함철호 대한항공 지점장의 주선으로 수원 시립 교향악단

(지휘: 금난새), 주형기, 정혜지, Cosmos String Quartet

공동으로 런던 공연 후 수익금 전액 한국학교 

건립 기금으로 기증

1998. 2. 14 초등 13회, 중등 8회 졸업식 및 <푸른마음 17집> 교지 발간

1998. 9. 17 개교 26주년 기념 학예발표

1999. 2. 13 초등 14회, 중등 9회 졸업식 및 <푸른마음 18집> 교지 발간

1999. 8. 이상영 주영한국대사관 교육원장 부임

1999. 9. 1 제9대 주낙군 교장 취임

1999. 9. 18 특수 아동교육을 위해 (우리말 특수반) 설립. 

새 운영방침으로 교수

1999. 10. 2 중학교 특수 수학 지도반 창설 운영

초•중학교 한글 깨우치기 개인지도 실시

1999. 10. 9 한글날 553돌 경축 제 8회 재영한글학교 연합 글짓기 대회 개최 

주영한국대사관 주최

1999. 10. 23 개교 27주년 기념 행사 및 학예 발표

1999. 11. 6 중 2•3학년 논술, 한문, 수학 특별 지도 실시

1999. 12. 6 한인회 주최 송년회에서 본교생 특별 공연

1999. 12. 12 감사장 수여(한국 한록 장학회 박기봉 회장, 

진미식품 김성호 사장)

2000. 2. 12 초등 15회, 중등 10회 졸업식 및 <푸른마음 19집> 교지 발간

19개 학급, 총 학생수 385명, 교직원 25명

2000. 3 제2대 최선애 교감 취임. 교훈 제정 (효, 예, 충, 은, 화)

2000. 4. 14 한국 전통문화 예술단 초청 공연 및 고전 무용 지도

2000. 5. 5 감사장 전달 (권정기 소년한국일보 사장)

2000. 5. 15 재정 운영난으로 우리말 특수반 해체 

(해당 학생 적령 학년에 편입)

2000. 6. 24 교내 운동회 개최

2000. 10. 29 교민 2세 및 유치반 1년생 중 한글을 깨친 학생에게 

훈민정음상 수여

2001. 1. 5 이현용 이사장 취임(삼성중공업 법인장)

2001. 2 초등 16회, 중등 11회 졸업식 및 <푸른마음 20집> 교지 발간

2001. 6. 30 교내 운동회 개최 (라종일 주영대사, 홍광후 공사, 

조성영 한인회장, 이현용 이사장, 오극동 이사, 이성진, 최만영,  

장민웅, 김정웅 역대 한인회장 내교)

2001. 9. 8 라종일 대사 학교 시찰 및 격려 방문 (조성영 한인회장, 

정완진 부회장, 오극동 이사, 이상영 교육원장 동반)

2001. 10. 16 제10회 재영 한글학교 연합 글짓기대회 

(한글날 555돌, 대사관 주최)

2002. 2. 9 초등 17회, 중등 12회 졸업식 및 <푸른마음 21집> 교지 발간

2002. 3. 1 교훈에 입각 학급 명칭을 효도, 예의, 충성, 은혜, 화합반으로 개칭

2002. 6. 25 교외학습 (Kingston Park) 실시 - 사생, 글짓기대회, 운동회 

여왕 금혼식 (Kingston 축제 참석 공연 고전무용 지도교사 김향숙)

2002. 7. 22 연수회 (주제: 제7차 교육과정 평가 방안)

2002. 8.15 한인회와 함께 광복절행사 실시 (라종일 주영대사 참석)

2002. 10. 19 개교 30주년 기념행사로 한국학교 건립기금 조성 자선음악회 개최

수익금 전액 학교 건립기금 대사관에 전달 (주형기, 한가혜,   

Thomas Carroll, 김항숙, Rafal Zambrzycki-payne, 

합창부 지도교사 박은미)

2003. 2.15 초등 18회, 중등 13회 졸업식 및 <푸른마음 22집> 교지 발간

2003. 4. 28 효 사상을 높이기 위해 ‘어버이를 생각해 보는 음악회’ 개최

(Dimension 삼중주, 김동철 악단, 연화 코믹가요쇼, 

정현숙 소프라노, 불교 조계종 연화사 후원)

2003. 6. 28 고유민속놀이를 통한 운동회 개최

2003. 8. 이화성 주영한국대사관 교육원장 부임

2003. 8. 31 주낙군 교장 퇴임

2003. 9. 6 최선애 교감선생님 교장 직무 대행

2003. 10. 18 개교 31주년 기념식 및 개교 기념. 사생대회, 작품 전시회 실시

2004. 1. 10 세계 한민족 우정의 편지 보내기

2004. 2. 초등 19회, 중등 14회 졸업식 및 <푸른마음 23집> 교지 발간

<우리들은 준비 1학년 >준비반 교재 재편집(교사 주선영)

2004. 2. 24 한국 학교 규정 개정 및 이사회 구성

2004. 3  제10대 최선애 교장 취임. 제3대 최혜선 교감 취임

2004. 4. 27 학부모회 김종백 회장 선출

2004. 7. 23 ‘New Malden Fortnight’ 거리 축제 한복 퍼레이드 참가

2004. 8. 14 광복절 기념 한인 축제에 교사 및 학생 사생대회 참가

2004. 9. 1 한국학교 연합 교사 1일 연수회 (주영 교육원 주최 제1회 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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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9. 4 킹스턴 카운슬 주최 교통안전 포스터 경연대회 전교생 참가

2004. 9. 25 학부모회 주관 알뜰 시장 개최

2004. 10. 18 제13회 재영 한글학교 연합 글짓기 대회 

(한글날 558돌, 대사관 주최)

2004. 11. 11 한국어 능력시험

2005. 2. 12 초등 20회, 중등 15회 졸업식 및 <푸른마음 24집> 교지 발간

2005. 3.  제4대 김경미 교감 취임

2005. 4. 9  재영과학기술자협회 주최 수학경시대회 개최 (제1회)

2005. 7. 2 조윤제 대사 내교 (학급 시찰 및 격려 방문)

2005. 7. 23 ‘New Malden Fortnight’ 거리축제 한복 퍼레이드 참가

2005. 8. 재영한글학교 연합 교사 1일 연수회 (제2회 맨체스터)

2005. 10. 8 김진표 교육부총리 내교

2005. 10. 개교 33주년 기념식 및 음악회

2005. 12. 18 삼성전자 본교 발전기금 10,000파운드기증 

(우리말반 운영비 사용)

2006. 2. 초등 21회, 중등 16회 졸업식 및 <푸른마음 25집> 교지 발간

2006. 3. 1 제11대 김경미 교장 취임, 제5대 김맹희 교감 취임,

우리말반 개설 (교민자녀와 국제결혼 가족 자녀대상)

2006. 4. 29 학부모회의 개최 (김민호 회장 선출)

2006. 8. 정하선 주영한국대사관 교육원장 부임

2006. 8. 재영 한국학교 연합 교사 1일 연수회 (제3회 버밍험)

2006. 10. 29 개교 34주년 기념식 및 학부모 1일 교사(제1회)

2007. 2. 초등 22회, 중등 17회 졸업식 및 <푸른마음 26집> 교지 발간

2007. 2. 김은혁 이사장 취임

2007. 3. 3 학급문고 운영 (독서 교육 향상),

2007. 3. <우리들은 준비 1학년> 유치부 교재 발간

2007. 4. 14 음악 교육 실시

2007. 4. 29 학부모 대표회의 개최 (제3대 이희재 회장 선출)

2007. 6. 30 운동회(Fairfield in Kinston, 조윤재 대사, 김은혁 이사장, 

안영집 총영사, 정하선 교육원장 참석) 및 학부모 주관 

알뜰시장 개최(어린이 도서 기금 모음)

2007. 8. 재영 한국학교 연합 교사 1일 연수회 제4회 브리스톨

2007. 10. 20 개교 35주년 기념식 및 학부모 1일 교사 (제2회)

2008. 2. 16 초등 제23회, 중등 제18회 졸업식 및 <푸른마음 27집> 교지 발간

총 17학급, 총 학생수 300명, 교직원 수 23명 

2008. 3. 김대환 이사장 취임

2008. 4. 학부모 대표회의 (이명순 회장 선출)

2008. 5. 부모님께 편지쓰기, 선행 어린이 표창

2008. 6. 소풍 및 사생대회 (Richmond park)

2008. 10. 제36회 개교 기념식 및 알뜰시장 개최(학부모회 주최)

2009. 2. 14 초등 제24회, 중등 제19회 졸업식 및 <푸른마음 28집> 교지 발간

총 16학급, 총 학생수 270명, 교직원 20명

2009. 3. 22 제5회 유럽 한글학교 교사 세미나 (런던)

2009. 5. 23 소풍 및 사생대회 (Richmond Park)

2009. 6. 학부모 대표 회의 (박지윤 회장 선출)

2009. 7. 11 봉산탈춤 공연 및 워크숍 (서울 예술대학)

2009. 8. 김우경 주영한국대사관 교육원장 부임

2009. 8. 재영 한국학교 연합 교사 1일 연수회 (제5회 노팅험)

2009. 8. 26 런던한국학교 Charity 등록

2009. 10. 10 제18회 한글날 563돌 기념 재영한국학교 연합 글짓기 대회

(주영한국대사관 주최)

2009. 10. 17 제37회 개교 기념식 및 알뜰시장 개최 (학부모회 주최)

제4회 학부모 일일교사

2010. 2. 초등 25회, 중등 20회 졸업식 및 <푸른마음 29집> 교지 발간

총 14학급, 총 학생수 228명, 교직원 18명

2010. 3. 6 제12대 교장 김현옥 취임, 제 6대 교감 이정순 취임

준비 사랑반(만 3-4세) 개설

2010. 4. 학부모 대표회의 개최

(제5대 박노식 회장, 7,8대 김강환 회장 선출)

2010. 5. 22 부산시립 소년소녀합창단 본교 공연

2010. 5. 29 우리 역사 문화교실 실시(대영박물관 오영찬 학예관)

2010. 6. 19 6.25  60주년 글짓기 대회(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주최)

2010. 6. 26 어린이 경제교실(신한은행 런던지점 주최)

2010. 6. 26 사랑의 종 행사(학부모회 주관)

2010. 7. 5 한인종합회관 개관 기념 공연 본교생 참가

2010. 8. 본교 주관 한인종합회관 독서 글짓기반 (무료), 한글 기초반 운영

2010. 8. 11 채수석 이사장 취임

2010. 9. 25  추규호 주영 한국대사 내외 학교 격려 방문

2010. 10. 23 제38주년 개교 기념식 및 알뜰시장 개최 (학부모회 주최)

2011. 1. 본교 주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실 운영 (한인종합회관)

2011. 2. 초등 26회, 중등 21회 졸업식 및 <푸른마음 30집> 교지 발간

2011. 3. 런던지역 한국학교교사 연합연수회(1회)

2011. 5. 7  어린이날 축하 공연(가야금, 설장구, 진도 아리랑 워크 숍)

2011. 6. 4 중3 우리 역사 문화교실 (대영박물관 오세연 학예관)

2011. 6. 11 김향이 동화작가 초청 학부모, 학생 대상 특강 실시

2011. 6. 18  운동회 및 학부모회 일일 음식판매

2011. 7. 9  경인교육대학팀 교육봉사(16일)

2011. 7.   여름방학 무료 한글 기초반 수업 실시 1주 (한인종합회관)

2011. 10. 23 이영식 이사장 취임

개교 39주년 기념 학예전 및 알뜰시장 실시

2011. 11. 26 재영 과학기술자협회주최 과학의 날 행사 본교에서 실시

(과학캠프 및 과학특강)

2012. 2.     초등 27회, 중등 22회 졸업식 및 <푸른마음 31집> 교지 발간

2012. 3.     민속 무용, 국악 교육 실시

2012. 6.16   교외 학습(Richmond Park) 사생, 글짓기 대회, 소운동회 실시

2012. 8     주영한국대사관 강순나 교육원장 부임

2012. 10. 20  개교 40주년 기념 학예제 및 알뜰시장 실시

2013. 2. 9   초등 28회, 중등 23회 졸업식 및 <푸른마음 32집 > 교지 발간

총 20학급, 총 학생수 371명, 교직원 29명

2013. 3. 2   학부모 특강 (윤선영교수, 독일 본대학)

2013. 3. 23   중학생 대상 미술사 특강 (화가 장미선)

2013. 4. 20   학부모 대표 회의 개최 (9대 노우승 회장 선출)

2013. 6. 2   대사관 부인회 본교 방문

2013. 6. 22   운동회 및 학부모회 주최 알뜰시장

2013. 7. 6   임성남 대사 본교 방문

2013. 10. 5   임성남 대사 본교 중학생 대상 특강 실시

2013. 10. 26 개교 41주년 기념 학예발표회

2013. 11. 30 학부모 특강 (이희철 교수)

2014. 2. 8    초등 29회, 중등 24회 졸업식 및 <푸른마음 33집 >교지 발간

총 17학급, 총 학생수 267명, 교직원 23명

2014. 3. 1 제13대 이정순 교장 취임, 제7대 황영심 교감 취임

2014. 4. 학부모 대표 회의 개최( 10대 회장 배성은 선출:10~12대)

소그룹 연수회 실시/동료교사 수업 장학(연6회)

2014. 6. 21 교외 학습 (Richmond Park) 사생, 글짓기 대회, 소운동회 실시

2014. 6. 28 준비반 교사 및 학생 워크숍, 학부모 강좌 (부천대학교 이희경 교수)

2014. 7. 5 아름다운 한글 영상 동화 제작 (경계 없는 예술센터 이화원 대표)

2014. 7. 12 대사관 부인회 학교 방문 및 지원

2014. 7. 28 한글 기초, 국어 기초반 여름 강좌 1주(한인종합회관)

2014. 8. 29 재영 한글학교 교사연수회(재영 한글학교 협의회)

2014. 9. 13 주정아 교감 직무대행, 추석맞이 송편 빚기 행사

2014. 9. 20 성인반 초급 강좌 개설 방과 후 특별반 운영

(다문화 가정 학부모 중심)

2014. 10. 4 제23회 한글날 568돌 기념 재영 한글학교 연합 글짓기 대회

(주영한국대사관)

2014. 10. 25 개교 42주년 기념 학예제 및 알뜰시장 (학부모회)

2014. 11. 29 학부모 특강 (SOAS 대학 연재훈 교수)

2014. 12. 6 초 3-6, 중등 학생 특강 (한국관광공사 정인화 과장)

2015. 2. 7 초등 30회, 중등 25회 졸업식 및 <푸른마음 34집 > 교지 발간

총 18학급, 총 학생수 341명, 교직원 23명

2015. 2. 준비반 교재 <동화주인공으로 배우는 한글> 출간

2015. 2. 20 재영 한글학교 교사연수회 (재영 한글학교 협의회)

2015. 3. 7 제8대 주정아 교감 취임, 성인대상 한국어 중급 강좌 개설

2015. 5. 2 어린이날 행사 풍선 날리기, 중 1-3 대상 특강, 

한국인 자긍심 고취 (박종원 주영한국대사관상무관)

2015. 5. 9 어버이날 행사(편지 쓰기 및 카네이션 만들기)

2015. 5. 16 스승의 날 행사(학부모 일일 교사), 알뜰시장 (학부모회)

2015. 5. 23 계레 얼 살리기 국민운동본부 주최 글짓기 경연대회

2015. 5. 30 교사 연수(효과적인 읽기 교육, 경인교대 정혜승 교수)

2015. 6. 6 임성남 대사 특강 초4-중3 대상, 

대사관 부인회 학교 방문 및 기부

통일 골든벨 (민주평화통일 협의회)

2015. 6. 13 초 4-6 대상 한국화에 담긴 선인들의 정신 (화가 배은희)

2015. 6. 20 운동회 및 알뜰시장(학부모회)

2015. 7. 4 제1회 영국 청소년 꿈 발표 제전

(꿈 국제재단 후원, 재영 한글학교 협의희)

2015. 7. 27 1주 여름방학 한글 교실

2015. 8. 21 재영 한국교육원 김태일 교육원장 부임

2015. 9. 5   고등부 신설

2015. 9. 19   추석맞이 문화 체험(송편 빚기)

2015. 10. 10  제24회 한글날 569돌 기념 재영한글학교 연합 글짓기 대회

(주영한국대사관), 학부모 특강 (옥스포드대, 조지은 교수)

2015. 10. 17 개교 43주년 기념 및 학예회 알뜰시장 (학부모회)

2015. 10. 24 통일염원 걷기대회 초 6, 중 1 풍물놀이, 

부채춤 공연 (민주평통 주최)

연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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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 16 학교 개방일(연 2회, 1월, 6월)

2016. 1. 23 제1회 유치부 졸업식 (총 42명)

2016. 2. 6 초등 31회, 중등 26회 졸업식 및 <푸른마음 35집> 교지 발간

총 21학급, 총 학생수 347명, 교직원 26명

2016. 2. 19 재영 한글학교 교사연수회 (재영 한글학교 협의회)

2016. 3. 5   2016학년도 입학식, 제9대 황영심 교감 취임

2016. 4. 9   황준국 주영대사 학교 방문, 신입생 학부모 간담회

2016. 5. 7   어린이날 행사, 어버이날 행사 (편지쓰기, 카네이션 만들기), 

통일 골든벨(민주평통), 알뜰시장(학부모회), 

스승의 날 행사, 학부모 일일교사

2016. 6. 4   탈북자 학부모 영국 정착을 위한 강좌 

(영국한인여성회 주최, 런던한국학교 협찬)

2016. 6. 18   운동회

2016. 6. 25   학교 개방일, 풍선 날리기 (재영 탈북자 자녀 돕기)

2016. 7. 9   제2회 영국 청소년 꿈 발표 제전 

(꿈 국제재단, 재영 한글학교 협의회)

2016. 7. 25  여름방학 한글교실

2016. 9. 17  추석맞이 문화 체험 (송편 빚기)

2016. 10. 8  제25회 한글날 570돌 재영 한글학교 연합 글쓰기 대회

(주영한국대사관)

2016. 10. 15  제44회 개교 기념식 및 학예회

2016. 10. 22  초 3~5 대상 창의적인 글쓰기(동화작가 Prof. David Allison)

2016. 11. 12  장학기금 마련 바자회(KOWIN,학부모회 주최), 

초 6~중등 특별강좌

2016. 1. 7    재영 청소년 역사 캠프

2017. 1. 21 제2회 유치부 졸업식(총 27명)

2017. 2. 4    초등 32회, 중등 27회 졸업식 및 <푸른마음 36집> 교지 발간

총 24학급, 총 학생수 342명, 교직원 28명

2017. 3. 4    2017학년도 입학식

2017. 4. 1    학부모 대표회의 개최(13대 회장: 김민정 선출) 

신입생 학부모 간담회

2017. 5. 6    어린이날 행사(풍선 아트, 학부모회), 

어버이날 행사, 카네이션 만들기

2017. 5. 13 스승의 날 행사, 학부모 일일 교사

2017. 6. 17 운동회

2017. 9. 30 추석맞이 문화 체험(송편 빚기)

2017. 10. 7 제26회 한글날 571돌 재영 한글학교 연합 글쓰기 대회

(주영한국대사관)

2017. 10. 14 제45회 개교 기념식 및 학예회

2017. 10. 21  제1회 Korean UK Student Careers fair(차세대 협의회)

2018. 1. 20 제3회 유치부 졸업식(총 41명)

2018. 2. 3 초등 33회, 중등 28회 졸업식 및 <푸른마음 37집> 교지 발간

총 23학급, 총 학생수 361명, 교직원 32명

2018. 2. 17 재영한글학교 교사 연수회

2018. 3. 10 2018학년도 입학식

2018. 4. 14 제14대 배동진 교장 취임, 제10대 주정아 교감 취임

2018. 4. 21 신입생 학부모 간담회 및 학부모 대표회의

(제13대 김민정 회장 연임)           

2018. 5. 5 어린이날 행사 (착한 어린이상 시상), 

어버이날 행사 (카네이션 만들기)

2018. 5. 21 스승의 날 (학부모 일일 교사)

2018. 8. 30 재영 한국교육원 김수경 교육원장 부임

2018. 9. 8 제3회 영국 청소년 꿈 발표 제전 (재영 한글학교 협의회)

2018. 9. 29 추석맞이 문화 체험 (송편 빚기)

2018. 10. 6 제27회 한글날 572돌 재영 한글학교 연합 글쓰기 대회 

(주영한국대사관)

2018. 10. 13 제46회 개교 기념일 및 학예회

2018. 10. 박성진 이사장 취임

2018. 10. 27 재영 청소년 역사 캠프 (재영 한글학교 협의회)

2018. 11. 17 학부모회 주관 바자회

2019. 1. 29 제4회 유치부 졸업식(52명)

2019. 2. 2 초등 34회(14명), 중등 29회(8명) 졸업식 및 <푸른마음 38집>

교지 발간 (총 23학급, 총 학생수 361명, 교직원 34명)

2019. 3. 2 1학기 개학식 및 입학식, 3.1절 100주년 기념 행사, 

제11대 최정희 교감 취임

2019. 3. 30 학부모 대표회의 (제14대 김희정 회장 선출)

2019. 5. 4 어린이날 행사 (착한 어린이상 시상), 

어버이날 행사 (카네이션 만들기, 부모님께 편지쓰기)

2019. 5. 11 스승의 날 행사 (학부모 일일 교사, 선생님께 편지쓰기)

2019. 6.       김은혁 이사장 취임

2019. 6. 15 운동회, 알뜰시장 (학부모회)

2019. 6. 8 화재대피훈련

2019. 6. 29 겨레 얼 살리기 글짓기 대회 (초4~중3 희망자)

2019. 7. 6 제5회 영국 청소년 꿈 발표 제전 (재영 한글학교 협의회)

2019. 9. 14 추석맞이 문화 체험 (송편 빚기)

2019. 10. 12  제28회 한글날 573돌 재영 한글학교 연합 글쓰기 대회 

(주영한국대사관)

2019. 10. 19 제47회 개교기념식 및 학예회

2019. 10. 26 재영 청소년 역사 캠프 (재영 한글학교 협의회) 

2019. 11. 16  교직원 응급처치 교육

2019. 11. 23  알뜰시장(학부모회)

2019. 11. 30 김장 담그기(The Korean British Cultural Exchange)

2020. 2. 1 제5회 유치부 졸업식(38명), 초등 35회(21명), 

중등 30회(16명), 졸업식 및 <푸른마음 39집> 교지 발간, 

총 22학급, 총 학생수 360명, 교직원 38명, 

킹스톤 시장 내외분 방문 졸업 축사

2020. 6. 5 통일 골든벨 글짓기 대회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2020. 9. 12 코로나 대비 학생, 학부모님 및 교사용 마스크 전달(재영한인회)

2020. 9. 19 1학기 개학식 및 입학식,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수업 시작, 

9월 신학기제 도입, 추석 알기 전통 문화 교육

2020. 10. 10 제29회 한글날 574돌 재영 한글학교 연합 글쓰기 대회

(주영한국대사관)

2020. 10. 17 제48주년 개교기념일 기념 사진 및 동영상 경진대회

2020. 11. 14 광복절 기념 저학년 태극기 그리기, 

고학년 인터뷰 영상 제작(재영한인회)

2020. 12. 9 평화 통일 글짓기 대회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2021. 3. 6 2학기 개학 (학교장 개학 인사, 이사장님 격려사-동영상), 

3.1절 교육 (독도, 독립문 3D모형 만들기)

2021. 5. 1  어린이날 행사 (학교장 저학년 온라인 교실 축하 방문), 

캐릭터 옷 입고 수업하기

2021. 5. 8 어버이날 부모님께 편지쓰기, 카네이션 만들어 달아 드리기

2021. 5. 15 스승의 날 인사(학교장 고학년 온라인 교실 축하 방문)

2021. 6. 5 현충일 교육

2021. 6. 19 6.25 교육

2021. 6. 26 제6회 유치부(33명), 초등 36회(11명), 

중등 31회(14명) 졸업식 19학급, 총 학생수 192명, 교직원 29명, 

<푸른마음 40집> 교지 발간

2021. 7. 22 토튼햄 핫스퍼 구단 주최 축구 교실

2021. 8. 24 손흥민 선수와의 만남

2021. 8. 27 재영 청소년 역사 캠프 (재영 한글학교 협의회)

2021. 9. 4 1학기 개학, 제12대 김지혜 교감 취임

2021. 9. 18 추석 명절 전통문화 교육(온라인)

2021. 10. 9 제30회 재영 한글학교 연합 글쓰기 대회 (주영한국대사관)

2021. 10. 14 학부모 대표회의(온라인), 제15대 학부모 회장 김재영 선출

2021. 10. 16 제49회 개교 기념 그림 그리기 대회 

2021. 10. 29 재영 한글학교 협의회 교사 연수회

2021. 11. 20 김장 페스티벌 및 한국학교 후원 행사

(The Korean British Cutural Exchange)

2022. 3. 5 2학기 개학식 및 교장 이/취임식, 제15대 김지혜 교장 취임, 

제13대 윤성원 교감 취임, 2년만의 대면 수업 재개

2022. 3. 12. 학부모 커피 모닝 개최

2022. 5. 7. 어린이날 행사 (학부모회 주최 바자회 & 한국 전통 놀이 체험), 

어버이날 부모님께 편지쓰기

2022. 5. 14. 스승의 날 행사(학부모 일일 교사)

2022. 6. 6 현충일 기념 한인회 주최 글쓰기 대회

(런던한국학교 & 강북런던학교 대상)

2022. 6. 11 운동회 및 알뜰시장(학부모회)

2022. 6. 18 학교 오픈 데이

2022. 7. 2 제7회 유치부(20명) 졸업식

2022. 7. 9 초등 37회(11명),중등 32회(7명) 졸업식, 17학급, 

총 학생수 231명, 교직원 30명, <푸른마음 41집> 교지 발간

2022. 9. 1 재영 청소년 역사 문화 캠프 (재영 한글학교 협의회)

2022. 9. 10 1학기 개학식 및 이사장 취임식, 박래승 이사장 취임

2022. 9. 24 학부모 커피 모닝 & 학부모 워크샵 (기선정 교육학 박사)

2022. 10. 15 개교 50주년 기념식, 개교 50주년 기념 그림 그리기 대회

2022. 12. 10 <런던한국학교 50년사> 발간, 개교 50주년 기념 콘서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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