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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한국문화원 한국어 수강생들 오는 24일부터 한국 문화체험 간다..

2018 사진자료(템플 스테이 체험)

2018 사진자료(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지 방문)

LA 한국문화원(원장 박위진)과 한국관광공사 LA지사(지사장 정병옥)는 LA한국문화원 한국어 수강
생들과 학생들의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한국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한국을 더욱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9 LA 한국문화원 세종학당 수학여행(한국문화체험)’을 오는 8월 24일부터
9월 1일까지 7박 9일의 일정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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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7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전 세계 60개국 180개소 세종학당중 LA 한국문화원에서만 유
일하게 진행되고 있는 문화 체험 프로그램으로써, LA 한국문화원의 한국어 수강생과 가족 또는 친
구 총 13명이 자비를 들여 참가해 한국과 한국 문화에 대한 각별한 사랑과 관심을 나타냈다.

참가자들은 한국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고창 화순 고인돌 유적지, 백제역사유적지구, 창덕궁
등 우리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역사가 넘쳐나는 유산들을 답사하고, ‘분단’의 상징에서 ‘평화’의 상
징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비무장지대 (DMZ)와 JSA투어를 거치며 한국의 깊은 역사를 더욱더 자
세히 알아볼 수 있는 교육적인 시간도 준비되어 있다. 또한, 국기 태권도의 교육·수련·연구와 태권
도 정신과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 공간인 태권도원을 방문하여 태권도
의 역사, 발전과정 및 세계화 과정 등을 배우며 간단한 태권도 체험과 태권도 시범 공연도 관람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전통 다과와 떡갈비 만들기 체험, 20년 장기 공연으로 유명한 넌버벌 공연 ‘난
타’ 관람, 유명 드라마 촬영지인 용인 MBC 드라미아, 용인 민속 박물촌, 국립 중앙 박물관 방문 등
우리 문화에 대한 다양한 체험을 통해 한국을 더욱 가깝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
이다.

박위진 LA 한국문화원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교실에서의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을 떠나 한국을
직접 방문해 한국의 문화, 관광, 역사적 가치를 인식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문
화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알리는데에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며, “유관기관들과 유기적인 상호협
력관계를 통해 동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 및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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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행사명 : 2019 LA 한국문화원 세종학당 수학여행(한국문화체험)
▶ 일

시 : 2019 년 8 월 24(토)-9 월 1 일(일) 저녁 7 시 50 분

▶ 장

소 : 서울, 경기, 부여, 전라도 등

▶ 주

최 : LA 한국문화원, 한국관광공사 LA 지사

▶ 문

의 : LA 한국문화원 노승환 323-936-3025(O), 323-775-7557(C)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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