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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팬 대상 전문화된 K-POP 아카데미 운영 

“K-POP 배우러 오세요!!!” 
 

 
 

 

LA한국문화원(원장 김낙중)은 7월6일(금) ~7월21(토) 까지 ‘2018 K-POP Dance and 

Vocal Academy’를 개최한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본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지 한류팬들의 K-POP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전 세계 

25개 문화원에 국내 최고 수준의 강사진을 파견하여 전문화된 K-POP 실무 교육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 행사명 : 2018 K-POP Dance & Vocal Academy 
 

 ▶ 기  간 : 2018.7.6(금)  – 7.21(토)  

O 참가자 모집 사전심사(Tryout) : 2018.6.23(토) 2PM  

- LA한국문화원, 3층 아리홀  

O 오리엔테이션 및 K-Beauty 특별 강좌 : 2018.7.6(금) 7PM  

- LA한국문화원, 3층 아리홀  

O K-POP Academy 교육일정 : 2018.7.6(금)  – 7.21(토)  

- Musicians Institute College of Contemporary Music  

(6752 Hollywood Blvd, Los Angeles, CA 90028) 

* Group A : 5PM-7PM/(월, 화, 목, 금)  

* Group B : 7PM-9PM/(월, 화, 목, 금)  

O K-POP Final Showcase : 2018.7.21(토) 6PM  

- LA한국문화원, 3층 아리홀  
 

▶ 강  사 :  K-POP 전문 강사의 보컬 및 댄스 교육 실시 

O 댄스강사 : 곽귀훈 & 주수은 

O 보컬강사 : 방현진 & 김은지 
 

▶ 문 의 : 323-936-3012 K-POP담당 Hannah Cho/ hannah@kccla.org 

 

올해 LA한국문화원은 ‘2018 K-POP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보다 체계적이고 확대 발전 시

켜 운영하고자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1) LA 현지의 유명 음악전문학교인 Musicians Institute College of 

Contemporary Music(MI)와 함께 보다 내실있는 실무 프로그램 운영 

2) 프로듀스 101 시즌2 ‘Oh Little Girl’ 의 안무가 출신 강사 등 국내 최고 

수준의 강사진 참여 

3) 초급반, 중급반 2개 과정(4개 강좌) 동시 운영 및 샌프란시스코 지역까지 2개 

지역으로 확대 운영 

4) K-Beauty 강좌 등 한국문화 교육 확대 운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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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한국문화원은 2018년도 K-POP 아카데미를 할리우드 중심에 위치한 유명 전문 음악학

교인 MI(총장 Rachel Yoon)와의 공동 프로모션을 통해 MI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MI

캠퍼스에서 직접 생생한 K-POP 실무 강의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특히, LA문화원은 올해 K-POP 아카데미 사업의 영역을 확대하여 LA지역 교육 

일정(7.6-7.21)이 끝남과 동시에 샌프란시스코(7.24-8.8)에서도 K-POP 아카데미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K-POP 아카데미는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과 공동으로 

진행되는 행사로, 기존에 남가주 지역의 K-POP팬들에게만 집중되어 원거리에 있어 

직접 참여하기 힘들었던 애로점들을 보완하고자 강사 파견을 통해 북가주 지역의 

한류 팬들에게도 체계적인 K-POP 실무교육에 참여할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올해 LA문화원에 파견되는 전문강사들의 이력이 매우 화려하다. 특히, 댄스 부문의 

곽귀훈 강사는 프로듀스 101 시즌2 ‘Oh Little Girl’의 안무가로 참여하여, 참가자들에게 

매우 인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밖에도 MBC 위대한 탄생 시즌3의 심사위원겸 

보컬 트레이너 및 SBS K POP 스타 1의 보컬 트레이너 등을 역임한 최고의 강사진 

등으로 구성되어 LA와 샌프란시스코에 참여하는 K-POP 팬들의 실력을 한층 끌어 

올려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K-POP 아카데미의 연계강좌로 한국문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한 K-

Beauty 클라스도 선보일 계획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최신의 K-POP 노래와 춤을 직접 

배울수 있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이며, 지속적인 한류 확산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문화원이 키우는 해외 케이팝 예비스타까지 기대해 볼 만 하다. 

 

김낙중 LA한국문화원장은 “최근 BTS 열풍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K-POP에 대한 열정

이 높은 한류 팬들을 위해 K-Beauty 강좌 등 다양한 한국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한층더 보강된 K-POP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특히, 샌프란시스코 지역까지 

확대 운영하여 미 현지의 보다 많은 한류팬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K-POP에 대한 



높을 열정을 가지고 참여한 현지 수강생들은 현장 실무가 강한 우수한 강사진들의 체계적

인 교육을 통해 실력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며, 한국문화를 제대로 익히고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포부를 전하였다.  

 

 

**  2016년 & 2017년 K-POP 아카데미 운영 효과 분석 ** 

 

- (K-POP Academy 참여자 3년 새 3배 증가)  해외 한류팬에게 한국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K-

POP 전문강사(보컬, 댄스) 파견을 통한 전문화된 보컬 및 댄스 교육실시로 K-POP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직접 참여하는 기회 제공. 2016년 74명 ⇒ 2017년 123명이 참여

하는 등, LA지역의 현지 한류 팬층 대상 K-POP Academy에 대한 인지도와 관심도가 점

점 높아지며 주재국내 한류 확산의 기회 마련. 2018년 240명 참여 예상 

- (K-POP Academy 이수자 본국 K-POP 관련 대회 참가 2년 연속 수상자 배출) 

․ 2016 K-POP World Festival 본국대회 참여 최종 우승 (Britaney Channel) 

․ 2017 K-POP Cover Dance Festival 본국대회 참여 최종 3위(The First Bite팀) 

- (K-POP 아카데미 지역 및 강좌 확대 운영)  LA지역에서 지역 범위를 확장시켜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한류 팬 대상 K-POP 아카데미 확대 운영 및 K-Beauty 소개 

강좌 실시 

 

※ 붙임. K-POP 강사 프로필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