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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7-62호] 

 

보 도 자 료
LA한국문화원 www.kccla.org 

550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36 

Tel (323)936-7141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4쪽(첨부 1쪽 포함) 

배포일시 2017.8.11(금) 담 당 자 노승환 (323-936-3025) 

아메리카 지역 세종학당 교육자들, LA에 모이다 

- 16~17일, LA한국문화원에서 ‘2017 아메리카 세종학당 워크숍’ 개최 

          - 아메리카 지역 세종학당 및 한국어교육 관계자 100여 명 참석 

                    

                                   

□  북미, 중남미 지역 세종학당 교원 및 한국어 교육자들이 미국 LA에 모여 지역 특성에 

맞는 한국어교육 현황을 공유하고 한국문화로 교류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

를 갖는다. 

 

□  세종학당재단(이사장 송향근, 이하 재단)과 LA한국문화원(원장 김낙중)은 8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미국 LA에 위치한 LA한국문화원 및 힐튼 로스엔젤레스 에어포트에서「2017 아메리카 

세종학당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미국, 캐나다 등 북미 지역뿐만 아니라 과

테말라,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등 중남미 지

역 10개국 18개소 세종학당 관계자와 LA 지역 내 한국어 교육 관련 대학, 유관기관의 관계자 

총 100여 명이 참석한다.  

 

□  첫째 날 송향근 이사장의 개회로 워크숍을 시작하고 남가주대학교(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김남길 동아시아 언어문화학과 교수가 ‘아메리카 지역 한국어 교육 현황과 

세종학당이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펼친다. 이어서 1995년부터 한국어강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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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해온 미국의 LA한국문화원, 샌프란시스코, 콜롬비아 보고타 세종학당의 운영 사례 발

표를 통해 북미, 중남미 지역 내 한국어‧ 한국문화 교육 현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다. 

 

□  특히, 이번 워크숍에는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현지인이 많다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 토론의 장이 마련된다. 첫째 날 대한민국 홍보 전문가 서

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세계를 향한 한국문화 무한도전’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

한다. 또한 이정희 경희대 국제교육원 부원장의 취미목적 학습자 대상의 효과적인 

수업 방법 강의와 재단에서 제공하는 ‘누리-세종학당’ 콘텐츠 소개 등을 통해 현지

에 모인 한국어 교육 관계자에게 실질적인 교수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이번 행사를 공동주관하는 김낙중 LA한국문화원장은 “매년 천명이 넘는 수강생이 한

국어를 배우는 LA한국문화원에서 열리는 이번 워크숍이 한국어 확산을 위해 헌신해

오신 모든 분들의 노력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세종학당의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자리

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재단 송향근 이사장은 “지난 2007년 세종학당이 처음 시작할 때, 아시아 지역이 

아닌 곳으로서 유일했던 LA한국문화원에서 아메리카 세종학당 워크숍을 개최하게 되

어 감회가 새롭다.”면서 “다문화, 다민족 지역 내의 한국어와 한국문화 보급을 위해 애

쓰는 한국어교육 관계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

고 기대했다.  

 

□  한편, 재단은 권역별 한국어 교육 관계자들의 협력망을 강화하고 양질의 한국어 

교육 제공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세종학당 소재 지역별로 워크숍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유라시아(카자흐스탄)와 유럽 

지역(폴란드)에서 워크숍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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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 2017 아메리카 세종학당 워크숍 개요 1 부.  끝. 

 

 

 

 

 

세종학당재단은 국외 한국어·한국문화 보급 기관인 ‘세종학당’을 총괄 지원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세종학당은 현재 54개국 171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17년 6월 기준)  

 

 

 

 

 

 

 

▶ 행사명 : 2017 아메리카 세종학당 워크숍 

▶ 일  시 : 2017. 8. 16(수) – 8.17(목) 

▶ 장  소 : LA한국문화원, Hilton Los Angeles Airport 

▶ 주  최 : 문화체육관광부 

▶ 주  관 : LA한국문화원, 세종학당재단 

▶ 문  의 : LA한국문화원 노승환 부장(323-936-3025, seung822@kccla.org) 

           세종학당재단 교육지원부 최윤정 부장(02-3276-0740, femipol@ksi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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