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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6-027호] 

       

LA한국문화원이 LAPD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한국 역사 • 문화 워크숍이 5.12(목) 

30회를 맞이하였다.  

2008.9월 처음 시작된 이 워크숍은 한국과 한국인, 남부캘리포니아의 한인 

커뮤니티, 한국문화, 한국의 이민사 등에 대한 강의를 듣고, 태권도 시범과 한국음식에 

대한 체험등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그동안 1400여명의 LAPD들이 워크숍에 참여하였다.  

이번 30회째 워크숍에도 Los Angeles 카운티내 LAPD West Bureau 7개 관할지역 

Hollywood, Olympic, Wilshire, Pacific, West Traffic, West LA, Office West Bureau 등에서 

35명의 경찰관이 참여하였다.  

 

특히, 이번에 경찰참가자를 격려하기 위해 참가한 LAPD West Bureau 치안담당 

부책임자 블레크 차우 Commander (Blake H. Chow, Commander, Assistant Commanding Officer 

of Operations-West Bureau) 는 “2008 년에 시작하여 어느덧 30 회를 맞이하여 그동안 

천여명이 넘는 LAPD 경찰들이 한국문화를 배우고 이해할 수 있게되었고  워크숍을 통해 

LAPD 경찰들과 한인사회가 서로를 존중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어 기쁘다”고 하였다. 

 

윌셔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앨리시야(Alicia)경관은 “한국인들을 업무적으로 대할 때 

언어 표현상 비협조적이라고 생각해왔는데, 이번 강의를 통해서 한국문화와 언어 표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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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다는것을 알게되어 앞으로는 한국인을 만날 때 한국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게되었다”라고 하였다.  

 

할리우드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델(Dale) 경관은 “LA는 다문화 중심지역으로 이번 

강의를 통해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였다.  

 

LA한국문화원 (원장 김낙중)은 “이 워크숍을  통해 많은 경찰관계자들이 한국 

역사와 문화를 접함으로써  한국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한인동포사회에 있어서도 

문화적 차이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워크숍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LA 한국문화원은 LAPD 대상 워크숍외에도 LA Sheriff 대상 워크숍을 2011.7 월부터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 LAPD 대상 워크숍 5 회, LASD 대상 워크숍 4 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 행 사 명 : 2016년 경찰관계자 대상 한국 역사 •문화 워크숍                           

   ▶ 일    시 : 2016년 5월 12일 목요일, 오전 8:30 - 오후 4시30분   

   ▶ 장    소 : LA한국문화원 3층 아리홀 

   ▶ 주    최 : LA한국문화원, 밝은사회운동(GCS, LA)    

   ▶ 붙    임 : 행사 일정표  

   ▶ 공연문의 : LA한국문화원 323-936-3019, 교육담당 Daniel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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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경찰관계자 대상 한국 역사 문화 워크숍 개최 사진자료  
2016년 5월12일 

 

  LA한국문화원장 인사말  

 

 

 
LAPD West Bureau 치안담당 부책임자 블레크 차우 Commander의 인사말 

(Blake H. Chow, Commander, Assistant Commanding Officer of Operations-West Bureau) 

 

 

     
Workshop 강의시간                          점심시간(비빔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