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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7-044호] 

 

 

 
                                         (2016 한국 역사 • 문화 교육자 세미나 자료사진 / June 20-24, 2016) 

 

   ▶ 행사명 : 2017년 한국 역사 • 문화 교육자 세미나 

              (Korean History & Culture Seminar for American Educators)  

   ▶ 일  시 : 교사 강좌 : 2017.6.26(월) – 6.30(금), 08:30 -16:30   

               도서출판 기념행사 : 2017.6.29(목), 17:00-18:30  

   ▶ 장  소 : LA한국문화원 3층 아리홀 

   ▶ 주  최 : LA한국문화원, 국제한국학회(National Korean Studies Seminar) 

   ▶ 붙  임 : 행사 일정표 

 ▶ 문  의 : Daniel Kim, 교육담당 323.936.3019 or danylvjs@kccl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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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시 2017.6.21 (수) 담 당 자 Daniel Kim  323-936-3019 

    

2017년 한국 역사 • 문화 교육자 세미나 및 Teaching East Asia: Korea 

도서출판 기념행사 개최 

mailto:danylvjs@kccla.org
http://www.kccl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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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한국문화원(원장 김낙중)은 국제한국학회(National Korean Studies Seminar (회장 

김성순)와 함께 2017.6.26(월)부터 6.30(금)까지 5일동안 미국 교육자 대상 < 한국 

역사·문화 교육자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는 LA통합교육국을 중심으로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매사추세츠, 인디애나, 콜로라도, 켄터키, 조지아, 애리조나, 

코네티컷 등의 대학교수, 초중고 교사, 교육행정가, 교육국 간호사 등 총 70 여명의 

교육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6.26(월) 08:30 시작하는 이번 세미나는 이기철 총영사의 격려사에 이어 한국근대사 및 

현대사, 한국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성장, 한국전통 음악교육 및 시연, 한반도와 동북아 

국제정세 이해와 남북통일, 한복쇼, 민화교실, 한글, 한국음식체험, 한류, 직지, 한국의 

철학과 종교, 우정의 종각 견학 및 연날리기, 한국전쟁의 이해, 한인 이민사, 한국전쟁의 

이해, 한국관광, 태권도 시범, 다도체험 등 5일간 다채로운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것이며, 한국관광을 알리는 시간에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관련 홍보 시간도 

갖을 예정이다.  

 

동 세미나는 지난 2004년 LA한국문화원과 Mary Conner선생, 김성순 선생의 협업으로 

시작되었으며, 지금까지 한국 역사·문화 교육자 세미나와 찾아가는 세미나를 통하여 미 

전역 28개주 K-12 학교의 교사를 비롯하여 대학교수, 교육행정가등 약 3,000여명의 미국 

교육 관계자들이 참여하였다. 

 

LAUSD는 동 세미나에 대해 2008년도 부터 40시간(5일동안, 하루 8시간)을 다 참석하고  

한국 역사·문화관련 수업교안(Lesson Plan)을 제출한 참여 교사들에게 1점의 샐러리 

포인트를 부여하고 있으며, USC에서도 교사자격증을 갱신 할 때 필요한 전문성 개발 

학점(Professional Development Unit) 3학점으로 인정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그동안 세미나의 주요 교재로 쓰였던 Common Core: Korea의 개정판인 

Teaching East Asia : Korea (Mary Connor 저)와 e-Book, 한국 역사·문화관련 40여개의 강의 

교재 및 내용을 디지털북으로 만들어 인터넷으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아울러 동 



-3- 

 

개정판에는 이기철 총영사의 한국의 정치·경제 발전상을 정리한 “Successful 

Development Story of South Korea”글이 포함될 예정이다.   

  

Teaching East Asia : Korea 교재는 2014년부터 미 전국적으로 실시된 K-12 공통핵심 교과 

과정을 포함한 한국 역사·문화 수업의 보조교재로 많은 교사들이 활용하고있는 Common 

Core : Korea교재를 재 개정 출판한 교재이며, 한국을 동북아와 세계의 중요한 일원으로 

학생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판단하에 제목을 바꾸게 되었다. 한국역사/사회 

부분에서 2차대전 이후의 한국의 정치,경제,사회, 산업의 양적 질적인 성장과 국제적 

위상 강화 부분을 대폭 보강하고, 한국문학에서 교안과 수업 보충교재를 보완하였으며, 

새로 추가된 챕터(Chapter)는 한국음악과 과학 테크놀로지 발달, 한국이민사, 

한국관광산업 부분이다. 새로 개정 출판된 Teaching East Asia : Korea 출판 기념행사는 를 

6.29(목) 17:00, 문화원 3층 아리홀에서 갖을 예정이다   

 

김낙중 문화원장은“한국문화원의 대표 교육 세미나인 한국역사문화 교육자 세미나가 

해가 갈수록 풍성해 지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듯이 올해도 이 세미나 참석자 선생님들이 

각자의 교실과 커뮤니티에서 한국 역사와 문화를 미전국에 알리고 한미관계를 돈독히 

하는 홍보대사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합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동안 타주에서 참석하였던 교육자들이 세미나후 학교로 돌아가서 본 세미나에서 배운 

내용과 교육자료를 사용하여 한국 역사·문화관련 세미나 또는 워크숍을 계획하여 

개최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2016년 개최된 세미나에  켄터키에서 참석한 Dr. Irwin 부부 

교사는‘한국의 문화’라는 제목으로 웨스턴 켄터키 대학교에서 강연을 하였고, Fayette 

County에서 참석한 선생님은 타인종 교사 및 학생, 학부모들에게 한국음식 소개와 3D 

프린터를 활용하여 한글로 명찰, 열쇠고리 등을 만들어 전시하는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일리노이에서 참석한 교사 Lisa Jones와 대학교 강사는 일리노이 주립대학교 내에서 한국 

역사·문화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텍사스에서 참석한 Greg Hills 역사 선생님은 National 

Council for Geographic Education Conference에서 한국 역사·문화에 대한 강연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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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한국문화원은 문화원에서 개최하는 이번 세미나 외에도 타주로 찾아가는 한국 

역사·문화 세미나(Korean Culture Outreach Seminar)를 개최하고 있다. 그동안 현지 

지역의 많은 호평을 받아 작년 10월 University of Illinois, Chicago 개최에 이어 올해 

10월에는 University of Kentucky에서 개최를 준비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한국 역사·문화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미전역에서 개최, 보다 더 많은 미국 교사등에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