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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8-38호] 

 

 
 

   ▶ 행사명 : 2018 K-Cuisine Lecture Series 

   ▶ 기  간 : 2018년 6월4일(월) ~ 6월13일(수), 7PM-9:30PM 

   ▶ 교육과정 : 

1) 한국식 기본 소스 및 양념장 만들기(6월4일/월요일) 

2) 한국 사찰 음식(6월6일/수요일) 

3) 한국의 차와 다식(6월11일/월요일) 

4) 김치만들기(6월13일/수요일) 

   ▶ 장  소 : LA한국문화원, 3층 공연장 

   ▶ 내  용 : 한류 및 한식문화에 관심있는 미 현지인들 대상으로 전문화된 한식 문화 

알리기 및 한식조리강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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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등록 : http://www.kccla.org 

 

보 도 자 료 
Korean Cultural Center Los Angels     

5505 Wilshire Blvd. LA., CA. 90036 

Tel (323)936-7141 

www.kccla.org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2쪽 

배포일시 2018.5.23(수) 담 당 자 Hannah Cho 323-936-3012 

    

2018 K-Cuisine Lecture Series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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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한국문화원(원장 김낙중)은 미 현지인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한식문화소개를 위한 

‘2018 K-Cuisine Lecture Series’를 6월4일(월)부터 6월13일(수)까지 2주간 진행한다.  

 

이번 강좌시리즈는 교육과정 주제에 맞는 한식관련 역사• 문화를 소개하고 직접 

만들고·맛보고·즐겨보는 한식 문화체험을 통해 깊이 있는 한식문화알리기에 초점을 두어 

더욱 의미가 크다. 

 

특히, 이번 한식 강좌는 현지에서의 한국문화와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문화원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 시작 첫날부터 강좌 신청이 몰렸고, 한식강좌 수강을 

원하는 신청자는 지금도 Waiting 리스트에 계속 이름을 올리고 있다. 본 강좌는 총 2주간 

평일(월,수) 저녁 7:00-9:30(2시간30분)까지, 총 4회 과정으로 진행되며, 40명 정원으로 

운영된다.  

 

올해는 보다 다양한 형식의 한식 강좌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6월 한식 

강좌는 LA문화원 3층 공연장에서 워크샵 형식으로 진행되어 강사의 시연에 이어 

수강생들의 만들어 보기 형식으로 운영되며, 올 하반기에는 전문요리학교와의 협업을 

통해 2차 한식 강좌를 추가로 개설할 예정이다.  

 

LA한국문화원 김낙중원장은 “최근 미주에서도 한류를 바탕으로 한식에까지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동 강좌를 통해 한국음식의 역사 및 문화에 대한 강의를 바탕으로 음식 

조리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져 음식을 통한 한국문화 이해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다양한 주제를 통해 강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자 그동안 

연1회 개최하던 강좌를 올해에는 하반기 강좌까지 확대해 나갈 방침이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라고 전했다.   

 

모든 강의는 영어로 진행되고, 강좌 참가비는 무료이며, 대기자 명단에 올리기를 원하면 

문화원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수 있다. www.kccla.org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