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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045호]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3쪽 

배포일시 2021. 9. 15(수) 담당부서 LA한국문화원 교육 세미나 

연락처  323-936-3019/danylvjs@kccla.org 담 당 자 Daniel Kim 

    

제44회 LAPD대상 한국 역사 • 문화 워크숍 개최 

 

 
                                                         (LAPD Workshop 자료사진/ Jan. 9th , 2020) 

 

   ▶ 행 사 명 : 제44회 LAPD 대상 한국 역사 · 문화 워크숍                                     

   ▶ 일    시 : 2021. 9. 16(목), 8:30 – 16:30   

   ▶ 장    소 : LA한국문화원 3층 아리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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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    임 : 행사 일정표  

   ▶ 문    의 : LA한국문화원 323-936-3019, 교육담당 Daniel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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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한국문화원(원장 박위진)은 밝은사회운동(GCS Int’l) Los Angeles (회장 Jennifer 

Row)과 함께 9월 16일 목요일 08:30부터 LA한국문화원 3층 아리홀에서 <제44회 LAPD 

대상 한국 역사·문화 워크숍>을 개최한다.  

 

LA한국문화원의 전문가 그룹 특별 강좌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워크숍은 LA인근 

5개의 경찰 Division을 지휘하는 West Bureau에서 한국 문화관련 강의를 직접 

요청해와서 코비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함께 진행하게되었다. 

 

 한국이민사, 한국음식체험, 한국사회와 한국인의 이해, 기초 한국어와 한국 예절의 

이해, 한인이민가정내의 변화와 갈등 등 다채로운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별히, 이번에는 재미국악원(회장 김미자)에서 해금, 가야금 연주, 경기민요 시연 

및 아리랑 노래을 참가한 경찰들과 함께 배우며 불러 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본 워크숍은, 미국 주류 사회에서 법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LA 카운티지역 

경찰들에게 한국문화와 이민사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문화적 차이로인하여 

한인들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줄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되고 있다.  

 

제44회 LAPD대상 이번 워크숍에는 Pacific, Hollywood, Olympic, Wilshire, West LA 등 

5개 경찰서와 Office West Bureau의 경찰관계자 등 20여명이 참가하며, West Bureau의  

Commander Rafael Ramirez가 워크숍에 참여한 경찰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LAPD대상 워크숍은 2008년 9월 첫번째 워크숍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총 

43회에  걸쳐 1,859명의 경찰관계자들이 참가하였다 

 

박위진 LA문화원장은 “LA카운티지역을 순찰하는 경찰과 한인동포사이의 언어 

장벽과 문화적인 차이등을 극복하기위해 시작한 이번 워크숍을 통해 참가한 경찰들이 

한국문화와 이민사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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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LAPD Workshop 일정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