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한국학교총연합회
KOREAN SCHOOL ASSOCIATION OF AMERICA
680 Wilshire Pl., Suite 415 Los Angeles, CA 90005
Tel: (213) 388-3345 /Fax: (213) 388-3350
e-mail: kosaausa@gmail.com /www.kosaa.org

한교연: 18-2018
수 신: 한국학교 교장 및 담당자
제 목: 2018년 한국 역사문화 체험학습관 운영 안내
----------------------------------------------------------------------------------------------------------------------------

<2018년 한국 역사문화 체험학습관 운영 안내>
주관: 미주한국학교총연합회(KOSAA)
후원 및 협조기관: 재외동포재단,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로스앤젤레스한국교육원
아리랑 한인축제 재단, 소스몰
1. 목적
: 재외동포 차세대들의 뿌리교육과 미 주류 사회에 한국역사 홍보의 일환으로 한국문화와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 학습관을 운영함.
2. 내용
: 한국역사의 주요 인물과 배경, 그리고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소형 박물관 형태의
형태의 체험 학습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내 시설이 가능한 장소와 학교를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함
3. 행사 개요
.일

시 : 2018년 10월 13일 (토) 오전 11시~ 오후 8시

.장

소 : The Source Mall (6940 Beach Blvd., Buena Park, CA)

.대

상 : 미주한국학교총연합회(KOSAA) 소속 한국학교 학생들과 아리랑 축제 참가자

. 예상인원 : 300명
. 참 가 비 : $8 (체험활동 키트 포함) / 현장 접수: $10
. 신청기간 : 2018년 9월 24일(월) ~ 10월 9일(화)
. 한국역사 전시 및 문화 체험 활동
-한국 역사의 시대별 전시 및 체험
-태극기, 연꽃, 떡만들기 체험
-독립운동가 체험, 한복입기 체험
-우리 전통의 미 체험 : 전통문양 그리기,
-역사문화 체험학습관 관련 그림 그리기
-궁중한복 의상 패션쇼 (‘공주가 시집가는 날’) 시연 및 다례 시연

4. 한국 역사문화 체험학습관 내용
1) 한국의 역사 전시관
- 한국의 역사 시대별 개관
- 역사를 빛낸 인물 전시
- 각 시대별 전통 의상 전시
-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대형 사진및 벽관고문 모형 전시
- 분단의 아픈 역사, 6.25 전쟁후 한국 사회상 전시
- 평화,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의 오늘을 알리는 사진및 영상전시
2) 한국의 문화 체험관
- 전통의 미 체험 ~ 고대 의상및 한복 입어 보기,전통 문양 색칠하기
- 전통예절체험 ~ 다례 시연및 체험, 궁중혼례 시연 관람 (공주 시집 가는 날)
- 우리의 고유한 풍습 체험 ~ 연꽃 만들기, 전통 방식의 떡 만들기
- 3,1절 독립투사 체험 ~ 태극기 만들기, 1인 독방감옥 체험
- 우리 전통 놀이 체험 ~ 제기차기,딱지치기,굴렁쇠 돌리기,투호놀이
V. 신청방법: 신청서는 미주한국학교총연합회(KOSAA)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아 신청.
-웹사이트 : www.kossa.org
VI. 문의
-e-mail

: kosaausa@gmail.com

-주 소 : 680 Wilshire Pl., Suite 415 Los Angeles, CA 90005
-전화번호 : (213) 388-3345 / Fax (213) 388-3350
*붙임
1. 일정표
2. 신청서

미주한국학교총연합회 회장 김 응 호

붙임 1.

2018’ 한국 역사문화 체험 학습관 프로그램

일정

시간

내용

담당

전시관 개장

11:00am

전시물 설명

KOSAA

다례 시연

11:30am ~ 12:00pm

다례 시연

명원재단

전통 체험

12:00pm ~ 1:00pm

떡 만들기 체험 및 시식

KOSAA

문화 체험

12:00pm ~ 5:00pm

연꽃 만들기

명원재단

독립운동가 체험

12:00pm ~ 5:00pm

태극기 만들기 및 감옥체험

KOSAA

미술 체험

12:00pm ~ 5:00pm

전통문양 그리기

KOSAA

의상 체험

12:00pm ~ 5:00pm

고대의상 및 한복 체험

KOSAA

도전! 어휘왕

2:00pm ~ 5:30pm

도전! 어휘왕 골든벨

KOSAA

궁중 혼례

4:00pm ~ 4:30pm

공주가 시집가는날

명원재단

시연

5:30pm ~ 6:00pm

다례 시연

명원재단

체험 활동

6:00pm ~ 7:30pm

정리 및 폐회

KOSAA

비고

떡메치기

붙임 2.

2018’ 한국 역사문화 체험학습관 참가 신청서
1. 신청 마감: 2018 년 10 월 9 일(화)
2. 행사일: 10 월 13 일(토) 오전 11 시~오후 7 시 30 분
3. 장소: The Source Mall (6940 Beach Blvd., Buena Park, CA)
4. 참가학교 정보
한국학교명

이메일

교장 성함

전화번호

인솔자 성함

전화번호

분류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총 인원수

5. 참가비: 학생 1 인 $8 x______명/ *10/13 현장 접수 $10 x______명 / 총 합계 $___________
6. 문의
-e-mail: kosaausa@gmail.com
-주

소: 680 Wilshire Pl., Suite 415 Los Angeles, CA 90005

-전화번호: (213) 388-3345
---------------------------------------------------------절 취 선-----------------------------------------------------

영수증
2018 년 ‘한국 역사문화 체험학습관’ 참가비를 다음과 같이 지불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8. 10.

참가자 총____________명

/ 참가비 총$_________________(CK#

미주한국학교총연합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