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세종학당 우수학습자 초청 연수」
한국어・한국문화 이끄미 모집
세종학당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현재 54개국
171개소에서 세종학당 운영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보급하고 있습
니다.
국외 세종학당 학습자의 한국어 학습에 대한 열정을 격려하고, 한국
문화 홍보 및 문화교류에 기여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오는 9월
12일부터 9월 19일까지 「세종학당 우수학습자 초청 연수 및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행사를 지원할 ‘한국어・한국문화 이끄미’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행사 개요
1. 행 사 명: 「2017 세종학당 우수학습자 초청 연수」
* 연수기간 중「2017 세종학당 한국어 말하기 대회(‘17.9.18./KBS아트홀)」개최 예정
2. 행사기간 : 2017.9.12.(화)~9.19.(화) / 서울, 용인, 제주도
3. 참가규모 : 전 세계 세종학당의 우수학습자 150여명
4. 주요내용
- (체험) 서울 및 제주 지역 문화체험
- (학습) 사물놀이/한국무융/케이팝(1,2)/태권도 5개 문화 분과별 연수
- (특별) 한국어 말하기 대회 결선, 학습형 연수 결과 발표회 등
5.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6. 주관 : 세종학당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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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한국문화 도우미(이끄미) 모집 안내

□ 선발 인원 및 지원 자격
◦ 선발 인원 : 20명 내외
◦ 지원 자격 : 대학(원) 재・휴학생

* 한국어교육 및 문화관련 전공자 우대

□ 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 : 2017.8.8.(화)~8.25.(금), 18:00시까지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양식 별첨), 재학증명서 1부
◦ 제출방법 : 전자우편 접수(speechkorean@ksif.or.kr)
□ 주요 활동
◦ 행사기간(9.12.~9.19.) 중 참가자 인솔 등 진행요원으로 활동
◦ 결선 진출자의 발표 내용, 발음, 태도 교정 등 결선 준비 지원
◦ 우수학습자 초청 연수 참가자와 한국문화체험을 통한 교류
□ 활동 혜택
◦ 소정의 활동비 지급 및 참가 기념품 증정
◦ 활동 기간 중 식사 및 숙박 제공
◦ 활동 증명서 발급
□ 기타 일정(안)
◦ 면접 대상자 발표 : 2017.8.29.(화)

※ 개별연락

◦ 최종 선발 결과 발표 : 2017.8.31.(목)

※ 9월 중 사전 교육 진행예정

문의
문의 사항
사항
[세종학당 우수학습자 초청 연수(한국어 말하기 대회) 운영국]
세종학당재단 교류협력부 안하늬 주임
☏전화: 02-3276-0765 / *이메일: speechkorean@ksi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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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운영 일정(안)

일시

9:00~10:00
10:00~12:00
9.12.(화) 12:00~13:00
<1일차>
13:00~18:00
18:00~
9:00~12:00
9.13.(수) 12:00~13:00
<2일차>
13:00~19:00
11:15~12:30
12:30~13:30
9.14.(목) 13:30~15:30
<3일차> 15:30~18:00
18:00~19:00
20:00~
10:30~12:00
9.15.(금) 12:00~13:00
<4일차> 13:00~16:00
16:00~18:00
9.16.(토) 9:00~12:00
<5일차> 12:00~13:00
15:55~17:00
9.17.(일) 9:00~12:00
<6일차> 12:00~13:00
13:00~18:00
9.18.(월) 9:00~14:00
<7일차> 14:00~18:00
9.19.(화) 9:00~12:00
<8일차>
※ 세부일정(안) 변경가능

주요내용

ㅇ 행사 O.T
◇ 학습형 연수
①사물놀이 ②케이팝 춤 ③태권도 ④한국무용
중식
◆ 체험형 연수
- 세종대왕릉, 이조 도예 체험
◈ 개회식(환영의 밤)
◇ 학습형 연수
①사물놀이 ②케이팝 춤 ③태권도 ④한국무용
◈ 아나운서 발음 특강
중식
◆ 체험형 연수(서울탐방)
- 경복궁, 광화문, 청계천
- 북촌한옥마을, 인사동, 쌈지길, 동대문
ㅇ 이동(김포→제주도)
중식
◆ 체험형 연수: 제주돌문화공원
◆ 체험형 연수: 천지연 폭포, 감귤체험
석식
◈ 교류의 밤(치콜파티)
◆ 체험형 연수: 성산항 유람선
중식
◆ 체험형 연수: 성산일출봉
◆ 체험형 연수: 쇠소깍, 하효 해수욕장
◆ 체험형 연수: 오설록 (비누만들기 및 다도체험)
중식
ㅇ 이동(제주도→김포)
◇ 학습형 연수
①사물놀이 ②케이팝 춤 ③태권도 ④한국무용
중식
◆ 체험형 연수: 한국 민속촌
◈ 말하기 대회 리허설
◇ 학습형 연수 리허설
◈ 한국어 말하기 대회 결선
ㅇ <폐회식>
- 학습형 연수 발표회

장소

대웅경영
개발원
여주
대웅경영
개발원
KBS
조별 운영
김포
제주시
중문
제주더본호텔
서귀포시
서귀포시
서귀포시
교차운영
서귀포시
교차운영
김포
대웅경영
개발원
용인
KBS
방송국
대웅경영
개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