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하반기 뿌리교육 프로그램(온라인) 안내 

2021 FALL Korean Heritage Education Program(Online)  
 

1. 신청강좌 Programs           ※ 8.27 일까지만 환불가능/ Refundable until  August 27th, 2021 

 =프로그램 PROGRAM 학년 GRADE 시간 TIME 

◦ 코딩(오전반)  Coding(morning) 3-12 토(sat) 10:30-12:00PM 

◦ 아트&크래프트(한지&민화)  Arts&Crafts(Hanji & Minhwa) 4-8 토(sat) 10:30-12:00PM 

◦ 태권도 I Taekwondo I K-3 토(sat) 2:00-3:30 

◦ 난타  Nanta  K-5 토(sat) 2:00-3:30 

◦ 해금  Haegeum 2-12 토(sat) 2:00-3:30 

◦ 전통공예  Korean Traditional Fine Arts K-5 토(sat) 2:00-3:30 

◦ 코딩(오후)  Coding(afternoon) 3-12 토(sat) 2:00-3:30 

◦ 3D 종이접기 II  3D Paper Folding II 4-12 토(sat) 2:00-3:30 

◦ 스토리텔링  Storytelling K-2 토(sat) 2:00-3:30 

◦ 태권도 II Taekwondo II K-3 토(sat) 3:45-5:15 

◦ 가야금  Gayageum 2-12 토(sat) 3:45-5:15 

◦ K-POP 문화  K-POP Culture 2-12 토(sat) 3:45-5:15 

◦ 민화&공예  Minhwa & Craft  K-3 토(sat) 3:45-5:15 

◦ 3D 종이접기 I  3D Paper Folding I K-3 토(sat) 3:45-5:15 

◦ 서예  Calligraphy 2-12 토(sat) 3:45-5:15 

<한국어교실> <Korean Classes> 교재(1 년기준) Textbook - 

◦ 재미있는 기초입문반  Fun Korean Beginning K-2 /  한글학교 한국어 상 토(sat) 10:00-12:00PM 

◦ 재미있는 한국어초급반  Fun Korean Basic K-3 /  재외동포한국어 1-1 토(sat) 10:00-12:00PM 

◦ 재미있는 한국어중급반  Fun Korean Intermediate 3-5 / 재동동포한국어 2-1 토(sat) 10:00-12:00PM 

◦ 한국어 1-A 반  Korean Language 1-A  한글학교 한국어 하 월, 수(mon, wed)  4:30-6:00 

◦ 한국어 1-B 반  Korean Language 1-B 재외동포한국어 1-2 월, 수(mon, wed)  4:30-6:00 

◦ 한국어 2 반  Korean Language 2 재외동포한국어 2-2 월, 수(mon, wed)  4:30-6:00 

◦ 한국어 3 반  Korean Language 3  재외동포한국어 3-2 월, 수(mon, wed)  4:30-6:00 

◦ 한국어 4 반  Korean Language 4 재외동포한국어 4-2 월, 수(mon, wed)  4:30-6:00 

◦ 한국어 5 반  Korean Language 5 재외동포한국어 5-2 월, 수(mon, wed)  4:30-6:00 

◦ 한국어 6 반  Korean Language 6 재외동포한국어 6-2/ 자체제작 교재          월(mon)  7:00-9:00 
 

 

※ LA 한국교육원 홈페이지 전면적인 개편에 따라 2021 년 하반기부터 모든 프로그램의 등록에서부터 결제시스템 및 

학사관리까지 연동해서 운영됩니다. 기존 프로그램 등록과 결제방법에 변화가 있음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KECLA is completely reorganizing its website to include registration of all programs with academic 

management and payment system. Please be advised that the new registration system will be implemented starting 

from 08/09/2021. Therefore, we ask for your understanding that we may cause inconvenience due to changes 

from the existing registration environment. 

 

<등록 전 공지사항> 

 

1. 온라인 등록만 가능, 오프라인 등록 신청을 받지 않음 

Online registration only. We no longer accept in-person registration.  

2. 반드시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통해서반 등록이 가능함.  

08.12 (목) 원활한 등록 절차진행을 위해 08.09 (월)부터 미리 회원가입을 완료하시길 권해드립니다.   

Must sign-up for the membership of the KECLA website to register.  

We recommend that you complete the membership sign-up on 08.09 (Mon) for the smooth registration on 08.12 

(Thu).  



 

 

 

3. 학습재료 : 학습재료는 무상 제공되며 직접 방문 수령하시거나 우편발송을 통해 수령가능하고 우편발송을 선택하실 경우 

발송 비용 발생함. 

- 우편발송비용 : 과목당 $10 (ex : 한 집에 2 명학생이 등록을 하고  각각 2 과목씩을 신청했을 경우 재료우편발송비는  

         총 $40 임(2 명 X2 과목 X$10)  

     Materials are provided complimentary and you can either pick-up the material from our office or receive it by delivery. 

     If you choose to receive by mail, a delivery fee of $10 per class will be charged.  

 

4. 한국어교실을 신청하기 전 교재를 먼저 확인하시고, 자녀의 한국어 수준을 선택 후 등록하시기 바람 

Please see the textbooks for the Korean Classes before choosing the level.  

5. 프로그램 운영 일정 

- 등록신청일 : 8.12.(목) 10:00am ~ 프로그램 시작전까지 

※ 반별 정원(18 명) 모집이 완료되면 조기 마감됩니다. 

Registration Date: 8.12. (Thu) 10:00 am ~ until the first day of the class  

Registration will be closed for the classes that reach maximum student number (18 students).  

- 학습재료 방문수령 및 우편발송 : 8.18(수) ~ 8.27(금)  

Material Pick-up and Mail out dates: 8.18 (Wed) ~ 8.27 (Fri)  

- 등록취소 및 환불기간:  8.27.(금) 까지,  프로그램 개강 8.28(토)이후 환불 불가  

Refundable until 8.27.21 (Fri).   

- 프로그램 개강 : 주말프로그램 8.28.2021(토)/ 주중 한국어프로그램 8.30.2021(월) 

Class starting date: Saturday Classes – 8.28.2021 

                             Mon & Wed Korean Classes – 8.30.2021  

 
 
 ※ 5 세이상 생일이 지난 학생(8.10.2016 이전 출생자)만 등록 가능합니다. 
 
   (등록 후에 5 세 미만으로 확인될 경우, 등록이 자동 취소 될 수 있음)  

 The students must be at least five years old. If the student is found to be under 5, the registration will be canceled automatically. 
 

 

 

 

 

 

 

 

 

Korean Education Center in Los Angeles  

로스앤젤레스한국교육원 

680 Wilshire Place, Suite 200   ▪  Los Angeles, CA 90005 

               Tel:  213.386-3112/3113  ▪  Fax:  213.386-3138 

 Email : kecla3112@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