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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험강좌 통해 한인 2세와 타민족 만난다! 

  

오송전통문화원(원장 최종우)에 대한 휴스턴 동포사회의 관심이 뜨겁다. 

교육봉사자를 포함해 각 분과별 30여명의 한인들이 오송전통문화원과 함께 

하며 개원을 준비하고 있고 지난 24일에는 휴스턴 총영사관 김형길 총영사가 

깜짝 방문을 해 오송전통문화원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이날 방문에서 김형길 총영사는 민간이 운영하는 한국전통문화 전시관의 규모와 

전시물품에 놀랐다고 말하며 체험 뿐 아니라 문화원을 특별한 리셉션 공간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오송전통문화원은 

재외동포재단을 통해 충분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말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도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영사관 측에서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김형길 총영사는 오송전통문화원 관계자들에게 우리 전통을 알리는 활동에 

감사드린다는 인사와 함께 총영사관에서도 도울 수 있는 것은 적극 돕겠다고 

말하며 함께 방문한 영사에게 (절차를 확인 후)휴스턴총영사관 홈페이지에 배너 

또는 링크가 제공 될 수 있게 하도록 지시 했다.  

오송전통문화원은 6월부터 5주간 시범적으로 오송문화원 전통문화체험강좌를 

개설에 한인 2세들과 타민족의 참여를 이끌 준비를 마쳤다. 30일 인터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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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원 관계자는 “오송문화원에서 운영하는 전통문화체험강좌는 임정현 

부원장의 한복체험, 예절교육, 다도, 유명순 선생의 전통음악, 유민정, 홍해련 

선생의 한지로 만든 한복 종이접기 5과목이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12시, 

1시부터 3시까지 개설 되어, 오픈무료 강좌 열리게 된다.”고 소개 했다. 

6월 24일, 7월 1일, 8일, 15일, 22일 토요일 오전과 오후에 개설 되는 

전통문화체험강좌는 체험일 3일전 수요일까지 오송문화원 

홈페이지(https://www.koreancultureusa.com) 또는 오송문화원 

이메일(koreancultureusa@gmail.com)로 참가 신청을 하면 참여 할 수 있다.  

  

오송전통문화원 관계자는 “5과목 중 오전과 오후에 각각 다른 과목을 수강하면 

하루에 2과목도 체험강좌를 수강 할 수 있다. 한인동포가족 뿐 아니라 

한인 2세들이 타민족 친구들과 함께 오송문화원을 방문해 다양한 한국의 전통을 

체험할 기회를 갖고, 한국을 알아가고 한국문화를 배워가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휴스턴 오송전통문화원은 작년 봄 코퍼스크리스티 한국관 개관에 전통물품들을 

전시하며 운영하고 있으며 조만간 오클라호마에도 전통물품을 제공해 한국관 

개관에 앞장 설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한인사회의 다양한 행사와 주류행사에 

한국의 전통을 알리는 활동들을 하고 있다.  

  

※ 오송전통문화원 : 8831 Longpoint Rd. #301, Houston, TX 77055  

문의 : 832-275-4989  

  

④ -한국의 전통을 알리는 오송전통문화원- 

    이 기사는 2017년 재외동포언론사로 선정된 코리아월드의 “휴스턴에 울려 

퍼지는 한국의 전통문화예술” 연속 보도 기사이며 한국언론진흥 재단에서 

후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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