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학당문화강좌우수사례공모전
(찾아가는한국문화사업)

“지역사회와함께뛰고호흡하는
수라바야세종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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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당및문화사업소개

학당기본정보

위치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시, 페트라크리스찬대학교

개원일 2015년 8월 10일

운영유형 연계형 (동서대학교-페트라크리스찬대학교)

학당장 릴릭술리스티요 (현지대학 영어과 교수)

인력정보 운영요원 4명, 교원 12명 (한국어 9명, 문화 3명)

학당운영 7년차
연간수강생수
1,000명내외

한국문화
수요높음

대학내에있어
대학생학습자가많음



1.학당및문화사업소개

문화사업개요

사업명 찾아가는 한국문화사업

사업소개
○한국문화와 세종학당을 지역사회에 널리알리기 위한수라바야 세종학당의 자체프로젝트

○매년현지중,고등학교 및대학교와 협력하여 다양한 한국문화행사및수업실시(직접 방문)

추진배경및목적

○어떻게 지역사회에 실제적이면서 효과적으로 한국문화와 세종학당을 홍보할 수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시작

○최근한류열풍의 영향으로 많은인도네시아 청소년과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에 대한관심이 높아졌음

○학당이 위치한 지역(수라바야 및동부자바)은 한국문화에 대한수요를 충족시켜 줄만한 교육기관이 거의없음

○한국문화에 대한수요가 높은교육기관을 직접찾아가 함께발로뛰고호흡하며 한국문화를 전파하고자 함

사업기간 2018년 – 현재진행중

주요내용

○현지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한국문화수업및행사실시

○현지대학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한국문화행사실시

○현지교육기관에 세종학당 한국어 과정홍보및교육협력추진



2. 사업성과 (2018-2019년)

성과요약

• 현지대학교 2곳, 현지고등학교 3곳과협력하여문화행사및수업진행

• 문화행사 3번개최 (약 1,400명참여), 문화수업 4번개최 (약 160명참여)

• 한국문화를지역사회에널리알리고세종학당홍보를통해수강생증가에기여

찾아가는한국문화행사 찾아가는한국문화수업

2018-04-27
베테란국가개발대학교 (수라바야)
University of Pembangunan Nasional 
Veteran

2019-04-10
2019-11-01

페트라 4 크리스티안고등학교
(시도아르조)
Petra 4 Christian Senior High School 

2019-04-26
아이르랑가대학교 (수라바야)
Airlangga University

2019-09-20
시도아르조 2 고등학교 (시도아르조)
Sidoarjo 2 Senior High School 

2019-10-18
페트라 4 크리스티안고등학교
(시도아르조)
Petra 4 Christian Senior High School 

2019-11-15
모조크르토 1 고등학교 (모조크르토)
Mojokerto 1 Senior High School 



2. 사업성과 (2018-2019년)

찾아가는한국문화행사

장소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시, 베테란 국가개발 대학교

날짜 2018년 4월 27일

협력기관
베테란 국가개발 대학교
University of Pembangunan Nasional Veteran

참여인원 400명 (베테란 국가개발 대학생, 지역주민) 

주요내용

○한국음식, 한국전통놀이, 한국서예, 한국의복체험부스

○케이팝 댄스및한국노래공연, 용무도 시범

○한국문화퀴즈이벤트 실시

주요성과

○현지대학교 학생들에게 한국문화를 알림

○세종학당 한국어 과정홍보및수강생 증가에 기여

○현지지역신문에 행사내용이 기사화 되어게재됨



2. 사업성과 (2018-2019년)

찾아가는한국문화행사(사진)



2. 사업성과 (2018-2019년)

찾아가는한국문화행사

장소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시, 아이르랑가 대학교

날짜 2019년 4월 26일

협력기관
아이르랑가 대학교
Airlangga University

참여인원 500명 (아이르랑가 대학생) 

주요내용

○한국음식, 한글도장찍기, 한국서예, 한국의복체험부스

○케이팝 댄스, 한국노래, 한국전통춤(부채춤) 공연

○케이뷰티 세미나

주요성과

○현지대학교 학생들에게 한국문화를 알림

○세종학당 한국어 과정홍보및수강생 증가에 기여

○현지지역및대학신문에 행사내용이 기사화 되어게재됨



2. 사업성과 (2018-2019년)

찾아가는한국문화행사(사진)



2. 사업성과 (2018-2019년)

찾아가는한국문화행사

장소 인도네시아, 시도아르조시, 페트라 크리스티안 4 고등학교

날짜 2019년 10월 18일

협력기관
페트라 4 크리스티안 고등학교
Petra 4 Christian Senior High School 

참여인원 500명 (페트라 4 크리스티안 고등학생) 

주요내용

○한국음식, 한글도장찍기, 한국서예, 한국의복체험부스

○케이팝 댄스, 한국노래, 태권도 공연

○한글날 퀴즈이벤트 실시

주요성과

○현지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한국문화와 한글날을 소개

○세종학당 한국어 과정홍보및수강생 증가에 기여

○현지지역신문에 행사내용이 기사화 되어게재됨



2. 사업성과 (2018-2019년)

찾아가는한국문화행사(사진)



2. 사업성과 (2018-2019년)

찾아가는한국문화수업

장소 인도네시아, 시도아르조시, 페트라 4 크리스티안 고등학교

날짜
2019년 4월 10일
2019년 11월 1일

협력기관
페트라 4 크리스티안 고등학교
Petra 4 Christian Senior High School 

참여인원 4/10(50명) + 11/1(40명) = 90명 (페트라 4 고등학생) 

주요내용

○한국의 가옥구조와 한옥의 특징이해하기

○추석의 유래와 추석때하는일, 음식, 놀이알기

○한옥모형및전통비누만들기

주요성과

○현지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한국문화를 알림

○세종학당 한국어 과정및문화행사홍보

○한국어 출강수업확대및수강생 증가에 기여



2. 사업성과 (2018-2019년)

찾아가는한국문화수업(사진)



2. 사업성과 (2018-2019년)

찾아가는한국문화수업

장소 인도네시아, 시도아르조시, 시도아르조 2 고등학교

날짜 2019년 9월 20일

협력기관
시도아르조 2 고등학교
Sidoarjo 2 Senior High School 

참여인원 30명 (시도아르조 2 고등학생) 

주요내용

○추석의 유래와 추석때하는일, 음식, 놀이알기

○전통비누만들기

○전통한과및송편나눔

주요성과
○현지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한국문화를 알림

○세종학당 한국어 과정및문화행사홍보



2. 사업성과 (2018-2019년)

찾아가는한국문화수업(사진)



2. 사업성과 (2018-2019년)

찾아가는한국문화수업

장소 인도네시아, 모조크르토시, 모조크르토 1 고등학교

날짜 2019년 11월 15일

협력기관
모조크르토 1 고등학교
Mojokerto 1 Senior High School 

참여인원 40명 (모조크르토 1 고등학생) 

주요내용

○한국의 가옥구조와 한옥의 특징이해하기

○한옥모형만들기

○한국과자및음료수 나눔

주요성과
○현지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한국문화를 알림

○세종학당 한국어 과정및문화행사홍보



2. 사업성과 (2018-2019년)

찾아가는한국문화수업(사진)



3. 사업성과 (2020-2021년)

성과요약

• 코로나의영향으로현재출강하고있는중,고등학교(2곳) 학생들대상으로만실시

• 코로나의영향으로온라인으로문화행사및수업진행

• 문화행사 4번개최 (약 750명참여), 문화수업 3번개최 (약 106명참여)

찾아가는한국문화행사 찾아가는한국문화수업

2020-10-08

페트라아치탸크리스티안중학교
Petra Acitya Christian Junior High 
School 

2021-03-18
페트라아치탸크리스티안중학교
Petra Acitya Christian Junior High 
School 2021-06-10

2021-10-13 2021-05-08 페트라 4 크리스티안고등학교
Petra 4 Christian Senior High
School 2021-12-08 2021-11-06



3. 사업성과 (2020-2021년)

찾아가는한국문화행사

장소 인도네시아, 시도아르조시, 페트라 아치탸 크리스티안 중학교

날짜
2020년 10월 8일
2021년 10월 13일

협력기관
페트라 아치탸 크리스티안 중학교
Petra Acitya Christian Junior High School 

참여인원 10/8(100명) + 10/13(280명) = 380명(페트라아치탸중학생) 

주요내용

○한국문화소개 (한국 의복, 한식, 예절, 현대문화)

○우수한글캘리그라피 및한복사진대회시상

○한국문화퀴즈및강연자와 질의응답

주요성과

○현지중학교 학생들에게 한국의 다양한 문화소개

○한글캘리그라피 및한복에 대한이해

○한국어 출강수업홍보및수강생 증가에 기여



3. 사업성과 (2020-2021년)

찾아가는한국문화행사(사진)



3. 사업성과 (2020-2021년)

찾아가는한국문화행사

장소 인도네시아, 시도아르조시, 페트라 아치탸 크리스티안 중학교

날짜
2021년 6월 10일
2021년 12월 8일

협력기관
페트라 아치탸 크리스티안 중학교
Petra Acitya Christian Junior High School 

참여인원 6/10(100명) + 12/8(270명) = 370명 (페트라 아치탸 중학생) 

주요내용

○한국의 주요관광지인 경복궁과 국립민속박물관 가상투어

○한국의 주요관광지인 서울타워, 명동, 홍대가상투어

○가상투어에서 다룬내용퀴즈및관광안내사와 질의응답

주요성과

○현지중학교 학생들에게 한국의 관광정보제공

○현지중학교 학생들에게 주요관광지의 역사와 문화설명

○한국어 출강수업홍보및수강생 증가에 기여



3. 사업성과 (2020-2021년)

찾아가는한국문화행사(사진)



3. 사업성과 (2020-2021년)

찾아가는한국문화수업

장소
인도네시아, 시도아르조시, 페트라 아치탸
크리스티안 중학교

인도네시아, 시도아르조시, 페트라 4 크리스티안
고등학교

날짜 2021년 3월 18일 2021년 5월 8일

협력기관
페트라 아치탸 크리스티안 중학교
Petra Acitya Christian Junior High School 

페트라 4 크리스티안 고등학교
Petra 4 Christian Senior High School 

참여인원 50명 (페트라 아치탸 크리스티안 중학생) 36명 (페트라 4 크리스티안 고등학생)

주요내용
○한복의 역사, 종류, 명칭, 입는법배우기

○한복방향제 만들기

주요성과
○한국의 전통옷인한복을 소개하여 한국전통문화에 대한이해를 높임

○한복방향제를 만들고 세종학당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태그하여 문화수업을 홍보함



3. 사업성과 (2020-2021년)

찾아가는한국문화수업(사진)



3. 사업성과 (2020-2021년)

찾아가는한국문화수업

장소 인도네시아, 시도아르조시, 페트라 4 크리스티안 고등학교

날짜 2021년 11월 6일

협력기관
페트라 4 크리스티안 고등학교
Petra 4 Christian Senior High School 

참여인원 20명 (페트라 4 크리스티안 고등학생) 

주요내용
○한국의 전통공예품 소개

○전통사각보석함 만들기

주요성과

○한국전통공예품에 대한이해를 높임

○사각보석함을 만들고 세종학당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태그하여 문화수업을 홍보함



3. 사업성과 (2020-2021년)

찾아가는한국문화수업(사진)



4. 사업의의의및향후계획

○지역사회와함께뛰고호흡하는수라바야세종학당의긍정적인이미지를

만들어주었고학당수강생증가에큰역할을함

○세종학당이지역사회와함께협력하여어떤시너지효과를낼수있는지

보여주는하나의중요한사례가될수있음

○재단사업이아닌학당의자율적인사업기획과시행노력으로도유의미한

문화사업을진행할수있음을보여줌

사업의의의



4. 사업의의의및향후계획

○단순히한국문화를일방적으로알리는것이아닌상호문화주의적관점에서

서로의문화를함께공유할수있는행사및수업이되도록노력할예정

○현지의교육기관뿐만아니라지역사회의다양한기관특히사회적약자및

소외계층이있는사회복지기관을대상으로협력을모색할예정

○상호문화교류뿐만아니라각종봉사활동을통해서지역사회의어려움을

함께나누고도울수있는진정한의미의협력관계를구축할계획

향후계획



“감사합니다!”


	세종학당 문화강좌 우수사례 공모전
	슬라이드 번호 2
	슬라이드 번호 3
	슬라이드 번호 4
	슬라이드 번호 5
	슬라이드 번호 6
	슬라이드 번호 7
	슬라이드 번호 8
	슬라이드 번호 9
	슬라이드 번호 10
	슬라이드 번호 11
	슬라이드 번호 12
	슬라이드 번호 13
	슬라이드 번호 14
	슬라이드 번호 15
	슬라이드 번호 16
	슬라이드 번호 17
	슬라이드 번호 18
	슬라이드 번호 19
	슬라이드 번호 20
	슬라이드 번호 21
	슬라이드 번호 22
	슬라이드 번호 23
	슬라이드 번호 24
	슬라이드 번호 25
	슬라이드 번호 26
	슬라이드 번호 27
	슬라이드 번호 28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