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있는 문화

국립민속박물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1 국립민속박물관 '민속현장 속으로 - 장인의 손끝에 주목하다' 교육 참여 협조
요청

1. 귀 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립민속박물관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 민속현장 속으로 - 장인의 손끝에 주목하다 '
를 운영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 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가. 교육일시 : 2021년 9월-10월, 매주 화요일 14 :00-16 :00 (총 5회)
나. 교육내용 : 한국 및 세계 민속현장조사에서 만난 장인이야기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다. 교육신청 : 국립민속박물관 누리집 공고문 통해 신청
라. 신청기간 : 2021년 8월 16일 ~ 선착순

붙임

교육 내용 수록 포스터 1부. 끝.

국립민속박물관장
수신자

안동대학교총장, 안동대학교총장(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장), 중앙대학교총장, 전남대학교총장, 한국학중앙
연구원장, 가야대학교총장, 가천대학교총장, 가톨릭관동대학교총장, 가톨릭대학교총장, 가톨릭상지대학교총
장, 감리교신학대학교총장, 강남대학교총장, 강동대학교총장, 강릉영동대학교총장, 강릉원주대학교총장, 강
원관광대학교총장, 강원대학교총장, 거제대학교총장, 개신대학원대학교총장, 건국대학교총장, 건신대학원대
학교총장, 건양대학교총장, 건양사이버대학교총장, 경기과학기술대학교총장, 경기대학교총장, 경남대학교총
장, 경남정보대학교총장, 경동대학교총장, 경민대학교총장, 경복대학교총장, 경북과학대학교총장, 경북대학
교총장, 경북보건대학교총장, 경성대학교총장, 경북전문대학교총장, 경운대학교총장, 경인교육대학교총장,
경인여자대학교총장, 경일대학교총장, 경주대학교총장, 경희대학교총장, 경희사이버대학교총장, 계명대학교
총장, 계명문화대학교총장, 계약신학대학원대학교총장, 계원예술대학교총장, 고구려대학교총장, 고려대학교
총장, 공주교육대학교총장, 공주대학교총장,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총장, 광신대학교총장, 광양보건대학
교총장, 광운대학교총장, 광주가톨릭대학교총장, 광주교육대학교총장, 광주대학교총장, 광주보건대학교총장,
광주여자대학교총장, 구미대학교총장, 구세군사관대학원대학교총장, 국민대학교총장, 국제대학교총장, 군산
대학교총장, 극동대학교총장, 금강대학교총장, 금오공과대학교총장, 김천대학교총장, 김포대학교총장, 김해
대학교총장, 단국대학교총장, 대경대학교총장, 대구교육대학교총장, 대구예술대학교총장, 대구한의대학교총
장, 대동대학교총장, 대림대학교총장, 대신대학교총장, 대원대학교총장, 대전과학기술대학교총장, 대전가톨
릭대학교총장, 대전대학교총장, 대전보건대학교총장, 대전신학대학교총장, 대진대학교총장, 대한신학대학원
대학교총장, 덕성여자대학교총장, 동강대학교총장, 동남보건대학교총장, 동국대학교총장, 동덕여자대학교총
장, 동명대학교총장,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총장, 동부산대학교총장, 동서대학교총장, 동서울대학교총장, 동
신대학교총장, 동아대학교총장, 동아방송예술대학교총장, 동아보건대학교총장, 동양대학교총장, 동양미래대
학교총장, 동원과학기술대학교총장, 동원대학교총장, 동의과학대학교총장, 동의대학교총장, 동주대학교총장,
두원공과대학교총장,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총장, 루터대학교총장, 마산대학교총장, 명지대학교총장, 목
포가톨릭대학교총장, 목포과학대학교총장, 목포대학교총장, 목포해양대학교총장, 문경대학교총장, 배재대학
교총장, 배화여자대학교총장, 백석대학교총장, 백석문화대학교총장, 백석예술대학교총장, 백제예술대학교총
장,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총장, 부경대학교총장, 부산가톨릭대학교총장, 부산경상대학교총장, 부산과학기
술대학교총장, 부산교육대학교총장, 부산대학교총장, 부산디지털대학교총장, 부산여자대학교총장, 부산예술
대학교총장, 부산장신대학교총장, 북한대학원대학교총장, 부천대학교총장,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총장, 삼
육대학교총장, 한양대학교총장, 홍익대학교총장, 성균관대학교총장, 숙명여자대학교총장, 숭실대학교총장,
원광대학교총장, 목원대학교총장,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한국해양대학교총장, 서울여자대학교총장, 서울
대학교총장, 서울교육대학교총장, 성신여자대학교총장, 연세대학교총장, 인하대학교총장, 전북대학교총장,
제주대학교총장, 한경대학교총장, 한성대학교총장, 상명대학교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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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37 섭외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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