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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한국문화원, “2018 K-POP Academy” 개최

- JTBC ‘히든싱어’ 보컬트레이너 & 아이돌 그룹 전문 댄스 트레이너 최고의 강사진 -

- K-POP 아카데미 수강생 접수 마감은 7월 15일 까지 -

- 7월 30일~8월 25일, 4주간 진행 -

- 맨해튼 소재 Manhattan Movement & Arts Center에서 -

뉴욕한국문화원(원장 오승제)은 오는 7월 30일부터 8월 25일까지 4주간의 일정으로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 뉴욕에서 “2018 K-Pop Academy” 개최한다. 올해로 3회째 

개최되는 ‘K-Pop Academy“는 한류의 대표적인 한국 K-Pop을 비롯, 한국문화에 

관심있는 현지인 및 동포 2~3세들에게 최고의 강사진을 초청하여 직접 체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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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한국의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소개한다.

동 아카데미 프로그램은 보컬 및 댄스 과정으로 구성되어 한국에서 선발된 최고의 

강사진이 이끌 예정이며, 참가자들에게 K-Pop의 보컬 및 댄스에 대한 전문적인 트

레이닝을 할 계획이다.

본국에서 선발된 최고의 강사진은 국내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DSP 미디어

의 아이돌 그룹 댄스 트레이너이자 장우혁, 이승철, 이효리, 성시경 등 한국 최고의 

가수들의 콘서트 메인 댄서인 방성희를 비롯하여 1세대 아이돌 댄스 트레이너이자  

동방신기 & 슈퍼쥬니어 콘서트의 메인댄서 및 안무총괄지도자로 활약한 한정인이 

댄스 과정을 맡고, 여성 4인조 보컬그룹 BGH4로 활동했으며 한국방송 JTBC의 인

기 프로그램인 ‘히든싱어’의 보컬 트레이너이자 김연우, 바이브 등 최고의 보컬리스

트로 활동해온 유의주가 보컬 과정을 이끈다.

“K-Pop Academy”의 모든 과정은 무료로 진행되며, 수강자들은 초급 및 중급반으

로 나뉘어 일일 2시간씩 4주의 과정을 통해 K-Pop과 한국 문화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와 함께 전문적인 보컬과 댄스 트레이닝을 받게 된다. 4주간의 트레이닝을 마

친 수료생들은 마지막 날인 8월 25일(토)에 예정되어 있는 결과 발표회에서 가족과 

친지들 앞에서 자신들이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치고, 이후 K-Pop 홍보대사로서

의 활동을 지속하여 한국 문화 홍보의 2차적 파급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

2016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3회를 맞은 “K-Pop Academy”는 오는 7월 30일부터 

8월 25일까지 4주간 Manhattan Movement & Arts Center(248 West 60th Street,

New York, NY 10023)에서 진행된다. 본 프로그램은 16세 이상 K-Pop을 배우고자 

하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지원은 뉴욕한국문화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링크를 통

해 동영상 제출 및 양식을 작성하여 7월 15일(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수강생은 접

수된 자료를 심사하여 총 50명을 선정,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뉴욕한국문화원의 “K-Pop Academy” 관련 자세한 내용은 뉴욕한국문화원 홈페이지

www.koreanculture.org를 방문 또는 이메일 jjo@koreanculture.org로 문의하면 된다.

붙임 : 뉴욕 한국 문화원 케이팝 아카데미 강사 주요약력 1부. 끝.

http://www.koreanculture.org
mailto:jjo@koreanculture.org


【별첨】

뉴욕 한국 문화원: 케이팝 아카데미 강사 약력

분야 강 사 주 요 약 력

댄스

방성희

 

▪ 한국 유명 소속사, DSP미디어 소속 신인개발팀 안무트레이너

  - 다수의 소속 아이돌가수 댄스 전담 트레이닝 진행(에이프릴, 

카라, 레인보우, 구하라, K.A.R.D. 등)

▪ 2002년~2008년 방송안무팀 ‘나나걸스’ 멤버로 방송활동

▪ 이효리 솔로1집, 3집 방송활동

▪ DOC 7집 방송활동, 콘서트 및 각종 행사 메인댄서

▪ 안재욱 2006년 일본전국투어콘서트

▪ 장나라 2005년 중국방송활동

▪ 장우혁, 이재원, 성시경, 이승철, 바이브 전국투어 메인댄서

한정은
▪ 1세대 선배 아이돌가수를 있게한 전문 댄스트레이너

  - 태티서·이수영(2012) 뮤직비디오 및 방송활동 안부 총괄팀장, 

동방신기(2009) 아시아투어콘서트 & 슈퍼주니어(2008) 국내

콘서트 메인댄서 및 안무 총괄지도자, JYJ & XIA(2010~) 뮤

직비디오 안무 총괄팀장, 월드투어 & 아시아투어 공연 안무 

총괄지도 등

▪ 다수의 유명곡 안무 총괄지도자로 현재 다수의 후배 댄스트레

이너 양성 중

▪ 케이팝 댄스 레슨의 다양한 경력과 노하우 보유

보컬

유의주 ▪ 2006 BGH4 정규앨범 1장, 싱글앨범 5장

▪ 윤도현의 러브레터, 배철수 음악캠프 등

▪ 바비킴, 가비엔제이 오프닝 공연

▪ 바이브, 김연우 공연 코러스

▪ JTBC 히든싱어 참가자 보컬트레이너

▪ KBS 성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