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ELEBRATING  49th  ANNIVERSARY 
THE UNITED KOREAN SCHOOL OF GREATER WASHINGTON  

KOREAN AMERICAN EDUCATION FOUNDATION 
 

5:30 pm-6:00pm ….. Reception                                                                    May 19, 2019 

6:00pm                                                                                                사회: 성혜숙, 한미교육재단 총무 

                  

• 개회사 (Opening Announcement) 

• 애국가 제창 (Korean & American National Anthems) 
 

• 환영사 (welcome remarks) – 이광자, 한미교육재단 이사장 
 

• 기도 (Invocation) – 박원율 목사 (베다니장로교회)   

• 축사 (Congratulatory Remarks) – 신문규 교육관, 워싱턴주미대사관 
 

• 격려사 (Special Remarks) – 정영아 (Dr. Young Jung), Director of Korean Studies, George Mason University 

                                  Delegate마크 장 (Mark Chang), Maryland 
 

• 기조연설 (Keynote Speaker) – Andrew Hartlage, Attorney at Law 
 

 

• 재학생 어린이 인사말 (Student Remarks) – 아일라 첸 (Illha Chen), VA Campus 
  

• 축가 – 신아리랑 … 김동진       Italian Street Song … Victor Herbert 

                                권기선 (Dr. Kee Sun Kwon), Soprano                                                            

                             유장효 (Dr. Janghyo Yoo), Piano 

6:30 pm…………..Dinner 

 

• 워싱턴통합한국학교 발자취  

• 축하음악 – The Great Train Race … Ian Clarke (b. 1964) 

                  Reminiscence of My Childhood … Arr. Jacob Sung-Ok Kwak (b. 1969) 

                   오현하 (Dr. Carolyn Oh), Flute 

                         유장효 (Dr. Janghyo Yoo), Piano 
 

• 동화구연 – 전은재 최우수상 (Eunice Chun), VA Campus – “당나귀 알” 
                    

• 장학금 수여 (Scholarship Presentation) 

 이진화 (Sydney Yi) – 정의백 장학금  이지수 (Jisoo Lee)  – 채영창 장학금       

 유나 힉스 (Yuna Higgs)  – 김경렬 장학금      혜수 클렙 (Katherine Klepp)  – 박훈숙 장학금 

 박병혁 (David Park) – 김종훈 장학금     비 리 (Vi Le)  – 장 극 장학금 
 

 

• 졸업생 인사말 (Graduating Student Remarks)   

이진화 (Sydney Yi),  이지수 (Jisoo Lee),   유나 힉스 (Yuna Higgs), 

박병혁 (David Park), 혜수 클렙 (Katherine Klepp),  비 리 (Vi Le) 
 

• 감사패 증정 (Presentation of Awards) – 김진희 (Jean He Kim),  양윤정 (Yun Jung Yang),  박정은 (JeongEun Park)  

                               Andrew Hartlage,  Michael Kim,  John Riddles,  김조순 (Joanne Kim) 
 

• 장한 어머니상 – MD: Patti Klepp      VA: 윤경숙 (Kyung Ali) 
                    

• 특별 우수 교사상 (Presentation of Teacher of the Year Awards) – MD: 김연정 (Yeonjung Kim)  VA: 이정림 (Junglim Lee) 
 
                                                                                                                    

• 교사합창 – 과수원 길, 고향의 봄 (다같이) 
 

• 감사의 말씀 (Closing Remarks) – 이광자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