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upporting Organizations 

후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We would like to express our sincere appreciation and gratitude to 

those who have given generous support to the Korean American 

Education Foundation. 

• 주미 한국 대사관 교육원

• 워싱턴 통합 한국학교 MD PTA

• 워싱턴 통합 한국학교 VA PTA

• 워싱턴 지역 한국학교 협의회

영구 장학금 및 매년 장학금을 기부해 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History: 1970 – present 

1970. 6. 20 - 워싱턴 한국학교설립 (Washington, D.C. 소재 Trinity College 사용) 

1970. 6. 20 - Washington D.C. 정부로부터 설립인가 받음 

1970. 6. 20 - 초대 강성익 교장 취임 

1970. 11 - 2대 강경구 교장 취임 

1972. 9 - 초대 장극 이사장 취임 

1974. 9 - 2대 김성덕 이사장 취임 

1974. 9 - 3대 이재은 교장 취임 

1976. 9 - 학교수업 장소 이전 (Rockville, MD 소재) 

1976. 9 - 4대 박철 교장 취임 

1978. 9 - 5대 박일영 교장 취임 

1979. 9 - 3대 오재근 이사장 취임 

1980. 9 - 6대 이서구 교장 취임 

1982. 9 - 7대 이필상 교장 취임 

1982. 10 - 4대 이조원 이사장 취임

1984. 7 

1984. 9 

1984. 9 

1986. 9 

1987. 9 

1987. 9 

1988. 5 

1988. 6 

- 5대 원덕중 이사장 취임

- 워싱턴 한국학교 얼.말.글 지 창간호 발행

- 8대 고의곤 교장취임

- 9대 박종안 교장 취임

- 10대 최경수 교장 취임

- 6개 한인학교 통합 작업에 참여

참여학교: 워싱턴 한인학교,, 지구촌교회, ,

워싱턴 침례교회 한인학교, 산돌침례교회 한인학교,몽고

메리 한인침례교회 한인학교, 대성침례교회한인학교

- 통합학교 이사회창립총회 및 초대 이형석 이사장 취임

- 한국학교 통합 축하만찬(현재까지 매년 6월 개최)

한미교육재단 
워싱턴통합한국학교 

Korean American Education Foundation (KAEF) 
P.O. Box 10667, Rockville, MD 20849-0667 

www.koreanschoolusa.com



1988. 9     -   워싱턴 통합 한인학교로 개교(총 학생수 350명) 

  학교건물: Earl B. Wood Middle School (14615 Bauer Drive, MD) 

1988. 9     -   초대 워싱턴 통합 한인학교 MD캠퍼스 최경수 교장 취임 

1989. 6     -   버지니아 지역 5개 한인학교 통합 

  참여학교: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한인학교, 멕클린 세종학교, 

  버지니아 침례교회 한인학교, 갈릴리 연합 감리교회  

  소속 한인학교, 중앙 침례교회소속 한인교회,  

  콜럼비아 한인침례교회 한인학교 

1989. 9 -  워싱턴 통합한인학교 버지니아(VA) 캠퍼스 개교

(Falls Church, VA 소재 Whittier High School 사용) 

1989. 9 -  초대 VA 캠퍼스 어수림 교장 취임

1990. 9 -  2대 VA 캠퍼스 최경수 교장 취임

1990. 9 - 2대 VA 캠퍼스 현운종 교장 취임

1991. 9 - 3대 MD 캠퍼스 이광자 교장 취임

1992. 3 - 워싱턴통합한인학교 이사회를  한미교육재단으로 기구 개편

VA 캠퍼스에 국내 교육과정반  개설 (총 125명 등록) 

1993. 9 -  VA 캠퍼스 수업장소 이전

(George Marshall High School, Falls Church, Virginia) 

1995. 9 - 4대 MD 캠퍼스 정운복 교장 취임

1994. 10 - 한.미 교육자료 도서관 개관 

1995. 10 - 2대 조동열 이사장 취임 

1996. 9 - 5대 MD 캠퍼스 김경열 교장 취임

1996. 9 - 몽고메리 카운티 교육청으로부터 한국어 및

한국문화 과목 학점인가 받음 (MD 캠퍼스 고등부 재학생 대상) 

1997. 8 - 첫 장학금 제도 설립 – 이경애 장학금

2000. 6 - 김종훈 장학금, 박훈숙 장학금 

2000. 6. - 워싱턴통합한인학교 개교 30주년 기념만찬회 

2000. 11 - 워싱턴통합한인학교 건축위원회 구성 

2001. 8 - 3대 이광자 이사장 취임 

2002. 8 - 학교 건축위원회 재정 후원단체 한사모 (한국학교를 사랑하는 사람

      들의  모임) 창립 – 건축 기금모금 출발

2002. 9 - 3대 VA 김경열 교장 취임 

2002. 9 - 6대 MD 캠퍼스 김순자 교장 취임 

2004. 8 - 4대 문흥택 이사장 취임  

2005. 6 - 채영창 장학금 

2005. 9 - MD & VA캠퍼스 김경렬 교장 취임 

       방정자 VA 캠퍼스 교감 취임 

2006. 6 - 김경열 장학금,  곽순희 장학금 

2006. 9 - 7대MD 캠퍼스  김 연 교장 취임 

2006. 9 - 4대VA 캠퍼스  방정자 교장 취임  

2007. 9   - 8대 MD 캠퍼스  추성희 교장 취임 

2008. 2 - Student Service learning  Hour 수여 가능한 공식기관으로 등록 

2008. 9  - 5대VA 캠퍼스  이해영 교장  취임 

2008. 9    - 워싱턴 한인학교 명칭이 워싱턴 한국학교로 바뀜 

2008. 8 - 5대 양정자 이사장 취임 

2010. 8   -   6대 이광자 이사장 취임 

2011. 6    -   President’s Volunteer Services Award 제공 

2012. 3 - VA캠퍼스 장소 이전: George Mason University      

2012. 9 - 6대 VA캠퍼스 한연성 교장 취임 

2014. 6 - 정의백 장학금 

2015. 8   - VA 캠퍼스 장소 이전: Cooper Middle School  

2017. 6   -    장학금 제도 신설: 한교과반, VA Campus  

2018. 5   -    장학금 제도 신설: Scholarship for Korean Language and Culture 
       Program, George  Mason University 

2019. 5   -    장학금 제도 신설: Scholarship for Korean Studies,, B.A. Degree, 
 George Mason University 

장학금 기금모금 안내 

본 워싱턴 통합한인학교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자라고 있는 한인 2세들을 

위하여 한국어 및 역사, 문화, 예술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1970년 개교 이래 수

십년 동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교 프로그램으로 2세들에게 정체성을 확립시켜 줌으로써 자긍심을 가지

고 후일 이 미국의 주류 사회에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신적 초석을 마련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본교 재학생이나 졸업반에 있는학생들 중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지도력이 뛰어나며 봉사정신이 강한 학생들에게 용기와 자부심을 더해 주기 위해  

소정의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2세들의 교육을 위해서 장학금 기금모금

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0,000,00 이상의 장학금을 기부해 주시는 분

은 영구 장학 회원이 되며 개교기념만찬 때 기부자 이름으로 장학금이 지불되며 일

시 장학금 기부액은 $500,00  이상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