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oksam Global Village Center
The Yeoksam Global Village Center, a branch office of
the Seoul Global Center, was founded in April 17, 2008,
to help foreign residents successfully grow accustomed
to life in Korea. The center is operated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ffiliated with the Gangnam
District Office.
We provide Korean language programs, traditional &
global cultural events, counseling services and so on to
fellow expat residents.

HOW TO GET TO the
yeoksam global village center

Yeoksam Winter's Tale
Every December, We celebrate and look back on the
year with people who have been with us under the event
'Yeoksam Winter's Tale'.

Invitation

December 11th (Tue) 17:30pm
3F Yeoksam1Culture Center

As the center has gone through 10 years, the event also
has become more abundant.
We cordially invite you to have meaningful time of each
others culture and lives. Please honor us with your
presence.

역삼글로벌빌리지센터
역삼글로벌빌리지센터는 서울 글로벌 센터의 지사로 2008년 4월
17일 거주 외국인이 한국 생활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자 설립 되었습니다.
서울시와 강남구가 함께 운영하며 외국인 주민들에게 한국어 프
로그램, 한국전통 · 글로벌 문화 행사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역삼겨울이야기
매년 12월, 역삼겨울이야기라는 이름으로 역삼글로벌빌리지센터와
함께해준 분들과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주최·주관 (Organizer)

초대의 글
2018년 겨울, 센터가 십 년의 세월을 보낸 만큼 겨울이야기도 한층
풍성해졌습니다.
서로의 삶과 문화가 함께 어우러지는 뜻 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소중한 분들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협찬 (Supporter)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As the parking space is limited, using
public transportation is recommended.

DAILY HAN

문의 (Inquiry) yeoksam@gangnam.go.kr | 02-3423-7960~2

Event Introduction
The 10th Yeoksam Winter’s Tale
Date&Time: December 11th (Tue)
17:30pm-20:30pm

Speech of the Main Program

주요행사 - 강연

The Story, Our Neighbors We Live Togther With In Korea

한국, 그 안에 더불어 사는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

Speaker Introduction

연사소개

Venue: 3F Yeoksam1Culture Center
Organizer: Yeoksam Global Village Center
Programs:
Additional Program-Experience zone 17:30-18:30
Main Program- Speech & Performance 18:30-20:30

Paul Carver

Abhishek Gupta

Head of Seoul Global Center

Tv star&Owner of Lucky India

폴 카버

럭키

서울글로벌센터 센터장

방송인/럭키인디아 대표

* For the main program, pre-registration is required.

Pre-registration:
Send us your Name, Nationality, Mobile Phone
number to yeoksam@gangnam.go.kr
(To complete the reservation, you will receive a
confirmation email.)
The main program is conducted in English.

행사 소개
제 10회 역삼겨울이야기
일 시: 2018년 12월 11일 (화) 저녁 17:30-20:30
장 소: 역삼1문화센터 3층
주 최: 역삼글로벌빌리지센터
프로그램: 부대행사-체험존 17:30-18:30
주요행사-강연 및 공연 18:30-20:30

Sonja Glaser
Founder and leader of Hippie Korea
Senior Pro of Samsung Electronics

Founder of Anna House

쏘냐 글래저
외국인 커뮤니티 히피코리아 대표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차장

Experience zone

* 주요행사 참가는 사전신청이 필요합니다.

사전신청: 성명, 국적, 핸드폰 번호 기재하여
yeoksam@gangnam.go.kr로 발송
(확인메일 수신 시 예약 완료)
행사는 영어로 진행됩니다.

Father Vincenzo Bordo

Making Calligraphy Card
캘리그라피 카드 만들기
Tasting Traditional Tea
한방차 체험

김하종 신부
사회복지법인 안나의 집 대표

부대행사
Making Heunginjimun eco bag or foil art

흥인지문 에코백 만들기/
흥인지문 포일아트
Experiencing Modernized(Daily) Hanbok

개량(생활)한복 체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