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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독도 동해 골든벨 퀴즈대회 

미주한국학교총연합회에서는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맞이하여 차세대 재미동포와 현지인

들에게 독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학습과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독도동해 골든벨’ 

퀴즈대회를 10월 7일(토) 실시합니다.  LA총영사관이 후원하고 미주한국학교연합회가 주

최하는 이번 행사는 LA총영사관 관할 지역 학생, 학부모 대상입니다.  

이번 행사를 통하여 독도와 동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고취되기를 기대합니다. 

 

 일    시 : 2017년 10월 7일 (토) 오후 1시 30분  

     장    소 : 주님의 영광 교회 본당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대    상 : 개인전 - 중, 고생 선착순 100명 

                 단체전 (초등학생, 학부모 각 1명씩 2명으로 구성) 선착순 50개팀 

 참 가 비: 개인전 $10 / 단체전 1팀당 $20 

 신청기간: 2017년 8월 15일(화) ~ 9월 25일(월) 마감일 

 시상내역   

 총영사 상장 및 부상 수여 

 부상: 최신 휴대폰(대상), 크롬북(우수상), 비츠헤드폰(장려상) 

 수상자 이외에도 참가자에게 푸짐한 상품 제공 예정 

 수상자 전원 10월 25일(수) 독도의 날 총영사관 관저 초청 만찬 예정 

 신청방법: 미주한국학교연합회 웹사이트(kossa. Korean.net)에서 신청 

※ 예상문제집( 8월말 공지)과 각종 학습자료 다운로드 가능 

 웹사이트: http://kosaa.korean.net 

 e-mail   : ksaaca@hotmail.com 

 주    소: 680 Wilshire Pl., Suite 415 Los Angeles, CA 90005 

 전화번호: (213) 388-3345 / Fax (213) 388-3350  

 후원 및 협조기관: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미주한국학교총연합회 회장  원 클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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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독도동해 골든벨 퀴즈대회 참가 신청서 (개인) 

Golden Bell Quiz Contest Application 

한글 이름: 

Korean Name: 

영어 이름: 

English Name: 

생년월일: 

Birthdate: 

성별: 남  /  여  

Gender: Male / Female 

나이: 

Age: 

보호자 성함:(부)           (모) 

Parents Names: (father)    (mother)   

주소: 

Address: 

집 전화번호: 

Phone Number(home): 

 

비상 전화번호: 

Phone Number(cell): 

기타 전화번호: 

Phone Number(other): 

현재 재학 중인 미국학교 / 학년: 

School / Grade: 

출생지: 미국, 한국, 기타 

Birth Place: USA, Korea, Etc. 

미국 거주 년 수:  

Number of years in the USA: 

현재 소속 중인 한국학교(해당 학생만 적어주세요) 

Korean School: 

티셔츠 사이즈 

(T-Shirt Size) 

S (     ),        M (      ),        L (      ),        XL (       )     

 Adult S (     ),  Adult M (      ),  Adult L (      ),  Adult XL (       ) 

 

미주한국학교총연합회 주최 독도  동해골든벨 퀴즈대회에 참가를 신청하고자 서명합니다.  

I authorize my child to participate in this Golden Bell Quiz hosted by the Korean School Association of 

America. 

 

학생 이름:                                      서명 및 날짜:                                    

(Student’s Name)                               (Signature & Date)      

부모님 성함:                                    서명 및 날짜:                                                                                                                   

(Parent’s Name)                                (Signature & Date) 

신청비 

(Application Fee) 

개인: $10 (             )  

Payable to: “KOSAA” 

*Office Use Only 

 

※ 참고: 골든벨 퀴즈대회 행사에서 촬영된 사진 또는 동영상은 본 연합회 웹사이트와 인쇄물에 게재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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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독도동해 골든벨 퀴즈대회 참가 신청서 (단체) 

Golden Bell Quiz Contest Application 

 

 

학 

생 

한글 이름: 

Korean Name: 

영어 이름: 

English Name: 

생년월일: 

Birthdate: 

성별: 남/ 여 

Gender: Male/ Female 

나이: 

Age: 

관계:  

Relationship: 

 

학 

부 

모 

한글 이름: 

Korean Name: 

영어 이름: 

English Name: 

생년월일: 

Birthdate: 

성별: 남/ 여 

Gender: Male/ Female 

나이: 

Age: 

관계:  

Relationship: 

주소: 

Address: 

집 전화번호: 

Phone Number(home): 

비상 전화번호: 

Phone Number(cell): 

기타 전화번호: 

Phone Number(other): 

현재 재학 중인 미국학교 / 학년: 

School / Grade: 

출생지: 미국, 한국, 기타 

Birth Place: USA, Korea, Etc. 

티셔츠 사이즈 

(T-Shirt Size) 

S (     ),        M (      ),        L (      ),        XL (       )     

 Adult S (     ),  Adult M (      ),  Adult L (      ),  Adult XL (       ) 

 

미주한국학교총연합회 주최 독도  동해골든벨 퀴즈대회에 참가를 신청하고자 서명합니다.  

I authorize my child to participate in this Golden Bell Quiz hosted by the Korean School Association of 

America. 

 

학생 이름:                                      서명 및 날짜:                                    

(Student’s Name)                               (Signature & Date)      

부모님 성함:                                    서명 및 날짜:                                                                                                                   

(Parent’s Name)                                (Signature & Date) 

신청비 

(Application Fee) 

단체: $20 (             )  

Payable to: “KOSAA” 

*Office Use Only 

 

※ 참고: 골든벨 퀴즈대회 행사에서 촬영된 사진 또는 동영상은 본 연합회 웹사이트와 인쇄물에 게재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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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동해 관련 자료 목록 
 

 

외교부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영토, 독도" 

http://dokdo.mofa.go.kr/kor/pds/pdf.jsp 

 

동북아역사재단 “우리 땅 독도를 만나다” 

https://www.nahf.or.kr/gnb07/snb03.do?mode=view&page=2&cid=25245&hcid=27661  

외교부 독도 동영상 

  국어 : http://youtu.be/muB4_LNZ2Rk 

  영어 : http://youtu.be/mEF9FDh4nZc 

  

독도연구소 "일본이 모르는 독도의 10 가지 진실" 

http://www.dokdohistory.com/kor/gnb04/sub01.do?mode=view&page=&cid=41049 

  

외교부 "East Sea, the name from the past, of the present, and for the future" 

http://www.mofa.go.kr/ENG/policy/focus/eastsea/index.jsp?menu=m_20_10_20 

  

외교부 동해 동영상 

국어 : https://youtu.be/K9DKW5PqApo 

영어 : https://youtu.be/zmF2o3NEUd4 

  

 

http://dokdo.mofa.go.kr/kor/pds/pdf.jsp
http://youtu.be/muB4_LNZ2Rk
http://youtu.be/mEF9FDh4nZc
http://www.dokdohistory.com/kor/gnb04/sub01.do?mode=view&page=&cid=41049
http://www.mofa.go.kr/ENG/policy/focus/eastsea/index.jsp?menu=m_20_10_20
https://youtu.be/K9DKW5PqApo
https://youtu.be/zmF2o3NEUd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