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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6-45호] 

 

 

 

▶ 행사명 : 2016 KCON in LA 

▶ 기  간 : 2016. 7. 29(금)~31(일)  

▶ 장  소 : LA Staples Center & Convention Center 

▶ 프로그램 : 국기원 태권도 시범, 한국우수문화상품전, K-POP World Festival 미주 본선(KBS 

America 공동주최), 한국 전통악기 체험 등 한국문화소개 워크샵  

▶ 문 의 : 323-936-3012 K-POP담당 Hannah Cho/ hannah@kccla.org 

 

보 도 자 료 
LA한국문화원 www.kccla.org 

550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36 

Tel (323)936-7141 
보도일시 관련 행사내용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4쪽 

배포일시 2016.7.27(수) 담 당 자 Hannah Cho  323-936-3012 

    

2016 KCON in LA 행사 계기 한국문화소개 

mailto:hannah@kccla.org
http://www.kccl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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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한국문화원(원장 김낙중)은 7월29일(금) ~7월31(일) 까지 3일간 다운타운 LA LIVE 

LA컨벤션센터 및 스테이플스 센터에서 개최되는 북미 최대의 한류 축제 KCON 행사 계기, 미 

현지의 K-POP 열기 확산을 위해 한국의 전통문화 소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낙중 LA한국문화원장은 “올해 5회째를 맞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한류컨벤션인 KCON에서  

K-POP 및  국기원 태권도 시범, 한국우수문화상품전, 한국전통 악기체험 등 한국문화소개 

워크샵 운영 등을 통해 한류 팬들에게 한국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게 되어 한류 저변확대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대형 한류 축제 등을 통해 미국 

내에서 한류 열풍을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 LA한국문화원 주요 프로그램 일정 및 세부 내용 

일 자 시 간 K-CON 계기 LA문화원 행사일정 장소 

7.29(금) 12:00~18:00 한국우수문화상품전시 
South Hall 

(#751& #753) 

7.30(토) 

10:00~18:00 한국우수문화상품전시 
South Hall 

(#751& #753) 

12:30~13:30 
Learning Korean Rhythm 

- 한국 전통 악기 워크숍 

Concourse Hall 

(Panel #153A) 

13:00~15:30 K-POP World Festival 미주 본선 South Hall Stage 

14:00~15:00 
Exploring Korean Music & Dance 

- 한국 국악·무용 렉쳐 공연 

Concourse Hall 

(Panel #152) 

7.31(일) 

10:00~18:00 한국우수문화상품전시 
South Hall 

(#751& #753) 

14:00~15:30 
The world talks about Korea 

- 한국문화 소개 행사 

Concourse Hall 

(Panel #152) 

19:00~19:30 
Concert Pre Show 

- 국기원 태권도 시범 
Staples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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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국우수문화상품전시     

- ‘한국우수문화상품’ 이란 한국의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문화적 가치를 담아 기업문화상품으로 

제작된 상품을 문체부가 엄선하여 선정 및 지정한 상품으로 태극 저고리 고름 모양의 

우수문화상품 지정표시를 부착하고, 유통 및 홍보를 지원해 주고 있음.  

-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된 상품분야로는 한복, 한식, 전통식품, 공예품, 콘텐츠 등 

전시품 20종 전시 

- 한복입어보기 체험 행사도 있어 KCON을 찾는 현지인들에게 인기가 있을 

것으로 기대 

- 이번 한복입어보기 체험 행사에 참여하여 찍은 사진을 문화원 Facebook, Instagram 등에 

올리는 Social Media 행사도 함께 개최할 예정  

 

나.  한국 전통 악기 워크숍  

- 한국음악무용예술단의 김동석 단장이 한국전통음악과 사물놀이 등을 소개하고, 

참가자들이 직접 한국전통악기인 북을 연주해 볼수 있는 체험 워크숍을 실시 

 

다.  한국 국악 • 무용 렉쳐 공연 

- 김동석단장이 영어로 진행하는 한국전통 국악‧ 무용에 대한 해설과 함께 

<화관무>, <장고춤>, <가야금 연주>, <부채춤>, <사물놀이 “북소리 Ⅱ”> 등 

다채로운 공연 프로그램으로 한국전통공연문화 소개 

 

라.  한국문화소개 워크숍 

- 오늘날 한국의 문화 및 경제성장, 관광산업, IT 기술 발전 등을 소개하고 참석자들이 직접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한국을 대표하는 흥미로운 사실들을 찾아보기 등   

-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K-POP, 한류음악, 드라마 등 인터넷, 소셜미디어, 유투브 등을 통해 

한류 열풍 소개 

- K-POP, 한식, 공연, 전시, 세종학당 등 현지 한류팬들이 관심있어 하는 LA한국문화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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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활동 등 소개 

  

마.  K-POP World Festival 미주 본선 개최 

- 올해로 6회째 개최되는 행사중 처음으로 미주본선행사를 LA KCON에서 개최 

- LA, 뉴욕, 워싱턴 DC, 애틀랜타, 달라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7개 지역에서 치열한 

예선전을 거쳐 각 지역 우승 팀  등 총 21개팀 참여로 이루어짐. 

- 최종 우승자는 9.30(금) 창원에서 개최되는 ‘2016 K-POP World Festival’ 본선무대 진출  

- 참가자들의 경선 외에 가수 ‘알리(Ali)’ 축하공연 예정 

 

바. 국기원 태권도 시범 

- 7.31(일) 메인 K-POP 콘서트의 Pre-show 무대에서 창작품새, 격파, 호신술 등 태권도 

퍼포먼스 및 아리랑 퍼포먼스 시범 

- KCON에서 대한민국 대표문화자산인 태권도를 선보임으로써 한류문화 저변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