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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7- 호] 

 

한국색동박물관 소장 유물 보자기와 주머니 감상하시고  

복주머니에 복 많이 담아가세요~ 
 

▶ 전 시 명 : 아름다운 한국의 전통주머니와 보자기   

▶ 일    시 : 2017.7.21(금)-8.3(목) 

▶ 개 막 식 : 2017.7.21(금) 7:00pm 

▶ 워 크 샵 : 2017.7.27(목) 2:00 –  4:00pm 

▶ 장    소 : LA한국문화원 아트갤러리/ 5505 Wilshire Blvd. L.A., CA 90036 

▶ 주    최 : LA 한국문화원, 한국색동박물관 

▶ 문    의 : LA 한국문화원 전시담당 최희선 323-936-3014 

         

장생문궁보 19 세기            명주모시조각보 20 세기 

 

보 도 자 료 
LA한국문화원 www.kccla.org 

550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36 

Tel (323)936-7141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3쪽  

배포일시 2017. 7. 12 (수) 담 당 자   최희선 323-936-3014 

    

아름다운 한국의 전통 주머니와 보자기  

(Beautiful Korea Traditional Pouches and Wrapping Cloth) 

http://www.kccl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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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화문두루주머니 19 세기       장생문안경집 1990 년 김태자인간문화재 작품 

 

LA한국문화원(원장 김낙중)과 한국색동박물관(관장 양지나)는 2017년 7월21(금) 부터 8월

3일(목)까지 “아름다운 한국의 전통주머니와 보자기”란 제목으로 한국의 전통주머니와 보

자기 전시를 LA한국문화원에서 개최한다.  

 

예로부터 한국에서는 한복에 주머니가 달려있지 않아 다양한 형태의 주머니와 보자기가 

발달되었다. 조선시대에 사용한 주머니 형태와 쓰임의 용도를 살펴보면 우리 조상들은 용

도에 따라 다양한 주머니를 사용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복을 싼다는 의미로 지어진 

우리의 전통보자기는 물건을 싸는 용도와 장식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되어왔으며, 사

용계층에 따라 여러가지 형태로 제작되었다.  

 

이번 전시에는 색동박물관 소장 다수의 유물 보자기와 주머니(120점)이 전시될 예정이며, 

궁중보자기, 혼례때 쓰이던 보자기, 그리고 서민들이 사용한 보자기를 구분하여 설치하고, 

한산모시 등을 사용하여 제작한 여름에 어울리는 장식용 현대 조각 보자기를 전시 할 계

획이다. 우리의 전통주머니를 각각의 종류별로 전시하고 과거의 주머니을 재해석한 현대

의 주머니를 함께 전시하여 비교하여 볼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김낙중 LA한국문화원장은 “전통문화는 우리 스스로 지켜야 우리의 민족성이 이어지는 것

입니다. 전통 문화를 지키기 위하여는 우리의 소중한 유물을 잘 보존 계승함은 물론, 현재

를 사는 우리의 문화 함꼐 어울리도록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의 곁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전통과 현대의 시간적 공간을 초월하여 함께 두가지를 함께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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낄 수 있는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라고 이번 전시

에 대하여 말하였다.  

 

또한, 양지나 한국색동박물관장은 “ 한국의 전통문화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미주동포들

이 가장 많이 계신 LA에서 알리고자 유물과 함께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본 현대의 작품들

을 바리바리 싸왔습니다. 보자기나 주머니 유물을 감상하시면서 우리 선조들의 멋과 지혜

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과 함께 귀중한 시간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번 전시 출품 작품으로는 궁중주머니, 오방주머니, 각주머니, 두루주머니, 약주머니, 향

주머니, 붓주머니, 버선본주머니, 바늘주머니등 주머니 70점과 궁중보자기, 기러기보, 청·

홍자수보, 모시조각보, 색동보, 자수보, 현대보자기 등 60여점의 보자기를 선 보일 예정이

다. 또한, 2017.7.27(목) 오후 2-4시에는 문화원 2층 워크샵에서 “색동 복주머니”워크샵

을 개최할 예정이다.  참가는 무료이나 예약을 해야하며 선착순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아름다운 한국의 전통주머니와 보자기  ” 전시는 2017년 7월21일(금) 저녁 7시 개막식

을 시작으로 LA한국문화원 아트 갤러리에서 8월3일(목)까지 개최되며, 개막식에는 한국색

동박물관장 양지나, 전통섬유공예가 김옥현고문이 참여 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LA한

국문화원 전시 담당 최희선 323-936-3014로 하면 된다. 

 

<한국색동박물관> 

한국색동박물관은 동덕여자대학교 김옥현 명예교수의 다년간의 색동 연구와 수집을 바탕으로 설립된 한국 

전통 색동유물과 현대의 색동 작품들을 소장하고 있는 박물관으로 우리의 전통문화를 현대 생활에 적용 

한다는 뜻을 바탕으로 색동에 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며, 우수한 한국색동을 세계화에 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박물관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