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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3쪽 

배포일시 2023.1.17.(화) 담당부서 LA한국문화원 공연 

연락처 323-936-7141 담 당 자 Kelly Che / Tammy Cho 

    

LA한국문화원, 설 맞이 다양한 문화 체험 행사 개최 

 

 
▲ 샌디에고 도서관 설날 행사 

 

▶행사별 정보 

- 밸리 설날 축제: 1.21(토) 10~14시 

- LA 도서관 설날 축제: 1.21.(토) 11~15시 

- 샌디에고 도서관 설날 축제: 1.28(토) 12~15시 

▶ 주 최 : LA한국문화원, City of Los Angeles, 

LA 중앙 도서관, 샌디에고 중앙 도서관  

▶ 문  의 : LA한국문화원 323-936-7141  

           축제담당(Kelly Che), 도서관 담당(Tammy Cho) 



 

LA한국문화원(원장 정상원)은 ‘23년 새해 설 명절을 맞이해 남가주의 다양한 설날 행사에 

참여해 우리 ‘설’ 문화를 소개하는 행사를 개최한다. 

 

[밸리 설날 축제 / Valley Lunar New Year Celebration] 

LA시와 공동으로 설날을 기념해 주최하는 행사로, 밸리 지역에서 부채춤, 사물놀이 등 

한국 전통 공연과 투호, 제기차기 등 전통 놀이 체험이 펼쳐지고, 떡국 시식, 한복 체험 

등 다양한 설 문화 체험 행사를 개최한다. 

 - 일 시 : 2023. 1.21.(토) 10:00 ~ 14:00 

 - 장 소: Northridge Park (10120 Reseda Blvd, Northridge, CA) 

        *우천시 파크 내에 Recreation Center에서 진행 

 

[LA 중앙도서관 (LAPL) 설날 다문화 행사 / LAPL New Year Celebration] 

한국/중국/일본/캄보디아/베트남 등 아시아 5개 커뮤니티가 함께 참여해 

각국의 공연, 아트 워크숍 등 다양한 전통 문화를 소개하는 문화교류 행사로, 이번 행사에서 

LA한국문화원과 미국거점세종학당은 한국의 전통공연, 설날문화체험(한지공예, 제기차기 

챌린지), 한국어로 이름쓰기, 한국어 강좌 홍보를 통해 다채로운 한국문화를 소개한다. 

 - 일 시 : 2023. 1.21.(토) 11:00 ~ 15:00 

 - 장 소: LA Central Library (630 W. 5th Street, LA, CA) 

 

[샌디에고 중앙 도서관 설날 행사/San Diego Library Korean American Heritage Month 

Celebration] 

작년에 이어 올해도 샌디에고 중앙 도서관에서는 사물놀이, 전통 무용 등 국악 공연과 

한복 체험, 한국어로 이름쓰기 등이 펼쳐지고, 어린이들을 위한 한국 전통 공예 체험 

행사도 개최된다. 

 - 일 시 : 2023. 1.28.(토) 12:00 ~ 15:00 

 - 장 소: San Diego Public Central Library (330 Park Blvd., San Diego, CA 92101) 

 

정상원 LA한국문화원장은 “설 명절을 맞이해 LA와 샌디에고 등에서 한국의 설 문화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다채로운 문화 행사를 준비했다. 특히, 3주동안 진행되는 LA시의 

설 행사에 우리 문화원이 함께 참여해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 며,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현지인들이 한국 설 명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전통 문화를 통해 흥겨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위의 행사는 모두 무료이며, 문의 사항 및 자세한 사항은 323-936-7141 또는 kccla.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