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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호]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3쪽 

배포일시 2022. 2.2(수) 담당부서 LA한국문화원 전시 

연락처 323-936-3014/tammy@kccla.org 담 당 자 Tammy Cho 

    

특별기획: <우리생활> 전시 
 

“한복의 미의식과 전통생활문화를 전시와 체험으로 만나다” 
 

 
 

  ▶ 전시명 : <우리생활> 전시 [URI Life (Our Life) Exhibition] 

▶ 전시기간 : 2022.2.4(금)-3.1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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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최/주관 : 문화체육관광부/LA한국문화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 전시문의 : LA한국문화원 323-936-3014 전시담당 Tammy Cho 

▶ 전시장 개장 : 월-금 10:00 –17:00 

▶ 붙임 : 전시 포스터 및 사진자료 등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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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한국문화원(원장 박위진)은 2022년을 여는 첫번째 전시로,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우리생활" Uri Life (Our Life) 전시회를 2.4(금) 부터 3.18(금)까지 LA한국문화원 2층 아트갤러리에서 

개최한다.  

 

<우리 생활> 전시는 한복의 미의식과 전통생활문화를 전시와 체험으로 만나며 우리의 멋과 전통을 

알아보는 프로그램으로, ‘한복 의상 미디어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  

 

'한복 의상 미디어 전시'에서는 영화와 드라마 등 미디어를 통해 보여지는 한복과 실물 한복을 

어우러지게 함께 관람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영상 전시는 멀티미디어를 활용해 한류를 이끈 K-드라마 

사극 '구르미 그린 달빛', ‘성균관 스캔들', 영화 '간신' 등 K-드라마 속 의상을 제작한 이진희 의상감독 

인터뷰를 비롯하여 인기 드라마, 영화 속 주인공들이 입은 한복 영상들을 프로젝터를 통해 한복의 

우아함을 생동감 있게 느낄 수 있다. 

 

도포는 조선시대 사대부 남자들이 입던 겉옷으로, 뒤트임이 있으며 트임을 덮는 뒷자락이 있다. 바람에 

펄럭이는 모양이 다른 웃옷들과 구별되는 도포의 멋이자 특징이다. 갤러리에 전시되는 실물 도포는 

여름용 옥사도포(3벌)와 겨울용 생초도포(1벌)의 원형을 전시하여 한복의 색과 형태, 재료에 대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한복 의상 미디어 전시’와 함께 전통 풍습과 미학이 잘 드러나는 귀주머니, 한지가면, 돌잡이 프로그램도 

마련해 우리 삶의 한 면을 체험을 통해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전시기간 중 진행할 예정이다. 

 

LA한국문화원의 박위진 문화원장은 "우리생활은 전통문화를 통해 생활 속에 담긴 삶의 가치를 다시금 

살펴보고, 뿌리의 소중함을 깊이 있게 알아보기 위해 기획된 전시로, 선조들의 복식문화 속에서 삶에 

내재된 생활철학과 미의식을 되새기며 현대인들의 삶의 방향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우리 생활> 전시는 LA한국문화원 2층 아트 갤러리에서 2.4(금)부터 3.18(금)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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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문화원은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전시실을 운영 중이다. 온라인 

사전예약제를 통해 관람시간 별 입장 인원을 제한하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하고 백신접종 

증명, 마스크 착용 점검 및 발열 검사 등 사전 안전 조치를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자세한 문의는 LA한국문화원 전시 담당 태미 조 323-936-3014로 연락하면 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