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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화, 행복을 담은 그림”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2쪽

배포일시 2020. 6.22(월) 담당부서 LA한국문화원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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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문화가 있는날: 

Korean Art @ Home "민화"

  ▶ 행사명 : 한국 문화가 있는날 온라인 프로젝트

              Korean Art @ Home "민화"

▶ 일자 : 2020.6.22.(민화 에피소드 1), 2020.6.26.(민화 에피소드 2)               

▶ 온라인 사이트 : LA한국문화원 홈페이지 및 유투브 계정 등  

  ▶ 주최 : LA한국문화원

  ▶ 참여강사 : 최용순 민화작가

▶ 문의 : LA한국문화원 323-936-3014 전시담당 Tammy 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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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한국문화원(원장 박위진)은 2020 한국문화가있는날 온라인 프로젝트로 문화원 SNS 계정을 통해 

집에서 체험하는 < Korean Art @ Home "민화" > 영상을 제작하였다. 이번 영상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지침을 따르며 현지인들과의 지속적인 문화소통을 위해 문화원 유투브채널, 웹사이트, 페이스북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시청자들이 집에서 직접 한국 전통민화를 배우고, 체험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6월22일(월) 한국문화원 SNS 계정을 통해 소개될 첫 번째 영상은 한국민화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강사 작가소개, 준비과정인 민화의 재료 및 사용방법, 민화의 기본 기법인 본뜨는 법 등을 미국에서 

활동중인 최용순 민화 작가의 영상강의로 진행된다.

6월26일(금)에 소개될 두 번째 영상은 본격적인 민화그리기 강의영상으로 ‘까치와 호랑이’ 

민화그림에 대한 이야기, 전통재료로 까치와 호랑이 색칠하는 순서 및 방법, 전통재료대신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반 재료(아크릴, 컬러마커 등)를 이용한 쉽게 민화 따라그리기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번 온라인 프로젝트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 미국에서 모두의 안전을 위해 

SNS라는 새로운 컨셉으로 2020년 '한국문화가있는날'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번 문화가있는날 < Korean Art @ Home "민화" >는 문화원 홈페이지 및 유투브채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첫 번째 영상은 6.22(월), 두 번째 영상은 6.26(금)에 

소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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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월 LA한국문화원에서 개최 되는 <한국문화가 있는 날> 행사는 전시, 공연, 워크샵, 영화, 태권도 등 

다양한 한국문화를 주제로 진행된다.

*한국의 민화

한국의 민화는 한국적 전통과 문화적 감성을 그림으로 표현한 대중적인 실용화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조선 후기인 

18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까지 민간에서 유행했던 전통 회화중 하나이며, 궁중화에서 서민화까지 폭넓게 아우르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마디로 민화는 궁궐 그림에서 민간 그림까지 모든 이의 꿈과 희망을 아우르는 민족적인 

그림이라고 하겠다.

또한, 이제까지 현대 민화는 그러한 옛 민화를 똑같이 재현해 낼 뿐, 작가의 개성이 반영되지 않은 그림으로 

인식돼왔으나 최근 들어 민화의 기법과 전통을 충실히 계승하면서도 작가의 개성과 당대의 시대상이 반영된 새로운 

감각의 민화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