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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 지역 첫 추석 축제 열린다 

샌프란시스코 프리시디오 (Presidio) 에서 9 월 14 일 개최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  한국 최대의 명절 추석을 맞아 코리안 센터 (Korean Center, 

Inc.)가 9 월 14 일 제 1 회 베이 지역 추석 축제를 개최한다. 프리시디오 트러스트 (The Presidio 

Trust)와 이종문 재단이 파트너십을 맺고 주 샌프란시스코 대한민국 총영사관 후원으로 첫 

개최되는 이번 축제는 전 세대와 다양한 문화를 아우르는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이번 축제에는 K-POP 댄스 공연을 비롯해 한국 전통 북, 

장구 연주, 부채춤, 사물놀이, 태권도 및 합기도 시연 등이 마련돼 있다. 이와 함께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K-POP 댄스 워크샵, 윷놀이, 연만들기, 얼굴 페인팅 등 다양한 활동도 준비된다. 

특히, 한국에서 활동중인 유명 보자기 아티스트로부터 전통 혼례와 전통 예절법, 그리고 친환경 

보자기 제작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주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MBC 그리고 미디어 푸르메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19 년 

한국 주간>의 첫 번째 프로그램인 K-Food & Kimchi Festival 도 추석 축제날에 함께 열려 한국 음식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으며, 다양한 경품도 준비돼 축제를 한 층 더 풍성하게 만들어 줄 예정이다.  

 행사장에는 십여 개의 푸드트럭과 푸드부스가 마련되는 한편, 보석 장신구와 예술 작품, 

의류를 제작  판매하는 한인 “Makers” 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유용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비영리단체 및 정부 기관들도 만나볼 수 있다. 샌프란시스코와 이스트 베이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분들을 위한 무료 셔틀버스도 제공이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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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 지역 사상 첫 대형 추석 축제인만큼 Mechanics Bank (Silver Level), Cardinal Education 

(Bronze Level), Memebox (Bronze Level),  WireBarley (Bronze Level), David & Lillian Chun (Bronze Level) 

을 비롯해, 다양한 단체 및 개인도 직접 후원했으며, 행사 당일에는 샌프란시스코 London Breed 

시장, 박준용 주 샌프란시스코 대한민국 총영사도 참석할 예정이다. 축제 이익금은 코리안 센터 

(KCI) 와 샌프란시스코 한인커뮤니티재단 (KACF-SF)이 운영하는 문화 프로그램과 

사회복지프로그램을 후원, 한인 커뮤니티 발전을  위해 사용된다. 

조단 강 (Jordan Kang), 코리안 센터 전 이사장 및 현 추석 축제 기획 위원은 “베이지역 한인 

커뮤니티의 전 세대와 다 함께 추석을 축하하고, 또 타문화 커뮤니티들의 지역주민들에게 한국의 

추석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에 대해 우리 추석 축제 기획 위원들은 무척 

기쁘다.” 며 소회를 밝혔다.          

 앨리슨 스톤 (Allison Stone), Director of Visitor Engagement, 프리시디오 트러스트 (The 

Presidio Trust)국장은 “코리안 센터와 샌프란시스코 대한민국 총영사관과 함께 일하며, 한국 

추석축제의 대표 후원자가 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한다. 친구 및 가족들과 함께 멋있는 전경과, 

하이킹 코스, 해변, 박물관 그리고 그 외의 프리시디오 국립공원이 제공하는 모든 것을 즐기길 

바란다.”고 전했다.  

더 자세한 정보는 http://koreancentersf.org/chuseok2019/참조 

<행사 개요> 

행사명 : 제 1 회 베이 지역 추석 축제 

개최 일시 : 2019년 9 월 14 일 오전 11 시~오후 5 시 

개최 장소 : 샌프란시스코 프리시디오 Civil War Parade Ground (Graham Street, San Francisco, CA 

94129), 더 자세한 정보는  https://www.presidio.gov/places/civil-war-parade-ground 참조 

https://www.presidio.gov/places/civil-war-parade-ground


 

1362 Post Street, San Francisco, CA 94109  1-415-441-1881  www.koreancentersf.org 

 

 

“코리안 센터 (Korean Center, Inc.) ”에 대해 

코리안 센터 (Korean Center, Inc.) 는 샌프란시스코의 중심가에 위치한 비영리 커뮤티티 단체로서, 

한국 이주민들의 미국정착생활을 위한 영어 수업, 직업 훈련, 그리고 문화 및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974 년에 설립되었습니다. 40 여 년간의 서비스 기간동안 많은 변화를 통해, 현재 

코리안 센터는 어린이 한글 수업, 문화 워크샾, 시니어 프로그램 및 세종재단의 한국어 프로그램을 

샌프란시스코 및 베이지역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http://koreancentersf.org/ 를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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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441-1881 

springk@koreancentersf.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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