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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9-51호]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5쪽 

배포일시 2019. 9.5(목) 담당부서 LA한국문화원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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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LA Art Project 5: 

<제51회 남가주한인미술가협회전> 개최 
 

 
 

  ▶ 전시명 : 제51회 남가주한인미술가협회전 

▶ 전시기간 : 2019.9.12(목)-9.20(금) /개막식 : 2019.9.12(목) 19:0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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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최 : LA한국문화원, 남가주한인미술가협회 

▶ 개막식 온라인 예약 : www.kccl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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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시장 개장 : 월-금 10:00 –17:00 / 토 10:00 -13:00 

  ▶ 붙임 : 전시 포스터 및 사진자료 등 각 1부 

http://www.kccl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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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연, Amalgamation           한옥가, Government             정인옥, Four Windows     
 

 

LA한국문화원(원장 박위진)은 2019년 9월 전시로, "제51회 남가주한인미술가협회 정기전 (The 51st 

Annual Exhibition of Korean Artists Association of Southern California)" 전시회를 9.12(목) 부터 

9.20(금)까지 LA한국문화원 2층 아트갤러리에서 개최한다. 이번 정기전은 남가주미술가협회에서 총 

63명의 회원작가들이 평면화부터 3D 작품까지 다양한 작품들을 전시할 예정이다. 
 

오랜세월 이민문화와 함께해온 남가주한인미술가협회는 1964년 발족하여 정기전 외에 회원들의 

그룹전과 타민족과의 교류와화합을 위한 그룹전, 차세대의 젊은작가들을 발굴 및 격려를 위한 

대학공모전 등 미주한인작가들의 작품활동과 전시를 적극 지원해 왔다. 또한, 해를 거듭할수록 

젊은작가들의 수가 늘어가면서 원로작가와 중견작가, 신인작가들이 함께 어우러져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젊은작가들의 신선한 작품부터 원로작가들의 성숙미 넘치는 작품까지 다양한 

작품을 이번 전시에서 접할 수 있다. 

 

       
  정은실, Cactus Series                강영일, Seeking 1902             김경애, Nature's inside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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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참여작가로는 배정연, 제인장, 장정자, 장사한, 조현숙, 조민, 조상연, 노희자, 최성호, 최윤정, 

정니나, 한옥가, 홍정화, 수잔황, 전미영, 정인옥, 정은실, 주선희, 전종무, 강영일, 김종성, 김천애, 김현숙, 

김인철, 김진실, 줄리아김, 김혜영, 이진희, 김연숙, 김미수, 김경애, 김소문, 김성일, 서니김(홍선애), 

김원실, 김영식, 김유경, 이부남, 이종남, 이정미, , 이미정, 이나경, 이승규, 사베리아 리, 문미란, 오지영, 

미셸오, 백혜란, 카라박, 박다애, 박미경, 박영국, 박영구, 데미안 서, 애스터 심, 신정연, 손영숙, 

영섬머스(윤영은), 성수환, 양민숙, 그레이스임, 유기자, 윤태자 등 총 63명이다.  

 

                
      홍선애, Cosmic Dream 19-9          김원실, Imagine 2      이승규, Re-Created Steadicam, Red & Black 

 

 

                 
     오지영, After the Rain               오미셸, Echo                    신정연, Magnolia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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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한국문화원의 박위진 문화원장은 "남가주 한인미술가들의 큰 잔치인 동 전시회는 미주 내에서도 

전통있고 규모있는 전시회로 꼽힙니다. 동 전시회를 통해 한인 작가들이 이민생활 속에서 예술을 

지켜가고, 부단한 열정과 노력으로 작품들을 만들어가고 있음을 발견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미셸 오 남가주한인미술가협회 회장은 “올해로 51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정기전에는 90여 명의 회원 작가 

중 63명이 참여해 작가들의 참여율도 높으며, 어느 해보다 다양한 작품들을 소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더욱 좋은 작품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전시장을 찾아주셔서 작가들의 

작품도 감상하시고 격려도 부탁드립니다.”라고 강조했다. 
 

2019 LA Art Project 다섯번째 전시인 <제51회 남가주한인미술가협회 정기전 (The 51st Annual 

Exhibition of Korean Artists Association of Southern California)> 전시는 2019. 9.12(목) 19:00 개막식을 

시작으로, LA한국문화원 아트 갤러리에서 9.20(금)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LA한국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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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민숙, Untitled                윤태자, Weightless                  최성호, Remembrance 

 

   
    서진호, I'll gallop on the 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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