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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8-57호]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2 쪽  

배포일시 2018. 7.13(금) 담당부서 LA한국문화원 전시 

연락처  323-936-7141/exhibition@kccla.org 담 당 자 최희선 (323-936-3014) 

    

<서울리즘 - 서울+LA 문화교류전> 전시 개최 

 

▶ 전 시 명 : 서울리즘 –  서울+LA 문화교류전 

▶ 일    시 : 2018.7.20(금)-8.2(목) 

▶ 개 막 식 : 2018.7.20(금) 저녁 7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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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최 : LA한국문화원 

▶ 문    의 : LA 한국문화원 전시담당 최희선 323-936-3014                  

                                             

LA한국문화원(원장 김낙중)은 2018년 LA한국문화원 갤러리 전시 공모전 LA Art Project에 

선정된 서울미술협회(이사장 이인섭)의 <서울리즘 –  서울+LA 문화교류전>을 7월20일부터 

8월2일까지 LA한국문화원 2층 아트갤러리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서울과 LA 간의 문화교류 네트워크 활성화 및 이를 통한 지역 간의 문화 

소튱을 활발히 하고, 한국의 현대미술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쟝르의 

작품들을 준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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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한국문화원 김낙중 원장은 “한 시대의 문화를 이끌어 가는 예술가들이 각 지역의 

작품을 통하여 진정한 문화를 지속적으로 교류, 발전시킨다면 우리의 문화가 이 곳 

미국에서 소개하는데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전시가 예술인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즐기는 예술 축제의 장으로, 서울 예술인들과 LA 시민들이 

감상하며 즐길 수 있는 예술 문화의 한마당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라고 

언급하였다.  

 

서울미술협회 이인섭이사장은 “ 서울미술협회는 서울의 미술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LA 전시는 저희 협회 설립취지인 ‘창작과 세계화’에 걸맞는 

전시를  위해, 보다 규모있고, 적극적인 자세로 전시를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서울 현대미술의 역랑을 한 자리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좋은 전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다.  

 

<서울리즘 –  서울+LA 문화교류전>의 주요 참여 작가는 한국의 사계를 표현하는 이인섭 

(서울미술협회이사장, 서양화), 전종무(조각), 정현숙(서양화), 이원교(서양화) 등을 비롯한 54

명이  시각예술 전반에 걸친 평면과 입체작품들을 선보인다. 또한 오프닝 축하 행사로 박

혜숙 작가(평택대학교 교수)와 조유림 작가의 특별패션쇼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서울미술협회는 같은 기간 동안 LA한국문화원 외에 별도의 전시실 (Gallery CLU, 4950 

Wilshire Blvd. LA, CA 90010)을 마련하여 서울미술협회 회원들의 전시를 추가로 개최할 예

정이다. 

 

<서울리즘 –  서울 + LA문화교류전>은 2018년 7월20일(금) 저녁 7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LA

한국문화원 아트 갤러리에서 8월2일(목)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LA한국문화

원 전시 담당 최희선 323-936-3014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