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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7-  호] 

 

“우리의 선조들의 삶의 정서을 담고 있는 민화 ” 

 

▶ 전 시 명 : 2017 LA Show 美  

▶ 일    시 : 2017.8.11(금)-8.25(금) / 개 막 식 : 2017.8.11(금) 7:00pm 

▶ 워 크 샵 : 2017.8.12(토) 10:3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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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약 : www.kccla.org 혹은 323-936-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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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창수 / 수박과 들쥐        최용순 / 조충도       호다 메이사미 /  

                                                     Medicine Scholar God                                     

 

보 도 자 료 
LA한국문화원 www.kccla.org 

550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36 

Tel (323)936-7141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2쪽  

배포일시 2017. 8.2 (수) 담 당 자   최희선 323-936-3014 

    

2017 LA Show美  

http://www.kccla.org/
http://www.kccl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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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한국문화원(원장 김낙중)은 2017년 8월11일 부터 8월25일까지 LA한국문화원 2층 아트

갤러리에서 한국의 쇼미그룹 회원 25명과 LA의 홍익민화연구소 회원 16명이 참여하는 민

화소품전 “LA Show-美” 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김낙중 LA 한국문화원장은 “ 민화는 우리 선조들의 멋과 해학이 담긴 한국인의 자화상 

과도 같은 우리 만의 전통 민속회화입니다. 중국이나 일본, 그리고 한국이 함께 공유하는 

동양화와는 또 다른 회화 방식이죠.  저희 문화원은 이러한 독특하고 멋진 우리 문화를 

다른 커뮤니티, 그리고 우리 재미동포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수한 한국의 문화를 미주류에 

소개 하고자 합니다” 라고 말하고, 최용순 홍익민화연구소장은 “이번 전시에는 한국의 

Show-美 그룹 과 함께 전시를 준비하였습니다. 전통적인 기법으로 그린 작품과 또한 

작품을 이용한 민화 생활용품도 함께 전시할 예정입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작품을 볼 수 있는 이번 민화 전시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어 주셨으면 좋겠습 

니다.”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2017 년 8 월 12 일(토) 10:30 분 부터 Show-Me 그룹 디렉터이자 한국민화협회 

수석부회장이신 송창수 선생님의 세미나 및 워크샵 강연이 있을 예정이다.  

민화란 무엇인가? 민화가 동양화나 한국화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또한 민화를 그리는 

방법 등을 강의하고 한국에서 준비하여 온 부채에 민화를 그리는 워크샵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강의와 워크샵을 통해 우리 민화를 배우고 또한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번 행사는 무료로 진행되며누구나 참여 가능하지만 온라인 

(www.kccla.org) 혹은 전화(323-936-3014)로 미리 예약해야한다. 

“LA Show-美” 전시는 2017년 8월11일(금) 저녁 7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LA한국문화원 아

트 갤러리에서 8월25일(목)까지 개최되며, 개막식에는 참여 작가들이 함께 할 예정이다.  

개막식은 일반 공개 되어있으므로 관심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란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