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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6-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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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2쪽 

배포일시 2016.10.18(화) 담 당 자 노승환 (323-936-3025) 

LA한국문화원, 

[2016 남가주 오픈 바둑대회] 개최 

 

 

                                (2014 바둑대회 사진자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행사명 : LA한국문화원 [2016 남가주 오픈 바둑대회(2016 Cotsen Open)] 개최   

▶ 일  시 : 2016년 10월 22일(토)-23일(일) 

▶ 장  소 : LA한국문화원  

▶ 주  최 : LA한국문화원, 전미바둑협회(회장 앤드류 오쿤) 

▶ 문  의 : LA한국문화원 323-936-3025, 체육담당 노승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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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한국문화원(원장 김낙중)은 전미바둑협회(AGA, American Go Association / 회장 

앤드류 오쿤)과 함께 한국의 정상급 프로바둑기사 김명완 9 단 초청 특별행사와 약 

150 여명의 미국바둑인들이 참가하는 2016 남가주 오픈 바둑대회(2016 Cotsen Open)를 

10 월 22 일(토)과 23 일(일) 오전 8 시부터 오후 6 시까지 양일에 걸쳐 LA 한국문화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미국 내 바둑 인구 저변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기획되었으며, 특히 

전미바둑협회(AGA)를 통해 타인종도 다수 참가, 바둑 동호인끼리 교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대회에는 미국에서 바둑 대중화와 프로시스템 도입 등 바둑 보급에 

앞장서고 있는 김명완 9 단과 함께 지도 다면기와 대국복기 등을 가질 예정이다.  

 

    김낙중 LA 한국문화원장은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으로 미국에서의 바둑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며, “이번 대회를 계기로 한국과 미국의 바둑교류 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다른 영어권에서도 한국 바둑이 널리 보급 및 발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급수·나이·성별에 상관없이 아마추어 바둑 동호인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신청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미바둑협회 홈페이지 (http://www.usgo.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끝/ 

 

2016 남가주 오픈 바둑대회 스케줄 
Saturday (10/22/2016) 

 

8:00am - 9:30am Registration 

10:00am-10:30am Opening Announcements 

10:00am - 1:00pm Round 1 

11:30am - 1:30pm Lunch break 

1:30pm - 4:00pm Round 2 

4:30pm - 7:00pm Round 3 
 

Sunday (10/23/2016) 
 

8:00am - 9:30am Pro game and analysis 

9:00am – 10:00am Check-in 

10:30am – 1:00pm Round 4 

11:30am - 1:30pm Lunch break 

1:30pm - 4:00pm Round 5 

5:00pm - 6:00pm Awards ceremon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