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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정부는 '이민개혁 추진히라'
주미한국대사관 문화홍보원(원장 남진수, 2370 Massachusetts Ave, NW Washington, DC, 2000
8)은 오는 10일(수)부터 25일(목)까지 한.미.일 3개국 미술작가 작품 전시회를 개최한다.

스포츠 조선

여성 조선

경기침체, 해군사관학교 지원자 폭증
한인들, 정부 경기부양책 "불만 고조"

‘바람직한 동화: 환상과 실재 사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 전시회에는 한국의 천민정ㆍ이혜림, 미국
의 길버트 트렌트, 일본의 사토미 시라이 등 현대 미술작가 4명의 작품들이 선보인다.
메릴랜드 예술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뉴 미디어 작가 천민정은 1970년대 한국에서 유행했던 종
이 인형을 디지털 작업으로 재현한 그림들을 전시하며, 멀티미디어 작가 이혜림은 토끼란 이름의
여자 사이보그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3차원 애니메이션 작품들을 선보인다.

월간 조선
헬스 조선

메릴랜드주, 갱범죄들 "발 못 붙인다"

이번 전시회는 작가들의 작품 세계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워싱턴 DC 일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ㆍ미ㆍ일 미술계 인사들의 교류를 촉진한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조선 일보
주간 조선

뉴스종합

FDA, 56개 식품류 '주의령 발령'

또한 길버트 트렌트는 불교의 인간 존재론에 깊은 영감을 받은 미국인 작가로 어린시절 불안정했
던 자신의 심리 상태를 반영한 종이인형 작품을 선보이며, 일본인 작가 사토미 시라이는 도쿄와 뉴
욕에서 살면서 경험한 상이한 문화 체험을 담은 사진들을 선보인다.

밴쿠버 조선
한편, 작품 전시를 축하하는 개막행사가 10일 오후 6시 문화홍보원에서 열리며 행사에는 개막 공
연과 더불어 이혜림 작가의 애니메이션 ‘래쉬’가 상영되며, 천민정 작가의 2009년 신간 서적 ‘샤머
니즘과 사이버 공간’이 소개될 예정이다.

버지니아주, 반낙태 법안 2개 부결
MD '애국가의 고향' 번호판 제정 방침

한국에 거는 전화 무료
로컬, 장거리, 국제전화 아이토크비비 한국인
을 위한 가정용 전화 서비스
Korea.italkbb.com

미주 인터넷 생명의 말씀사
당신은 정말 정확히 예수님을 알고 계신가요?
2010년엔 꼭 성경통독
www.lifebookus.com

한국 싱글여성과의 만남
한국여자와 온라인 데이트, 만남 무료회원가입
으로 사진프로필 등록
www.KoreanCupid.com

참석은 무료이며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
◇문의: 703-507-0864/ jeongok.jeon@projectandini.org

에이미 스토리

◇예약: 202-939-5688/ infodesk@koreaembassy.org
정에스더 기자

외로운 이민생활, 친구, 연
인, 애인, 100%무료 만남
정보 제공


미국/캐나다 지역회원 (54,854명)



호주/뉴질랜드 지역회원(6,452명)
한국/일본 지역회원(79,56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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