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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영사관 순회영사 업무
뉴욕총영사관이 27일 롱아일랜
드의 아름다운교회(담임목사 황
인철)에서 순회영사 업무를 실시
했다. 롱아일랜드한인회 협조로
진행된 이날 영사관은 세무상담,
국적, 여권 등의 업무를 실시했다.
사진 뒷줄 왼쪽부터 신원식 영사,
박정열 세무관, 문용철 롱아일랜
드한인회장, 박연환 이사장.
<사진제공=롱아일랜드한인회>

황해도민회 월례회

한국 미술품 애호가
모임인 코리안 아트
소사이어티(회장 로버트 털리)가 27일 4년간의 확장공사를 마치고 최근 4배나 커진 규모
로 재개관한 브루클린미술관 한국관 투어를 실시했다. 50여명의 회원들은 브루클린 미술
관 아시안 미술담당 조앤 커민스 박사 및 로버트 털리 회장과 한국 유물 특별전이 열리고
있는 한국관을 둘러봤다.
<사진제공=브루클린 미술관>

코리안아트소사이어티 브루클린미술관 한국관 투어

대뉴욕지구 황해도민회(회장 허
태신)가 21일 뉴욕만나교회 쉼터
에서 9월 월례회를 개최하고 향
후 활동방향을 논의했다. 회의를
마치고 허태신(앞줄 왼쪽 네 번
째) 회장과 회원들이 함께 했다.
<사진제공=대뉴욕지구 황해도민
회>

한국 미술의 밤
비영리단체 이노비와 한국 미술
품 경매회사 케이옥션이 26~28일
맨하탄의 첼시 갤러리에서 한국
미술의 밤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
사에는 김환기, 이우환, 박서보 등
내달 18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국
미술품 경매에 나오는 총 48여점
의 작품이 전시됐다.
<사진제공=이노비>

미동부한인스키협회(회장 강경열)가 27일 뉴
저지의 팰팍 다래옥에서 2017~18 스키시즌
정기총회를 열고 정기영씨를 제22대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정 신임회장은 내년 3월 캘리
포니아 스쿠아밸리 스키장에서 열리는 ‘내스타 내셔널 챔피언십’ 출전을 위한 지역예선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주완기(오른쪽) 선관위원장이 정기영 신임회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
<사진제공=미동부한인스키협회>
고 있다.

스키협회 정기영 신임회장 선출

지연 리 로지 작가 초대전
알재단 기획 내년 3월23일까지
지연 리 로지 작가 초대전이 28일부
터 제이슨 제이 김 오랄 디자인(418 E
71st St #5, New York, NY 10021)에서
열리고 있다.
뉴욕에서 활동하는 지연 리 로지
작가는 내년 3월23일까지 비영리 미
술인 지원단체 알재단(AHL Foundation, 대표 이숙녀)이‘아트 인 워크플
레이스’ 일환으로 기획한 이번 전시에
서‘룸메이트’를 주제로 한 생동감 있
는 추상작품 6점을 선보이고 있다.
작가는 한국의 뉴프론티어 아트 컴
퍼티션에서 우수상, 홍콩의 판 퍼시픽
디지털 아티스트리 컴피티션에서 판
톤상 등 다수의 상을 수상했다. 관람
시 방문예약을 해야 한다. 문의 212675-1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