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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과 선의 화합'…LA작가 3인으로 새해맞이
문화/예술

[LA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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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 Y'가 LA 작가 3인의 작품전으로 새해를 연다.
'원과 선의 화합'이라는 제목으로 1월12일부터 여는 이번 전시회에 참가
하는 작가는 데이빗 장 바버러 콜로(Barbara Kolo) 라울 드 라 토레(Raul
de La Terre).
전시회에서 이들 3인의 아티스트는 환경과 자연에 임재한 원과 선의 움
직임에 감동되어 그들 나름대로 독특한 형태와 색깔 스타일로 추상적 해
통증하면 닥터마우스 …

석을 표현한 작품을 선보인다.

명품 다리 마사지, 짤순이
남자 힘의 상징, 천호 산…

미네소타의 세인트 폴 미술대학을 졸업한 후 다양한 현대미술 그룹에서
바버러 콜로 작품

시린이 걱정 끝!! 명품칫…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데이빗 장은 일상적인 것에 임재해 있는 반향적
힘을 표현해주는 재료로 작품을 구성한다. 그가 작품을 창조해 가는 과
정은 일상적 재료를 다시 재 정비하여 빈틈없이 정확하게 상상을 현실로

남가주도 ' 콜록 콜록' …동
부 ' 살인 독감' 건너왔다

재현하는 작업이다. 부수고 다시 만들어 관객과 작품과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한다.
뉴요커인 바버러 콜로는 SVA 미술대학에서 학사를 취득한 후 파리로 이
주해 작품 활동을 해 왔다. 그의 그림은 주로 자연을 추상적으로 묘사한

교육예산 증액…교육구 수업일수 회복
중앙일보 애독자…'오피스디포' 할인
LA시장 "퓨어 검사장 후보 지지"…"안전하…
빗물로 오수 유입 강 오염 "LA카운티 책임…

작품들. 점과 유화 물감의 색과 빛 움직임을 민감하게 캐취해 자신만의
형상으로 재 창조해 낸다.

데이빗 장 작품

라울 드 라 토레는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서 태어나 마세나 미술학교를

춤추는 혈당 조절제
식물 인슐린 11가지

다녔으며 유럽과 미국의 여러 갤러리에서 전시했다. 그의 특징은 재료를

당뇨 잡아주는 자연식품들은?

자유자재로 사용하고 주제 역시 다양하게 바꿔가며 여러가지 화법으로

스트레스 제대로 풀고 관리하는 방법은

작품을 제작하는 것이다.

석류는 남자가 먹으면 안되는 과일?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그 속에 숨은 불행

그는 이런 실험을 통해 다른 상황과 위치에 처한 특유의 삶의 모습과 인
간관계를 묘사하고자 한다.
LA현재기온

한인 타운 중심가에 있는 시티 센터 3층에 자리잡고 있는 갤러리 Y는 화
요일 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11시부터 6시까지 문을 연다.

엉터리 대한민국 법
cash로 집을 사려고하는데,,,,,
우선일자
이번 재입국금지 웨이버에 관해 질문합니다

이번 전시회의 오프닝 리셉션은 1월 12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워싱턴 면허 질문 드립니다.
고려연방제 의 실상

라울 드라 토레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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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촌 38구경 권총 들고 사우나 앞에서…

102세 한인 미국시민 됐다
성전환 과정 3년을 직접 찍은 꽃미남

왕년의 주먹 '용팔이' "김태촌과 싸운적은…"

한국여성 매춘실태 부풀려 예산타낸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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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설적 쿠르드 여전사 파리서 피살

입냄새,상대방에 엄청난 불쾌감! 한방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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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36홀을 돌아도 끄떡 없어~ 비결은?

"38구경 권총 빼들고 사우나 앞에서 체포"
"한인여성 매춘녀로 왜곡하다니" 미국 경찰에 항의

호텔에 불나 한국인 1명 등 7명 사망

가운 벗은 몸이 내게 말을 걸어온다, 헛기침은 왜 …

검사전날 1박 입원! 공항 무료 픽업

'귀여운 팬더' 온 몸 털 깎았더니…진위 논란

재입국 금지 유예 조치 해당 되나요?

왕년의 주먹 '용팔이'가 고백하는 어둠의 조폭 세계

실컷 먹어도 좋은 1월 수퍼푸드 6가지
2012년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 뉴스 10
♣♣ 유학에 관한 모든것 (병역연장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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