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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남가주사진작가협회전:

사람, 사람들 (People)

▶ 전 시 명 : 제 13 회 남가주사진작가협회전; 사람, 사람들
▶ 일

시 : 2018.12.7(금)-12. 15(토) / 개 막 식 : 2018.12.7(금) 7:00pm

▶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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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최 : LA한국문화원, 남가주사진작가협회

▶ 예

약 : www.kccla.org 혹은 323-936-3014

▶ 문

의 : LA한국문화원 전시담당 최희선 323-936-3014

LA한국문화원(원장 김낙중)은 남가주사진작가협회(회장 김상동)와 함께 공동으로 2018년
12월7일부터 12월15일까지 LA한국문화원 2층 아트갤러리에서 제13회 남가주사진가협회
정기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남가주사진작가협회는 2005년 비영리 법인으로 출발하여 지난 13년간 매년 특별한 주제
를 선정하여 준비한 작품들로 미 주류사회와

한인 커뮤니티에 소개하고 있다.

올해의 주제는 “사람, 사람들(People)”로 동네어귀와 도회지의 길위에서 또는 세계 여러
나라 오지의 산골마을이나 황폐한 사막 끝자락에서 만났던 사람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출품된 작품들은 남가주사진가협회 회원들이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담아온 작품들로, 각

나라의 풍물과 여러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함께 담겨있어 관람객이 즐겁게 감상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김낙중LA한국문화원장은 “사진은 순간을 옮겨놓습니다. 그리고 감정도, 감격도 함께 옮겨
놓습니다. 이번 전시는 생활 속의

희노애락을 표현하고, 그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비추

어 볼 수 있는 작품들이 출품되어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진전이 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상동 남가주사진가협회장은 “작품에 나오는 얼굴들에서 우리들의 자화상을 발견
하며, 지난 몇해동안 세게 여기 저기를 다니며 렌즈에 곱게 담아 놓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동안 저희가 만난던 사람들,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사람들을 인화지에 옮겨 놓았습니다.
이 사진들 속에서 보여지는 사랑과 고뇌. 기쁨과 슬픔, 우리들의 삶과 인생 등 다시 한번
우리를....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한다.

이번 전시 참여작가로는 한국 방송인 이상벽씨를 비롯하여 김상동, 이상벽, 헬렌신, 문 성,
이준철, 진 박, 케빈 최, 이혜정, 안경희, 임희빈, 이종순 등이며, 작품 34점이 전시된다.

올해도 남가주사진가협회는 출품된 전시 작품으로 구성된 2019년도 달력을 준비하였다.
준비된 200부는 2018년 12월 7일 저녁 7시에 개최될 개막식에 오시는 분들께 추첨을 하
여 선물로 드릴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323-936-3014 혹은 exhibition@kccla.org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