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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한국문화원(원장 김낙중) 은  8 월 11 일 저녁 LA 실버레이크에 위치한 선셋 

트라이앵글 플라자 (Sunset Triangle Plaza)에서 <설국열차> 야외 특별상영회를 

개최한다.  

이번 특별 영화상영회는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이며, 이에 앞서 한국의 

인디밴드인 Love X Stereo*의 공연, 진원석 감독의 Robo Saints** 단편영화 

상영 및 무대인사가 있을 예정이다. 

*Love X Stereo 는 멤버 토비, 애니로 구성된 혼성그룹으로 감각적이고 몽환적인 음악으로 

해외에서 인정받은 일렉트로닉 뮤지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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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verlake Picture Show와 함께하는 

 <설국열차>야외 특별 영화상영회 개최

   ▶ 영화명 : 설국열차 (Snowpiercer)-15세 관람가

   ▶ 일시 : 2016. 8. 11.(목) 19:00 

   ▶ 행사 장소 : Sunset Triangle Plaza

                 1523 Griffith Park Blvd. Los Angeles CA 90026

   ▶ 진행순서: 인디밴드 Love X Stereo 공연 (30분)

                Robo Saints상영/진원석 감독 무대인사 (15분)

                설국열차 영화상영회 (125분)                    

   ▶ 주최 : LA한국문화원, Silverlake Picture Show 

   ▶ 영화문의 : LA한국문화원 323-936-3018 영화담당 성진영 



**진원석 감독은 Robo Saints 단편영화를 제작한 감독으로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 ‘스토커’ 

시나리오 번역작업 담당.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와 ‘옥자’ 담당 통역가로 활동한바 있음.  

이번 야외 영화상영회는 LA 한국문화원이 Silverlake Picture Show 와 처음으로 

기획한 한국영화상영회로, 한여름 밤 야외에서 영화를 관람하며 한국의 

음악과 음식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음식으로는 비비고 

트럭이 한국의 비빔밥을 판매할 예정이다. 

김낙중 LA 한국문화원장은 “실버레이크 픽쳐쇼 (Silverlake Picture Show)에서 

여름에만 개최하고 있는 커뮤니티 아웃도어 스크리닝에 최초로 한국영화가 상영된다.” 

면서 “한여름 밤에 한국영화를 야외에서 관람하면 많은 분들께 특별한 추억이 될 것 

같다.” 라고 소감을 밝혔다. 

실버레이크 픽쳐쇼 (Silverlake Picture Show)의 Nicholas Fox Robbins 

디렉터는 “우리는 그동안 LA 에서 활동하고 있는 로컬 영화감독 및 밴드들에게 

공연 및 상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영화상영회를 개최해 

오고 있는 비영리 단체이다. 이번 LA 한국문화원과의 영화상영회를 계기로 

더 많은 한국영화를 상영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영화상영회 입장은 무료이며, Sunset Triangle Plaza 의 파킹은 스트릿 파킹으로 

파킹장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는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