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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9-69호]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3쪽 

배포일시 2019. 11.22(금) 담당부서 LA한국문화원 전시 

연락처  323-936-3014/tammy@kccla.org 담 당 자 Tammy Cho 

    

2019 LA Art Project 6 

제14회 남가주사진작가협회 전시: 

풍요로운 대지 "겨울의 소리" 
 

 
 

  ▶ 전시명 : 제14회 남가주사진작가협회 전시-풍요로운 대지 "겨울의 소리" 

▶ 전시기간 : 2019.12.6(금)-12.14(토) /개막식 : 2019.12.6(금) 19:0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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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최 : LA한국문화원, 남가주사진작가협회 

▶ 개막식 온라인 예약 : www.kccla.org  

▶ 전시문의 : LA한국문화원 323-936-3014 전시담당 Tammy Cho 

▶ 전시장 개장 : 월-금 10:00 –17:00 / 토 10:00 -13:00 

  ▶ 붙임 : 전시 포스터 및 사진자료 등 각 1부 

http://www.kccl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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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동                                               문 성 

 

LA한국문화원(원장 박위진)은 남가주사진작가협회(회장 김상동)와 함께 2019년 12월 전시로, "제14회 

남가주사진작가협회 전시-풍요로운 대지 "겨울의 소리" (The 14th Photographers Society of Southern 

California Exhibition: Riches of the land "Sound of Winter")" 전시회를 12.6(금) 부터 12.14(토)까지 

LA한국문화원 2층 아트갤러리에서 개최한다.  

 

남가주사진작가협회는 2005년 비영리 법인으로 출발하여 지난 14년간 매년 특별한 주제를 선정하여 준

비한 작품들로 미 주류사회와 한인커뮤니티에 소개하고 있으며, 올해의 주제는 "겨울의 소리(Sound of 

Winter)"로 10명의 회원작가들의 35점의 사진작품을 만나볼수 있다.  

 

LA한국문화원의 박위진 문화원장은 "작품을 감상하면 작가들의 정신세계와 마음을 그대로 느낄 수 있으

며, 하나 하나의 작품들이 그들의 많은 노력으로 이루어졌음을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렌즈는 우리 마음

의 눈으로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거나, 놓쳐버린 드라마틱한 순간들을 잡아내어 우리에게 멋진 작품

으로 선사합니다. 이번 전시를 통하여 겨울의 아름다움을 감상하실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리라 여겨집니

다."라고 말했다. 
 

                       
                       이혜정                                          이상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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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희빈                                  진  박 

 

김상동 남가주사진가협회장은 "남가주사진작가협회 회원들이 여러나라, 여러 지역을 다니며 촬영한 

겨울풍경으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였지만 아나로그의 감성으로 그려낸 카메라로 쓴 자연의 시 입니다. 

전시 작품의 1/3 가량은 일반적인 사진 사이즈가 아닌 대형 사진으로 실감나는 겨울 풍경을 감상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 

 

이번 전시 참여작가로는 김상동, 한국 방송인인 이상벽, 헬렌신, 문 성, 이준철, 진 박, 이혜정, 최강훈, 

임희빈, 에린권 등이며, 작품 35점이 전시된다. 

 

올해도 남가주사진가협회는 출품된 전시 작품으로 구성된 2020년도 달력을 준비하였다. 준비된 200부는 

2019년 12월 6일 저녁 7시에 개최될 개막식에 오시는 분들께 추첨을 하여 선물로 드릴 예정이다. 

 

2019 LA Art Project 여섯번째 전시인 <제14회 남가주사진작가협회 전시-풍요로운 대지 "겨울의 소리"> 

전시는 2019. 12.6(금) 19:00 개막식을 시작으로, LA한국문화원 아트 갤러리에서 12.14(토)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LA한국문화원 전시 담당 태미 조 323-936-3014로 연락하면 된다.  /끝/ 
 

                       
                       최강훈                                          헬렌 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