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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7-89호] 

 

“ 뷰파인더 안에 들어온 작은 생명들”  

 

▶ 전 시 명 : <풍요한 대지; 클로즈 업>  

▶ 전시기간 : 2017.12.8(금)-12.21(목) 

▶ 개 막 식 : 2017.12.8(금) 7:0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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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최 : 남가주사진가협회, LA 한국문화원 

▶ 문    의 : LA 한국문화원 전시담당 최희선 323-936-3014     

▶ 참여작가 : 김상동, 이상벽, 티나 니에토, 헬렌 신, 문 성, 이준철, 김승일, 이혜정,  

             케빈 최,임희빈,진 박,박학수,안경희  
                           

 

                                             

LA한국문화원(원장 김낙중)은 남가주사진가협회(회장 김상동)과 함께 공동주최로 2017년 

12월8일부터 12월21일까지 LA한국문화원 2층 아트갤러리에서 남가주사진가협회 정기 전

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보 도 자 료 
LA한국문화원 www.kccla.org 

550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36 

Tel (323)936-7141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3쪽  

배포일시 2017. 11.14 (화) 담 당 자   최희선 323-936-3014 

    

남가주사진가협회 정기전  

<풍요한 대지: 클로즈 업> 전시회 개최 

http://www.kccl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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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주사진작가협회는 매년 특별한 테마를 선정하여, 1년 동안 준비한 작품들을 전시한다. 

올해 전시 테마는 ‘ 클로즈업’ 으로 우리의 일상 생활 속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주변

의 작은 생명체들을 되돌아 보고자 준비하였다. 

  

이번 전시의 주요 목적은 뷰파인더 안에 들어온 작은 생명들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서, 우

리 모두가 지켜야 할 자연 환경보호라는 중요한 과제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생명의 존

엄성,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하는 계기를 갖고자 하는 것이다.  

 

LA한국문화원장 김낙중은 “ 작가들의 작품을 들여다 보면 누구든 그들의 정신세계와 마

음을 느낄 수 있으며, 하나 하나의 작품들마다 작가들의 많은 노력으로 이루어졌음을 엿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의 바램은 많은 분들이 저희 문화원을 찾아주셔서 이러한 멋진 

작품들을 관람하시고, 또한 자연 환경 보호의 중요성 또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

회응 갖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언급했다.  

 

또한, 남가주사진가협회 김상동 회장은 “ 도시의 바쁜 일상 속에서 무심결에 우리가 스쳐

지나갔던 주변의 작은 것들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사진기 안 화면 속의 작은 생명체들의 

아름다움과 신비함, 그리고 그들의 소중함을 발견 하였습니다. 이를 인화지에 옮겨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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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라고 말했다.  

 

이번 전시 참여 회원 중에는 전 올림픽 경찰서장  티나 니에토와 국민 MC라고 불리워지

는 한국 방송인 이상벽씨 작품 등이 함께 전시 된다. 

 

올해도 남가주사진가협회는 예년과 변함없이 출품된 전시 작품으로 구성된 2018년도 달

력을 준비했다. 준비된 200부는 2017년 12월 8일 저녁 7시에 개최될 개막식에 오시는 

분들께 선물로 드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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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lto:exhibition@kccl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