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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상 다큐멘터리 사진전    

« 한국의 얼 » 

 

비상 (경희궁 숭정전), 2001년, 파인아트 피그먼트 프린트, 84,6 x 127 cm 

 

오프닝 / 2013 년 5월 22일 수요일 18 시부터 

주 프랑스 한국문화원 
2,	  avenue	  d’Iéna,	  75116	  Paris	  –	  Tel.	  01	  47	  20	  83	  86 

매주 월요일~금요일 (9시 30분~18시) 

단, 매주 목요일은 20시까지, 토요일은 14시~19시 

프랑스 한국문화원(원장 이종수)은 2013 년 5 월 22 일부터 6 월 19 일까지 다큐멘터리 

사진작가인 김경상의 첫 파리 개인전을 개최한다. 2012 년 출간된 작가의 베스트셀러 사진집 

« 한국의 얼 111 선 »에서 전시명을 따온 이번 전시는, 한국의 미를 다채롭게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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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곳에선 누구를 만날 수가 있을지  

아주 높이까지 오르고 싶어	  	  
얼마나 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을지 »  

작가는 « 출발 »이라는 노랫말을 빌어 사진가의 길을 설명한다. 그에게 사진은 여행이자 

모험이며 매일 매일의 일기와도 같다. 전국 방방곡곡은 물론, 온 세계를 돌며 그가 사는 세상의 

기쁘고 슬픈, 또한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들을 카메라에 담는다.  

특히, 이 전시는 작가가 삼십여 년에 걸쳐 우리의 고궁과 사찰, 산과 숲, 민속 마을 등을 돌며 

한국의 미와 그 혼을 고스란히 담아낸 주옥같은 작품들로 구성되었다. 혜인사 팔만대장경이 

있는 가야산, 아리랑의 운율을 타고 넘어가는 듯한 지리산, « 민족의 영산 »으로 불리며 신령한 

기운을 전하는 태백산, 덕이 넘치고 너그러운 모산으로 불리우는 덕유산… 새벽이 밝아오는 

여명 속에 자태를 드러낸 웅장한 산하, 안개 자욱히 물기를 머금은 촉촉한 소나무와 대나무 숲, 

조상 대대로 내려온 전통과 그 숨결을 간직한 고궁과 사찰 등을 통해 작가는 한국의 기상과 

« 조용한 아침의 나라 »의 고결한 아름다움을 표현하였다.  

그의 사진들은 대개 새벽에 촬영되었는데, 이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먼저 잡아 먹는다는 

옛 속담처럼 한국인의 부지런함과 근면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다. 작가의 오랜 

시간에 걸친 작업여정이 설명하듯, « 한국의 얼 » 전시는 이제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사라진 풍경들과 앞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우리의 유형, 무형 문화유산들을 잔잔한 

감동과 함께 선사할 것이다.   

김경상은 다큐멘터리 종교사진 전문 사진작가로서 십여 개의 사진집을 출판한 바 있는데, 

휴머니스트이자 종교적 구원을 통해 세계의 평화를 지향했던 또는 이를 도모하고 있는 이들 

(요한 바오로 2 세, 테레사 수녀, 달라이 라마, 김수환 추기경, 콜베 성인 등)을 다루고 있다. 

작가는 또한 아프리카 우간다, 인도 캘커타, 일본 나가사키현 정신지체병동, 중국 서안의 

한센병원 등 병마와 이데올로기의 대립, 전쟁으로 고통받고 피폐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찍기도 

하였는데, 유니세프와 사랑의 선교회 등 구호단체의 봉사활동 및 다양한 프로젝트에도 

참여하였다. 그의 사진집은 바티칸 교황청, 한국 예술자료원, 국립 중앙도서관, 시드니 

파워하우스 박물관, 뉴욕 국제 사진센터 등에 소장되어 있다. 

큐레이터 전상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