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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모

서울시, 13～23일 개발도상국 시민 일상 담은 50여점‘인권사진전’

- 5월13일~23일, 서울시 시민청 지하1층 시민플라자에서 인권 사진전 개최
- 일상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의 모습을 담은 사진 전시
- 5월13일 오전 11시 부터 ‘작가와의 만남’을 통한 작품 설명
- 시민 누구나 무료관람, 작품이 담긴 엽서 등 제공
□ 서울시는 5월 13일(월)부터 5월 23일(목)까지 11일간 시민청
지하1층 시민플라자에서 인권문화행사인 인권사진전 ‘사람+사람에
들다’를 개최한다.
□ 서울시는 2013년부터 해마다 꾸준히 인권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그간 인권문화행사는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을 전후로
개최되었으나, 올해는 시민들에게 인권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12월뿐만 아니라 5월에도 인권문화행사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 이번 사진전에서는 사람을 우선 시 하면서 인간의 존엄적인 가치를
사진에 담아내는 임종진 작가의 작품 50여점이 전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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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 작품은 네팔, 르완다, 캄보디아 등 개발도상국으로 불리는 8개
국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소소한 일상을 6개 주제별로 편견없이
담아냈다.
□ 사진을 감상하는 시민들은 비록 물질적으로 풍요하지는 않지만
일상의 삶 속에 녹아있는 사람들의 희망의 눈빛과 밝고 순수한
웃음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 또한, 전시된 사진 속의 행복한 ‘사람’의 모습, 우리의 과거와 닮은
듯한 모습을 통해 이주민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 시선을 바로
잡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누구나 사진전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관람 시간은 5월 13일(월)
오전 9시부터 5월 23일(목) 오후 2시까지이다. 5월 13일(월) 오전
11시 부터는 임종진 작가의 작품설명, 관객과 대화의 시간이 마련
되어 있으며, 관람객에게는 전시 작품이 담긴 엽서 등이 제공된다.
□ 이철희 서울시 인권담당관은 “천만 시민의 도시 서울은 다양성이
공존하며 대부분의 시민들은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번 사진전에
전시되는 작품에는 물질적 풍요보다 삶 속에서 여유와 행복을
느끼는 모습이 담겨있고, 그 모습은 과거의 우리를 보는 듯한
느낌을 준다.”며, “이번 사진전이 바쁜 삶 속에서 여유를 가지고
우리를 다시 돌아볼 수 있게 하고, 이주민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바로잡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붙임 : 인권사진전 ‘사람+사람에 들다’ 주요 작품 모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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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인권 사진전 ‘사람+사람에 들다’ 주요 작품 모음
◆ 주요 작품

삶을 품은 시선 - 르완다

미래를 품은 시선 - 티베트

풍경을 품은 시선 - 캄보디아

마음을 품은 시선 - 이라크

세월을 품은 시선 - 인도네시아

웃음을 품은 시선 - 캄보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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