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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ravel 케이채의_여행

사진작가 케이채는 10년 넘게 80개국이 넘는 나라들을 혼자 여행하며
사진으로 담아왔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과거는 사라지며 어느덧
미래만이 남는다. 우리 시대의 모습이 사라지기 전에 사진에 담아내고
싶다. 아직 보지 않은 것을 보고 담지 않을 것을 담고 싶다. 그런 욕심에서
처음 시작된 2009년의 여정이 10년을 넘어 2019년까지 이어지고 있다.
유럽이나 북미등 서구권은 물론 한국인들에겐 아직 낯선 중남미와
아프리카, 중동 깊은 곳까지 오직 카메라만을 벗삼아 방랑하며 기상천외한아프리카, 중동 깊은 곳까지 오직 카메라만을 벗삼아 방랑하며 기상천외한
모험을 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의 다양한 문화와 종교와 역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글과 강연등을 통해 그가 보고 겪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한국 밖의 세상에 대해 퍼져있는 많은 오해를 풀어주는 역할을
자임하기도 했다. 지역적으론 각기 다르지만 결국 인간의 삶이라는 하나의
동질성을 지니는 인류의 눈부신 순간들을 자신만의 시선 아래 모아두고자, 
그는 이 긴 여행을 아직 멈출 생각이 없다.

그림으로 오인받는 컬러풀한 사진은 그의 트레이드마크로, 혹자는 사진이 아니다



on PHOTOGRAPHY 케이채의_사진

그림으로 오인받을만큼 컬러풀한 사진은 케이채 사진의 트레이드마크로,
혹자는 사진이 아니라고 부정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는 사진은 진짜를
담는다는 의견에 반대한다. 사진이란 있는 그대로를 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말한다. 컬러풀한 헤어와 복장으로 유명한
케이채의 모습은 그의 사진이 만들어진 무엇이 아닌 그 사진을 찍은
사진가를 그대로 드러내보일 뿐이라는 것을 증거해준다.

많은 매체가 그를 일컬어 여행 사진가라고 부르지만 이 또한 그는 공감많은 매체가 그를 일컬어 여행 사진가라고 부르지만 이 또한 그는 공감
하지않는다. 가장 큰 이유는 그의 사진에는 어떠한 연출도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자신을 거리 사진가라고 생각하는 그는 단지 원하는 장면을 얻기
위해서 순간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포즈를 주문하지도 않는다. 아주 짧은
삶의 마법을 사진으로 담기 위해 많은 실패가 있지만, 그 실패들이야말로
케이채가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다. 



on LIFE 케이채의_인생

1979년생. 1994년, 16살에 처음으로 비행기를 탔다. 부모님을 따라
중남미 온두라스라는 나라로 가면서부터 역마살은 시작되었다. 18살에
뉴욕으로 건너와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롱아일랜드 유니버시티에 입학
했다. 처음엔 음악이 하고 싶었지만 재능이 없었고, 무전공으로 들어와
미술을 시도했지만 그림도 못그렸다. 우연히 듣게된 흑백사진 수업에
매료되어 사진을 전공하게 되었다. 하지만 2년만에 휴학을 했고, 한국에
돌아와 군대도 다녀오고 가수도 시도하는등 5년을 방황했다. 2005년에돌아와 군대도 다녀오고 가수도 시도하는등 5년을 방황했다. 2005년에
뉴욕으로 돌아와 복학을 해서 장학생으로 졸업을 하고, 졸업후에는 서울의
광고회사에 취직한다. 면접을 보는데 피디 자리가 남는다고 해서 2년 동안
광고PD로 일하며 다양한 TV광고 제작에 참여했다. 하지만 사진가로 살고
싶다는 부적절한 욕망이 갈수록 커졌고, 2009년에 결국 퇴사를 하고
본격적으로 세상을 방랑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오늘까지도 그 방랑은
현재진행형이다.



COMMERCIAL WORKS 상업 작업
2019 - 2016
-그린피스(Greenpeace) ‘플라스틱 맵핑’ 다큐멘트
-SEM네크워크 ‘엄마의 작은 노래’ 스틸 촬영
-에릭남 콘서트 ‘I Color U’ 촬영
-가수 주윤하 프로모션 이미지 촬영
-바르셀로나 축제 라 메르세 인간 탑 쌓기 촬영-바르셀로나 축제 라 메르세 인간 탑 쌓기 촬영
-마마스건 내한공연 촬영
-카카오 ‘피플앤카카오’ 프로젝트 촬영
-듀오 ‘이유영’ 인쇄 광고 촬영
-핀란드 관광청 ‘Polar Night Magic’ 촬영

2015-2011
-네이버 ‘한글 간판 프로젝트’ 촬영
-소니 4k 쇼트 스로우 프로젝터 뉴욕 런칭쇼 참여 아티스트-소니 4k 쇼트 스로우 프로젝터 뉴욕 런칭쇼 참여 아티스트
-다큐멘터리 ‘안녕 오케스트라’ 연말 공연 촬영
-KDI 국제 유아정책 포럼 촬영
-정식품 2014년 캘린더 제작
-루헨스 정수기 ‘송중기’ 인쇄 광고 촬영
-BMW 인터내셔널 골프대회 스틸 촬영
-현대카드 ‘드림실현 프로젝트’ 촬영
-스니저 퍼레이드 패션쇼 촬영-스니저 퍼레이드 패션쇼 촬영
-월간 캠퍼스 라이프 표지모델 촬영
-푸디토리움 ‘New Sound Set’ 공연 및 라이브 앨범 이미지 촬영
-TVN ‘더 로맨틱’ 스틸 촬영
-여행 가이드북 Secret New York 표지 사진
-텐시 러브 음반 자켓 촬영



FEATURES 신문연재_잡지피쳐_에디토리얼

-월간 아트래블 (2016-2018)
-VDCM 라이카 M10 리뷰 (2017)
-어라운드 매거진 라이카편(2017)
-월간 에세이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 ‘축제는 함께’ (2017)
-매일경제 ‘케이채의 포토 트래블’ 연재(2017)
-월간 스타일H ‘겨울의 내밀한 표정과 마주하는 곳’(2016)-월간 스타일H ‘겨울의 내밀한 표정과 마주하는 곳’(2016)
-월간 애비뉴엘 ‘데스티네이션’ 쿠바, 스리랑카, 미얀마 등(2016)
-조선일보 ‘케이채의 지구조각’ 연재 (2015-2016)
-하이원 리조트 HIgh ‘자연이 허락한 찰나의 여유’(2013)
-월간 알루어 ‘남쪽의 꽃’ (2012)
-LS네트워크 보보담 ‘쿠바’(2011)
-월간 바앤다이닝 ‘트리니다드’ (2011)
  
LECTURES 강연_강의

-인천 문화재단 ‘다생다여 : 60일간의 세계일주’ (2019)
-반도카메라 X1D 아카데미 (2018)
-경영자 독서모임 MBS ‘아프리카 더 컬러풀’ (2018)
-서점 리스본 ‘말이 필요없는 사진’ 북토크 (2018)
-서울 사진 축제 워크샵 ‘지구별 방랑 사진가’ (2017)
-국제 관광 박람회 트래블쇼 (2017)-국제 관광 박람회 트래블쇼 (2017)
-월드컬처오픈 ‘Photography And The Art of Life’ (2015)
-한화 ‘한화와 함께하는 오케스트라 캠프’ (2014)
-BMW 모토라이드 ‘라이카 포토 클래스’ (2013)
-C!TALK 4인4색 지구별 여행자 (2013)
-백석 고등학교 사진부 특강 (2013)





MEDIA APPEARANCES 방송_라디오_출연

-EBS FM 세계 음악 기행 (2019)
-EBS FM Seoulscape (2018)
-핀란드 관광청 Polar Night Magic 캠페인 (2016)
-아리랑TV ‘The Innerview’ (2015)
-MBC 에브리원 ‘Take 511’ (2014)
-OBS 으랏차차 7시 (2014)-OBS 으랏차차 7시 (2014)
-SBS 켤쳐클럽 (2014)
-아리랑 라디오 Travel Bug (2014)
-아리랑 라디오 Catch The Wave 고정 출연 (2014)

EXHIBITIONS 개인전

-The South (갤러리 밈, 2018)
-wework & wander (위워크 을지로, 2017)
-아프리카 더 컬러풀 (라이카 갤러리, 2014)-아프리카 더 컬러풀 (라이카 갤러리, 2014)
-마음의 렌즈로 세상을 찍다 (사진위주 류가헌, 2013)
-지구 조각 (가회 갤러리, 2011)

저서

-말이 필요없는 사진 (2018)
-아프리카 더 컬러풀 (2014)
-마음의 렌즈로 세상을 찍다 (2013)
-지구조각 리스본/쿠바/씨엠립 (2011)



PUBLICATIONS 출간

-말이 필요 없는 사진 (2018)
-아프리카 더 컬러풀 (2014)
-마음의 렌즈로 세상을 찍다 (2013)
-지구 조각 리스본/아바나/씨엠립 (2011)



contact 케이채와_일해요

Mobile: 010-5114-1979
Email: k.chae@icloud.com
Web: kchae.com
instagram/twitter : @kchae

상업 촬영,
강연 혹은 강의,
원고 청탁은 물론,
사진으로 할 수 있는
재미있는 일이 있다면
언제라도 연락을
기다립니다.기다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