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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한국문화원(원장 김낙중)은 1984년 LA올림픽 기념재단인 LA84 Foundation(회장 Renata 

Simril)과 함께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기원을 염원하는 특별행사를 마련한다. 

 

오는 9일(금) 오후 5시에 LA84 Foundation에서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기념 특별 축하 

행사에는 김완중 총영사를 비롯하여, Herb J. Wesson (LA시의장), 1988년 서울올림픽 태권도 금

메달리스트이자 현 2028 LA올림픽 자문위원인 지미 김(Jimmy Kim)씨, 전 대한민국 국가대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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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선수 출신인 성민(2000년, 2004년, 2008년 올림픽 참가)씨, 고 조오련씨의 아들 조성모(2000년, 

2004년 올림픽 참가)씨 등 남가주에 거주하고 있는 전직 미국과 한국 출신의 올림픽/패럴림픽 

선수 및 LA지역 체육 관계자 등 약 200명이 참석한다. 

 

이번 행사에서 LA한국문화원은 평창동계올림픽 홍보부스(가상 현실(Virtual Reality) 체험존, 평창 

대회 마스코트인 '수호랑'과 '반다비'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 등)를 운영하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기원 및 한식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세계인이 좋아하는 한식 10선’을 주제로 

대표 한식메뉴 10선 소개 및 시식 행사를 진행한다. 또한, 소프라노 신선미씨와 Los Angeles 

Young Players가 함께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성화봉송 슬로건인 ‘모두를 빛나게 하는 불꽃’의 의

미와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성화봉송 주제가 <Let Everyone Shine>을 부를 예정이며, 한

국음악무용예술단(단장 김동석)의 거문고 연주와 삼고무 연주도 함께 준비된다. 

 

김낙중 LA한국문화원장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맞추어 LA84 Foundation과 같이 개최하

는 이번 행사는 미주류사회와 한인동포사회가 함께 평창 동계올림픽 축제를 즐기며, 미국과 대

한민국 대표선수들에게 격려와 성원을 보내는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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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 사 명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기념 특별 축하 행사 

▶ 일    시 : 2018.2.9(금), 5:00pm-9:30pm  

▶ 장    소 : LA84 Foundation(2141 W Adams Blvd, Los Angeles, CA 90018) 

▶ 참여기관 : LA 한국문화원, 한국관광공사 LA 지사, 국제교류제단 LA 사무소 

▶ 문    의 : LA 한국문화원 체육담당 노승환 323-936-3025    

▶ 프로그램 순서    

   1. 17:00-19:00 사전 환담 (평창 한식 10선 소개 및 시식회) 

   2. 19:00-19:30  

      가. Ms. Renata Simril(LA84 Foundation 회장) 환영사 

      나. 미국국가 및 한국국가 (Los Angeles Young Players) 

      다. 김완중 LA총영사 축사 

      라. Herb J. Wesson LA시의장 축사 

      마. 소프라노 신선미 & Los Angeles Young Players 공연 

      바. 한국음악무용예술단 거문고 & 삼고무 공연 

   3. 19:30-21:30 기념 촬영 및 환담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