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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6호]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3쪽 

배포일시 2022. 4.8(금) 담당부서 LA한국문화원 전시 

연락처 323-936-3014/tammy@kccla.org 담 당 자 Tammy Cho 

    

429 LA폭동 30주년 한·흑 특별 교류전시 

피닉스 프로젝트: 1992년부터 이어지는 대화 
 

‘피닉스 프로젝트’, 60명의 LA 한·흑 작가가 한자리에 모이다 
 

 
 

  ▶ 전시명 : <Phoenix Project: Continuing the Dialogue from 1992>  

             (피닉스 프로젝트: 1992년부터 이어지는 대화) 

▶ 전시기간 : 2022.4.22(금)-5.20(금)  

▶ 오프닝리셉션 & 축하공연 : 2022.4.22(금) 18:00-21:00 

▶ 아티스트 토크: 2022.5.6(금) 19:0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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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최 : LA한국문화원 (KCCLA), 남가주한인미술가협회 (KAASC),  

                Black Artists in Los Angeles (BAILA) 

▶ 전시문의 : LA한국문화원 323-936-3014 전시담당 Tammy Cho 

▶ 전시장 개장 : 월-금 10:00 –17:00 

▶ 붙임 : 전시 포스터 및 사진자료 등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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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한국문화원(KCCLA/원장 정상원)은 2022년 4.29 30주년을 맞아 한·흑 특별 교류전시 <Phoenix 

Project: Continuing the Dialogue from 1992>를 4.22(금) 18:00 개막식과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5.20(금)까지 LA한국문화원 2층 아트갤러리에서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남가주한인미술가협회 

(KAASC/회장 양민숙), Black Artists in Los Angeles (BAILA/회장 Lili Bernard)와 함께 진행한다. 

 

올해는 4.29 LA폭동이 발생한지 30년이 되는 해이다. 당원(KCCLA)은 남가주한인미술가협회(KAASC)와 

흑인예술단체인 블랙 아티스트 인 LA(BAILA)와 함께 남가주지역 영향력 있는 한인작가와 흑인작가 

60명을 초청하고 이번 전시를 1년 동안 준비했다.  

 

우선 한인작가/흑인작가 30명은 4.29를 주제로 유화 작품을 비롯하여, 드로잉, 사진, Mixed Media, 

설치작품 등 개성이 강한 다양한 작품 30점을 선보인다. 또한, 한인작가 15명과 흑인작가 15명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문화원에서 제공한 30개의 10X10 inch 캔버스로 작업한 콜라보 모자이크(Mosaic) 

작품도 이번 전시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LA한국문화원 정상원 문화원장은 "이번 특별 전시는 1992년 4월 29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일어난 

불행했던 사건과 관련하여 한국계와 아프리카계 미국인 예술가들의 대화를 지속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992년 이후 지난 30년이라는 세월을 돌아보고, 예술을 매개체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나누고, 인정함으로써 치유와 화합을 이루고, 더 나아가 커뮤니티 간에 조화와 균형을 통해 더 나은 LA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 라고 밝혔다. 

 

4.22(금) 18:00-21:00 특별전 개막식에는 한·흑 공연가들이 함께하는 축하공연도 이어진다. 한국측 

서연운 판소리 공연가와 박춘희 공연가의 북반주, 래퍼 H.E.Z.Y 의 랩(Rap) 공연과 특별합동공연도 

펼쳐진다. 또한, 전시기간인 5.6(금) 19:00-21:00에는 이번 전시의 참여 작가들과 함께하는 “아티스트 

토크” 행사도 진행된다. 

 

더 자세한 문의는 LA한국문화원 전시 담당 태미 조 323-936-3014로 연락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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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참여작가 (총60명) 

Moses X. Ball / April Banks / Chelle Barbour / Sharon Barnes / Lili Bernard / Mark Broyard /  

Steven J. Brooks / Yrneh Gabon / Lavialle Campbell / 장제인(Jane Chang) /  

장사한(Jason Sahan Chang) / 조현숙(Hyunsook Cho) / 조민(Min Cho) / 최윤정(Yun J. Choi) / 

Kenturah Davis / Adrienne DeVine / Ingrid Elburg / Isaiah Ferguson / Mark Steven Greenfield / 

한옥가(Okka Han) / Zeal Harris / 홍한나(Han Na Hong (H.RED)) / Marlon Ivory /  

데이비드 장(David B. Jang) / 전미영(Miyoung Jeon) / 정은실(Eunsil Jeoung) / 정인옥(In-ok Jeong) / 

Buena Johnson / 주선희(Sunhee Joo) / Jessi Jumanji / 전종무(Jongmoo Jun) / 김진실(Jinsil Kim) / 

김소문(Somoon Kim) / 김성일(Sungil Kim)/ 박윤정(Yoonchung Park Kim) / 김영식(Yong Sik Kim) / 

이정미(Chungmee Lee )/ 이나경(Nakyung Lee) / 이승규(Robert Lee) / 이상훈(Sam Sanghoon Lee) / 

Talita Long / Michael Massenburg / Rosalind McGary / Rosalyn Myles / Dominique Moody / 

남궁경(Kyoung Namkung) / 오지영(Ji Oh) / 미쉘 오(Michelle Oh) / 백혜란(Hairan Paik) / 

박혜숙(Heysook Park) / 박지현(Swan Park) / Duane Paul / Amber Perry / Alison Saar / Toni Scott / 

애스터 심(Esther Shim) / Lisa Diane Wedgeworth / Wendell Wiggins / Stanley C. Wilson / 

양민숙(Vincent Minsook Yang) 

 

개막식 공연가 

서연운 (판소리, 미주한국판소리협회 회장) 

박춘희 (북반주,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 18호 진도북놀이 지도자) 

H.E.Z.Y (aka Elias Ferguson, 래퍼 & 배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