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레인 빌딩의 중요성을 표현하기 위해 필라델피아 차이나타운 개발공사, 벽화예술 

필라델피아,  PHDC 는 4 명의 아시아계 예술가들에게 새 건물 내 · 외부에 벽화를 만들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작품의 주제는 “미래를 지탱하는 과거 ”가 될 것입니다.

이 예술가들은 차이나타운 커뮤니티와 연결된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여러분의 역사와 아이디어, 이야기,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저희가 예술작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도록 도와주세요. 이 과정에서 나중에 야외 벽화를 그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필라델피아에 있는 모든 아시아계 미국인들, 특히 차이나타운 

커뮤니티가 대화에 참여하도록 초대됩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예술가들이 대중을 초청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 브레인스토밍 세션

- 가족들, 친구들과 함께 비디오 녹화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워크샵

- 페인팅 워크샵

Covid-19으로 인해 인터뷰와 워크샵의 대부분은 온라인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는

Zoom, WeChat, Facebook, Instagram, FaceTime, 그리고 다른 플랫폼들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탐색하고자 하는 몇가지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이나타운의 역사

- 미국과 필라델피아에서 겪는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경험

- 미국에 온 이민자들의 경험

- 미국에서 태어난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경험

- 미래에 대한 소망

- 출신 국가와의 관계

- 역사적 차이나타운 필리가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최근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지역사회와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 (예를 들어, 사우스 필리의 베트남

 공동체)

이 중요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으세요? 

차이나타운 크레인 벽화팀 chinatowncranemural@gmail.com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기 위해 아시아계 차이나타운 업체들로부터 프로젝트 

참가자들에게 상품권을 드립니다 (물품이 지속되는 대로).

This project is being supported by Mural Arts Philadelphia, the Philadelphia Chinatown Development Corporation, and the 
Philadelphia Redevelopment Authority's Percent for Art Program.

차이나타운은 필라델피아에서 아시아인들의 삶과 
문화를 위한 중요한 중심지입니다. 수년동안, 

즐거움, 주거, 사회적 서비스의 필요성이 모두 
기존의 커뮤니티보다 더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차이나타운 
개발공사는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이러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다목적 커뮤니티 센터를 위한 
대규모의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10 번가에 위치한 크레인 차이나타운 빌딩 (Crane 
Chinatown Building) 과 바인 스트리트 Vine Streets) 
는 다음을 제공하는 복합 사용 센터입니다- Program 
Keluarga.
- 가족 프로그램
- 청소년과 노인 프로그램 
- 교육, 건강 서비스
- 사회, 오락, 문 화 행사
- 주택
- 영업공간

이 건물은 지역사회의 수준을 발전시켰으며, 차이나타운 
커뮤니티가 바인 스트리트 (Vine Street) 북쪽을 
확장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어 갈 
곳을 찾는 은퇴자, 거주지를 찾는 신규 이민자, 센터시티 
직장인 등을 위한 양질의 주거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수십 년간의 계획 끝에, 크레인 빌딩은 이 지역의 최근 
재개발과 고급 주택지화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레인 차이나타운은 힘과 
활력을 상징하는 지역사회의 새로운 심장부입니다.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는 이곳 을 클릭해주세요.

이 웹 사이트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프로젝트가 
진행됨에 따라 더 많은 정보를 추가할 것입니다.

프로젝트에
관하여

크레인 빌딩의 공공 미술 “미래를 지탱하는 과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