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Source Date
오하이오州 폭풍前夜 중앙일보 28-Jul-89
現金인출 20代 한인女性 복면强盜에 7만弗 털려 중앙일보 12-Aug-89
黑白갈등 갈수록 심화 중앙일보 23-Sep-89
한인스왑밋서 흑인들 시위 한국일보 21-Nov-89
한인 학생들 누명쓸뻔 한국일보 08-Dec-89
<사진>성탄절을 맞아 한인들이 불우한 흑인주민들에게 선물을 제공  한국일보 27-Dec-89
白人에 부적합한 완충역  韓人이 맡아 속죄양되고 한국일보 27-Dec-89
Racial Slur Taunts Asians, Not 49ers 한국일보 27-Jan-90
애틀란타 한•흑갈등 표출 중앙일보 05-Feb-90
뉴욕 한·흑분규 악화 중앙일보 12-Feb-90
한인도 인종편견 크다 중앙일보 05-Mar-90
글렌데일 한인교회 혐오범죄 피해 중앙일보 12-Mar-90
흑인주민과 잦은 마찰 한인업소 폐쇄명령 한국일보 14-Mar-90
韓·黑 갈등다룬 "나는 편견을..." 상영 한국일보 30-Mar-90
잔돈시비 발단 한인청과상 흑인 불매시위 생선-튀김가게로 확산 한국일보 08-Apr-90
이홍표君 유가족에 99만弗 보상 한국일보 15-Apr-90
카운티서 왜 99만 9천弗 보상했나 한국일보 18-Apr-90
억울한 죽음 풀어 주었을뿐 중앙일보 19-Apr-90
킹스왑밋 경비원 示威중 안전공백 틈타 黑人들 난입-행패 한국일보 20-Apr-90
한•흑분규 뉴욕시 개입 중앙일보 28-Apr-90
브레슬린暴言 美정치문제 조짐 한국일보 10-May-90
뉴욕 韓·黑人 분쟁 타결국면 한국일보 13-May-90
흑인들 뉴욕청과상 불매운동 찬물 – 示威중지명령 한국일보 13-May-90
불똥튈까 걱정 한국일보 15-May-90
亡國病 인종차별 白人이 부채질 한국일보 15-May-90
처치 에베뉴 사태일지 한국일보 15-May-90
브레슬린은 정말 몰핀이 필요하다 한국일보 16-May-90
한국정부 유감표명 한국일보 16-May-90
블랙 흑인 호칭 아프리칸-아메리칸으로 한국일보 16-May-90
브루클린 청과상에 다시 黑人 발길 한국일보 16-May-90
딘킨스 시장 중재나서 한국일보 16-May-90
<水曜칼럼>韓人상점과 黑人데모대 한국일보 16-May-90
브루클린 韓黑분쟁  불친절이 起爆 한국일보 18-May-90
인종차별의 벽앞에 서서<茶를 마시며> 한국일보 20-May-90
<사진>처치 프루츠 마킷의 박경호씨 한국일보 22-May-90
청과商사태 다시 惡化 3백명 격렬 시위 한국일보 22-May-90
現場을 가다.." 저 商店이 문닫을때까지..." 외쳐 한국일보 22-May-90
人種갈등 한인들 점차 孤立 한국일보 23-May-90
KT_1990_05_23_01 한국일보 23-May-90
한인비즈니스에는 융자도 잘해주고... 오해 한국일보 23-May-90
장사 뒤지는 黑 人들 한국일보 23-May-90
韓·黑갈등의 전말, 주저앉으면 모두 죽는다 한국일보 23-May-90
反편협 연합의 날 선포 한국일보 23-May-90
브루클린 한인 청과상 事件일지 한국일보 23-May-90
(사진) 한국일보 23-May-90
고객은 王이지만 해도 너무해 한국일보 24-May-90



黑人村의 한인들, 속터지지만 어쩌랴 한국일보 24-May-90
브루클린사태 강건너 불 아니다 한국일보 25-May-90
뉴욕 韓黑인종분규 당사자 장봉재씨 한국일보 25-May-90
뉴욕한인 청과상에 교포성금 쇄도 한국일보 25-May-90
黑人눈에 비친 한인들 한국일보 25-May-90
사회학자들의 진단, 갈등의 씨앗은 역시 白人 한국일보 26-May-90
한인업소 收入源 멕시칸,黑人이다 한국일보 26-May-90
공격허점많고 방어약한 희생양 한국일보 26-May-90
미국사회의 시각, 인종갈등 사라질 날은 오는가 한국일보 31-May-90
<특별기고>색안경벗고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자 한국일보 13-Jun-90
잉글우드엔 韓黑갈등 없다 한국일보 20-Jun-90
한인被殺 8명 事故死 28명 한국일보 22-Jun-90
흑인어린이 3분의 1, 편부·편모와 산다 한국일보 17-Jul-90
인종폭동 再發우려된다(上) 한국일보 17-Jul-90
인종폭동 再發 우려된다(下) 한국일보 18-Jul-90
한인청과상 문닫는다면 黑人사회 남는건 빈가게뿐 한국일보 18-Jul-90
韓黑 학생에 장학금 한국일보 20-Jul-90
흑인사냥감 되고 싶지 않다 한국일보 16-Aug-90
한인비방 괴문서 흑인가정 나돌아 중앙일보 17-Aug-90
뉴욕교포상가 최대위기 중앙일보 18-Aug-90
<인터뷰>한·흑분규 피해자 「레드애플」 장봉재씨 중앙일보 18-Aug-90
한인김치공장 피습 중앙일보 18-Aug-90
맨해턴 韓人상가 흑인난동 한국일보 19-Aug-90
KT_1990_08_19_02 한국일보 19-Aug-90
래드애플 한인 흑인들이 暴行 한국일보 23-Aug-90
한·흑합작 저소득아파트 설립 한국일보 24-Aug-90
뉴욕, 처치애비뉴 한·흑분규사태, 드디어 폭력으로 비화 한국일보 25-Aug-90
한흑분규 상호이해로 풀어야 중앙일보 28-Aug-90
88년 31명 비해 2배로 급증-카운티 검시소 통계 한국일보 20-Sep-90
뉴욕韓人 1만여명 靑果商보이콧 규탄 한국일보 20-Sep-90
청과상 시위, 5명을 체포 한국일보 22-Sep-90
인종편견 한인피격 한국일보 22-Sep-90
韓·黑 갈등 조정·해결, 常設 기구 발족 한국일보 05-Oct-90
兩 커뮤니티 대학생에 장학금 전달 한국일보 06-Oct-90
잉글우드시 한인주유소 상대  黑人들 시위조짐 한국일보 06-Oct-90
韓·黑 마음을 열자 한국일보 13-Oct-90
청소년들에도 인종갈등 만연 중앙일보 19-Oct-90
억울한 누명 벗고난다음 경찰상대 소송 제기할터 한국일보 01-Nov-90
한•흑분규사태 확산조짐 중앙일보 10-Nov-90
사랑으로 갈등풀자, 잉글우드시초청 한흑합동 조찬기도회 중앙일보 03-Dec-90
40代 리커주인 被殺 한국일보 07-Dec-90
Community morns death of a dream 한국일보 19-Dec-90
강력범죄 시달려온 한인들에 한가닥 위로 한국일보 20-Dec-90
교포은행 예금고 10억불 돌파 중앙일보 03-Jan-91
작년 살인사건 사망자 사상최고 중앙일보 03-Jan-91
한인 이사오자마자 반달리즘 피해계속 한국일보 09-Feb-91
Growing Up: surviving the racism of middle school years 한국일보 20-Feb-91



뉴욕퀸즈소재, C-타운 마킷 50여주민 항의 소동 한국일보 25-Feb-91
불우 黑人에 식품전달 한국일보 26-Feb-91

불우 흑인청소년 선도사업에 써달라... 한인여성 1백만불 건물희사 중앙일보
01-Mar-91

韓-黑마찰 새불씨 안되게 대처를 한국일보 18-Mar-91
수세 몰리던 여주인이 호신용 총으로 사살 중앙일보 18-Mar-91
10代 흑인 소녀 마킷서 금전요구 주먹질 – 한인女主人이 총쏴 사망 한국일보 18-Mar-91
한인 여주인 총격은 우발사고 중앙일보 19-Mar-91
한•흑 마찰로 안번지게 공동대처 키로 중앙일보 20-Mar-91
경찰 비디오 분석, 뒤돌아 서는 순간 총격, 두순자여인 가족, 주스병  한국일보 20-Mar-91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중앙일보 21-Mar-91
한-흑 지도자들 공동성명 전문 한국일보 21-Mar-91
강도·파괴 對 손님멸시, 끊임없는 갈등 응어리 한국일보 21-Mar-91
코리안 고홈, 번지는 백색의 반감 한국일보 22-Mar-91
사우스LA 한인리커 黑人들 보복행패 한국일보 22-Mar-91
두氏마킷앞서 시위 한국일보 22-Mar-91
<社說>韓-黑 커뮤니티의 시련 한국일보 22-Mar-91
<사진>흑인거주지역인 왓츠지역에 자리잡고 있는 한인경영 왓츠마         한국일보 24-Mar-91
흑인 1백여명 한인가게 앞서 병 던지며 과격시위 한국일보 24-Mar-91
브래들리시장 중재나서 한국일보 24-Mar-91
한인마킷총격사건후 우려목소리 높아 치유책 찾아야 한국일보 27-Mar-91
과속뒷차에 접촉사고 피해 한인여인 매맞고 체포돼 한국일보 29-Mar-91
경찰편파搜査에 분노의 陳述 한국일보 30-Mar-91
대다수 黑人들 갈등확대 不願 한국일보 30-Mar-91
黑人지역에서의 韓人비즈니스 한국일보 30-Mar-91
한인단체들 眞相규명요구 한국일보 31-Mar-91
한인 편파수사관련 월셔署長 해명 한국일보 31-Mar-91
경찰믿다 당하는 한인 많다 한국일보 03-Apr-91
할린즈양 피살사건 韓黑이해부족탓 한국일보 05-Apr-91
당하는  韓人에겐 과연 문제없나 한국일보 06-Apr-91
유씨 事件 이송 한국일보 06-Apr-91
유순자-민용식씨 폭행혐의 기각될듯 한국일보 07-Apr-91
韓黑 갈등 치유 상호이해밖에 없다 한국일보 09-Apr-91
한인이민자들의 희생정신 부각 한국일보 12-Apr-91
두여인 보석 반대 흑인시위 한국일보 15-Apr-91
<특별기고>한·흑갈등... 승자도 패자도 없고 있어서도 안된다 한국일보 16-Apr-91
韓-黑  상인 30명 단체 결성 한국일보 16-Apr-91
韓-黑갈등 서로 理解부족서 비롯-來韓한 브래들리 LA市長 한국일보 20-Apr-91
韓黑연합감리교 協 발족 한국일보 23-Apr-91
1천만불 손해배상 소송 중앙일보 27-Apr-91
피살 할린즈양 친척들 1천만弗 배상요구 한국일보 27-Apr-91
유순자씨 사건 수사과정 부하잘못없다 두둔 한국일보 27-Apr-91
대낮 은행앞서 한인구타·현금강탈 목격 한인들 흑인강도 체포 한국일보 27-Apr-91
유순자씨사건 출동경찰관, 직무수행 정당했다 한국일보 01-May-91
흑백갈등을 표밭으로.. 워싱턴정치꾼들의 새 인종정치 한국일보 02-May-91
두여인 무죄 주장 중앙일보 03-May-91
LAPD 경찰폭력엔 "딴청" 중앙일보 07-May-91



아시아계 갱 급증 점차 사회 문제화 중앙일보 07-May-91
가해자부모에 손해배상 소송고려 한국일보 13-May-91
LA 한인 14만5천 한국일보 14-May-91
흑인취업 백인보다 3배힘든다" 한국일보 16-May-91
韓-히스패닉갈등도 대비하자, 인구급증 충돌가능 높아져 한국일보 16-May-91
흑인단체 과격시위 한•흑긴장 다시고조 중앙일보 16-May-91
할린즈양 두씨구타 한국일보 17-May-91
경찰측 일방적 事件해석 저의는 한국일보 17-May-91
심야 은행현금인출기앞 권총강도 40대 한인여성 중상 한국일보 18-May-91
처치애비뉴사태 인종분규 모델케이스 부각 한-흑갈등 해소 추진 한국일보 20-May-91
유대계신문 흑인소녀피살관련 보도 "한흑갈등 근원은 유대인" 한국일보 21-May-91
미니마킷 유정수씨-흑인강도 총격戰 현장비디오 공개 한국일보 23-May-91
두씨 배심원공판 가능높아 한국일보 23-May-91
한인회-교민회 "엠파이어마킷사건 진화" 대책회의 한국일보 23-May-91
<사진>점포 2개가 비어있는 아드모어와 올림픽가 코너의 올림픽 샤한국일보 24-May-91
소수계 직장차별 소송문턱 높다 중앙일보 24-May-91
레드애플 청과상 팔렸다 중앙일보 03-Jun-91
한인리커서 흑인강도 또 피살 중앙일보 06-Jun-91
리커한인 살해범 체포 중앙일보 07-Jun-91
미국언론서 한흑갈등 부채질 중앙일보 07-Jun-91
미국내 韓人 798,849명 한국일보 12-Jun-91
남가주 한인소유마켓 리커스토어 총 3천3백29개 한국일보 13-Jun-91
잇단 흑인강도 피살보도 흑인신문 "韓黑갈등 더 부채질" 한국일보 15-Jun-91
공립학교 인종갈등 따른 폭력심화 중앙일보 15-Jun-91
흑인지역 부동산 "구매발길" 뜍 중앙일보 15-Jun-91
흑인 커뮤니티 또 술렁 중앙일보 15-Jun-91
미가구 57% 집살능력 없다 중앙일보 15-Jun-91
韓-黑 현안 60일내 조사-보고 한국일보 16-Jun-91
한글홍보물 난무 한국일보 17-Jun-91
한인업소들어온 4인조 무장강도 "이웃사랑"白人도움 모두 체포 한국일보 17-Jun-91
존스마킷 앞서 흑인시위 한국일보 18-Jun-91
존스마킷에 화염병 던져 중앙일보 19-Jun-91
한인들 근면성 타의 모범 한국일보 19-Jun-91
<수요칼럼>90년대의 "뉴매카시즘" 한국일보 19-Jun-91
유정수씨, 흑인강도 사살사건 “한인은 봉” 불식계기 한국일보 19-Jun-91
한인마킷에 화염병 투척 한국일보 19-Jun-91
존스마킷 흑인 보이콧 파급우려 한국일보 19-Jun-91
흑인-히스패닉 파워싸움 치열 한국일보 19-Jun-91
<사진>존스마킷에 화염병 3개가 투척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출동한      한국일보 19-Jun-91
한인경찰들 LAPD제소 - "채용-승진서 인종차별 받고있다" 중앙일보 20-Jun-91
흑인학생 37명에 장학금 한국일보 20-Jun-91
내 삶터.. 불의와 싸워 끝까지 지키겠다 중앙일보 21-Jun-91
아테시아한인약국 백인강도 한국일보 21-Jun-91
졸업 3주 앞두고 퇴학처분 한인학생탄원 극적 졸업 한국일보 21-Jun-91
「킹사건」파급 인종갈등 해소모색 경찰·소수계委 구성 한국일보 24-Jun-91
한흑인권위 김양일의장 한국일보 24-Jun-91
패럴市의원 흑인자성 촉구 "한인 역사-문화 이해하자" 한국일보 24-Jun-91



「국민회관앞」 제퍼슨-밸리뷰 네거리 「안창호스퀘어」 命名 한국일보 27-Jun-91
한인 被殺 8명 事故死 28명 한국일보 28-Jun-91
동양계 절반재학 "위트니高 폐쇄" 거론 아시안단체 "인종차별" 
반발 한국일보

28-Jun-91

<사진>「변동사회의 갈등구조」를 주제로 태평양평화연구소가 29일   한국일보 02-Jul-91
해산 「국민회」 분실 유물 찾자 한국일보 02-Jul-91
까다로운 법규-벙죄 골치, 식품상協 「한인업주 비즈니스 고민」 3백  한국일보 03-Jul-91
<사진>박태삼씨의 부인 박금옥씨와 아들 박민군이 순찰나온 경찰과   한국일보 03-Jul-91
한인은행 지속 성장세 한국일보 03-Jul-91
한인마킷 잇단 강도 한국일보 03-Jul-91
박태삼씨 돕기 모금창구 KYC로 단일화 한국일보 10-Jul-91
한인리커주인 가난한 흑인종업원장례 주선, 돈만아는 코리안 이미지 한국일보 10-Jul-91
한·흑갈등 희생양 박태삼씨 돕기, "남의 일아니다" 적극성원 한국일보 11-Jul-91
한인세탁소 여주인에 뭇매 한국일보 11-Jul-91
「기분맞추기」원칙수립 한국일보 11-Jul-91
남가주 韓-黑갈등 설문조사 한국일보 13-Jul-91
타운 한인리커 3인조 샷건강도 한국일보 13-Jul-91
흑인들 시위에 심신피곤...존스마킷 하루 문닫아 한국일보 13-Jul-91
스킨헤드 15명, 중국계 뭇매 한국일보 13-Jul-91
뉴욕청과상 보이콧고통 이제야 이해할수 있어 한국일보 13-Jul-91
LA카운티 라이너검사장 본보와 인터뷰 "박씨 정당방위 확실... 
양커뮤니티 범죄상대로 싸워야" 한국일보

13-Jul-91

强盜날뛴 日曜日타운, 항구횟집-알렉산더 김 美容室 손님 몽땅 털려한국일보 16-Jul-91
백인 「유일문화주의」 인종갈등 구조적 원인, 태평양연구소 학술세  한국일보 21-Jul-91
入金채비한인 5만弗 뺐겨 한국일보 22-Jul-91
한인업소 종업원 26%가 외국인 - 대부분이 히스패닉 단순노동자 
매니저급도 상당수 한국일보

23-Jul-91

韓人카스테레오商에 3人組흑인무장强盜, 10만弗어치 金品강탈 한국일보 24-Jul-91
흑인들 영업방해 박태삼씨를 돕자... 시애틀한인도 모금운동 한국일보 24-Jul-91
매상 입금하려던 韓人리커주인 은행앞 强盜피습 중상 중앙일보 24-Jul-91
잇단 한인犯罪피해 대책시급 한국일보 24-Jul-91
매상 입금하려던 韓人리커주인 은행앞 强盜피습 중상 한국일보 25-Jul-91
애견 버릇고치려다 "동물학대죄" - 한인청년 직장잃고 감옥갈판 한국일보 26-Jul-91
한인여성, 흑인날치기에 봉변 한국일보 27-Jul-91
「박태삼씨 돕기」 미전역 호응 한국일보 27-Jul-91
韓黑갈등해소 組織化 「헬프」 모임구성 한국일보 31-Jul-91
인구조사국87년통계 5년간 124%늘어나 한국일보 31-Jul-91
한인마킷 흑인불매시위 15일째 한국일보 31-Jul-91
새벽기도길 한인여성 납치후 심한구타 中態 한국일보 05-Aug-91
「존스마킷 담배팔아주기」 성금전달 한국일보 16-Aug-91
不買확산 걱정속 注視 한국일보 17-Aug-91
17일새벽2시께 박태삼씨"존스"-두순자씨"엠파이어" 휘발유-
화염병 피습 한국일보

19-Aug-91

꺼지지않는 한-흑갈등 불씨 한국일보 14-Mar-92
할린즈양 가족 두씨집 앞 시위 한국일보 18-Mar-92
<사진>라타샤 할린즈양 1주기를 맞아 할린스양의 친지들은 16일 하        한국일보 18-Mar-92
처치애비뉴사태 두주인공 인터뷰 한국일보 21-Mar-92



文化院 「한-흑만남」 주선 한국일보 27-Mar-92
한인상인-흑·히스패닉 10여개단체 참가 民官합동 인종화합 잔치 한국일보 28-Mar-92
흑인고용적극 1백여 명 선정 한국일보 07-Apr-92
韓·黑문화축제 열린다 한국일보 09-Apr-92
칼린판사에 선거지원금 - 한국노인회, 모금액 2천여弗 전달 한국일보 17-Apr-92
“두氏판결 정당” 한국일보 22-Apr-92
두씨 재판 항소기각 흑인커뮤니티 크게 반발 중앙일보 23-Apr-92
두씨 "홀가분 하다" 한국일보 23-Apr-92
박태삼씨 마킷 몽땅 털려 중앙일보 24-Apr-92
두씨사건 기각결정 비난 한국일보 24-Apr-92
뉴욕韓黑 다시긴장 한국일보 26-Apr-92
놀만디-플로렌스 리커스토어, 주유소, 오토샵 약탈 放火 한국일보 30-Apr-92
<사진>시치안 기원 한국일보 30-Apr-92
브래들리 호소 게이츠 맹비난 한국일보 30-Apr-92
세탁소 절반 한인이 주인 중앙일보 30-Apr-92
총영사관 非常회의 한국일보 01-May-92
로드니 킹 사건일지 한국일보 01-May-92
<사진>불타는 한인업소 한국일보 01-May-92
<사진>약탈에 의한 피해소식만을 듣고 있다가.... 한국일보 01-May-92
교민安全에 만전 한국일보 01-May-92
<사진> 한국일보 01-May-92
폭동배경 로드니 킹 사건 한국일보 01-May-92
都心 150곳서 동시에 난동-총격 한국일보 01-May-92
<사진>파웰의 미소 한국일보 01-May-92
<사진>로스앤젤레스 타임스본사 정문의 깨진유리를 피해 여기자가   한국일보 01-May-92
<사진>불타는 경찰초소 한국일보 01-May-92
<사진>개처럼 패고도 무죄라니 한국일보 01-May-92
불타는 車 곳곳총성 전쟁터 방불 한국일보 01-May-92
경찰폭력 끝까지 항거 한국일보 01-May-92
<사진>LA 경찰본부를 지키는 시위진압 경찰들 한국일보 01-May-92
<사진>플로렌스와 피게로아의 한 리커스토어에서 흑인들이 약탈을  한국일보 01-May-92
<사진>시위대들이 LAPD 본부 앞에서 성조기를 태우며 시위를 벌이고 한국일보 01-May-92
<사진>暴動현장 한국일보 01-May-92
<사진>톰 브래들리 LA시장은... 한국일보 01-May-92
<사진>폭동발생 지점 한국일보 01-May-92
<사진>버몬트와 95가의 한 주유소가 불탔다 한국일보 01-May-92
<사진>「한인타운을 지킨다」는 기치를 내건 한인청년단등... 한국일보 01-May-92
LA行 항공편 승객 급격줄어 한국일보 02-May-92
<사진>버몬트와 1가 북서쪽 샤핑몰에 위치한 한국비디오가 폭도들의   한국일보 02-May-92
<사진>3번이나 폭도들에게 피습을 당했던 코스모스전자가 통로를 제      한국일보 02-May-92
<사진>가주마킷 종업원들이 약탈자로 부터 재산을 지키기 위해 옥상      한국일보 02-May-92
<사진>버몬트와 1가 한인운영 사진관의 천장이 불에 타 날아간 채 앙   한국일보 02-May-92
<사진>6가와 알렉산드리아 샤핑센터의 한인 상인들이 업소앞에 모여   한국일보 02-May-92
<사진>3가와 카타리나 부근 한인운영 남촌식당이 주위 옷가게들과   한국일보 02-May-92
한인들 銃器무장 自救 한국일보 02-May-92
移民생활 18年피땀 잿더미로-LA서 금은방경영 朴화경氏 한국일보 02-May-92
피땀흘려 일군 삶의터전 내어줄수 없다 한국일보 02-May-92



<사진>마비된 良心, 때늦은 출동, 속타는 韓人, 폭동-약탈의 현장 한국일보 02-May-92
한인상가 死守 자경의지 굳건 한국일보 02-May-92
밤새 허위제보에 시달려 한국일보 02-May-92
비상사태만 911신고를 한국일보 02-May-92
검은颱風... 뉴욕飛火우려 "초비상" 한국일보 02-May-92
한인주인 친절에 보답, 갱들이 가게지켜 한국일보 02-May-92
폭동피해 대책세미나 한국일보 02-May-92
戒嚴令선포때만 自體출동 한국일보 02-May-92
<스케치>스와밋 20여곳등 쑥밭, 수천만弗 피해 한국일보 02-May-92
미국의 黑白갈등 "核폭탄" 한국일보 02-May-92
KT_1992_05_02_54 한국일보 02-May-92
LA 일원 통행금지 한국일보 02-May-92
<사진>피해를 입어 울부짖고 있는 한 한인 업주가 이웃 주민의 위로   한국일보 02-May-92
첫 한인 死亡 한국일보 02-May-92
<사진>1일 상오 버몬트가와 8가에 위치한 한미플라자에서 폭동피해        한국일보 02-May-92
<사진>웨스턴과 11가 베니스&웨스턴 샤핑센터가 모두 불에 타 앙상    한국일보 02-May-92
<사진>전소된 버몬트와 1가 샤핑몰의 모습. 흡사 폭격후 전쟁터를 방  한국일보 02-May-92
<한국社會漫評>인종 강진... 한국일보 02-May-92
약탈·방화 아수라장 - 흑인폭동 스케치 한국일보 02-May-92
타운 한인업소 千개 추산 한국일보 02-May-92
방위군 배치지연은 실탄지급 늑장탓 한국일보 02-May-92
<사진>사우스센트럴지역에서 피해를 입지 않고 하루를 보낸 슬러슨        한국일보 02-May-92
폭동진압경찰 늑장출동, 브래들리-게이츠 불화 탓 한국일보 02-May-92
<사진>30일 코리아타운에 투입된 주방위군들이 7가와 버몬트 코너에    한국일보 02-May-92
<사진>폭동진압경찰이 1가와 버몬트플라자를 지키던 한인청년단원        한국일보 02-May-92
LA 총영사관 잠정폐쇄 조치 한국일보 02-May-92
폭도에 할퀸 내동포 돕자 한국일보 02-May-92
각단체 회원들 정성모아 성금 한국일보 02-May-92
타운담당 경찰 순찰 요령 지도 한국일보 02-May-92
연방軍 파견 한국일보 02-May-92
美州 本社 특별취재반 한국일보 02-May-92
교포 安全보장 모든 조치 강구 한국일보 02-May-92
LA일원 通禁 1일까지 연장 한국일보 02-May-92
「非常 대책본부」가동, 한인피해 파악-복구 유기적 협조 한국일보 02-May-92
흑인86%가 “무죄평결 잘못이다” 지적 한국일보 02-May-92
<사진>피코와 림포소재 피코스와밋의 한인상인이 업소 접근을 막는   한국일보 02-May-92
<사진>폭동진압경찰이 1가와 버몬트플라자를 지키던 한인청년단원        한국일보 02-May-92
<사진>죄없는 희생자 한국일보 02-May-92
한인사회에 엉뚱한 "黑白불똥" 한국일보 02-May-92
폐허로 변한 코리아타운 한국일보 02-May-92
<사진>한 한인여인이 폭도들에 의해 크렌셔에 위치한 자신의 가게가       한국일보 02-May-92
18년 뼈깎은 財産 – 하룻밤새 잿더미로 한국일보 02-May-92
타운 再建하자 - 대규모 集會 한국일보 02-May-92
불안과 공포에 떠는 주민들 한국일보 02-May-92
부시 "강경 대처" 천명-美연방정부 긴급 安保회의 한국일보 02-May-92
코리아타운 公權力최우선, 브래들리 강조.. 30일밤부터 폭도기세 꺽한국일보 02-May-92
흑·백인 구분 없이 경악·충격, 킹 구타경찰 무죄평결 시민반응 한국일보 02-May-92



<사진>약탈에 의한 피해 소식만을 듣고 있다가 건물이 방화로 전소된              한국일보 02-May-92
타운지킨다고 나갔는데...아들잃고 오열하는 母情 한국일보 03-May-92
<사진>한인청년들이 무릎을 꿇고 무분별한 폭력을 비난하고 평화를     한국일보 03-May-92
<사진>생존권 사수를 내건 한인들 한국일보 03-May-92
라틴系도둑 한복까지 약탈, 흑인폭동 LA韓人타운 표정 한국일보 03-May-92
<사진>"폭력은 결코 정의일 수 없다"고 목청을 높이는 한인여성의 기   한국일보 03-May-92
<記者의 눈>아메리카의 비극 한국일보 03-May-92
州방위군 타운지켜 한국일보 03-May-92
막막했던 移民초기 되새기자...폭동 再發 불안속에 復舊삽질 한국일보 03-May-92
부시 「폭동」대응 再選好材활용 한국일보 03-May-92
<社說>LA 同胞의 再起를 돕자 한국일보 03-May-92
<사진>평화시위에는 남녀노소가 없다. 한국일보 03-May-92
自警隊 활동중 "억울한 참변" 한국일보 03-May-92
<한국社會漫評>불굴(不屈) 한국일보 03-May-92
일부지역 放火-약탈 계속 한국일보 03-May-92
빛바랜 「아메리칸드림」 한국일보 03-May-92
폭동관련 법률상담 쇄도 한국일보 04-May-92
[사진] 피트 윌슨주지사는 3일 LA총영사관에서 한인타운재건비상대    한국일보 04-May-92
[사진] 재건결의와 함께 한인타운을 재건하자는 피킷도 들고 나왔다한국일보 04-May-92
이재성군 장례식 6일 교민장으로 한국일보 04-May-92
타운재건 한인평화대행진 표정 한국일보 04-May-92
<사진>격정 한국일보 04-May-92
“한인자경단 눈부신 활약” 한국일보 04-May-92
부시 재해지역 선포 한국일보 04-May-92
2萬병력 배치 한국일보 04-May-92
「베이직 보험」가입 한인업소 약탈피해 보상가능 한국일보 04-May-92
한인은행 4일 영업재개 한국일보 04-May-92
한인피해 3억弗 한국일보 04-May-92
[사진] 동양선교교회 임동선목사가 평화와 화합을 위해 기도하고 있한국일보 04-May-92
[사진] 폭동으로 피해를 본 한인을 위해 한인청소년들이 가두모금을 한국일보 04-May-92
<사진>평화대행진 10萬인파 함성 한국일보 04-May-92
韓.黑대화 주선하겠다 한국일보 04-May-92
노대통령 위로전문 한국일보 04-May-92
[사진] 흑인 커뮤니티 관계자로 알려진 J.D.홀이 단합대회에 나와 평화    한국일보 04-May-92
[사진] 윌셔경찰서 관계자가 고사리손에 성조기를 들고 시위에 참가         한국일보 04-May-92
[사진] 히스패닉 영화배우 에드워드 몰모스가 연단에서 모든 커뮤니       한국일보 04-May-92
[사진] 약탈 피해를 입은 웨스턴과 86가 「박스마킷」에는 업주와 흑     한국일보 04-May-92
부상한 동료가 말하는 에드워드 이군 사망순간 한국일보 04-May-92
[사진] 지난 30일 숨진 이재성군의 친구 케빈 리군이 이군의 영정을 들    한국일보 04-May-92
현홍주 大使 피해업소 방문 한국일보 04-May-92
<사진> 뷰캐넌의 시찰 한국일보 05-May-92
한인의 근면성 다시한번 보여주자.. 피해업주들 영업재개 표명 한국일보 05-May-92
LA복구지원 6억弗조성 한국일보 05-May-92
Commentary...  on the Los Angeles Riots 한국일보 05-May-92
게이츠국장에 비난, 한인타운 軍우선배치 묵살 한국일보 05-May-92
<사진> 서로 돕는 내이웃 한국일보 05-May-92
<사진> 겨레의 아픔 한국일보 05-May-92



한인의 한목소리 한국일보 05-May-92
피해보상 보험금 10억弗 추산 한국일보 05-May-92
구호기금 "사상최대" 한국일보 05-May-92
보험보상 잘 받으려면 한국일보 05-May-92
美國人관심 韓人타운에 집중 한국일보 05-May-92
힘찬 "再起"삽질... 同胞愛밀물 한국일보 05-May-92
<사진> 폭동피해현장의 김대중 민주당대표 한국일보 05-May-92
<라디오 한국> 성금보내주신 분들 한국일보 05-May-92
人種문제 美大選 최대이슈化 한국일보 05-May-92
LA 韓人사회 廢墟서 다시서자 <2> 災害지역 선포 한국일보 05-May-92
美생활 20년 哀歡 성금에 담아 LA교민돕기 1億기탁 한국일보 05-May-92
눈물겨운 동포애... 좌절은 없다 한국일보 05-May-92
<사진> 난동현장 시찰 한국일보 05-May-92
피해복구 각종 핫라인 한국일보 05-May-92
교민再建 최대지원 한국일보 05-May-92
“너희같은 폭도 룰에 못 따르겠다” 한국일보 05-May-92
내동포 돕자.. 폭동피해誠金 한국일보 05-May-92
코리안이 忿怒하는 이유 한국일보 05-May-92
폭동피해 신고받습니다 한국일보 05-May-92
폭도들 起訴하라 한국일보 05-May-92
LA 僑民 돕기 誠金 한국일보 05-May-92
<사진>폐허를 딛고 한국일보 05-May-92
<사진> 4.29폭동은 직접적인 재산피해 이외에도 남가주 비즈니스 환              한국일보 06-May-92
[사진] 이번 폭동은 전체적으로 8억달러의 피해, 한인들에게는 적어도      한국일보 06-May-92
대한항공 42만7천弗 한국일보 06-May-92
어른 아이 동참 "피는 물보다 진하다" 본국서도 "내형제돕자" 
구호운동 적극 한국일보

06-May-92

밸리 한인상가들 폭동-약탈대비: 주민과 자체경비, 피해줄여 한국일보 06-May-92
방위-연방軍 계속 주둔 한국일보 06-May-92
LA시 재정난 최악. 폭동피해-稅收 감소 한국일보 06-May-92
경찰들은 어디 있었나. 방위軍은 왜 꾸물댔나 한국일보 06-May-92
흑인들이 한인가게 지켰다 한국일보 06-May-92
총영사관직원들 구호성금 한국일보 06-May-92
폭동초기 스왓팀철수-진압포기. 경찰태도 의혹-쟁점 부각 한국일보 06-May-92
4.29 대책본부 성금위원회 구성 한국일보 06-May-92
黑白갈등의 표적 될 수 없다 한국일보 06-May-92
華僑들도 성금 - 리커상 17명 1천7백弗 한국일보 06-May-92
동양선교교회 긴급대책본부, 2천여 한인에 구호품 한국일보 06-May-92
[사진] 한국의 대학생들이 4일 서울의 주한 미대사관앞에서 한인이          한국일보 06-May-92
母國도움 절박 한국일보 06-May-92
눈물의 후회... 줄잇는 약탈품 반환 한국일보 07-May-92
金大中대표 본보방문 한국일보 07-May-92
<에세이>난폭한 경찰관 한국일보 07-May-92
<워싱턴 전망대>폭풍 이후 한국일보 07-May-92
「젊은 정신」 영원히 살았다 한국일보 07-May-92
LA 韓人사회 廢墟서 다시서자 <3> 自救노력 한국일보 07-May-92
<사진>내 자식의 죽음은... 오열하는 모정 한국일보 07-May-92



부시 LA방문 韓人접촉 한국일보 07-May-92
「그 무덥고 긴 여름밤」 27년전 와츠공포 한국일보 07-May-92
暴動피해 내동포 돕자 溫情물결 한국일보 07-May-92
韓人상인들이여 돌아오라, 生活苦 흑인들 한국일보 07-May-92
[사진] 마호니 추기경이 피해업주를 위로하고 있다 한국일보 07-May-92
<사진>고이 잠들라 한국일보 07-May-92
폭동진압 故意외면 아니냐 한국일보 07-May-92
구호품배급소 黑人들 장사진 한국일보 07-May-92
[사진] 김동길 국민당최고위원과 봉두환 국민당 전당대회의장은 5일      한국일보 07-May-92
경찰非難 확산 한국일보 07-May-92
모든民族에 기회균등 사회건설 한국일보 07-May-92
교포 원망電話 빗발... "심한 고통" 한국일보 07-May-92
북경서 숨돌릴틈도없이 동포참변현장 직행. 시련극복하면 
교민사회 번영을 확신 한국일보

07-May-92

흑인 58% 폭동비난 한국일보 07-May-92
<사설>LA지원 效率的이어야 한국일보 07-May-92
LA한인타운 아직 「불안한平和」 한국일보 07-May-92
LA僑民돕기 誠金 한국일보 07-May-92
모의기관총에 폭도 "줄행랑", 機智로 업소지킨 LA한인들 "화제" 한국일보 07-May-92
失職 4만 한국일보 07-May-92
KABC-TV 편파보도 시정 움직임 한국일보 08-May-92
광란은 끝났지만 상처는 깊고 넓다 한국일보 08-May-92
<사진> 폐허속의 정상 한국일보 08-May-92
[사진] 7일 부시대통령의 코리아타운 방문동안 한인들은 시종 한인의        한국일보 08-May-92
피해신고 접수 경찰·통역봉사 한국일보 08-May-92
<사진> 현장시찰 한국일보 08-May-92
<사진> 즐거운(?) 약탈 한국일보 08-May-92
"인종갈등 없는곳서 편한 잠을" 한국일보 08-May-92
LA 한인商人들 억척 再起. 일부業所 폐허속 문열어 한국일보 08-May-92
「LA경찰」 청문회 대상 한국일보 08-May-92
LA 僑民돕기 誠金 한국일보 08-May-92
한인들 큰피해 유감 정부 보상노력 최선 한국일보 08-May-92
이젠 LA市당국서 "韓人도울때" 한국일보 08-May-92
LA兩大 黑人갱단 연합게릴라戰 선언 한국일보 08-May-92
흑인62% "폭동 부당했다" - 타임-CNN 공동 여론조사 한국일보 08-May-92
피해한인들 정부보상요구 한국일보 08-May-92
LA 僑民돕기 誠金 한국일보 08-May-92
「게이츠」 불명예 퇴진 - LA경찰국장職 내달 마감 한국일보 08-May-92
LA韓人사회... 한국일보 美洲본사와 「23년成長」 함께 한국일보 08-May-92
“부시面談” 5백여 韓人시위 한국일보 08-May-92
<사진>부시대통령이 한인인사들과 만나 한인사회의 진의를 청취하     한국일보 08-May-92
ABC나이트라인 출연 앤젤라 오씨 언론공박 한국일보 08-May-92
폭동사태 재발방지 노력...부시, 코리아타운방문 교포들과 간담회 한국일보 08-May-92
분통 한국일보 08-May-92
[사진] 동양선교교회에 설치된 재해대책본부에는 많은 청년들이 매       한국일보 08-May-92
<사진>부시대통령이 올림픽-웨스트레이크가에 마련된 「사랑의 장        한국일보 08-May-92
[사진] 이번 폭동으로 인한 엄청난 피해에도 불구, 한인타운을 재건하      한국일보 08-May-92



“한인구호센터 정식지정을” 한국일보 08-May-92
재해대책 본부결성 타운再建지원 최선 한국일보 08-May-92
재해지역 세금보고 연기 한국일보 09-May-92
<水曜칼럼> LA暴動-어느 용감한 父子의 이야기 한국일보 09-May-92
<사진> 평화대행진에 참가했던 한인 청소년들이 빗자루를 들고 거리  한국일보 09-May-92
한인들 黑人지역 안떠날것 한국일보 09-May-92
<사진> 한인피해자들이 대통령행렬이 지나가는 동안 경찰을 비난하      한국일보 09-May-92
더 이상의 짓밟힘 용납못해 한국일보 09-May-92
LA僑民돕기 誠金 한국일보 09-May-92
KT_1992_05_09_36 한국일보 09-May-92
허무합니다... 30년간 가꾼 「제2고향」 한국일보 09-May-92
LA僑民돕기 誠金 한국일보 09-May-92
코리안 복구의지 실감 한국일보 09-May-92
한인피해업소 왜 방문않나.. 실망 한국일보 09-May-92
SBA융자신청 시작 한국일보 09-May-92
한번의 말보다 지속적 대책을 한국일보 09-May-92
본국은행 LA지점 긴급지원대책 마련 한국일보 09-May-92
최대한 무상지원 하라...한인대표자와 부시 一問一答 한국일보 09-May-92
<인터뷰> UCI 4.29폭동 포럼 참석자 메리 리양 한국일보 09-May-92
복구차원 넘는 大조치... 한인대표자와 부시 一問一答 한국일보 09-May-92
흐느낌·절규속 이재성군 永眼 한국일보 09-May-92
부시 행렬에 黑人들 손가락질... 폭동이후 열흘... LA 이모저모 한국일보 09-May-92
끼니도 힘든 피해자위해 뛸터 한국일보 09-May-92
피와땀 앗아간 LA폭동 현장 한국일보 09-May-92
본스마킷서 구호품 한트럭제공, 재해대책본부 피해신고등 대행 한국일보 09-May-92
LA 韓人사회 廢墟서 다시 서자 <4> 우리도 自省을 한국일보 09-May-92
[사진] 동양선교교회에 마련된 "한인구호 비상대책센터"에는 각계로        한국일보 09-May-92
無償배상관철시까지 투쟁 한국일보 09-May-92
한인혼혈아들 「슬러슨」 지켰다 한국일보 09-May-92
[사진] 한인 청년단의 지원을 받은 정스백화점의 육정박사장이 권총           한국일보 09-May-92
<記者의 눈> 黑人재판 기피증 한국일보 09-May-92
타운再建 삽질 한국일보 09-May-92
놀랍습니다... 코리안의 강한 意志 한국일보 09-May-92
연방災難구호센터 아드모어公園에 오픈 한국일보 09-May-92
언제 또 폭발할지... 화약더미 앉은 느낌 한국일보 09-May-92
한마음 韓人에 감명... 부시 LA교포 一問一答 한국일보 09-May-92
나는 이렇게 삶터를 지켰다 <3> 한국일보 09-May-92
[사진] 한인 청소년들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들이 피해 한인상인들의    한국일보 09-May-92
나무만 보지말고 숲을 보며 事態해결 한국일보 09-May-92
[사진] 한인과 면담하는 부시대통령 한국일보 09-May-92
게이츠 폭동 방관증거 속출 한국일보 09-May-92
부시 LA방문 선거용 한국일보 09-May-92
眞實 깨달아라 한국일보 09-May-92
한인신고 被害額 3억5천만弗분석. 補償 기대치 밑돌듯 한국일보 09-May-92
피해지역 리커영업재개시 주민승인 거쳐야... 한인들 또 다른 타격 우한국일보 09-May-92
폭동피해 生計費 지급 한국일보 10-May-92
LA복구사업 장미빛 아니다 한국일보 10-May-92



<한국社會漫評> 폭동을 사전진압못한 이유 한국일보 10-May-92
<사진> 남가주 한인 총대학생회 소속학생들이 LA시청 앞에서 4.29폭        한국일보 10-May-92
LA경찰 폭동대처 조사위원장 웹스터 前 CIA-FBI국장 임명 한국일보 10-May-92
<사진> 폭동재발설이 강력히 나돌고 있는 가운데 한인청년단원들이         한국일보 10-May-92
LA 韓人사회 廢墟서 다시 서자 <5> 하나로 뭉치자 한국일보 10-May-92
코리아타운 非常구호대책본부 보조금 지급申請안내 한국일보 10-May-92
코리아타운 비상구호대책본부 위원 명단 한국일보 10-May-92
<특별寄稿> 마음의 문 열지않는 白人들 한국일보 11-May-92
4弗밖에 안남아... 당장 먹고 사는게 큰문제다 한국일보 11-May-92
<Opinion> We saw our dreams burned for no reason 한국일보 11-May-92
성금 보내주신분 한국일보 11-May-92
KT_1992_05_11_03 한국일보 11-May-92
동포온정 감사합니다 한국일보 11-May-92
<사진> 흑인갱단 「블러즈」대표와 김치현 남가주한미식품상 협회장    한국일보 11-May-92
Pickets and brooms 한국일보 11-May-92
흑인지역 떠나야한다 한국일보 12-May-92
<한국社會漫評> 살려놓고 봐야... 한국일보 12-May-92
폭동被害가족과 아픔 함께 나누자 한국일보 12-May-92
본보 구호활동 LA타임스 상세보도 한국일보 12-May-92
의식주 해결후 타운재건 논의해야 한국일보 12-May-92
코리안은 하나 한국일보 12-May-92
사우스센트럴LA 리커비즈니스 기로 한국일보 12-May-92
절박한 被害者 외면해서야 한국일보 12-May-92
사우스LA 「빈곤이하」 30.3% 한국일보 12-May-92
<사진> LA 사우스센트럴지역에서 레코드가게를 운영하던 로버트 존         한국일보 12-May-92
보고만 있을수 없었어요 한국일보 12-May-92
3千업소 ‘폐쇄” 한국일보 12-May-92
피해生計費 긴급·공정하게 지급해야 한국일보 12-May-92
<사진> 코리아타운 비상구호대책본부 한국일보 12-May-92
韓人들 「강한 結束」에   黑人질시 한국일보 12-May-92
<사진> 김수환추기경의 성금을 전달한 한인사제단회장 이상섭 신부한국일보 12-May-92
피부색초월 타민족 동참 한국일보 12-May-92
<사진> 폭동피해 한인들이 영업재개를 준비하고 있어 한인타운의 경      한국일보 12-May-92
LA 韓人사회 廢墟서 다시서자 <6> 우리政府대책 한국일보 12-May-92
LA교민 "再起의 단비" 한국일보 12-May-92
<사진>경계 한국일보 12-May-92
「늑장진압」조사 한국일보 12-May-92
金수환 추기경 5만弗 한국일보 12-May-92
위기봉착한 「成功이민」 한국일보 13-May-92
폭동피해 구호프로 안내 한국일보 13-May-92
「LA재건」에 아시안 아메리칸 참여 보장하라 한국일보 13-May-92
溫情물결 한국일보 13-May-92
성금창구 단일화 마땅 중앙일보 13-May-92
3억弗 피해보다 후유증 더 심각 한국일보 13-May-92
暴動피해 내동포 돕자, 溫情물결 한국일보 13-May-92
아드모어 「재난구호센터」... 모든 폭동피해 즉석처리 한국일보 13-May-92
<한국社會漫評> 수혈은 빠를수록 효과... 한국일보 13-May-92



상처 입은 한인 위로 중앙일보 13-May-92
민단성금 20만불도 대책본부측에 전달 중앙일보 13-May-92
본국성금 영사관 대책본부로 중앙일보 13-May-92
골프대회 폭동성금 5천弗 모아 한국일보 13-May-92
기본생활 어려운 사람 구호금 빨리지급 동감 한국일보 13-May-92
<사진> 코리아타운 비상구호대책본부에 들러 한인피해자들과 의견     한국일보 13-May-92
在日교포도 20萬弗 모금 한국일보 13-May-92
급한일부터 순서대로 풀어가자 한국일보 13-May-92
溫情물결 한국일보 13-May-92
LA 僑民돕기 誠金 한국일보 13-May-92
LA 僑民돕기 誠金 한국일보 13-May-92
구호성금 歪曲말라 한국일보 13-May-92
LA 韓人사회 廢墟서 다시서자 <7> 復舊의 어려움 한국일보 13-May-92
폭동대처 한인들 성숙한 태도에 감명 한국일보 13-May-92
“生計 큰보탬” - 폭도피해성금 지급 한국일보 13-May-92
KT_1992_05_14_23 한국일보 14-May-92
<한국社會漫評> 대어상은 없소?? 한국일보 14-May-92
黑人정치인들 한흑갈등이용 한국일보 14-May-92
동포온정 가로채는 얌체 "빈축" 한국일보 14-May-92
도박장 불법상행위·현물강탈혐의 한인3명 긴급수배 한국일보 14-May-92
폭동 공개토론회 16일 제일침례교회 한국일보 14-May-92
한인들 폭동증언 LA타임스 특별게재 한국일보 14-May-92
타운위해 礎石 사명감 생겼다 한국일보 14-May-92
4.29 失意달래고 再起의 밑거름 한국일보 14-May-92
전소 리커·스와밋등 조건부 再오픈 한국일보 14-May-92
FBI, 폭동비디오·사진제출 소환장 주요언론 거부 "주목" 한국일보 14-May-92
피해한인 측면지원 최선 한국일보 14-May-92
자매도시 나고야市 성금2萬여弗 기탁 한국일보 14-May-92
州방위군 4千 철수 한국일보 14-May-92
용의자 자수意思 한국일보 14-May-92
LA 복구지원비 6억弗 추가배정 한국일보 14-May-92
SBA융자不可能 불법체류자 「비상재해기금」 혜택 한국일보 14-May-92
LA 僑民돕기 誠金 한국일보 14-May-92
보금자리 잃었지만 동포애에 용기백배 한국일보 14-May-92
퇴거통보 入住者에 법원출두 유예기간 한국일보 14-May-92
폭력경찰 기소강화案 처리연기 한국일보 14-May-92
수중 무일푼... 급한불 끄는데 큰 도움 한국일보 14-May-92
鄭트리오 LA서 자선음악회 한국일보 14-May-92
예술인協 모금행사 성황 한국일보 14-May-92
정의는 백인만을 위한 것인가 한국일보 14-May-92
LA 韓人사회 廢墟서 다시서자 <8> 人種갈등 歷史 한국일보 14-May-92
<사진> 코리아타운 비상구호대책본부가 설치한 긴급생계비 지급창      한국일보 14-May-92
美 한인들, 흑인폭동이후 逆이민·脫LA움직임 한국일보 14-May-92
<讀者투고> 移民처세론 한국일보 14-May-92
끼니걱정 被害者등 장사진 한국일보 14-May-92
폭도색출 合搜部 구성 한국일보 14-May-92
總計 1백66만弗<12일 현재> 溫情물결 한국일보 14-May-92



LA폭동피해 주택재건융자 6억弗 지원 한국일보 14-May-92
뉴욕 한-흑 갈등 악화속 흑인 15명 야구방망이-칼 한국일보 14-May-92
韓人 평소 흑인무시 80% 한국일보 14-May-92
정신적 폭동 후유증 심각 한국일보 14-May-92
마릴린 퀘일女史 타운방문 한국일보 14-May-92
흑인들, 美사법시스팀 불신 한국일보 14-May-92
LA 僑民돕기 誠金 한국일보 14-May-92
<한국社會漫評>설상가상... 한국일보 15-May-92
코리아타운 비상구호대책본부 긴급生計費 5월15일申請마감 한국일보 15-May-92
폭동피해자 허탈감·우울증치료 시급 한국일보 15-May-92
대도시빈곤 無대책 성토 한국일보 15-May-92
<사진>귀향을 기다리는 주방위군 한국일보 15-May-92
긴급생계비申請 총1천7백80件 한국일보 15-May-92
島山 아들 생계비지급 자원봉사 한국일보 15-May-92
1人當 5백弗씩 배분키로 한국일보 15-May-92
한인자체방어 成果 컸다 한국일보 15-May-92
조거부 리커再오픈 조례案 LA시의회 확정 한국일보 15-May-92
한인은 속죄양 한국일보 15-May-92
LA폭동, 아시아계 결속 촉발할 수도 한국일보 15-May-92
LA 韓人사회 廢墟서 다시서자 <9> 교포2세들 초청좌담회 한국일보 15-May-92
한인폭동피해자위한 무료 택시서비스 한국일보 16-May-92
피해자들끼리 협의회 결성 한국일보 16-May-92
4.29 자경단 선언문 한국일보 16-May-92
한인타운 빈곤율 LA서 두번째 한국일보 16-May-92
인종화합 궐기대회 “4.29 폭동피해 즉각 보상하라” 한국일보 16-May-92
2세들 주류진출 앞장 김기순씨 한국일보 16-May-92
폭동사망자 59명 한국일보 16-May-92
<사진> 마릴린 퀘일 부통령부인이 12일 동양선교교회에 마련된 피해     한국일보 16-May-92
피해당한 아픔 서로 나누며 돕자 한국일보 16-May-92
<사진> 동양선교교회에 마련된 4.29폭동 구호현장에서 젊은 자원봉     한국일보 16-May-92
피해절차 끝까지 책임지고 도울터 한국일보 16-May-92
상대방확인 순간 총알 비오듯 한국일보 16-May-92
<사진> 비상구호대책본부 한국일보 16-May-92
한인 피해아픔 대변에 앞장 한국일보 16-May-92
사우스LA 리커영업규제 압력 “한·흑商人 연계대응태세” 한국일보 16-May-92
<사진>가주예술인연합회가 마련한 「피해한인 돕기위한 모금행사」          한국일보 16-May-92
<사진> 이번 폭동의 피해한인들을 위해 모금행사를 가진 가주예술인      한국일보 16-May-92
<한국社會漫評> 현실 한국일보 16-May-92
<사진>한·흑연맹 관계자 20여명이 12일 폭동으로 불타버린 한 상가   한국일보 16-May-92
폭동상처 빨리 치유되기를 한국일보 17-May-92
타운업소 "일단안심" 한국일보 17-May-92
100만弗 지급 한국일보 17-May-92
<특별기고> 韓·黑갈등을 해소하는 길 한국일보 17-May-92
災害대책창구 긴급마련 한국일보 18-May-92
소수계 연대로 권익옹호 한국일보 18-May-92
사회문제 흑-백인 視角差크다 한국일보 18-May-92
한인사회, 政治力신장 절감 한국일보 18-May-92



한인商人 차별말라 한국일보 19-May-92
4.29로 더욱 악화 – 韓黑 갈등 해소 암울 한국일보 19-May-92
LA선 도움받을 길이라도 있지만... 한국일보 19-May-92
인종갈등 작품통해 승화 한국일보 19-May-92
폭동여파 페이먼트 체납 은행·도매업소 "속앓이" 한국일보 19-May-92
<記者의눈>거듭나는 韓人 한국일보 19-May-92
코리아타운 市의원선거구 조정案놓고 「통합」「兩分」 논의 활발 한국일보 20-May-92
조건부 再영업 시조례 찬성, 홀든의원에 강력항의 한국일보 21-May-92
加州면허없는 보험가입 업소들 폭동피해 조기보상 어렵다 한국일보 22-May-92
<社說>「그들」이 누구인가 밝혀내야 한다 한국일보 22-May-92
폭도맞서 불법무기소지 구속한인들 관대한 처분 한국일보 22-May-92
버싱학생 성적나빠 한국일보 23-May-92
긴급生計費 1백5만5백弗 지급 한국일보 23-May-92
재건의지꺽는 惡法 폐지돼야 한국일보 23-May-92
긴급 生計費보조 보람 컸다 한국일보 23-May-92
시애틀 한·흑혼혈아 인종증오 폭행당해 한국일보 23-May-92
韓·黑갈등해소 10만弗성금 한국일보 24-May-92
폭도약탈·방화 한인타깃“인정” 한국일보 24-May-92
韓·黑갈등 근원 논의 CSU LA서 심포지움 한국일보 24-May-92
<사진> 韓-黑화합 촛불 한국일보 25-May-92
韓·黑불화 종식하라 한국일보 25-May-92
폭동피해 LA교포 위문공연 한국일보 26-May-92
한인사회 온정의 물결 넘실 한국일보 26-May-92
문화교류 통한 화해 시급 한국일보 26-May-92
흑인 고용확대 요구 중앙일보 26-May-92
한인업소만 목표로 삼지 않았다 한국일보 26-May-92
폭동재발 우려 영업위축 한국일보 27-May-92
흑인건설업자들-목사연대 사우스LA 복구용역 적극 한국일보 27-May-92
폭동여파 본국관광객 격감 한인호텔 “苦戰” 한국일보 27-May-92

“LA 폭동등 한흑갈등 예언적메시지” <김치와 치틀린즈>공연 논란 한국일보
27-May-92

서로 非難말자 한국일보 27-May-92
흑인 20대초반 절반이 갱 한국일보 28-May-92
영주권신청 한국인 11만8천9백여명 한국일보 28-May-92
흑인갱團과 손잡다니… 한국일보 28-May-92
同意한것 없다 한국일보 28-May-92
흑인과 만남 대책협의 중앙일보 29-May-92
청부살인 확증잡아 중앙일보 29-May-92
韓-黑갈등해소 다각노력 美9개市서 우호증진 계획 한국일보 29-May-92
韓人村 복구삽질 “구슬땀” 중앙일보 29-May-92
타운재건 숨은 일꾼들 중앙일보 29-May-92
SBA융자 나왔다 중앙일보 29-May-92
4•29폭동 한달, 폭동의 진원지 중앙일보 29-May-92
스턴목사, 일방적 회동진행 한국일보 29-May-92
한인업소 네곳 첫 SBA 융자 한국일보 29-May-92
흑인사과 선행돼야 한국일보 29-May-92
<社說> 4.29폭동 1개월, 잃은 것과 얻은 것은 한국일보 29-May-92



인종갈등 해소·화합 한인 젊은 세대 나섰다 한국일보 29-May-92
“왜 폭동진압 실패했나” 웹스터, LAPD조사 한국일보 30-May-92
暴動복구 (1) 사우스 LA 떠날 것인가, 들어갈 것인가 한국일보 30-May-92
구호금 결산 “기탁자 뜻 살려 신속, 공정하게 지급" 한국일보 30-May-92
韓-黑화해 모색속 빨라진 再起삽질 한국일보 30-May-92
4.29폭동 한달 타운방범대의 현주소 중앙일보 30-May-92
한-흑 관계 잘못보도 한국일보 30-May-92
하나님아래 인종갈등 없다 한국일보 31-May-92
폭동복구 (2) 再起의 젖줄 SBA론 한인들 숨통트고… 한국일보 02-Jun-92
누락450여명에 추가성금 지급 중앙일보 02-Jun-92
상해보험급증, LA탈출 보험사 늘어, 企業들 보험가입 어려움 한국일보 02-Jun-92
안용식목사가 본 「4.29폭동의 교훈」 한국일보 02-Jun-92
KT_1992_06_03_01 한국일보 03-Jun-92
폭동복구 (3) 아직도 공포의 앙금 정상영업 不安 한국일보 03-Jun-92
LA한인업소 9천2백7개 중앙일보 03-Jun-92
폭도 쏘면 갈등 증폭될까 응사 포기 한국일보 04-Jun-92
폭동복구 (4) 불탄건물 철거·신축 서둘러 한국일보 04-Jun-92
한인은행 폭동피해융자 1백여건 한국일보 04-Jun-92
사법부판결 政治的악용에 쐐기 한국일보 04-Jun-92
CHP서 구호성금 1만弗 본보에 기탁 한국일보 04-Jun-92
<社說>김창준후보의 당선과 우리의 責任 한국일보 05-Jun-92
폭동의 상처보다 쓸쓸한 투병 고통, 타운지키다 총맞은 제임스 강군한국일보 05-Jun-92
아들잃은 슬픔 서로 위로 한국일보 06-Jun-92
사우스LA 흑인강도 살해 「제2 두씨事件」연결 냄새 한국일보 06-Jun-92
김이철씨 살인범 체포 중앙일보 06-Jun-92
<사진>울지마세요... 동병상련의 母情 한국일보 06-Jun-92
존스마킷 피살강도 父 박태삼씨를 제소 한국일보 06-Jun-92
暴動홧병 않는 한인 많다 한국일보 06-Jun-92
서로도와 재건 가슴뿌듯 한국일보 07-Jun-92
5월중 총기판매 5만8천여정 한국일보 07-Jun-92
本報모금 폭동구호금 잔액 1백40만弗 피해자協 전달 한국일보 08-Jun-92
성금창구 단일화됐다 중앙일보 08-Jun-92
<사진>정원식국무총리(가운데)는 7일 8가와 킹슬리 인근 아놀드 프  한국일보 08-Jun-92
“동족의 약탈 부끄러웠다.” 한국일보 08-Jun-92
폭동피해교민 지원 모색 한국일보 08-Jun-92
정총리 LA에 중앙일보 08-Jun-92
사우스센트럴 리커再開 논란 한국일보 09-Jun-92
본국 직접지원 어렵다 중앙일보 09-Jun-92
본국 정치인 잇단 방미 “허풍지원” 중앙일보 09-Jun-92
<데스크 메모> 다시 출발 한국일보 09-Jun-92
<創刊사설>LA의 未來와 코리아타운의 재설계 한국일보 09-Jun-92
더 큰 코리아 한국일보 09-Jun-92
폭동피해보상 市제소 順調 한국일보 11-Jun-92
타운 한인업소 3千개 돌파 한국일보 11-Jun-92
FBI, LA폭동 물증확보 한국일보 11-Jun-92
사우스LA 리커 규제는 잘못 한국일보 11-Jun-92
병상 강군에 1천弗위로금 한국일보 11-Jun-92



本社모금 LA교민誠金 韓赤에 23億원 전달 한국일보 11-Jun-92
4.29는 히스패닉 폭동 한국일보 11-Jun-92
한·일 목회자 인종화합 협력 한국일보 12-Jun-92
「리커再開」 적극 지원, 남가주 美주류상協 엘리옷 번버그회장 한국일보 12-Jun-92
재난피해·저소득한인 생필품제공기구 상설 한국일보 12-Jun-92
한인 美이민 10위 한국일보 12-Jun-92
LA폭동때 韓人약탈 사전모의, 美당국 수사결과... 배후등 드러나 한국일보 12-Jun-92
다시 짓는다...힘찬 재건 "一步" 한국일보 12-Jun-92
아시안 목소리 "응집", 새 LA건설 「亞太아메리카」 발족- 한국일보 13-Jun-92
한·흑화합 조찬기도회 성공적 한국일보 13-Jun-92
가만있으면 병신취급 한국일보 13-Jun-92
韓·黑화합 상징물 세우자 한국일보 13-Jun-92
리커 조건부 再오픈 「AB40」 법안 큰 반발, 영업자유박탈 "부당" 한국일보 13-Jun-92
<사진>마이크 안토노비치 LA카운티 수퍼바이저가 한인피해자협회관       한국일보 14-Jun-92
한국내 재산담보 20만弗까지 융자 한국일보 14-Jun-92
KT_1992_06_15_01 한국일보 15-Jun-92
“반드시 재건한다” 의지결연 한국일보 15-Jun-92
「리커再開」 주민공청회 부당... 피해자協, 가처분신청 한국일보 16-Jun-92
<火曜칼럼>LA誠金 한국일보 16-Jun-92
“폭동피해 보상 아시아계 단결” 한국일보 16-Jun-92
<한국社會漫評>주정부지원 한국일보 16-Jun-92
부지런... 한인10명중 1명 自營業 한국일보 17-Jun-92
우리아들, 모두의 아들 한국일보 18-Jun-92
92년 밀알상 受賞者프로필 한국일보 18-Jun-92
빈부지역 교육수준격차 심화... 공립校, 학무모 재정지원의존 높아 한국일보 18-Jun-92
타운재건기구 결성추진 중앙일보 19-Jun-92
경찰에 폭행당한 한인 5백만弗 소송 한국일보 19-Jun-92
「인종차별」 제도적장치제거 일단락 한국일보 19-Jun-92
도시빈민지원 절반축소 한국일보 19-Jun-92
하계본국연수생 1백명 선발 한국일보 19-Jun-92
LA市 업종변경 권장, 피해자 리커운영 고집 한국일보 20-Jun-92
<사진>부시대통령이 본보 변홍진 편집국장과 회견하고 있다 한국일보 20-Jun-92
폭동, 加州 경기에 치명타 한국일보 20-Jun-92
李健熙 會長께 <1> 한국일보 20-Jun-92
“흑인양부모 사랑소재 인종화합 스토리” 한국계일본인 영화제작 
화제 한국일보

20-Jun-92

폭동성금 2,992,935弗 한국일보 21-Jun-92
소수계 차별말라 한국일보 21-Jun-92
경찰-커뮤니티리더 포틀랜드 연석회의...한인울분 전달 한국일보 21-Jun-92
범교포 4.29피해대책 복구委 제역할 못한다 한국일보 21-Jun-92
SBA융자신청 접수 폭동피해자 10%뿐 한국일보 22-Jun-92
묵묵히 봉사·희생... 社會 등불 한국일보 22-Jun-92
폭동피해 보상요구 외면시 시위규모 4천명 늘리겠다 한국일보 22-Jun-92
리커추방 서명운동 한국일보 22-Jun-92
데니 구타범 재판현장 검찰 비디오촬영 논란 한국일보 22-Jun-92
KAL-아시아나 항공 LA-서울 예약률 저조 빈座席 많다 한국일보 23-Jun-92
BKA statement 한국일보 23-Jun-92



LA떠나야하나... 한인들 고민 한국일보 23-Jun-92
피해보상·복구·커뮤니티발전위한 단체 절실 한국일보 23-Jun-92
한인업주 80% 매상부진 심각 한국일보 23-Jun-92
「퍼블릭카운슬」폭동피해자 무료법률상담, 한인들 적극이용 바람직한국일보 24-Jun-92
<사진>한인등 아시안피해자들이 정부의 성의있는 보상 조치를 촉구  한국일보 24-Jun-92
흑인들과 낮과 밤 한국일보 24-Jun-92
아시안 폭동피해자 聯合시위 한국일보 24-Jun-92
「소수계 문화·전통역할강조」보고서, 정부-교육계 찬반 논쟁 한국일보 25-Jun-92
한인사회 대변役 인정, KAC에 50만弗 기부 한국일보 25-Jun-92
리커많아 우범지대화 한국일보 25-Jun-92
州·市정부 조례초안 작성, 주류판매제한법안 심의등 한국일보 25-Jun-92
파운틴밸리 김종만씨가정 총격사건, 부인먼저 쏜후 自殺 한국일보 26-Jun-92
시위효과, LA市 확약, 부시장-폭동피해자 면담 한국일보 26-Jun-92
폭동피해복구 대통령직속 관리들 타운방문, 영업正常化 실태파악 한국일보 26-Jun-92
하기환씨(공동의장, 성금의장) 사퇴하라-폭동대책委 개편제안, 성금  한국일보 27-Jun-92
차기 LAPD局長 윌리엄스 선서 한국일보 27-Jun-92
4.29 두달: 한인 보험금 지급률 20-30% 수준 한국일보 27-Jun-92
코리아타운, 사우스 LA 한인업체 복구차질 한국일보 27-Jun-92
리커규제안 저지 총력 한국일보 27-Jun-92
남가주한인사회 범교포차원 救護단체 첫 탄생 한국일보 27-Jun-92
폭동前 매상 미달, 회복에 고전-영업재개업소 실태 한국일보 27-Jun-92
폭동에 백인남녀 돕다 체포된 한인 , 인종차별 과잉수사 호소 한국일보 28-Jun-92
폭동피해자 SBA융자 7백11件 5천2백90만弗 한국일보 29-Jun-92
<독자투고>폭동被害보상의 虛와實 한국일보 30-Jun-92
구호단체 한미구호봉사기구 정식발족 활성화 다각노력 한국일보 30-Jun-92
극동방송기탁 1만弗 KYC-KAC 지원 한국일보 30-Jun-92
폭동피해 정부보조 푼돈 한국일보 30-Jun-92
흑인들, 다시 한인 괴롭힌다 한국일보 01-Jul-92
리커면허 규제안 부결 한국일보 01-Jul-92
브래들리, 한인스와밋 방문 한국일보 01-Jul-92
“폭동보상책 제시하라” 한국일보 01-Jul-92
가장 고립적, KSCI-TV 미주지역 코리안 대상 조사 한국일보 02-Jul-92
한인은행 영업 “침체” 한국일보 02-Jul-92
한인업주, 市횡포맞서 勝訴 한국일보 02-Jul-92
"범죄없는 韓人타운 만들겠다" 한국일보 02-Jul-92
브래들리면담 별무소득 중앙일보 03-Jul-92
LA 폭동 한인 업소 피해 버몬트. 웨스턴 가장 극심 중앙일보 03-Jul-92
폭동피해자 시위 17일째 - 브래들리면담 대책촉구 한국일보 03-Jul-92
휠체어 탄 “말없는 분노” 한국일보 03-Jul-92
시위지원명목 10만불 전달 중앙일보 03-Jul-92
“성금 監査결과 공개하라” 한국일보 04-Jul-92
성금관리분과委 조직개편 “모순” 한국일보 04-Jul-92
폭동피해업소 48%가 無 보험 한국일보 04-Jul-92
폭동피해 한인 울분표시 한국일보 06-Jul-92
빈민층에 야채지원 한국일보 06-Jul-92
한인 정치참여율 중국인보다 높다 한국일보 07-Jul-92
LA재건 5년 걸린다 한국일보 08-Jul-92



할린즈유족 민사소송취하 30만불로 완전합의 중앙일보 08-Jul-92
“폭동피해 보상하라” 이정씨 斷食 한국일보 08-Jul-92
본국성금 도착 한국일보 08-Jul-92
폭동피해 스와밋協 발족 한국일보 08-Jul-92
CRA 폭동 피해 긴급 무상지원금, 한인이 첫 수혜 한국일보 08-Jul-92
韓黑 “우호적” 한국일보 08-Jul-92
샌퍼난도 밸리 리커면허 규제 중앙일보 08-Jul-92
시청직원들 한인시위대에 잉크병등 던지며 야유 중앙일보 08-Jul-92
본국성금 도착 중앙일보 08-Jul-92
피해자협, FEMA 총담당관 면담 . 요구 관철 시켜 한국일보 08-Jul-92
유나이티드웨이 - 폭동기금 긴급지원 중앙일보 08-Jul-92
흑인, 칼린 소환운동 수포 중앙일보 08-Jul-92
피해자協에 10만弗 [폭동대책위] 시위지원명목 한국일보 09-Jul-92
브래들리 사과 한국일보 09-Jul-92
FEMA 보조금 한인신청 1만건 한국일보 09-Jul-92
두씨 30만弗 보상 합의 한국일보 09-Jul-92
번창하는 한인 스와밋 「시샘과 견제」의 표적 한국일보 09-Jul-92
리커 조건부 영업재개 첫 공청회, 최종결정 못 내려 한국일보 10-Jul-92
誠金처리 피해소송 의견집약 공청회연다 한국일보 11-Jul-92
한인비즈니스성장률 동양계 중 1위 한국일보 11-Jul-92
폭동피해한인 "LA市 제소" 한국일보 11-Jul-92
시청앞 시위 한달만에 중단키로 한국일보 12-Jul-92
성금, 공동분배 요구 한국일보 13-Jul-92
재난보조금 650만弗 지급 4천2백52명에 한국일보 13-Jul-92
LA타임스 아시아계 갈등 크게 보도 “단합노력에 찬물” 중앙일보 14-Jul-92
7백만불 놓고 “티격태격”- 성금운용 둘러싸고 왜 시끄러운가 중앙일보 14-Jul-92
정부·언론이 한인재기에 “찬물” - 박봉준변호사 LA타임스에 기고 중앙일보 16-Jul-92
한미 구호봉사기구 황익수 회장 “불우이웃돕기 사업으로 뿌리내려”중앙일보 16-Jul-92
피해자 단체 “각개약진” 중앙일보 16-Jul-92
일본 문화센터 피해성금 KAC, KYC에 4,735불씩 중앙일보 17-Jul-92
日커뮤니티서 9천5백弗기부 한국일보 17-Jul-92
“스몰비즈니스, LA재건 주춧돌” 한국일보 18-Jul-92
운영의회정지 가처분 한인회분규 오래 끌듯 한국일보 18-Jul-92
인종폭동 역사의 이해를 한국일보 18-Jul-92
흑인지역서 장사 손떼겠다. 65% 중앙일보 18-Jul-92
흑인 3인조 고객가장 총격 한인마킷 종업원 重態 한국일보 21-Jul-92
<전문가기고>폭동피해 성금 이렇게 쓰자 한국일보 21-Jul-92
뉴욕·시카고 교회협의회서 폭동피해성금 12만불 한국일보 21-Jul-92
「타버린 꿈, 남아있는 희망」4.29폭동 설교집 나와 한국일보 21-Jul-92
<뉴스에세이>黑人村에 다시 들어간 사람들 한국일보 21-Jul-92
<사진>영사관을 점거한 채 밤샘농성을 벌이고 있는 폭동피해자협의       한국일보 22-Jul-92
4.29폭동때 한인업소 타깃 "흑인방송, 약탈선동" 한국일보 22-Jul-92
본국 성금 80%분배, 20%는 한인사회 발전에 사용 한국일보 22-Jul-92
피해자協 성금지급요구-영사관 점거농성 한국일보 22-Jul-92
“총영사관 항의사건등 전체 피해자뜻과 무관”-피해식품상協 회견 한국일보 22-Jul-92
일부의 집단행동 이해못해... 성금관리위원장 하기환씨 인터뷰 중앙일보 22-Jul-92
성금 어떻게 써야하나 <1> 우리 모두가 폭동피해자 한국일보 22-Jul-92



불신과 상처뿐인 성급한 결정 - 본국 성금 일률분배의 배경 중앙일보 22-Jul-92
<取材日記> LA 誠金 싸고 싸움 할땐가 중앙일보 22-Jul-92
폭동피해자 구호 생필품 전체 아시아계로 확대 전달 중앙일보 23-Jul-92
강압분배는 원천 무효 중앙일보 23-Jul-92
<사설> 하루속히 “성금 악몽”에서 헤어나자 중앙일보 23-Jul-92
성금 지불정지 요청 중앙일보 23-Jul-92
LA성금 균등분배키로 한국일보 23-Jul-92
미주誠金 총4,752,571弗, 공인회계사協 7개기관 접수내역 감사결과 한국일보 23-Jul-92

성금수령 무효주장.. 피해식품상·스와밋상協, 관리委로 반환요구 한국일보
23-Jul-92

성금전달 "원인무효" 한국일보 23-Jul-92
정상절차따라야 피해자協에 촉구, 식품상인協 한국일보 23-Jul-92
本國성금수표 동결 하기환위원장 "강압에 의한 裏書"주장 ... 은행에 한국일보 23-Jul-92
성금 열흘내 均分 피해자協, 본국分 80%-미주모금등 5백 50만弗 한국일보 23-Jul-92
성금배분 절차무시 한국일보 23-Jul-92
성금 어떻게 써야하나<2> LA 시 조례를 알아본다 한국일보 24-Jul-92
피해자協, 입금 확인 한국일보 24-Jul-92
하기환씨 "위원장 사퇴" 한국일보 24-Jul-92
본국성금 수표 관리위에 반환 한국일보 24-Jul-92
재해신고센터 타운등 3곳 문 닫아 한국일보 24-Jul-92
<특별社說>誠金문제-아직도 길은 있다 한국일보 24-Jul-92
성적부진 흑인학생지도 프로그램 한인커뮤니티 지원요청 한국일보 24-Jul-92
성금구좌 "홀드" 피해자協 서류미비 한국일보 24-Jul-92
성금분배 한인이미지 훼손 커뮤니티 대책시급 한국일보 24-Jul-92
하위원장 사퇴서 수리 한국일보 25-Jul-92
태평양화학성금 誤記 수정통고받고도 라디오코리아 고의비방 放送한국일보 25-Jul-92
<社說> 被害者들에게 맡기는 수밖에 없다 한국일보 25-Jul-92
성금 어떻게 써야하나< 3> 「균등」「차등」 딜레마 한국일보 25-Jul-92
24일까지 성금동결관련 「조치」없으면 피해자協 "提訴" 한국일보 25-Jul-92
라디오코리아 허위·왜곡보도 계속 한국일보 25-Jul-92
대한적십자사 접수 2차성금 본국서 발묶어 한국일보 25-Jul-92
성금분쟁, 조정局面으로... 本國·美적십자사 분배主體등 중재 한국일보 27-Jul-92
4.29폭동 자연발생적 한국일보 28-Jul-92
차별·빈곤 있는 곳 어디나 폭동 가능 한국일보 28-Jul-92
30代 한인여성 피살 한국일보 28-Jul-92
성금 어떻게 써야하나<4>「유대인 연합 심의회」의 교훈 - “커뮤니티  한국일보 28-Jul-92
한·흑·백인·히스패닉 기독교인 인종화합 축제개최 한국일보 28-Jul-92
유동환씨 기소취하 될듯 한국일보 28-Jul-92
韓 2,300·中 262·比 25. 日10개-4.29폭동 아시안 비즈니스 피해 한국일보 28-Jul-92
3者 공동관리 방법등 성금분배중재안 모색 한국일보 28-Jul-92
성금 분쟁 극적타결, 피해자協 구좌 관리委로 이관통합 피해자에 분한국일보 29-Jul-92
타운범죄 왜 줄었나...폭동후 신변보호 경각심, 우범지역 순찰강화 효한국일보 29-Jul-92
아파트 피살 영 순임씨 뒷얘기 “폭동충격 신경과민이 화근” 한국일보 29-Jul-92
피해자協 성명서 한국일보 29-Jul-92
4인 분배위, 총영사관등 연쇄접촉「성금타결」원칙합의 한국일보 29-Jul-92
할린즈양 보상금 두 동생에게만 분배 한국일보 29-Jul-92
폭동피해 철거건물 입찰·하청 정보제공 한국일보 29-Jul-92



두씨판결 비난발언 한흑갈등심화 부인 한국일보 30-Jul-92
폭력은 안된다 한국일보 30-Jul-92
성금, 결국 법원으로 한국일보 30-Jul-92
[성금합의]하룻만에 파기 한국일보 30-Jul-92
일자리 아직 태부족 한국일보 30-Jul-92
성금분규는 전교민의 불명예 관계당사자 조속한 합의 필요 중앙일보 30-Jul-92
피해상인協, 회의장 난입 한국일보 30-Jul-92
성금처리 합심 촉구 한국일보 31-Jul-92
성금분배 再합의, 전체 誠金통합 관리委에 입금 한국일보 31-Jul-92
한인 폭동후유증 심리치료 돕는다 한국일보 31-Jul-92
SBA 1억 2천만弗 융자 FEMA 보조금 2억弗 한국일보 31-Jul-92
<社說> LA시청 앞 데모는 잘 한 일이다 한국일보 31-Jul-92
<社說>방송보도는 신중해야 한다 한국일보 31-Jul-92
<오늘의 논평> 2세들은 가버릴 것인가 한국일보 01-Aug-92
성금분배案 구체화, 부상자 5천·일반 2천5백弗 지급 한국일보 01-Aug-92
피해지역 업소재오픈 융자금상환연기 제안 한국일보 01-Aug-92
본국성금 행방묘연 중앙일보 01-Aug-92
공탁誠金 계속묶여 한국일보 02-Aug-92
고소취하 적극논의 한국일보 05-Aug-92
소송취하 지연 성금분배 난관 한국일보 05-Aug-92
흑인 랩가수 또 한인악평 한국일보 05-Aug-92
피해한인- 정부 중재 진땀, 연방법무부 커뮤니티관계부 스티브 톰 인한국일보 05-Aug-92
성금 원만해결 촉구, 한인단체장들 성명 한국일보 05-Aug-92
<성명서> 사단법인 4.29폭동 한인피해자협의회 한국일보 06-Aug-92
성금타결 답보 한국일보 06-Aug-92
뉴욕라이프서 성금25萬弗 한국일보 06-Aug-92
“성금, 관리委이관 논의” 한국일보 06-Aug-92
<성명서> 한인단체장일동 한국일보 06-Aug-92
잔여성금 6일부터 분배 중앙일보 06-Aug-92
출범 100일 맞는 한미구호 봉사기구 - 영속적 봉사단체로 발돋움 중앙일보 06-Aug-92
피해자協, 성금인출 한국일보 06-Aug-92
성금, 6일 관리委로.. 피해자協 한국일보 07-Aug-92
미행강도 한인들 노린다 중앙일보 07-Aug-92
빈곤층 生必品 지급창구로 정착, 폭동 1백일 맞아 돌아보는 한미구호한국일보 07-Aug-92
「성금迷宮」여론분노 한국일보 08-Aug-92
코리아타운·사우스센트럴등 연방 防犯시범지로 한국일보 08-Aug-92
내생애 최고의 봉사 3개월, 폭동피해 한인 2천명 보상안내 한국일보 08-Aug-92
폭동피해 주택 재건 288억弗 지원안 승인 한국일보 08-Aug-92
“성금이 무슨 전리품이냐” 중앙일보 08-Aug-92
성금배분창구 양분 위기 한국일보 08-Aug-92
폭동방화로 스프링클러 3일간 작동 수도료 1만불 “기절 통보” 중앙일보 08-Aug-92
성금 첫 분배 한국일보 08-Aug-92
LA市 상대 보상소송 위해 피해자協, 변호사 선임 한국일보 08-Aug-92
피해자協·관리委 성금분배싸고 갈팡질팡 한국일보 08-Aug-92
성금 빨리 이관하라... 한인 14개 경제단체장 성명 한국일보 09-Aug-92
“한국 살기 좋다” 逆이민 급증 한국일보 09-Aug-92
폭동피해자 30여명 이관늑장 항의시위 한국일보 09-Aug-92



“한인상인 불친절이 문제” 중앙일보 10-Aug-92
피해교인에 성금지급 중앙일보 10-Aug-92
폭동지역 상점 장사 안돼 “쩔쩔” 중앙일보 11-Aug-92
“성금 관리위로 이전하라.” 중앙일보 11-Aug-92
<讀者投稿> 피해자에게 돌을 던질者는... 한국일보 11-Aug-92
LA 폭동지역 긴급재건案 異見·분규로 난항 한국일보 11-Aug-92
성금이관 지연 분배차질 한국일보 11-Aug-92
<미주春秋>성금전쟁, 이제는 끝내자 한국일보 11-Aug-92
폭동피해 재기안간힘 자체 스와밋 공사한창 한국일보 12-Aug-92
LA외곽 신축인도어 스와밋들 폭동피해 상인 적극유치 한국일보 12-Aug-92
성금이관 계속 외면 한국일보 12-Aug-92
웨스턴 인터내셔널 보험사 폭동클레임 타격, 법정관리 한국일보 12-Aug-92
리커영업 규제움직임 활발 한국일보 12-Aug-92
“성금은 이정씨 개인돈 아니다.” 한국일보 12-Aug-92
김성식씨 예심 21일로 중앙일보 13-Aug-92
폭동피해 다업종협 발족 중앙일보 13-Aug-92
데니구타 흑인3명 25일 재판 한국일보 13-Aug-92
피해자협의회 또 시위 중앙일보 13-Aug-92
노태우 대통령 LA방문 취소 한국일보 13-Aug-92
汎인종 구호단체 곧 발족, “배고픔없는 사랑의 공동체” 한국일보 13-Aug-92
「웨스턴」보험 문닫아 한국일보 13-Aug-92
<성명서>진실짓밟는 성금관리위, 더이상 신뢰못한다. 동포성금 농락   한국일보 13-Aug-92
<讀者技稿>폭동피해 訴訟과 변호사 選任 한국일보 13-Aug-92
<공고>성금관리위원회 한국일보 13-Aug-92
피해자協 격렬시위 한국일보 14-Aug-92
성금 관리위원장 살해협박 시달려 한국일보 14-Aug-92
多업종피해자協 결성 한국일보 14-Aug-92
폭동피해 敎人 1,052명에 교회協, 성금 1백弗씩 전달 한국일보 14-Aug-92
폭동피해 접수센터 15일 업무마감 한국일보 14-Aug-92
영사관 시위 “이제 그만” 중앙일보 14-Aug-92
교회 성금 13일부터 지급 중앙일보 14-Aug-92
“마킷출입 방해해선 안돼” 한국일보 16-Aug-92
성금지급동결 가처분신청 기각 한국일보 16-Aug-92
사우스LA 영업재개 동네공청회 주민설득·타협 모색을 한국일보 17-Aug-92
성금분쟁 한인사회 위신실추 – 敎界, 개입 중재 나서 한국일보 17-Aug-92
무리한 구입뒤 불황원인 한국일보 19-Aug-92
한인사회 분열상 보도 한국일보 19-Aug-92
“폭동은 끝났지만 상처는 아물지않고…” 한국일보 19-Aug-92
관리委도 성금 분배키로 한국일보 19-Aug-92
할린즈 곤욕 한인들격력 큰힘 한국일보 20-Aug-92
피해자協 분배끝난후 성금관리委 지급시작 한국일보 21-Aug-92
<뉴스 에세이>피해자협, 할일은 많다 한국일보 21-Aug-92
[社說] “분노를 느낀다” 한국일보 21-Aug-92
원로목사 중심 성금중재委 구성 한국일보 21-Aug-92
성금관리委長 사표 한국일보 23-Aug-92
폭동 아직 끝난게 아니다 한국일보 24-Aug-92
폭동피해 한인업소에 뉴욕시 융자지원계획 한국일보 24-Aug-92



폭동피해자 절반이상 정부보조금신청 기각 한국일보 25-Aug-92
사랑의 힘으로 치유돼야 한국일보 28-Aug-92
10개 한인단체 연합체 추진, 봉사활동 內實  다진다 한국일보 28-Aug-92
폭동피해 한인 정신질환 호소 한국일보 29-Aug-92
킹구타 연방재판 내년 2월로 연기 한국일보 29-Aug-92
승산없는 訟事 재고 마땅 한국일보 29-Aug-92
폭동피해, 한인입장 적극 밝혀야 한국일보 29-Aug-92
킹 구타사건 평결보다 인종갈등-불황이 主犯 한국일보 29-Aug-92
4.29 폭동피해자 후유증 치료 위한 목회상담세미나 큰 호응 한국일보 01-Sep-92
폭동피해소송 10월 29일 마감 한국일보 01-Sep-92
폭동진원지 사우스센트럴LA·한인타운 보험료 폭등·가입거부 사태 한국일보 01-Sep-92
김수환 추기경 30일 특별강론 - LA한인사회 變質 개탄 한국일보 01-Sep-92
교회協 성금 분배 마무리 한국일보 01-Sep-92
교회協 성금분배 마무리 한국일보 01-Sep-92
성금 2백명 추가분배 한국일보 02-Sep-92
[뉴스에세이] 성금 낸 사람들 분노 한국일보 02-Sep-92
피해업주만 성금분배 폭동실직자외면 부당 한국일보 03-Sep-92
[뉴스에세이] “나는 저런 코리안이 아니오” 한국일보 03-Sep-92
1992년 4월 소요사태에 대한 로스엔젤레스 경찰의 대응조치를 논의    한국일보 03-Sep-92
[뉴스에세이] 「이정」이라는 사람 한국일보 04-Sep-92
성금지급 및 지급예정자 명단 공고 한국일보 05-Sep-92
성금분배 누락자 공익기금서 지급 한국일보 05-Sep-92
리커 再오픈 결정연기 한국일보 05-Sep-92
[발언] 사우스 LA에서의 성공담 한국일보 05-Sep-92
호소문·재무보고서 한국일보 05-Sep-92
성금관리委, 배분 마감 한국일보 05-Sep-92
성금관리 委長職 곽철씨 수락거부 한국일보 06-Sep-92
“피해자協 감사 안맡았다” 한국일보 06-Sep-92
“폭동여파 교회살림 어렵다.” 중앙일보 09-Sep-92
폭동피해자 추가성금 지급 한국일보 10-Sep-92
한인권리옹호법인 곧 발족 한국일보 10-Sep-92
폭동피해자 추가성금 지급 한국일보 10-Sep-92
피해자協 사무실서 시위 한국일보 11-Sep-92
식품상協 폭동성금 분배 한국일보 12-Sep-92
코리아타운 -사우스센트럴LA 폭동피해업소 40%폐업 한국일보 12-Sep-92
피해자協 남은성금 120만弗 행방 의혹 한국일보 13-Sep-92
정부提訴 준비착수 한국일보 14-Sep-92
폭동 실직자모임 발족 한국일보 15-Sep-92
폭동피해 재해기금지급 일단중단 한국일보 16-Sep-92
수표500매 뒤늦게 찾아 한국일보 16-Sep-92
웨스턴 인터내셔널 보험사 폐쇄, 폭동피해 보상신청 서둘러야 한국일보 17-Sep-92
[時想] 긍지를 지키자 한국일보 17-Sep-92
폭동피해 세금보고 IRS, 5차례 웍샵 한국일보 17-Sep-92
“성금마무리 잘해야” 한국일보 17-Sep-92
잔여성금 배분 진통 한국일보 19-Sep-92
<사회의 斷面> 4․29 폭동후 흑인 불만-소외감 심화 한국일보 20-Sep-92
<독자의 광장> 성금분배 과정 공정성 잃어 유감 중앙일보 21-Sep-92



리틀도쿄도 불황몸살 중앙일보 22-Sep-92
市 “재영업규제” 연방 “이전하면 융자안줘” 한인상인 진퇴양난 한국일보 23-Sep-92
박종상 총영사 LAPD 방문 중앙일보 26-Sep-92
美전국 한인식품상들 공동구매 좋은계기 한국일보 27-Sep-92
본국 TV劇 교포사회 왜곡 한국일보 28-Sep-92
폭동상처 씻고 기필코 再起 한국일보 28-Sep-92
LA시 전체가 보험으로 몸살 중앙일보 29-Sep-92
피해식품상협등 3개 폭동피해단체 - 이정회장 고발키로 중앙일보 29-Sep-92
“인종편견 감사로 경영권 강탈” 중앙일보 29-Sep-92
“타운봉사” 젊은 단체 활동 왕성 중앙일보 30-Sep-92
“고발한다” ․“의혹없다” 성금분쟁 점입가경 중앙일보 30-Sep-92
韓·黑협동 곧 결실 한국일보 30-Sep-92
타운 폭동피해건물 복구 중앙일보 30-Sep-92
[時想] 코리아타운 한국일보 01-Oct-92
동양선교교회 흑인전도사 채용 한국일보 02-Oct-92
봉사단체聯 출범 한국일보 03-Oct-92
LA폭동 “가난이 죄” 중앙일보 03-Oct-92
한인, 흑인교회에 에어컨기증 한국일보 03-Oct-92
<사회의 斷面> 추태 만신창이 4대 한인회 한국일보 04-Oct-92
「한인여성 눈에 비친 LA폭동」다큐멘터리 영화 제작 한국일보 06-Oct-92
흑인학생에 장학금 한국일보 06-Oct-92
한인봉제업소 非常 한국일보 09-Oct-92
<사진>한·흑 커뮤니티간 이해와 대화의 창구를 마련하기 위한 만찬간한국일보 13-Oct-92
성금지급 접수 재개 중앙일보 13-Oct-92
인종화합축제에 5만여명 참여 중앙일보 13-Oct-92
한인타운 마약 "황금시장" 중앙일보 14-Oct-92
폭동 때 불법 무기 소지 혐의 - 유동환씨 기소 취하 중앙일보 14-Oct-92
흑인청년 10명 방한 중앙일보 14-Oct-92
역이민 작년 7천명 중앙일보 15-Oct-92
억울한 체포 기소취하 한국일보 15-Oct-92
“리커, 타업종전환 정부지원을” 한국일보 16-Oct-92
폭동피해 정부제소 한인 9백여명 참여 한국일보 16-Oct-92
SBA신청 어제 마감 중앙일보 16-Oct-92
폭동피해 보상신청 26일 마감 중앙일보 16-Oct-92
가게운영 흑인에 일임-韓黑화합 일조 한국일보 17-Oct-92
성금문제등 집중추궁 - 총영사관 국정감사 한국일보 17-Oct-92
사우스LA 대부분 피해한인 리커商 재 영업 사실상 좌절 한국일보 17-Oct-92
아르헨티나 한인회서 폭동성금 15,000불 중앙일보 17-Oct-92
비상대비책 전무상태... 웹스터 조사위, LA폭동보고서 지적 중앙일보 17-Oct-92
“폭동성금 왜 말썽인가” 중앙일보 17-Oct-92
반복되는 타운범죄희생 허탈 한국일보 19-Oct-92
“한인 사회 단합에 찬물” 중앙일보 19-Oct-92
총영사관, 피해자협 제소 추진 중앙일보 20-Oct-92
재영업 불허 폭동피해 업주 “시에서 보상 해줘야” 중앙일보 20-Oct-92
LA폭동 밀도있게 묘사 단편 「블랙죠」호평받아 한국일보 21-Oct-92
폭동복구 프로그램 「위드&시드」반발 한국일보 21-Oct-92
폭동피해보상신청 25일 마감 중앙일보 21-Oct-92



한인상공인들 히스패닉대상 장학금추진 한국일보 22-Oct-92
폭동피해 한인실태조사 호응부족 협조절실 한국일보 23-Oct-92
LA경찰, 치안확보 力不足 한국일보 23-Oct-92
「웹스터 報告書」의 충격과 경고 한국일보 23-Oct-92
폭동피해자 지원안내서 한국일보 23-Oct-92
폭동 폐허딛고 다시 꿋꿋이 일어섰다. 중앙일보 24-Oct-92
<공고문> 한민구호기금재단 한국일보 24-Oct-92
폭동피해 클레임 2천여件 한국일보 24-Oct-92
한·흑대학생 15명에 장학금 한국일보 24-Oct-92
피해자協회보, 「도박·성금착복」내용 - 총영사관 강경대응 한국일보 25-Oct-92
LA시 주정부 상대 「폭동피해보상 신청서 접수」 중앙일보 27-Oct-92
한.흑교인 함께 예배 한국일보 27-Oct-92
“타운 간접피해 더 심각” 한국일보 27-Oct-92
LA市·경찰국상대 폭동피해복구 1천여韓人 보상신청 한국일보 27-Oct-92
한미구호기금재단 조직개편 두 달째 “성금마무리 오리무중” 중앙일보 27-Oct-92
“재해보상신청 마감연장 심사기준도 완화되어야” 한국일보 28-Oct-92
“4·29폭동때 放火 유도”혐의 마킷 한인부부 체포 한국일보 29-Oct-92
폭동당시 점포방화 보험금 신청 혐의 - 한인업주 부부 기소 중앙일보 29-Oct-92
폭동피해보상 당국서 거부 중앙일보 29-Oct-92
<공고문>한미구호기금재단 중앙일보 29-Oct-92
“남은 건 병과 빚더미뿐” 중앙일보 29-Oct-92
허울뿐인 정부지원 약속 중앙일보 29-Oct-92
상처는 깊지만 할일은 많다... LA폭동 6개월, 한인타운의 오늘 중앙일보 29-Oct-92
LA 5대 본국은행 피해교민 금융지원 5,357만弗 제공 한국일보 29-Oct-92
폭동피해 한인 리커 조속한 영업재개 難望 한국일보 29-Oct-92
세계적 대기업 “LA재건 투자타진” 한국일보 30-Oct-92
한인부부 放火유도혐의 검찰 기소내용 “의문” 한국일보 30-Oct-92
폭동피해로 반납한 리커라이선스 "재발급 문제없다" 한국일보 31-Oct-92
"폭동피해리커 라이선스재발급 하자없다" 한국일보 31-Oct-92
조스마킷 한인부부 기소관련 담당검사 애매한 입장 한국일보 31-Oct-92
불경기에 리스횡포 스와밋상인 二重苦 한국일보 31-Oct-92
김창준씨 연방下院 첫당선 한국일보 05-Nov-92
LA폭동피해자協 성금누락자 2백명에 추가지급 불가피 한국일보 07-Nov-92
이규섭씨부부 보석 한국일보 07-Nov-92
美선거 성과등 검토 한국일보 07-Nov-92
누락자 200명 성금 피해자協에 지급명령 한국일보 07-Nov-92
6가와 카탈리나에, SBA 융자.행정업무등 안내 한국일보 09-Nov-92
한인리커商 흑인3인조 총격받고 被殺 한국일보 10-Nov-92
그린위에 다진 韓黑화합 한국일보 11-Nov-92
검붉은색 셰비타고 도주 한국일보 11-Nov-92
다민족 청소년 예술교류 KYC 적극참여 갈등해소 모색 한국일보 12-Nov-92
LA폭동피해교민 지원금 5천만弗 국회통과 협력 요청 한국일보 14-Nov-92
美입양 30대 韓人여성 플로리다州 下院진출 한국일보 15-Nov-92
리커 再開 항의 시위 한국일보 16-Nov-92
상오10시50분께 목 심하게 찔러… 금품은 그대로 두고 도주 한국일보 16-Nov-92
뉴욕타임스, LA폭동후 인종간 분리 심화 지적 한국일보 16-Nov-92
한미구호봉사기구 "폭동피해자 再建돕기 최우선" 한국일보 17-Nov-92



폭동피해 스와밋 주민초청 재오픈 한국일보 17-Nov-92
LA타임스 특집: 폭동 6개월후… 인종간 고립주의 확산 한국일보 17-Nov-92
사우스 LA 한인업소 또다시 살인强盜 악몽 한국일보 17-Nov-92
실태조사報告書  “他지역보다 10배 많아 범죄온상화” 한국일보 17-Nov-92
히스패닉 밀집지 알바라도-6가 코너 한인스와밋「그란데」오픈 한국일보 17-Nov-92
피부색초월 화합한마음 한국일보 18-Nov-92
밸리 그라나다 힐스 高校 韓-黑학생 마찰 한국일보 18-Nov-92
이성하씨 살해 용의자 둘 체포 한국일보 18-Nov-92
식품상協 활성화 다짐 한국일보 19-Nov-92
LA지역 본국정당 후원단체에 「교민지원금」통과 협조촉구 한국일보 19-Nov-92
폭동피해 실직자도 성금 지급을 한국일보 19-Nov-92
폭동피해 성금 주말께 또 지급 중앙일보 20-Nov-92
리커추방-브라더후드 크루세이드 술안파는 편의점 오픈 한국일보 20-Nov-92
한인타운주민들 자구책마련 범죄퇴치 도보행진 한국일보 20-Nov-92
클린턴, 한인상가 방문 한국일보 21-Nov-92
도시계획委, 400명주민 지지서명받은 트로잔스토어에 조건부로 한국일보 21-Nov-92
아발론 스와밋 영업재개 한국일보 21-Nov-92
교포깔보는 처사 비난 한국일보 21-Nov-92
한인폭동피해자 정부提訴 물증확보어려워 승소 장애 한국일보 21-Nov-92
피해자協에 또 성금지급 명령 한국일보 21-Nov-92
성금분배 창구 단일화 의견수렴 한국일보 21-Nov-92
아리랑노인아파트 기공식 한국일보 21-Nov-92
멜팅팟 LA 옛말, 끼리끼리 모여산다 한국일보 21-Nov-92
폭동부상자에게도 성금지급을 한국일보 22-Nov-92
4.29폭동 그후 6개월 한인사회가 변화고 있다 한국일보 22-Nov-92
한미구호기금재단 공고 한국일보 23-Nov-92
기독교계 한·흑 대화의 모임 한국일보 24-Nov-92
韓·黑 화합 내면적 공통점 살려 참사랑 운동 펼쳐야 한국일보 24-Nov-92
한국 전쟁고아 경찰국장 당선 한국일보 25-Nov-92
리커 포화상태 사실과 다르다 한국일보 25-Nov-92
리커 再영업 신청서 제출을 한국일보 25-Nov-92
영사활동비 10억원 피해교민 돕는데 사용 한국일보 25-Nov-92
한인 70% 醫保 없다 한국일보 26-Nov-92
<社說>LA 韓人사회와 감사할줄 하는 姿勢 한국일보 26-Nov-92
폭동재해지역 선정승인 한국일보 27-Nov-92
두순자씨 해외여행신청 철회 미언론 보도 – 유족등 반발탓 한국일보 27-Nov-92
떠나는 한인업주 아쉬어 한국일보 30-Nov-92
헨리 홍목사 주선 “다녀온 사람들 기대이상 호감” 한국일보 30-Nov-92
격동'92 돌아본 이벤트  4·29 폭동 한국일보 01-Dec-92
한인 새모병관 부임 한국일보 01-Dec-92

폭동소재 어린이 연극 공연 “유리창… 엄마 왜 LA가 불타고 있나요” 한국일보
01-Dec-92

한국문화이해 한·흑 갈등 예방 한국일보 02-Dec-92
<에세이> 흑인들의 이웃이 되자 한국일보 03-Dec-92
정치력신장 最高의 해 한국일보 03-Dec-92
데일리뉴스특집 한인폭동피해자 조한나 곽씨 딱한생활 소개 한국일보 03-Dec-92
진단 '92 <2> 정치역량 과시한 한해 중앙일보 03-Dec-92



줄리 사씨 풀러튼시의원 선서식 한국일보 04-Dec-92
자선단체들 훈훈한 연말위해 “작은 정성” 기다려 한국일보 04-Dec-92
가주마켙 밸리진출 반대 중앙일보 05-Dec-92
폭동충격 후유증 가실 줄 몰라 한국일보 05-Dec-92
한인리커 再開승인 한국일보 05-Dec-92
폭동으로 삶터 불타고 안경 맞출돈도 어려워.. 교인 김용석씨등 성금     한국일보 05-Dec-92
격동 '92 돌아본 이벤트 4: 경제 最惡의 해 한국일보 05-Dec-92
韓黑성탄화합 합창 한국일보 06-Dec-92
한미구호 기금재단 공고 한국일보 07-Dec-92
진단'92 <3> 불경기에 지치고 폭동에 멍들어 중앙일보 08-Dec-92
<사진>한인으로 보이는 용의자들로부터 총격을 받고 숨진 택시 운전    한국일보 08-Dec-92
美NCC “한흑화합 앞장” 한국일보 08-Dec-92
격동 ’92 돌아본 이벤트 5: 충격.분노…꼬리문 강력범죄 한국일보 08-Dec-92
폭동피해 지원 “감질” 중앙일보 10-Dec-92
“再오픈규제 리커 他지역이전” 한국일보 11-Dec-92
한인화가 6명 전시회 흑인밀집지역서 개막 한국일보 14-Dec-92
총영사관 일반 행정직원들 외로운 노인 찾아 위로 한국일보 14-Dec-92
무장강도 리커턴뒤 잡혀; 주유소서 갱총격 둘사망 한국일보 15-Dec-92
각 인종間 평화공존 모색 한국일보 16-Dec-92
SE장비사 김성은씨 살해음모혐의 한인 2명 체포 한국일보 17-Dec-92
한인마킷 화염병 투척 곧진화 피해 미미 한국일보 17-Dec-92
한흑연맹 해체 중앙일보 18-Dec-92
많은 보람 느꼈습니다 離任 박종상총영사 한국일보 19-Dec-92
폭동피해성금 관련 자료수집 LA한인회 진상조사委 본국방문 한국일보 19-Dec-92
격동 ‘92 돌아본 이벤트 12: 위상 바뀌는 한인단체, 2세들 커뮤니티 代  한국일보 22-Dec-92
사우스 LA 폭동재발 긴장감 악화일로 지역경제, 떼도둑, 킹再審등 
불안요소 한국일보

22-Dec-92

임시변통으로 그친 SBA· FEMA 지원정책...  재정 여전히 어렵다 85% 중앙일보 22-Dec-92
한인단체 오늘과 내일 1: 봉사활동 인정, 기부금 늘어... 예산·조직 
등 2~5배 한국일보

23-Dec-92

마킷한인 被殺 한국일보 23-Dec-92
한인사업체 매매 크게줄어 한국일보 23-Dec-92
격동 '92 돌아본 이벤트 13: 성금분쟁 폭동보다 더 깊게 커뮤티니에 
상처 한국일보

23-Dec-92

한인단체 오늘과 내일 2: 청소년회관·KAC, 정부·기업기부 큰몫 
교민회·한인회등 일부단체만 자체 조달 한국일보

24-Dec-92

타운방범 영구대책논의... 한인단체장들 모임 통신망확보 
자체조직갖춰야 한국일보

24-Dec-92

흑인이웃 따뜻한 격려 재기신념 북돋워 한국일보 25-Dec-92
누가 우리 유진이에게 올 성탄선물 주나 한국일보 25-Dec-92
연방법무부, 두씨요청 한국방문허가 말도록 법원에 요구 한국일보 26-Dec-92
4.29폭동때 한인 구해준 흑인 목사에 감사패 한국일보 28-Dec-92
가정불화 50代한인 총기 亂射 출동경관 2명 사살 한국일보 29-Dec-92
폭동성금 77명 추가분배 한국일보 31-Dec-92
"두번 넘어지면 세번 일어나야죠" 한국일보 31-Dec-92
韓黑청소년 우정다진다 한국일보 01-Jan-93
온정보답 열심히 살터.. 폭동피해로 곤경 조한나 곽씨 한국일보 01-Jan-93



한인리커강도 주인총에 피살 한국일보 05-Jan-93
예금고 사상첫 뒷걸음 중앙일보 05-Jan-93
한인은행 지속성장 제동 한국일보 06-Jan-93
<時想> 서로의 도움이 필요한 때 한국일보 07-Jan-93
김창준씨 의원선서식 한국일보 07-Jan-93
LA도시계획委 사우스 LA 폭동피해업소 공청회 한국일보 08-Jan-93
한인타운 30.8%가 빈곤층 한국일보 08-Jan-93
「웨스턴 애비뉴」 LA흑인폭동 映畵化 "구슬땀" 한국일보 09-Jan-93
조건부 재영업 강한불만 한국일보 09-Jan-93
“서로의 상처 달래자” 韓黑 깊은 열정 - 흑인교계 지도자 訪韓 동행취한국일보 09-Jan-93
강도.좀도둑에 시달리다 폭동 된서리 맞은 한인 삶터「리커스토어」  한국일보 09-Jan-93
타운 하루 138건꼴 범죄 중앙일보 12-Jan-93
흑인역사·문화 한글로 소개 兩커뮤니티 이해 폭 넓힌다 한국일보 16-Jan-93
폭동피해 한인 업종선정 안내 한국일보 16-Jan-93
한국계은행 마이너스 成長 한국일보 22-Jan-93
리커 신규허가 금지 조례 추진 한국일보 24-Jan-93
리커 再영업 조닝국서 첫 공청회 한국일보 27-Jan-93
남가주 폭동지역 대기업투자 저조 한국일보 28-Jan-93
폭동피해가족·관객 함께 엮는 연극 “화산섬” 무대에 한국일보 28-Jan-93
잇단 흑인재판... LA 다시 긴장, 「제2의 폭동」우려, 대책非常 한국일보 28-Jan-93
<社說> 사우스센트럴과 리커스토어 한국일보 29-Jan-93
폭동때 전소된 한인마킷에 비영리단체서 영업재개 융자 한국일보 30-Jan-93
미국을 사는 한인들 유의영 칼럼집 한국일보 01-Feb-93
LA폭동 그후 9개월 한국일보 03-Feb-93
LA폭동 재발 긴장감 한국일보 04-Feb-93
로드니 킹 민권재판 속개 한인들 우려.희망 교차 한국일보 04-Feb-93
피해리커 업종전환땐 건평 2배확장 허용 한국일보 05-Feb-93
한인봉사단 구성 한국일보 05-Feb-93
타운 한인업주, 무숙자등 1천7백명에 점심 대접 한국일보 21-Nov-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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