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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특별 영화 상영회 

“대한민국 100년의 기억(100 Years of Memory: 

Celebrating the Anniversary of Korean Independence)”

- 4월 9일(화)~4월 11일(목), 저녁 7시, The Landmark at 57 West 극장 -

- 상영 영화 주요 인물 관련 온라인 이벤트 진행 -

뉴욕한국문화원(원장 조윤증)은 올해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를 기념하기 위해 오는 4월 9일(화)부터 11일(목)까지 저녁 7시, 랜드

마크 극장(The Landmark at 57 West)에서 특별 영화 상영회 “대한민국 100년의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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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Years of Memory: Celebrating the Anniversary of Korean Independence)”를 

개최,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대한민국 독립운동을 주제로 한 대작 <암살>, <밀정>,

<말모이>를 상영한다.

동 특별 상영회는 100주년 기념하기 위해 기획된 사업중 마지막 사업이다. 그 첫 영

화로 4월 9일(화) 배우 송강호 ‧ 공유 주연, 김지운 감독의 일제강점기 1923년, 실제 있

었던 ‘황옥 경부 폭탄 사건’을 배경으로 의열단과 이를 쫓는 일본 경찰 사이에서 목표

를 위해 서로를 이용하려는 자들의 암투를 그린 영화 <밀정>을 상영한다. 영화 <밀정>

의 김지운 감독은 ‘제37회 황금촬영상-작품대상’과 ‘제17회 디렉터스 컷 어워즈-올해의 

특별언급’상을 수상했다.

4월 10일(수)에는 올해 1월 9일 개봉된 최신영화로 배우 유해진 ‧ 윤계상 주연, 엄유나 

감독의 일제강점기 1940년대 우리말이 금지된 시대에 물리적 투쟁이 아닌 민족혼이라 

할 수 있는 언어, 한글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한글 대사전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의 이야기를 다룬 첫 영화 <말모이>가 상영된다.

상영회 마지막 날인 4월 11일(목)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 100주년을 맞이하는 

날이자 기념행사의 의미가 더 큰 날이기도 한 날로 ‘제52회 백상예술대상-영화 작품

상’을 수상한 배우 전지현 ‧ 이정재 ‧ 하정우 주연, ‘제21회 춘사영화제-감독상’을 수상한 

최동훈 감독의 혼란스러웠던 1933년을 배경으로 실제 인물이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암살단 저격수 안옥윤의 활약을 그린 영화 <암살>이 상영될 예정이다.

한편, 문화원에서는 이번 특별 영화 상영회에서 상영되는 영화속의 인물관련, 문화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SNS를 통한 헤쉬태그 이벤

트도 상영회와 함께 진행된다.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이번 상영회를 통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비롯한 제국주의 열강들에 대항했던 식민지 민족 운동 등 

역사적인 이슈와 문제를 재조명하고 과거 고난을 극복하며 발전을 성취한 100년을 

성찰하고 미래 100년을 설계하고 전망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The Landmark at 57 West (657 West 57th Street, at, 12th Ave, NYC) 극장에서 상

영되는 특별 영화 상영회 관람은 무료이며 온라인 예약 필수이다. 상영회 관련 자세한 

내용은 뉴욕한국문화원 홈페이지 www.koreanculture.org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영화 

담당자 jjo@koreanculture.org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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