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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한국문화원, 영화 <신과 함께>, <광해, 왕이 된 남자>의 

“원동연 제작자 초청 강의” 개최

- 2019년 『한국 문화가 있는 날』 첫 프로그램 -

- 2019년 2월 25일(월), 저녁 6시 @ The Korea Society에서 -

뉴욕한국문화원(원장 조윤증)은 The Korea Society와 공동주최로 영화 <신과 함

께>, <광해, 왕이 된 남자> 등의 원동연 제작자 초청하여 강의를 개최한다. 동 행사

는 2017년 3월부터 매달 진행 되어 온 『한국문화가 있는 날(Korean Culture Day)』

2019년도 첫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오는 2월 25일(월) 저녁 6시, The Korea

Society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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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강의 주제는 “What Dose a Producer Do?”로 하고 ▲ 한국영화는 어떻게 만

들어지는지 ▲ 한국영화 프로듀서의 역할 ▲ 한국영화를 만들 때 프로듀서의 마음

가짐 및 현재 한국영화의 동향 등에 대해 강의할 계획이다.

동 강의에 강사로 초청된 리얼라이즈픽쳐스의 대표겸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부회장

이기도 한 원동연 제작자는 한국 팬은 물로 현지 팬들에게 큰 인기를 얻은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2012)>, <신과 함께-죄와 벌(2017)>, <신과 함께-인과 연(2018)>,

<미녀는 괴로워(2006)> 등 다수의 영화를 제작하였으며, 지난해는 머니투데이 

자회사인 스타뉴스 주최 ‘2018 아시아 아티스 어워즈-베스트 크리에이터’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편, 원동연 제작자는 커네티컷주 소재 웨슬리안 대학 아시아 스터디 센터 개관 

30주년 기념으로 지난 1월 31일부터 개최된 특별행사에도 참석하여 동 대학교 학생 

대상으로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 상영 및 한국의 영화산업과 우리시대의 왕,

한국의 왕들, 우리가 원하는 왕 등 영화를 통해 알 수 있는 시대의 모습 및 진정한 

리더십과 한국영화의 미래 등 폭 넓은 주제로 강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동 프로그램은 무료이며 좌석이 제한되어 있어 예약필수이며 The Korea Society 홈

페이지(www.koreasociety.org)를 통해 예약 가능하다. 행사관련 문의 사항은 뉴욕한

국문화원 홈페이지 (www.koreanculture.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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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문화가 있는 날(Korean Culture Day)은

한국문화에 관심 있는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한국문화에 이해도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매월 1회 문화체험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

램으로 뉴욕한국문화원에서 2017년 3월부터 

시행하는 사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