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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여성, 뉴욕을 만나다

"Women, KOREA" meets New York

- “Women, KOREA" 특별판 발간 기념 패널디스커션-

- 문화원 주최로 3월30일 (목), 뉴욕한국문화에서 개최-

보 도 자 료

 ￭ 보도자료 2017- 7
 ￭ 2017. 3. 29. 배포  

 ￭ 총 3 장 ￭ 뉴욕한국문화원 

   (이경화)  



뉴욕한국문화원은 오는 3월30일 (목)에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어지는 여성에 대한 

제한적인 사회의 문화를 탈피하고 더 발전하는 문화예술과 사회를 장려하기 위해 

“Women, KOREA" meets New York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여성의 다양한 역할

과 기업, 예술, 전문직종 등의 리더로서 어떻게 재조명되고 문화예술과 다양한 분

야에 있는 여성들의 사회 및 경제활동 참여 사례들 등을 패널들을 초청하여 디스

커션 할 예정이다.

참여하는 전문가 패널들로는 전 맨하탄 상공 회의소장직을 21년간 역임하고 현재 

국제 여성 기업인 지원 재단(International Women’s Entrepreneurial Challenge 

Foundation)의 대표 이사인 *Nancy Ploeger*, 한국 유명 가수 출신의 현직 국제 상

공 회의소(ICC) 부국장 *이소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이자 평창대관령음악제

의 예술 감독 *정경화*, UN Women의 선임 프로그램 고문 및 아시아 태평양 지역 

대표인 *A.H. Monjurual Kabir*가 함께할 예정이다. 

이번 패널 디스커션에서는 패널로 참여하는 전문 인사들의 커리어와 경험을 바탕

으로 과거의 여성상에서 21세기의 여성상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과거로부터 현존

하는 도전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현 세대의 개인과 사회는 어

떤 노력을 해야 하며, 다음 세대를 위한 현 세대의 노력은 무엇인지 국제적 무대에

서 성공한 한국 여성 인사들과 뉴욕 현지에서 활동 중인 여성 인권 및 여성 경제

활동 지원 전문가들을 초청, 토론을 통하여, 한국 여성과 세계를 연결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번 홍보성 사업을 기획한 뉴욕문화원 이한소 콘텐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는 

“문화는 항상 그 시대와 사회를 담고 있다. 아픔을 담을 땐 위로와 반성을 담고, 

기쁨을 담을 때는 격려와 희망을 담아 있는 힘껏 빛나게 한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 

이슈와 여성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은 지금 한국, 여성, 문화란 주제를 가지고 전 

세계가 함께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작은 시작을 하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다” 라며 동포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하였다. 



본 행사는 무료로 개최되며, 온라인 사전 예약이 필수다. 예약은 문화원의 페이스

북을 통하여 신청을 받고 있고 이메일(khlee@koreanculture.org)을 통해서도 받고 

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문화원 홈페이지 www.koreanculture.org 에 방문

하면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다. 

관련 문의나 자세한 내용은 뉴욕한국문화원 212-759-9550 내선 205으로 연락하거

나 khlee@koreanculture.org로 문의하면 된다. 

※ 이번에 문화원에서 발간된“Women, KOREA" 특별판 매거진은 뉴욕한국문화원

에서 아시아위크 뉴욕과 아모리쇼 기간 동안 개최된 특별전 ”The Movement of 

Herstory: Korean Embroidery"와의 연계성 홍보성 사업의 일환으로 세계 여성의 날

(3월 8일)과 미국 여성역사의 달 (3월 한 달)을 계기로 한국 여성들의 이야기와 한

국 여성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발간하게 되었다. 

그라운드 매거진에는 자수 전문가 정영양 박사, 프랑스 전 문화통신부 장관 플뢰르 

펠르랭, 세계적인 작곡가 진은숙, 골프선수이자 감독으로 변신한 박세리, 세계적인 

성악가인 조수미, 그리고 미국 공영방송인 PBS에 방영된 김치크로니컬의 호스트인 

마르자 봉게리히텐이 참여했다.  

“Women, KOREA" 특별호는 현지 라이프스타일 매거진인 그라운드매거진과 협력

하여 발행하였으며 4월말에서 5월초부터 뉴욕 및 유럽등지에서 구매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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