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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특별 전시 오프닝 및 축하 공연 리셉션

“함께하는 대한민국 100년

100 Years: Together & Forward” 개최

- 본국 독립기념관 공동주최 특별 전시회 오프닝 -

- 뉴욕 활동 성악가·롱아일랜드 어린이 합창단 축하 공연 -

- 2019년 3월 1일(금), 저녁 6시30분, 갤러리 코리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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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역사적인 해를 기념하기 위해 뉴욕, 뉴저지 한인 동포 1세~3세 대상으로 3월 

1일(금), 저녁 6시30분, 문화원 갤러리 코리아에서 본국의 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역사와 특히 미주지역의 독립운동 역사를 되짚어

보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특별 전시 오프닝과 축하 

공연 및 리셉션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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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한국문화원에서 공들여 준비한 이번 특별전은 한인 동포사회와 현지인들에게 한국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이를 통해 화합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특별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시는 크게 3·1운동이 일어나기 전부터 독립운동이 시작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하는

▲제국주의 침략과 독립운동의 시작, 미주지역의 독립운동의 역사를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미주이민과 독립운동, 3·1운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아우르는 ▲ 3·1

운동의 배경/과정/영향, 마지막으로 3·1운동의 결과로 탄생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과 통합 활동 과정을 담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섹션으로 구성된다.

뉴욕한국문화원 조윤증 원장은 “이번 전시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역사뿐만 아니라 19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미주 한인들의 독립운동 역사를

종합적으로 고찰해 보는 전시라는 측면에서 뉴욕을 중심으로 한 동부지역 한인동포

사회에 더욱더 각별한 의미를 지니는 전시회이다”며 “3월 1일부터 4월 26일까지 약 

한달 반가량 개최되는 이번 전시에 뉴욕뿐만 아니라 미 동부권에 거주하는 많은 

동포들이 문화원을 찾아 한국의 역사와 미주 한인 사회의 뿌리를 배우고 이해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시 개최 소감을 밝혔다.

<민족대표 독립선언 기록화>

최대섭/1976년/한지에 수묵 채색

114.53“ x 77.56”

<3.1운동 당시 사용하던 태극기 목각판>

1919년/12.6“ x 11.8” x 2.6“



이번 전시는 3·1절 당일인 2019년 3월 1일부터 4월 26일까지 뉴욕한국문화원 갤러리

코리아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3월 13일(수), 저녁에(6시~8시) 열리는 전시 공식 개막 

행사는 독립기념관의 김성기 학예관이 참석하여 한국 독립운동의 역사를 간단히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개막 행사에는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과 

뉴욕아시아위크 개막을 기념하는 의미로 축하 공연도 마련되어 있다.

이날 행사에는 전시뿐만 아니라, 뉴욕을 주 무대로 활동하는 성악가들과 롱아일랜드 

어린이 합창단의 공연 등 선보인다. 성악가로는 서울대학교와 매네스 음악대학을 졸업

하고 현재 뉴욕에서 오페라 가수로 활동, 이번 시즌 Opera Saratoga에서 <Hänsel

und Gretel> 주역 ‘Gretel’ 공연 예정인 채주원 소프라노와  서울시 오페라단 정기

오페라 <La Traviata> ‘Gaston’역, <Tosca> ‘Spoletta’ 역 등을 공연하였으며 서울

대학교 음악대학 정기오페라 <Don Pasquale> ‘Ernesto’ 역을 공연한 장주훈 테너가

순국선열들을 기리기 위한 한국 가곡 “비목”과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곡 

1순위로 선정된 바 있는 “그리운 금강산”을 불러 평화와 통일을 염원한다.

아울러, 서울대 음악대를 졸업한 이준희 지휘자가 이끄는 동포 2~3세 단원으로 

이루어진 롱아일랜드 한국학교 소속의 롱아일랜드 어린이 합창단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그리는 동요 “노을”과 “삼일절의 노래”를 선보인다. 롱아일랜드 어린이 

합창단은 2016년 창단되어 6.25 참전 기념 음악회, 뉴욕퀸즈한인회 신년행사, 한글날

기념행사, 서울대 뉴욕음악회 등 각종 행사에 초청되어 공연한 바 있다.

이번 문화 축하행사는 대한민국의 출발점이자 근대 한국 민족주의 운동의 뿌리인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주요한인 동포 1세~3세 초청하여 진행되는 만큼 

소프라노 채주원 테너 장주훈 롱아일랜드 어린이 합창단
지휘자/음악감독 

이준희



동포 1세대에게 독립운동과 국가 발전의 민족사를 함께한 미주 동포의 역사적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2~3세대는 모국과의 유대감을 강화하여 미래 100년을 설계하고 전망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사 관련 자세한 문의사항은 뉴욕한국문화원 사업팀 ☎ 212-759-9550, Ext. #207 또는

jjo@koreanculture.org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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