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 독립 75 주년 기념행사 India@75 

2021 년 3 월 19 일 

보도자료 

 

주한인도대사관과 인도문화원은 인도 독립 75 주년을 기념하며 2021 년 3 월 15 일 오후 3 시 India@75 를 개막했다. 

인도 독립 75 주년 전후 75 주간 진행 될 축제는 2023 년 8 월 15 일 막을 내릴 예정이다.  

 

영국의 오랜 식민 지배 하에 있던 인도는 1947 년 8 월 15 일 독립했다. 한국과 같은 날인 8 월 15 일에 독립을 이루었다는 

것은 양국의 유대에 큰 의미가 있다. 인도 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75 주간 이를 기념하는 India@75 를 전 세계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개막식에 축사를 전한 황희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양국간의 오랜 역사-문화적 유대를 강조했다. 강대국의 

폭력에 맞서 싸웠던 두 나라는 서로의 독립을 축하하는 친구이자 미래를 도모하는 동반자가 되었다며, 같은 고난과 

시련을 이겨낸 동지로서 두 나라가 긴 시간 쌓아온 신뢰와 유대의 역사는 희망의 새 역사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프랄라드 싱 파텔 인도 문화관광부 장관은 인도에서의의 India@75 준비 상황을  전달하며 “인도는 지식 기부국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의무를 수행하며 봉사와 희생을 인정받고 있다. 코로나 19 위기 이후 인도는 이 

축제를 통해 모든 책임을 다 하고 있다. 약품이나 백신을 전달을 위해서든, 어떠한 형태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든, 

우리는 비록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희생을 할 준비가 돼 있다. 인도 문화의 핵심은 봉사와 희생이기 때문이다” 라고 

언급했다. 인도인들의 활발한 참여로, 75 주가 마무리 될 때 쯤이면 이 ‘인도독립축제’는 대중 운동의 형태를 띠게 될 

것이라고 파텔 장관은 말했다.  

 

스리프리야 란가나탄 주한인도대사는 환영사를 통해 대한민국 각지에서 기획되고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발표했다. 

인도의 사회, 정치, 경제적 진보를 강조하며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한 과정을 언급했다. 인도 헌법을 초안한 인도 건국 

지도자들의 말을 인용하며, 인도의 민주주의, 사회 정의와 평등, 인도 사회의 포괄성에 대해 설명했다.  

 

인도 구자라트 사바르마티에서 3 월 12 일 진행됐던 India@75 개막식에서 연설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총리의 영상 

메시지와 인도 문화 공연도 상영됐다. 

 

행사를 진행한 소누 트리베디 주한인도문화원장은 “독립 75 년차에 접어들면서 앞으로 인도의 공고한 민주주의 전통과 

함께 자유 투사들의 독립을 위한 투쟁의 유산과 현대 인도 건국 지도자들의 공헌을 계승하자”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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