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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뉴스

YWCA ‘훌륭한젊은여성상’
한인 다큐 감독 전수미씨

제인·핀치커뮤니티서봉사

한인 여성이 토론토 YWCA가 선정하는 ‘올해의 훌륭한 젊은 여성상(2014 YWCA

Young Woman Distinction Award)’을 받는다. 

라이어슨대에서 방송학을 전공하고 현재 독립 다큐멘터리 영화감독 및 사회운동가·

저널리스트로 활동 중인 전수미(Sue·25·사진)씨는 내달 22일(목) 있을 YWCA 연례

시상식에서 ‘젊은 여성상’ 수상자로 결정됐다. 

전씨는 제인/핀치 커뮤니티의 젊은 여성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봉사한 공로를 인정받

았다. 전씨는 3천 달러의 상금을 받는다. 

전씨는 밴쿠버에서 태어나 토론토에서 성장했다. 고교시절 제인/핀치 지역으로 이사한 그는 봉사단체 사이트

제인-핀치닷컴(jane-finch.com)이 내용도 좋고 여러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데 끌려 지금까지 적극 참여해 활

동하고 있다. 

전씨는 온주 이민부로부터 청년자원봉사자상, 토론토문화유산상 등도 수상한 경력이 있다. 지난 2011년 직

접 제작한 다큐 ‘밥 아저씨와 베트남계 아이들’로 전국소수민족미디어협회(CEMA) 인터넷부분에서 상을 받기

도 했으며 지난해엔 소수민족언론협회가 수여하는 지역사회·문화·예술 공헌상을 받았다. 80년대 초 이민한

이윤영씨의 외동딸. 

전씨는 YWCA 상금을 법대진학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 밝혔다. 그는 “법을 공부해 좀 더 많은 도움을 커뮤니

티에 주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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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34 캐나다뉴스 ‘한인사’ 너무 비싸지 않나? 권당 100불은 부담 9 2014-04-03 2014-04-0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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