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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평통, 청소년 온라인 문예공모전 개최

시각장애 한인 여고생 프린스턴·하버드 동시 합격

민주평화자문회의 로스

앤젤레스 지역협의회(이

하 LA평통, 회장 에드워드 

구·사진)가 미주지역 재외

동포 청소년들에게 한반

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관

심 및 긍정적 인식을 확산

하고 미래 통일 세대들에

게 통일의지를 심어주기 위

한 온라인 문예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의 주제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 ●2032 남북 

공동올림픽 유치이며 LA카운티 거주 초·중·고등학

생이면 응모할 수 있다. 

분야는 글짓기(자유 형식), 그림(자유 형식)이다. 

응모 작품은 이메일(nuac.la@gmail.com)로 접수하

며 기한은 오는 7월19일까지이다.

선천적 시각 장애를 가진 한인 

여학생이 프린스턴대와 하버드

대에 동시 합격해 화제가 되고 

있다. 

주인공은 뉴저지주 데마레스

트에 있는 노던밸리(Northern 

Valley) 고교 졸업 예정인 이영은

(19·미국명 줄리아나) 양이다.

이 양은 한국에서 초등학교 2

학년을 다니다 주재원인 부모님

을 따라 2010년 미국으로 건너

왔다.

선천적 장애를 딛고 안내견‘메

기’의 도움을 받으며 학업을 계

속해온 이 양은 특히 미국에서 최

고 권위를 자랑하는 장학프로그

램의 수혜자로 잇따라 선발되며 주목을 끌었다.

이 양은 지난해 쿨리지 장학생으로 선발됐다. 쿨리

지 장학프로그램은 제30대 미국 대통령을 지낸 캘빈 

쿨리지 이름을 딴 쿨리지 장학재단에서 고교 11학

생들에게 수여하는 장학금이다. 지난해 미 전역에서 

응모 작품 가운데 심사를 통해 회장상 1명($500), 

우수상 2명($300), 장려상 3명($200)을 선발해 시상

한다. 이들 수상 작품을 포함해 총 11편의 우수 작품

은 미주지역회의 결선에 출품된다. 결선 제출 작품 가

운데 입상 작품은 오는 8월 15일 미주지역회의 사무

실이 있는 시애틀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시상 내용은 의장상(대상) 1명에게는 200만 원, 사

무처장상(최우수상) 2명(글짓기, 그림 각 1명씩)에게

는 각 100만 원, 우수상 3명 각 70만원, 장려상 5명에

게는 각 5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자세한 내용은 미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홈페이지

(nuac.go.kr) 접속> 메뉴바의 지역회의·협의회> 해

외 지역회의·협의회를 차례로 클릭하면 618번 게시

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문의: (213) 384-6919

3천400여 명이 지원했고, 이 양

을 포함해 4명이 수상자로 선정

됐다. 수상자들은 대학 4년간 학

비와 기숙사비 등을 전액 지원받

는다.

이 양은 또 최근 미 연방교육

부에서 운영하는 대통령 장학

생(U.S. Presidential Scholars Pro 

-gram)으로 선발됐다. 이 장학

프로그램은 1964년 대통령 행

정명령으로 제정됐으며 한해 최

대 161명의 학생에게 수여된다.

이 양은 지난해에는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국제 장애인의 

날 행사에 패널로 참석해 토론

에 나서기도 했다.

이 양은 주변의 권유에 따라 프린스턴대로 진학하

기로 결정했다. 이 양은 프린스턴대에서 정치학을 공

부한 뒤 정치 관련 일을 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양은“학교, 부모님 등 그동안 도와주신 모든 분

께 감사드린다.”면서“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해서 세

상에 긍정의 힘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LA한국문화원,
‘무료 온라인 

영화 상영회’ 개최
LA한국문화

원(원장 박위

진)이 코로나

19 사태 장기화 

속 한인들을 

위한‘무료 온

라인 영화 상

영회’(Virtual 

Korean Movie 

Night)를 열고 

있다. 

오는 8월까지 최근 개봉한 우수한국영화 10편을 문

화원 웹사이트를 통해 관람할 수 있다.

 

5월 말까지는‘지금 만나러갑니다’(로맨스, 손예

진·소지섭 주연, 12세 관람가),‘봉오동전투’(액션, 

유해진·류준열 주연, 15세 관람가),‘퍼팩트맨‘(코미

디, 설경구·조진웅 주연, 15세 관람가),‘말모이’(코

미디·역사, 유해진·윤계상 주연, 12세 관람가)를 상

영하며, 6월에는‘사도’(드라마, 송강호·유아인 주연, 

12세 관람가),‘내부자들’(범죄, 이병헌· 조승우 주

연, 청소년 관람 불가),‘검사외전’(범죄·코미디, 황정

민·강동원 주연, 15세 관람가)을, 오는 7월부터 8월 

첫주에는‘가려진 시간’(드라마·판타지, 강동원·신

은수 주연, 12세 관람가),‘청년경찰’(액션, 박서중·

강하늘 주연, 15세 관람가),‘럭키’(코미디, 유해진·

이준 주연, 15세 관람가)를 선보일 예정이다.

 

박위진 원장은“온라인 영화 상영회는 코로나19 확

산 방지를 위한 이동제한령을 준수하며, 집에서 즐길 

수 있는 영화 상영회가 될 것”이라며“많은 사람들

이 무료 영화 감상을 통해 잠시나마 코로나19를 잊고 

즐거운 시간을 누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온라인 영화상영회 링크와 비밀번호를 받으려면 

아래의 이메일로 문의해야 한다.

LA한국문화원 홈페이지(kccla.org)를 방문하면 이

외에도 현재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행사

를 확인, 관람할 수 있다.

▶ 문의: jin@kccla.org

커뮤니티 소식

▲ 이영은 양과 안내견 ‘메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