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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만 재외동포의 버팀목, 

재외동포재단이

재외동포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재외동포 교육사업
한글학교 육성 

한글학교 교사육성 

중국 및 CIS지역 민족교육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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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장학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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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네트워크사업
세계한상대회 

재외동포경제인 포럼 

한상네트워크 활성화 

홍보문화사업
홍보사업 

문화사업 

재외동포통합네트워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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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비전 

설립목적 재외동포재단은 1997년 10월 재외동포재단법에 의해 설립된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 지원 전담기관으로, “재외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거주국 안에서 그 사회의 모범적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 함(재외동포재단법 제1조)”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재외동포재단 사업(재외동포재단법 제7조 제1항)

1. 재외동포 교류사업

2. 재외동포사회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3.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문화사업 및 홍보사업

4. 정부가 재단에 위탁하는 사업

5. 그 밖에 재외동포재단법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재외동포 

교육지원 

확대를 통한 

정체성(뿌리의식) 

함양

차세대 재외동포 

육성·활용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

재외동포사회의

권익 및 

정치력 신장

재외동포사회와 

상생발전을 위한 

on·off line 

교류·협력  

패러다임 창출

재외동포사업에 

대한 

내국민 이해제고 

및 공감대 형성

미션

비전

핵심가치

전략목표

정체성 함양 권익향상 상생발전 소통과 포용

비전

 “글로벌 한민족공동체 구현의 중심기관”

재외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고 
거주국에서 모범적 구성원이 되도록 지원

재외동포들이 

한민족으로서의 

동질성을

가지도록 

정체성을 함양

재외동포들과 

내국민간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을 통하여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가치 실현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일류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소통과 포용의 

가치 제고를 통해

더 큰 기관으로 

더 넓은 기관으로 

자리매김

7·0·0·만     재·외·동·포



활동명 지원금액(백만원) 건수

 한글교육 11,032 2,008 
 문화활동 1,093 466 
 교류활동 1,200 277 
 지위향상/숙원사업 2,651 57 
 학술활동 488 80 
 방송/언론/출판 2,277 29 
 재일민단활동 7,482 766 
 기타            246 69 

계 26,469 3,752

활동별 지원액 현황

•한글학교 운영비 지원

•한글학교 교사 현지연수 지원

•교육기자재 지원

•동포단체 활성화 지원

•러시아·CIS지역 고려인 재정착 지원

•재일민단 지원

•국내 동포관련 단체활동 지원

•한인회관 등 건립 지원

•계기성 기념사업 등 지원

•조사연구활동 지원

•재외동포언론단체 지원

•한국어뉴스세계위성방송망 구축

•전통문화용품 구입 지원

3,752 건     26,469 백만원| 2014년 지원내역

•한글학교 교사 초청연수

•조선어교원 초청연수

•러시아·CIS지역 한국어교사 초청연수

•세계한인회장대회

•세계한인의 날

•러시아·CIS지역 고려인 초청사업

•재외동포 차세대대회

•재외동포 청소년 교류사업

•세계한상대회

•재외동포경제인 포럼

•모국문화보급사업

•Korean Festival

103 개국     2,215 명    | 2014년 재외동포재단 행사 참가자 현황 

국가명 참가자(명) 국가명 참가자(명)
 미국 647  독일 49
 중국 386  카자흐스탄 47
 일본 272  우즈베키스탄 39
 캐나다 104  베트남 28
 러시아 90  기타(93개국) 491
 호주 62 계 2,215

국가별 참가자 현황 

사업명 참가자(명)

 재외동포 교육사업  297
 재외동포 교류지원사업 386
 재외동포 차세대사업 750
 한상네트워크사업 773
 홍보문화사업 9

계 2,215

사업별 참가자 현황

지위향상/
숙원사업
10%

한글교육
42%

기타 1%

문화활동
4%

교류활동
5%

학술활동 2%

방송/언론/출판 8%

재일민단활동 28%

지역명 지원금액(백만원) 건수

 북미           7,190 1,456
 아시아·대양주          10,923 1,402
 유럽           1,398 232
 러시아·CIS           2,526 359
 중남미           1,236 166
 아·중동             533 100
 국내           2,663 37

계 26,469 3,752

지역별 지원액 현황

북미
27%

아시아·대양주
41%

유럽
5%

러시아·CIS
10%

중남미
5%

아·중동
2%

국내 10%

사업명 지원금액(백만원) 건수

 재외동포 교육사업          10,999 1,998
 재외동포 교류지원사업          13,125 1,503
 재외동포 조사연구사업             119 20
 홍보문화사업           2,226 231

계 26,469 3,752

사업별 지원액 현황

재외동포 교육사업
41%

홍보문화사업
8%

재외동포 조사연구사업
1%

재외동포 교류지원사업
50%

지역명 참가자(명)

 북미 752
 아시아·대양주 896
 유럽 168
 러시아·CIS 235
 중남미 108
 아·중동 56

계 2,215

대륙별 참가자 현황 

단체명 지원금액(백만원) 건수

 교육기관        11,283 2,140 
 재일민단          7,488 781 
 한인회          2,850 414 
 문화단체            439 134
 직능단체            495 135 
 연구/학술기관            154 31 
 언론기관          2,094 10 
 NGO            534 21
 정부/공공기관            871 14 
 기타            261 72 

계 26,469 3,752

단체별 지원액 현황

교육기관
42%

재일민단
28%

한인회
11%

문화단체 2%
직능단체 2%

연구/학술기관 1%

언론기관 8%
NGO 2%

정부/공공기관 3%
기타 1%

사업명 사업비(백만원)

 재외동포 교육사업 12,908
 재외동포 교류지원사업 14,635
 재외동포 조사연구사업 765
 재외동포 차세대사업 5,524
 한상네트워크사업 2,082
 홍보문화사업 3,584
 재외동포통합네트워크사업 2,650

계 42,148

| 2014년 사업비 현황 (2014 회계연도 결산보고서 기준)

재외동포 교육사업
31%

재외동포 교류지원사업
35%

재외동포 조사연구사업
2%

재외동포 차세대사업
13%

한상네트워크사업
5%

재외동포통합네트워크사업
6%

홍보문화사업
8%

42,148 
백만원

  2014년 분야별 사업 실적 재외동포재단은 2014년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재외동포사회의 발전과 내외동포 간 유대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한눈으로 보는

AnnuAl RepoRt 2014

재외동포 교육사업
13%

한상네트워크사업
35%

재외동포 차세대사업
34%

홍보문화사업
1%

재외동포 교류지원사업
17%

북미 
34%

아시아·대양주 
40%

유럽 
8%

러시아·CIS
 10%

중남미 5%

아·중동 3%

독일 2%
카자흐스탄 2%

미국
29%

중국
18%

일본
12%

캐나다 5%

러시아 4%
호주 3%

우주베키스탄 2%

베트남 1%

기타(93개국)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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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 
유럽
28개국 111개교 
1,025백만원 지원

Africa·
Middle east   
아프리카·중동
34개국 45개교 
427백만원 지원

1

한글학교 운영비 지원

재외동포사회에서 자생적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는 재외한글학교의 한국어교육 활성화 및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117개국 1,919개 한글학교에 10,415,057천원의 운영비(임차료, 교사봉사료, 교재비, 교육행사비 등)를 

지원하였다. 학교별 지원금은 지역별 교육환경, 학교 규모, 운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 지원하였으며, 

1개교당 평균지원금은 전년보다 약 10% 증액된 5,427천원이다.

지원 현황   117 개국    157 개 공관    1,919 개교 지원 총액   10,415 백만원

한글학교 육성

oceania  
오세아니아
4개국 67개교 
432백만원 지원

north 
America  
북미
2개국 1,070개교  
5,065백만원 지원

Central and 
South America
중남미
21개국 90개교    
741백만원 지원

Asia 
아시아
19개국 296개교, 
1985백만원 지원

Russia·CIS  
러시아·CIS
9개국 240개교  
739백만원 지원

네팔 1 대만 4 라오스 1
말레이시아 8 몽골 2 미얀마 1
방글라데시 3 베트남 3 브루나이 1
스리랑카 1 싱가포르 1 인도 7
인도네시아 10 일본 157 중국 69
캄보디아 2 태국 4 파키스탄 2
필리핀 19

그리스 1 노르웨이 1 네덜란드 2 덴마크 3 
독일 32 루마니아 1 룩셈부르크 1 벨기에 1 
불가리아 1 스웨덴 1 스위스 5 스페인 4 
슬로바키아 1 아이슬란드 1 알바니아 1 아일랜드 1 
영국 21 오스트리아 3 이탈리아 3 체코 1 
코소보 1 크로아티아 1 터키 4 포르투갈 1 
폴란드 3 프랑스 14 핀란드 1 헝가리 1

가나 1 가봉 1 나이지리아 1 남아프리카공화국 5
레바논 1 마다가스카르 1 말리 1 모로코 4
바레인 1 보츠와나 1 부르키나파소 1 사우디아라비아 2 
세네갈 1 수단 1 아랍에미리트 2 우간다 1 
에티오피아 1 예멘 1 오만 1 요르단 1
이란 1 이스라엘 1 이집트 1 잠비아 1 
짐바브웨 1 카메룬 2 카타르 1 케냐 1
코트디부아르 1 콩고 1 쿠웨이트  1 탄자니아 2 
토고 1 튀니지 1

러시아 82 몰도바 1 벨라루스 1
아제르바이잔 1 우즈베키스탄 68 우크라이나 20 
카자흐스탄 59 키르키스스탄 4 타지키스탄 4

과테말라 1 니카라과 1
도미니카 3 멕시코 15 
베네수엘라 1 볼리비아 4 
브라질 30  수리남 1 
아르헨티나 19 에콰도르 2 
엘살바도르 1 온두라스 1 
우루과이 1 자메이카 1 
칠레 1 콜롬비아 1 
코스타리카 1 파나마 1
파라과이 3 페루 1 
트리니다드토바고 1

뉴질랜드 17
파푸아뉴기니 1
피지 2
호주 47

미국 962
캐나다 108

한글학교 현황

대륙 국가수 학교수 교사수 학생수 재외동포수

아시아 19 296 2,144 19,709 3,764,182

오세아니아 4 67 740 5,470 188,286

북미 2 1,070 9,939 57,702 2,297,425

중남미 21 90 724 6,113 111,156

유럽 28 111 823 5,423 124,392

러시아·CIS 9 240 677 10,247 491,455

아프리카·중동 34 45 288 1,748 35,596

계 117 1,919 15,335 106,412 7,012,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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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학교 육성사업 : 한글학교 운영비 지원 | 스터디코리안 운영 | 교육자료 지원

▣ 한글학교 교사육성 : 한글학교 교사 현지연수 지원 | 한글학교 교사 초청연수 | 사이버 교사연수 지원

▣ 중국 및 CIS지역 민족교육 육성 : 교육기자재 지원 | 조선어교원 초청연수 | 러시아·CIS지역 한국어교사 초청연수

재외동포 모국어 교육기관인 재외한글학교 지원과 다양한 온-오프라인 교사연수 시행을 통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거점화 및 우리말·우리문화 교육 인프라를 강화하고, 

중국 및 CIS지역 등 민족교육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초청사업 시행으로 

동포 인재들의 상호 유대감과 소속감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한글·역사·문화교육 활성화, 
민족 정체성 확립을 지원합니다.

재외동포 교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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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코리안 운영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우리말·역사·문화 학습이 상시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온라인 한국어교육 사이트로 단계별 

한국어학습, 동요, 한국어로 배우는 K-POP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차세대 재외동포의 정체성(뿌리

의식)에 도움이 될 이민사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였으며, 한글학교 교사들이 스스로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콘텐츠

(한국어 교수법, 국내외 한국어 교육 관련 논문 및 연수자료 등)와 오프라인 수업 시 활용 가능한 교육자료(학습교안, 

낱말카드, 그림카드 등)를 제공하였다.

교육자료 지원

국정과제인 “재외동포 대상 한글교육 및 우리 역사·문화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EBS(한국교육방송공사)와 협업을 

통해 한글·역사·문화 분야의 수준별·학년별 동영상 교육자료 11종 995편을 대용량 저장장치(1테라 외장하드)에 

담아 113개국 1,346개 한글학교에 지원하였다.

※ EBS 콘텐츠 평가액은 150여억원, 1개교당 1천만원 상당 무상제공 효과

▲ 웹사이트 주소 : http://Study.Korean.net

주요내용

•한글학교 ID 부여를 통한 한글학교 정보관리 체계화

•한글·역사·문화 온라인학습 콘텐츠 제공
    - 재외동포 유아·청소년·성인 및 한글학교 교사 대상 한국어학습 콘텐츠
    - 한국사, 한국문화, 동요, 국악 등 한국어 보조학습 콘텐츠

•한글학교 교사용 콘텐츠 제공
    - 한국어 교수법 및 국내외 한국어 교육 관련 논문 및 연수자료 제공
    - 수업 시 활용 가능한 교육자료(학습교안, 낱말카드, 그림카드 등) 제공

•EBS, 동북아역사재단 등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해 재외한글학교 한국어교육 및 정체성 함양에 

   필요한 콘텐츠의 지속적인 개발, 제공

•모바일 환경 지원 전자도서관 도입, 운영 : 신규 전자도서 7,060종 제공

•커뮤니티(뉴스레터, Q&A) 운영 등

2

한글학교 교사 현지연수 지원

한글학교 교사 육성 및 전문성 강화, 한글학교 교사 간 교류를 통한 교수법 공유 등을 목적으로 현지 한글학교 연합 

교사연수활동을 지원하고, 동 교사연수에 한국어·역사·문화 교육 전문강사를 파견하였다. 강사파견은 한국어교육 

경험과 지식에 따라 나타나는 지역별 교사 역량 및 연수의 수준차를 해소하기 위해 유관기관 협업으로 우수강사진을 

발굴하여 현지 맞춤형으로 시행하였으며, 집합 연수 효과가 미미한 지역 또는 소외지역을 대상으로는 순회 강사파견 

사업을 확대 시행하였다.

지원 현황   31 개국    48 개 공관    61 개 단체    61 건   지원 총액   419 백만원

한글학교 교사 육성

대륙명 국가수 지원건수 전문강사 파견(명) 지원금(백만원)

아시아 6 9 3 41

오세아니아 2 5 2 21

북미 2 22 7 229

중남미 9 9 3 31

유럽 5 6 6 58

러시아ㆍCIS 5 8 5 32

아ㆍ중동 2 2 1 7

계 31 61 27 419

한글학교 교사 초청연수

재외한글학교 교사들의 역량 강화 및 교류활성화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60개국 187명의 교사들을 초청하였다. 

동 연수를 통해 한글학교 운영과 학습지도 관련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별 한국어교육 수준차를 해소하는 기반을 조성

하였으며, 현직 교사의 실습 중심 맞춤형 교수법 강의와 다양한 문화탐방 등을 통해 프로그램의 만족도를 제고하였다.

초청 현황   60 개국    187 명 

사업명 초청기간 장소(기관) 초청인원 사업내용

재외한글학교 교사 초청연수
7.11~7.18
<7박8일>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60개국 187명
한국어 교수법 집중 연수, 지역·학년별 토론, 문화
예술매개자 과정, 현장학습, 문화체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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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교사연수 지원

재외한글학교 교사의 자질 함양을 통한 한글학교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온라인 교원양성과정으로, 

초임교사를 위한 재외한글학교 교사 맞춤형 온라인 연수 프로그램을 신규로 개발·시행하였으며, 경력교사를 위한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등을 수준별·경력별로 운영하여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였다.

사업명 연수과정 장소(기관) 수료인원 연수기간

사이버 
교사연수 

지원

재외한글학교 교사 
맞춤형 온라인 연수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 43개국 245명
1기 : 6.30~9.11 <11주>
2기 : 9.15~11.28 <11주>

국어기본법에 의거한 
한국어교원 양성 과정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 17개국 47명 ′15.1.13~4.16 <14주>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국제언어교육원 10개국 13명 ′15.1.13~3.23 <10주>

교육기자재 지원

중국 및 CIS지역 민족학교의 환경개선을 통한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02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다. 총 18개 학교

(조선족학교 17개교, 고려인학교 1개교)에 정보화기자재와 문화용품을 지원하였으며, 지원 기자재의 효율적 사용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조선족학교 교원 대상 현지 정보화 연수를 실시하는 등 민족교육 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다.

지원 현황   18 개 민족학교                        지원 총액   199 백만원

3 중국 및 CIS지역 민족교육 육성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교육기자재 지원
중국 조선족학교 17개교,
러시아 고려인학교 1개교

정보화기자재 및 문화용품 지원(컴퓨터 122대, 프린터 14대, 한복 140벌, 
사물놀이 23세트, 사물놀이의상 140벌, 가야금 31대 등)

정보화 연수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시 만방학교
조선족학교 교원 대상 현지 정보화 연수
(2015.1.12(월)~1.16(금), 41명)

조선어교원 초청연수

조선어교원의 역량 강화 및 국내외 우리말 교육자 간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66명의 조선어교원을 초청

하여 2주간 국내 연수를 실시하였다. 참가자 수요 분석을 통한 맞춤형 연수를 통해 프로그램의 내실을 기하였으며, 

한국식 최신 국어교수법 전수와 다양한 역사·문화 체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였다.

초청 현황   중국지역 조선어교원  66 명

사업명 초청기간 장소(기관) 초청인원 사업내용

 중국지역 조선어교원 
초청연수

7.16~7.30 
<14박 15일>

한국외국어대학교 
용인 글로벌캠퍼스

66명
한국의 국어교육 현황 및 한국어 교수법 강의, 국내교육기관 방문 및 
수업 참관, 모의수업 및 수업 실습·평가, 한국 역사·문화 체험 등

러시아·CIS지역 한국어교사 초청연수
러시아·CIS지역 고려인 한국어교사의 한국어능력 향상과 모국과의 유대감 증진을 목적으로 40명의 교사들을 국내로 

초청, 5주간 연수를 실시하였다. 연수 효과 극대화를 위해 참가자들의 한국어 능력별 분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다양한 

한국 역사·문화 체험을 통해 한국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켰다. 

또한 동 지역 차세대 고려인동포 교사 발굴 및 육성을 목적으로 4명의 한국어 교사들을 국내로 초청, 11주간 장기 연수를 

시범 시행하였다. 교사들의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집중적인 한국어 개별 교육을 실시하였고, 이와 연계한 한국어·

역사·문화 교수법을 통해 교사로서의 역량 제고 및 민족교육에 대한 소양을 강화하였다.

초청 현황   6 개국    44 명

사업명 초청기간 장소(기관) 초청인원 사업내용

러시아·CIS지역 
한국어교사 초청연수

7.4~8.8
<5주>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원

6개국 40명
한국어 집중 연수(3개반), 특강, 국내 교육기관 방문 및 수업 참관, 
한국문화 실습 및 역사ㆍ문화 체험 등

러시아·CIS지역 
한국어교사 장기 초청연수

9.1~11.14 
<11주>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

2개국 4명
한국어능력별 개별 집중 연수, 특강, 국내 교육기관 방문 및 수업 
참관, 한국문화 실습 및 역사ㆍ문화 체험 등



Annual Report 2014      13

재외동포단체 등이 시행하는 상호 교류 및 권익신장 활동을 지원하여 

거주국에서의 안정 정착을 도모하고, 동포사회 지도자 초청 등을 통해 

한인네트워크 구축과 재외동포사회와 모국간의 유대 강화 및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 동포단체 활성화사업 : 동포단체 활성화 지원 | 러시아·CIS지역 고려인재정착 지원 | 재일민단 지원 | 국내 동포관련 단체활동 지원

▣ 동포사회 숙원사업 지원 : 한인회관 등 건립지원 | 계기성 기념사업 등 지원

▣ 동포사회 지도자 초청사업 : 세계한인회장대회 | 세계한인의날 | 러시아·CIS지역 고려인 초청사업

재외동포 교류지원사업

한인네트워크 활성화, 
한민족공동체를 구현합니다. 

동포단체 활성화 지원

재외동포단체가 거주국에서의 안정적 정착과 권익신장 등을 위해 시행하는 각종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2개국 

684개 사업에 대해 2,736,096천원을 지원하였다. 주요사업으로는 재외동포사회 결속력 강화를 위한 사업, 기성세대와 

차세대 간 교류활성화사업, 타 민족커뮤니티와의 연계 강화를 통한 한인 이미지 제고사업, 법률 서비스사업, 거주국

에서의 한인 유권자 등록 확대 및 투표율 제고 등 한인정치력 신장사업, 소외계층 재외동포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사업, 코리아타운 활성화사업 등을 지원한다.

지원 현황   92 개국    130 개 공관    583 개 단체    684 건                         지원 총액   2,736 백만원

동포단체 활성화사업1

Russia·CIS  
러시아·CIS
9개국  46건
117백만원

Africa·
Middle east   
아프리카·중동
23개국 38건
92백만원

네팔 2 대만 5 말레이시아 5
몽골 2 미얀마 1 방글라데시 1
베트남 4 싱가포르 3 인도 5
인도네시아 11 중국 71 캄보디아 1
태국 1 파키스탄 2 필리핀 5
홍콩 2

그리스 3 네덜란드 3 노르웨이 1 덴마크 1
독일 39 루마니아 1 룩셈부르크 1 벨기에 1
불가리아 2 스웨덴 2 스위스 3 스페인 8
슬로바키아 1 아일랜드 1 영국 4 오스트리아 6
이탈리아 3 체코 3 터키 3 폴란드 3
프랑스 11 핀란드 1

가나 3 가봉 1 나이지리아 3 남아프리카공화국 6
말리 1 모로코 2 모리타니아 1 모잠비크 1
바레인 1 사우디아라비아 3 세네갈 1 수단 1
아랍에미리트 1 요르단 2 우간다 1 이란 1
이스라엘 2 이집트 2 젯다 2 카메룬 2
콩고 1 토고 1 튀니지 1

러시아 21 벨라루스 2 우즈베키스탄 6
우크라이나 1 조지아 1 카자흐스탄 9 
키르기스스탄 3 타지키스탄 2 투르크메니스탄 1

과테말라 2 니카라과 2
멕시코 12 베네수엘라 1 
브라질 9 아르헨티나 10 
에콰도르 1 엘살바도르 3 
온두라스 1 우루과이 1 
칠레 3 코스타리카 1 
콜롬비아 1 파나마 1 
파라과이 4 페루 1

뉴질랜드 24 바누아투 1
피지 1 호주 27

미국 218
캐나다 54

europe 
유럽
22개국 101건
305백만원

Asia 
아시아
16개국 121건
367백만원

north 
America  
북미
2개국 272건
1,198백만원

oceania  
오세아니아
4개국 53건
193백만원

Central and 
South America  
중남미
16개국 53건
463백만원



Annual Report 2014      1514      Overseas Koreans Foundation

러시아·CIS지역 고려인 재정착 지원

러시아·CIS 지역은 동포역량 강화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지역적·역사적 특수성을 감안한 무국적 고려인의 

합법적 체류자격 획득 지원(법률), 고려인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농업 지원 사업 등 총 4개국(러시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11개 사업에 855,068천원을 지원하였다. 2015년부터 사업명을 ‘고려인동포 권익신장 지원

사업’으로 변경, 지원범위를 확대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지원 현황   4 개국    4 개 공관    11 건                            지원 총액   855 백만원

재일민단 지원

재일민단의 사업 지원을 통해 재일동포사회 신·구 정주자간 화합을 도모하고 재일동포사회와 모국 간 발전적 관계 

증진에 기여하였다. 재일민단의 민족·문화적 정체성 유지사업, 미래지향적 발전사업(신정주자, 귀화자 포용, 차세대

리더 발굴), 재일동포의 법적·사회적 지위향상사업(지방참정권 획득, 혐한시위근절운동), 재일동포 복지증진사업

(고령동포 지원, 생활상담지원 등) 등 7,481,743천원을 지원하였다.

지원 총액   7,482 백만원

국내동포 관련 단체활동 지원

국내체류 재외동포의 안정적 모국 정착 지원 등을 위해 국내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재외동포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재외

동포 관련 정책 및 재외동포사업에 대한 민·관 협력의 기반을 조성하였다.

지원 현황   국내 14 개 단체    15 건 지원 총액   275 백만원

한인회관 등 건립 지원

재외동포사회 내 구심점 역할을 하는 다목적 회관과 모국 

문화 교육을 위한 학교시설 확보 등을 지원하는 사업

으로써 재외동포사회의 화합과 단결, 민족정체성 유지·

계승의 기반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다. 3개국 6개 사업에 

791,960천원을 지원하였다.

지원 현황   3 개국    5 개 공관    6 개 단체    6 건

지원 총액   792 백만원

계기성 기념사업 등 지원

한인의 해외이주 기념사업 등 계기성 사업을 지원하여 주재국에서의 재외동포사회에 대한 위상을 제고하고 모국과 

동포사회 간 민족적 유대감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4년에는 러시아 한인이주 150주년을 맞아 고려인

동포사회가 추진하는 각종 기념사업에 985,570원을 지원하였다.

지원 현황   해외  5 개국    8 개 공관    13 개 단체    16 건      국내  2 개 단체    5 건       지원 총액   986 백만원

동포사회 숙원사업 지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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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한인회장대회   

전 세계 한인회장을 국내로 초청하여 모국과의 유대 강화 및 상호 네트워크를 추진하여 발전적 동반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10월 6일부터 10월 9일까지 80개국 366명의 한인회장이 참석하였으며, 주요정당 초청 

재외동포정책 포럼, 정부정책 설명회, 지역별 현안토론, 우수한인회 운영사례 발표 등 쌍방향 소통 제고를 위해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내실화를 도모하였다.

또한 방송매체 14건, 인쇄매체 47건 등 총 339건의 언론보도를 통해 한인회장대회와 재외동포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를 

제고하였으며, 세계한인회장 조성 장학기금을 국내 장학재단에 기탁, 모국사회에 기여하는 재외동포의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시켰다.

초청 현황   80 개국   513 명

동포사회 지도자 초청사업3

사업명 초청기간 장소 초청인원 사업내용

세계
한인회장

대회

10.6~10.9
<3박 4일>

서울
(그랜드

힐튼 호텔)

80개국 513명 
(현직 한인회장, 

대륙별 한인회 연합회 
임원진, 국내초청자)

• 공식행사(‘제8회 세계한인의날 기념식 및 2014 세계한인회장대회 개회식, 
오·만찬), 주요회의(지역분과 주제토론, 주요 정당 정책 포럼, 정부정책  
설명회, ‘자랑스런 한인회’사례발표, 전체회의), 기조강연, 특강, 상설홍보관 등

• 세계한인회장대회 방향 설정을 위한 운영위원회(2회) 개최

    - 1차 : 3.17, 골든튤립아크라호텔(가나)

    - 2차 : 10.6, 그랜드힐튼(서울)

세계한인의 날

재외동포의 민족 자긍심 제고 및 모국과 상호 호혜적 발전을 

위해 제정한 ‘세계한인의 날(10월 5일)’기념식을 개최함

으로써 세계한인의 날 제정 의의와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데 기여하였다.

초청 현황   700 여명

사업명 일시 장소 초청인원 사업내용

제8회
세계한인의 날

10.7(화) 
17:00

서울 
(그랜드힐튼 
컨벤션홀)

700여명 
(VIP, 정관계 주요인사, 
재외동포 주요단체장 등)

• 공식 행사(기념식)

    - 슬로건 : 자랑스런 세계한인, 당신이 대한민국입니다. 

   - 주요행사 : 개식 및 국민의례, 주제영상 상영, 환영사, 유공자 
포상, 치사, 축하공연, 폐회

• 기념행사 : 재외동포사진전

러시아·CIS지역 고려인 초청사업

러시아·CIS지역 독립운동가 후손 및 강제이주자, 유공 재외동포 등을 모국에 초청 위로·격려하고, 모국의 발전상 

체험기회 제공을 통한 한민족으로서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금년도 신규로 시행하였다. 5개국 20명을 초청하였으며, 

참가자 대상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프로그램의 내실화 및 사업 만족도를 제고하였다.

초청 현황   5 개국    20 명

사업명 일시 장소 초청인원 사업내용

러시아·CIS지역
고려인 

초청사업

10.27~10.31
(4박 5일)

서울
(코리아나호텔)

5개국 
20명

• 대 상 : 러시아·CIS지역 독립운동가 후손 및 강제이주자 본인·
후손, 동포사회에 기여 공적이 큰 유공동포,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고령의 고려인 동포 

• 내 용 : 한국의 발전상 체험, 역사·문화 체험, 인천 사할린남동
센터 위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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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연구사업 : 조사연구사업 | 조사연구활동 지원 | 자료실 운영

재외동포사회의 현황 및 수요변화 파악과 재외동포 연구활동 지원 등의 지속적인 전개를 통해 

정부의 재외동포정책 수립과 재외동포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하고, 

재외동포 전문자료 수집 및 제공을 통해 대국민서비스를 확대하여 

재외동포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유대감을 높이는 사업이다.

동포사회 현황 파악, 
바람직한 재외동포정책을 모색합니다.

재외동포 조사연구사업

조사연구사업

재외동포사회의 현황 파악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바람직한 재외동포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에 기여하고, 내국민 

대상 재외동포 이해교육 강의 확대와 대학 내 『재외동포 이해』 교과목 개설·운영 지원을 통해 재외동포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긍정적 이미지 확산에 기여하였다.

조사연구용역(9건)

재외동포사회에 대한 전문적인 실태조사와 현안분석을 통하여 재외동포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고 모국과의 상생

발전에 기여할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9개 과제에 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였다.

재외동포 전문가 토론회

국내외 재외동포 관련 학자, 언론인, 정부 유관인사 등 각계 재외동포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재외동포사회 연구 

활동의 점검, 재외동포 주요 현안에 대한 토론 및 정책 제안의 장 마련 등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 탐구를 

위해 시행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재외동포 관련 각기 다른 주제로 3차례 개최하였다.

조사연구사업1

일자 토론회명 주제 참석자

1.28. 재외동포 이해교과목 지원 결과보고회  재외동포 이해교육 국민참여 확대방안 재외동포 이해교육 협력대학 주관교수 및 각계 전문가 등 50여명

5.30. 2014 제주포럼 內 재외동포재단 세션  고려인 이주 150년과 글로벌한민족네트워크 국내 학자·전문가 및 일반참가자 등 40여명

11.28. 재외동포문제 대토론회 재외동포는 국력의 외연 - 모국과 거주국을 잇는 가교 국내 학자·전문가 및 재외동포재단 임직원 등 180여명

용역명 용역기관 연구기간

국내거주 고려인 동포 실태조사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5.20.~8.19.

동남아시아 재외동포의 실태와 지원과제에 관한 연구 한일민족문제학회 5.20.~9.19.

미국 뉴욕-뉴저지 지역 차세대 재미동포의 한국어  
교육·사용·보급 현황 연구

재외한인사회연구소 5.20.~11.19.

브라질 동포사회의 현황과 K-POP 시대 동포 청소년을 위한  
한국어 교육의 방향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 5.20.~11.19.

혐한현상으로 인한 재일동포사회의 충격에 관한 연구 일본정경사회학회 5.20.~11.19.

동시베리아 재외동포사회 실태조사 한국슬라브학회 5.26.~10.25.

재외한글학교 교재분석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 6.1.~8.31.

중국 동북3성 조선족 마을 실태조사 동북아평화연대 6.1.~10.31.

중남미 진출 한국기업의 차세대 한인 실태조사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6.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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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

재외동포사회의 현황 및 역사, 모국발전 기여도, 거주국 주류사회 진출 인물의 사례 소개 등 내국민의 재외동포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재외동포재단 임·직원 또는 재외동포 전문가를 

강사로 파견, 재외동포사회에 대한 이해교육을 실시하였다.

•�고등학교편 : 반포고등학교 등 전국 53개교 55회 

13,907명 대상 강의

•�대학편 : 서울대학교 등 전국 26개 대학 51회 3,355명 

대상 강의 

•공직자편 : 2014년 외무영사직 등 3회 180명 대상 강의 

•�일반인편 : 광명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전국 3개 기관 

3회 80명 대상 강의

대학 내 재외동포 이해 교과목 개설 지원

대학생들의 재외동포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재외동포재단 사업의 필요성과 한민족네트워크 구축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재외동포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와 재외동포연구의 저변 확대 및 민·관 협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12개 

대학에 재외동포 이해 교과목 개설·운영을 지원하였다.

학교명
교과목명

1학기 2학기

고려대학교 유라시아 한인문화 탐방 유라시아 한인문화 탐방

대구카톨릭대학교 - 재외동포 이해

동덕여자대학교 재중 조선족 -

명지대학교 한민족 공동체 -

부경대학교 세계의 코리안 -

서울대학교 재외한인 재외한인

선문대학교 - 재외한인사회의 이해

인하대학교 디아스포라와 국제정치 디아스포라와 국제정치

전남대학교 글로벌 디아스포라 비교연구 글로벌 디아스포라 비교연구

청암대학교 재외동포의 이해 -

한국외국어대학교 세계의 한민족 세계의 한민족

미국UCR대학교 Korean American Experience -

재외동포재단 공모전 개최

학위논문상

재외동포사회 발전을 위한 이론적 기반 구축과 재외동포 연구자 저변 확대를 위해 국내외에서 발표, 학위수여 또는 

심사 완료된 재외동포 관련 석·박사 학위논문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구분 논문제목

최우수상(공통)
중국 조선족의 국제적 이동과 자녀교육

   - 해외노무의 변형과 결손과정 자녀문제로 보는 가족생활

우수상(박사)

해외거주 CCKs(Cross-Culture Kids: CCKs)의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문화적응 유형,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중심으로

탈북여성 디아스포라 경험 연구

   - 탈북여성의 적응 전략과 행위성을 중심으로

우수상(석사)
재미동포 아동 학습자를 위한 문화어휘 선정 및 교육 방안 연구

트랜스이주시대의 뉴욕 한인 타운의 재구성과 민족 간 관계 연구

장려상(박사) 재중한인의 초국가주의 : 왕징 코리아타운 사례연구

장려상(석사) 디아스포라 디지털 아카이브 설립 방안 연구

UCC 공모전

재외동포사회에�대한�다양한�시각�분석과�이해를�통하여�내국민과�재외동포�간�유대감�증진과�공감대�형성을�목적

으로�국내·외�대학(원)에�재적중인�대한민국�국민�또는�재외동포를�대상으로�재외동포�관련�주제로�UCC�공모전을�

개최하였다.

구분 주제

우수상
희망의 꽃을 품다

고려인 지지 않는 꽃

장려상 조선족 동포 : 불편한 진실에서 진정한 동포로



22      Overseas Koreans Foundation

조사연구활동 지원

국내외 재외동포 연구기관들과 교류·협력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조사연구 및 학술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재외동포 

연구자 네트워크 구축과 재외동포사회 연구에 기여하였다. 

지원 현황   3 개국    17 개 단체    20 건 지원 총액   119 백만원

자료실 운영

재외동포 관련 도서, 논문, 학술자료, 기사, 영상물 등을 지속적으로 수집·관리하고, 권역별 재외동포사회에 대한 각종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조사연구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였으며, 자료실 대외개방 등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하여 

재외동포에 대한 이해와 유대감을 높였다.

보유자료 확충 및 대출시스템 강화 

•구입 : ‘한인 이주의 역사’ 등 736권

•수증·기타 : ‘달라스 초기 한인 이민사’ 등 1,453권

※ 재외동포재단 자료실 보유자료 현황(기준 : 2014.12.31.)

•단  행  본 : 9,711종 11,511권 (전년도 대비 10.1% 증)

•연속간행물 : 503종 8,798권 (전년도 대비 11.8% 증)

•비도서자료 : 1,425종 2,160권 (전년도 대비 0.7% 증)

•논         문 : 191종 229권 (전년도 대비 0.4% 증)

▲ 웹사이트 주소 : http://research.Korean.net

구분 지원대상 사업내용

국내 국제한인문학회 한민족 문학사 국제학술대회

국내 한일민족문제학회 학술지 출판 및 학술대회 개최

국내 한림대학교 러시아연구소 2014 시베리아 한인연구 국제학술회의

국내 해외한민족연구소 회지발간(6월), 창립 25주년 기념행사

국내 해외교포문제연구소 창립 50주년 기념사업(6월) 및 2014 교포정책포럼

국내 한국민족연구원 ‘민족연구’학술지 발간(연 4회), 학술대회 개최

국내 재외한인학회 학회지 발간 및 연례학술대회 등 7개 사업

국내 한민족학회 학술지 출판 및 학술대회 개최

국내 코리아스포라연구회 제8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 학술회의

국내 한국외대 글로벌문화콘텐츠연구센터 지방정부/단체의 재외동포 지원사업 현황조사

국내 한-중남미협회 ‘제3차 중남미 동포사회 발전방향 세미나’

국내 서희외교포럼 2014년도 서희 외교 칼럼집 발간사업

중국 중국조선민족사학회 제19회 조선족 발전을 위한 학술심포지엄과 워크숍

중국 중국연변역사학회 중국조선인 이주 사진첩(제2권) 출판

미국 중가주한인역사연구회 역사체험 학습용 교재개발

미국 재외한인사회연구소
Korean American Data Bank 업데이트 및 운영, 
제5회 재외한인사회연구소 국제학술회의

미국 한인이민사연구편찬회 21세기초 서북미 한인사회의 발전상

▣ 재외동포 차세대 리더 육성 : 세계한인차세대대회 

▣ 재외동포 장학사업 : 재외동포 초청장학사업 | 중국·CIS지역 현지 장학금 지원

▣ 재외동포 청소년 교류사업 

▣ 재외동포 차세대 IT교육

재외동포 차세대 대상 네트워크 구축과 우수인재에 대한 장학금 지원, 

한인 후손들의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IT교육 시행을 통해 

재외동포 차세대의 주류사회 진출을 활성화하고 

한인사회의 권익신장과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이다.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 
한인사회의 글로벌 리더를 양성합니다.

재외동포 차세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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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한인차세대대회

모국과 재외동포사회 발전에 기여할 지역별 인재를 발굴하여 핵심인재로 육성하고 차세대 리더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

을 목적으로 11월 4일부터 9일까지 개최되었다. 동 대회에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의 차세대 리더 126

명이 차세대 포럼, 국내체류 차세대와의 토크콘서트, 반크(VANK)와의 교류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등 우수인재 

모국 방문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향후 국내체류 차세대 동포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국내 차세대모임의 정례화도 지속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초청 현황   21 개국    126 명

※ 국내체류 차세대모임 : 상반기(6.13, 29명), 하반기(12.12, 15명) 실시

재외동포 차세대 리더 육성1

초청사업명 초청기간 장소 초청인원 사업내용

세계한인
차세대대회

11.4~9 
<5박 6일>

서울
(르네상스호텔)

21개국 126명
(해외 107명,
국내 19명)

국무총리공관 예방, 차세대포럼ⅠⅡ, 초청강연, 
국내체류 차세대와의 토크콘서트, 
반크와의 교류프로그램, 리더스토크, 교류활동 등 

재외동포 초청장학사업

재외동포 차세대 우수 인재에게 모국 교육기관 수학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세계시민으로서 거주국과 모국 등 국가와 

사회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글로벌인재 양성을 목표로 시행하였다. 국내 대학(대학원) 학사과정 및 석·박사과정 수학을 

희망하는 우수 재외동포 학생을 선발하여 생활비(월 90만원), 왕복항공료, 어학연수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국내 수학

중인 초청장학생 대상 역사문화체험(상·하반기 각 1회)과 지역별 간담회 등을 통해 민족 정체성을 함양하고 장학생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를 활성화하는 기회를 가졌다. 점차 늘어나는 장학생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 및 졸업 후 관리를 

위해 장학생 학사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초청 현황   33 개국    80 명

재외동포 장학사업2

사업명 초청기간 초청인원 지원내용

재외동포재단
초청장학사업

학사 : 4년

석사 : 2년

박사 : 3년

•석박사과정 : 30국 35명

•학사과정 : 11개국 45명
    ※ 총 관리 인원(′14.12월 기준) : 242명

•학사 132명, 석·박사 76명, 어학연수생 34명

생활비(월 90만원), 한국어 어학연수비
(석·박사 6개월, 학사 8개월 이내), 
왕복항공료, 논문인쇄비 등

초청국가별 내역

대륙 국가 인원

아시아·대양주

중국 31
일본 3

방글라데시 1
인도네시아 1

베트남 1
태국 1
몽골 1

뉴질랜드 1

피지 1

러시아·CIS

러시아 4
카자흐스탄 6

우즈베키스탄 3
키르기스스탄 1
타지키스탄 1

투르크메니스탄 1
아제르바이잔 1

벨라루스 1

대륙 국가 인원

중남미

멕시코 1
과테말라 1
브라질 1

아르헨티나 2
엘살바도르 1
코스타리카 1

파라과이 1

칠레 1
콜롬비아 1

아·중동

이집트 1
아랍에미리트 1

카메룬 1
케냐 1

유럽
스페인 3
독일 2

북미 미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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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CIS지역 현지 장학금 지원

중국 및 CIS지역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우수 재외동포 대학생 119명을 선발, 1인당 USD840의 장학금 지원을 통해 

재외동포 대학생에게 면학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학업정진 의욕을 고취시키고 모국과의 유대를 강화하였다.

지원 현황   10 개국    119 명

사업명 지원기간 지원인원 지원내용

중국·CIS지역 
현지 장학금 지원

1년
10개국 119명

(중국 42명, 러시아·CIS 77명)
중국, 러시아·CIS지역 현지 대학 재학 우수 동포학생  
대상 장학금 지원(USD840/1인)

지원국가별 내역

지역 국가 인원

중국 중국 42

러시아·CIS

러시아 29

키르기스스탄 16

우즈베키스탄 14

카자흐스탄 9

타지키스탄 3

우크라이나 2

아제르바이잔 2

벨라루스 1

투르크메니스탄 1

재외동포 청소년 교류사업

국내외 청소년들의 쌍방향 교류를 통한 민족정체성 함양과 글로벌 차세대지도자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으며, 전 세계 청소년 989명(해외 643명, 국내 346명)이 참가하여 7박 8일간 모국 문화와 역사를 함께 체험하면서 

글로벌 코리안 마인드 함양 및 국제사회에 대한 공헌 의식을 고양하고 국내외 청소년·대학생 간 유대감 증진을 통한 

글로벌 차세대 리더 육성을 도모하였다. 금년에는 기존의 초청연수 중심의 사업에서 국내 청소년의 해외파견 연수사업 

신규 시행을 통해 국내 청소년들이 재외동포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초청 현황   51 개국    989 명

재외동포 청소년 교류사업3

사업명 기간 장소 참가인원 사업내용

재외동포 
청소년 

교류사업

1차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청소년 공공외교단)

4.16~26
(9박 11일)

미국,
캐나다

30명
(국내 중·고등학생)

한인가정 홈스테이, 박물관·미술관·대학교 탐방, 
기관 방문(총영사관, 교육원, UN대표부, ICAO
본부), 독도 홍보 플래시몹, 위안부 기림비 참배 등

2차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청소년 초청연수)

7.15~22
(7박 8일)

서울, 
지방

632명
(해외 51개국 416명, 

국내 216명)

농촌 및 전통문화체험(속초, 춘천, 대전, 울산, 
영천, 진주, 구미, 진안, 군산), 일일 교환학생체험, 
한국가정 민박체험, 서울시티투어 등

3차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대학생 초청연수)

7.29~8.5
(7박 8일)

서울, 
지방

291명
(해외 26개국 227명, 

국내 100명)

농촌 및 전통문화체험(대전, 목포, 대구, 원주, 울산), 
지역문화 관광 콘텐츠 학습 및 캠페인, 공공외교단 
퍼포먼스, 템플스테이, 서울시티투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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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차세대 IT 교육

해외한인후손들에 대한 직업능력 교육을 통하여 거주국 내 안정적인 취업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주류사회 진출에 실질

적인 도움을 주고자 동포청년들을 대상으로 IT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현지 수요를 반영하여 중국(청도), 

키르기스스탄, 멕시코 등으로 지역을 확대하여 교육 효과를 제고하였다.

연수 현황   5 개국    187 명

재외동포차세대 IT 교육4

사업명 지역 연수기간 연수기관 인원 연수내용

재외동포
차세대 
IT 교육

중국(연변)
3.24~7.11, 

8.25∼12.12
연변

과학기술대학교
74명 IT, 영어(전산, 비즈니스 영어), 

교양(직장생활과 인간관계) 등
중국(청도) ′14.12.22~′15.2.26 청도 정양학교 20명

카자흐스탄 8.25~12.12
알마티

한국교육원
8명

IT(오피스, 그래픽, 웹디자인 등), 
한국문화 특강 및 역사 강의 등

우즈베키스탄 8.18~12.19 타슈켄트 한국교육원 20명

키르기스스탄 9. 1~12.20
비쉬켁

한국교육원
20명

멕시코 ′14.11.20~′15.3.27
메리다

공과대학교
45명

JAVA프로그래밍, 안드로이드, 
HTML5, 포토샵 등

▣ 세계한상대회 

▣ 재외동포경제인 포럼 

▣ 한상네트워크 활성화 : 한상넷 확대 및 운영 | 한상경제활동 조사

재외동포 기업인과 국내 중소기업인 또는 재외동포 기업인 간을 상호 연결하는 온·오프라인 사업 시행과 

국내외 경제 이슈 토론 및 모국경제 기여방안 모색 등을 위한 경제인포럼 개최를 통해 

‘한민족경제인통합네트워크 구축’과 이를 통한 비즈니스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한민족 경제인 네트워크, 
글로벌 비즈니스를 이끌어갑니다. 

한상네트워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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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한상대회 개최

부산광역시에서 2박 3일간 열린 제13차 세계한상대회에는 42개국에서 3,712명(해외 773명, 국내 2,939명)의 한상이 

참가하였다. 본 대회는 한민족 경제인 통합네트워크구축을 목적으로 기업전시회, 일대일비즈니스미팅, 비즈니스

네트워킹 세미나, 재외동포 민원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재외동포사회와 모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명실공히 한민족 비즈니스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세계한상대회1

사업명 기간 장소 참가인원 사업내용 주요성과

제13차 
세계한상대회

9.24~9.26
부산

광역시

42개국 
3,712명 

(해외 773명, 
국내2,939명)

운영위원회, 리딩CEO포럼, 
영비즈니스리더포럼, 

비즈니스네트워킹세미나 및 멘토링세션, 
기업전시회, 일대일비즈니스미팅, 

리딩한상비즈니스미팅, 
유통바이어초청상담회,
한상비즈니스네트워킹, 

한상비즈니스서밋
(부산시투자유치설명회) 등

•�비즈니스 상담 실적 : 6,588건, 1억 7천만달러

•국내외경제단체간 협약(MOU) : 6건 

•�기업전시회 : 440개 기관/업체, 502개 부스

•개최지 지역경제 파급효과(출처 : 부산광역시) 

    - 생산유발효과 133억원

    - 부가가치유발효과 64억원

    - 고용유발효과 145명 

•�동포경제인의 노하우 전달 및 해외 판로 개척지원 등 

비즈니스 네트워킹 세미나

구분 분야 운영기관 주제 참석인원

세션Ⅰ
(재외동포의 

모국투자 활성화)
투자 재외동포재단 재외동포 모국투자 활성화 200여명

세션Ⅱ
(지역별 

한상 포럼)

아프리카·중동 재외동포재단, 외교부, 한-아프리카교류협회 아프리카시장 제대로 알기 세미나/아프리카·중동 비즈니스 네트워킹 50여명

동남아 재외동포재단, 한국 라오스 친선협회 동남아시장 진출 전략/ 동남아 비즈니스 네트워킹 50여명

중남미 재외동포재단, 한중남미협회 중남미시장 진출 전략/ 중남미 비즈니스 네트워킹 50여명

북미 재외동포재단, 미국워싱턴주한인상공회의소 서북미시장 진출 투자전략 50여명

세션Ⅲ
(산업별 

네트워킹)

식품·외식 재외동포재단, 한식재단 한식 세계화 정책 및 성공사례/ 주제별 자유토론 및 네트워킹 50여명

섬유·패션 재외동포재단, 한국아웃도어산업협회 국내외 시장의 아웃도어 산업/ 섬유·패션 네트워킹 50여명

광물 재외동포재단, 한국광물협회 국내외 광업시장/ 광물산업 네트워킹 50여명

유통 재외동포재단, 글로벌비즈니스협회, 유통과학연구회 국내외 유통산업/ 유통산업 네트워킹 50여명

IT 재외동포재단, 부산정보기술협회 국내외 시장의 IT산업/ IT산업 네트워킹 50여명

뷰티
재외동포재단, 미주뷰티여성경영인협회, 

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
국내외 시장의 뷰티산업/ 뷰티산업 네트워킹 50여명

재외동포경제인 포럼 개최

국내외 경제 이슈를 함께 토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모국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최되는 리딩CEO 포럼과, 

차세대 유망 경제인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영비즈니스리더 포럼을 각각 연 2회 개최하였다.

재외동포경제인 포럼2

사업명 일자/장소 참석인원 사업내용

제25차 리딩CEO 포럼
4.30

(경주 힐튼호텔)
19명

•‘글로벌 경기동향과 국내외 투자전망’, ‘한상기업의 국내 상장 가이드’ 주제발표 및 토론
•제13차 세계한상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리딩CEO의 역할 토의 등

제26차 리딩CEO 포럼
9.25

(부산 BEXCO)
32명

•‘세계속의 한국인’ 주제발표 및 토론 
•재외동포의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 토의
•공동의장 등 임원 선임 등

리딩CEO 포럼

영비즈니스리더 포럼

사업명 일자/장소 참석인원 사업내용

영비즈니스리더 북경포럼
5.13~16 

(중국 북경)
17개국
100여명

•영 비즈니스리더 포럼 

    - 중국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소 부소장 史丹교수 “중국현대경제“

    - 레전드캐피탈 박준성 “중국시장 진출전략”

•주제별(5개) 소그룹 미팅, YBLN 네트워킹 미팅 등 

영비즈니스리더 정기포럼
9.23~26

(부산 BEXCO)
28개국
124명

•영 비즈니스리더 포럼

    - 강원정보문화진흥원 박흥수 원장 “컨텐츠가 답이다!”

•�신규참가자 오리엔테이션, 주제별(4개조) 소그룹 미팅, 지역별 회의, 네트워킹 미팅, 전체회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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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넷 확대 및 운영

연 1회 개최되는 세계한상대회의 단속성과 시공간적 한계를 극복키 위해 상시 비즈니스 지원 사이트인 한상넷(www.

hansang.net)을 연중 운영하여 한상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구심점 확보와 내외동포 간 경제교류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한상경제활동 조사

재외동포와 관련된 지역별 경제활동 현황 파악과 이와 관련된 정책 제시를 위한 연구용역 시행을 통해 글로벌 한상

네트워크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주요실적

•상시 비즈니스 지원체계 구축

���- 재외동포 경제단체의 현지 주최 행사 등 활동 상황 정보 수집·제공

���- �해외 한상 바이어 초청 ‘한상 비즈니스 상담회’ 시행(상·하반기)

���- 한상네트워크의 성공사례, 성과 등 홍보 강화

•제13차 세계한상대회 비즈니스 효과 및 만족도 조사 시행

���- 만족도 점수 : 85.6점(제12차 대회 : 80.7점)

한상네트워크 활성화3

주요내용

•일대일비즈니스 자동매칭서비스 제공을 통한 한상 비즈니스 지원

•동포경제 및 한상관련 뉴스 제공 

•전문 연구기관 자료 및 정부부처 관련 경제정보 제공

•세계한상대회 등록시스템 운영 

•한상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SNS채널 기획 및 운영

▲ 웹사이트 주소 : http://www.hansang.net

연구용역명 연구기관 연구기간

재외동포의 국내경제활동 관련 설문조사 ㈜GRI리서치 2014.3.17~6.15

세계한상대회 발전방안 연구용역 대외경제정책연구소 2015.2.1~5.8

용 역 결 과

•�용 역 명 :  재외동포의 국내 경제활동 관련 설문조사   

•�연구기관 : ㈜GRI리서치

•�연구기간 : 2014.3.17~2014.6.15

•�연구결과물 한상넷 게재

•�요      약

    - 전세계 한상들의 거래형태별 국내 경제활동 현황 및 불편사항 파악

       · 모국과 경제활동 경험이 있거나 계획이 있는 거래 유형으로 수출입 거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외 예금거래, 국내 직접투자, 부동산 투자도 20%로 나타나,  

다양한 유형의 경제활동을 하고 있거나, 계획이 있는 것으로 파악

    - 세계한상대회 비즈니스 성과 파악 및 사례 발굴

       · 세계한상대회를 통해 성사된 계약으로 주로 수출입 위주의 무역거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동산투자 및 컨설팅, 해외진출, 디자인 개발 및 기술협약, 건설수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계약이 성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향후 한상네트워크 사업 수행 시 참고 및 활용

       · 한상넷을 통한 국내 시장동향 및 전망, 경제활동 관련 국내 법규, 기업정보, 정책 등 재외동포에 특화된 경제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파악 

•한상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SNS채널 기획·운영 및 홍보활동 강화 

   - 트위터(564건), 블로그(416건), 페이스북(779건) 통한 지속적 컨텐츠 기획 및 홍보 메시징

   - 세계한상대회 실시간 중계 및 현장이벤트를 통한 홍보 

     ·트위터 29건, 페이스북 31건, 블로그 25건

   - 온라인 한상네트워크 프로모션 및 홍보(7회 시행)

   - 한상네트워크 언론 홍보활동(총 1,232건)

•한상관련 연구용역 시행 

매체구분 보도횟수(건) 비고

방  송 27 KBS, MBC, SBS, YTN, MBN 등

인  쇄

중앙 152 중앙, 동아, 한국일보, 매경 등

해외 17 미주중앙일보, 미주한국일보 등

전문 59 재외동포신문, 월드코리안 등

통신사 139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

온라인 838 언론매체 홈페이지 등

합   계 1,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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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및 재외동포사업에 대한 홍보를 통해 국내외 인식을 제고하고, 

재외동포의 한글문예창작활동 장려 및 모국문화 보급 지원, 

문화공연 등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한 교류 확대로 민족유대감을 증진하는 사업이다.

▣ 홍보사업 : 기획홍보 | 재외동포언론단체 지원 | 한국어뉴스세계위성방송망구축

▣ 문화사업 : 모국문화보급사업 | 전통문화용품 구입 지원 | Korean Festival

홍보문화사업

모국-동포사회 간 소통과 문화예술 교류 활성화, 
한민족 한마음을 조성합니다.  

기획홍보

재외동포와 재외동포사업에 대한 내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해 라디오 광고 및 TV다큐멘터리 제작, 신문지면 광고 등을 

시행하였으며, 재외동포재단 월간 소식지 ‘재외동포의 창’ 발간·배포 및 온라인 웹진(webzine.korean.net) 게재로 

재외동포사업을 널리 알리고 재외동포사회와 내국민의 정보교류를 통한 유대감 증진에 기여했다.

홍보사업1

주요실적

•라디오 캠페인 광고

   - 목적 : 재외동포와 재외동포사업에 대한 인식 제고 

   - 광고내용 

•TV 다큐멘터리 제작 방영

    - 2014년 고려인 이주 150주년 기념, 한민족으로서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고려인들의 이주 역사를 재정리하는 기회를 통해 한민족의 미래와 통일시대 고려인들의  

역할을 조명

    - 프로그램명 : KBS 추석 특집 다큐 [고려인 이주 150주년 기념 ‘시온고 아리랑’]

•재외동포재단 월간 소식지 발간 및 배포

    - 월 5,000부 발간(재외공관, 재외한글학교, 한인회, 국내 유관기관 등 발송)

    - 재외동포재단 소식, 모국 및 동포소식 등 내외국민 정보교류 가능 콘텐츠로 구성

•재외동포사업 대외광고(신문 등) 

    - 5개 매체 23회

월 주제 채널

4월 동해병기 법안 통과 KBS 1R(전국권), TBS(수도권)

6월 한글학교 KBS 1R(전국권), TBS(수도권) 

7월 고려인 이주 150주년 KBS 1R(전국권), TBS(수도권)

8월 청소년 모국연수 KBS 2R(전국권), 2FM(수도권), TBS(수도권) 

9월 세계한상대회 KBS 2R(전국권), 2FM(수도권), TBS(수도권), TBN(부산권)

10월 세계한인의날 KBS 2R(전국권) 2FM(수도권), TBS(수도권) 

11월 인물(김용 총재) KBS 2R(전국권), 2FM(수도권), TBS(수도권) 

12월 해가지지 않는 나라 KBS 2FM(수도권), TBS(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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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언론단체 지원

러시아 등 독립국가연합(CIS), 일본, 중국 등 특수한 역사적 배경을 가진 지역의 민족정체성 유지를 위해 민족 언론

기관을 지원하고, 재외동포언론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언론단체 활동을 지원하였다.

지원 현황   8 국    9 개 공관    12 개 단체    12 건  지원 총액   110 백만원

국가명 지원대상 사업내용

중국 조선족중학생신문사 조선족중학생신문 발간 및 농촌지역 조선족중학생 대상 무료배포

중국 연변일보 취재장비 구입 지원

카자흐스탄 한인일보 고려일보 한글판 제작 지원

러시아 고려인신문 고려인신문 발행 및 인터넷 버전 개발 운영

러시아 연해주 고려민족문화자치회 고려신문 발간

러시아 새고려신문 새고려신문 발간

우즈베키스탄 고려인문화협회 고려신문 발간

키르기스스탄 고려인협회 일치신문 발행 및 운영

독일 우리신문 평화통일 글짓기 공모전 및 통일강연회

일본 통일일보 통일일보 발행

국내 세계한인언론인대회 2014 세계한인언론인대회

국내 재외동포언론인협회 2014 재외동포언론인대회

한국어뉴스세계위성방송망 구축

재외동포사회에 한국어뉴스를 제공하여 재외동포의 모국어 활용 환경이 유지되도록 지원하고, 재외동포 관련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방영함으로써 내국민의 재외동포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였다. 재외동포사회 실태조사를 통하여 

필요 지역에 위성안테나를 추가 설치하였으며, 향후 시청권역 확대를 위해 위성안테나 설치 지원을 확대해 갈 예정이다.

주요실적

•한국어뉴스 위성방송을 위한 위성체 3기 임차

•재외동포 관련 프로그램 제작·방송

    - YTN ‘글로벌코리안’, ‘글로벌코리안 플러스’

      ·37개국 53개 지역 해외리포터 61명 참여, 479건 동포사회 소식 전달

    - ‘해외안전 여행정보’ 주2회, 영어뉴스 ‘YTN WORLD HEADLINES’ 평일 2회 방송

    - 재외동포재단 시행 주요사업 홍보           

    - 특집 프로그램 제작

      ·‘대한민국 청소년 공공외교단’ 취재, 방영(2부작)                             ·쿠바 한인의 이주 역사와 활동 취재, 방영(2부작)

      ·러시아 한인이주 150주년기념 특별기획물 제작, 방영 (2부작)         ·우수한인회 탐방 : 터키한인회(2부작)                      

      ·한국의 문화 - 민요기행(5-6분물 형식, 20편 제작·방영)              ·현장! 대한민국(5-6분물 영상, 20편 제작·방영)

•재외동포사회의 한국어뉴스 시청권 확보를 위한 현지실사 및 안테나 설치 지원

    - 현지실사(9개국) : 필리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미얀마, 베트남, 터키, 그리스, 프랑스, 미국

    - 방송수신 위성안테나 설치(6개소) : 러시아(우수리스크 한민족문화회관, 아르촘 민족문화센터),  

라오스(한인회관, 라오스 국립대학 한국어학과), 동티모르(대한민국대사관), 일본(주요코하마 대한민국 총영사관) 

•해외리포터 초청연수                           

    - 6. 2~5 <3박 4일>, 10명(일본, 미국 등) 참가 

사업명 응모현황 수상내용 사업내용

제16회 
재외동포문학상

 35개국 
410명 987편

총 30편, 
한글학교 특별상 2개교

•공모분야       

   - 성인 : 시, 수필, 단편소설     
   - 청소년 : 초·중·고 글짓기

•수상자 모국 초청 시상식 개최           

•수상집 제작(3,000부) 및 배포

제3회 국내 청소년 
‘재외동포’ 글짓기

68명 73편 총 12편

•공모분야          

   - 초등 및 중고등부문 글짓기

•수상자 재학학교 시상식 개최

모국문화보급사업

재외동포들의 한글 문예창작 활동을 장려하여 모국어 활용을 높이고 민족정체성을 유지·함양하기 위해 문학공모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재외동포 바로알리기의 일환으로 국내 청소년 대상 글짓기 공모사업을 시행하여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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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재외동포문학상 수상집
수·상·소·감 재 · 외 · 동 · 포 · 재 · 단

재외동포의 밝은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재외동포재단은 2007년 10월 재외동포 

재단법에 의해 외교부 산하기관으로 설립된 

재외동포지원 전담기관입니다.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스스로의 권익과 지위를 향상  

시키며, 역량을 결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TEL  +82-2-3415-0100

FAX  +82-2-3415-0117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6층 (137-863)

6th floor, Diplomatic Center, 2558

Nambusunhwan-ro, Seocho-gu, Seoul, Korea

www.korean.net    www.okf.or.kr

재외동포 교육사업

재외동포 차세대사업

한상네트워크사업

재외동포 교류지원사업

재외동포 조사연구사업

홍보문화사업

재외동포통합네트워크사업

백복현ㅣ시 부문 - 대상

오십에 처음 시를 썼다. 내가 쓴 글이 시가 

되는 건지 몰라 갑갑할 때, 재외동포 문학상을 

만난 것은 행운이었다. 변방의 문학에도 

관심의 끈을 놓지 않는 재외동포재단이 

있음은 우리 모두의 자랑이다. 

홍예진ㅣ단편소설 부문 - 대상

글쓰는 사람으로 살고 싶은 내게 용기를 

충전해주신 분들에게. 원컨대 ‘작가여야만 

하는’ 내 미래의 초석을 굳건히 다져준 팔할은 

<초대받은 사람들>을 꼼꼼히 읽고 수상작으로 

선정해주신 심사위원 작가님들이라고. 

정민아ㅣ수필 부문 - 대상

전혀 예상치 못했던 당선 소식은 위로가 

절실히 필요했던 시점이었기에 정말 반가운 

단비였다. 그리고 살아가며 타인에게서 전염된 

감동과 깨우침을 다시 전염시키고 싶은 

충동으로 종종 펜을 잡게 되는 나에게 귀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박수완ㅣ청소년 글짓기 부문(중고등) - 최우수상

타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신 

부모님께 감사 드리고, 친구들도 고맙고, 또 

나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를 준 이번 

글쓰기 대회도 감사하다. 

박준용ㅣ청소년 글짓기 부문(초등) - 최우수상

내가 한국 역사를 좋아해서 이 글을 쓴 것인데, 

최우수상을 받다니, 참 많이 기쁘다. 나는 

앞으로도 계속 나는 한국인이라는 생각을 잊지 

않고, 한국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고, 공부해야 

할 것을 더욱 열심히 할 것이다.

제16회 재외동포문학상 수상집

심·사·평·중·에·서

심사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오랜 세월을 타국에 삶을 지탱하면서 

고국의 언어와 정서를 놓지않고 훌륭한 작품을 내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 싶다. 그것이 애국이며 사랑아니겠는가.

소설에 씌어진 내용처럼 이민 생활이 온통 수렁이거나 가시밭 같지만은 

않을 것이다. 유독 아프고 고통스러운 서사들이 소재로 사용되는 

이유는 바로 그 지점이 트라우마여서, 어떤 방식으로든 표현될 필요가 

있었던 게 아닐까 싶었다. 그런 점에서 재외동포 문학상의 응모작을 

읽는 일은 문학의 본질적이고 고전적인 기능을 확인하는 기회가 된다. 

심사위원 선생님들은 올 해 응모된 작품의 수준이 예년보다 높고 

문학성은 점점 성숙해가는 경향이 보였다는 오정희 선생님의 의견에 

공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난생 처음 가보는 나라에서 절망하지 않고 굳건히 

살아남은 경험은 많은 이민자는 물론 독자들에게도 삶에 대한 용기를 얻게 

하리라 믿습니다. 절망에 주저앉지 않게 하는 글, 고맙습니다.

700만 재외동포가 세계 도처에 존재함으로써 한국의 물리적 영역과 

정신적 영역은 더이상 사우스 코리아에 국한되지 않음을 여실히 

자각하게 된다. ‘한국 속의 세계, 세계 속의 한국’이 더 이상 관념적 

수사에 머물지 않고 사실적으로 재현되고 있음을 재외동포문학상에 

응모한 글들로부터 여실히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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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난 것은 행운이었다. 변방의 문학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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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는 사람으로 살고 싶은 내게 용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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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내 미래의 초석을 굳건히 다져준 팔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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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였다. 그리고 살아가며 타인에게서 전염된 

감동과 깨우침을 다시 전염시키고 싶은 

충동으로 종종 펜을 잡게 되는 나에게 귀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박수완ㅣ청소년 글짓기 부문(중고등) - 최우수상

타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신 

부모님께 감사 드리고, 친구들도 고맙고, 또 

나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를 준 이번 

글쓰기 대회도 감사하다. 

박준용ㅣ청소년 글짓기 부문(초등) - 최우수상

내가 한국 역사를 좋아해서 이 글을 쓴 것인데, 

최우수상을 받다니, 참 많이 기쁘다. 나는 

앞으로도 계속 나는 한국인이라는 생각을 잊지 

않고, 한국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고, 공부해야 

할 것을 더욱 열심히 할 것이다.

제16회 재외동포문학상 수상집

심·사·평·중·에·서

심사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오랜 세월을 타국에 삶을 지탱하면서 

고국의 언어와 정서를 놓지않고 훌륭한 작품을 내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 싶다. 그것이 애국이며 사랑아니겠는가.

소설에 씌어진 내용처럼 이민 생활이 온통 수렁이거나 가시밭 같지만은 

않을 것이다. 유독 아프고 고통스러운 서사들이 소재로 사용되는 

이유는 바로 그 지점이 트라우마여서, 어떤 방식으로든 표현될 필요가 

있었던 게 아닐까 싶었다. 그런 점에서 재외동포 문학상의 응모작을 

읽는 일은 문학의 본질적이고 고전적인 기능을 확인하는 기회가 된다. 

심사위원 선생님들은 올 해 응모된 작품의 수준이 예년보다 높고 

문학성은 점점 성숙해가는 경향이 보였다는 오정희 선생님의 의견에 

공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난생 처음 가보는 나라에서 절망하지 않고 굳건히 

살아남은 경험은 많은 이민자는 물론 독자들에게도 삶에 대한 용기를 얻게 

하리라 믿습니다. 절망에 주저앉지 않게 하는 글, 고맙습니다.

700만 재외동포가 세계 도처에 존재함으로써 한국의 물리적 영역과 

정신적 영역은 더이상 사우스 코리아에 국한되지 않음을 여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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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모한 글들로부터 여실히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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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교육사업

재외동포 차세대사업

한상네트워크사업

재외동포 교류지원사업

재외동포 조사연구사업

홍보문화사업

재외동포통합네트워크사업

백복현ㅣ시 부문 - 대상

오십에 처음 시를 썼다. 내가 쓴 글이 시가 

되는 건지 몰라 갑갑할 때, 재외동포 문학상을 

만난 것은 행운이었다. 변방의 문학에도 

관심의 끈을 놓지 않는 재외동포재단이 

있음은 우리 모두의 자랑이다. 

홍예진ㅣ단편소설 부문 - 대상

글쓰는 사람으로 살고 싶은 내게 용기를 

충전해주신 분들에게. 원컨대 ‘작가여야만 

하는’ 내 미래의 초석을 굳건히 다져준 팔할은 

<초대받은 사람들>을 꼼꼼히 읽고 수상작으로 

선정해주신 심사위원 작가님들이라고. 

정민아ㅣ수필 부문 - 대상

전혀 예상치 못했던 당선 소식은 위로가 

절실히 필요했던 시점이었기에 정말 반가운 

단비였다. 그리고 살아가며 타인에게서 전염된 

감동과 깨우침을 다시 전염시키고 싶은 

충동으로 종종 펜을 잡게 되는 나에게 귀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박수완ㅣ청소년 글짓기 부문(중고등) - 최우수상

타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신 

부모님께 감사 드리고, 친구들도 고맙고, 또 

나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를 준 이번 

글쓰기 대회도 감사하다. 

박준용ㅣ청소년 글짓기 부문(초등) - 최우수상

내가 한국 역사를 좋아해서 이 글을 쓴 것인데, 

최우수상을 받다니, 참 많이 기쁘다. 나는 

앞으로도 계속 나는 한국인이라는 생각을 잊지 

않고, 한국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고, 공부해야 

할 것을 더욱 열심히 할 것이다.

제16회 재외동포문학상 수상집

심·사·평·중·에·서

심사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오랜 세월을 타국에 삶을 지탱하면서 

고국의 언어와 정서를 놓지않고 훌륭한 작품을 내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 싶다. 그것이 애국이며 사랑아니겠는가.

소설에 씌어진 내용처럼 이민 생활이 온통 수렁이거나 가시밭 같지만은 

않을 것이다. 유독 아프고 고통스러운 서사들이 소재로 사용되는 

이유는 바로 그 지점이 트라우마여서, 어떤 방식으로든 표현될 필요가 

있었던 게 아닐까 싶었다. 그런 점에서 재외동포 문학상의 응모작을 

읽는 일은 문학의 본질적이고 고전적인 기능을 확인하는 기회가 된다. 

심사위원 선생님들은 올 해 응모된 작품의 수준이 예년보다 높고 

문학성은 점점 성숙해가는 경향이 보였다는 오정희 선생님의 의견에 

공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난생 처음 가보는 나라에서 절망하지 않고 굳건히 

살아남은 경험은 많은 이민자는 물론 독자들에게도 삶에 대한 용기를 얻게 

하리라 믿습니다. 절망에 주저앉지 않게 하는 글, 고맙습니다.

700만 재외동포가 세계 도처에 존재함으로써 한국의 물리적 영역과 

정신적 영역은 더이상 사우스 코리아에 국한되지 않음을 여실히 

자각하게 된다. ‘한국 속의 세계, 세계 속의 한국’이 더 이상 관념적 

수사에 머물지 않고 사실적으로 재현되고 있음을 재외동포문학상에 

응모한 글들로부터 여실히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시

단편
소설

수필

청소년

글짓기

정가 1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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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문화용품 구입 지원

재외동포단체, 재외한글학교 등이 주관하는 각종 동포사회 행사, 교육 및 전시 등에 활용하는 전통문화용품을 구입· 

지원하여 재외동포사회 내 한국문화 전파 및 전통문화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지원 현황   50 개국    75 개 공관    218 개 단체    218 건              지원 총액   116 백만원

Korean Festival

재외동포사회에서 활동 중인 재능 있는 재외동포 예술인을 발굴, 국내에 소개하고, 내외동포가 함께하는 문화축제를 

개최하여 민족 유대감을 증진하였다.

oceania  
오세아니아
3개국 19건

north 
America  
북미
2개국 72건

Central and 
South America  
중남미
13개국 27건

Asia 
아시아
8개국  43건

europe 
유럽
8개국 13건

Russia·CIS  
러시아·
독립국가연합
 4개국 31건

Africa·
Middle east   
아프리카·중동
12개국 13건

대만 1 싱가포르 1
인도 2 일본 20
중국 14 캄보디아 3
태국 1 홍콩 1

독일 4 스페인 1 영국 2 오스트리아 1
체코 1 폴란드 1 프랑스 2 핀란드 1

남아프리카 2 모로코 1 바레인 1 보츠와나 1
사우디아라비아 1 세네갈 1 에티오피아 1 요르단 1
이란 1 이스라엘 1 이집트 1 파키스탄 1

러시아 27 벨라루스 1 
카자흐스탄 2 타지키스탄 1

과테말라 1 도미니카공화국 2
멕시코 6 베네수엘라 1
볼리비아 2 브라질 1
아르헨티나 4 우루과이 1
칠레 2 코스타리카 2
파나마 1 페루 2
파라과이 2

뉴질랜드 7
오스트레일리아 11
피지 1

미국 54 
캐나다 18

사업명 일시  장소 관람인원 사업내용

Korean 
Festival

10.6(월) 
19:00

서울
(우리금융 
아트홀)

약 800명
•고려인 이주 150주년 기념 개최  
   - 공연 주제 : 유라시아에 핀 꽃(Korean Daisy)
   - 출연진 : 총 9팀 21명(재외동포 5팀 6명)

700만 재외동포를 하나로 연계할 수 있는 온라인통합 한민족네트워크 및 DB관리시스템 구축과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모국과 동포사회 간 유대를 강화하고 재외동포들의 역량을 증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선진 일류국가와 성숙한 한인사회 구현에 기여한다.

▣ 글로벌코리안네트워크 사업 

▣ 내부정보화사업

재외동포통합네트워크사업

재외동포의 모든 것, 
Korean.net으로 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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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코리안네트워크 확대 및 운영

글로벌코리안네트워크사업은 ①코리안넷 기반의 재외동포 전문 정보포털서비스 및 단체 홈페이지 제작·운영을 

지원하는 “온라인 통합 한민족 네트워크 운영” ②분야별·지역별 재외동포 인물·단체 정보를 수집, 인적자원 관리와 

활용을 위한 인력풀을 구축, 정부 공동 활용하는 “재외동포 인물·단체DB 구축 및 운영”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4년도 코리안넷 이용자 현황은 지속적이고 다양한 콘텐츠 강화 및 홍보를 통해 방문자 수 및 페이지뷰, 회원 수 기준

으로 2013년 대비 약 20% 향상되었으며, 재외동포 인물·단체DB 구축은 총 303,153건으로 2013년 대비 13% 증가

하였다.

글로벌코리안네트워크 사업1

<코리안넷 이용 증가율>

구  분 2013년 2014년 비 고

방문자 수 1,980,702  2,282,139 301,437(15%) ↑

페이지뷰 12,071,891 13,896,558 1,824,667(15%) ↑

회원 수(누적)  148,628 180,619 31,991(21%) ↑

추진 실적

•코리안넷 운영 활성화

   - 재외동포 맞춤형 서비스 확대(민원사례, 동포민원방 등)

   - 재외동포 거주국 생활지원을 위한 온라인 학습 콘텐츠 확대

   - 재외동포단체 및 재외동포재단과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 연계 확대

구  분 2013년 2014년 비 고

페이스북 좋아요 수 17,620 32,708 15,808(86%) ↑

카카오스토리 친구 수 5,530 6,904 1,375(25%) ↑ 

트위터 팔로워 수 18,020 20,717 2,637(15%) ↑

트위터 팔로잉 수 19,570 22,456 2,886(15%) ↑

코리안톡 가입자 수 6,012 11,118 5,106(85%) ↑

   - 글로벌 코리안 네트워크 전문가 운영위원회 운영 및 의견 수렴(총 3회)

   - 코리안넷 활용성 제고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 온라인 : 해외방송광고(YTN World, KBS World), 인터넷라디오 광고, 

상용 SNS 홍보 등

     · 오프라인 : 국·내외 언론사 지면광고, 재단 주요사업 시 홍보부스 운영, 

공관 행사용품 지원 등 

<재외동포 인물·단체 DB 구축 현황>

구  분 2013년 2014년 비 고

인  물 230,023 263,192 33,169(14%) ↑ 

단  체 39,266 39,961 695(2%) ↑

계 269,289 303,153 33,864(13%) ↑

   - 재외동포 인물DB 수집 범위가 재편됨에 따라 활용성이 큰 우수 인재 중심으로 DB 수집 

   - 재외동포재단 수집대상 인물 DB 대분류 재설정(8개 → 12개)

   - 각 정부 부처 분산 보유 DB 및 재외공관, 동포단체 등을 통한 주요인물의 지속적 확보 

   - 해외위성방송, 신문광고 등 홍보매체 다양화를 통한 동시 다발적 홍보 및 수집 

•재외동포 인력풀 구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코리안넷 회원과 인물·단체 DB 분리 추진

   - 우수 인물·단체 중심의 데이터와 일반 데이터의 구분 관리 

   - 우수 인물·단체 중심의 공개 범위 재설정 

•재외동포 통합네트워크 시스템 운영 및 확대    

   - 재외동포 단체 홈페이지 개설 다채널 홍보 등을 통해 2013년도 대비 신규 개설 8% 확대

   - 차세대 재외동포 참여를 위한 커뮤니티 서비스 확대(메신저 ‘코리안온’ 

도입, 재외동포 전용 SNS ‘코리안톡’ 앱 개발 등) 

•재외동포 인물·단체 DB 구축

구  분 2013년 2014년 비 고

홈빌더 610 675 65(10%) ↑ 

웹호스팅 47 52 5(10%) ↑ 

포워딩 125 123 2(2%) ↓

계 782 850 6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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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킹 기반 홈페이지 지원 서비스 강화  

   - 재외동포재단-단체, 단체-단체 간 온라인 네트워킹 상시 지원

   - 네트워킹 건수 : 2013년 120건 → 2014년 1,100건(약 1,000건 증가) 

•코리안넷 사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 조사기간 : 2015.1.5 ~ 1.18(14일간)

   - 유효 표본수 : 총 1,551 표본

   - 만족도 측정결과

      · 코리안넷 서비스에 대한 종합만족도

(전반족 만족도+세부만족도)는 82.3

점으로 전년(80.8점) 대비 1.5점 상승

      · 코리안넷 서비스 전반에 대한 만족도 

82.9점으로 전년대비 1.3점 상승

내부정보화 구축 및 운영 

ITSM(IT서비스 관리시스템) 기반 SLA(서비스수준협약) 체결을 통해 내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OPMS(사업관리시스템) 활용 범위를 재외동포재단 일부사업에서 전체사업으로 확대하여 활용도를 제고하는 한편 

정보보안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였다.

내부정보화사업2

구  분 진행건수

 SLA(Service Level Agreement) : 
[취약] / [달성] / [우수]

1.85 / 2 점

 ITSM(IT Service Management System) 3,699 건

추진실적

•�유지보수업체와 ITSM(IT서비스 관리시스템) 시스템 기반 SLA(서비스 수준 협약) 체결, 내부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지원

    - CSR(사용자 서비스 요구), 서버자원 가동률 등  

       12개 측정 지표로 계약 운영 및 목표달성

    - SLA 및 ITSM 진행 현황 

•�OPMS(내부 사업관리시스템) 활용 범위를 일부사업에서  

전체사업으로 확대 실시

    - OPMS를 활용한 2014 주요사업 신청서 접수결과

•정보보안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 정보보안지침 제정

   - 보안관제시스템 운영 및 웹방화벽 등 정보보안시스템의 수시 점검 및 업데이트

      ·외교부 정보보안 실태점검 실시(10.24)

   - 사이버 위협에 능동적인 대처를 위한 주기적인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개인정보보호 계획 수립 및 이행

   - 개인정보보호지침 제정 

   -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 실시 : 2.3~3.14, 6주간

      ·전체 98개 항목 중, 부분이행 11건,  미이행 15건으로 

          총 26건에 대한 침해요인 도출 및 개선

   - 개인정보 암호화 솔루션 도입 및 운영

   - 사업별 개인정보 수집·보유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

      ·오프라인을 통한 개인정보수집, 폐기에 대한 관리 강화

      ·개인정보 출력관리 시스템(DRM) 도입

   - 개인정보보호 교육 강화

     · 내부 개인정보보호 교육실시, 개인정보보호책임관·

개인정보보호담당자 의무 교육 이수 등(연 2회 이상) 

사업분류 사업명 접수결과

지원사업  2015 지원사업 수요조사 1,193 건

초청사업  재외동포 청소년 교류사업 113 건

장학사업  재외동포 초청 장학생(석·박사) 287 건

공모사업  재외동포 사진전, 학위논문상 등 40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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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제18기)

과    목 금       액

Ⅰ. 수입

 1. 정부출연금

     가. 정부교부액

 2. 국제교류기금

      가. 한국국제교류재단 교부액 

 3. 사업외 수입

     가. 이자수익

     나. 잡  수 익

     다. 잉여금전환수익

     라. 기타수입

36,581,000,000

36,581,000,000

8,612,000,000

8,612,000,000

1,945,748,861

119,866,978

498,798,720

1,066,000,000

261,083,163

계 47,138,748,861

Ⅱ. 지 출

 1. 인건비

 2. 경상운영비

     가. 기본공과금

     나. 자산관리비

     다. 일반운영비

     라. 기타운영비

     마. 자본형성비

     바. 체력증진 및 위생비

 3. 사업비

     가. 재외동포 교육사업

     나. 재외동포 교류지원사업

     다. 재외동포 조사연구사업

     라. 재외동포 차세대사업

     마. 한상네트워크사업

     바. 홍보문화사업

     사. 재외동포통합네트워크사업  

3,001,000,000

1,543,319,040

38,667,700

718,561,760

157,693,455

622,974,925

5,000,000

421,200

41,597,683,263

12,859,771,852

14,279,599,159

751,094,439

5,436,545,838

2,049,491,826

3,578,246,070

2,642,934,079

계 46,142,002,303

Ⅲ. 당기순이익 996,746,558 

  (단위 : 원)

2015년 기구표

주소 및 연락처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번지 외교센터 6층(우:137-863)

이사장실 T  02-3415-0111 F  02-3415-0115

기획이사실 T  02-3415-0112 F  02-3415-0116

사업이사실 T  02-3415-0113 F  02-3415-0116

전략기획실 T  02-3415-0120 F  02-3415-0117

경영지원부   T  02-3415-0130 F  02-3415-0117

동포단체지원부 T  02-3415-0140 F  02-3415-0118

교육지원부 T  02-3415-0160 F  02-3415-0119

조사연구부 T  02-3415-0095 F  02-3463-6266

한상사업부 T  02-3415-0150 F  02-3415-0119

차세대사업부 T  02-3415-0170 F  02-3415-0118

e-한민족사업부 T  02-3415-0190 F  02-3415-0198

홍보문화사업부 T  02-3415-0180 F  02-3415-0119

검사역 T  02-3415-0107 F  02-3415-0117

자료실 T  02-3415-0189 F  02-3463-6266

민원                      T  02-3415-0130 F  02-3415-0117

※ 해외직무파견 : 중국(북경) 1명, 미국(뉴욕) 1명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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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원 신청 안내

신청서
제출

재외동포재단 지원금을 신청하는 단체는 소정 양식에 의거, 신청서 작성 후 거주국 관할공관에 제출 

•2015년부터 재외동포 통합포털 코리안넷(www.Korean.net)을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신청서 작성 및 제출

접  수
공관은 접수된 지원신청 내역 확인 및 공관(장)의 의견을 첨부하여 기한 내 재외동포재단에 제출

•해당사업의 지원 필요성 및 적정 지원규모 등 세부사항 기재

심  의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개최

•시기 : 매년 1/4분기

재외동포재단 지원금 수령 단체는 해당사업 종료 후 6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작성, 반드시 관할 공관을 

통해 재외동포재단에 제출

•공관은 접수된 결과보고서와 공관의 자체 평가서를 재외동포재단으로 제출

•결과보고서 미제출단체(사업)는 익년도 지원 지양

결과보고서
제출

심의 후 지원단체(사업)명을 공관에 1차 통보

지원금액 및 송금일자 등의 세부사항은 지원금 송금 전 2차 통보
심의결과

통보



137-863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번지(외교센터 6층)

Tel  02-3415-0100     Fax  02-3415-0117   www.korean.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