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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 into the future 
Connected as one

하나로 이어져 내일로 흐르다



750만	재외동포가	이뤄낸	역사와	자부심으로

하나된	대한민국의	내일을	열어갑니다.

하나로 이어져 내일로 흐르다!

Flow into the future
Connected as one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거주국	사회의	모범적	구성원이	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1997년	설립되었습니다.

재단은	정체성	함양·역량강화·상생발전·사회적	가치실현의	핵심가치를	토대로	

5,200만	내국민과	750만	재외동포를	하나로	잇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세계시민과	함께	한민족공동체를	구현하는	글로벌	플랫폼	기관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재외동포재단

Mission & 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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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재단 History

재외동포재단(OKF)은	1997년	설립	이래	대한민국의	재외동포전담기관으로서	재외동포	

교육·교류·조사연구·홍보	등의	다양한	재외동포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코로나19	확산	등	재외동포	사회의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기존	대면	방식에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세계한인회장대회,	영비지니스리더포럼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한글학교	온라인	현지교사연수	및	맞춤형	사업	지원	등으로	

재외동포들의	정체성	강화	및	모국과의	유대를	강화하였습니다.

1997
재외동포재단	설립(재외동포재단법	의거)

1998
제1회	재외동포	차세대	지도자	워크숍	개최(現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재외동포	민족교육	담당자	초청연수	시작(現	한글학교	교사	초청연수)

재외동포	대학생	모국순례연수	시작(現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연수)

제1회	재외동포	서울	예술제	개최(現	Korean	Festival)

재외동포	초청	장학사업	시작

1999
재외동포재단	홈페이지	오픈

국외	입양인	모국	문화체험연수	시작

재외동포	문학	공모	사업	시작

중국	및	러시아·CIS	현지장학사업	시작
2000

세계한인회장대회	출범

한민족네트워크	포털사이트	오픈

2001
재중동포	IT직업연수

2002
세계한상대회	출범

교육기자재	지원	시작

2004
한글학교	교사	현지	연수	시작

2003
사이버한국어강좌	‘틴코리안’(현:스터디코리안),	

코리안넷(www.korean.net)	오픈	

한국어뉴스	세계위성	방송망	구축	

2005
CIS	지역	한국어	교사	초청연수	시작

제1회	재외동포	영화제	시작

2006
제	1회	멕시코	한인후손	초청	직업훈련	시작

2007
세계한인정치인포럼	개최

‘세계한인의날’	제정	및	한인주간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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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재외동포통합네트워크	구축사업	시작

세계한상대회	운영위원회	개최

카자흐스탄(주알마티총영사관)	직무파견

2011
제1기	OKFriends	대학생	자원봉사단	발대식

조선어교원	초청	연수	시작

2014
CIS지역	고려인	초청사업	시작

미국(주뉴욕총영사관)	직무파견

2016
미국(주LA총영사관)	직무파견

2020
인권사업부	확대

재외동포	디지털	아카이브	추진

2015
재중동포언론인	초청연수	시작

CIS지역	고려인	청소년	직업	초청연수	시작

재외동포	정치력	신장사업	시작

세계한인정치인포럼	재개

일본(주일본대사관)	직무파견

2017
한상활용	국내청년	해외진출	지원사업	시행

차세대동포	한국어집중캠프	시작

2019
인권사업팀	신설

베트남(주호치민총영사관),	호주(주시드니총영사관)	직무파견	

사이버	교사연수	지원(한글학교	교사	학위	취득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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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2020년 분야별 사업실적

총

43,427
(단위	:	백만원)

12,523
재외동포교류지원사업

4,496
홍보문화사업

2,114
재외동포통합네트워크사업

677
재외동포조사연구사업

4,308
재외동포차세대사업

882
한상네트워크사업

사업비
집행총액

17,569
재외동포교육사업

858
재외동포	인권지원사업

코로나19 대응,동포사회
지원 내역

해외 입양동포 마스크(KF94) 긴급 지원 

14개국	26개	공관	42개	입양단체

520백만원,	37만장

코로나19 확산 대응 소외·취약계층 지원 및 지원금 용도 변경 승인

358건
(신규지원	:	85건,	용도	변경	273건)

약154만불

초청장학생 코로나19 긴급 지원

310명

150백만원

한상청년인턴 조기귀국 허용 및 항공료 지원

16개국	28개	기업	38명

44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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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사회 지원내역

한글학교 교사 

현지연수 지원

동포단체 활성화 지원

조사연구활동지원

재외동포언론단체 지원

교육자료 지원

한글학교 맞춤형 지원

고려인동포 권익신장 지원

다문화 취약동포 지원

계기성 기념사업 등 지원

한글학교 운영비 지원

교육기자재 지원

한국어뉴스 

세계위성방송망 구축

전통문화용품 구입지원

국내 동포관련 단체 지원

중국 및 러시아·CIS 현지 

장학금 지원 

재외동포 공공외교 

활동 지원

한인회관 등 건립 지원

차세대 해외 입양동포 지원 

총	31,425백만원	 3,683건

재외동포교육사업 16,146 1,873

재외동포교류지원사업 11,418 1,449

재외동포차세대사업 264 210

재외동포조사연구사업 121 24

홍보문화사업 3,198 92

재외동포인권지원사업 278 35

사업별 지원액 현황

북미 10,109 1,265

아시아.대양주 12,977 1,442

유럽 1,854 296

러시아·CIS 1,540 374

중남미 982 146

아.중동 597 123

국내 3,366 37

지역별 지원액 현황

한글학교 및 관련단체 16,210 1,920

한인회 9,687 1,178

문화/체육단체 36 16

직능단체 48 17

사회/복지단체 851 73

경제단체 120 20

연구/학술단체 121 24

차세대단체 258 55

언론단체 3,095 14

차세대	입양동포	단체 93 14

기타 906 352

단체별 지원액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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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외동포 교육사업

우리 말(한글), 역사, 문화, 교육으로 우리 민족의 우수성과 정체성을 강화합니다.

재외동포사회가 자생적으로 설립·운영하는 주말한글학교에 대한 운영비 및 맞춤형 지원, 한글학교 교사 육성, 

스터디코리안 사이트 운영으로 차세대 동포의 한글·역사·문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중국·CIS지역 등 

특수지역 수요에 맞는 지원과 초청사업을 시행하여 모국과의 유대감을 강화합니다.

한글학교 육성

한글학교 운영비 지원 

한글학교 맞춤형 지원 

스터디코리안 운영 

교육자료 지원 

차세대동포 한국어 집중캠프

한글학교 교사 육성

한글학교 교사 현지연수 지원 

한글학교 교사 초청연수 

사이버 교사연수 지원

민족교육 육성

교육기자재 지원 

조선족학교 교원 초청연수 

CIS지역 한국어교사 초청연수

OVERSEAS KOREANS 
EDUCATION PROJECTS



한글학교 
운영비 지원

한글학교 육성

사업개요

재외	한글학교의	한국어교육	활성화	및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글학교	운영비(임차료,	교사봉사료,	교재비,	

교육행사비	등)를	지원합니다.	학교별	지원금은	지역별	교육환경,	학교	규모,	운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	지원합니다.

지원실적

’20년도 재외한글학교 현황 및 

운영비 지원 세부내역

지원현황

120 개국

161 개 공관

1,568 개교

(1,608개교 중)

지원총액

15,163 백만원

Europe 유럽

28 개국 113 개교 1,274 백만원 지원

그리스	1	 알바니아	1	 네덜란드	3	 노르웨이	1	 덴마크	2	 독일	32	 루마니아	1

벨기에	1	 룩셈부르크	1	 불가리아	1	 스웨덴	2	 스위스	5	 스페인	4	 슬로바키아	2

아이슬란드	1	 아일랜드	2	 영국	22	 오스트리아	3	 코소보	1	 이탈리아	4	 체코	2

크로아티아	1	 터키	4	 포르투갈	1	 폴란드	2	 프랑스	11	 핀란드	1	 헝가리	1

North America 북미

2 개국 801개교 7,741백만원 지원

미국	693	 캐나다	108

Asia 아시아

19 개국 300 개교, 3,169 백만원 지원

네팔	1	 대만	4	 라오스	1

말레이시아	7	 몽골	2	 미얀마	1

방글라데시	2	 베트남	5	 브루나이	1

스리랑카	2	 싱가포르	1	 인도	8

인도네시아	10	 캄보디아	2	 태국	5

파키스탄	2	 필리핀	18	 일본	138

중국	90

Central and South America 중남미

22개국 69개교 638백만원 지원

과테말라	2	 니카라과	1

도미니카	2	 아이티	1

멕시코	9	 베네수엘라	1

수리남	1	 볼리비아	3

브라질	21	 아르헨티나	13

에콰도르	2	 엘살바도르	1

온두라스	1	 우루과이	1

자메이카	1	 칠레	1

코스타리카	1	 콜롬비아	1

트리니다드토바고1	 파나마	1

파라과이	3	 페루	1

Russia·CIS 러시아·CIS

10 개국 164 개교 963 백만원 지원

러시아	74

벨라루스	1

아제르바이잔	1

우즈베키스탄	39	

우크라이나	12

몰도바	1

조지아	2

카자흐스탄	26

키르키즈스탄	5

타지키스탄	3

Africa·Middle East 아프리카·중동

35개 국 50개교 472백만원 지원

가나	1	 토고	1	 가봉	1	 나이지리아	1	 남아프리카공화국	7

보츠와나	1	 에스와티니	1	 레바논	1	 마다가스카르	1	 모로코	3

바레인	1	 사우디아라비아	2	 세네갈	1	 말리	1	 수단	1

아랍에미리트	3	 알제리	2	 앙골라	1	 오만	2	 요르단	1

우간다	1	 이란	1	 이스라엘	1	 이집트	1	 잠비아	1

짐바브웨	1	 말라위	1	 카메룬	1	 카타르	1	 케냐	2

코트디부아르	1	 부르키나파소	1	 쿠웨이트	1	 탄자니아	2	 튀니지	1

Oceania 대양주

4개국 71개교 906백만원 지원

뉴질랜드	17	 파푸아뉴기니	1

피지	2	 호주	51

대륙 국가 수 학교 수 학생 수 교사 수 지원학교 수 지원금(백만원)

아시아 19 309 20,137 2,370 300 3,169

대양주 4 72 6,420 962 71 906

북미 2 824 50,044 9,298 801 7,741

중남미 22 75 5,085 635 69 638

유럽 28 113 7,651 1,071 113 1,274

러시아·CIS 10 164 10,084 690 164 963

아프리카·중동 35 51 2,082 473 50 472

계 120 1,608 102,574 15,685 1,568 15,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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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동포 
한국어 집중캠프

※   코로나19 영향으로  
’20년도 사업 취소

한글학교
맞춤형 지원

스터디코리안 운영

교육자료 지원

한글학교 육성

사업개요

•	한글학교	교육	수준	내실화	및	역량	강화를	위해	한글학교	또는	한글학교협의회가	진행하는	특별	프로	

젝트(사업)를	발굴·지원합니다.

•	재외한글학교	맞춤형	지원,	21개국	96개사업	368백만원

(코로나19 대응) 취약계층 지원 및 온라인 사업 등으로 변경 승인(6개국 20개사업)

대륙명 국가 수 지원건 수 지원금(백만원)

아시아 3 6 18

대양주 2 8 27

북미 2 63 242

중남미 5 8 38

유럽 4 6 34

러시아ㆍCIS 4 4 7

중동 1 1 2

계 21 96 368

사업개요

•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글·역사·문화	온라인학습	사이트로서	한글학교	학생과	교사	대상의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대응,	전	세계	한글학교를	대상으로	

온라인	수업	활용	콘텐츠를	제공하여,	

한글학교	온라인	수업	역량	강화를	중점	

지원하였습니다.

사업개요

•	차세대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을	위한	한글,	역사,	문화	분야	교육자료	지원

지원 실적

•	(독립기념관	협업)	독립기념관	역사	교육자료	등,	대양주	·	아중동	·	아시아	38개국	122개교	지원

•	(EBS	협업)	재외동포	인물	조명	방송	프로그램(지식채널e)	8편	제작	지원

•	(국립국어원	협업)	’19년	유아반	교사용	연구교재	지원	사업	연계,	활용	피드백	취합(5개국	24개교),	우수사례	

스터디코리안	활용	공유(총	14건)

사업개요

•	한글교육	취약지역	차세대	동포	대상	한국어	집중교육으로	한국어	학습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한국과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킵니다.

•	한글·역사·문화	온라인학습	콘텐츠	제공

•	한글학교	교사용	콘텐츠	제공(e-교사연수,	교사인증과정	포함)

•	EBS	등	유관기관과	함께	콘텐츠의	지속적인	개발·제공

•	모바일	환경	지원	전자도서관	도입,	운영

•	제작	및	발송,	각종	문의	응대

주요내용

지원현황

21 개국

34 개 공관

96 개 사업

지원총액

368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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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학교 교사 육성

한글학교 교사 
현지연수 지원

사업개요

•	한글학교	교사	육성	및	전문성	강화,	교사	및	지역별	한글학교	네트워크	구축과	활성화를	목적으로	현지	

한글학교	교사연수활동을	지원하고,	한글·역사·문화교육	전문강사를	파견합니다.

•	강사파견은	지역별	교사	역량	및	연수의	수준차를	해소하기	위해	현지	맞춤형으로	진행하고,	자체강사를	

선정하는	것을	독려하여	한글학교	교사의	강의능력	향상에	기여합니다.

지원실적

지원 세부내역

대륙명 국가 수 지원건 수 전문강사 파견(명) 지원금(백만원)

아시아 4 9 6 51

대양주 3 4 - 13

북미 2 27 - 238

중남미 5 7 - 29

유럽 4 6 - 71

러시아ㆍCIS 3 3 - 16

아프리카ㆍ중동 2 2 - 12

계 23 58 6 430

사업개요

•	한글학교	교사들의	역량	강화	및	상호	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글학교	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연수	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수	역량을	강화하고	한글학교	교사로서의	자긍심	함양에	기여합니다.

지원현황

23 개국

33 개 공관

58 개 사업

지원총액

430 백만원

한글학교 교사 
초청연수

※   정부 코로나19 대응 방침에 따라  
관련 예산반납 및 사업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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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학교 교사 육성

사이버 
교사연수 지원

사업개요

•	한글학교	교사의	교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글학교	교사	대상	온라인	연수	과정을	운영합니다.	①	한글학교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글학교	교사	인증과정(스터디코리안에서	운영)을	단계별로	시행하고	있으며,	

②	국가공인	한국어	교원	자격취득	지원을	위해	국내	사이버대학과	협력하여	한글학교	교사	학위	취득과정과	

온라인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

연수과정 연수기관 선발인원 연수기간

한글학교	교사	

온라인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 48명 ’20.9.16~12.22

연세대학교	한국어교사연수소 47명

(상반기)	

’20.5.25~8.14

(하반기)	

’20.8.24~11.13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국제언어교육원
92명

(상반기)	

’20.6.29~9.6

(하반기)	

’20.9.7~11.15

총계 187명

한글학교	교사	

학위	취득과정

경희사이버대학교 7명

’20년도	1학기~2학기

고려사이버대학교 8명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7명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7명

세종사이버대학교 6명

총계 3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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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자재 지원

조선족학교 
교원 초청연수

CIS지역 한국어교사 
초청연수

※   코로나19 영향으로  
’20년도 사업 취소

민족교육 육성

사업개요

•	중국	및	CIS지역	등	특수지역	민족학교의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기자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중국지역	총	29개	학교에	교육교구,	한국어	신간	도서,	정보화기자재,	음악무용기자재를	

지원하여	특수지역	동포	대상	민족교육	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지원실적

세부내역 

사업명 지원대상 사업내용 지원금(백만원)

교육기자재	

지원

중국	조선족학교	

29개교

유아용	교육교구	7종	319개,	음악무용기자재	43종	929개,	

정보화기자재	3종	53개,	도서	500권	지원
192백만원

사업개요

•	중국지역	조선족학교	교사의	역량	강화와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선족학교	교원을	국내로	초청,	담당	

과목별	집중	연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대응,	중국	동북3성	조선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현지연수로	변경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세부실적

사업명 연수기간 연수인원 연수내용 집행예산(백만원)

중국지역	조선족학교	

교원	현지연수

11.20.~12.6.

<동북3성	

순회	개최>

130명
초중고	우리말	교과과정론,	작문지도론,	

어휘교수법,	유아대상	이중언어	교육법	등
115

사업개요

•	CIS지역	한국어교사의	한국어	능력	향상과	모국과의	유대감	증진을	목적으로	고려인	한국어교사를	국내로	

초청하여	한국어	및	한국문화	연수를	시행합니다.

지원현황

1 개국

2 개 공관

29 개교

지원총액

192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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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재외동포 교류지원사업

한인네트워크 활성화로 한민족공동체를 구현합니다.

재외동포단체 등이 시행하는 상호 교류 및 권익신장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거주국에서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 동포사회 지도자 초청사업 등으로 한인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재외동포사회와 모국간의 유대감 강화 및 호혜적 발전 관계를 구축합니다.

동포단체 활성화사업

동포단체활동 활성화 지원 

고려인동포 권익신장 지원 

국내동포 관련 단체 활동 지원 

재외동포 공공외교활동 지원

동포사회 숙원사업 지원

한인회관 등 건립 지원 

계기성 기념사업 등 지원 

우토로 평화기념관 건립지원

동포사회 지도자 초청사업

세계한인회장대회 

세계한인의날 

CIS지역 고려인 초청사업

OVERSEAS KOREANS 
EXCHANGE& SUPPORT 

PROJECTS



동포단체활동 
활성화 지원 
(교류증진, 문화예술, 재일민단, 

차세대, 경제단체, 코리아타운)

동포단체 활성화사업

사업개요

•	거주국에서의	재외동포단체들의	안정적	정착과	권익신장을	위한	교류활동을	지원합니다.	주요	지원	사업	

으로는	재외동포사회의	교류증진	활동,	결속력	강화를	위한	사업,	기성세대와	차세대간	교류활성화사업,		

타	민족커뮤니티와	연계	강화로	한인	이미지	향상	사업,	법률	서비스사업	등이	있습니다.

지원 실적

지원 세부내역

Europe 유럽

26개국 129건 373백만원

그리스	3	 네덜란드	2	 노르웨이	2	 덴마크	4	 독일	55	 루마니아	2

룩셈부르크	3	 리투아니아	1	 마케도니아	1	 벨기에	2	 불가리아	2	 스웨덴	1

스위스	1	 스페인	8	 슬로바키아	1	 아일랜드	4	 알바니아	1	 영국	8

오스트리아	6	 이탈리아	3	 체코	1	 크로아티아	2	 터키	3	 폴란드	1

포르투갈	1	 프랑스	11

North America 북미

2개국 211건 780백만원

미국	182	 캐나다	29

Asia 아시아

18개국 741건 7,684백만원

네팔	4	 대만	5	 라오스	1

말레이시아	2	 몽골	2	 미얀마	2

방글라데시	1	 베트남	7	 스리랑카	1

싱가포르	3	 인도	7	 인도네시아	5

중국	75	 캄보디아	2	 태국	4

파키스탄	2	 필리핀	9	 일본	609

Central and South America 중남미

15개국 46건 184백만원

과테말라	3	 니카라과	1	 도미니카	1

멕시코	11	 베네수엘라	2	 브라질	7

아르헨티나	4	 에콰도르	2	 엘살바도르	2

온두라스	2	 우루과이	2	 칠레	2

코스타리카	2	 콜롬비아	3	 파나마	2

Russia·CIS 러시아·CIS

9개국 24건 76백만원

러시아	8

벨라루스	1

아르메니아	1

우즈베키스탄	1

조지아	1

카자흐스탄	5

키르기즈공화국	5

타지키스탄	1

투르크메니스탄	1

Africa·Middle East 아프리카·중동

21개국 42건 98백만원

가나	1	 가봉	3	 나이지리아	1	 남아프리카공화국	8	 마다가스카르	4

모로코	2	 모리타니	1	 모잠비크	1	 바레인	1	 사우디아라비아	3	

세네갈	1	 스와질랜드	2	 아랍에미리트연합	1	 알제리	1	 우간다	2

이란	2	 이집트	3	 잠비아	1	 짐바브웨	1	 쿠웨이트	1

탄자니아	2

Oceania 대양주

4개국 30건 97백만원

뉴질랜드	12	 파푸아뉴기니	1

피지	1	 호주	16

지원현황

95 개국

132 개 공관

1,223 개 사업

지원총액

9,292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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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단체 활성화사업

고려인동포 
권익신장 지원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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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법적	체류자격	획득	지원,	교류증진	·	권익신장	활동	지원,	문화	활동	지원	등	총	7개국	(러시아,	벨라루스,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키르기즈공화국,	타지키스탄)	47개	사업에	222백만원을	지원하였	

습니다.	2015년부터	‘고려인동포	권익신장	지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원 실적

지원현황

7 개국 11 개 공관 32 개 단체 47 개 사업

지원총액

222 백만원

사업개요

•	재외동포	관련	활동	중인	국내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국내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국내	체류	

동포들이	안정적으로	모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재외동포사업에	대한	민·관	협력의	기반을	조성합니다.

지원 실적

지원현황 지원총액

14 개 단체 16 개 사업 222 백만원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연말 위문품 전달, 59백만원 

(1) 재외동포 공공외교활동 지원

사업개요

•	거주국	내	한국	이미지	향상을	위한	타민족	커뮤니티와의	교류사업	및	한인의날	기념사업	등	공공외교활동을	

지원하며	재외동포	정치력	신장	도모를	위한	거주국	유권자	등록	및	한인	정치인	육성	활동을	지원합니다.

재외동포 
공공외교활동 지원

국내동포 관련 
단체 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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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단체 활성화사업

지원 실적

지원현황

7 개국 70 개 단체 78 개 사업

지원총액

753 백만원

(2) 제7차 세계한인정치인포럼

사업개요

•	전	세계	한인	정치인들의	네트워킹	구축으로	동포사회	정치력	신장을	도모하고	친한(親韓)	정치인	및	차세대	

정치인을	발굴,	육성하기	위한	저변을	확대합니다.

지원 실적

•	코로나19로	포럼	개최	취소

※ 세계한인정치인협의회 온라인 세미나로 대체 시행($10,0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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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관 등 
건립 지원

계기성 
기념사업 등 지원

우토로 평화기념관 
건립지원

동포사회 숙원사업 지원

사업개요

•	재외동포사회	내	구심점	역할을	하는	다목적	회관과	모국문화	교육을	위한	학교시설	확보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재외동포사회의	화합과	단결,	민족정체성	유지·계승의	기반을	조성합니다.

지원 실적

지원현황 지원총액

3 개국 3 개 공관 3 개 단체 3 개 사업 401 백만원

사업개요

•	한인의	해외이주	기념사업	등	계기성	사업을	지원하여	주재국에서의	재외동포사회에	대한	위상을	높이고	

모국의	동포에	대한	관심	표명으로	모국과	동포사회	간	민족적	유대감	증진을	도모합니다.

지원실적

지원현황 지원총액

8 개국 8 개 공관 8 개 단체 8 개 사업 150 백만원

주요내용

인도네시아	이주	100주년	등	각	지역별	동포사회의	해외이주	계기성	기념사업	지원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우토로의	역사	및	인권운동의	경과	보전으로	한·일	양국의	우호와	평화의	가치	계승을	위한	평화기념관	건립

-	우토로	주민의	복지	및	공동체	유지를	위한	환경	조성

세부내용

•2019년	: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구술기록,	기초	조사사업	

•2020년	:	전시컨텐츠	구축,	전문가	자문회의	및	워크숍,	기본설계	등

•2021년	:			개발허가	신청,	전시콘텐츠	구축,	운영프로그램	개발,	평화기념관	건축	함바	철거	및	재건,	

평화기념관	내부	조성(*2022년	4월	개관	목표)

지원실적

지원현황 지원총액

1 개국 1 개 공관 1 개 단체 1 개 사업 257 백만원

지원 세부내역 

Oceania 오세아니아(1개국 1건 286백만원)

호주	1

ASIA 아시아(1개국 1건 59백만원)

베트남	1

Europe 유럽(1개국 1건 55백만원)

오스트리아	1

국가

일본

공관

주오사카(총)

단체명

일반재단법인

우토로민간기금재단

사업명

우토로	평화기념관	건립지원	

(20년도)

-		전시콘텐츠	구축,	전문가	자문회의	

및	워크숍,	기본설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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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한인회장대회

세계한인의날

CIS지역 고려인 
초청사업

동포사회 지도자 초청사업

사업개요

•	전	세계	한인회장을	국내로	초청하여	모국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상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시행합니다.	

54개국	231명의	한인회장	및	한인회	관계자가	참석하였으며,	정부와의	대화	등	정부정책	및	한인회장	주요	

관심사에	관한	정보제공	프로그램과	지역별	현안토론,	우수한인회	운영사례	발표	등	재외동포	간	교류를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시행되었습니다.

사업명 초청기간 장소 초청인원 사업내용

세계한인

회장대회

11.30.(월)

~12.3.(목)

<3박4일>

서울	및	대회	

홈페이지

(그랜드워커힐호텔)

54개국	231명	

(현직	한인회장,		

대륙별	한인회	연합회	임원진,	국내초청자)

2020	세계한인회장대회	개회식	및	폐회식,	기조강연,	

지역별	현안토론(10개지역),	한인회	운영사례	발표,	

정부와의	대화,	전체회의,	유관기관	상설홍보관
※ 코로나19로 하이브리드방식 대회 개최 

•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	결정

•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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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재외동포 조사연구사업

동포사회 현안 파악으로 바람직한 재외동포 관련 정책 및 사업방향을 정립합니다.

재외동포사회 실태 파악 및 재외동포 연구활동 지원으로 

바람직한 재외동포 정책·사업을 모색하고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 재외동포 전문자료 수집·제공 등의 

대국민서비스를 확대하여 재외동포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한민족으로서의 유대감을 높입니다.

조사연구사업

조사연구사업 

조사연구활동 지원 

자료실 운영

OVERSEAS KOREANS 
SURVEY AND RESERCH 

PROJECTS



조사연구사업

조사연구사업

사업개요

•	재외동포사회	실태	파악과	전문가의	의견	수렴으로	재외동포	정책	사업을	모색하고,	우리	국민의	재외동포	

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긍정적	이미지	확산을	위한	조사연구활동을	지원합니다.

조사연구용역

•	바람직한	재외동포정책	수립	및	재외동포	관련	사업추진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재외동포사회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실태조사와	현안분석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0년	6개의	연구용역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조사연구용역 용역기관

재외국민등록제도와	재외선거	연계방안	연구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

차세대	재외동포정책	개발을	위한	실태조사(미국,	일본지역)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재외동포재단	홍보전략	수립 ㈜인피알

2020년	재외동포	한민족	정체성	함양지수	조사 (사)재정성과연구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세계한상대회	발전	방안 바핀파트너스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

•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재외동포사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재외동포	전문	강사를	파견합니다.

-	총	14개교	28회	강의

-	강의주제	:	재외동포사회,	이주사적	특징	및	현황,	글로벌	시대	재외동포의	역할	등

연번 학교명 강의횟수

1 가천대 3회

2 강원대 1회

3 경북대 1회

4 경인교대 2회

5 경희대 3회

6 고려대 1회

7 부산외대 2회

8 사이버한국외대 1회

9 서울신학대 2회

10 세명대 2회

11 인제대 1회

12 인하대 3회

13 홍익대(서울) 3회

14 홍익대(세종) 3회

계 14개교 2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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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연구사업

•	사회지도층	대상	연수	프로그램	운영(신규)	

-	대상	:	경기도	관내	교사	26명

-	강의주제	:	재외동포	이해하기,	분임토의,	교과과정과의	연계	등	

학술회의

•	분야별	전문가	네트워크	활성화	및	의견수렴으로	재외동포	관련	연구기반	확충을	위해	학술회의를	개최합니다.

회의명 기간 장소 프로그램 

재외동포	이해제고와	

학교교육	연계를	위한	전문가	워크숍

1.	3.(금)~4.(토)

<1박2일>

재단	제주본사	및	제주컨벤션센터

(서귀포	소재)

개폐회식,	주제발표,	지정토론,	

종합토론,	자유토론	등

‘초저출산-초고령화	위기!	

대한민국	제3의	해법으로서	

재외동포의	역할	강화’	세미나

7.30(목)
재단	제주본사	및	호텔	빠레브

(서귀포	소재)

개폐회식,	주제발표,	

지정토론,	자유토론	등

교과서	및	교육과정	내	재외동포	

수록방안	협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9.25(금) 재단	제주본사

개폐회식,	주제발표,	

지정토론,	자유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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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연구활동 지원

조사연구사업

사업개요

•	국내외	재외동포	관련	연구기관들의	조사연구	및	학술활동을	지원하고	관련	연구	성과의	공유	및	분석	

시행으로	재외동포재단	관련	조사연구역량	강화에	기여합니다.

지원 실적

지원 세부내역

구분 지원대상 사업내용

미국 한미교육연구원 우리	문화	우수성	발굴	및	다문화	비교	연구	출판	및	배부

미국 재외한인사회연구소 <뉴욕,	뉴저지	지역	한인단체들의	세대교체>	연구

미국 중가주한인역사연구회	 이민	역사	체험	교육	교재	개발

미국 한인사회연구원 미주한인의	이민인구	교육가족구성에	관한	연구	및	발표

미국 재미한인범죄학회 KoSCA(재미한인범죄학회)	세계화	전략	사업

호주 호주리서치센터	 호주	한인	통계보고서	작성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한인학술회 옥스퍼드대학교	한인사회	교류증진	사업	:	“학술회를	통하여”

독일 재독동포	역사자료실 전시물	디지털작업	및	동포원로	100인	구술녹취

국내 건국대아시아디아스포라연구소 건국대	아시아·디아스포라연구소	국내학술대회

국내 국제한민족재단 2020	한러수교	30주년,	대한광복	75주년	모스크바	코리아콩그레스

국내 서희외교포럼 서희칼럼과	서희좌담회

국내 재외동포포럼 조사연구활성화사업

국내 재외한인학회 청산리·봉오동	전투	100주년	기념	세계한인학자	학술대회	

국내 한일민족문제학회 2020년도	한일국제학술회의-	재일동포	수난의	역사와	미래	

국내 한중남미협회 중남미	동포사회	발전방향	포럼

국내 해외교포문제연구소 한일관계의	비정상화와	재일동포사회	

국내 해외한민족연구소 <알기쉬운	한국사-러시아어판>	개정판	발행	보급사업

국내 한림대학교러시아연구소 2020	시베리아	연구	국제학술대회

국내 서울대	재외동포교육지원연구센터 재일동포모국공헌포럼	<재일동포가	바꾼	대한민국	10대	역사>

국내 자이니치	인	코리아 국내거주	재일동포	생활사	연구

국내 해외교포문제연구소 2020	교포정책	포럼	

지원현황

국외 4 개국

8 개 공관

8 개 단체

8 개 사업

국내 14 개 단체

16 개 사업

지원총액

121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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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운영

조사연구사업

사업개요

•	자료실	운영으로	재외동포	관련	도서,	학술자료,	기사,	영상물	등을	지속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재외동포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조사연구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자료실	대외개방	등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하여	국내외	연구자들의	연구활동	및	내국민	재외동포	이해	증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유자료 확충 및 대출시스템 강화

•	재외동포	전문도서	구입	및	수증

총	30,377 종	 42,308 권	보유

•	단행본	:	12,760종	15,464권

•	연속간행물	:	537종	7,518권

•	비도서자료(CD,	영상물	등)	:	1,554종	2,407권

•	기타(문헌목록,	원문자료	등)	:	14,445종	14,858권

재외동포재단 자료실 보유자료 현황(기준 : 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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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 아동 대상 재외동포 관련 아동 도서 코너 신설 및 운영

•제주지역	아동	대상	재외동포	관련	아동도서	코너	대외	개방	운영

재외동포 디지털 아카이브 추진 

•	재외동포	이주역사	경과	및	동포	사회	세대	교체	등으로	재외동포	관련	자료	수집,	보존	필요함에	따라	재외동포	

디지털	아카이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사연구용역 용역기관 연구기간

재외동포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	
재외한인학회 20.8.~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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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재외동포 차세대사업
차세대 우수인재 발굴·육성 및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재외동포 차세대를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과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직업교육을 시행하여 

차세대의 주류사회 진출을 돕고 모국·차세대·동포사회 등 상호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함으로서 

향후 한인사회의 권익신장과 모국과의 상생 발전에 기여할 우수인재를 육성합니다.

재외동포 차세대 리더 육성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재외동포 장학사업

재외동포 초청 장학사업 

중국 및 러시아·CIS지역 현지 장학금 지원

재외동포 청소년 교류사업

재외동포 중고생 및 대학생 모국연수 

OKFriends 봉사단 

재외동포 차세대 직업교육

멕시코·쿠바 한인후손 초청 직업연수

PROJECTS FOR THE 
FUTURE GENERATION OF 

OVERSEAS KOREANS



세계한인차세대대회

※   정부 코로나 19 대응 방침에 따라 
2020년도 사업 취소

재외동포 차세대 리더 육성

사업개요

•	모국과	재외동포사회	발전에	기여할	지역별	우수인재를	발굴하여	핵심인재로	육성하고	차세대	리더들	

간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의	차세대	리더들이	FLC	

세계시민포럼,	전문가	네트워크,	토크콘서트,	역사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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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초청 
장학사업

재외동포 장학사업 

사업개요

•	재외동포	우수	인재를	발굴,	모국에서의	수학을	위한	한국어연수·왕복항공료·생활비	등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의	

역사·문화	교육	및	지역별	교류	활동을	시행하여	한민족	정체성을	함양,	동포사회의	발전과	거주국-모국의	상생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로	육성합니다.

선발 실적(2020년)

•	선발	현황	:	21개국	120명(학사	35명,	석·박사	85명)	

•	선발	내역

사업명 초청기간 초청인원 지원내용

재외동포재단

초청장학사업

학사	:	4년

석사	:	2년

박사	:	3년

통합	:	최대4년

-	학사과정	:	35명

-	석박사과정	:	85명

※  총 재학 인원(‘20.12월 기준) : 313명 
(학사, 석·박사, 어학연수생)

생활비(월	90만원),	보험료,	

한국어	어학연수비(6개월	내외),	

왕복항공료,	최초소요경비(50만원),	

논문인쇄비(50만원,	석·박사	한정)

•선발	국가별내역

유럽

3명

독일	1

세르비아	1

스페인	1

북미

2명

미국	2
아시아

73명

중국	69

일본	4

중남미

13명

과테말라	2	 니카라과	1

도미니카공화국	1	 멕시코(쿠바)	3

베네수엘라	1	 엘살바도르	1

온두라스	1	 칠레	2

코스타리카	1

CIS

28명

러시아	8

우즈베키스탄	8

카자흐스탄	10

키르기스스탄	1

투르크메니스탄	1

아프리카·중동

1명

탄자니아	1

총

21개국

120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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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및 
러시아·CIS지역 
현지 장학금 지원

재외동포 장학사업 

사업개요

•	중국	및	러시아·CIS지역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우수	재외동포	대학생	210명을	선발,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학업	의욕을	고취시키고	모국과의	유대를	강화합니다.

지원 실적

•	지원	현황	:	7개국	210명

•	지원	내역

사업명 지원기간 지원내용

중국·CIS지역	현지	장학금	지원 1년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1,200

그	외	CIS지역	$1,000

중국

105명

러시아·CIS

105명

러시아	43

키르기즈스탄	13

우즈베키스탄	30

카자흐스탄	17

타지키스탄	1

우크라이나	1

총

7개국

210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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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중고생 및 
대학생 모국연수

※   정부코로나 19 대응 방침에 따라  
관련 예산 반납 및 사업취소

OKFriends 
봉사단

재외동포 청소년 교류사업

사업개요

•	전	세계	재외동포	청소년ㆍ대학생의	한민족	정체성	함양	및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시행합니다.	청소년들의	

모국	문화·역사체험으로,	국내외	청소년·대학생	간	쌍방향	교류	및	유대감	증진과	글로벌	차세대	리더	육성을	

도모합니다.

추진 실적

•	세부내역

초청사업명 사업내용 집행예산(백만원)

재외동포	중고생	모국연수

(Teens	Camp)

참가자	모집	확대를	위한	컨텐츠	제작,	운영	매뉴얼,	

안전	매뉴얼	작성	및	강화,	참가자	대상	설문조사	등
158

재외동포	대학생	모국연수

(Youth	Camp)

온라인	플랫폼	구축,	온라인	플랫폼	활용을	위한	컨텐츠	제작,	

운영	매뉴얼,	안전	매뉴얼	작성	및	강화,	참가자	대상	설문조사	등
192

사업개요

•	재외동포	청소년,	대학생	초청	연수	및	기타	재단	사업을	지원하는	봉사단을	선발하여	재외동포	중고생,	

대학생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오프라인	홍보	및	국내	봉사활동	시행으로	재외동포에	대한	내국민의	관심	

및	인지도를	고취시킵니다.

•	사업실적

사업명 활동기간 수료 인원 사업내용

OKFriends	

봉사단	운영

‘20.8월~12월

(5개월)
58명

발대식	및	해단식(하이브리드),	재외동포	중고생·대학생	

모국연수	모바일	앱	테스트,	컨텐츠	제작	및	번역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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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쿠바 
한인후손 초청 
직업연수

※   정부코로나 19 대응 방침에 따라  
관련 예산 반납 및 사업 폐지

재외동포 차세대 직업교육

사업개요

•	재외동포	차세대들의	거주국	내	안정적인	취업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주류사회	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시행하는	직업	교육으로,	현지	거주국의	정착여건이	여의치	않은	멕시코·쿠바	한인	후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시행하여	거주국	내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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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한상네트워크사업

새로운 미래, 공동의 번영, 한상과 함께

국내외 한상 및 단체 간 네트워킹으로 상공·무역·IT등의 분야별 ‘한민족 경제인 네트워크’ 구축, 

재외동포사회의 우수 경제인(차세대 경제인 포함)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 세계한상대회 개최로 인적네트워크 확대와 

비즈니스 정보 수집의 장 마련 및 온라인 서비스(www.hansang.net) 제공을 목표로 합니다.

세계한상대회 재외동포경제인 포럼 

리딩CEO포럼 

영비즈니스리더포럼

한상네트워크 활성화

한상넷 운영 

한상 비즈니스 활동 지원 

한상활용 국내청년 해외진출 지원

HANSANG NETWORK 
PROJECTS



세계한상대회 개최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020년 세계한상대회 미개최,  
일부 온라인 대체 프로그램 시범운영

세계한상대회

사업개요

•	국내외	한상	및	단체	간	비즈니스	교류로	‘한민족	경제인	네트워크’	구축,	인적네트워크	확대와	비즈니스	

정보교류의	장	마련,	모국과	재외동포사회	발전	기여방안	모색을	위해	세계한상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기존	사업내용:	개폐회식,	한상CEO	특강,	한상CEO	네트워킹,	운영위원회,	리딩CEO포럼,	영비즈니스	

리더포럼,	한상	비전	콘서트,	한상	비즈니스	플랫폼,	세미나,	기업전시회,	일대일비즈니스미팅	등

세계한상대회 관련 대체 프로그램 내역

구분 주요내용

운영위원회(온라인) -	해외지역별	운영위원	대상	적극적	의견	수렴으로	’20년	대회취소	및	’21년도	개최지	선정	

리딩CEO	포럼(온라인)
-	상생발전을	위한	한상	사회공헌	활동	추진	유도

-	중국지역	유력	한상	신규인물(2명)	발굴	및	위촉

영비즈니스리더포럼(온·오프라인) -	차세대	경제인	11개국	15명	신규발굴로	영비즈니스	리더	네트워크	확대	

세미나(온라인) -	‘2020	글로벌	비즈니스	세법’	온라인	세미나	개최

•	주요성과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세계한상대회	발전방안’	연구	용역	실시

목적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의	세계한상대회	시행	방안	및	프로그램	도출

세부과제	 	▶	유사	행사의	대처	방안	및	대안	프로그램	분석	

▶	기존	세계한상대회	프로그램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대안	제시

계약기간	 2020.	12.	11.~2021.	3.	10.(3개월)

-	‘2020	글로벌	비즈니스	세법	세미나’개최

일시	 2020.	12.	10.(목),	10:00~13:30

주관	 재외동포재단,	한미택스포럼

협력	 ICTC	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

참가자	 40명

세부내용	 ▶			미국	지역	외에도	재외동포	다수	거주지역(브라질,	동남아	지역)등을	포함한	내용으로	진행하여	다양한	

지역의	재외동포	만족도	제고

	 ▶			코로나19	지속에	대비한	온라인	세미나	시행	경험	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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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경제인 
포럼 개최 

재외동포경제인 포럼 

사업개요

•	우수	재외동포	경제인(차세대	경제인	포함)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	우수인재	지속	발굴로	한상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재외동포경제인	포럼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명 일정/장소 참가인원 실적

제36차	

운영위원회

3.	30.(월)

(서면회의)
38명

-			제35차	운영위원회	및	제18차		

세계한상대회	개최	결과	보고

-			제19차	세계한상대회	개최	계획

-			운영위원	자격	취소	

-			신규	운영위원단체(개인)	선임

-			제20차	세계한상대회	개최지	선정	

제37차	

리딩CEO	포럼

4.	8.(월)

(서면회의)
57명

-			신규	리딩CEO	가입	승인

-			글로벌한상드림	사업보고

제37차	

운영위원회

8.	10.(월)

(서면회의)
44명

-			제19차	세계한상대회	시행	여부	결정	
※ 코로나로 인한 대회 취소

영비즈니스리더포럼
12.	2.(수)~4.(금)

온·오프라인

33개국

152명

-			개회식,	특강,	참가	기업·주요	품목	소개,		

지식세미나,	지역별	현안토론,	전체	회의	등	

•	주요성과

-	온라인	대체	프로그램	시범운영(영비즈니스리더포럼)으로	언택트	사업추진	기반	마련

-	한상	리딩CEO포럼,	영비즈니스리더포럼	연계로	유력	한상	발굴(리딩CEO	2명,	차세대	한상	15명)

-	모국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글로벌한상드림과	협력으로	한상의	사회공헌	활동	추진	적극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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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넷 운영

한상 비즈니스 
활동 지원

※   2020년 세계한상대회  
미개최로 인해 미시행

한상네트워크 활성화

사업개요

•	한상네트워크	구축의	구심점	확보,	내외동포	간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상시	비즈니스	지원	사이트인	

한상넷(www.hansang.net)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주요성과

-	한상뉴스	532건,	한상이야기	33건,	세계	경제동향	65건	등	한상	맞춤형	소식	및	정보제공	확대

-	언택트	사업추진	기반	강화	차원,	한상넷	사이트	내	’20년	영비즈니스리더포럼	웹페이지	구현

-	기존	SNS	운영,	신규	채널	개설(인스타그램)로	한상네트워크	활성화	도모

사업개요

•	세계한상대회	참가자	요구사항	파악	및	동	대회	성과를	점검하여	차기	대회에	반영,	재외동포와	관련된	

경제활동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한상	비즈니스	활동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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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활용 국내청년 
해외진출 지원

한상네트워크 활성화

사업개요

•	국내	청년의	글로벌	역량	강화	및	해외진출	기회	제공,	차세대	한상	육성	및	한민족	경제영역	확장을	위한	

한상활용	청년	해외진출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주요성과

-	한상활용	국내청년	해외진출	지원

▶		총	18개국	44개	한상기업	일자리	확보,	국내	청년	15명	기업면접	합격

※ 코로나19로 파견 취소(’21. 2)

▶	출국	전	사전	국내교육(온라인)	시행으로	적응	지원	

-	해외	근무	한상	청년인턴	안전	확보

▶	코로나19	상황	하,	해외	근무	한상인턴	178명	전원	무감염	인턴십	종료	

▶			코로나19	확산	대응,	지역별	코로나19	상황	파악,	안전수칙	전달,	해외근무	중인	인턴	안전	확보를	위해	16개국	28개	

기업	38명	한상인턴	조기귀국	항공료(44백만원)	지원	

-	취업률	상승	및	중도포기자	관리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시행

▶	취업자	왕복항공료	지원으로	취업률	상승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	보완

▶	인턴	귀책사유로	중도포기	시	지원금·보험금	환수	강화(중도포기자	’19년	16명	→	’20년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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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홍보·문화사업 

재외동포사업에 대한 우리 국민 인식 향상과 

내외동포 간 문화예술교류를 확대합니다.

내외동포 간 이해증진과 문화예술 교류 확대로 

한민족 정체성과 상호 유대감을 증진합니다.

홍보사업

기획홍보 

재외동포언론단체 지원 

한국어뉴스세계위성방송망구축

문화사업

 모국문화보급사업 

Korean Festival 

PUBLIC 
RELATIONS&CULTURE 

PROJECTS



기획홍보

재외동포언론단체 
지원

홍보사업

사업개요

•	재외동포와	재외동포사업에	대한	우리	국민	인식	향상을	위한	라디오	캠페인	광고	및	월간	소식지	‘재외	

동포의	창’	온오프라인	발간	등으로	재외동포사회와	모국	간의	유대감	증진에	기여합니다.

주요실적

•라디오	캠페인	광고(KBS	2FM,	CBS,	TBS)

•재외동포재단	월간	소식지	‘재외동포의	창’	발행	및	배포	

-			재외동포재단	소식,	모국	및	동포소식	등	내외국민	정보교류	가능	

콘텐츠로	구성

-			월	5,000부	/	12회	발간(재외공관,	재외한글학교,	한인회,	국내	

유관기관	등	발송)

•재외동포사업	대외광고(신문	등)

-	국내	동포	관련	신문	광고(3개	매체	21회)	

•재외동포재단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홍보	영상,	2021년	재단	달력·다이어리·수첩,	연하장,	홍보용품	등

•보도자료	배포,	취재	및	보도요청	

-	보도건수	:	국내	주요	일간지,	연합뉴스,	YTN,	국내외	재외동포언론사	등	2,240건

사업개요

•	러시아	및	CIS지역,	일본,	중국	등	특수한	역사적	배경을	가진	지역의	재외동포	민족정체성	유지를	위한	한글	

신문	발행	사업	및	재외동포언론인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합니다.

지원 실적

사업 내역

국가명 지원대상 사업내용

러시아
러시아한민족	신문사

고려인	언론인들의	국제포럼

한글동포신문	발간	사업

러시아사할린주	새고려신문사 한글	동포신문발간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고려문화협회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신규신문발간(고려문화협회발간)

우즈베키스탄	고려신문 고려신문	지원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한인일보 고려일보	한글판	콘텐츠	지원

고려일보 신문	발간

키르기즈스탄 키르기즈고려인협회 일치	신문

증국
해란강닷콤 사진으로	보는	중국	조선민족	반세기(19세기말~1949년)

연해뉴스신문사 중국	동북3성	이외의	유일한	한글신문	발간

일본 통일일보 2020	재일동포민족교육	활성화의	과제

라디오 광고내용

월 주제

3~4월

재외동포	

민족지도자	

홍범도	장군

5~6월

동양의	

스트라디바리우스,	

진창현	선생

7~8월

공군의	기원,	

임시정부	

비행학교

9~10월

국적과	언어의	

장벽을	넘어선	

조규훈	선생

11~12월 조선의	거상	최봉준	

지원현황

국외 6 개국

8 개 공관

10 개 단체

11 개 사업

지원총액

73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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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뉴스
세계위성방송망구축

홍보사업

재외동포 언론인 초청연수

•	연수대상	:	재외동포	언론사	소속	기자	10여명

•	연수내용

-	취재,	기사	작성법,	사진촬영,	SNS	영상	제작

-	지역별	언론인	네트워크	구축	및	국내외	주요	이슈	토론

-			언론사	운영	및	취재	노하우	사례	발표	등

※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도 미시행

사업개요

•	재외동포사회	내	한국어방송	시청	환경을	개선하고,	한국어	뉴스	및	한민족	관련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보급	

하여	재외동포의	모국	이해	증진에	기여합니다.

사업내용

•	한국어뉴스	위성방송을	위한	위성체	3기(아시아/오세아니아,	유럽/아프리카,	북미/남미)	임차

-	재단	주요사업	및	활동	현장	취재·보도	(88건)

-	재외동포	관련	프로그램	제작,	방송(13건)

▶	글로벌	코리안,	글로벌	리포트,	쏙쏙	뉴스말	돋보기,	K-WAVE	

▶			기획특집	프로그램(코로나19	특집	글로벌	리포트,	이민의	블루오션..	섬으로	떠난	한인들,	독립운동가	후손의	고백,	

인삼	독립운동을	아십니까?	등)

•	해외네트워크	구축

-	인터넷	기반	서비스	실시,	해외리포터	초청연수	실시,	한국어뉴스	서비스	기반	확대를	위한	홍보	활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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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국문화보급사업

문화사업

사업개요

•	재외동포의	한민족	문화적	유대감	유지를	위해	한글문학	공모사업과	전통문화용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명 응모현황 수상(지원)내역 사업내용

제22회	

재외동포

문학상

총	59개국	

696명	

1,329편

총	41,300천원	상당

수상자	총	34명	및	

한글학교	2개교	대상	포상금

•공모분야

-	성인	:	시,	단편소설,	체험수기

-	청소년	:	중고등·초등	글짓기

-	입양동포	:	입양수기

•수상작품집	제작(1,500부)	및	배포

•수상자	관할공관	통해	시상식	개최

전통문화용품	

구입지원

총	78개	

동포단체,	

56종	838개	

물품지원

총	169,466천원	상당

물품	구입비	106,928천원

물품	발송비	62,538천원

•지원대상	

-	한인회,	문화예술단체,	한글학교	등

•지원물품	

-			전통악기(사물놀이악기	등),	전통의상	

(한복,	혼례복	등),	민속놀이용품	

(투호,	팽이,	제기,	윷놀이	등)	등

사업개요

•	재외동포사회	및	재외동포	모국기여	사례	관련	특집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내국민의	긍정적	인식	향상과	

한민족	유대감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2020년에는	8.15	특집프로그램	<당신이	대한민국입니다.>을	

기획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사업명 녹화일시 장소 사업내용

<당신이	대한민국	입니다>

8.	13.(목)

19:30
여의도	KBS홀

「당신이	대한민국입니다.」

•		재일동포	이주사	및	모국공헌	조명	특집	프로그램		

<당신이	대한민국입니다>	제작	및	방영

•		출연진	:	MC	박성웅,	이정은,	가수	인순이,	박정현,	김호중,		

국악	이봉근,	민영치,	폴킴,	위키마키	등

•		한인회,	한글학교	등	영상자료	링크(1,700여개	단체),		

일본어자막	USB	제작(5,500개)	및	재일동포사회	배포	등	

Korean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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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재외동포 통합네트워크사업

750만 재외동포와 하나 되는 온라인 통합 한민족네트워크 실현

750만 재외동포를 하나로 연계할 수 있는 온라인 통합 한민족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모국과 동포사회 간 유대를 강화하고 재외동포들의 역량 강화에 기여합니다.

OVERSEAS 
KOREANS INTEGRATED 
NETWORK PROJECTS

코리안넷

(www.korean.net) 운영

재외동포통합네트워크 

지원시스템 운영



코리안넷 운영 

코리안넷 운영

사업개요

•	‘온라인	한민족	통합	네트워크’	코리안넷(www.Korean.net)은	재외동포	정보포털	서비스로,	재외동포	관련	

법령·규정	등	정보제공,	모국과	재외동포	간	네트워크를	위한	단체	홈페이지	제작·운영	지원	서비스,	재외동포	

온라인	지원시스템	운영	및	재외동포	단체	DB	구축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 실적

•	코리안넷	서비스	확대	및	운영	활성화

-	재외동포	관련	법령,	제도	등	부처별	산재되어	있는	재외동포	관련	정책	소개

-	재외동포	참여형	콘텐츠	확대로	소통	플랫폼	구현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외동포	희망릴레이	캠페인’	진행	

(63개국,	534명	참여)

▶			재외동포	희망릴레이	연계,	‘희망은	계속되어야	합니다.’로	재외동포	사회	코로나19	상황		

지속	공유	및	희망메시지	전달

▶				재외동포	사회	나눔	소식(기부,	지원,	봉사	등)	교류	게시판	신설

-	다양한	채널	활용	의견수렴	및	콘텐츠	체계	확립,	온라인	맞춤형	콘텐츠	제공	강화

▶			코리안넷	회원	대상	설문	및	만족도	조사(연2회)	시행으로	고객의견	수렴	및	개선

▶			재단	홍보전략	연구용역	시행으로	‘전문가	의견수렴	및	맞춤형	콘텐츠	발굴’	확대	

-	온라인	환경변화에	따른	코리안넷	메인화면	개편

▶			메뉴	통합정리,	디자인	개선	등	사용자	편의성	강화

•재외동포	통합네트워크	시스템	운영	및	확대

-	재단-단체,	단체-단체	간	양방향	정보·교류를	위한	기반	확대

-	동포단체	홈페이지	주요소식	→	코리안넷	게재	확대

-	재단의	주요소식	→	동포단체	홈페이지	게재	확대

-	동포단체	홈페이지	정보	자동수집	단체수	확대

•단체	홈페이지	운영자	원격	교육	강화,	신규	단체	발굴	소개	서비스	페이지	확대

홈페이지 개설 현황

구분 2019년(누적) 2020년(누적)

홈빌더 835 885(50↑)

웹호스팅 86 86(-)

포워딩 102 103(1↑)

계 1,023 1,07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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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통합네트워크 지원시스템

재외동포
통합네트워크 
지원시스템 운영

사업개요

•	ITSM(IT서비스관리시스템)	기반	SLA(서비스수준협약)	체결로	내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OPMS(사업관리시스템)	활용	범위를	재단	전체사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재외동포	단체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재단	IT인프라	운영	등	중단	없는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안관제	전문	업체를	활용한	

24시간	365일	보안	관제	시행으로	정보보호를	강화하여	재외동포	지원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

•	재단	내부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	업무	효율성	증대

-	경영정보시스템,	사업관리시스템,	전자결재시스템,	IT서비스관리시스템	등	개선으로	내실화

온라인 지원사업 신청현황

구분 2019년 2020년

지원 1,664 1,272

초청 1,530 972

공모 429 552

장학 673 616

합계 4,296 3,412

•	재외동포	단체	DB	구축	및	운영

-	재단	사업(초청,	수요조사	등)	시행으로	재외동포단체	DB	내실화

▶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에	따라	단체	DB	공개에	동의한	단체	DB만	코리안넷에	공개	서비스	시행	

(재외동포단체	DB	공개	현황	:	3,2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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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통합네트워크 지원시스템

•	재단	IT인프라	안정적	운영

-	노후	전산장비	교체로	IT인프라	운영의	안정성	강화

▶			내용연수가	경과	된	노후	전산장비를	적기에	교체,	재단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정보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	업무시스템	안정성	확보로	재외동포	지원업무	안정화

▶	VDI	스토리지	용량	증설	및	관리서버	추가	등	업무환경	안정화	제고

-	윈도우	운영체제의	보안강화를	위한	시스템	운영체제	업그레이드(Window	7	→	Window	10)

•	코로나19	영향	고려,	재단-동포사회	간	언텍트	교류	활성화	지원(화상회의	8회	개최)

•	재단	보유	전산장비의	효율적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전	장애대응	방안	강구

-	운영·관리	중인	전산장비의	정기적	점검	및	백업·소산으로	체계적	관리(일별,	월별,	반기별	수행)

-	업무의	세분화,	고도화	된	매뉴얼	20종	작성으로	정형화	된	프로세스	정립

•	비대면	언텍트	시대	「리모트	워크」	업무	지원을	위한	

원격	화상회의	및	재택근무	지원

-			재단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한	제주본사/서울사무소	

회의	지원

-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확대에	따른	VDI	시스템을	

활용한	외부	원격근무	지원

•	재단	정보보안	인프라	강화	및	내실화	등	관리	기반	확립

-			노후	정보보호장비·솔루션	신규교체	및	업그레이드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	수준	향상

-			안전한	재외동포	지원시스템	운영을	위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와	24시간,	365일	전문업체	보안관제	시행

▶			시스템	취약점	및	사이버	보안위협의	물리적·기술적	사전	조치로	보안사고	0건	달성

-	사이버	공격	대응훈련	및	홈페이지	취약점	제거로	해킹피해	사전	예방

▶			악성메일	및	랜섬웨어	대비	메일해킹	대응훈련	실시(연	2회)

▶			주요	홈페이지	취약점	발굴·개선을	위한	해킹모의훈련	실시(연	2회)

•	재단	보유	개인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안정적	운영체계	확립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관리수준진단으로	재단	개인정보	파일의	체계적	운영

-	코리안넷	웹사이트	e-Privacy(개인정보보호	인증마크)	획득

-	개인정보처리의	적법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개인정보영향평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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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인권지원사업

소외동포 인권지원으로 안정적 현지 정착 및 

모국과의 유대감 증진에 이바지합니다. 

다문화 취약동포, 차세대 해외입양동포 등 상대적 소외동포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정체성 정립 및 모국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한민족 네트워크 확대에 기여합니다.

HUMAN RIGHTS 
PROJECTS FOR 

OVERSEAS KOREANS

다문화 취약동포 지원

다문화 취약동포 실태조사 

안정적 정착지원 

정체성 교육지원

차세대 해외 입양동포 지원

입양동포 실태조사 

차세대간 교류협력 지원 

(차세대 해외입양동포 모국방문, 차세대 해외입양동포단체 지원)



다문화 취약동포 
실태조사

다문화 취약동포 지원

사업개요

•다문화	취약동포	현황	파악	및	맞춤형	지원전략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를	시행합니다.

주요실적

조사 연구용역 시행

과제명 연구기관 집행액(백만원)

태국	및	국내	거주	한태	다문화	가정	자녀	실태조사 (사)유엔인권정책센터 41

베트남	거주(체류)	한-베	한부모	가정	자녀	실태조사 국립호치민대학교	인문사회대학 18

사업개요

•	베트남	귀환여성	한-베	자녀를	위한	법률상담·구조활동	지원,	한-베	자녀	보호자	네트워크	구축	등	정보	

소통체계	구축	활동	지원으로	한-베	자녀들의	안정적	정착	및	교류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주요실적

사업명 대상 기간 사업내용

베트남	귀환여성	한-베	

자녀의	안정적	정착위한	

무료법률상담	지원	및	구조활동

베트남	귀환여성	

한-베	자녀

2020.3월

~12월

체류관련	법률상담,	학업	상담	등,	상담건수	468건,	실내담자수	91명,	

현장방문으로	지원사례	발굴	총	20사례,	지원	및	사례관리	등	총	238건	

베트남	귀환여성	한-베

자녀	보호자	네트워크	구축사업

베트남	귀환여성

한-베	자녀	및	보호자

2020.5월

~12월

지역별	커뮤니티	기반조성,	정보소통	체계	구축지원	위한	상담	등,	월례모임	총	3회	
※ 현지 코로나19로 인한 월례모임 축소 시행, 여성연맹 대표자 초청 간담회 미시행

사업개요

•	베트남	귀환여성	한-베	자녀의	정체성	함양	및	돌봄활동을	지원합니다.

주요실적

사업명 일시 및 장소 규모 사업내용

한국어교육지원
베트남	껀터시	한베	

함께	돌봄센터	
10~50여명

전문	한국어	강사	채용	및	현지파견(1인)으로	한-베	자녀	한글학교	운영	및	관리,	

한-베	어린이다문화도서관	방과후	무료	공부방	등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코로나19 전세계적 확산 지속, 제한적 운영

베트남	귀환여성	한-베	

자녀	대상	한글캠프	개최

11.28~29<1박	2일>

베트남	껀터시	한-베	

함께돌봄센터

87명
수준별	맞춤	한국어	교육,	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

※ 코로나19 전세계적 확산 지속, 규모 축소, 일정 연기 및 축소 진행 

안정적 
정착지원

정체성 
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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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동포
실태조사

차세대간 
교류협력 지원

차세대 해외 입양동포 지원

사업개요

•	주요	입양국	거주(미국,	캐나다,	유럽,	호주	등)	차세대	해외입양동포	실태파악	및	현황	조사로	맞춤형	지원	

전략을	수립합니다.

주요실적

•입양동포	실태조사	

-	유관기관	입양동포	지원현황	점검,	협조	체계	구축

▶			외교부,	보건복지부,	재외동포재단,	아동권리	보장원	실무협의	실시	

▶			세계한인입양인협회-	재외동포재단	간	협조체계	구축

-	기	시행	실태조사(연구용역)	결과	반영한	사업	환경	개선

▶			온라인	지원	시스템(PMS)	내	영문서비스	제공	등	

-			국가별·	지역별	현장	중심	실태조사	연구용역	

※ 코로나19 전세계적 확산 지속, 사업 취소 

(1) 차세대 해외입양동포 모국방문

사업개요

•차세대	해외입양동포(가정)	모국초청으로	모국유대감	증진	및	정체성	함양에	기여합니다.	

주요실적

•차세대	해외입양동포	모국방문(취소)

사업명 기간 장소 규모 사업내용

2020	차세대해외

입양동포	모국방문

‘20.11.9.(월)

~11.14.(토)

서울	및	

수도권	인근	지방

차세대	해외입양

동포·자녀	250명

개·폐회식,	공식	오만찬,	

네트워킹	프로그램,	도심	탐방	및	

지방	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

※ 정부코로나19 대응 방침에 따라 2020년도 사업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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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해외 입양동포 지원

•	입양동포	주요	거주지역(미국,	유럽	등)의	코로나	확산세	및	보건용	마스크	품귀,	대규모	지역	봉쇄	등으로	

마스크	긴급지원을	시행하였습니다.

사업명 대상 내용 집행금액(백만원)

코로나19	관련	입양동포	

대상	마스크	긴급	지원	

미국,	유럽,	캐나다,	호주	등

14개국	26개	공관	42개	단체
공적마스크(KF94)	37만장 492

(2) 차세대 해외입양동포단체 지원

사업개요

•	차세대	해외입양동포	권익신장	및	안정적	현지	정착	프로그램	지원,	차세대	현지	입양동포단체	활동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으로	차세대	입양동포의	권익신장을	도모하고	정체성	정립	및	상호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합니다.

주요실적

•	차세대	해외입양동포	지원(6개국,	17개	공관,	33개	단체,	156백만원)

North America 북미 (2개국 25건 133백만원) Europe 유럽(3개국 6건 17백만원)

미국	22,	캐나다	3 독일	1,	덴마크	1,	프랑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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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현장	중심의	맞춤형	사업추진을	위하여	2008년에	중국(주중국대사관)에	주재관을	파견하였고,	2009년	

카자흐스탄(주알마티총영사관),	2014년	미국(주뉴욕총영사관),	2015년	일본(주일본대사관),	2016년	미국(주LA총영사관),	2019년에	베트남(주호치민총영사관),	

호주(주시드니총영사관)에	주재관을	추가	파견하는	등	총	6개국	7개	지역에	7명의	재단	직원을	파견하고	있다.	

주재관은	현지에서	재외동포	업무	수행	및	재외동포의	현지	수요를	파악하고	재외동포	관련	신규	사업을	개발하는	등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동포사회의	생생한	의견을	재단	본부에	전달하고	있다.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Tel.	86-10-8532-0410	 E-mail.	hmh13@okf.or.kr	 주소.	No.20,	DongfangdongLu	Chaoyang	District	Beijing,	China	100600

주뉴욕대한민국총영사관 Tel.	1-646-674-6015	 E-mail.	kwonkh@okf.or.kr	 주소.	335	East	45th	St.,	New	York,	NY	10017,	U.S.A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 Tel.	1-213-3452-7681	 E-mail.	hklee@okf.or.kr	 주소.	3243	Wilshire	Blvd.,	Los	Angeles,	CA.90010,	U.S.A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Tel.	81-3-3452-7681	 E-mail.	jangjh@okf.or.kr	 주소.	1-2-5,	Minamiazabu,	Minato-ku	Tokyo,	Japan

주알마티대한민국총영사관 Tel.	7-727-291-0490	 E-mail.	jiyeon2@okf.or.kr	 주소.	66	Kaldayyakov	Str.	Almaty,	KAZAKHSTAN

주호치민대한민국총영사관 Tel.	84-28-3824-8531	 E-mail.	youngsun@okf.or.kr	 주소.	107	Nguyen	Du	st.,	District	1,	HochiMinh	City,	Vietnam

주시드니대한민국총영사관 Tel.	61-2-9210-0260	 E-mail.	oh@okf.or.kr	 주소.	Lvel10,	44Market	Street,	Sydney,	NSW	2000

조직도

감사(비상근)

감사실

기획이사

기획실

경영관리부

동포단체지원부

홍보문화조사부

고문

자문위원회

사업이사

교육사업부

차세대사업부

한상사업부

e-한민족사업부

인권사업부

전문위원 

이사장

해외직무파견(7개공관)

중국(북경),	미국(뉴욕,	LA),	일본(동경),	카자흐스탄(알마티),	호주(시드니),	베트남(호치민)

서울사무소 해외주재관

48

2020 O·K·F Annual Report



재외동포재단 제주 본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55	

(우)	63565

Tel. 064-786-0200

Fax.	064-786-0239

재외동포재단 서울사무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4층	

(우)	06750

Tel.	02-3415-0100

Fax.	02-341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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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넷 QR코드신청서
제출

재외동포재단 지원금을 신청하는 단체는 소정 양식에 의거,

신청서 작성 후 거주국 관할공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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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공관은 접수된 지원신청 내역 확인 및 공관의 의견을 기한 내 재외동포재단에 제출

▶ 해당사업의 지원 필요성 및 적정 지원규모 등 세부사항 기재

심의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개최

심의결과
통보

심의결과 통보 및 지원금 송금

▶ 관할 공관을 통해 통지

결과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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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관할 공관을 통해 재외동포재단에 제출

▶ 공관은 접수된 결과보고서를 재외동포재단으로 제출

▶ 결과보고서 미제출단체(사업)는 익년도 지원 지양

사업지원
신청 안내



제주 본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55	(우)	63565	 Tel. 064-786-0200	 Fax. 064-786-0239

서울사무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4층	(우)	06750	 Tel. 02-3415-0100	 Fax. 02-341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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