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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거주국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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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비전

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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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재단(OKF)은 1997년 설립 이래 

대한민국의 재외동포전담기관으로서 

재외동포 교육·교류·조사연구·홍보 등의 

다양한 재외동포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등 재외동포사회의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기존 대면 방식에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세계한인회장대회, 세계한상대회 등을 개최하고 

동포단체와의 화상간담회 ‘찾아가는 동포재단’을 연중 개최하여 

재외동포사회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5
years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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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ow into the future
Connected as one2000 2011

2011 제1기	OKFriends	대학생	자원봉사단	발대식

조선어교원	초청	연수	시작

2014 CIS지역	고려인	초청사업	시작

미국(주뉴욕총영사관)	직무파견

2015 재중동포언론인	초청연수	시작

CIS지역	고려인	청소년	직업	초청연수	시작

재외동포	정치력	신장사업	시작

세계한인정치인포럼	재개

일본(주일본대사관)	직무파견

2016 미국(주LA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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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인권사업부	신설

재외동포	디지털	아카이브	추진

2021 ‘찾아가는	동포재단’	시작

차세대	해외	입양동포	모국방문	사업	시작

세계한인회장대회	출범

한민족네트워크	포털사이트	오픈

2000

재중동포	IT직업연수2001

세계한상대회	출범

교육기자재	지원	시작

2002

한글학교	교사	현지	연수	시작2004

CIS지역	한국어	교사	초청연수	시작

재외동포	영화제	시작

2005

멕시코·쿠바	한인후손	초청	직업훈련	시작2006

세계한인정치인포럼	개최

‘세계한인의날’	제정	및	한인주간행사	개최	

2007

재외동포통합네트워크	구축사업	시작

세계한상대회	운영위원회	개최

카자흐스탄(주알마티총영사관)	직무파견

2009

2003 사이버한국어강좌	‘틴코리안’(현:스터디코리안),	

코리안넷(www.korean.net)	오픈	

한국어뉴스	세계위성	방송망	구축	



재외동포재단 사업 영역

재외동포 교육사업
우리 말(한글)·역사·문화 교육을 통한 민족 정체성을 제고합니다.

재외동포사회가	자생적으로	설립·운영하는	주말한글학교에	대한	운영비	및	

맞춤형	지원,	한글학교	교사	육성,	스터디코리안	사이트	운영을	통해	차세대	

동포의	한글·역사·문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중국·CIS지역	등	특수지역	수요에	

맞는	지원과	초청사업을	시행하여	모국과의	유대감을	강화합니다.

재외동포 차세대사업
차세대 우수인재 발굴·육성 및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재외동포	대학(원)생의	모국에서의	수학활동을	

지원하고	전문분야	우수	인재가	상호	교류할수	

있도록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향후	

한인사회의	권익신장과	모국과의	상생	발전에	

기여할	우수인재를	육성합니다.

재외동포 교류지원사업
한인네트워크 활성화로 한민족공동체를 구현합니다. 

재외동포단체	등이	시행하는	상호	교류	및	권익신장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거주국에서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	동포사회	지도자	초청사업	등을	통해	

한인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재외동포사회와	모국간의	유대감	강화	및	상호	

호혜적	발전	관계를	구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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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seas Koreans Foundation

Business재외동포 조사연구사업
동포사회 현안 파악을 통한 바람직한 재외동포 관련  

정책 및 사업방향을 모색합니다.

재외동포사회	실태	파악	및	재외동포	연구활동	지원을	통해	바람직한	

재외동포	정책·사업을	모색하고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	재외동포	

전문자료	수집·제공	등의	대국민서비스를	확대하여	재외동포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한민족으로서의	유대감을	높입니다.

홍보·문화사업
재외동포사업에 대한 우리 국민 인식 향상과 내외동포 간 

문화예술교류를 확대합니다.

재단	소식	및	재외동포사회	이슈를	다루는	소식지	‘재외동포의	창’	발간과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재단	사업	홍보	등을	통해	내외동포의	참여를	높이는	

한편	우리	국민의	재외동포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방송	송출	언론사(YTN)를	통한	전	세계	한국어	뉴스	위성	

방송망을	구축하여	모국어와	모국소식을	알리고,	한글문학	공모전·전통문화	

용품	지원	등을	통해	재외동포사회의	민족문화	보존·유지와	정체성	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 통합네트워크사업
재외동포의 모든 것, korean.net으로 통합니다.

750만	재외동포를	하나로	연계할	수	있는	온라인	통합	한민족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모국과	동포사회	간	유대를	강화하고	재외동포들의	역량	강화에	

기여합니다.

재외동포 인권지원사업
소외계층의 동포지원으로 안정적 현지 정착 및 모국과의 유대감 

증진에 이바지합니다.

소외취약동포	지원,	해외	차세대	해외입양동포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한민족으로서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한민족	네트워크	확대에	기여합니다.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거점을 구축합니다.

재외동포의	숙원인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설립을	통해	재외동포	및	국내	

체류동포의	한민족	정체성과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고,	재외동포와	

모국간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한상네트워크사업
한민족 경제인 네트워크, 글로벌 비즈니스를 이끌어갑니다.

국내외	한상	및	단체	간	네트워킹을	통해	상공·무역·IT등의	분야별	‘한민족	

경제인	네트워크’	구축,	재외동포사회의	우수	경제인(차세대	경제인	

포함)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	세계한상대회를	통한	인적네트워크	확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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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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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분야별 사업실적

사업비 집행내역
총 53,188 백만원

재외동포 교육사업 18,110

재외동포 교류지원사업 13,227

재외동포 조사연구사업 663

재외동포 차세대사업 9,023

한상네트워크사업 2,593

홍보문화 사업 4,510

재외동포 통합네트워크사업 2,355

재외동포 인권지원 1,437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 1,270

한인회장단 간담회 9회

79개국 224개 단체 257명

입양동포단체 간담회 2회

8개국 19개 단체 22명

언론단체 1회

12개국 25개 언론 28명

차세대단체 간담회 3회

8개국 17개 단체 19명

한글학교 관계자 간담회 6회

24개국 26명

한상단체 간담회 5회

5개 단체 96명

‘찾아가는 동포재단’ 시행 실적 총 26 회 개최 80 여개국 290 개 단체 468 명 참석

*찾아가는 동포재단 : 비대면 화상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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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 지원액
백만원 건

재외동포 교육사업 15,594 1,658 

재외동포 교류지원사업 11,082 1,487 

재외동포차세대사업 192 140 

재외동포 조사연구사업 149 26 

홍보문화사업 199 91 

재외동포인권지원사업 361 38 

지역별 지원액
백만원 건

북미 9,710 1,131 

아시아, 대양주 12,720 1,436 

유럽 1,944 305 

러시아, CIS 1,603 322 

중남미 875 133 

아중동 580 95 

국내 145 18 

단체별 지원액
백만원 건

교육기관 15,656 1,699 

한인회 10,118 1,308

문화/체육단체 361 120 

직능단체 15 9 

사회/복지단체 201 8 

경제단체 94 16 

연구/학술단체 149 26 

차세대단체 635 221 

언론단체 80 12 

기타 268 21 

한글학교 운영비 지원 재외동포 공공외교 활동 지원 재외동포언론단체 지원

한글학교 교사 현지연수 지원 한인회관 등 건립 지원 중국 및 러시아·CIS 현지 장학금 지원 

교육기자재 지원 차세대 해외 입양동포 지원 재일민단 지원 

교육자료 지원 계기성 기념사업 등 지원 국내 동포관련 단체 지원

한글학교 맞춤형 지원 조사연구 활동 지원 동포단체 활성화 지원

고려인동포 권익신장 지원 한국어뉴스 세계위성방송망 구축 전통문화용품 구입지원

다문화 취약동포 지원

Overseas Koreans Foundation

Business Performance

동포사회 지원내역 총 19 분야 27,577 백만원 3,440 건

092021 재외동포재단 연차보고서



상기	절차는	공관을	통해	시행하는	

일반적인	지원사업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각	사업별	세부내역은	

코리안넷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개최

수요조사 
공고

심의

신청서 
제출

결과보고서 
제출

접수
심의결과 

안내

코리안넷 QR코드

재외동포재단
지원사업 절차

소정 양식에 의거, 

신청서 작성 후 

거주국 관할공관에 제출

온라인	신청사업의	경우,

반드시	온라인으로	신청서	접수

재단 지원금 수령 단체는 

해당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작성, 

반드시 관할 공관을 통해 재단에 제출

공관은	접수된	결과보고서와	

공관의견	등을	재단에	제출,

결과보고서	미제출	단체는	

익년도	지원	제외

공관은 접수된  

지원신청 내역 확인 및 공관의 의견을  

기한 내 재외동포재단에 송부

해당사업의	지원	필요성	및	

적정	지원규모	등	세부사항	기재

심의결과 안내 및 

지원금 송금

관할	공관을	통해	안내

01

04

02

03

06

05

재외동포사회 수요 조사 공고

(세부사업별 실시)

전	재외공관	공문	발송,	

코리안넷(www.korean.net)을	통해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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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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어교원 초청연수 | CIS지역 한국어교사 초청연수

재외동포 교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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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S FOR 
OVERSEAS KOR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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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합니다.	

실적

’21년도 재외한글학교 현황 및 운영비 지원 세부내역

대륙 국가수 학교수 학생수 교사수 지원학교수 지원금(백만원)

아시아 19 301 17,000 2,257 299 3,102

대양주 4 73 6,131 911 73 904

북미 2 735 38,762 7,376 732 7,420

중남미 21 69 4,838 570 68 620

유럽 28 112 6,412 1,004 112 1,304

러시아·CIS 10 139 8,908 622 139 864

아프리카·중동 32 47 1,734 402 47 464

계 116 1,476 83,785 13,142 1,470 14,678

Asia 아시아

19개국 299개교, 3,102백만원 지원

네팔	1	 대만	5	 라오스	1

말레이시아	8	 몽골	2	 미얀마	1

방글라데시	2	 베트남	6	 브루나이	1

스리랑카	2	 싱가포르	1	 인도	7

인도네시아	11	 일본	132	 중국	93

캄보디아	2	 태국	5	 파키스탄	2

필리핀	17

Russia·CIS 러시아·CIS

10개국 139개교 864백만원 지원

러시아	72	 몰도바	1	 벨라루스	1	 아제르바이잔	1	 우즈베키스탄	19

우크라이나	11	 조지아	2	 카자흐스탄	24	 키르키즈스탄	5	 타지키스탄	3

North America 북미

2개국 732개교 7,420백만원 지원

미국	625	 캐나다	107

Central and South America 중남미

21개국 68개교 620백만원 지원

과테말라	2	 니카라과	1	 도미니카	3

멕시코	8	 베네수엘라	1	 볼리비아	3

브라질	22	 수리남	1	 아르헨티나	13

에콰도르	2	 엘살바도르	1	 온두라스	1

우루과이	1	 자메이카	1	 칠레	1

코스타리카	1	 콜롬비아	1	 트리니다드토바고1

파나마	1	 파라과이	2	 페루	1

Africa·Middle East 아프리카·중동

32개국 47개교 464백만원 지원

가나	1	 가봉	1	 나이지리아	1	 남아프리카공화국	7	 보츠와나	1	 에스와티니	1	 레바논	1

마다가스카르	1	 모로코	3	 바레인	1	 사우디아라비아	2	 세네갈	1	 수단	1	 아랍에미리트	3

알제리	1	 앙골라	1	 오만	2	 요르단	1	 우간다	1	 이란	1	 이스라엘	1

잠비아	1	 짐바브웨	1	 말라위	1	 카메룬	1	 카타르	1	 케냐	2	 코트디부아르	1

부르키나파소	1	 쿠웨이트	1	 탄자니아	2	 튀니지	1

Europe 유럽

28개국 112개교 1,304백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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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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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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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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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eania 대양주

4개국 73개교 904백만원 지원

뉴질랜드	16	 파푸아뉴기니	1

피지	2	 호주	54

지원현황

116개국

160개 공관

1,470개교

지원총액

14,678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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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학교 
맞춤형 지원

스터디코리안 
운영

사업개요

지역별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한글학교협의회	또는	한글학교가	진행하는	교육역량	강화	특별	프로젝트(사업)를	

발굴·지원하여	한글학교의	교육	역량	및	자립	기반	강화를	도모합니다.	

실적

재외한글학교 맞춤형 지원 세부내역(공관별 반납액 반영)

대륙명 국가수 지원건수 지원금(백만원)

아시아 4 13 27

대양주 2 7 13

북미 2 61 201

중남미 5 7 25

유럽 6 11 52

러시아ㆍCIS 4 5 8

아프리카ㆍ중동 1 1 2

계 24 105 328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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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비대면	교육환경에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운영하여	한글학교	온라인	교육	역량을	

강화합니다.

실적

•온라인	수업자료	현행화

•한글학교	교사용	콘텐츠	제공(e-교사연수,	한글학교	교사	인증과정	등)

•해외통신원(14개국	25명)	운영으로	지역별	한글학교와의	소통	활성화

•스터디코리안	어워드	실시

•세종학당재단	협업사이트	공동	제작

사업개요

•차세대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을	위한	한글,	역사,	문화	분야	교육자료를	지원합니다.

	

실적

•한글학교	학사일정과	연계한	한국의	역사문화	수업	보조자료	개발

•일본·CIS지역	맞춤형	역사문화	수업	보조자료	개발

•스터디코리안	연계	제작을	통한	모바일·온라인	접근성	향상	

교육자료 지원

지원현황

24개국

36개 공관

105개사업

지원총액

328백만원

132021 재외동포재단 연차보고서



한글학교 교사 
현지연수 지원

사업개요

한글교육	취약지역	차세대	동포	대상	한국어	집중교육을	통해	한국어	학습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한국과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킵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온라인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실적

연수과정 연수기간 연수대상 연수인원

2021	재일동포	한국어	집중	

연수(비대면)

8.13.(금)~9.3.(금),

3주간
재일동포	3~4세대 97명	선발(81명	수료)

한글학교 교사 육성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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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연수활동을	지원하고,	한글·역사·문화교육	전문강사를	파견합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현지연수	강사파견은	취소되었습니다.

실적

지원 세부내역

대륙명 국가수 지원건수 지원금(백만원)

아시아 3 9 43

대양주 3 5 30

북미 2 25 230

중남미 5 7 29

유럽 4 5 58

러시아ㆍCIS 4 4 13

아프리카ㆍ중동 1 2 7

계 22 57 410

차세대동포 
한국어 집중캠프

지원현황

22개국 

37개 공관

57개 사업

37개 단체 

지원총액

41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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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학교 교사 
초청연수

사이버 교사연수 
지원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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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을	통해	교수	역량을	강화하고	한글학교	교사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킵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온라인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실적

회차 연수기간 연수인원 연수내용

1차 8.9.(월)~8.13.(금) 연수생	440명(회차별	각	220명)

청강생	189명

개회식,	특강,	소양교육,	

교수역량	강화교육,	네트워킹2차 8.23.(월)~8.27.(금)

사업개요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대학교	학사	학위과정(2019년부터)	및	온라인	한국어교원	

양성과정(2009년부터)의	기회를	제공하여,	한글학교	교사의	전문성	강화	및	한글학교	교육의	질을	높입니다.

실적

재단과	MOU	체결한	사이버대학교	및	교육기관과	매칭펀드	형태로	협업하여,	한글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발하여	교육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연수과정 연수기관 선발인원 연수기간

온라인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연세대학교	한국어교사연수소 81명

상반기	1회,	하반기	2회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국제언어교육원
60명

합계 141명

학사	학위과정

경희사이버대학교 11명

2021학년도	1학기~2학기

고려사이버대학교 30명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13명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10명

세종사이버대학교 6명

합계 7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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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자재 지원

민족교육 육성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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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

지원내역 수량

교육	교구 5종	55개

음악·무용	기자재 16종	744개

정보화	기자재 3종	43개

도서 700권

기타 2종	3,230개

사업개요

중국지역	조선족학교	교사의	역량	강화와	교육경쟁력	향상	등을	위해	조선족학교	교원을	국내로	초청,	과목별	

집중	연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	동북3성	조선족학교	교원	대상	현지	

연수로	변경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실적

사업명 연수기간 연수인원 연수내용 집행예산(백만원)

흑룡강성	초중고

조선어문	교사연수

11.29.(월)~12.1.(수)

12.2.(목)~12.4.(토)
70명 조선족학생들의	말하기	실태와	해결방안,

조선언문	발전방향	및	전략,	

미래의	조선어	수업	연구,	

새로운	형세	조선어문	교과서	편찬	등 162

요녕성	조선어문

교사연수
11.4.(목)~11.6.(토) 40명

길림성	조선족

유치원	교사연수
12.18.(토)~12.19.(일) 40명

사고력	교육법,	

구역놀이와	수업활동법	등

총계 150명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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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청하여	한국어	및	한국문화	연수를	시행합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온라인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실적

연수과정 연수기간 연수대상 연수인원

2021	CIS지역	한국어교사	연수	(비대면)
7.26.(월)~8.27.(금),

5주간
CIS지역	한국어교사

연수생	36명

청강생	28명

조선어교원 
초청연수

CIS지역 
한국어교사 
초청연수

지원현황

4개국

7개 공관

26개교

지원총액

178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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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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동포 교류지원사업

02 SUPPORT AND EXCHANGE 
PROGRAMS FOR OVERSEAS
KOREAN COMMUNITIES



동포단체활동 
활성화 지원
(교류증진 및 권익신장, 
코리아타운, 차세대단체, 
경제단체, 문화단체, 재일민단)

동포단체 활성화사업

사업개요

거주국에서의	재외동포단체들의	안정적	정착과	권익신장을	위한	교류활동을	지원합니다.	주요	지원	

사업으로는	재외동포사회의	교류증진	활동,	결속력	강화를	위한	사업,	기성세대와	차세대간	교류활성화사업,	타	

민족커뮤니티와	연계	강화를	통한	한인	이미지	제고사업,	법률	서비스사업	등이	있습니다.

실적

지원현황

94개국 138개 공관 1,414사업

지원총액

9,614백만원

지원 세부내역

Asia 아시아

18개국 833건 7,576백만원

네팔	4	 대만	2	 말레이시아	2	 몽골	2

미얀마	1	 방글라데시	2	 베트남	9	 스리랑카	1

싱가포르	3	 인도	8	 인도네시아	4	 일본	676

중국	102	 캄보디아	2	 태국	5	 파키스탄	1

필리핀	7	 한국	2

Russia·CIS 러시아·CIS

7개국 33건 116백만원

러시아	15	 벨라루스	1	 우즈베키스탄	5	 조지아	1

카자흐스탄	6	 키르키즈스탄	4	 타지키스탄	1

North America 북미

2개국 261건 1,071백만원

미국	215	 캐나다	46

Central and South America 중남미

14개국 45건 181백만원

과테말라	3	 니카라과	3	 멕시코	7

베네수엘라	1	 브라질	8	 아르헨티나	8

에콰도르	1	 엘살바도르	2	 우루과이	2

칠레	2	 코스타리카	2	 콜롬비아	3

파나마	1	 파라과이	2

Africa·Middle East 아프리카·중동

25개국 42건 88백만원

가나	1	 가봉	2	 기니	1	 나이지리아	1	 남아프리카공화국	5	 마다가스카르	2

모로코	1	 모리타니	1	 바레인	1	 보츠와나	1	 사우디아라비아	4	 세네갈	1

아랍에미리트	2	 알제리	2	 에스와티니	1	 오만	1	 요르단	1	 우간다	3

이란	1	 이스라엘	1	 이집트	3	 잠비아	1	 짐바브웨	1	 쿠웨이트	1	 탄자니아	3

Europe 유럽

25개국 152건 441백만원

그리스	4	 네덜란드	3	 노르웨이	2	 덴마크	4	 독일	58	 루마니아	2	 룩셈부르크	3

리투아니아	1	 마케도니아	1	 벨기에	3	 불가리아	2	 스웨덴	1	 스페인	7	 슬로바키아	2

아일랜드	4	 알바니아	1	 영국	14	 오스트리아	7	 이탈리아	7	 체코	2	 크로아티아	1

터키	2	 포르투갈	1	 프랑스	18	 핀란드	2

Oceania 대양주

3개국 48건 141백만원

뉴질랜드	22	 피지	1

호주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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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동포 
권익신장 지원

사업개요

러시아·CIS지역에	거주하는	고려인동포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써	무국적	고려인의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모국	전통·문화	유지	및	활성화를	위한	활동도	지원합니다.

실적

지원현황

7개국 12개 공관 32개 단체 48개 사업

지원총액

415백만원

사업개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각종	활동을	하고	있는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단은	국내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국내	체류	동포들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적

지원현황 지원총액

14개 단체 16개 사업 219백만원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연말	위문품	전달,	80백만원	

국내동포 관련 
단체 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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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공공외교활동 
지원

(1) 재외동포 공공외교활동 지원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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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하며	재외동포	권익	신장	도모를	위한	거주국	유권자	등록	및	한인	정치인	육성에	기여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으로	증가한	아시아계	혐오범죄	대응사업을	지원합니다.

실적

지원현황

20개국 95개 단체 109개 사업

지원총액

756백만원

(2) 제7차 세계한인정치인포럼

사업개요

전	세계	한인	정치인들의	네트워킹	구축을	통해	동포사회	정치력	신장을	도모하고	재외동포	정치인	및	차세대	

정치인을	발굴,	육성하기	위한	저변을	확대합니다.

실적

사업명 기간 및 장소 초청인원 사업 내용

제7차	

세계한인정치인

포럼

8.18.(수)~8.19.(목)

<1박2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12개국	65명

(현직	한인정치인	

및	유망	정치인)

강연,	참가자	사례발표	및	토론,	

제주	역사문화탐방,	네트워킹	등

※	코로나19로	하이브리드방식	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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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관 등 
건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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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

지원현황

7개국 13개 단체 13개 사업

지원총액

804백만원

지원 세부내역

Asia 아시아

2개국 7건 171백만원

인도네시아	1	 일본	6

North America 북미

2개국 3건 584백만원

미국	2	 캐나다	1

Central and South America 중남미

1개국 1건 17백만원

과테말라	1

Africa·Middle East 아프리카·중동

1개국 1건 15백만원

사우디아라비아	1

Oceania 대양주

1개국 1건 17백만원

호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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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성 기념사업 등 
지원

우토로 평화기념관 
건립지원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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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동포에	대한	모국의	관심	표명을	통해	모국과	동포사회	간	민족적	유대감	증진을	도모합니다.

실적

지원현황

2개국 2개 공관 2개 단체 2개 사업

지원총액

8백만원

•주요내용:	포르투갈	한인	50년사	편찬	사업	및	쿠바	한인이민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사업개요

•사업목적

-			우토로의	역사	및	인권운동의	경과	보전을	위한	평화기념관	건립

-	우토로	주민의	복지	및	공동체	유지를	위한	환경	조성

•세부내용

-			2019년: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구술기록,	기초	조사사업	

-			2020년:	전시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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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

지원현황

1개국 1개 공관 1개 단체 1개 사업

지원총액

258백만원

국가 공관 단체명 사업명

일본 주오사카(총)
일반재단법인

우토로민간기금재단

우토로	평화기념관	건립지원

-	전시콘텐츠	구축

-	운영프로그램	개발

-	평화기념관	건축	함바	철거	및	재건

-	평화기념관	내부	조성

※	2019년~2021년	총	지원액:	2,068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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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한인회장대회

세계한인의날

CIS지역 고려인 
초청사업

동포사회 지도자 초청사업

사업개요

전	세계	한인회장을	국내로	초청하여	모국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상호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맞추어	하이브리드방식으로	개최된	행사에는	현직	한인회장,	대륙별	한인회	연합회	임원진	등	63개국	313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실적

사업명 초청기간 장소 초청인원 사업내용

세계

한인회장

대회

10.4.(월)~10.7.(목)

<3박4일>

서울	및	대회	

홈페이지

(그랜드워커힐호텔)

63개국	

313명

•	개회식·폐회식,	기조강연,	세계한인의날	기념식,	

지역별	현안토론,	한인회	운영사례발표,	정부와의	

대화,	전체회의,	상설홍보관	운영	등

※	코로나19로	하이브리드방식	대회	개최	

사업개요

재외동포의	민족적	자긍심을	높이고	모국과	상호호혜적	관계	구축을	위해	2007년	제정된	‘세계한인의	날’에	따라	

제정	의의를	되새기고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합니다.

실적

사업명 초청기간 장소 초청인원 사업내용

제15회	

세계한인의날	

기념식

10.5.(화)

서울	및	대회	

홈페이지

(그랜드워커힐호텔)

63개국	

313명	

•세계한인의날	기념식	및	유공	재외동포	포상	수여식

•슬로건:	하나된	동포,	더	강해진	대한민국

※	코로나19로	하이브리드방식	대회	개최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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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연구사업
조사연구 활성화 사업 | 조사연구활동 지원 | 재외동포 아카이브 구축 사업

자료실 운영
자료실 운영

재외동포 조사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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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연구 활성화 
사업

조사연구사업 

사업개요

재외동포사회	실태	파악과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해	바람직한	재외동포	정책·사업을	모색하고,	우리	국민의	

재외동포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긍정적	이미지	확산을	위해	국내외	다양한	조사연구활동을	지원합니다.

실적

•조사연구용역

-	집행	금액:	192백만원

조사연구용역 용역기관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해외	시행	관련	기초조사 대구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국내동포의	제반문제와	정부기관의	역할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2021	재외동포에	대한	내국인	인식조사 ㈜지알아이리서치

2021	재외동포	한민족	정체성	함양지수	조사 ㈜지알아이리서치

직무	중심	보수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 노무법인	대유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	기획단계	수립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

-	총	23개교	45회	강의

-	강의주제:	재외동포	이주사	및	모국기여,	재외동포정책,	재단사업	등

-	집행	금액:	12백만원

대상 기간 실적 

국내	대학교
상반기(3월~7월) 10개교	22회	시행	

하반기(9월~11월) 12개교	22회	시행	

국제고교(세종국제고) 하반기(12.14.(화)) 1개교	1회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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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연구활동 지원

•학술세미나

-	집행	금액:	19백만원

사업명 기간 및 장소 주요 내용

재외동포	기본법·세계시민교육	전문가	간담회	
5.13.(목)

서울사무소	및	제주본사

개·폐회식,	주제발표,	지정토론	및	질의응답,	

종합토론	및	자유토론	등

2021	제주포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세계시민으로서의	한민족	공동체	간담회’

6.26.(토)

제주	해비치호텔	앤	리조트
주제발표,	패널토의

2021	재외동포	전문가	간담회

12.6.(월)	

제주본사
국내체류동포	연구용역	결과보고회

12.6.(월)	

제주본사
재외동포	공공외교	활성화	토론

12.7.(화)	

제주본사
재외동포	디지털	아카이브	추진	토론

사업개요

국내외	재외동포	관련	연구기관들의	조사연구	및	학술활동을	지원하고	관련	연구	성과의	공유	및	분석을	통하여	

재외동포재단	관련	조사연구역량	강화에	기여합니다.

실적

지원현황

국외 4개국 9개 공관 11개 단체 11개 사업

국내 10개 단체 15개 사업

지원총액

149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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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아카이브 
구축 사업

자료실 운영

사업개요

국내외	산재해	있는	재외동포	기록물	및	재단사업을	통해	축적된	기록물을	수집·보존·서비스하기	위한	‘재외동포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합니다.

실적

•재외동포	자료	보유	관련	유관기관	업무협약(MOU)	체결

-	한국학중앙연구원(6월),	한국이민사박물관(11월)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전시·디지털아카이브	실무추진단/자문위원회	준비위원회/재단	TFT구성

•23년도	예산요구를	위한	재외동포	디지털아카이브	ISP(정보화	전략)	용역

-	용역	기간	및	업체:	‘21.	9.~‘22.	1.,	아카이브랩스(연구책임자:	안대진	대표)	

-	용역예산:	92백만원

-	과업내용:	재외동포	디지털아카이브	시스템	기능설계,	시스템	구축예산(안)	등

자료실 운영 

사업개요

자료실	운영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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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제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적

총 31,619종 43,905권 보유

보유자료 현황 (2021. 12. 기준)

272021 재외동포재단 연차보고서



재외동포 차세대 리더 육성
재외동포 차세대 대회 

재외동포 장학사업
재외동포 초청 장학사업 | 중국·CIS지역 현지 장학금 지원

재외동포 청소년 교류사업
재외동포 청소년 교류사업

재외동포 차세대사업

04 PROGRAMS FOR THE 
FUTURE GENERATIONS 
OF OVERSEAS KOREANS



재외동포 
차세대 대회

재외동포 차세대 리더 육성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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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실적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사업명 초청기간 장소 초청인원 사업내용

제23차	세계한인

차세대대회

9.7.(화)~9.10.(금)

<3박4일>

제주	및	대회	

홈페이지

(그랜드조선호텔)

28개국	

112명	

초청	연설,	네트워크	포럼	및	주제	강연,	

국무총리	간담회,	정부간담회,	네트워킹

※	코로나19로	하이브리드방식	대회	개최	

세계한인차세대 현지 대회

사업명 기간 장소 초청인원 사업내용

알마티	현지	

차세대대회
10.30.(토) 카자흐스탄(알마티) 40명

참가자	네트워킹,	재단	사업	소개	등

※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형식

LA	현지	

차세대대회
11.9.(화) 미국(LA) 70명

참가자	네트워킹,	만찬	등

※	오프라인

292021 재외동포재단 연차보고서



재외동포 초청 
장학사업

중국·CIS지역 현지 
장학금 지원

재외동포 장학사업 

사업개요

재외동포	우수	인재를	발굴하고	모국	수학	기회를	부여하여	재외동포사회와	모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적자산으로	육성합니다.

실적

지원총액

3,821백만원

선발 내역

사업명 인원 지원내용

재외동포재단

초청장학사업

•	신규선발:	19개국	110명	

-	학사:	30명	

-	석·박사:	80명

•	재학인원(‘21년	12월	기준):	총	326명

생활비(월	95만원),	보험료,	

한국어	어학연수비(6개월	내외),	왕복항공료,	

최초소요경비(50만원),	논문인쇄비(50만원,	석·박사	한정)

사업개요

중국	및	CIS지역	소재	대학(원)에	재학	중인	우수	재외동포를	선발,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거주국	주류사회	

진출을	장려하고	향후	재외동포사회에	기여할	인재를	육성합니다.

실적

지원총액

192백만원

지원 내역

사업명 인원 사업내용

중국·CIS지역	현지	장학금	지원
6개국	140명

(중국	70명,	CIS	70명)

중국·CIS지역	현지	대학(원)	재학중인	

조선족·고려인	우수동포	대상	장학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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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청소년 
교류사업

재외동포 청소년 교류사업

사업개요

전	세계	재외동포	청소년·대학생의	한민족	정체성	함양	및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시행합니다.	재외동포	

청소년들의	모국	문화·역사체험을	통해	유대감	증진과	글로벌	차세대	리더	육성을	도모합니다.	또한	OKFriends	

봉사단을	운영하여	재외동포	중고생,	대학생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오프라인	홍보	및	국내	봉사활동	시행을	

통해	재외동포에	대한	내국민의	관심	및	인지도를	제고합니다.

실적

세부내역

사업명 장소 기간 인원 사업내용

재외동포	

중고생	

모국연수

(Teens	Camp)

온라인

-			체험연수:	8.15.(일)~9.17.(금),	

9.26.(일)~11.11.(목)

-			집중연수:	9.26.(일)~10.3.(일)	

10.10.(일)~10.17.(일)	

10.31.(일)~11.7.(일)

26개국	911명

개·폐회식,	오리엔테이션,	

글로벌	코리안	이야기,	

글로벌	리더	되기,	

평화와	공존의	가치	등

제주,

평창

11.25.(목)~11.28.(일),

12.2.(목)~12.5.(일)

국내외	청소년	317명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자녀,	

국내거주	고려인	등)

재외동포	이해	교육,	

세계시민교육,	

제주4.3	평화기행,	

제주	올레	이야기,	

월정사	템플스테이,	

스키캠프	등

재외동포	

대학생	

모국연수

(Youth	Camp)

온라인

-			체험연수:	8.15.(일)~9.17.(금),

-			집중연수:	9.26.(일)~10.3.(일)	

10.10.(일)~10.17.(일)	

10.31.(일)~11.7.(일)

24개국	739명

개·폐회식,	오리엔테이션,	

지구시민교육,	

한반도	평화와	이해,	

UN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해와	

세계시민교육	등

제주
11.11.(목)~11.15.(월),

11.18.(목)~11.22.(월)
국내외	대학생	98명

우리가	만드는	공공외교	

현장이야기	with	재외동포	

프로그램	기획,	지구시민교육,	

제주	역사·문화	탐방	등

OKFriends	

봉사단	운영
- 2021.3.~12.(10개월) 98명

발대식	및	워크숍,	

지역	콘텐츠	제작,	

재외동포	이해	연수,	

공공외교	연수,	환경	캠페인	및	

환경정화	봉사활동,	해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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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네트워크 활성화
한상넷 운영 | 한상 비즈니스 활동 지원 | 한상 활용 청년 해외진출 지원

세계한상대회
세계한상대회 개최

재외동포 경제인 포럼
재외동포 경제인 포럼 개최

한상네트워크사업

05 HANSANG NETWORK 
PROGRAMS



한상넷 운영

한상 비즈니스 
활동 지원

한상네트워크 활성화

사업개요

한상네트워크의	구축	구심점	확보,	내외동포	간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상시	비즈니스	지원사이트인	

한상넷(www.hansang.net)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적

•한상뉴스	535건,	부처별	경제정보	96건,	월별	뉴스레터	12건	등	한상	맞춤형	소식	및	정보	상시	제공

•역대	대회	자료	제공,	한상대회	실시간	안내	등	세계한상대회	지원

•기업	및	청년	지원자	모집·홍보	등	한상기업	청년채용	인턴십	지원

사업개요

기업전시회와	일대일	비즈니스	매칭,	유통바이어	상담회	등의	기업상담회를	마련,	국내기업과	한상	간의	비즈니스	

상담	및	인적	교류,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정보	제공을	통해	한상	비즈니스를	상시	지원합니다.

실적

•1:1	비즈니스	미팅:	현장,	화상상담회	동시	진행(478건)

•기업IR,	라이브스튜디오	등	참가기업	규모	및	산업에	부합하는	비즈니스	기회	제공

•실질적	수출입	상담이	가능한	공공기관	상담회	개최(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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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 활용 
청년 해외진출 지원

사업개요

한상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내	청년의	글로벌	역량	강화	및	해외진출	기회	제공,	차세대	한상	육성	및	한민족	

경제영토	확장을	위해	한상활용	청년	해외진출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적

•총	8개국	43개	한상기업	일자리	확보,	국내청년	64명	선발	및	62명	파견

•코로나19	확산	속	인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사업	추진

-			상시	애로사항	파악	및	체류	국가별	유의사항	안내,	시설격리	비용	지원,	온라인	사전교육	시행	및	전원	백신	

접종	후	파견

•인턴	처우	개선	및	안전	관리	강화

-			인턴	지원금	현실화를	위해	매월	재단	지원금	10%,	기업	지원금	USD100	증액,	기업	선발	요건	강화(상시	

근로자	5인	→	10인	이상	기업),	인턴의	치유·회복	지원	추가

-			한상인턴	성희롱,	성폭력	매뉴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	장해	예방	매뉴얼	수립

•온라인	콘서트,	국가별	취업	컨설팅	강의	등	국내	청년의	열린	취업	지원을	위한	신규	프로그램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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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한상대회 개최

세계한상대회

사업개요

국내외	한상	및	단체	간	비즈니스	교류를	통해	‘한민족	경제인	네트워크’	구축,	인적네트워크	확대와	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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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

사업명 초청기간 장소 참석인원

제19차	세계한상대회
10.19.(화)~10.21.(목)

<2박3일>

서울	및	대회	홈페이지

(서울	롯데호텔	월드)

1,659명

(해외	321명,	국내	1,338명)	

비즈니스 상담 실적

 총 586건,

USD 229,000,000

기업 전시회

87개 기관 및 업체 참가

(87개 부스 운영)

•경제단체총회(3건):	INKE	총회,	장보고글로벌재단,	글로벌	한상드림	

•		MOU	체결(3건):	재외동포재단-국기원/미주상공인총연합회-광주테크노파크,	한국로봇산업협회/

미주상공인총연합회-한국뷰티산업무역협회,	대한민국화장품OEM협의회

•사회공헌:	글로벌한상드림	드림서포터즈	6명에게	총	2천만원	장학증서	전달

•언론보도(361건):	

매체 구분 보도 건수 비고

방송(라디오) 16건 KBS,	MBC,	YTN,	MBN,	UBC울산방송

신문

통신사 27건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	뉴스핌

중앙 87건
YTN,	매경,	한경,	(스포츠)조선,	한국,	경향,	동아,	파이낸셜뉴스,	

아주경제,	헤럴드경제,	MK증권

지역,	인터넷,	기타 67건 지역	매체,	인터넷매체,	기타

전문 40건 전문분야,	동포관련,	

해외 119건 17개국	52매체

기타(SNS	포함) 5건 외교부	서포터즈	기자단

합계 36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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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경제인 
포럼 개최

재외동포 경제인 포럼

사업개요

유력	한상과	유망	차세대	경제인	발굴	및	한상대회·한국경제	등의	자문활동으로	한상네트워크를	활성화합니다.

실적

사업명 일정/장소 참가인원 실적

제38차	리딩CEO포럼
4.13.(화)

(온라인)
30명

제37차	리딩CEO포럼	개최	결과	보고,	

신규	리딩CEO	가입	승인	등

제39차	리딩CEO	포럼
10.19.(화)

(하이브리드)
35명

제38차	리딩CEO포럼	개최	결과	보고,	

신규	리딩CEO	가입	승인	등

2021	영비즈니스리더포럼
10.18.(월)

~10.	21.(목)
28개국	109명

개회식,	특강,	참가	기업·주요	품목	소개,	

지식세미나,	지역별	현안토론,	전체회의	등

2021	한상포럼 10.20.(수) 17개국	49명

한상네트워크	비전	소개,	리딩CEO포럼	소개,	

YBLN	소개,	신규참가자	기업	및	주요	품목	소개,	

조별	토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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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사업
기획홍보 | 재외동포언론단체 지원 | 한국어뉴스세계위성방송망구축

문화사업
모국문화보급사업 | Korean Festival

홍보·문화사업 

06 PUBLIC RELATIONS AND 
CULTURE PROGRAMS



기획홍보 

재외동포언론단체 
지원

홍보사업 

사업개요

재외동포와	재외동포사업에	대한	우리	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해	재외동포	관련	방송	콘텐츠	제작	및	월간	소식지	

‘재외동포의	창’	발간	등을	통해	재외동포사회와	모국	간의	유대감	증진에	기여합니다.

실적

광고

종류 횟수 매체 내용

라디오	광고 200회 MBC	FM4U	배철수의	음악캠프 재외동포	주요	인문,	모국	기여	사례	발굴	및	소개	등

전문지	광고

8회 재외동포신문

재단	주요	사업	등8회 월드코리안신문

4회 OK	TIMES

•월간	소식지	‘재외동포의	창’	발간	및	배포

-	기고문,	재단	사업	소개,	동포사회	및	모국소식	게재	등	내외동포	상호간	정보교류	콘텐츠

-	책자	월	5,000부	및	웹진	/	12회(월	1회)	발간

•재단	홍보용품	제작	및	배포

-	2022년	달력·다이어리,	플래너,	수첩,	연하장,	홍보용품	등

•재단	홈페이지	운영	및	SNS	관리

-	디지털소통TF	구성으로	유튜브	자체	콘텐츠	제작(8개)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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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	사업	및	재외동포언론인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합니다.

실적

•재외동포언론단체	지원

사업 내역

국가명 지원대상 사업내용

국내 세계한인언론인협회 제19회	세계한인언론인대회

러시아

러시아한민족	신문사
제2차	고려인	언론인들의	국제포럼

한글동포신문	발간	사업

고려신문사 고려(동포)	신문발행	지원

러시아사할린주	새고려신문사 한글	동포신문발간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고려문화협회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신규신문발간(고려문화협회발간)

Koryo	TV 유튜브	채널	Koryo	TV	운영과	20개	영상물	제작

지원현황

국외 6개국

9개 공관

10개 단체

11개 사업

국내 1개단체

1개사업

지원총액

8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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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뉴스
세계위성방송망
구축

국가명 지원대상 사업내용

카자흐스탄
고려일보 신문	발간

카자흐스탄	한인일보 고려일보한글판	제작지원사업

키르기즈스탄 키르기즈고려인협회 일치신문

중국
해란강닷콤 조선인	이주	자료수집	(19세기	말~1949년)

연해뉴스신문사(흑룡강신문사산동지사) 산동한겨레사회에	신문	무료발행	및	온라인	홍보

재외동포 언론인 초청연수

초청기간 장소 참석인원 주요 내용

12.1.(수)~12.9.(목)

<8박9일>

서울,	광주	

및	제주

10명

(중국	2명,	러시아·CIS	8명)

미디어	관련	강의,	국내	주요	언론사	견학,	

재외동포	언론인	온·오프라인	찾동	간담회,	

모국	역사문화체험,	

광주	고려인마을	탐방	및	김장나눔	행사	등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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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동포의	모국	이해	증진에	기여합니다.

실적

구분 내용

방송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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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기반	방송	송출을	위한	셋톱박스	보급	

-	20개국	90대(2017~2021년	누적	73개국	398대)

프로그램	제작·방송

•	정규	프로그램(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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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집	프로그램(7개)	

-	해외	입양동포의	가족	찾기를	다룬	‘DNA,	그리고	기다림’	

-	제헌절	특집	‘잊힌	한	표의	권리,	재외국민	선거권’	

-	사할린	동포들의	국내	귀환	사례를	조명한	‘끝나지	않은	이별,	사할린’	

-	쿠바	한인	이주	100주년	특집	‘쿠바	꼬레아노’	등

•	재단	주요사업	및	활동	취재·보도(180건)

해외	네트워크	구축 •	해외	리포터	온·오프라인	초청연수,	한국어뉴스	서비스	기반	확대를	위한	홍보	활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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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국문화보급사업 

Korean Festival 

문화사업

사업개요

재외동포의	한민족	문화적	유대감	유지를	위해	한글	문학공모사업과	전통문화용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적

사업명 지원 내용

제23회	

재외동포문학상

[응모]	총	54국	635명	1,321편

[수상]	총	37편,	한글학교	특별상	3개교
수상집	1,250부	제작	및	배포

전통문화용품	

구입지원

총	26개국	46개	공관	79개	동포단체

29종	927개	용품

•	29종	927개	용품	

:	전통악기(사물놀이	악기	등),	전통의상(사물놀이		

의상,	한복	등),	민속놀이용품(팽이,	제기,	윷놀이	등)	등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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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민족	유대감	증진에	기여합니다.	2021년에는	세계한인의	날	15주년을	계기로	재외동포가	참여하는	가요	경연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영하였습니다.

실적

프로그램명 일시 장소 및 채널 참가인원

2021	Korean	Festival: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가요제

•	녹화:	9.29.(수)

•	방송:	10.8.(금)	23:00-24:40(110분)

•	재방송:	10.9.(토)	12:00-13:40

파주	미라클스튜디오,	

MBN
•참가자:	10개국	11명

40 2021 O·K·F Annual Report



재외동포 통합네트워크 지원 시스템
코리안넷 운영
재외동포 통합네트워크 지원 시스템 운영

재외동포 통합네트워크사업

07 INTEGRATED NETWORK 
PROGRAMS FOR 
OVERSEAS KOREANS



코리안넷 운영 

재외동포 통합네트워크 지원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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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

실적 세부내용

Korean.net	

운영	활성화

•	재외동포	참여형	및	정보제공	콘텐츠	확대	운영	

-	코리안넷	재외동포기자(16개국,	20명)	운영,	참여형	콘텐츠	확대(278건)	

-			분야별	재외동포	단체(한인회,	차세대단체,	문화·예술단체,	경제단체	등)		

정보제공	서비스	확대(791개	단체)

•한인회	운영사례,	국가별	한인	행사	소식	등	공유를	통한	재외동포	대상	온라인	소통	플랫폼	역할	강화

•SNS	계정(네이버,	페이스북,	구글)	활용,	간편	회원가입/로그인	기능	신설

•모바일	접근성·편의성	제고를	위한	회원가입	절차	개선	및	디자인	간소화

•코리안넷	내	민원	창구(재외동포	정책/제도	제안)	신설로	재외동포	의견수렴	확대

•	재외동포재단	홈페이지	내	고객신고	창구(공익신고,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등)	신설로		

윤리경영	기반	강화

•코리안넷	↔	외부(재외동포	단체	등)	콘텐츠	연계	확대를	위한	콘텐츠	수집기능	개선(수집서버	교체)

재외동포	

통합네트워크	운영

•	재외동포	비영리	단체	대상	‘재외동포	단체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	

-	총	1,267개(홈빌더:	1,060개	/	웹호스팅:	93개	/	글로벌도메인:	1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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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통합네트워크 지원 
시스템 운영

사업개요

보안관제	전문업체	및	외교부	사이버안전센터와	유기적	협업	관계를	구축,	365일	24시간	이중	보안관제를	

통해	정보보안을	강화하고,	사업관리시스템(OPMS)을	고도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외동포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합니다.	또한,	재외동포	단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동포단체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제공하고	

있으며,	 IT서비스관리시스템(ITSM)	기반	서비스수준협약(SLA)을	체결하여	재단	내·외부	정보시스템	및	

IT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재외동포	지원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실적

실적 세부내용

내부정보시스템	

운영

•재외동포사회	지원사업	수요조사의	효율적	운영	및	고객만족도	제고

•한국어	구사가	어려운	입양동포를	위해	영문	회원가입	및	온라인	신청서	제공

•경영정보시스템의	회계,	복무	관련	기능	등	개선을	통한	업무	효율	제고

인프라	및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운영

•보안사고	예방	및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해킹	모의훈련	및	악성메일	대응훈련	시행

•웹구간	암호화를	통한	재단	운영	홈페이지	보안성	강화

•불필요한	메일함	비우기	캠페인을	통해	탄소중립	비전	실현	및	IT인프라	환경	개선

•노후	전산장비(12종)	교체를	통한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체계	구축

•정기적인	IT인프라	보안업데이트	수행을	통해	향상된	보안	통신망	운영

•‘개인정보	청소의	날’을	지정,	불필요한	개인정보	삭제	및	암호화	등을	통한	개인정보처리	관리	강화

•개인정보취급자별	맞춤형	교육(책임자,	담당자,	취급자,	위탁자	등)	시행

•웹사이트	개인정보	우수	인증마크(e-privacy)	획득을	통한	안전성	제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이력	관리	솔루션	도입으로	담당자별	개인정보처리	이력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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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취약동포 지원
다문화 취약동포 실태조사 | 다문화 취약동포 안정적 정착지원
다문화 취약동포 정체성 교육지원

차세대 해외 입양동포 지원
차세대 해외 입양동포 실태조사 | 차세대 해외 입양동포간 교류협력 지원

재외동포 인권지원사업

08 HUMAN RIGHTS 
PROGRAMS FOR 
OVERSEAS KOREANS



다문화 취약동포 
실태조사 

다문화 취약동포 
안정적 정착지원

다문화 취약동포 지원

사업개요

다문화	취약동포	현황	파악	및	맞춤형	지원전략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다문화	취약동포의	안정적	

정착과	정체성	함양을	지원합니다.

실적

조사 연구용역 시행

과제명 연구기관

필리핀	거주(체류)	한-필리핀	다문화	가정	자녀	실태조사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베트남	북부지역	거주(체류)	귀환여성	한베	자녀	실태조사 (사)유엔인권정책센터

사업개요

한-베	자녀	안정적	정착을	위한	법률상담·구조활동,	한-베	자녀	보호자	네트워크	구축	등	정보소통	체계	구축	및	

활동을	통해	국제결혼	귀환	여성	자녀의	안정적	정착	및	교류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실적

•베트남	귀환여성	한-베	자녀	지원사업

-	단체명:	유엔인권정책센터(KOCOUN)	껀터사무소

-	사업명:	한-베자녀의	안정적	현지	정착과	정체성	정립	프로젝트

사업명 대상 기간 사업내용

한-베	자녀	

무료법률상담	지원	및	

구조활동

귀환여성	및	

한-베	자녀	

보호자

1월~12월

•한-베	자녀	체류	관련	법률상담,	학업·의료상담	등

•	상담건수	599건,	실내담자수	104명,	현장방문	통한	지원사례	발

굴	총	9사례,	취약아동	지원	및	사례관리	등	총	449건

한-베	자녀	

보호자	네트워크	

구축사업

귀환여성	및	

한-베	자녀	

보호자

1월~12월

•지역별	커뮤니티	기반조성,	정보소통	체계	구축지원	위한	상담	등

•월례모임	총	2회

※			현지	코로나19로	인한	월례모임	축소	시행,	여성연맹	대표자	초청	

간담회	미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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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한-베	국제결혼	귀환	여성	자녀의	정체성	함양	및	돌봄	활동을	지원합니다.

실적

•베트남	귀환여성	한-베	자녀	지원사업

-	단체명:	유엔인권정책센터(KOCOUN)	껀터사무소

-	사업명:	한-베자녀의	안정적	현지	정착과	정체성	정립	프로젝트

사업명 기간 사업내용

<한-베	자녀	한글캠프>

프로그램	운영
-

•한국어와	한국문화	체험을	통한	한베자녀의	정체성	정립	및	자긍심	고취

※	코로나19	영향으로	미시행

한국어	교육지원 1월~12월

•	한-베	어린이다문화도서관	방과후	무료	한글교실	등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	

(온·오프라인)

•한국어	교육	전문인력	현지	파견(1명)

•코로나19	상황	고려,	‘찾아가는	무료	한글교실’(온라인)	신규	추진

•베트남	귀환여성	한-베	자녀	대상	도서지원

-	단체명:	유엔인권정책센터(KOCOUN)	껀터사무소

대상 지원 물품 기증 기관

귀환여성	및	한-베	자녀	보호자 아동용	도서	4,000권 충청남도교육청	서부평생교육원	산하	8개	도서관

다문화 취약동포 
정체성 교육지원

46 2021 O·K·F Annual Report



차세대 해외 
입양동포 실태조사

차세대 해외 
입양동포간 
교류협력 지원

차세대 해외 입양동포 지원

사업개요

주요	입양국	거주	차세대	해외입양동포	실태파악	및	현황	조사를	통해	맞춤형	지원	전략을	수립합니다.

실적

조사 연구용역 시행

과제명 연구기관(책임연구원)

캐나다	및	호주지역	한인	차세대	입양동포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삼육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김태진	교수)

유럽지역	한인	차세대	입양동포	지원정책	개발을	위한	실태조사	II 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오정은	교수)

사업개요

차세대	해외입양동포(가정)	모국초청을	통해	모국유대감	증진	및	정체성	함양에	기여합니다.	

실적

•차세대	해외입양동포	모국방문

사업명 기간 장소 규모 사업내용

2021	

차세대해외

입양동포	

모국방문

[온·오프라인]	

11.6.(토)~11.8.(월)

[오프라인]	

11.4.(목)~11.10.(수)

동대문디자인플라자	D-숲,	

밀레니엄	힐튼	서울

390명

(온·오프라인)

개·폐회식,	토크콘서트,	입양단체장포럼,	

네트워킹세선,	인포세션,	한국문화체험,	

온라인	공모전,	오프라인	참가자	프로그램

(포스트	투어,	오만찬)	등

•차세대	해외입양동포	지원

-	지원현황:	8개국	16개	공관	36개	단체	37개	사업

-	지원총액:	213백만원(공관별	반납액	반영)

대륙명 국가수 지원건수 지원금(백만원)

대양주 1 6 21

북미 2 20 140

유럽 5 11 52

계 8 37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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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설계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

09 CONSTRUCTION OF 
THE OVERSEAS 
KOREANS EDUCATION 
AND CULTURE CENTER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 설계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

사업개요

차세대	재외동포의	정체성	교육과	글로벌	한민족네트워크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를	

모국에	건립합니다.

실적

•부지확보를	위한	재단-서울대-시흥시	3자	MOU	체결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	기획단계	수립’	연구용역	발주

•건립	개요(안)

사업기간 총 사업비 위치 토지규모

2022년~2025년 299.7억원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	173

(시흥캠퍼스	M1부지	내)
2,214㎡(671평)

•주요기능

-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을	위한	한국어,	한국	역사·문화	등	상시적	교육프로그램	운영

-	글로벌	한민족네트워크의	거점	역할

-	재외동포	해외	이주	역사유물	전시관(디지털	아카이브)	운영

•조감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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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해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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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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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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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0	Park	Ave.(bet	57th&58th	St.)	New	York,	NY	10022,	U.S.A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 Tel.	1-213-480-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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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ykim@okf.or.kr	 주소.	1-2-5,	Minamiazabu,	Minato-ku	Tokyo,	Japan

주알마티대한민국총영사관 Tel.	7-727-291-0490	 E-mail.	jhyeon2@okf.or.kr	 주소.	Kaldayakov	St.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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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vel	10,	44	Market	Street,	Sydney,	NSW	2000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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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

해외직무파견(7명)	 중국(북경),	미국(뉴욕,	LA),	일본(동경),	카자흐스탄(알마티),	호주(시드니),	베트남(호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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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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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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재
외

동
포

재
단

 연
차

보
고

서

세계시민과 함께 하는 
한민족공동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