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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재단
700만 재외동포의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재외동포재단은 1997년 10월 재외동포재단법에 의해 설립된

재외동포 지원 전담기관(외교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전세계 한민족의 위상을 높이며 ‘글로벌 코리아’의 사명감을 갖고

재외동포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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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으로 보는  
2013년 분야별 사업실적

재외동포재단은 2013년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재외동포사회의 발전과 내외동포 간

유대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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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동포 교육사업　

 재외동포 교류지원사업

 재외동포 조사연구사업

 재외동포 차세대사업　

 한상네트워크사업　

 홍보문화사업　

 재외동포 통합네트워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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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회계연도 결산보고서 기준)2013년 사업비 현황 2013년 동포사회 지원내역

•한글학교 운영비 지원

•한글학교 교사 현지연수 지원

•교육기자재 지원

•동포단체 활성화 지원

•소액지원사업

•러시아•CIS지역 고려인 재정착 지원

•재일민단 지원

•국내 동포관련 단체활동 지원

•한인회관 등 건립 지원

•계기성 기념사업 등 지원

•조사연구활동 지원

•재외동포 언론단체 지원

•한국어뉴스 세계위성방송망 구축

•전통문화용품 구입 지원

사업별 지원액 현황

사업명  사업비(백만원) 건수

▒ 재외동포 교육사업 10,149 2,004

▒ 재외동포 교류지원사업 11,979 1,555

▒ 재외동포 조사연구사업 97 21

▒ 홍보문화사업 2,184 212

계 24,409 3,792

대륙별 지원액 현황

지 역 지원금액(백만원) 건수

▒ 북미  6,364 1,600 

▒ 아시아·대양주 11,178 1,188 

▒ 유럽 1,301 338 

▒ 러시아•CIS 1,850 352 

▒ 중남미 855 180 

▒ 아프리카·중동 494 103 

▒ 국내 2,367 31 

계 24,409 3,792

활동별 지원액 현황

활 동 지원금액(백만원) 건수

▒ 교류활동 1,054 397 

▒ 한글교육    10,202 2,029

▒ 방송/언론/출판     2,136 32 

▒ 지위향상/숙원사업     1,444 59 

▒ 문화활동     1,088 603 

▒ 학술활동       300 121 

▒ 재일민단활동     7,988 490 

▒ 기타          197 61 

계 24,409 3,792

단체별 지원액 현황

단 체 지원금액(백만원) 건수

▒ 교육기관 10,376 2,172

▒ 재일민단 7,992 502 

▒ 한인회     1,693 580 

▒ 문화단체       350 180

▒ 언론기관        86 18 

▒ 정부/공공기관     3,011 16 

▒ NGO       160 11 

▒ 직능단체       326 200 

▒ 연구/학술기관       121 38

▒ 기타 294 75

계 24,409 3,792

사업별 참가자 현황 (국내 참가자 제외)

사업명 참가자(명)

▒ 재외동포 교육사업 289

▒ 재외동포 교류지원사업 508

▒ 재외동포 차세대사업 872

▒ 한상네트워크사업 1,035

▒ 홍보문화사업 15

계 2,719

대륙별 참가자 현황 

지역명 참가자(명)

▒ 북미  896

▒ 아시아  1,019

▒ 유럽  166

▒ 러시아•CIS  322

▒ 오세아니아 86

▒ 중남미 155 

▒ 아프리카·중동 75 

계 2,719

국가별 참가자 현황 

국가명 참가자(명)

▒ 미국 771

▒ 중국 465

▒ 일본 349

▒ 러시아 139

▒ 캐나다 127

▒ 우즈베키스탄 57

▒ 호주 57

▒ 독일 57

▒ 카자흐스탄 55

▒ 멕시코 38

▒ 기타(93개국) 604

계 2,719

사업명 사업비(백만원)

▒ 재외동포 교육사업 11,733

▒ 재외동포 교류지원사업 13,138 

▒ 재외동포 조사연구사업 713 

▒ 차세대육성사업 5,659 

▒ 한상네트워크사업 2,152 

▒ 홍보문화사업 3,662 

▒ 재외동포 통합네트워크사업 3,080 

계 40,137

32.7%32.7%

40,137
백만원

재외동포 조사연구사업 
1.8%

재외동포 교육사업 
29.2%

재외동포 교류지원사업 
32.7%

재외동포 통합네트워크사업 
7.7%

홍보문화사업 
9.1%

한상네트워크사업 
5.4%

재외동포 차세대사업 
14.1%

재외동포
교류지원사업
18.7%

홍보문화사업 
0.5%

재외동포 교육사업 
10.6%

한상네트워크사업 
38.1%

재외동포 차세대사업 
32.1%

오세아니아 
3.1%

중남미 
5.7%

북미
33.0%

아프리카·중동 
2.8%

러시아•CIS 
11.8%

유럽 6.1%

아시아 
37.5%

멕시코 1.4%

카자흐스탄 
2.0%

독일 2.1%

호주 2.1%

우즈베키스탄 
2.1%

러시아 5.1% 일본 
12.8%

중국 
17.1%

미국 
28.4%

기타(93개국) 
22,2%

캐나다 4.7%

재외동포
교육사업
41.6%

재외동포
교류지원사업

49.1%

재외동포
조사연구사업 

0.4%

홍보문화사업 
8.9%

유럽 5.3%

중남미 3.5%

러시아•CIS 
7.6%

아프리카·중동 
2.0%

국내 9.7%

아시아·대양주 
45.8%

북미 
26.1%

한글교육 
41.8%

방송/언론/출판 
8.8%

지위향상/숙원사업 
5.9%

문화활동 
4.5%

학술활동 
1.2%

기타  
0.8% 교류활동 

4.3%

재일민단활동 
32.7%

교육기관  
42.5%

재일민단 32.8%

한인회 6.9%

문화단체 1.4%

언론기관 0.4%

정부/공공기관 12.3%

NGO 0.7% 기타 1.2%

직능단체 1.3% 연구/학술기관 0.5%

•한글학교 교사 초청연수

•조선어교원 초청연수

•CIS지역 한국어교사 초청연수

•세계한인회장대회

•세계한인의 날

•재외동포 차세대대회

•재외동포 청소년 초청연수

•멕시코 한인후손 초청연수

•세계한상대회

•재외동포경제인 포럼 

•Korean Festival

2013년 재외동포재단 주최 행사 참가자 현황 103개국 | 2,719명 

3,792건 | 24,409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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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민단활동 
32.7%

교육기관  
42.5%

재일민단 32.8%

한인회 6.9%

문화단체 1.4%

언론기관 0.4%

정부/공공기관 12.3%

NGO 0.7% 기타 1.2%

직능단체 1.3% 연구/학술기관 0.5%

•한글학교 교사 초청연수

•조선어교원 초청연수

•CIS지역 한국어교사 초청연수

•세계한인회장대회

•세계한인의 날

•재외동포 차세대대회

•재외동포 청소년 초청연수

•멕시코 한인후손 초청연수

•세계한상대회

•재외동포경제인 포럼 

•Korean Festival

2013년 재외동포재단 주최 행사 참가자 현황 103개국 | 2,719명 

3,792건 | 24,409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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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교│육│사│업

한글·역사·문화교육 활성화로 

민족정체성 확립
재외동포 모국어 교육기관인 재외한글학교 지원과 

다양한 온-오프라인 교사연수 시행을 통해 우리말·우리문화 교육을 활성화하고, 

중국 및 CIS지역의 열악한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초청사업 시행을 통해 모국에 대한 이해 제고와 민족정체성을 확립하는 사업이다.

▣  한글학교 육성        

한글학교 운영비 지원 | 사이버 한국어강좌 개발·운영  

▣  한글학교 교사육성       

한글학교 교사 현지연수 지원 | 한글학교 교사 초청연수 | 사이버 교사연수 지원

▣   중국 및 CIS지역 민족교육 육성      

교육기자재 지원 | 조선어교원 초청연수 | CIS지역 한국어교사 초청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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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글학교 육성

한글학교 운영비 지원

재외동포사회에서 자생적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는 재외한글학교의 한국어교육 활성화 및 교육환경 개

선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115개국 1,934개 한글학교를 대상으로 지역별 교육환경과 한글학교 규

모, 운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 지원하였다. 1개교 당 평균지원금은 전년보다 22% 증액된 

4.9백만원이다.

한글학교 운영비 지원 실적

Russia  · CIS 
러시아•CIS 
10개국 246개교 
726백만원 지원

Asia 
아시아 
19개국 288개교
1,660백만원 지원

Oceania 
오세아니아 
4개국 63개교 
378백만원 지원

North America 
북미 

2개국 1,090개교 
4,847백만원 지원

Central and South America 
중남미 

20개국 89개교 
660백만원 지원

뉴질랜드 17 
피지 2 
파푸아뉴기니 1 
호주 43

러시아 75 
벨라루스 1 
아제르바이잔 1 
우즈베키스탄 81 
우크라이나 19 
몰도바 1 
카자흐스탄 60 
키르기스스탄 4 
타지키스탄 3 
투르크메니스탄 1 

Europe 
유럽 
26개국 112개교 
862백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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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리아 1 
스웨덴 1 
스위스 5 
스페인 4 
슬로바키아 1 
아일랜드 1 
영국 21 
오스트리아 4 
이탈리아 3 

체코 1 
크로아티아 1 
터키 4 
포르투갈 1 
폴란드 3 
프랑스 14 
핀란드 1 
헝가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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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일본 151 

중국 69 
캄보디아 2 
태국 4 
파키스탄 2 
필리핀 18

미국 981 
캐나다 109

과테말라 1 
니카라과 1 
도미니카 3 
멕시코 15 
베네수엘라 1 
수리남 1 
볼리비아 4 
브라질 29 
아르헨티나 20 
에콰도르 2 

엘살바도르 1 
온두라스 1 
우루과이 1 
자메이카 1 
칠레 1 
코스타리카 1 
콜롬비아 1 
파나마 1 
파라과이 3 
페루 1

Africa·Middle East 
아프리카 · 중동 
34개국 46개교 
393백만원 지원

가나 1 
토고 1 
가봉 1 
나이지리아 1 
남아프리카공화국 5 
보츠와나 1 
마다가스카르 1 
레바논 1 
모로코 4 
바레인 1 
사우디아라비아 3
세네갈 1  
 

카타르 1 
쿠웨이트 1 
튀니지 1  
에티오피아 1 
케냐 1 
우간다 1 
코트디부아르 1 
부르키나파소 1 
콩고 1 
탄자니아 2

말리 1 
수단 1 
아랍에미리트 2 
요르단 1
오만 1 
이란 1 
이스라엘 1 
이집트 1 
짐바브웨 1 
잠비아 1 
카메룬 2 
차드 1

한글학교 현황

대륙명 국가수 학교수 교사수 학생수

아시아 19 288 2,127 20,134

오세아니아 4 63 717 5,085

북미 2 1,090 10,166 57,455

중남미 20 89 724 5,955

유럽 26 112 833 5,333

러시아•CIS 10 246 657 10,310

아프리카ㆍ중동 34 46 361 1,731

계 115 1,934 15,585 106,003

 ● 지원 현황 : 115개국 | 156개 공관 | 1,934개교 9, 5 2 6 백만원  ● 지원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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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주소 http://Study.Korean.net]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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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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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동포재단-EBS간 교육 관련 MOU 체결(3. 14)

 - 재외동포재단-동북아역사재단 간 교육 관련 MOU 체결(4. 25)

■ 학습관리시스템(LMS) 도입('12. 2월)을 통한 이용자의 체계적인 학습관리

■ 전자도서관 구축 및 운영(전자도서 약 22,000여권)

■ 커뮤니티(펜팔, 뉴스레터, Q&A) 운영 등

스터디코리안

사이버 한국어강좌(스터디코리안) 개발·운영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우리말·역사·문화 학습이 상

시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온라인 한국어교육 사이트로 

단계별 한국어학습, 동요, 한국어로 배우는 K-POP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민사 동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차세대 재외동포의 정체성(뿌

리의식)을 함양하였으며, 한글학교 교사를 위한 동화 

구연, 독도 교육, 역사 강좌 등 사이버연수 콘텐츠를 

강화하고 유아용 캐릭터 개발, 사이트 신규 BI(Brand 

Identity) 개발 및 홍보용품 제작·배포 등을 통해 홍

보효과를 제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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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글학교 교사 육성

한글학교 교사 현지연수 지원

재외한글학교 교사 육성 및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글학교 교사 간 교류를 통한 교수법 공유 등 상호발

전 기회를 제공하는 현지 재외한글학교 연합 교사연수활동을 지원하였으며, 지역별 한국어교육에 관한 축

적된 경험과 지식에 따라 나타나는 교사 역량 및 연수의 수준차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어·역사·문화 교육 

전문 강사 파견을 확대하였다. 

대륙명 국가수 지원건 전문강사 파견(명) 지원금(백만원)

아시아 7 10 3 46

오세아니아 2 5 3 27

북미 2 20 6 207

중남미 8 8 2 29

유럽 4 5 5 60

러시아ㆍCIS 4 7 6 38

아프리카ㆍ중동 2 4 1 10

계 29 59 26 417

초청사업명 초청기간 장소(기관) 초청인원 사업내용

재외한글학교 

교사 초청연수

7.31~8.7

<7박8일>

한양대학교 

안산에리카캠퍼스

59개국 

196명

한국어 교수법 집중 연수, 우수강의 시연, 

주제별 특강, 한국역사 및 문화체험 등

한글학교 교사 초청연수

재외한글학교 교사 및 재외한글학교협의회 회장들의 역량 강화 및 교류활성화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을 목

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59개국 196명의 교사들을 초청하였다. 동 연수를 통해 한글학교 운영과 학습지도 

관련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별 한국어교육 수준차를 해소하는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현직 교사의 현장 중심 

맞춤형 교수법 강의와 문화탐방 기회 확대 등을 통해 프로그램의 만족도를 제고하였다. 

 ● 지원 현황 : 29개국 | 45개 공관 | 59개 단체 | 59건 4 1 7 백만원  ● 지원 총액  

5 9 개국  ● 초청 현황 1 9 6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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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교사연수 지원

재외한글학교 교사의 개인 역량 강화 및 교사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온라인 한국어교원양

성과정으로, 동 연수를 통해 한국어교원 3급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2개 위탁기관 동시 연수를 

통하여 교사들의 교육기관 선택의 폭을 넓혔다.

사업명 연수과정 연수기관 수료인원 연수기간

사이버 

교사연수 지원

국어기본법에 의거한

한국어 교원양성과정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 31개국 82명 7.1~10.1 <14주>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국제언어교육원
22개국 48명 7.8~10.8 <14주>

3.  중국 및 CIS지역 민족교육 육성

교육기자재 지원

중국 및 CIS지역의 민족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설이 낙후된 민족학교에 교육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

로 조선족학교 10개교, 고려인학교 1개교에 정보화 교육기자재를 지원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였다. 이와 

연계하여 지원된 정보화 기자재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조선족학교 교원들을 대상으로 현지 정보화 연수를 

실시, 조선족학교 정보화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다. 

 

사업명 국가 지원대상 사업내용

교육기자재 지원 

중국 조선족학교 10개교 노트북 198대, 프린터 14대

러시아 고려인학교 1개교 노트북 10대, 프린터 3대, 빔프로젝터 1대

정보화 연수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시 만방학교
조선족학교 교원 대상 현지 정보화 연수

(2014.1.13.~2014.1.17. 45명)

3 7 개국  ● 수료 현황 1 3 0 명 

 ●지원 현황 : 11개 민족학교 노트북 208대 | 프린터 17대 | 빔프로젝터 1대 등 2 0 5 백만원  ● 지원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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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어교원 초청연수

중국지역 조선족학교 조선어교원의 역량 강화와 국내외 우리말 교육자간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61명의 조선

어교원을 국내로 초청, 연수를 실시하였다. 동 연수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연수 참가자들의 수요와 요구

분석을 통한 프로그램 기획 및 맞춤형 연수로 한국식 국어교수법 전수와 한국의 문화·역사를 이해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민족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초청 현황 : 중국지역 조선어교원 61명

CIS지역 한국어교사 초청연수

CIS지역 고려인 한국어교사의 한국어능력 향상과 모국과의 유대감 증진을 목적으로 5개국 32명의 교사들

을 국내로 초청, 5주간 연수를 실시하였다. 연수 효과 극대화를 위해 참가자들의 한국어 능력별 분반 교육

을 시행하고 다양한 한국 역사·문화 체험을 통해 한국에 대한 이해 제고를 도모하였다.

 

사업명 초청기간 장소(기관) 초청인원 사업내용

중국지역 조선어교원    

초청연수

7.15~7.29

<14박 15일>

한국외국어대학교 

용인 글로벌캠퍼스
61명

한국어교수법, 초·중등학교 방문 및 수업 참관, 

모의수업 및 분석·평가, 한국 역사·문화 체험

사업명 초청기간 장소(기관) 초청인원 사업내용

CIS지역 한국어교사 

초청연수

7.2~8.5

<5주>

한국외국어대학교 

용인 글로벌캠퍼스

5개국

32명

한국어수업(3개반), 한국문화 실습(미니한복만들기, 한지공예 등), 

초등학교 수업 참관, 한국 역사ㆍ문화 체험(여수, 순천, 경주) 등

5 개국  ● 초청 현황 3 2 명 



재│외│동│포│교│류│지│원│사│업

한인네트워크 활성화로 

한민족공동체 구현
재외동포단체 등이 시행하는 상호 교류 및 

권익신장 활동을 지원함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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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지원사업 | 러시아·CIS지역 고려인재정착 지원 |      

재일민단 지원 | 국내 동포관련 단체활동 지원  

▣  동포사회 숙원사업 지원          

한인회관 등 건립지원 | 계기성기념사업 등 지원

▣  동포사회 지도자 초청사업          

세계한인회장대회 | 세계한인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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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포단체 활성화사업

동포단체 활성화 지원

재외동포단체가 거주국에서의 안정적 정착과 권익신장을 위해 시행하는 교류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73개국 467개 사업에 대해 1,946,655천원을 지원하였다. 지원 주요사업으로는 재외동포사회 결속력 강화

를 위한 사업, 기성세대와 차세대간 교류활성화사업, 타 민족커뮤니티와의 연계 강화를 통한 한인 이미지 

제고사업, 법률 서비스사업, 거주국에서의 한인 유권자 등록 확대 및 투표율 제고사업 등을 지원한다.

동포단체 활성화 지원 실적  

Russia  · CIS 
러시아•CIS 
8개국 31건
109백만원 지원

Asia 
아시아  
15개국 93건
332백만원 지원

Oceania 
오세아니아 
2개국 41건 
150백만원 지원

North America 
북미 

2개국 173건
936백만원 지원

Central and South America 
중남미 

13개국 31건 
106백만원 지원

뉴질랜드 20
호주 21

러시아 9
벨라루스 1
아제르바이잔 2
우즈베키스탄 3
우크라이나 2
카자흐스탄 10
키르기스스탄 2
타지키스탄 2

Europe 
유럽 
17개국 73건
246백만원 지원

그리스 2
네덜란드 3
노르웨이 1
독일 31
룩셈부르크 1
벨기에 1

스웨덴 1
스위스 1
스페인 4
아일랜드 1
영국 1
오스트리아 7

이탈리아 2
터키 2
체코 2
폴란드 2
프랑스 11

네팔 2
말레이시아 5
몽골 1
미얀마 1
방글라데시 1
베트남 2
싱가포르 1
인도 5

과테말라 2
니카라과 1
도미니카 1
멕시코 8
브라질 4
아르헨티나 4
엘살바도르 2

우루과이 1
칠레 2
코스타리카 1
콜롬비아 1
파라과이 3
페루 1

Africa·Middle East 
아프리카 · 중동  
16개국 25건 
67백만원 지원

가나 3
기니 1
나이지리아 1
남아프리카공화국 3
마다가스카르 1
모로코 2
바레인 1
보츠와나 1

사우디아라비아 3
세네갈 1
스와질랜드 1
요르단 1
우간다 1
이집트 2
카메룬 2
쿠웨이트 1

인도네시아 13
중국 52
대만 2
태국 1
파키스탄 2
필리핀 4
홍콩 1

미국 138
캐나다 35

 ● 지원 현황 : 73개국 | 103개 공관 | 422개 단체 | 467건

1, 9 4 7 백만원  ● 지원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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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민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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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적 관계 증진에 기여하였다. 재일민단의 미래지향적 발전사업(민족적·문화적 정체성 유지사업, 신정주

자 및 귀화자 포용사업, 차세대 리더 발굴사업 등), 재일동포의 법적·사회적 지위 향상사업(지방참정권 획

득운동, 생활권 확충 사업 등), 재일민단 전국네트워크구축사업(조직역량강화사업, 민단  IT 추진사업, 민

단신문발행 등) 등 7,988,066천원을 지원하였다. 

소액지원사업(구.동포단체보조금 지원)

2007년 외교부로부터 이관 받아 시행해 온 사업으로서 재외동포사회 교류활동을 장려하고 화합을 증진하

기 위해 시행한 사업이다. 총 87개국 515개 단체에 391,694천원을 지원하였다.

러시아•CIS지역 고려인 재정착 지원

러시아•CIS 지역은 동포역량 강화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역사적 특수성을 감안, 무국적 고려인의 합

법적 체류자격 획득 지원, 고려인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농업 지원 사업 등 총 4개국(러시아, 카

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12개 사업에 890,338천원을 지원하였다. 향후에도 외교부와 협조, 

무국적 고려인의 국적 취득 지원 및 경제적 자립기반 확보를 위한 농업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시행

해 나갈 계획이다. 

 ● 지원 현황 : 4개국 | 4개 공관 | 12건 8 9 0 백만원  ● 지원 총액  

7, 9 8 8 백만원  ● 지원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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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동포관련 단체활동 지원

재외동포 관련하여 활동하고 있는 국내 민

간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써 이 사업을 

통해 재외동포 관련 정책 및 재외동포사업

에 대한 민•관 협력의 기반을 조성하였다.

● 지원 현황 : 국내 12개 단체 | 13건

지원대상 사업내용

세계한인네트워크 제3회 재외동포정책포럼

글로벌여성경제인연합회 재외동포차세대여성 CEO 워크숍

대한적십자사 2013 사할린동포 일시 모국방문사업

해외동포책보내기운동협의회 해외동포책보내기운동협의회

세계한민족공동체재단 제1차 세계한민족 청년지도자대회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
2013세계한상지도자대회(미국오렌지카운티)

2013세계한상지도자대회(경남 사천)

재한조선족유학생네트워크 재한조선족유학생네트워크 10주년 기념행사

재한조선족연합회 2013년 가을맞이 문화공연

너머 고려인 한글수업

조선족의 친구들 고려인·중국 동포 포용 한마당 축제

지구촌동포연대 사할린  희망 프로젝트 ‘세상에 하나뿐인 달력만들기’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 위문품 전달

2.  동포사회 숙원사업 지원

한인회관 등 건립 지원

재외동포사회 내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다목적 회관

과 모국문화 교육을 위한 학교시설 확보 등을 지원

함으로써 재외동포사회의 화합과 단결, 민족정체성 

유지·계승의 기반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다. 5개국    

6개 사업에 427,135천원을 지원하였다.

● 지원 현황 : 5개국 | 6개 공관 | 6개 단체 | 6건

대륙명 지원현황 지원금(백만원)

북미 미국 1건, 캐나다 2건 180

중남미 볼리비아 1건 6

오세아니아 뉴질랜드 1건 131

아시아 중국 1건 110

계기성 기념사업 등 지원

한인의 해외이주 기념사업 등 계기성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주재국에서의 재외동포사회에 대한 위상을 제고

하고 모국의 관심 표명을 통한 모국과 동포사회 간 민족적 유대감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파독광

부 50주년 기념 등 2개국 5개 사업에 49,972천원을 지원하였다. 

 

●지원 현황 : 2개국 | 2개 공관 | 4개 단체 | 5건

2 8 5 백만원  ● 지원 총액  

4 2 7 백만원  ● 지원 총액  

5 0 백만원 ● 지원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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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포사회 지도자 초청사업

세계한인회장대회

전 세계 한인회장을 국내로 초청하여 격려하고, 모국과의 유대 강화 및 상호 네트워크를 추진하여 발전적 

동반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73개국 356명의 한인회장이 참석하였으며, 주요정당 초청 

재외동포정책 포럼, 특강 등 정부정책 및 한인회장 주요 관심사에 관한 프로그램과 지역별 현안토론, 우수 

한인회 운영사례 발표 등 쌍방향 소통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시행으로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내실화를 도모

하였다. 

또한 방송매체 12건, 인쇄매체 66건 등 총 466건의 언론보도를 통해 한인회장대회와 재외동포에 대한 대국

민 인지도를 제고하였으며, 세계한인회장 조성 장학기금을 국내 장학재단에 기탁, 모국사회에 기여하는 재

외동포의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시켰다.

연도별 대회 개최현황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시기 7.3~7 7.9~12 7.9~12 8.19~21 5.31~6.2 7.12~14 6.6~9 6.19~22 10.1~4 6.23~26 6.15~18 6.14~17 6.26~29 6.18~21

장소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서울·강원 서울·충남 서울 서울 서울·강원 서울·경기 서울 서울

참가자(명) 278 213 225 294 263 216 238 337 383 369 380 382 329 356

세계한인의날

재외동포의 민족 자긍심 제고 및 모국과 상호 호혜적 

발전을 위해 제정한 ‘세계한인의 날(10월 5일)’ 기념식

을 국내에서 개최함으로써 세계한인의 날 제정 의의

와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데 기여하였다.

사업명 일시 장소 참석자 사업내용

제7회 

세계한인의날 

10.5(토) 

10:00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

27개국 930명

(국무총리,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정관계 주요인사, 재외동포 주요단체장 등)

공식 행사(기념식)

-  개식 및 국민의례, 주제영상 상영, 환영사, 유공자 

포상, 치사, 축하공연, 폐회

- 슬로건 : 하나된 세계한인, 희망의 새시대로!



재│외│동│포│조│사│연│구│사│업

동포사회 현안파악을 통한  

조사연구기반 구축
재외동포사회의 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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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사연구사업     

조사연구사업 | 조사연구활동 지원 | 자료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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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연구사업

조사연구사업

국내·외 정세변화에 따른 동포사회 동향 및 대처방안을 조사·분석하고, 국가별·권역별·직능별 주요 현

안 관련 기초자료와 DB를 수집함으로써 재외동포 연구기반을 확대하였으며, 국민 대상 재외동포 이해교육 

강의 확대와 대학내 『재외동포 이해』 교과목 개설·운영 지원을 통해 재외동포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긍정적 이미지 확산에 기여하였다.

재외동포재단 대학생 논문공모전 개최

재외동포재단 학위논문상 개최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 강의대상 확대

•고교편 : 저동고등학교 등 전국 11개교 11회 고등학생 1,810명 대상 강의

•대학편(신설) : 고려대학교 등 전국 18개 대학 58회 대학(원)생 3,663명 대상 강의

구분 소속/이름 논문제목

우수상
전남대학교 김나경 외 1명 ‘고려인 마을’의 공간 형성과 공동체 연구

충북대학교 김인숙 중남미 한글학교 지원체제 구축 연구

장려상

한국외국어대학교 한지영 외 1명 내국인의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 제고 방안 연구

부경대학교 김미희 외 2명 재외동포 커뮤니티와 지역사회 간 공생 플랜

미국 텍사스대학교 김선영 재미 한인 학부모들의 경험 연구

동국대학교 김재완
국내 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의 장애인 등록절차 개선과 장애
인체육 활동 보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이은하 外 1명
조선족의 초국적 네트워크의 형성과 
송출지역의 경관변화에 대한 연구

구분 소속/이름 학위 논문제목

우수논문상

전남대학교 김명지 박사 재일코리안 디아스포라 미술의 의의와 정체성 연구

서울대학교 오인혜 박사 재미교포의 북한에 대한 장소감과 행동양식

국민대학교 황선익 박사 연합군총사령부의 해외한인 귀환정책 연구

서울대학교 박춘설 석사 중국 조선족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어휘 교육 연구

연세대학교 이희경 석사 재일코리안의 참정권 획득 논리와 과정에 관한 연구

장려상
캐나다 마니토바대학교 김봉환 박사 Understanding the Integration Experiences of Korean Canadians

예원예술대학교 김희정 석사 축제를 통한 재일코리안의 통합적 문화운동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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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내 재외동포 이해 교과목 개설 지원

우리 국민과 재외동포간의 유대감 증진, 대학생들의 재외동포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 등을 통해 재외동

포재단 사업의 필요성과 한민족네트워크 구축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재외동포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와 재외동포연구의 민·관 협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대학내 재외동포 이해 교과목 개설·운영을 시범적으

로 지원하였다.

· 한국외국어대학교 : 1학기-세계사와 한국, 2학기-세계의 한민족

· 인하대학교 : 2학기-재외동포의 이해

· 전남대학교 대학원 : 2학기-해외동포사회 이해

조사연구용역(3건)

재외동포 전문가 초청토론회

번역 출판

조사연구용역 용역기관 연구기간

2013 재외동포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명지대학교 청소년활동연구소·한국리서치 7.2~11.1

재일동포 민족교육 현황 조사 청암대학교 산학렵력단 7.2~11.1

재외동포 우수인재 모국귀환정책 비교연구 인하대학교 산학렵력단 8.30~12.30

일 자 참석자 주 제

7.26
재외동포 이해교육 실시대학 교수 및 

관련 전문가 30여명
재외동포 이해교육 개선점 및 향후 발전방안

12.19
국내 학자·전문가 및 

재외동포재단 임직원 50여명
글로벌한민족네트워크 확충과 재외동포재단

번역도서 번역기관 내 용

중국의 화교정책과 업무체계 연구 동덕여대 한중미래연구소 중국의 화교정책과 업무체계

국가발전을 위한 디아스포라 활용 방안 (사)재외한인학회 정책입안자와 집행자를 위한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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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연구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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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연구자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하였다.

●지원 현황 : 4개국 | 21개 단체 | 21건

자료실 운영

재외동포 관련 도서, 논문, 학술자료, 기사, 영상

물 등을 지속적으로 수집·관리하고, 권역별 재외

동포사회에 대한 각종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함

으로써 조사연구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였으며, 자

료실 대외개방 등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하여 재외

동포에 대한 이해와 유대감을 높였다.

보유자료 확충 및 대출시스템 구축

구입 : ‘유라시아 고려인 150년’ 등 783권

수증·기타 : ‘싱가포르 한인 50년사’ 등 1,503권

국가명 지원대상 사업내용

국내 한림대학교 러시아연구소 2013 시베리아 한인연구 국제학술회의

국내 (사)재외한인학회 학회지 발간 및 학술대회 개최 등 연간 17개 사업

국내 한일민족문제학회 학회지 출판 및 학술대회 개최

국내 한-중남미협회 제2차 중남미 동포사회 발전방향 포럼

국내 한민족공동체연구센터 2013 한인 디아스포라 연구 국제학술회의

국내 한민족학회 학회지 발간 및 학술회의 개최

국내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학술지 발간

국내 (사)해외한민족연구소 회지 발간

국내 (사)한국민족연구원 학술지 발간

국내 한국-브라질 소사이어티 21세기 한국-브라질 프론티어 포럼 2013

국내 (사)해외교포문제연구소 2013 교포정책포럼

국내 한국국제정치학회(호남지회) 제7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 학술회의

국내 (사)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재미동포의 정체성과 사회적 태도에 관한 연구

국내 (사)동북아평화연대 150년의 과거, 현재, 미래

국내 (사)재외동포포럼 재외동포포럼 자료집 발간

미국 재외한인사회연구소 Korean American Data Bank 업데이트 및 운영사업

미국 중가주한인역사연구회 이민역사 문화체험 사업

스웨덴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재 스웨덴 한국인연구자 학술활동 지원

중국 중국조선민족사학회 제18회 중국조선족 발전을 위한 학술심포지엄과 워크숍

미국 동암문화연구소 노인관련 의제-한·미 비교연구

미국 한인이민사연구편찬회 21세기초 서북미 한인사회의 발전상

[웹사이트 주소 : http://research.Korean.net]

9 7 백만원 ● 지원 총액  

※ 재외동포재단 자료실 보유자료 현황(2013.12.31. 기준)

※ 단행본 : 8,790종 10,526권 / 연속간행물 : 469종 7,611권

※ 비도서 자료 : 1,395종 2,105장

※ 기타(논문, 전자문서 등) : 2,456종 3,16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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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차│세│대│사│업

차세대 지도자 발굴·육성 및  

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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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동포 차세대 리더 육성    

▣  재외동포 장학사업     

재외동포 초청장학사업 | 중국·CIS지역 현지 장학금 지원

▣  재외동포 청소년 초청사업     

재외동포 청소년 초청연수 | 멕시코 한인후손 초청연수

▣  재외동포 차세대 IT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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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외동포 차세대 리더 육성

세계한인차세대대회

모국과 재외동포사회 발전에 기여할 핵심인재 육성 및 차세대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10월 2일부터 5일

까지 개최되었다. 동 대회에는 정치·경제·사회 등 각 분야의 차세대 리더 109명이 참석, 국무총리공관 예

방, 다문화청소년과의 멘토링 결연, 차세대포럼 참가, 세계한인의날 기념식에 참석하는 등 우수 인재 모국

방문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았다. 향후 참가자 수를 늘려나갈 예정이며, 국내체류 차세대 동포 네

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추진을 위해 국내 차세대모임 정례화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초청사업명 초청기간 장소(기관) 초청인원 사업내용

세계한인차세대대회
10.2-5 

<3박 4일>
서울

20개국 109명

(해외 100명,국내 9명)

국무총리공관 예방, 차세대포럼ⅠⅡ, 초청강연, 

코리안페스티벌 및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 참석, 

다문화 청소년과 멘토링 결연, 리더스토크, 교류활동 등

2 0 개국  ● 초청 현황 1 0 9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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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외동포 장학사업

재외동포 초청장학사업

국내 대학(대학원) 학사과정 및 석·박사과정 수학을 희망하는 우수 재외동포 학생을 선발하여 생활비(월

90만원), 왕복항공료(1회), 어학연수비, 보험료, 논문인쇄비, 최초소요경비 등을 지원하였다. 국내 수학중

인 초청장학생 대상 역사문화체험 및 지역별 간담회 등을 통해서 민족 동질의식 및 정체성을 함양하고 장학

생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를 활성화하는 기회를 가졌다. 점차 늘어나는 장학생의 효율적인 지원 및 졸업 

후 관리를 위해 장학생 학사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초청 국가별 내역

사업명 초청기간 초청인원 사업내용

재외동포재단 초청장학사업

학사 : 4년

석사 : 2년

박사 : 3년

- 석박사과정 : 9개국 45명(기존관리인원 49명)

- 학사과정 : 15개국 35명(기존관리인원 132명)

※ 총 관리 인원(‘13.12월 기준) : 261명

재외동포 학생 초청 

국내 대학(학부과정), 

대학원(석·박사과정) 지원

대륙 국가 인원

아시아

중국 36

캄보디아 1

태국 1

일본 3

러시아•CIS

러시아 9

카자흐스탄 5

우즈베키스탄 10

우크라이나 1

키르기스스탄 1

투르크메니스탄 2

벨라루스 1

중남미

멕시코 3

엘살바도르 1

파라과이 1

코스타리카 1

아프리카·중동 이집트 1

유럽

스페인 1

체코 3

그리스 1

91 ● 초청 현황 개국 8 0 명 (학사 35명, 석·박사 4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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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CIS지역 현지 장학금 지원

중국·CIS지역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우수 재외동포 대학생 140명을 선발, 1인당 USD 840의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재외동포 대학생들의 안정적인 수학 지원 및 역량 강화, 모국과의 유대를 강화하였다.

지원 국가별 내역

사업명 지원기간 지원인원 사업내용

중국·CIS지역 현지 장학금 지원 1년
중국, CIS지역 장학생 : 9개국 140명

(중국 64명, CIS 76명)

중국, 러시아·CIS지역 현지 대학재학 

우수 동포학생 대상 장학금 지원

대륙 국가 인원

아시아 중국 64

러시아•CIS

러시아 35

우즈베키스탄 15

카자흐스탄 8

키르키스스탄 12

타지키스탄 2

투르크메니스탄 1

우크라이나 1

아제르바이잔 2

9 개국  ● 지원 현황  1 4 0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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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외동포 청소년 초청사업

재외동포 청소년 초청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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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하고 있으며, 역대 최대 규모인 전 세계 청소년 1,011명(해외 55개국 732명, 국내 279명)이 참가하여 

모국 문화와 역사를 함께 체험하면서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7박 8일간 서울과 지방에서 진행된 다양한 프

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은 한민족으로서의 유대감을 느끼고, 상호 교류를 통해 세계시민의식을 배양하는 

기회도 가졌다. 2014년도에는 국내 청소년과 재외동포 청소년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 청소년들에게 

동포사회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사업 규모를 넓혀나갈 예정이다.

사업명 초청기간 장소 초청인원 사업내용

재외동포 청소년 

초청연수

1차

(중·고등학생)

7.16-23

(7박 8일)
서울, 지방

720명

(해외 54개국 465명, 

국내 255명)

농촌 및 전통문화체험

(속초, 춘천, 대전, 울산, 안동, 진주, 구미, 전주, 군산), 

일일 교환학생체험, 한국가정 민박체험, 서울시티투어 등

2차

(대학생)

7.30-8.6

(7박 8일)
서울, 지방

291명

(해외 26개국 267명, 

국내 24명)

서울 및 인천시티투어, 제주 생활문화체험, 올레 생태탐사, 

해변올림픽, 스포츠데이 플래시몹 등

5 5 개국  ● 초청현황  1, 0 1 1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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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한인후손 초청연수

멕시코·쿠바 한인후손 40명을 초청 모국문화를 체험토록 함으로써 민족정체성 함양과 자랑스런 한인으로

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모국과의 유대감을 강화하였다.

초청사업명 초청기간 장소 초청인원 사업내용

멕시코한인후손초청연수
8.16-23 

(7박8일)
서울, 지방

40명

(멕시코 30명, 쿠바 10명)
전통문화체험, 창조경제현장체험, 홈스테이, 시티투어, 한류현장체험 등

4.  재외동포차세대 IT교육

재외동포 차세대 IT교육

해외한인후손들의 직업능력 향상을 통하여 거주국 내 안정적인 취업기반 마련과 경제적 지위향상에 실질적

인 도움을 주고자 중국,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3개 지역의 동포청년들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

하였다. 향후 연수 지역 확대와 현지 수요의 반영을 통해 교육 효과를 제고할 예정이다.

사업명 연수기간 장소(기관) 인원 연수내용

재중동포청년

IT직업연수

3.25〜7.12(22기) 

8.26〜12.13(23기)

연변과학

기술대학
74명 IT, 영어(전산, 비즈니스 영여), 교양(직장생활과 인간관계)

CIS지역동포

청년IT직업연수

카자흐스탄 : 16주

(8.26~12.13)

알마티

한국교육원              
26명

IT(오피스, 그래픽, 웹디자인 등), 한국문화 특강 및 역사 강의

우즈베키스탄 : 16주

(8.19~12.20)

타슈켄트

한국교육원
20명



한│상│네│트│워│크│사│업

한상네트워크 활성화로  

한민족 경제영토 확장
재외동포 기업인과 국내 중소기업인 또는 재외동포기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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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한상대회   

▣  재외동포경제인 포럼   

▣  한상네트워크 활성화    

한상넷 확대 및 운영 | 한상경제활동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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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한상대회

세계한상대회 개최

광주광역시에서 2박 3일간 열린 제12차 세계한상대회에는 45개국에서 4,318명(해외 924명, 국내 3,394

명)의 한상이 참가하였다. 본 대회는 기업전시회, 일대일 비즈니스미팅, 비즈니스네트워킹 세미나 및 상담

회, 재외동포 민원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역대 최대의 성과를 창출하였으며 명실공히 한민족 

비즈니스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비즈니스 네트워킹 세미나

사업명 기간 장소 참가인원 사업내용 주요성과

제12차 

세계한상대회
10.29~31 광주광역시

45개국 4,318명

(해외 924명, 

국내 3,394명)

운영위원회, 리딩CEO포럼, 

영비즈니스리더포럼, 

비즈니스네트워킹세미나 및 

멘토링세션, 기업전시회, 

일대일비즈니스미팅, 

리딩한상비즈니스미팅, 

유통바이어초청상담회,

한상비즈니스네트워킹, 

한상비즈니스서밋

(광주시투자유치설명회) 등

■비즈니스 상담 실적 : 5,569건, 5억 6천 1백만달러

■국내외경제단체간 협약(MOU) : 45건

■기업전시회 : 430개 기관/업체, 463개 부스

■개최지 지역경제 파급효과 : 생산유발효과 57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31억원, 취업유발효과 102명 

■동포경제인의 노하우 전달 및 해외 판로 개척지원 등

분야 운영기관 주제 참석인원

식품·외식 한국외식산업 경영연구원 ‘글로벌 식품·식재료 시장의 니즈를 디자인하라’ 120여 명

첨단산업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첨단 ICT 기술로 한상기업의 창조경영을 실현하라!’ 120여 명

섬유·패션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홍익대 글로벌코리안패션네트워크센터

‘섬유·패션 산업의 현황과 전망’  

‘<K-Fashion>의 세계화 전략’
120여 명

비즈니스서비스 한국생산성본부, 중소기업유통센터 ‘글로벌 기업의 마케팅 전략’ 120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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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외동포경제인 포럼

재외동포경제인 포럼 개최

국내 경제 이슈와 글로벌 경제 문제 등을 함께 토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모국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

적으로 개최되는 리딩CEO포럼은 연 2회 개최되었으며, 차세대 유망 경제인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

으로 하는 영비즈니스리더포럼은 한상대회기간에 개최되었다.

리딩CEO 포럼

영비즈니스리더 포럼

•목적 : 재외동포사회의 유망 경제인의 발굴을 통한 차세대 재외동포 경제인 네트워크 구축 및 인적 자산화

•대상 : 45세 이하 국내외 차세대 경제인        

•기간 및 장소 : 10.28-10.31,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참가자 : 27개국 107명(해외 89명, 국내 18명)

• 주요 프로그램 : 국내외 CEO강연, 비즈니스 성공사례 발표, 비즈니스 미팅, 총회 개최 및    

국내외 인사 교류프로그램

사업명 일자/장소 초청인원 사업내용

제23차 리딩CEO 포럼
4.26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
19명

‘재외동포 보유자금 활용을 통한 모국 경제 기여방안’ 주제발표 및 토론, 

제12차 세계한상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리딩CEO의 역할 토의

제24차 리딩CEO 포럼
10.29~31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
56명

‘창조경제와 한상네트워크’ 주제발표 및 토론, 

광주시 중소기업가와의 네트워킹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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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상네트워크 활성화

한상넷 확대 및 운영

연1회 개최되는 세계한상대회의 단속성과 시공간적 한계를 극복키 위해 상시 비즈니스 지원 사이트인 한상

넷(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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

벌 한상네트워크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주요 실적

•상시 비즈니스 지원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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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중소기업의 제품 구매 가능한 해외 한상 바이어 등 초청프로그램 시행

- 한상네트워크의 성공사례, 성과 등 홍보 강화

•한상관련 연구용역 시행

[웹사이트 주소 http://www.hansang.net]

연구용역명 연구기관 연구기간

재외동포기업 및 재외동포 보유자금 활용을 통한 모국경제 기여방안 연구 (사)한국금융법학회 2012.12.5 ~ 2013.2.28

재외동포의 국내경제활동 관련 설문조사 ㈜GRI리서치 2014.3.17 ~ 6.15

주요내용

한상관련 유용한 정보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정리, 제공

전 세계 지역별 경제 정보, 재외동포 관련 지원정책 등 관련 정보 제공

세계한상대회 등록시스템과 코리안넷의 DB 연동으로 이용자 편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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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결과

•용역명 : 재외동포기업 및 재외동포 보유자금 활용을 통한 모국경제 기여방안

    - 현행 투자제도 고찰을 통한 투자유인책 및 제도개선방안 중심으로

•연구기관 : (사)한국금융법학회(회장 정찬형)

•연구기간 : 2012.12.5~2013.2.28(3개월)

•연구결과물 한상넷 게재

•요 약

   -  정부 및 한국은행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외화예금 규모를 확대하고 안정성 제고를 위한 

방안에 ‘재외동포 외화예금 유치방안’이 포함된 ‘외화예금 확충을 위한 중장기 비전과 제

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으나, (2012.6.28) 재외동포 유치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에 따라 재외동포(기업) 보유자금 활용을 통

한 모국경제 기여 방안을 현행제도 고찰을 통한 제도개선 방안 및 투자유인책 중심으로 연구  

   -  재외동포 거래형태 별로 세분화하여 현행제도와 거래현황 고찰 및 거래활성을 위한 유인책 또는 제도개선 방안 제시

   -  재외동포의 국내직접투자, 국내증권투자, 국내예금(원화/외화), 국내부동산투자, 국내기업의 해외사업에 공동참여, 국내 금

융기관•국내기업의 현지법인•해외지사와의 거래 등 거래형태별로 세분화하여 동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국내투자

나 거래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과 제도 개선 등의 방안을 제시함.

매체구분 보도횟수(건) 비고

방송 106 KBS, MBC, SBS, YTN, MBN 등

인쇄

중앙 88 조선, 중앙, 동아, 매경 등

지방 166 광주일보, 전남일보 등

해외 38 미주중앙일보, 미주한국일보, 통일일보

전문 23 재외동포신문, 월드코리안 등

통신사 173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

온라인 1,035 언론매체 홈페이지 등

합계 1,629 -

※ 해외매체 인쇄광고(총3개 지역, 18회) 및 기획기사(총35건), 해외라디오광고(총78회)

• 한상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SNS채널 기획·운영 및 홍보활동 강화

   -  트위터(228건), 블로그(62건), 페이스북(304건)을 통한 지속적 컨텐츠 

기획 및 홍보 메시징

   -  세계한상대회 실시간 중계 및 현장이벤트를 통한 홍보 : 트위터 29건,  

페이스북 63건

   - 온라인 한상네트워크 프로모션 및 홍보(10회 시행)    

   - 한상네트워크 언론 홍보활동(총 1,629건)



홍│보│문│화│사│업

재외동포사업에 대한 인식 제고와  

민족문화교류 확대
재외동포 및 재외동포사업에 대한 국내외 인식을 제고하고, 

재외동포들의 다양한 한글문예창작활동 장려 및 모국문화 보급 지원, 

문화축제 등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한 

교류 확대로 민족유대감을 증진하는 사업이다. 

▣  홍보사업          

기획홍보 | 재외동포 언론단체 지원 | 한국어뉴스 세계위성방송망 구축  

▣  문화사업          

모국문화보급사업 | 전통문화용품 구입 지원 | Korean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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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언론단체 지원

독립국가연합(CIS), 일본, 중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재외동포언론사의 민족정체성 유지를 위한 활동을 지원

하고, 재외동포 언론인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재외동포 언론단체 활동을 지원하였다.

● 지원 현황 : 6개국 | 6개 공관 | 8개 단체 | 8건 7 8 백만원 ● 지원 총액  

1.  홍보사업

기획홍보

재외동포와 재외동포사업에 대한 내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해 국내 주요 일간지와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해 재

외동포와 재외동포사업을 홍보하는데 힘썼으며, 재외동포재단 월간 소식지 ‘재외동포의 창’ 발간•배포 및 

온라인 웹진(www.korean.net, webzine.korean.net) 게재로 재외동포사업을 널리 알리고 재외동포사회

와 내국민의 정보교류를 통한 유대감 증진에 기여했다.  

국가명 지원대상 사업내용

러시아 새고려신문 새고려신문 발간

러시아 고려인신문 고려인신문 발행 및 인터넷버전 개발 운영

카자흐스탄 한인일보 고려일보 한글판 제작

키르기스스탄 고려인협회 일치신문 발행 및 운영

일본 통일일보 통일일보 발행

중국 흑룡강신문사 중국속의 한국 특별기획보도

국내 (사)재외동포언론인협의회 2013 재외동포언론인대회

국내 (사)세계한인언론인연합회 제12회 세계한인언론인대회

주요내용

■ 재외동포재단 월간 소식지 발간 및 배포

- 월 4,000부 발간(재외공관, 재외한글학교, 한인회, 국내 유관기관 등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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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주요 언론매체를 통한 재외동포사업 지면 광고

- 18개 매체 28건

■ 중앙일보 재외동포 특집 기획 기사 게재

- ‘이민 150년 해가 지지 않는 한민족’ 

■ 라디오 캠페인 광고

- 목적 : 재외동포재단 및 재외동포에 대한 내국민의 인지도 제고

- 매체 : KBS 1R(전국권), KBS 2FM(수도권), CBS AM(전국권)

■ 재외동포재단 홍보영상물 제작 

- 국·영문 각 3분, 5분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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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한국어뉴스 위성방송을 위한 위성체 3기 임차

■ ‘글로벌 코리안‘ 프로그램 제작 및 방송(총 102건, 540회)

■ 재외동포 관련 특집 프로그램 제작 및 방송

- 빗장 열린 기회의 땅(25분물, 2부작)

- 한글학교, 세계와 소통하다(25분물, 3부작)

- 아시아 영화의 중심, 한국(25분물, 3부작)

■ 영어뉴스 ‘YTN WORLD HEADLINES' 제작·방송(2회/일)

■ 재외동포사회의 한국어뉴스 시청권 확보를 위한 현지실사 및 방송수신 위성안테나 설치 지원

-  출장국가(12개국) :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인도, 스리랑카,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이탈리아(밀라노), 

독일(프랑크푸르트), 러시아(블라디보스톡), 중국(광저우, 상해)

-  방송수신 위성안테나 설치(2개소) : 스리랑카 와라카폴라 기능대학 한국어센터, 태국 True Vision(태국 최대 플랫폼)  

   ※True Vision의 경우, YTN WORLD 수신장비 지원

■ 재외동포 해외리포터 방송실무 교육연수

- 11개국 11명 참가

2. 문화사업

모국문화보급사업

재외동포들에게 한글 문예창작 활

동을 장려하여 모국어 활용을 높

이고 민족정체성을 유지·함양하

기 위해 문학공모사업을 시행하

고 있으며, 2012년도부터는 재외

동포 바로알리기의 일환으로 국내 

청소년 대상 글짓기 공모사업도 

시행하여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였다.

사업명 응모현황 수상내용 사업내용

제15회 

재외동포문학상

총 35개국 

538명 1,225편

총 30편, 

한글학교 3개교

■ 공모분야 - 성인: 시, 수필, 단편소설 / 청소년: 초등·중고등 글짓기

■ 수상자 관할공관 시상식 개최

■ 수상집 제작 및 배포

제2회 국내 청소년 

‘재외동포’ 글짓기
37명 38편 총 12편

■ 공모분야 - 초등 및 중고등부문 글짓기

■ 수상자 재학학교 시상식 개최

한국어뉴스 세계위성방송망 구축

재외동포사회에 한국어뉴스를 제공해 재외동포의 모

국어 활용도가 유지되도록 지원하고, 재외동포 관련 

특집프로그램을 제작 방영함으로써 내국민의 재외동

포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였다. 향후 재외동포사회의 

시청권역 확대를 위해 위성안테나 설치 지원을 확대

해 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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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문화용품 구입 지원

재외동포단체, 재외한글학교 등이 주관하는 각종 동포사회 행사, 교육 및 전시 등에 활용하는 전통문화용

품을 구입 지원하여 재외동포사회 내 한국문화 전파 및 전통문화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지원 현황 : 47개국 | 66개 공관 | 203개 단체 | 203건

Korean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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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축제를 개최하여 민족 유대감을 증진하였다.

Asia 
아시아 
11개국  58건
33백만원 지원 

Oceania 
오세아니아 
2개국 24건 
14백만원 지원 

North America 
북미 

2개국 60건
30백만원 지원 

Central and South America 
중남미 

9개국 14건 
7백만원 지원 

오스트레일리아 19
뉴질랜드 5

Europe 
유럽 
17개국 40건
19백만원 지원 

벨기에 1
베네수엘라 1
프랑스 3
이스탄불 2
루마니아 1
스위스 1

스페인 2
포르투갈 1
크로아티아 1
이탈리아 2
불가리아 1
네덜란드 2

스웨덴 1
영국 3
오스트리아 1
폴란드 1
독일 16

일본 19
중국 29
대만 1
방글라데시 2
네팔 1
미얀마 1

미국 3
캐나다 57

아르헨티나 3
브라질 3
엘살바도르 1
콜롬비아 1
멕시코 1

니카라과 1
자메이카 1
온두라스 2
트리니다드토바고 1

Africa·Middle East 
아프리카 · 중동 
6개국 7건 
3백만원 지원 

오만 2
가나 1
우간다 1
탄자니아 1
아랍에미리트 1
코트디부아르 1

인도 1
스리랑카 1
인도네시아 1
태국 1
말레이시아 1

사업명 일시 장소 사업내용

Korean Festival 10.5(토) 18:00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龍)‘

■ 공연 주제: ‘아리랑’으로 다시 만난 한민족

- 이주역사 150년 이국땅 삶의 정서가 담긴 ‘재외동포 아리랑’을 국내 소개

■ 출연진 : 총 11팀 44명(재외동포 7팀 15명)

1 0 6 백만원  ● 지원 총액  



재│외│동│포│통│합│네│트│워│크│사│업

700만 재외동포와 하나 되는   

온라인 통합 한민족네트워크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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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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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로벌코리안네트워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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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계

적으로 수집, 인적자원 관리와 활용을 위한 인력풀을 구축, 정부 공동 활용하는 “재외동포 인물·단체DB 

구축 및 운영”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3년도 코리안넷 이용자 현황은 지속적이고 다양한 콘텐츠 강화 및 홍보를 통해 방문자수 및 페이지뷰, 

회원 수 기준으로 2012년 대비 평균 30% 향상되었으며, 재외동포 인물·단체 DB 구축은 총 269,289건으

로 2012년 대비 15% 증가하였다.

코리안넷 이용 증가율

재외동포 인물·단체 DB 구축 현황

※ 단체 DB 감소는 중복 및 보유 불필요 DB 등 일괄정리에 따른 것임

구분 ’12년 ’13년 비 고

방문자수 1,284,913명 1,980,702명 54% ↑

페이지뷰 9,583,600 페이지뷰 12,071,891 페이지뷰 26% ↑

회원수(누적) 113,940명 148,628명 30% ↑

구분 ’12년 ’13년 비 고

인물 193,647 230,023 19% ↑

단체 40,900 39,266 4% ↓

계 234,547 269,289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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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실적

•코리안넷 운영 활성화

-  재외동포 관련 민원서비스 확대  

(민원연계, FAQ, 법률 등)

-  코리안넷 운영 활성화를 위한 GKN 전문가 운

영위원회 구성·운영 및 의견수렴

-  1차 운영위원회(7.30)

-  2차 운영위원회(10.10)

- 코리안넷 사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조사기간 : 2014.1.6~1.19(14일간)    

참여자수 : 1,458명

-  만족도 점수

•온·오프라인 홍보 확대

- MBC 미니, KBS 콩, SBS 고릴라 등 인터넷 라디오 광고 시행

- 코리안넷,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 재외동포 참여 이벤트 실시

- 해외 방송광고(KBS월드, YTN글로벌)

•재외동포 통합네트워크 시스템 운영 및 확대

-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 지원 지침” 수립 및 시행

-  재외동포재단-단체, 단체-단체 간 온라인 네트

워킹 상시 지원

-  재일민단 등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단체 홈

페이지와 코리안넷 연계 추진

구분 ’12년 ’13년 비고

만족 이상 74.9% 83.6% 4%↑

보통 이상 94.8% 98.6% 12%↑

전반적 만족도 79.7 81.6 2%↑

종합 만족도 79.4 80.8 2%↑

구분 ’12년 ’13년 비고

홈빌더 548 608 11%↑

웹호스팅 39 47 20%↑

포워딩 125 125 -

계 712 782 11%↑

•재외동포 인물·단체DB 구축

-  재외동포 통합 인물·단체 DB 수집을 위한 토론회 개최(8.7)

- 재외동포 인물·단체DB 수집 및 현행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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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정보화사업

내부정보화 구축 및 운영

ITSM(IT서비스 관리시스템) 기반 SLA(서비스수준협약) 체결을 통해 재외동포재단 내부 정보시스템의 안

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정보보안시스템 운영을 통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였다. 

•내부 정보보안시스템 운영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 사이버 위협에 능동적인 대처를 위한 주기적인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 24시간, 1년 365일 보안관제시스템을 통한 보안점검 및 안정적 시스템 운영

- 웹 취약점 분석 2회 실시, 외교부 보안 점검 및 후속조치

- PC 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암호화 솔루션 설치 및 운영 

•내부정보화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재외동포재단 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내부정보화시스템 고도화 

구축 및 운영

-  IT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합리적인 성과지표 도출

서비스수준관리(SLA)를 통한 만족도 제고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효율적인 재단 사업 추진

수명 주기 기반 ITSM에서의 정보자원 관리

ITSM 기반 IT인프라의 체계적인 운영·관리

- 내부 혁신을 위한 정보시스템 활용

SLA기반 IT전문 업체의 아웃소싱을 통한  수준 관리

내부 사업관리시스템(OPMS)를 이용한 사업 모니터링 등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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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비전체계도 

(단위 : 원)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제17기)재정 

Ⅰ. 수입 Ⅱ. 지 출

구분 금액 구분 금액

1. 정부출연금

   가. 정부교부액

2. 국제교류기금

    가. 국제교류재단교부액 

        (미집행반환금)

3. 사업 외 수입

    가. 이자수익

    나. 잡수익

    다. 잉여금전환수익

    라. 기타수입

34,134,000,000

34,134,000,000

9,236,000,000

9,236,000,000

-

1,220,373,514

155,948,135

164,425,379

700,000,000

200,000,000

1. 인건비

2. 경상운영비

    가. 기본공과금

    나. 자산관리비

    다. 일반운영비

    라. 기타운영비

    마. 자본형성비

    바. 체력증진 및 위생비

3. 사업비

    가. 재외동포교육사업

    나. 재외동포교류지원사업

    다. 재외동포조사연구사업

    라. 재외동포차세대사업

    마. 한상네트워크사업

    바. 홍보문화사업

    사. 재외동포통합네트워크사업

2,884,000,000

1,374,747,770

38,751,988

525,051,970

204,364,456

568,343,946

37,042,310

1,193,100

39,863,242,011

11,715,549,416

13,102,858,170

697,772,421

5,599,507,118

2,101,788,286

3,644,871,655

3,000,849,935

  합계 44,590,373,514 44,121,989,781

Ⅲ. 당기순이익 468,383,733

미 션
재외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고
거주국에서 모범적 구성원이 되도록 지원

지역별•직능별 맞춤형 서비스 체계 구축

 “글로벌 한민족공동체 구현의 중심기관”
Global Koreans Value-Hub

To Connect, To Enhance, To Collaborate

재외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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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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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기관으로

더 넓은 기관으로

자리매김

 700만 재외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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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향상 상생 발전 소통과 포용

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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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전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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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표

주소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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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3415-0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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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3415-0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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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화로 2558 외교센터 6층 (우:137-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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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원 신청 안내

재외동포재단 지원금 수령 단체(개인)는 해당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작성, 반드시 관할 공관을 통해 재외동포재단에 제출  

•공관은 접수된 결과보고서와 공관의 자체 평가서를 재외동포재단으로 제출

•결과보고서 미제출단체(사업)는 익년도 지원 지양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개최 

•시기 : 매년 1/4분기

공관은 접수된 서류와 공관(장)의 의견을 기한 내 재외동포재단에 제출 

•해당사업의 지원 필요성 및 적정 지원규모 등 세부사항 기재

재외동포재단 지원금을 신청하는 단체(개인)는 소정양식에 의거,

신청서 작성 후 거주국 관할공관에 제출 

•신청서 양식은 해당 공관 및 재외동포재단에 문의

심의

심의결과
통보

결과보고서
제출

심의 후 지원단체(사업)명을 공관에 1차 통보

지원금액 및 송금일자 등의 세부사항은 지원금 송금 전 2차 통보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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