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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거주국에서 그 사회의 모범적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이바지 함.

재외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거주국에서 모범적인 구성원이 되도록 지원

AnnuAl RepoRt 2015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을 

위한 

교육지원 확대

차세대  

재외동포 

육성·활용기반 

확대

재외동포사회의

교류협력 강화

재외동포

사업에 대한 

대내외 

공감대 형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사업 수행 

체계 구축

재외동포들이 

한민족으로서의 

동질성을

가지도록 

정체성을 함양

정체성

함양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일류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권익향상

재외동포들과 

내국민간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을 통하여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가치 실현

상생발전

소통과 포용의 

가치 제고를 통해

더 큰 기관으로 

더 넓은 기관으로 

자리매김

소통과

포용

미션

비전

핵심
가치

전략
목표

설립목적

7·2·0·만     
재·외·동·포

“글로벌 한민족공동체 구현의 중심기관”
Global Koreans Value-Hub

To Connect, To Enhance, To Collaborate

※ 재외동포재단 사업(재외동포재단법 제7조 제1항)

1.	재외동포	교류사업

2.	재외동포사회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3.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문화사업	및	홍보사업

4.	정부가	재단에	위탁하는	사업

5.	그	밖에	재외동포재단법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한글학교	운영비	지원

•한글학교	교사	현지연수	지원

•교육기자재	지원

•동포단체	활성화	지원

•고려인동포	권익신장	지원

•재일민단	지원

•국내	동포관련	단체활동	지원

•조선족동포	특별지원

•재미동포정치력신장사업

•한인회관	등	건립	지원

•계기성	기념사업	등	지원

•조사연구활동지원

•재외동포언론단체	지원

•한국어뉴스세계위성방송망구축

•전통문화용품	구입지원

3,760 건     28,712 백만원| 2015년 지원내역

•한글학교	교사	초청연수

•조선족학교	교사	초청연수

•CIS지역	한국어교사	초청연수

•재중동포청소년	한국방문사업

•재중동포언론인	초청연수

•세계한인정치인포럼

•세계한인회장대회

•세계한인의날	기념식

•CIS지역	고려인동포	초청사업

•재외동포	차세대대회

•재외동포	청소년	교류사업

•세계한상대회

•재외동포경제인포럼

•Korean	Festival

107 개국     2,442 명    | 2015년 재외동포재단 행사 초청(참여)인원 현황 

국가명 참가자(명) 국가명 참가자(명)
	중국 593 	독일 54
	미국 576 	우즈베키스탄 68
	일본 196 	카자흐스탄 44
	캐나다 75 	베트남 29
	러시아 70 	기타(97개국) 673
	호주 64 계 2,442

국가별 초청(참여)인원 현황 

사업명 참가자(명)

	재외동포교육사업 318
	재외동포교류지원사업 503
	재외동포차세대사업 786
	한상네트워크사업 812
	홍보문화사업	 23

계 2,442

사업별 초청(참여)인원 현황

지역명 지원금액(백만원) 건수

	북미 8,034 1,510 
	아시아·대양주 11,997 1,369 
	유럽 1,662 267
	러시아·CIS 1,766 316
	중남미 1,714 163 
	아·중동 627 98 
	국내  2,912 37

계 28,712 3,760

지역별 지원액 현황

사업명 지원금액(백만원) 건수

	재외동포	교육사업          11,968 1,944
	재외동포	교류지원사업          13,873 1,583
	재외동포	조사연구사업             155 29
	홍보문화사업           2,716 204

계 28,712 3,760

사업별 지원액 현황

재외동포	교육사업
41.7%

홍보문화사업
9.5%

재외동포	조사연구사업
0.5%

재외동포	교류지원사업
48.3%

지역명 참가자(명)

	북미 651
	아시아 1,006
	유럽 169
	CIS 318
	오세아니아 88
	중남미 133
	아·중동 77

계 2,442

대륙별 초청(참여)인원 현황 

단체명 지원금액(백만원) 건수

	교육기관 12,452 2,088
	한인회 3,455 484
	재일민단 7,905 720
	문화/체육단체 421 146
	직능단체 453 110
	사회/복지단체 372 68
	경제단체 359 39
	연구/학술단체 170 32
	차세대단체 145 28
	언론단체 2,626 19
	기타 354 26

계 28,712 3,760

단체별 지원액 현황

사업명 사업비(백만원)

	재외동포교육사업 14,653
	재외동포교류지원사업 16,707
	재외동포조사연구사업 833
	재외동포차세대사업 5,717
	한상네트워크사업 1,943
	홍보문화사업 4,089
	재외동포통합네트워크사업 2,548

계 46,490

| 2015년 사업비 집행내역 (2015 회계연도 결산보고서 기준)

  2015년 분야별 사업 실적 재외동포재단은 2015년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재외동포사회의 발전과 내외동포 간 유대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한눈으로 보는

독일	2.2%
우즈베키스탄	2.8%

중국
24.3%

미국
23.6%

일본
8.0%

캐나다	3.1%
러시아	2.9%
호주	2.6%

카자흐스탄	1.8%

베트남	1.2%

기타(97개국)	
27.5%

재외동포교육사업
31.5%

재외동포교류지원사업
35.9%

재외동포조사연구사업
1.8%

재외동포	차세대사업
12.3%

한상네트워크사업
4.2%

재외동포통합네트워크사업
5.5%

홍보문화사업
8.8%

46,490 
백만원

재외동포교육사업
13.0%

홍보문화사업	
1.0%

재외동포교류지원사업
20.6%

한상네트워크사업
33.2%

재외동포차세대사업
32.2%

북미	26.6%

아시아	41.2%

유럽	6.9%

CIS	13.0%

오세아니아	3.6%

중남미	5.5%

아·중동	3.2%

북미	
28.0%

아시아·대양주
41.8%

유럽	5.8%

러시아·CIS	6.1%

중남미	6%

아·중동	2.2%
국내	10.1%

교육기관
43.4%

한인회
12.0%

언론단체	9.1%

기타	1.2%

재일민단	27.5%

문화/체육단체	1.5%

직능단체	1.6%

사회/복지단체	1.3%

경제단체	1.3%

연구/학술단체	0.6%

차세대단체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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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학교 운영비 지원

재외동포사회에서 자생적으로 설립·운영중인 재외한글학교의 교육 활성화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117개국 

1,875개 재외한글학교에 11,378백만원의 운영비(임차료, 교사봉사료, 교재비, 교육행사비 등)를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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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글학교 육성

지원 현황  117	개국 159	개국 1,875	개교	 지원 총액  11,378	백만원

한글 및 우리 역사·문화교육 활성화로
민족정체성 함양 기반 확대

재외동포 
교육사업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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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모국어 교육거점을 강화하는 동시에 우리말·우리문화·역사 교육을 활성화하고, 중국 및 CIS지역 등 민족교육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지역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여 동포 인재들의 상호 유대감과 소속감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한글학교 육성		한글학교	운영비	지원	|	스터디코리안	운영	|	교육자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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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및 CIS지역 민족교육 육성		교육기자재	지원	|	조선족학교	교사초청연수	|	CIS지역	한국어교사	초청연수

Europe
유럽

27개국 109개교

Russia·CIS
러시아·CIS
9개국 219개교  North 

America
북미

2개국 1,051개교  Asia
아시아

19개국 293개교
Africa·

Middle East 
아프리카·중동

35개국 47개교 Oceania
오세아니아
4개국 66개교

Central and
South America

중남미
21개국 90개교  

네팔	1		 대만	4		 라오스	1	
말레이시아	8		 몽골	2		 미얀마	1	
방글라데시	3		 베트남	3		 브루나이	1	
스리랑카	1		 싱가포르	1		 인도	7	
인도네시아	10		일본	155		 중국	68	
캄보디아	2		 태국	5		 파키스탄	2	
필리핀	18

그리스	1	 노르웨이	1	 네덜란드	2	 덴마크	2	
독일	32	 루마니아	1	 룩셈부르크	1	 벨기에	1	
불가리아	1	 스웨덴	1	 스위스	5	 스페인	4	
슬로바키아	2	 알바니아	1	 아일랜드	1	 영국	20	
오스트리아	4	 이탈리아	3	 체코	1		 코소보	1	
크로아티아	1	 터키	4	 포르투갈	1		 폴란드	3	
프랑스	13	 핀란드	1	 헝가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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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82		 몰도바	1		 벨라루스	1		
아제르바이잔	1		우즈베키스탄	59		 우크라이나	18	
카자흐스탄	50			키르키즈스탄	4		 타지키스탄	3	

과테말라	1	 니카라과	1
도미니카	3		 멕시코	15	
베네수엘라	1		 볼리비아	4	
브라질	32		 수리남	1	
아르헨티나	17		 에콰도르	2	
엘살바도르	1		 온두라스	1	
우루과이	1		 자메이카	1	
칠레	1		 콜롬비아	1	
코스타리카	1			 파나마	1	
파라과이	3		 페루	1	
트리니다드토바고	1	

뉴질랜드	17
파푸아뉴기니	1
피지	2
호주	46

미국	953
캐나다	98

한글학교 현황

대륙 국가수 학교수 교사수 학생수

아시아 19 293 2,196 18,344
오세아니아 4 66 780 5,365
북미 	2 1,051 9,637 56,260
중남미 21 90 734 5,780
유럽 27 109 860 5,569
러시아·CIS 9 219 629 9,705
아프리카·중동 35 47 340 1,857

계 117 1,875 15,176 102,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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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사이트 주소 : http://Study.Korean.net

주요내용

•한글학교 ID 부여를 통한 한글학교 정보관리 체계화

•한글·역사·문화 온라인학습 콘텐츠 제공
-	재외동포	유아·청소년·성인	및	한글학교	교사	대상	한국어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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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카드	등)	제공

•�EBS, 동북아역사재단 등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해 재외한글학교 한국어교육 및 정체성 함양에 필요한 
콘텐츠의 지속적인 개발·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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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뮤니티(뉴스레터, Q&A) 운영 등

 스터디코리안 운영

재외동포 대상 한글 및 우리 역사·문화 학습이 상시 가능하도록 단계별 한국어학습, 동요, 한국어로 배우는 

K-POP 등 다양한 콘텐츠를 온라인 상에서 제공하고 있다. 특히, 차세대 재외동포의 정체성(뿌리의식) 함양에 도

움이 될 이민사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였고, 교사들이 스스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온라인-오프라인 수업 자

료를 제공하였다. 

 교육자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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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추진, 한글·역사·문화 분야의 수준별·학년별 동영상 교육자료 12종 1,074편을 USB 메모리에 담아 빔프로젝

터와 함께 약 80개국 690여개 한글학교에 지원하였다.

※ EBS 콘텐츠 평가액은 72여억원, 1개교당 1천만원 상당 무상제공 효과

빔 프로젝트 학습용 USB 콘텐츠 실행화면

사업명 초청기간 장소(기관) 초청인원 사업내용

한글학교	교사	

초청연수

7.21~7.28

<7박8일>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55개국	186명

한국어	교수법	집중	연수,	지역·학년별	토론,	

문화예술매개자	과정,	현장학습,	문화체험	등

한글학교 현황

대륙 국가수 지원건수 전문강사 파견(명) 지원금(백만원)

아시아 8 12 3 49
오세아니아 3 5 3 28
북미 2 21 8 209
중남미 7 8 2 31
유럽 5 6 8 64
러시아·CIS 4 5 5 17
아프리카·중동 1 1 1 6

계 30 58 30 404

2 한글학교 교사 육성

 한글학교 교사 현지연수 지원

한글학교 교사 전문성 강화와 교사 간 교류를 위해 현지 한글학교 연합 교사연수 재정 지원과 함께 한국어교수법 

및 역사·문화 교육 전문 강사를 파견하였다. 특히 지역별 교사 역량 및 연수 수준차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청 추천 

현직 교사, 관련 학회 추천 대학교수, 현지협의회 추천 실기 전문가 중심으로 강사진을 구성하여 맞춤형으로 파견

하였고, 집합 연수 효과가 미미한 지역이나 소외지역은 순회 강사파견으로 보완하였다. 또한, KBS와의 MOU 

체결로 아나운서 강사를 파견하는 등 현지 수요에 적극 부응하였다. 

지원 현황  30	개국 45	개	공관 55	단체 58	건	 지원 총액  404 백만원

 한글학교 교사 초청연수

한글학교 교사 역량 강화와 교사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55개국 186명의 교사들을 초청하였다. 동 연수에서 한

글학교 운영과 학습지도 관련 사례가 논의되었고, 한국어교육 수준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경험

이 공유되었다. 또한, 실습 중심의 맞춤형 교수법 강의와 다양한 역사·문화 탐방등을 통해 프로그램의 만족도를 

제고하였다.

초청 현황  55	개국 186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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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연수과정 연수기관 수료인원 연수기간

사이버
교사연수
지원

한글학교	교사	
맞춤형	온라인	연수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 46개국	273명
3기	:	6.8~	8.14	<10주>
4기	:	9.14~11.20	<10주>

국어기본법에	의거한	
한국어교원	양성	과정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 11개국	20명 ’16.1.12~4.15	<14주>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국제언어교육원

3개국	3명 ’16.1.12~3.22	<10주>

 사이버 교사연수 지원

한글학교 교사 자질 함양과 시·공간적 제약 해소를 위해 사이버 상에서 수준별·경력별로 차별화 된 교육 기회를 

제공하였다. 5년 이상 장기근속교사는 온라인 한국어교원양성과정을, 6개월 이상 초임교사는 맞춤형 온라인 연

수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선족학교 교사 초청연수

중국 조선족학교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해 95명(조선어 71명, 음악 24명)을 초청하였다. ‘15년에는 조선어 교사 외

에 음악 교사를 초청하여 연수 교과목을 확대하였다. 

사업명 초청기간 장소(기관) 초청인원 사업내용

중국지역	

조선족학교	

교원	초청연수

7.15~7.29	

<14박	15일>

국립공주대학교	

한민족교육문화원
95명

한국의	국어교육	현황	및	최신	한국어	교수법	강의,	한국의	

음악교육	현황	및	음악	관련	교수법	강의,	국내교육기관	방문	및	

수업	참관,	모의수업	및	수업	실습·평가,	한국	역사·문화	체험	등

사업명 지원대상 사업내용 지원금(백만원)

교육기자재	지원
중국	조선족학교	
10개교

정보화기자재	및	문화용품	지원(컴퓨터	175대,	프린터	2대,	
복사기	9대,	사물놀이	4세트,	사물놀이의상	25벌,	소고	12개	등)

153

정보화	연수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시	만방학교

조선족학교	교원	대상	현지	정보화	연수
(2016.	1	.18(월)~		1.	22(금),		40명)

33

3 중국 및 CIS지역 민족교육 육성

 교육기자재 지원

중국 및 CIS지역 민족학교 교육 경쟁력 강화와 환경개선을 위해 총 10개 학교에 정보화기자재와 문화용품을 지

원하였다. 또한, 중국 조선족학교 교원 대상 현지 정보화연수 실시로 기자재 지원 효과를 높였다. 

지원 현황  10	개	민족학교	 지원 총액  186 백만원

초청 현황   중국지역	조선족학교	교원	95	명	

초청 현황  6	개국 37	명

 CIS지역 한국어교사 초청연수

CIS지역 고려인 한국어교사의 한국어능력 향상과 모국과의 유대감 증진을 위해 33명을 초청하였다. 연수 효과 

극대화를 위해 한국어 능력별 분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다양한 뿌리 체험으로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였다. 또한 동지역 차세대 고려인 민족교사 발굴 및 육성을 위해 4명을 초청, 11주간 장기 연수를 시행하

였다.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 개별 집중 교육 외에 고려인 한국어 교사로서의 소양 강화에 주력하였다. 

사업명 초청기간 장소(기관) 초청인원 사업내용

CIS지역	한국어교사	

초청연수

7.3~8.7

<5주>
경인교육대학교 6개국	33명

한국어	집중	연수(3개반),	특강,	국내	교육기관	방문	및	

수업	참관,	한국문화	실습	및	역사ㆍ문화	체험	등

CIS지역	한국어교사	

장기	초청연수

6.8~8.19	

<11주>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
3개국	4명

한국어능력별	개별	집중	연수,	특강,	국내	교육기관	방문	

및	수업	참관,	한국문화	실습	및	역사ㆍ문화	체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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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포단체 활성화 지원

재외동포단체가 거주국에서 시행하는 권익신장과 교류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6개국 717개 사업에 대해 

2,511,811천원을 지원하였다. 지원 주요사업으로는 거주국에서의 재외동포사회 권익향상사업, 세대간 교류

강화사업, 타민족 커뮤니티와의 교류화합사업 등이 있다.

1 동포단체 활성화사업

지원 현황  96개국 131개	공관 611개	단체 717	개	사업								지원 총액  2,512	백만원

한인네트워크 활성화로
한민족공동체 구현

재외동포 
교류지원사업

02

재외동포단체가 시행하는 상호교류 및 권익신장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거주국에서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  

동포사회 지도자 초청사업 등을 통해 한인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재외동포사회와 모국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상호 호혜적 발전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동포단체 활성화사업				동포단체	활성화	지원	|	고려인동포	권익신장	지원	|	재일민단	지원	|	국내동포관련단체	활동	지원	|		 	

재중동포	특별지원	|	재미동포	정치력	신장사업

동포사회 숙원사업 지원		한인회관	등	건립지원	|	계기성	기념사업	등	지원

동포사회 지도자 초청사업		세계한인회장대회	|	세계한인의날	|	CIS지역	고려인	초청사업

Europe
유럽

25개국 122건

Russia·CIS
러시아·CIS
8개국 19건  North 

America
북미

2개국 321건  
Asia

아시아
17개국 116건Africa·

Middle East 
아프리카·중동

23개국 41건 Oceania
오세아니아
4개국 49건

Central and
South America

중남미
17개국 49건  

네팔	2	 대만	6	 라오스	1	
말레이시아	6	 몽골	2	 방글라데시	1	
베트남	3	 스리랑카	1	 싱가포르	2
인도	5	 인도네시아	11	
일본1	 중국	63	 캄보디아	1	
태국	3	 파키스탄	2	 필리핀	6

그리스	1	 네덜란드	3	 노르웨이	1	 덴마크	1	
독일	44	 루마니아	1	 룩셈부르크	2	 벨기에	2	
불가리아	3	 스웨덴	2	 스위스	3	 스페인	10	
슬로바키아	2	 아일랜드	2	 알바니아	1	 영국	6	
오스트리아	9	 이탈리아	2	 체코	3	 터키	4	
포르투갈	1	 폴란드	2	 프랑스	15	 핀란드1		
헝가리	1

가나	4	 가봉	1	 나이지리아	3	 남아프리카공화국	5
마다가스카르	1	말리	1	 모로코	2	 모리타니	1	
바레인	1	 보츠와나	1	 사우디아라비아	2	세네갈	1	
스와질랜드	1	 아랍에미리트	1	 요르단	2	 우간다	2	
이란	1	 이스라엘	2	 이집트	2	 짐바브웨	2	
카메룬	1	 탄자니아	3	 튀니지	1

러시아	9	 벨라루스	1	 우즈베키스탄	3	
우크라이나	1	 조지아	1	 카자흐스탄	2	
키르기즈스탄	1	 타지키스탄	1

과테말라	3	 니카라과	1	
도미니카	1	 멕시코	8	
베네수엘라	1	 브라질	7	
아르헨티나	9	 에콰도르	1	
엘살바도르	3	 온두라스	1		
우루과이	1	 자메이카	1	
칠레	3	 코스타리카	1	
콜롬비아	3	 파나마	1	
파라과이	4

뉴질랜드	20
파푸아뉴기니	1
피지	1
호주	27

미국	259
캐나다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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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인동포 권익신장 지원

러시아·CIS 지역의 역사적·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무국적 고려인의 합법적 체류자격 획득 지원, 고려인의 경

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사업 등 총 8개국(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키르기즈

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벨라루스) 51개 사업에 810,414천원을 지원하였다. 2015년부터 ‘고려인동

포 권익신장 지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다.

 재중동포 특별지원

중국내 한인-조선족 동포 간 화합 장려를 위한 교류협력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재중동포 청소년 한국방문사업과 

장학사업 및 직업연수 확대를 통하여 차세대 우수 인력으로의 성장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재중동포 민족교육 

인프라강화를 위해 중국 조선족주말학교 지원, 동북3성 조선족학교 도서 지원 및 교사 현지연수 지원을 추진

하였으며, 재중동포언론인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를 시행하였다.

•한인ㆍ조선족 동포간 화합장려: 12개 단체  17개 사업 총 68백만원

•재중동포 교육기반지원

-	한글학교	신설지원	:	3개	공관	9개교,	61백만원

-	조선족학교	교원역량강화	:	6개교	6명	강사(국어,	전통음악,	한국무용)	파견

-	조선족학교	도서지원	:	13개	학교	1,495종	9,006권	

-	조선족학교	교사	현지연수	실시	:	1개	공관	2건,	57백만원	

연수명 연수기간 및 장소 연수 대상 연수 내용 지원액

요녕성	
정보화기술(IT기술)	활용	
교수학습	방법	개선	연수

’16.1.14(수)~1.16(금)
<심양시교육연수원>

조선족	교원	
50명

스마트	교육의	이해,	SNS	활용	수업의	
이해,	쌍방향	참여	ICT	활용도구로	
수업	만들기,	소프트웨어	교육	기초	등

57백만원

흑룡강성	한국무용	연수
’16.1.21(목)~1.25(월)
<하얼빈	조선족	제1중학교>

조선족	교원	
40명

한국무용의	기본과	제동작,	소고,	입춤,	
종합연수,	발표회	등

•재중동포 청소년 한국방문사업 : 152명(학생 124명, 수행교사 28명) 초청

초청사업명 초청기간 장소(기관) 초청인원 사업내용

재중동포	
청소년
한국방문사업

7.27~8.4
<8박	9일>

서울,	인천,	
천안,	대전,	
부산

152명
개·폐회식,	전통	및	현대	문화	체험,	역사유적지	답사,	
KBS	도전골든벨	촬영,	대학탐방,	가족·선배와의	만남,	
특강	등

•초청 및 현지 장학사업 : 72명(초청 40명, 현지 32명) 선발

•IT직업연수 : 20명

•재중동포언론지원 확대

-	재중동포언론단체	지원	확대	:	2개	공관,	6개	단체,	25백만원

-	재중동포언론인초청연수	:	6명	초청

 국내동포 관련 단체활동 지원

국내 민간단체가 시행하는 재외동포 사업을 지원하며 사업을 통해 민·관 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재일민단 지원

재일동포사회 신·구 정주자간 화합을 도모하고 재일동포사회와 모국 간 발전적 관계 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재일

민단과 한인단체 사업을 지원하였다. 재일민단의 민족·문화적 정체성 유지사업, 미래지향적 발전사업(신정주자, 

귀화자 포용, 차세대리더 발굴), 재일동포의 법적·사회적 지위향상사업(지방참정권 획득, 혐한시위근절운동), 

재일동포 복지증진사업(고령동포 지원, 생활상담지원 등) 등 7,902,118천원을 지원하였다.

지원 현황  8	개국		12	개	공관		51	개	사업			 지원 총액  810 백만원

지원 현황  13	개	단체		14	개	사업			 지원 총액  298 백만원

지원 총액  7,902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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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동포 정치력 신장사업

미주 동포사회 유권자 등록 등 거주국 내 참정권 행사를 통해 한인사회의 권익 신장 사업을 지원하였다. 

 계기성 기념사업 등 지원

한인의 해외이주를 기념하고 각종 계기성 기념 사업을 지원하여 거주국에서의 재외동포사회 위상을 제고하고, 

모국의 관심 표명을 통한 모국과 동포사회 간 민족적 유대감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아르헨티나·파라

과이 이민 50주년을 맞아 현지 동포사회가 추진하는 각종 기념사업에 341,077천원을 지원하였다.

•세계한인정치인포럼 : 총 9개국 42명 초청 

-	일							시	:	2015.10.21(수)~23(금)

-	장							소	:	코리아나	호텔(서울)

-	참	가	자	:	총	9개국	42명

-	목							적	:	전세계	한인	정치관련	주요	인사들의	네트워킹	구축을	통해	현지	사회의	권익신장	도모,	모국과의	우호적	관계	발전에	기여

-	주요내용	:	한인정치인	육성방안,	한인사회	정치력	신장방안,	국내외	정치인	네트워킹	방안	등	논의

지원 현황  9개	공관		19	개	단체		25	개	사업		 지원 총액  554 백만원

지원 현황  3개	국		3	개	공관		4	개	단체			4	개	사업	 지원 총액  341 백만원

 세계한인회장대회

전 세계 한인회장을 국내로 초청, 모국과 유대를 강화하고 상호 네트워크를 추진하여 호혜적 발전을 위한 동반관

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84개국 471명이 참석하였으며, 주요정당 초청 재외동포정책 포럼, 특강 

등 정부정책 및 한인회장 주요 관심사에 관한 프로그램과 지역별 현안토론, 우수한인회 운영사례 발표 등 상호 

이해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시행으로 대회의 내실화를 도모하였다. 

재단-한인회 간 실무연계 강화와 재단 사업에 대한 한인회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한인회 사무국장 연수’를 실시

하였다. 29개국 43명의 사무국장이 참석하여, 이사장과의 대화, 부서장 간담회, 한인회 사업 개발 토의, 지역현

안 논의 등 재단-한인회간 연계 강화 계기가 되었다.

지원 현황  6개국 6개	공관 9	개	단체 9	개	사업	 							지원 총액  1,111	백만원

 한인회관 등 건립 지원

재외동포사회 내 구심점 역할을 하는 다목적회관과 한글학교를 비롯한 모국문화 교육을 위한 복합건물 건립 

등 재외동포사회의 화합과 협력, 민족정체성 유지를 위한 공간 확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6개국 9개 사업에 

1,111,183천원을 지원하였다.

2 동포사회 숙원사업 지원

3 동포사회 지도자 초청사업

지원 세부내역

North America 북미 (1개국 3건 505백만원) 미국	3

Central and South America 
중남미(2개국 2건 373백만원)

멕시코	1,	과테말라	1

Asia 아시아 (1개국 1건 159백만원) 네팔	1

Oceania 오세아니아(1개국 1건 4백만원) 뉴질랜드	1

Africa ·Middle East 
아프리카·중동(1개국 1건 59백만원)

사우디아라비아	1

Europe 유럽( 1개국 1건 11백만원) 프랑스	1

사업명 초청기간 장소 초청인원 사업내용

세계한인	
회장대회

10.5~10.8
<3박4일>

서울
(워커힐호텔)

84개국	471명	
(현직	한인회장,	
대륙별	한인회	
연합회	임원진,	
국내초청자)

•	공식행사(제9회	세계한인의날	기념식	및	2015	세계한인회장	
대회	개회식,	오·만찬),	주요회의(지역별	현안토론,	주요	정당	
정책	포럼,	정부와의	대화,	한인회	모범	사례발표,	전체회의),		
기조강연,	특강,	상설홍보관	등

•	세계한인회장대회	방향	설정을	위한	운영위원회(2회)	개최
	-	1차	:	4.7,	레디슨	슬라비안스카야(러시아)
	-	2차	:	10.5,	워커힐호텔(서울)

한인회	
사무국장
연수

7.6~7.9
<3박4일>

서울
(더K호텔)

29개국	43명	
(대륙별연합회,	
지역한인회	
사무국장)

•	주요프로그램	:	재단사업	소개,	이사장과의	대화,	부서장	
간담회,	한인회	사업	개발	토의,	지역현안	논의,	광복70주년	
통일	특강,	문화공연	관람,	전쟁기념관	견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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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한인의날

재외동포의 민족 자긍심 제고 및 모국과 상호 호혜적 발전을 위해 제정한 ‘세계한인의 날(10월 5일)’기념식을 

국내에서 개최함으로써 세계한인의 날 제정 의의와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데 기여하였다.

 CIS지역 고려인 초청사업

러시아·CIS지역 독립운동가 후손, 강제이주자, 동포사회를 위해 공이 큰 유공동포 등을 모국에 초청, 위로 격려

하고 모국의 발전상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한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제고하는데 기여하였다. 5개국 23명

이 참가하였다.

사업명 일시 장소 참석자 사업내용

제9회
세계한인의날

10.5(월)	
17:00

서울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호텔

470여명	
(대통령,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정관계	주요인사,	
재외동포	주요단체장	등)

•공식	행사(기념식)
-			슬로건	:	광복	70년!	통일한국으로	가는	길,	
재외동포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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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념행사	:	재외동포사진공모전	및	
재외동포사진전(전국	순회전시	포함)

사업명 일시 장소 참석자 사업내용

CIS지역
고려인초청사업

6.22~6.26
<4박5일>

서울	및	
지방

5개국	2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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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용	:	한국의	발전상	체험,	역사	및	문화	체험,	박물관	및	
기념관	방문	등	

동포사회 현안 파악,
바람직한 재외동포 정책 수립 기여

재외동포
조사연구사업

03

재외동포사회의 실태 파악과 지속적인 재외동포 연구활동 지원을 통해 정부의 바람직한 재외동포 정책수립에 

기여하고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 재외동포 전문자료 수집 및 제공 등 대국민서비스를 확대하여 재외동포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한민족으로서의 유대감을 높이는 사업이다.

조사연구사업				조사연구사업	|	조사연구활동	지원	|	자료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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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연구사업

재외동포사회의 실태 파악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의 바람직한 재외동포 정책 수립에 기여

하고, 내국민 대상 재외동포 이해교육 강의 확대와 대학 내 『재외동포 이해』 교과목 개설·운영 지원을 통해 재외

동포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긍정적 이미지 확산에 기여하였다.

1 조사연구사업

조사연구용역

바람직한 재외동포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의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재외동포사회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실태

조사와 현안 분석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5년은 6개의 연구용역  과제를 수행하였다.

조사연구용역 용역기관 연구기간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조사(청소년	대상)	및	
강의	만족도	조사

㈜지알아이리서치
`15.3.10.-
`16.2.1.

국내거주	러시아·CIS(고려인)	현황	조사Ⅱ IOM	이민정책연구원 6.11.-12.10.

한국	주요언론에	나타난	재외동포의	이미지	
분석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 6.12.-10.11.

한반도	통일과	재외동포의	역할 사단법인	남북경제연구원 6.11.-10.10.

한민족	정체성	함양지수	조사 ㈜지알아이리서치
`15.12.18.-
`16.2.29.

재일동포	민족교육	실태	심화조사	및	정책방향 일본	도쿄가쿠게이대학 `16.5-`16.10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

재외동포의 의미, 지역별 이주사와 특징, 재외동포사회 현황 및 역할 등 내국민의 재외동포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제고하고, 한민족네트워크 구축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재단 임·

직원 또는 재외동포 전문가를 강사로 파견, 재외동포사회에 대한 이해교육을 시행하였다.

-	고교편	:	‘제주외고’	등	전국	56개교	66회	12,057명	대상	강의

-	대학편	:	‘서울대’	등	전국	16개	대학	25회	1,292명	대상	강의

대학 내 재외동포 이해 교과목 개설 지원

대학생들의 재외동포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재외동포재단 사업의 필요성과 한민족네트

워크 구축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재외동포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와 재외동포 연구의 저변확대 

및 민·관 협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13개 대학에 

재외동포 이해 교과목을 개설, 운영을 지원하였다.
재외동포 전문가 토론회

학자, 언론인, 정부 유관인사 등 각계 재외동포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주요 현안에 대한 토론, 재외동포

사회 연구 활동의 점검, 정책 제언 등을 통해 동포 정책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했으며, 2015년은 각기 

다른 주제로 2차례 개최하였다.

토론회명 주제 참석자 일자

광복	70주년	기념	
재외동포	전문가	포럼

	한반도	통일과	재외동포의	역할
재외동포	전문가,	외교부,	언론사,	
재단	임직원	등	150여명

`15.8.26.

2015	조사연구용역	
결과발표회	및	공모전	
시상식

	`15년	조사연구용역(6건	중	3건)	
결과	보고	및	공모전	수상자	발표

연구용역	수행기관,	공모전	수상자,	
재외동포	전문가,	재단	임직원	등	약	
80여명

`15.12.4.

학교명 교과목명 지원학기

고려대학교
유라시아	한인문화	탐방(교양) 1·2학기

코리안	디아스포라와	트랜스내셔널리즘(교양) 1학기

동덕여자대학교 소수민족연구	:	재중조선족을	중심으로(전공) 1학기

명지대학교 한민족	공동체(전공) 1학기

상명대학교 글로벌	거버넌스와	한민족	디아스포라(교양) 2학기

서울대학교 주제탐구세미나	4	:	재외동포연구(전공) 1·2학기

선문대학교 동아시아	비교	정치	:	재외한인사회의	이해(전공) 2학기

송원대학교 재외동포와	글로벌네트워크 1학기

전남대학교(대학원) 디아스포라학,	재외동포사회의	이해 1·2학기

한국외국어대학교(대학원) 세계의	한민족	:	재외한인사회와	한류(교양) 1·2학기

청암대학교 재외동포의	이해(교양) 1학기

인하대학교 세계학특강,	국제정치와	이주,	이민정책론(교양	및	전공) 1·2학기

한성대학교 다문화시대,	한국사회와	해외동포사회(교양) 2학기

미국UCR대학교 Support	for	Korean	American	Class 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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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재단 공모전 개최

| 학위논문상 |

재외동포사회 발전을 위한 이론적 기반 구축과 재외동포 연구자 저변 확대를 위해 재외동포 관련 석·박사 

학위논문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구분 논문제목

최우수상(공통) 모국수학이	재일동포의	민족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우수상(박사) 해외입양	한인의	정체성	정치에	관한	연구

우수상(석사) 재외한글학교의	계승어로서의	한국어	교육과정	설계	방안	연구

장려상(박사)

Yellow	in	White	Suits	Race,	Mobility,	and	Identify	among	
Grown	Children	of	Korean	Immigrants

재일한인차세대의	정체성과	통일의식	연구

장려상(석사)
국내거주	고려인	노동자	부부들의	적응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키르기즈스탄	고려말	어휘의	어원에	대한	연구

| 논문공모전 |

재외동포사회의 다양한 콘텐츠 발굴을 통한 동포사회의 이해 제고와 내외국민 간 상생 협력의 아이디어 공

유를 위해 청년 대상 재외동포 관련 주제의 창작 논문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구분 주제

최우수상 중국동포	근로자의	건강보험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장려상 재외한국학교	발전에	관한	연구

| UCC공모전 |

재외동포사회에 대한 다양한 시각의 정보 확보를 통한 유대감 형성을 위해  코리안넷 회원 대상으로 재외동

포 관련 주제의 UCC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구분 주제

우수상
뉴질랜드의	첫	한국인	이야기

Bienvenido!(잘왔어!)

장려상

이유

정체성

미주동포와	한국학교

 조사연구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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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연구를 활성화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지원 세부내역

구분 지원대상 사업내용

국내 건국대	아시아	디아스포라	연구소 광복	70주년	기념	일본	고려박물관초청	특별	기획전

국내 글로벌문화콘텐츠연구센터
CIS고려인-동북	조선족	사회와	
한국사회의	지원ㆍ교류사업	현황	조사	연구

국내 서희외교포럼 서희칼럼	제작	등	

국내 세계한상문화연구단 학술지	‘디아스포라연구’발간	사업

국내 이중언어학회 제18차	국제학술대회

국내 재외한인학회 재외한인학회	추계학술회의	개최	등	

국내 한림대	러시아연구소 2015	시베리아	한인	연구	국제학술회의

국내 한민족학회 2015	세계한인의	날	기념학술회의	등	

국내 한일민족문제학회 학술대회	개최	등	

국내 한-중남미협회 중남미	동포사회	발전방향	포럼

국내 해외교포문제연구소 한ㆍ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2015	교포정책	포럼’등	

국내 해외한민족연구소 학술대회	개최	등

독일 21세기한민족문화포럼 재외동포차세대	교육용	교재	발간

미국 동암문화연구소 재미한인차세대	대상	정체성	함양	교육	교재	개발	Part	2	등	

미국 재외한인사회연구소 Korean	American	Data	Bank	업데이트	및	운영	사업

미국 중가주한인역사연구회 이민	역사문화	체험	교재개발	사업

미국 한인역사박물관 미국	주류사회에	진출한	한인	1세	및	2세의	한인	인명록	발간

미국 한인이민사편찬위원회 디지털화	프로젝트

중국 연변역사학회 ‘중국	조선인	이주	사진첩’3권	자료수집,	정리	출간	사업

중국 조선민족사학회 중ㆍ한	항일	전쟁사	연구	관련	국제학술회의

카자흐스탄 세미레치예	연구소 제2회	세미레치예	지역연구를	위한	학술	세미나

 자료실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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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조사연구의 질적 수준 제고에 기여하였으며, 자료실 대외개방 등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하여 재외동포에 대한 이해와 유대감을 높였다.

지원 현황  5개국 21	개	단체 29 건	 							지원 총액  154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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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지도자 
발굴ㆍ육성 및 네트워크 구축 

재외동포
차세대사업

04

재외동포 차세대 대상 네트워크 구축과 우수인재에 대한 장학금 지원, 한인 후손들의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직업교육 

시행을 통해 재외동포 차세대의 주류사회 진출을 활성화하고 동포사회의 권익신장과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를 육성

하는 사업이다. 

보유자료 확충 및 대출시스템 강화

| 구입 |

‘글로벌 디아스포라와 세계의 한민족’ 등 517권

| 수증ㆍ기타 |

‘재일제주인과 마이너리티’ 등 198권

✽재외동포재단 자료실 보유자료 현황(기준 : 2015.12.31.)

ㆍ단행본 : 9,900종 11,738권

ㆍ연속간행물 : 520종 529권

ㆍ비도서자료 : 1,448종 2,221권

ㆍ기사색인 : 6,196건

ㆍ기타(논문, 전자문서 등) : 6,518종 7,54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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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동포 차세대 리더 육성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재외동포 장학사업		재외동포재단	초청장학사업,	중국ㆍCIS지역	현지장학사업

재외동포 청소년 교류사업

재외동포 차세대 직업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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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 현황  25개국 87명	

 세계한인차세대대회 

모국과 재외동포사회 발전에 기여할 지역별 차세대 인재를 발굴하여 핵심인재로 육성하고 차세대 리더간 네트

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11월 2일부터 6일까지 개최되었다. 동 대회에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의 차세대 

리더 87명이 참가, 차세대 스토리, 세계시민포럼, 비전토크, 총리 간담회 및 제주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였다. FLC(Future Leader’s Conference) 멘토단을 선발하여 대회 전후 온·오프모임을 활성화하고, 차세대

DB 구축 및 지역별·분야별 차세대 간 연대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1 재외동포 차세대 리더 육성 

2 재외동포 장학사업 

초청 내역

초청사업명 초청기간 장소(기관) 초청인원 사업내용

세계한인
차세대대회

11.2~6	
<4박	5일>

서울,	제주
25개국	
87명

개·폐회식,	국무총리	간담회,	FL	Story,	세계시민포럼,	
Vision	Talk,	사례발표,	사랑의	김장담그기,	제주문화체험

초청 현황  80명	(학사	32개국	54명,	석ㆍ박사	10개국	26명)

 재외동포재단 초청장학사업 

재외동포 차세대 우수 인재에게 모국 수학 기회를 제공하여 세계시민으로서 거주국과 모국 및 사회 발전에 공헌

할 수 있는 글로벌인재 양성을 목표로 시행하였다. 국내 대학(대학원) 학사 및 석·박사과정 수학을 희망하는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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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생 대상 역사문화체험과 지역별 간담회 등을 통해 민족 정체성을 함양하고 장학생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를

활성화하는 기회를 가졌다. 대학별 학사지도비 지원, 지역별 장학생 대표를 통한 소모임 활성화, 국내 인재 멘토의

연계로 장학생들의 수학 과정 중 다양한 학습·정서적 필요를 충족시키고 있으며, 점차 늘어나는 장학생의 효율적

인 지원 및 졸업 후 관리를 위해 장학생 학사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초청 내역

사업명 초청기간 초청인원 지원내용

재외동포재단
초청장학사업

학사	:	4년
석사	:	2년
박사	:	3년

-	학사과정	:	32개국	54명
-	석박사과정	:	10개국	26명
※	총	관리	인원(’15.12월	기준)	:	278명(학사	
141명,	석·박사	95명,	어학연수생		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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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청 국가별내역

대륙 국가 인원

아시아

중국 18

일본 6

말레이시아 1

베트남 1

방글라데시 1

필리핀 1

인도네시아 1

몽골 1

태국 1

러시아·CIS

러시아 6

카자흐스탄 7

우즈베키스탄 8

키르기즈스탄 3

투르크메니스탄 3

중남미

멕시코 1

브라질 1

아르헨티나 1

도미니카공화국 1

대륙 국가 인원

중남미

과테말라 1

코스타리카 1

칠레 1

에콰도르 2

엘살바도르 1

파라과이 1

페루 1

아프리카·중동

이란 1

이집트 1

탄자니아 1

짐바브웨 1

대양주·북미·유럽

스페인 1

폴란드 1

그리스 1

오스트리아 1

피지 1

미국 1

계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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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현황  9개국 140 명	

초청 현황  45개국 892명	

지원 내역

사업명 지원기간 지원인원 지원내용

중국·CIS지역	현지	
장학금	지원

1년
9개국	140명
(중국	70명,	CIS	70명)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1인당	$1,200,	
여타지역	$1,000

지원국가별 내역

지역 국가 인원

중국 중국 70

러시아
ㆍ
CIS

러시아 24

키르기즈스탄 10

우즈베키스탄 21

카자흐스탄 9

타지키스탄 3

우크라이나 1

아제르바이잔 1

벨라루스 1

지원 내역

사업명 기간 장소 참가인원 사업내용

재외동포	
청소년	
교류사업

1차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청소년	
공공외교단)

4.4~14
(9박	11일)

8.18~27
(8박	10일)

ㆍ독일
ㆍ미국

ㆍ독일	:	중고생	
11명(소외계층,	
탈북이탈자	포함),	
대학생	3명	

ㆍ미국	:	중고생	
25명(소외계층,	
북한이탈자자녀	
포함),	대학생	5명

ㆍ독일	
:	파독광부기념관	방문,	총영사관	방문,	
한글학교	캠프	참가	등

ㆍ미국	
:	한국역사문화체험캠프(한글학교주관)	참가,	
UN대표부,	UN본부,	뉴욕총영사관	방문,	
공공외교활동(독도,	밀양아리랑	플래시몹,	
위안부기림비	참배,	UN군	한국전쟁	
참전기념비	참배)	등

2차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청소년	
초청연수)

7.14-21
(7박	8일)

서울,	
지방

45개국	560명
(국내	210명	포함)

광복70주년	기념	독립기념관	개회식,	
전통문화체험,	일일학교체험,	홈스테이,	
창의한국현장	체험,	서울시티투어,	DMZ자전거	
평화대행진	등

3차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대학생	
초청연수)

7.28-8.4
(7박	8일)

서울,	
지방

288명
(국내	101명	포함)

광복70주년	대한민국	아리랑	퍼포먼스,	
공공외교포럼,	전통문화체험,	대한민국	
근대사순례,	지역	관광콘텐츠	캠페인,	지역	
봉사활동,	서울시티투어,	클럽데이,	스포츠데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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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으며, 전 세계 청소년 892명(해외 537명, 국내 355명)이 참가하여 모국 문화와 역사를 함께 체험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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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한 글로벌 차세대 리더 육성을 도모하였다. 국가인증 청소년수련활동인증 획득으로 청소년수련활동 안전에 

대한 참가자 및 학부모의 신뢰성 확보하였다.

3 재외동포 청소년 교류사업

 중국ㆍCIS지역 현지 장학사업

중국·CIS지역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우수 재외동포 대학생 140명(중국지역 : 70명, CIS지역 : 70명)을 선발, 

장학금 지원을 통해 재외동포 대학생에게 면학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 수학 지원과 모국과의 유대를 강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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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시대 경제도약의 동반자, 한상네트워크
한상
네트워크 사업

05

재외동포 기업인과 국내 중소기업인, 재외동포기업인 간 상호 연결하는 온ㆍ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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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실적

사업명 지역 연수기간 연수기관 인원 연수내용

재외동포
차세대	
직업	교육

중국(연변)
3.30~7.17,	
8.24∼12.18

연변
과학기술대학교

47명
IT,	영어(전산,	비즈니스	영어),	
교양(직장생활과	인간관계)	등

중국(청도) 9.28~12.18 청도	정양학교 20명

카자흐스탄 10.1~11.31 인천재능대학교 10명
뷰티케어(헤어,	메이크업,	
네일아트,	스킨케어),	한국어

우즈베키스탄 6.22~12.18 타슈켄트	한국교육원 19명
IT(오피스,	그래픽,	웹디자인	
등),	한국문화	특강	및	역사	
강의	등키르기즈스탄 3.2~6.19

비쉬켁
한국교육원

18명

멕시코 ’15.12.11~’16.12.9
메리다
공과대학교

-
전기,	냉각,	회사경영,	
기업가정신,	한국어	등

해외한인후손들에 대한 직업능력 함양을 통하여 거주국 내 안정적인 취업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고자 동포청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분야의 직업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4 재외동포차세대 직업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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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한상대회

 세계한상대회 개최

경주에서 2박 3일간 열린 제14차 세계한상대회에는 44개국에서 3,799명(해외 812명, 국내 2,987명)이 참가하였

다. 본 대회는 한민족 경제인 통합네트워크구축을 목적으로 기업전시회, 일대일 비즈니스미팅, 비즈니스네트워

킹 세미나, 한상창조컨퍼런스, 비즈니스 IR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재외동포사회와 모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명실공히 한민족 비즈니스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또한 금년 신규 시행한 한상&청년 Go 

Together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청년의 해외진출을 도움으로써 한상 역할을 재조명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사업명 기간 장소 참가인원 사업내용 주요성과

제14차	
세계한상대회

10.13~15 경주
44개국	3,799명	
(해외	812명/
국내	2,987명)

운영위원회,	
리딩CEO포럼,	
영비즈니스리더포럼,	
비즈니스네트워킹	
세미나,	국내투자	및	
과세정책,	기업전시회,	
일대일비즈니스미팅,	
프랜차이즈IR,	한상&청년	
Go	Together	등

·비즈니스	상담	실적	
:	4,878건,	1억	1천	2백만달러

·기업전시회	
:	200개	기관/기업(260개	부스	운영)

·한상을	통한	국내청년	해외진출	프로그램
시행으로	한상	역할	재조명	계기	마련
(35개	기업	참가,	총	22명	파견)

·개최지	지역경제	파급효과(출처	:	경주시)	
-	생산유발효과	12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65억원,	
고용유발효과	120명		

2 재외동포경제인 포럼 

 재외동포경제인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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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럼과, 차세대 유망 경제인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영비즈니스리더포럼을 연 2회씩 개최하였다. 

사업명 일자/장소 초청인원 사업내용

제27차	
리딩CEO포럼

4.28~29
(강원도	평창)

19명
ㆍ국내청년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보고
ㆍ세계한상대회	발전	방안	보고	등

제28차	
리딩CEO포럼

10.13
(경주)

27명
ㆍ글로벌한상장학재단(가칭)	설립계획	토의	
ㆍ신규리딩CEO	가입승인	등

영비즈니스리더	
프랑크푸르트	
포럼

5.26~29	
(독일	
프랑크푸르트)

17개국
	92여명

ㆍ영	비즈니스	리더	포럼	
	-	동국성신	강신우	“중소기업	연봉제	도입방안”	
	-	김병진	“북한	투자사례	발표”	

ㆍ운영위원회,	네트워킹	미팅	등	

영비즈니스리더	
정기포럼

10.12~15
(경주)

28개국
	129명

ㆍ영	비즈니스	리더	포럼Ⅰ
	-	기업가정신센터장	임진혁	
			“성공의	의미를	통해	본	기업가	정신”

ㆍ영	비즈니스	리더	포럼Ⅱ
	-	주제1.	Global	Market	&	Business	Opportunity
	-	주제2.	Business	Case	&	Knowledge	Sharing
	-	주제3.	Business	&	Life	Mentoring	

ㆍ신규참가자	오리엔테이션,	정기총회	,	소그룹	미팅,	지역별	회의,	
네트워킹	미팅,	전체회의	등	

비즈니스 네트워킹 세미나

구분 분야 운영기관 주제 참석인원

한상창조
컨퍼런스

혁신 재외동포재단

중소기업,	혁신으로	세계를	선도한다
(IBK	권선주	은행장)

혁신으로	앞서가는	한상의	시대(삼성전자	윤부근	대표이사)

600여명

세션
(지역별	
세미나)

북미
재외동포재단,	YBLN,	
미주한인상공인총연합회

미국	정부조달시장의	기회/미국창업을	위한	미국법의	
이해/북미시장에서	창업을	위한	도전

80여명

중국
재외동포재단,	한국무역협회,	
위해	조선족기업가협회

한중	FTA를	활용한	중국시장	진출전략/
한중	보세교역센터/중국	화장품	시장	진출절차	및	실무

100여명

구분 분야 운영기관 주제 참석인원

세션
(지역별	
세미나)

동남아
재외동포재단,	YBLN,	
강원정보문화진흥원

AEC출범과	태국시장,	한상들이	나아갈길/F&B	
베트남	시장/콘텐츠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제조산업

80여명

CIS/
유럽/
브라질

재외동포재단,	한국화학
융합시험연구원

유럽의료기기,	전자제품	인증제도/
브라질	INMETRO	인증제도

50여명

한상	
비즈니스	
플랫폼

투자 재외동포재단,	경상북도,	경주시 경상북도	경주시	투자환경	및	유치사업 60여명

투자 재외동포재단,	국세청 재외동포	국내투자	과세정책	설명 60여명

투자
재외동포재단,	
프랜차이즈산업협회

국내프랜차이즈	사업계획	및	가맹절차	소개 80여명

한상&청년,	
Go	
Together

취업 재외동포재단,	한상기업
해외인턴	및	취업	희망	대학생,	취업준비생	100초	
스피치,	한상기업인과의	네트워킹	및	심층면담.	
멘토링,	특별강연

6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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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상네트워크 활성화 

 한상넷 확대 및 운영 

연1회 개최되는 세계한상대회의 단속성과 시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상시 비즈니스 지원 사이트인 한상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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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여하였다.

주요내용

ㆍ일대일비즈니스	자동매칭서비스	제공을	통한	한상	비즈니스	지원
ㆍ동포경제	및	한상관련	뉴스	제공	
ㆍ전문	연구기관	자료	및	정부부처	관련	경제정보	제공
ㆍ세계한상대회	등록시스템	운영	
ㆍ한상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SNS채널	기획	및	운영	

※ 웹사이트 주소 : http://www.hansang.net 

 한상경제활동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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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매체구분 보도횟수(건) 비고

방		송 33 KBS,	MBC,	SBS,	YTN,	MBN	등

인쇄

중앙 133 조선,	중앙,	동아,	한국일보,	매경	등

해외 28 미주중앙일보,	미주한국일보	등

전문 93 재외동포신문,	월드코리안	등

지역 137 국제신문,	경북일보	등

통신사 105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

온라인 961 언론매체	홈페이지	등

합		계 1,490 -

•주요 실적 

-		상시	비즈니스	지원체계	구축

ㆍ재외동포	경제단체의	현지	주최	행사	등	활동	상황	정보	수집·제공

ㆍ해외	한상	바이어	초청	‘일대일	비즈니스	매칭’시행(대회기간	중)

ㆍ한상네트워크의	성공사례,	성과	등	홍보	강화

-			한상관련	연구용역	시행	

연구용역명 연구기관 연구기간 용역결과(요약)

세계한상대회	발전방안	
연구용역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2.1~5.8

-	세계한상대회의	성과평가	및	주요	이슈	분석

-	해외	한상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	방안	제시

-	운영위원회	&	리딩CEO의	역할	강화	방안	제시

-	세계한상대회	프로그램	개선	방안	제시	

-			한상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SNS채널	기획ㆍ운영	및	홍보활동	강화	

ㆍ트위터(353건),	블로그(487건),	페이스북(805건)	통한	지속적	컨텐츠	기획	및	홍보	메시징

ㆍ온라인	한상네트워크	프로모션	및	홍보(5회	시행)

ㆍ한상네트워크	언론	홍보활동(총	1,49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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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및 재외동포사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와 문화예술교류 확대홍보문화사업

06

재외동포 및 재외동포사업에 대한 홍보를 통해 국내외 인식을 제고하고, 재외동포의 한글문예창작활동 장려 및 모국

문화 보급 지원, 문화공연 등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한 교류 확대로 민족유대감을 증진하는 사업이다  

홍보사업		기획홍보	|	재외동포언론단체	지원	|	한국어뉴스세계위성방송망구축

문화사업		모국문화보급사업	|	전통문화용품	구입	지원	|	Korean	Festival	

1 홍보사업 

 기획홍보

재외동포와 재외동포사업에 대한 내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해 라디오 캠페인 광고 및 특집기획기사, 재외동포재

단사업 홍보 등을 시행하였으며, 재외동포재단 월간 소식지 ‘재외동포의 창’ 발간ㆍ배포 및 온라인 웹진(webzine.

korean.net) 게재로 재외동포사회와 내국민의 정보교류를 통한 유대감 증진에 기여했다.

주요내용

ㆍ라디오	캠페인	광고
-	목적	:	재외동포와	재외동포사업에	대한	인식	제고	
-	광고내용	

월 주제 채널

1-4월 이민으로	해	지지	않는	나라 KBS	2FM,	CBS	FM,	TBS	FM,	YTN	FM
5-6월 통일시대	재외동포역할 KBS	2FM,	CBS	FM,	YTN	FM
7월 재외동포정치력신장 KBS	2FM,	CBS	FM,	YTN	FM
8-9월 한상의	의미,	한상대회 KBS	2FM,	CBS	FM,	YTN	FM
10-11월 한글학교의	역할 KBS	2FM,	CBS	FM,	YTN	FM
12월	 이민으로	해	지지	않는	나라 KBS	2FM,	CBS	FM,	YTN	FM

ㆍ특집	기획기사	제작	지원
-	KBS	기획다큐	‘청춘응원	콘서트,	꿈꾸라	도전하라!’(2회)
-	동아일보	기획기사	‘코리안디아스포라’(5회)
-	연합뉴스	기획기사	‘급변하는	中	조선족사회’(3회)

ㆍ재외동포재단	월간	소식지	발간	및	배포
-	월	5,000부	발간(재외공관,	재외한글학교,	한인회,	국내	유관기관	등	발송)
-	재외동포재단	소식,	모국	및	동포소식	등	내외국민	정보교류	가능	콘텐츠로	구성

ㆍ재외동포재단사업	대외광고(신문	등)	
-	항공사	기내매체	광고,	국내	동포	관련	신문	광고(4개	매체	21회)	

ㆍ재외동포재단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2016년	재단	달력,	연하장,	홍보용품,	재단	다이어리ㆍ수첩	등

ㆍ보도자료배포
-	재단	주요사업관련	보도자료	102건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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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동포언론단체 지원

러시아 등 독립국가연합(CIS), 일본 등 특수한 역사적 배경을 가진 지역 재외동포의 민족정체성 유지를 위한 동포

언론단체의 한글신문발행 등 사업과 재외동포언론인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하였다.

 한국어뉴스세계위성방송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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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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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지역에 위성안테나를 추가 설치하였으며, 향후 재외동포사회의 시청권역 확대를 위해 위성안테나 설치 지원을 

확대해 갈 예정이다.

지원 현황  8개국 13	개	단체, 13	건	 지원 총액  112 백만원

사업 내역

국가명 지원대상 사업내용

러시아

고려인신문 고려인신문	발행	및	인터넷버전	개발	운영

새고려신문 새고려신문	발간

고려신문 고려신문	발간

우즈베키스탄 고려인문화협회 고려신문	발간

카자흐스탄
한인일보 고려일보	한글판	제작	지원

고려일보 광복	70주년	기념	수필	공모

키르기즈스탄 고려인협회 일치신문	발행	및	운영

아르헨티나 꼬르넷뉴스 한인	미디어를	통한	현지	한글	전파	및	2세	정체성	확보

일본 통일일보 통일일보	발행

중국
위클리홍콩 차세대	리더	초청	강연

흑룡강신문 중국진출	한국기업	CSR모범사례	기획	취재

국내
세계한인언론인대회 2015	세계한인언론인대회

재외동포언론인협회 2015	재외동포언론인대회

사업내용

-	특집	프로그램	제작
·‘청소년	공공외교단’취재,	방영(1부작,	5월	방송)
·재일한국인,	21세기의	초상(2부작,	7월	방송)
·연변에	부는	바람(2부작,	8월	방송)
·꼬르헨티노,	반세기의	신화(2부작,	10월,	11월	방송)

ㆍ해외네트워크	구축
-	해외리포터	초청연수
·기간	:	2015.	06.	22	~	06.	25(4일간)
·대상	:	8개국	10명
·효과	:	취재,	촬영,	편집	등	전반적인	교육	실시로	동포소식을	전하는	해외리포터들의	자질	향상을	

통해	방송	퀄리티	향상을	도모	

-	방송수신	위성안테나	설치	지원	
:	3개소(동티모르	국립대학	한국학	연구소,	러시아	사할린	한인회관,	미얀마	코리아센터)

사업내용

ㆍ한국어뉴스	위성방송을	위한	위성체	3기	임차

ㆍ재외동포	관련	프로그램	제작·방송

-	YTN	‘글로벌코리안’
·36개국	49개	지역	해외리포터	57명	참여,	423건	동포사회	소식	전달

-	엔터K	:	매주1편	제작,	편당	6회	방송

-	한국어	따라잡기	:	매주4편	제작,	편당	3회	방송

-	해외안전	여행정보	:	매주	2편	제작,	편당	10회	방송

-	영어뉴스	‘YTN	WORLD	HEADLINES’:	매일1편	제작,	평일	2회	방송

-	재단	시행	주요사업	홍보

2 문화사업 

 모국문화보급사업 

재외동포들의 한글 문예창작 활동을 장려하여 모국어 사용과 민족정체성을 유지·함양하기 위해 문학공모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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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식을 제고하였다.

사업명 응모현황 수상내용 사업내용

제17회	
재외동포문학상

총	31개국	387명	
934편

총	30편,	
한글학교	특별상	2개교

◦	공모분야
-	성인	:	시,	수필,	단편소설
-	청소년	:	초등ㆍ중고등	글짓기

◦	수상집	제작(5,000부)	및	배포

제4회	국내	청소년	
‘재외동포’글짓기

39명	42편 총	12편

◦	공모분야
-	초등	및	중고등부문	글짓기

◦	수상자	재학학교	시상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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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문화용품 구입 지원 

한인회, 주말 한글학교, 문화예술단체 등의 재외동포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동포사회 행사 및 정기적으로 한국문화 

교육 등에 활용하는 전통문화용품을 구입 지원하여 재외동포사회 내 한국문화 전파 및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지원 현황  49개국 76	개	공관, 190개	단체 190	건	 지원 총액  104 백만원

 Korean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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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최하여 내외동포간 유대감을 증진하였다.

사업명 일시  장소 관람인원 사업내용

Korean	
Festival

10.5.(월)	
19:30

우리금융
아트홀(서울)

약	950명
ㆍ남미	한인이주	반세기	기념	개최		
-	공연	주제	:	꼬레아노	태양에	오르다
-	출연진	:	총	9팀	46명

720여만 재외동포와 하나 되는 
온라인 통합 한민족네트워크 실현

재외동포통합
네트워크사업 

07

720여만 재외동포를 하나로 연계할 수 있는 온라인통합 한민족네트워크 및 DB관리시스템 구축과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모국과 동포사회 간 유대를 강화하고 재외동포들의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글로벌코리안네트워크 사업		글로벌코리안네트워크	운영	|	내부정보화사업

Europe
유럽

14개국 27건

Russia·CIS
러시아·독립

국가연합
7개국 14건  North 

America
북미

2개국 82건  
Asia

아시아
11개국 37건Africa·

Middle East 
아프리카·중동

7개국 8건 Oceania
오세아니아
2개국 13건

Central and
South America

중남미
6개국 9건  

중국	14	 일본	7	 네팔	1
대만	1	 말레이시아	1	몽골	1
방글라데시	1	 베트남	4	 인도	1
인도네시아	5	 피지	1

그리스	1	 네덜란드	1	 노르웨이	1	 독일	3
루마니아	1	 룩셈부르크	1	 벨기에	2	 불가리아	1
스위스	1	 슬로바키아	1	 아일랜드	1	 영국	2	
이탈리아	3	 프랑스	8

가나	1	 남아프리카공화국	2	
사우디아라비아	1	 예멘	1
이집트	1	 콩고	1	 토고	1

러시아	4	 카자흐스탄	4	
벨라루스	1	 아제르바이잔	1
우즈베키스탄	1	 우크라이나	2
키르기즈스탄	1

과테말라	1
도미니카공화국	1
멕시코	4
아르헨티나	1
에콰도르	1
파라과이	1	

호주	6		
뉴질랜드	7

미국	71
캐나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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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로벌코리안네트워크 사업

 글로벌코리안네트워크 확대 및 운영

•글로벌코리안네트워크사업은 첫째, 코리안넷 기반의 재외동포 전문 정보포털서비스 및 단체 홈페이지 제작·운영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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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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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도 코리안넷 이용자 현황은 지속적이고 다양한 콘텐츠 강화 및 홍보를 통해 방문자수 및 페이지뷰, 회원수

기준으로 2014년 대비 약 20% 향상되었으며, 재외동포 인물·단체 DB 구축은 총 317,018건(인물 276,777건, 단체 

40,241건)으로 2014년 대비 5% 증가하였다.    

<코리안넷 이용 증가율>

구  분 2014년 2015년 비 고

방문자수 2,282,139	 2,945,775 129%(↑301,437)

페이지뷰 13,896,558 16,718,625 120%(↑1,824,667)

회원수(누적) 180,619 195,681 110%(↑15,062)

추진 실적

•재외동포 참여형 콘텐츠 확대 운영

- 국민신문고 연계 재외동포 주요 민원사례 Q&A 콘텐츠 확대 실시(320여 건)

- 재외동포 관련 법령 및 규정 정보 서비스 지속 확대(법제처, 병무청, 국세청 등)

- SNS 채널 확대 운영, 정기적 콘텐츠 게재, 상시적 이용자 관리 등을 통해 코리안넷 SNS 이용자수 꾸준한 증가

- 차세대 재외동포 참여 확대를 위한 커뮤니티 SNS채널 ‘인스타그램’확대 운영

구  분 2014년 2015년 비 고

페이스북	좋아요수 32,708 40,655 ↑24%(7,947)

카카오스토리	친구수 6,904 7,312 ↑5%(408)

코리안톡	가입자수 11,118 15,108 ↑35%(3,990)

인스타그램	팔로잉수 - 624 2015년	신규개설

•코리안넷 메인 화면 및 다국어 사이트 서비스 개선

- 직관적 메뉴 구성, 서비스별 재 그룹핑을 통한 이용자 편의성 개선

- 차세대 중심의 모바일 사이트 개선으로 접근 채널 확대 및 편리성 제고

- 영어, 일어, 중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5개국 사이트에서 활용성 중심의 영어, 러시아어로 축소 개편

- 국문사이트의 주요 서비스의 실시간 번역 등 다국어 서비스 개선

•코리안넷 활용성 제고를 위한 온ㆍ오프라인 홍보 강화

- 해외방송광고(YTN World, KBS World), 인터넷라디오 광고, 상용 SNS 홍보 등 온라인 홍보 확대 실시 

- 국ㆍ내외 언론사 지면광고, 재단 주요사업 시 홍보부스 운영, 공관 행사용품 지원 등 오프라인 홍보 강화

- 재외공관 행사를 활용한 홍보 추진

· 호주 멜번분관 ‘코리안 페스티벌’행사지원(코리안넷 홍보용품 제작 등)  

•글로벌 코리안 네트워크 전문가 운영위원회 실시(총 3회)

- 코리안넷 운영 개선 및 활성화 방안 수립을 위한 전문가 운영위원회 개최 및 결과 반영 추진

•재외동포 인물ㆍ단체 DB 구축

<재외동포 인물ㆍ단체 DB 구축 현황>

구  분 2014년 2015년 비 고

인		물 263,192 276,777 13,585(↑14%)		

단		체 39,266 40,241 280(↑2%)	

계 302,458 317,018 14,56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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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 신문 등 홍보 매체 다양화를 통한 동시 다발적 홍보를 통한 데이터 수집

· 재외동포 주요 언론사 홍보(재외동포신문, 월드코리안, OKTIMES), 해외 위성방송, 동영상(CF) 광고(YTN World 

해외방송 채널, KBS World 해외방송) 인터넷라디오(KBS콩, MBC미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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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통합네트워크 시스템 운영 및 확대

- 재외동포 단체 홈페이지 개설 다채널 홍보 등을 통해 2014년도 대비 신규 개설 85개(110% 상승)

구  분 2014년 2015년 비 고

홈빌더 675 749 111%	(↑74)

웹호스팅 52 62 119%	(↑10)

포워딩 123 124 	-				(↑1)

계 850 935 110%	(↑85)

•네트워킹 기반 홈페이지 지원 서비스 강화

- 재단-단체, 단체-단체 간 온라인 네트워킹 상시 지원

- 네트워킹 건수 : 2014년 1,100건 → 2015년 1,340건

•코리안넷 사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 조사기간 : 2016.1.4 ~ 1.19(16일간)

- 유효 표본수 : 총 1,577 표본

- 만족도 측정결과

· 코리안넷 서비스에 대한 종합만족도(전반적 만족도+세부만족도)는 83.2점으로 전년(82.3점) 대비 0.9점 상승

· 코리안넷 서비스 전반에 대한 만족도 83.7점으로 전년대비 1.4점 상승

2 내부정보화사업 

 내부정보화 구축 및 운영 

ITSM(IT서비스 관리시스템) 기반 SLA(서비스수준협약) 체결을 통해 재단 내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지

원하고, OPMS(사업관리시스템) 활용 범위를 재단 일부사업에서 전체사업으로 재단 지원사업 등의 기회 확대 등 

활용도를 제고하고, 온라인민원시스템(ERMS)운영을 통해 부서별 민원의 체계적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정보보

안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였다.

추진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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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적 운영 지원

- SLA 및 ITSM 진행 현황

구  분 진행건수

	SLA(Service	Level	Agreement)	:	[취약]	/	[달성]	/	[우수] 1.85	/	2	점

	ITSM(IT	Service	Management	System) 5,326	건

•OPMS(사업관리시스템) 사용 확대 실시 

- OPMS(재단 사업관리시스템) 활용 범위를 일부사업에서 재단 전체사업 범위로 확대

- OPMS를 활용한 2015 지원사업 수요조사 및 주요사업 신청서 접수결과(2,419건)

사업분류 사업명 접수결과

지원사업 	2015	지원사업	수요조사 1,363	건

초청사업 	재외동포	청소년	교류사업 230	건

장학사업 	재외동포	초청	장학생(석ㆍ박사) 260	건

공모사업 	재외동포	사진전,	학위논문상	등 566	건

•재단 정보보안시스템 운영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 재단 정보보안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 재외동포재단 정보보안지침(제정 2014.8.25 지침 제64호)에 의거 추진

· 2015년도 재외동포재단 정보보안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 보안관제시스템 운영 및 웹방화벽 등 정보보안시스템의 수시 점검 및 업데이트

· 사이버 위협에 능동적인 대처를 위한 주기적인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 출력물 보안관리(DRM) 도입을 통한 개인정보 출력물 관리

· 보안 USB 및 매체제어솔루션 도입 및 운영

- 재단 개인정보보호 계획 수립 및 이행

· 재외동포재단 개인정보보호지침(제정 2014.3.10 지침 제61호)에 의거 추진

· 2015년도 재외동포재단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 개인 PC보유 개인정보 파기 및 별도 저장장치 보관 등 재단 사업별 개인정보 수집ㆍ보유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

· 년 2회 이상 내부 개인정보보호 교육실시, 개인정보보호책임관ㆍ개인정보보호담당자 의무 교육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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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금       액

Ⅰ. 수입

 1. 정부출연금

					가.	정부교부액

 2. 사업외 수입

					가.	이자수익

					나.	잡		수	익

					다.	잉여금전환수익

					라.	기타수입

50,328,000,000 

50,328,000,000

3,301,708,891

105,769,427

2,047,408,783

1,068,000,000

80,530,681

계 53,629,708,891

Ⅱ. 지 출

 1. 인건비

 2. 경상운영비

					가.	기본공과금

					나.	자산관리비

					다.	일반운영비

					라.	기타운영비

					마.	체력증진	및	위생비

 3. 사업비

					가.	재외동포교육사업

					나.	재외동포교류지원사업

					다.	재외동포조사연구사업

					라.	재외동포차세대사업

					마.	한상네트워크사업

					바.	홍보문화사업

					사.	재외동포통합네트워크사업		

3,198,000,000

1,498,000,000

36,372,600

559,508,400

225,053,879

676,020,521

1,044,600

46,489,001,592

14,652,944,128

16,706,747,214

832,793,014

5,717,266,472

1,942,689,340

4,088,662,109

2,547,899,315

계 51,185,001,592

Ⅲ. 당기순이익 2,444,707,299

		(단위	:	원)

재정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제19기) 2015년 기구표

주소 및 연락처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6층(우:06750)

이사장실	 T		02-3415-0111	 F		02-3415-0115

기획이사실	 T		02-3415-0112	 F		02-3415-0116

사업이사실	 T		02-3415-0113	 F		02-3415-0116

전략기획실	 T		02-3415-0120	 F		02-341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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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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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지원부	 T		02-3415-0160	 F		02-3415-0119

조사연구부	 T		02-3415-0095	 F		02-3463-6266

한상사업부	 T		02-3415-0150	 F		02-341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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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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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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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역	 T		02-3415-0107	 F		02-3415-0117

자료실	 T		02-3415-0189	 F		02-3463-6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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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직무파견	:	중국(북경)	1명,	미국(뉴욕)	1명,	일본(동경)	1명

이사장

감    사
(비 상 근)

검  사  역 전 문 위 원

고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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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원 신청 안내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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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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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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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업의 지원 필요성 및 적정 지원규모 등 세부사항 기재

심  의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개최

•시기 : 매년 1/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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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관할 공관을 통해 재외동포재단에 제출

•공관은 접수된 결과보고서와 공관의 자체 평가서를 재외동포재단으로 제출

•결과보고서 미제출단체(사업)는 익년도 지원 지양

결과보고서
제출

심의 후 지원단체(사업)명을 공관에 1차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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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