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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일시

2019. 8. 6.(화) 석간
(인터넷․온라인 : 8. 6.(화) 06:00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9. 8. 5.(월) 대변인실 044-203-6581

담 당 과 재외동포교육담당관

담당과장 최보영 (044-203-6799)

담 당 자
사무관 길인영 (044-203-6798)

교육연구사 조수원 (044-203-6794)

한국어 그림일기대회, 재외동포 어린이의 민족 정체성을 담다

「제1회 재외동포 어린이 한국어 그림일기대회」시상식 개최

44개국, 555명의 어린이가 참가하여 우수한 작품 선보이다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8월 6일(화) 14:00에,「제1회 재외

동포 어린이 한국어 그림일기대회」시상식을 개최한다.
※ 주최 : 교육부, 주관 :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ㅇ 이번 대회는 재외국민․동포 어린이들이 민족 정체성을 가진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교육부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이다.

ㅇ 전 세계 44개국 555명의 해외 거주 5년 이상의 재외동포 어린이

들이 한국어·한국문화·역사를 배우며 느낀 점 등을 그림일기 형식

으로 작성하여 대회에 참여하였다.

□ 수상작은 모두 14편으로 케냐에 거주하는 김지오 어린이가 대상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을 받았다.

※ 대상 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3명, 장려상 5명, 인기상 4명(상세 붙임 참조)

ㅇ 케냐에 살면서 남북 분단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김지오 어린이의 

그림일기에는 분단에 대한 자연스러운 인식과 통일을 바라는 순수한

마음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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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적을 묻는 케냐 사람들에게 “한국사람”이라 답하면 “남한?, 북한?”

으로 다시 묻는 이유를 알게 되었다는 내용은 민족의 아픈 역사를

어린이의 순수한 눈으로 보여 준다.

□ 수상자로 선정된 재외동포 어린이와 보호자에게는 8월 5일(월)부터

9일(금)까지 4박 5일간 한국과 한국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국 

역사·문화체험’의 기회가 주어진다.

□ 시상식에 참석한 주명현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그림일기는 해외에

살면서 한국어가 서툰 재외동포 어린이들이 우리말과 글을 쉽게 

배우고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하며,

ㅇ 교육부는 앞으로도 “세계 각국의 재외동포 어린이들이 한국어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정신과 문화를 함께 배울 수 있도록 재외동포

교육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붙임】1. 2019년 재외동포 어린이 한국어 그림일기대회 개요

2. 재외동포 어린이 한국어 그림일기대회 수상자 명단

3. 대상(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수상작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재외

동포교육담당관 길인영 사무관(☎044-203-6798), 조수원 연구사(☎044-203-6794)에

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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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2019년 재외동포 어린이 한국어 그림일기대회 개요

□ 사업 개요

◦ (사업명) 재외동포 어린이 한국어 그림일기대회 (신규)

◦ (접수 기간) 2019. 7. 17.(수) ~ 23.(화), 7일간

◦ (참가 대상) 한글학교와 한국학교에 다니는 재외동포(국민) 학생 중

해외 거주 5년 이상인 자 (보호자 동행하여 한국 문화체험 가능한 자)

※ 단, 만 5세 미만은 해외 거주 자격 제한 없음

◦ (참가 내용) 한국어·한국문화·한국역사를 배우면서 느낀 것을 

그림일기로 표현

◦ (시상 내용) 총 14명 (※ 수상자 14명은 한국 역사․문화체험 기회 부여)

◦ (주최/주관) 교육부 /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 한국 역사 ․ 문화 체험 학습연수

◦ (체험 대상) 총 28명(수상자 14명, 보호자 14명)

◦ (체험 기간) 2019. 8. 5.(월) ~ 9.(금), 4박 5일

◦ (체험 내용)

- (교육 체험) 교육부 방문, 한국잡월드 진로체험, 국내 어린이 교류

- (문화 체험) MBC월드, 한글박물관, 중앙박물관, 음악공연 관람

- (역사 체험) DMZ 투어, 창경궁 산책, 전통놀이 & 전래공연 체험

□ 교육부 내 작품 전시 계획

◦ (설치 장소) 교육부 14-2동 로비  

◦ (설치 내용) 재외동포 어린이 한국어 그림일기작품 및 영상

◦ (전시 기간) ’19.8.5.~’19.8.16.(12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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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재외동포 어린이 한국어 그림일기대회 수상자 명단

순번 수상구분 국가 한글 성명 영문 성명 나이
(만) 성별 학교명

해외
거주
기간

1
대상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케냐 김지오 Kim Jio 8 여 재케냐
한글학교 6년

2 최우수상 인도 김선우 Kim Seonwoo 8 여 뉴델리한글학
교 5년

3

우수상

영국 이승민 Seungmin Lee 10 남 케임브리지
한글학교

10년
3개월

4 모로코 벤지디아
유네스

Benjdia
Youness 11 남 모로코 라바트

한글학교 6년

5 미국 김서우 Jeslyn Kim 6 여 애틀랜타
한국학교 6년

6

장려상

오스트
리아 조한성 Hansung Cho 12 남 그라츠 한글

학교 12년

7 중국 주희니 JU HEE NI 10 여 상해한국학교 9년

8 브라질 홍다희 Luvia Dah
Hee Hong 9 여 작은씨앗

한글학교
시민
권자

9 베트남 문예은 MUN YEEUN 8 여 호치민시한국
국제학교 5년

10 말레이
시아 김지우 JIU KIM 7 여 말레이시아

한국국제학교
6년
9개월

11

인기상

필리핀 정시훈 Jeong, Sihun 11 남 필리핀한국
국제학교 11년

12 미국 리나
콜레이지 Reena Colaizy 7 여

미네소타
한인회
한글학교

7년

13 호주 버틀러
혜나 Hannah Butler 9 여

시드니 한인
천주교
한글학교

9년

14 미국 김해나 Hannah Kim 9 여 벨뷰 통합
한국학교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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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재외동포 어린이 그림일기 수상 대표작

대상 (케냐 / 김지오 / 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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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상 (인도 / 김선우 / 8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