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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재외동포 어린이 한국어 그림일기대회

수상작 전시회 개최

◈ 재외동포 어린이가 참가하여,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겪은 

일화나 느낌을 그림일기로 표현

◈ 43개국 446명 참가, 선정된 수상작 14편은 온라인 전시회를 통해 공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재단법인 국제한국어교육재단

(이사장 임영담)은 10월 5일(화)부터 ｢제3회 재외동포 어린이 한국어 그림

일기대회｣(이하 그림일기대회) 온라인 전시회를 개최한다.

ㅇ 그림일기대회는 재외동포 어린이들이 한국어를 배우면서 겪은 일화나 느낌을

그림일기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을 키우고,

한국어를 사용하는 (조)부모세대와의 교감·소통을 확대하고자 개최되어

왔으며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였다.

□ 올해 그림일기대회는 7월 5일(월)부터 9월 6일(월)까지 진행됐으며,

전 세계 43개국 재외동포 어린이 446명이 참가하였고, 이 중에서 

14명이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 대상(1), 이사장상(1), 최우수상(1), 우수상(1), 장려상(5), 인기상(3), 특별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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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을 수상한 오윤우 어린이는 마음처럼 또박또박 써지지 않는 

글자를 “공책의 네모 칸 안에 얌전히 들어가 있지 않고 자꾸 탈출을

시도하는 동물(지렁이, 달팽이)”에 비유하는 등 한글을 쓰면서 겪은

어려움을 재미있게 표현하였다.

ㅇ 이 외에도 한글을 잘 기억하기 위해 물건 또는 동물로 한글을 만들어

공부했던 경험, 외국 친구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주면서 자신이 세종대왕이

된 듯한 뿌듯함을 느꼈다는 사연 등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겪은

일화를 진솔하게 표현한 작품들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 한편,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수상작을

감상할 수 있도록 그림일기대회 수상작 온라인 전시회를 개최한다.

ㅇ 온라인 전시회는 ‘재외동포 어린이 한국어 그림일기대회 누리집

(https://ikefkids.kr)’을 통해 10월 5일(화)부터 개최되며, 수상작과 더불어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수상자 축하 메시지와 수상자의 인터뷰 

영상이 게시될 예정이다.

ㅇ 아울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한국 음식에 담긴 역사적 유래를

흥미롭게 소개하는 한국의 역사‧문화 체험 영상도 제공될 계획이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그림일기대회를 통해 재외동포 

어린이들의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을 엿볼 

수 있었다.”라면서,

ㅇ “대회가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

이다.”라고 강조하였다.

【붙임】1. 제3회 재외동포 어린이 한국어 그림일기대회 운영 결과

2. 수상자 명단 및 참가 현황

3. 대상(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수상작

4. 그림일기대회 수상작 온라인 전시회 이용 안내

                                                         

https://ikefkid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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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제3회 재외동포 어린이 한국어 그림일기대회 운영 결과

□ 대회 개요

◦ (주최/주관) 교육부 / 국제한국어교육재단

◦ (대회 기간) 2021.7.5.(월) ~ 9.6.(월)

◦ (참가 현황) 43개국 446명*

* (참가대상) 만 12세 이하 한국학교, 한글학교에 재학 중인 재외동포 어린이

◦ (대회 내용) 재외동포 학생이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겪은 일화,

느낌을 그림을 포함한 일기 형식으로 표현한 작품을 접수・심사

□ 시상 결과

◦ (시상 일자) 2021.10.5.(화)

◦ (시상 대상) 총 14명 

- 베트남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오윤우 외 13명 수상

◦ (시상 방법) 부총리님 축하메시지 영상을 통해 수상자에게 축하 인사를

전달하고 상장 및 부상은 수상자의 소속 학교로 배송

□ 수상작 전시회 개최

구분 주요 내용

온라인 전시회

▪ (기간/누리집) ’21.10.5.(화) ~ / https://ikefkids.kr

▪ (콘텐츠) 부총리님 축하영상, 수상자 인터뷰, 수상작 전시, 

한국 역사‧문화 체험 영상(한국 음식의 역사적 유래) 등

오프라인 전시회
▪ (기간/장소) ’21.10.5.(화) ~ 10.29.(금) / 교육부 14-2동 1층 로비

▪ (콘텐츠) 대형 전시 풍선(수상작 포함 우수작품 설치), 대회 기념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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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수상자 명단 및 참가 현황

□ 수상자 명단

수상 구분 국가 학교명 성명 비고

대상 베트남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오윤우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이사장상 독일 뮌헨한글학교 프리드리히 유나

국제한국어교육

재단상

최우수상 태국 방콕한국국제학교 오주영

우수상 미국 (어바인)베델한국학교 리버맨 제나

장려상 호주 시드니 한인 천주교회 한글학교 조성은

장려상 인도 푸네한글학교 김서하

장려상 호주 브리즈번 한인 중앙장로교회 
한글학교

이예주

장려상 미국 세종한국학교 김예원

장려상 말레이시아 페낭토요한글학교 전하랑

인기상 영국 영국북동부한글학교 샬롯 박러스비

인기상 엘살바도르 엘살바도르 한글학교 김채린

인기상 필리핀 앙겔레스 한글학교 이은솔

특별상 캐나다 오타와 가톨릭 보드 한글학교 강하랑

특별상 홍콩 홍콩한국국제학교 김예인

□ 참가 현황

순 국가 참가자 순 국가 참가자
1 미국 101 23 말라위 3
2 중국 82 24 베트남 3
3 호주 30 25 싱가포르 3
4 캐나다 26 26 아르헨티나 3
5 일본 25 27 우즈베키스탄 3
6 영국 22 28 이란 3
7 뉴질랜드 19 29 인도네시아 3
8 독일 18 30 칠레 3
9 말레이시아 8 31 코스타리카 3
10 멕시코 8 32 네덜란드 2
11 브라질 7 33 바레인 2
12 프랑스 7 34 스페인 2
13 필리핀 7 35 캄보디아 2
14 인도 6 36 코소보 2
15 태국 6 37 대만 1
16 파라과이 6 38 스위스 1
17 과테말라 5 39 아랍에미리트 1
18 방글라데시 5 40 엘살바도르 1
19 오스트리아 4 41 파키스탄 1
20 이탈리아 4 42 헝가리 1
21 라오스 3 43 홍콩 1
22 러시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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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대상(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수상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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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그림일기대회 수상작 온라인 전시회 이용 안내

□ 접속 방법

◦ ‘재외동포 어린이 한국어 그림일기대회 누리집 ’*으로 접속

* (접속경로) https://ikefkids.kr / (브라우저 환경) Chrome브라우저 또는 Edge

브라우저 이용(Explorer 브라우저 환경에서는 제대로 재생되지 않음)

□ 주요 메뉴 구성 안내

구분 캡처 장면 내용

수상작

감상하기

▸ (경로) 누리집의 오른쪽 상단의 

‘2’ 아이콘 클릭

▸ (서비스 내용) 수상작 전시, 수상자 

인터뷰 영상 제공

전시장

둘러보기

▸ (경로) 누리집의 오른쪽 상단의 

‘3’ 아이콘 클릭

▸ (서비스 내용) 오프라인 전시장 모습

을 살펴볼 수 있는 영상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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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캡처 장면 내용

QR코드

사진 촬영

▸ (경로) ‘전시장 둘러보기’ 페이지 

하단의 노란색 화살표 클릭

▸ (서비스 내용) QR코드를 통해 그림

일기 일부 이미지가 합성된 사진 

촬영 기능 제공

역사·문화

탐방

콘텐츠

▸ (경로) 누리집의 오른쪽 상단의 

‘4’ 아이콘 클릭

▸ (서비스 내용) 한국 역사‧문화 콘텐츠

(한국 음식의 역사적 유래)

온라인

방명록

▸ (경로) 누리집의 오른쪽 상단의 

‘5’ 아이콘 클릭

▸ (서비스 내용) 색색의 풍선 형태

에 50자 이내의 간단한 방명록 

작성 기능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