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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내가 한국바로알리기의 주인공』
에세이 공모 안내

1. 목적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문화교류센터는 외국 교과서의 한국 관련 오류 시정 및 

내용 증설을 위한 ‘한국바로알리기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세계 속의 한국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한국이해자료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2015『내가 한국바로알리기의 주인공』에세이를 아래와 같이 공모 합니다.

v ‘한국바로알리기사업’에 대한 국내외 홍보

○ 세계 속의 한국 이미지 개선

○ 한국에 대한 이해 제고 및 기반 확대

○ 세계 속에 밝고 건강한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정립

2. 공모주제

* 2013·2014 공모전 수상작 사이트 참조

(https://intl.ikorea.ac.kr:40666/korean/viewforum.php?f=22)

* 교육자료는 외국교과서상의 한국 관련 자료를 포함하여 외국인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만든 각종 간행물 및 디지털콘텐츠를 의미함.

* 한국이해자료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제작한 자료를 의미하며 본 공모를 위하여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음. (관련 홈페이지: http://www.ikorea.ac.kr/ →한국이해자료 신청하기)

3. 응모자격

해외에 거주하는 누구나(개인)

 4. 제출방법

이메일 접수 : highspirit@aks.ac.kr

    ※ 양식은 첨부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또는 한국문화교류센터 홈페이지

소  재 세부 내용

외국에서 보는

한국 이미지

 - 외국 교과서, 교육자료(인터넷 사이트 포함)에

   나타난 한국이미지 및 새로운 개발 제안

 - 한국에 대한 바른이해를 위한 제안

한국이해자료 

활용
 - 한국이해자료의 활용 후기 및 개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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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양식에 맞지 않는 작품은 심사에서 제외됨.

※ 제출된 작품은 반환되지 않으며, 저작권은 한국문화교류센터에 귀속됨.

※ 응모자가 에세이에 중복하여 응모 제출할 수 있음.

 5. 제출언어 : 한국어 또는 영어

6. 공모형태 : A4 3매 내외의 원고

 7. 접수기간 : 2015. 8. 1.(토) ~ 2015. 9. 30.[수) 오후 6시까지

※ 마감 이후 도착한 작품은 접수하지 않음.

 8. 시상내역

  

구 분 인 원 시상내역

최우수상 2
외교부·교육부 장관 상훈 및

미화 $ 800 상당의 상품

우수상 4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상훈 및

미화 $ 250 상당의 상품

장려상 6
한국문화교류센터소장 상훈 및

미화 $ 150 상당의 상품

※ 제세공과금 본인 부담입니다.

※ 참가자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300명 한정)

 9. 결과발표 : 2015. 11. 10.(화) (예정)

○ 홈페이지(http://www.ikorea.ac.kr/korean) 공지 및 입상자 개별통지

    

 10. 문의

   - 한국문화교류센터 한국바로알리기사업실

○ 홈페이지: www.ikorea.ac.kr

○ 이메일: highspirit@aks.ac.kr

○ Tel: (+82)-31-709-6571, 6596 / Fax: 031-709-6572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모요강(국/영문) 및 지원서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모와 관련한 문의는 반드시 이메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