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제교류처는 외국 교과서의 한국 관련 내용 개선 및 내용 증설을 위한

‘한국바로알리기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계 속의 한국 이미지를 개선하고 한국이해자료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2022『내가 한국바로알리기의 주인공』에세이를 공모합니다.

공모 주제
 외국에서 보는 한국 이미지      
 □ 외국 교육자료(외국 교과서, 인터넷 사이트 등)에 나타난 한국 이미지

 □ 한국 이미지 개선 방안 제안

 한국이해자료 활용      
 □ 한국이해자료의 활용 후기 및 개발 제안

 ※ 한국이해자료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제작한 자료를 의미하며, 
      다음 사이트에서 볼 수 있음. 
      (https://www.aks.ac.kr → 출판·자료 > 자료 > 한국이해자료)

응모 자격   외국인, 재외국민

제출 방법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한국학중앙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

 □ 제출 언어 : 한국어 또는 영어

 □ 제출 분량 : A4 3매 내외

 ※ 한국학중앙연구원 홈페이지(https://www.aks.ac.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한 후 작성하여 제출 (신청서 양식만 접수함) 

시상 내역
 최우수상 | 2명 | 외교부·교육부 장관 상훈 및 100만원 상당의 상품

 우 수 상 | 4명 |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상훈 및 40만원 상당의 상품

 장 려 상 | 6명 | 국제교류처장 상훈 및 20만원 상당의 상품

 ※ 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입니다.

접수 기간  2022. 6. 1.(수) ~ 7. 31.(일), 18:00
 ※ 한국 시간 기준으로 접수기간 경과 후 도착한 작품은 접수하지 않음.

결과 발표  2022. 9. 20.(화) (예정)
 ※ 한국학중앙연구원 홈페이지 공지 및 입상자 개별 통지

문         의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제교류처 한국바로알리기사업실

 E-mail : highspirit@aks.ac.kr

 ※ 공모와 관련한 문의는 반드시 E-mail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We are pleased to announce the Call for Essays of the Understanding Korea Contest 
2022. Please note the following guidelines. The Center for International Affair at AKS 

is the home of the Understanding Korea Project, which seeks to correct inaccurate 
information on and improve contents about Korea in International textbooks.

Essay Themes
 International Images of Korea
 □ Images of Korea in international instruction materials 
     (International textbooks, Internet sites, etc.)
 □ Proposals on how to improve the image of Korea

 Improvements using Understanding Korea Materials
 □ Improvements using Understanding Korea materials and suggestions 
      for developing new materials
 ※ Understanding Korea materials published by AKS can be requested for the purpose of this contest. 
      Available at the site below.
      (Website: https://www.aks.ac.kr/ikorea/english/ → Understanding Korea materials)

Eligibility Foreigners, Koreans living abroad

Submission  Through the official website of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 Language: Korean or English
 □ Essay Length: About 3 pages in A4 format
 ※ Download the application form from information bulletins on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website or 
      the Center for International Affairs website and submit. (Only the official form will be accepted.)
      - Website: https://www.aks.ac.kr/ikorea/english/

Prizes
 Grand Prize | 2 | Awarded by the Ministers (MOFA & MOE) Prize worth 1,000,000 won
 Excellence Prize | 4 | Awarded by AKS President Prize worth 400,000 won
 Participation Prize | 6 | Awarded by the Center Director Prize worth 200,000 won
 ※ Taxes related to the acceptance of and use of the prize are the winners’ responsibility.

Application Period  June 1 - July 31, 2022, 18:00
 ※ Applications arrived after the deadline (Korea Standard Time) will not be received.

Announcement of winners  September 20, 2022
 ※ The result of the contest will be posted on the Center's website,
      (https://www.aks.ac.kr/ikorea/english/) and all winners will be notified individually.

Contact  The Center for International Affairs of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 Email: highspirit@aks.ac.kr
 ※ All inquiries about the contest must be made by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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