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22.10.4.(화) 담당부서 한국어사업팀, 홍보팀

담 당 자  행사담당 민병욱, 홍보담당 조은경(+81-3-3357-5970) postmaster@koreanculture.jp

일본 전역에서 모인 한글사랑, 그리고 평화의 메시지
- 에세이와 한글 캘리그래피 작품 3,663 점이 모여, 

한글날 기념 수상작품 전시회로 소개 -

   주일한국문화원은 10월 9일 한글날을 기념하여 한일우호와 문화교류의 

마음을 전하는‘한일교류 작문콘테스트 2022’와‘한글 캘리그래피 공모전’을 

개최하여 일본 전국 각지에서 모두 3,663건의 응모를 받았으며 그 중 작문

콘테스트는 3,217점으로 역대 최다 응모수를 기록했다. 수상작품 가운데는 

어수선한 국제정세를 반영하듯 평화로운 미래를 기원하는 작품을 비롯하여, 

여행, 음식, 노래, 화장품, 문학 등에 걸쳐 다양한 소재의 K-콘텐츠를 다룬 

작품과 경험담이 눈에 띈다.

  역대 최다 응모수를 기록하며 관심과 경쟁이 뜨거웠던‘한일교류 작문

콘테스트 2022’는 ▲판문점과 휴전선이 사라지고 군사분계선을 산책하는 날이 

오길 꿈꾸며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강사 이야기 (韓国語講師のユウウツと夢想 

한국어강사의 우울과 몽상 / 일본어 에세이 최우수상: 후나하시 히로노부, 53세),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한일 갈등에 대한 걱정을‘러브레터’로 재치 있게 

표현한 작품 (러브레터 / 일본어 에세이 우수상: 곤 미나, 20세), ▲치킨 한 조각으로 

시작된 한국과 일본의 고등학교 여자축구선수들의 우정과 감동을 한 편의 일기처럼 

유머있게 소개한 작품 (태극낭자와 나데시코 재팬을 이어준 치킨 한 조각 / 한국어 

한국여행기부문 가작: 닛타 모에카) 등 한국문화와 평화, 한일우호에 대한 생각과 

추억을 저마다의 풍부한 감성으로 표현한 작품들이 많았다.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한‘한글 캘리그래피 공모전’에는 ▲단어가 

갖는 의미와 성격을 회화적으로 풀어낸 작품「응시」(최우수상: 존 깁슨, 

32세)를 비롯해 ▲한글의 모음을 오이그림으로 절묘하게 나타낸 90세 할머니의 

작품「오이」(우수상: 가와구치 요시에, 90세), ▲하늘과 종이비행기 속에 

역동성과 상쾌함을 주는 글자를 표현한「가자」(최우수상: 모토하시 하나, 16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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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고 싶은 메시지나 좋아하는 단어를 개성 넘치게 표현한 한글 캘리그래피 

작품 446점이 모여 다양한 연령층의 한글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한일교류 작문콘테스트 2022’의 수상작품(49점)과‘한글 캘리그래피 공

모전’의 수상작품(26점)은 한국문화원 갤러리MI에서 10.7.(금)~10.15.(토) 

기간 동안 전시하여 한국어 학습자를 비롯한 주재국민들과 함께 한글날의 

의미와 한글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되새기는 기회로 삼을 예정이다.

 

<한일교류 작문콘테스트 2022> 

 ◦작품모집부문 및 결과 

    (7개 부문, 3,217 작품응모) 

   - 일본어 에세이 부문: 236점 

   - 한국어 에세이 중고생부문: 111점

   - 한국어 에세이 일반부문: 227점

   - 일본어 정형시부문: 1,802점

   - 한국어 정형시부문: 707점

   - 일본어 한국여행기부문: 55점

   - 한국어 한국여행기부문: 79점

 ◦모집기간: 2022.4.18.(월)~8.21.(일)

 ◦수상

   - 최우수상 (각 부문 1명, 총 7명): 

   - 우수상 (각 부문 2명, 총 14명)

   - 가작 (각 부문 4명, 총 28명)

   - 입선 (각 부문 12명, 총 84명)

 ◦ 대회개요

   - 주최: 주일한국문화원, 도쿄한국교육원

   - 공최: 주오사카한국문화원

   - 협력: 한국관광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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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캘리그래피 공모전>

 ◦응모부문 및 결과 

   (2개 부문, 446 작품응모) 

   - 학생부문: 208점 

   - 일반부문: 238점

 ◦응모기간: 2022.6.27.(월)~9.2.(금)

 ◦수상

   - 최우수상 (각 부문 1명, 총 2명)

   - 우수상 (각 부문 2명, 총 4명)

   - 가작 (각 부문 4명, 총 8명)

   - 입선 (각 부문 6명, 총 12명)

 ◦대회개요

   - 주최: 주일한국문화원

   - 협력: 세종학당재단

붙임 1. 한일교류 작문콘테스트 2022 수상작품집

2. 캘리그래피 공모전 2022 수상작 (최우수~가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