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한국바로알리기 민간단체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사 업 명

제7회 북마케도니아국립대학교 ”바른 한국알리기 심포지움과 한국문화주간”

사업기관

마케도니아 국립대학교 인문대학

사업책임자

Maja Bojadjievska

사업기간

동의서제출일로부터 ~ 2019.11.30

사 업 비

금9,000,000원(금구백만원정)

사업진행현황

1.

개최기간: 2019년 8월 4일 ~ 8월 23일 연수기간 중 8월 19일 개최

2.

개최장소: 마케도니아 국립대학교 오흐리드 연수원
(주소: s. Konjsko, 6000 Ohrid, Republic of North Macedonia)

3.

참석대상: 연수 참가 중인 세계 20개국 80여명 참석(사진참조)

4.

행사내용:

제7회 북마케도니아 국립대학교 “바른 한국 알리기 심포지움과 한국문화 주
간” 개최
[대주제: 한국문화 바로 알리기 in 마케도니아]



한국문화시연 및 체험행사 개최
마케도니아 오흐리드에서 진행되는 ‘마케도니아 언어, 문학, 문화 국제
세미나(International Seminar on Macedonian Language, Literature and
Culture)’ 기간 동안, 전 세계에서 온 다양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국문화 바로 알리기”를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였다.
① 한국문화 알리기 프레젠테이션: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
-

최근에 K-Pop, K-Drama, 한식 등 한류 덕분에 한국에 대한 외
국인들의 인지도가 높아졌지만, 아직까진 낯설고 제대로 알려
지지 않은 면들이 존재하여, 한국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와 한
국문화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

발표 내용은 ‘한국에 대한 일반 정보(General Information
about Korea)’와 ‘한국 음식문화(Korean Food Culture)’로 나누
어, 전반부의 내용은 한국외대 그리스-불가리아학과 14학번 방
예은 학생이, 후반부의 내용은 한국외대 그리스-불가리아학과
18학번 최현우 학생이 담당해주었다. PPT와 발표는 한국어와
영어, 일부 마케도니아어로 진행되었다.

-

발표 대본 점검과 빔 프로젝터 설치, 홍보 등에 현지 마케도니
아어 교사와 유급 조교들 그리고 세미나 참여 동료들이 도움을
주었다.

<”한국문화 알리기 프리젠테이션” 자료(첨부자료 참조)>

<”한국문화 알리기 프리젠테이션” 발표 모습>

<”한국문화의 밤” 행사 포스터>
② 한국과 한국 음식문화 퀴즈: 발표 내용을 토대로 퀴즈를 만들어 진
행하였다.
-

발표 시작 전에 발표 내용을 토대로 퀴즈가 있을 예정이며 퀴
즈를 맞힌 사람에게는 선물이 있음을 알려 참석자들이 발표에
집중하도록 유도하였다.

<”한국문화 알리기 프리젠테이션” 퀴즈 일부>

③ 한국음식 체험전: 한국 음식문화에 대해 발표에 이어 한국음식문화
체험전이 진행되어 자연스럽게 한국 음식을 소개하고 맛보는 시간
을 가졌다.
-

발표 후에 컨퍼런스 룸에 한국 음식을 준비해 각자 먹어보고
싶은 음식을 골라 먹으며 대화하는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

한국에서 미역국밥, 뚝배기불고기밥, 돌솥비빔밥 등을 준비하였
고, 특별히 Congress Center의 주방을 빌려 많은 양의 한국 음
식을 빠르게 준비할 수 있었다.

<”한국음식 체험”을 하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

<행사 후 조교들과 기념사진>

기타

Ss. Cyril and Methodius 대학교에서 주관하는 ‘마케도니아 언어, 문학, 문화
국제 세미나’의 제 52회 오흐리드 세미나 기간 동안 한국과 한국문화를
소개하고 바르게 알리는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 세미나에는 마케도니아를
비롯하여 독일, 프랑스, 그리스, 알바니아, 불가리아 등 다양한 나라 출신의,
다양한 직업을 가진, 다양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참여했는데 그 중에는 한국을
잘 알고, 한국어를 전공하는 전문가도 있는 반면, 한국에 대해 선입견이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사람도 있었다(남북분단, 독도문제 등). “한국문화의
밤” 행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바로 잡고 한국을 바르게 널리 알리는 매우
의미 있는 행사를 진행하였다.

<”한국문화의 밤”에 참석해준 친구들>

<제 52회 오흐리드 여름학교 수료증>

예산사용세부내
역

항목별 지출내역
(Project Cost for One Year)
Ⅰ. 행사 개최 경비

금액
( Amount)
3,832 $

1. 행사 개최경비
* 프로시딩, 포스터 인쇄, 플랜카드 제작비
* 음료, 다과비
* 발표비
* 행사 진행요원 인건비

2. 행사 준비 회의비

890 $

3. 우편 및 통신비, 문구류 구매

74 $

4. 홍보기념품, 전시물품 구입비
*한국문화전시회 및 홍보 기념물품(행사 후 기증)

190 $

*한국 음식 체험 전 관련물품

Ⅱ. 현지 출장경비

2,678 $

1. 연구원 여비
*교통비(항공권 및 국가 간 버스교통비)
*체제비(스코페, 오흐리드 추가체류경비)

합계(Total)
* 1달러=1195원(2019년 8월 1일) 기준

7,6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