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대 재외동포문학상 수상지역 현황(1회-24회) 
*지역별/국가별 가나다순

아시아/대양주
국가 회차/연도 장르 수상내역 글쓴이 작품명

수필 가작뉴질랜드 1회(1999) 비안네 리 나만의 향기

콩트 가작뉴질랜드 1회(1999) 최승호 공항가는 길

수필 가작뉴질랜드 2회(2000) 오소영 참으로 괜찮은 이웃과

생활수기 우수상뉴질랜드 2회(2000) 이희재 보일러가 안 되면 촛불이라도 켜놓으리

수필 가작뉴질랜드 3회(2001) 이인순 송아지 할머니

뉴질랜드 3회(2001) 동시 우수상 정유진 눈물

뉴질랜드 3회(2001) 동시 가작 백서현 엄마가 없는 날

뉴질랜드 4회(2002) 수필 가작 오 안제라 굴을 채취하는 여자

뉴질랜드 5회(2003) 시 가작 배경옥 어머니

뉴질랜드 5회(2003) 생활수기 우수상 이인순 황무지에 피는 꽃

뉴질랜드 5회(2003) 청소년글짓기 가작 오하나 조개 껍데기 하나

뉴질랜드 6회(2004) 단편소설 우수상 임은열 딸의 남편

뉴질랜드 6회(2004) 수필 우수상 배경옥 마들렌 빵이 있는 풍경

뉴질랜드 8회(2006) 시 대상 정철용 늙은 직녀

뉴질랜드 8회(2006) 시 가작 강내영 오클랜드의 겨울 어느 날

뉴질랜드 8회(2006) 수필 우수상 정귀숙 반지

뉴질랜드 9회(2007) 논픽션 가작 이금선 무지개를 빚다

뉴질랜드 11회(2009) 청소년(중고등) 대상 송진아 당신의 은신처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는  엄마, 엄마를 
위하여

뉴질랜드 11회(2009) 청소년(초등) 우수상 이기혜 나의 꿈은 식물학자

뉴질랜드 11회(2009) 청소년(초등) 장려상 송미령 신세대 신데렐라

뉴질랜드 12회(2010) 단편소설 가작 김태영 엘리엇

뉴질랜드 12회(2010) 수필 대상 김기현 서쪽 하늘에서 달을 건지다

뉴질랜드 13회(2011) 단편소설 우수상 김태영 내 마음, 머무는 곳에

뉴질랜드 15회(2013) 수필 대상 박성기 공씨책방을 추억함

뉴질랜드 15회(2013) 청소년(중고등) 장려상 오의찬 미운 오리새끼는 오리도 백조도 될 수  있다

뉴질랜드 19회(2017) 단편소설 우수상 김태영 겨울 잔디

뉴질랜드 19회(2017) 수필 대상 백동흠 깬~니~프!

뉴질랜드 21회(2019) 체험수기 가작 오진영 굴 캐는 여자

뉴질랜드 21회(2019) 청소년(중고등) 최우수상 홍세흔 2019년이 1919년에게

뉴질랜드 21회(2019) 청소년(초등) 최우수상 박동하 지구 반대편까지 들리는 평화의 만세소리

뉴질랜드 21회(2019) 청소년(초등) 장려상 조다윗 나의 마음의 멋진 포수 홍범도 장군

뉴질랜드 22회(2020) 청소년(초등) 장려상 박지후 먹어봐요 김치를, 함께 춰요  K-Pop을~

시 우수상뉴질랜드 23회(2021) 김지영미셸 시신을 닦으며

말레이시아 21회(2019) 체험수기 가작 김희정 적도의 땅 말레이시아에서 날개를 펴다

몽골 11회(2009) 청소년(초등) 대상 안찬원 우리 아빠 한국 가실 때와 오실 때

몽골 16회(2014) 시 우수상 강의현 봄비, 몽골 초원에 강림(降臨)하시다

미얀마 5회(2003) 청소년글짓기 가작 변선우 딜레마(진퇴양난)

베트남 11회(2009) 청소년(중고등) 장려상 문정희 우리는 사춘기!

베트남 16회(2014) 청소년(초등) 우수상 신지니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베트남 24회(2022) 청소년(초등) 장려상 장예준 할아버지와 나의 만남

브루나이 15회(2013) 청소년(초등) 우수상 정안드레 친구의 고향을 따라 가는 길



싱가폴 14회(2012) 시 가작 금혜정 빨래

인도 19회(2017) 장유진 새로운 것에 익숙해지는 긍정적 마인드청소년(초등) 우수상

인도 23회(2021) 청소년(초등) 가작 윤채원 모기잡이 놀이

인도네시아 4회(2002) 청소년문학 대상 박선목 국제학교의 태극기

인도네시아 7회(2005) 수필 우수상 이상기 그때는 내게도 아버지가 있었다

인도네시아 15회(2013) 시 가작 최장오 밤을 줍는 아이

인도네시아 15회(2013) 청소년(초등) 우수상 김태림 동물사랑

인도네시아 16회(2014) 시 우수상 최장오 칼리만탄 고무나무 숲

인도네시아 17회(2015) 시 우수상 김현숙 엄마의 뜰

인도네시아 18회(2016) 시 우수상 노은주 생명의 신비

인도네시아 18회(2016) 시 가작 김성월 서로 다른 표정

인도네시아 18회(2016) 단편소설 대상 배동선 지독한 인간

인도네시아 18회(2016) 수필 우수상 이동균 캄보자 꽃과 같은 인생

인도네시아 18회(2016) 배은준 바틱의 비밀청소년(초등) 장려상

인도네시아 19회(2017) 시 가작 이태복 고백

인도네시아 19회(2017) 청소년(중고등) 최우수상 강동헌 작은 천사들의 미소

인도네시아 20회(2018) 문인기 유적에 핀 꽃시 대상

인도네시아 20회(2018) 청소년(초등) 우수상 김재이 다국적 삼총사의 인도네시아의 성장기

인도네시아 21회(2019) 시 가작 이은주 아버지와 가자미식해

인도네시아 22회(2020) 시 우수상 서미숙 깜보자 꽃

인도네시아 23회(2021) 시 가작 김재구 왕십리

인도네시아 24회(2022) 시 가작 이영미 뿌리 깊은 나무

인도네시아 24회(2022) 일반산문(체험수기) 가작 배동선 랩톱에 깃든 작은 이야기

인도네시아 24회(2022) 청소년(중고등) 우수상 조규희 수라상

일본 4회(2002) 청소년문학 가작 곽정은 아름다운 한국을 다녀와서

일본 5회(2003) 생활수기 가작 강혜영 언어(言語)와 문자(文字)의 벽(壁)을  넘어

일본 6회(2004) 시 우수상 김희정 아버지와 호박잎

일본 11회(2009) 단편소설 우수상 김민정 엄마, 미안해

일본 11회(2009) 청소년(중고등) 장려상 김고자 행복과 불행 사이에서

일본 12회(2010) 청소년(초등) 장려상 임혜원 내가 사는 동네

일본 13회(2011) 청소년(초등) 최우수상 서기윤 내가 사는 나라, 살아갈 나라

일본 14회(2012) 단편소설 우수상 이지현 하얀 비

일본 14회(2012) 청소년(중고등) 장려상 서기준 너는 어디서 태어났니

일본 14회(2012) 청소년(초등) 장려상 김성희 보물

일본 15회(2013) 청소년(중고등) 최우수상 김수현 재일교포의 역사 속에 있는 '김치'

일본 16회(2014) 청소년(중고등) 장려상 고은비 내가 선생님? 네가 선생님

일본 16회(2014) 청소년(초등) 우수상 변수현 보이지 않는 태극기

일본 16회(2014) 청소년(초등) 장려상 노은정 제2의 고향, 일본

일본 17회(2015) 단편소설 가작 김구민 어떤 상상

일본 19회(2017) 단편소설 가작 안영선 언니

일본 19회(2017) 수필 가작 김구민 샤인의 찬란한 삶을 위하여

일본 20회(2018) 시 우수상 강세정 김치닦달

일본 20회(2018) 체험수기 우수상 허은주 딸애의 첫돌

일본 21회(2019) 체험수기 가작 이홍매 케세라세라 희망은 늘 과제와 함께

일본 21회(2019) 청소년(중고등) 우수상 남명지 3.1운동 정신과 일본 속의 나

일본 22회(2020) 단편소설 가작 황모과 어시스턴트



일본 24회(2022) 일반산문(체험수기) 가작 김순희 stay hungry, stay  foolish!

중국 1회(1999) 시 가작 석화 풀들이

중국 1회(1999) 수필 가작 리선희 엄마가 되면 바보가 된다

중국 1회(1999) 수필 가작 김택 나의 "가갸…"

중국 1회(1999) 수필 가작 최순희 행복조건 0순위

중국 1회(1999) 수필 가작 강걸 사이공간

중국 1회(1999) 콩트 우수상 강재희 종착역

중국 1회(1999) 콩트 가작 김태복 침묵

중국 1회(1999) 콩트 가작 리근 탈북녀의 고백

중국 1회(1999) 콩트 가작 강찬우 복지를 찾아서

중국 2회(2000) 수필 가작 박정희 가짜 돈 한 장

중국 2회(2000) 수필 가작 박명옥 그리워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중국 2회(2000) 단편소설 우수상 윤림호 어머니의 절구 소리

중국 2회(2000) 단편소설 가작 장석만 정으로 피는 사랑

중국 2회(2000) 동화 가작 설병화 파랑새와 나무눈

중국 2회(2000) 수필 가작 손숙 민들레 연가 

중국 2회(2000) 생활수기 가작 류연산(별세) 화씨지벽

중국 3회(2001) 시 가작 박문파 천지물

중국 3회(2001) 단편소설 가작 김성옥 구름다리

중국 3회(2001) 동시 가작 최선련 그리운 농촌마을

중국 4회(2002) 시 가작 김동진 가을로 가는 나무

중국 4회(2002) 단편소설 가작 김성옥 탈을 벗는 여자

중국 4회(2002) 청소년문학 우수상 리유 외갓집 감나무

중국 4회(2002) 청소년문학 가작 허려나 저녁 노을

중국 5회(2003) 시 우수상 리순옥 바다

중국 5회(2003) 시 가작 김현진 경칩

중국 5회(2003) 단편소설 우수상 양룡철 이방인

중국 5회(2003) 단편소설 가작 리동렬 마스크

중국 5회(2003) 수필 가작 이미옥 새봄의 언덕에

중국 5회(2003) 생활수기 가작 홍이숙 어머니의 기다림

중국 5회(2003) 청소년글짓기 우수상 김련순 사랑하는 나의 가족

중국 6회(2004) 수필 대상 박옥영 설

중국 7회(2005) 단편소설 우수상 최영자 마이허

중국 8회(2006) 단편소설 가작 권중철 율네 엄마

중국 8회(2006) 체험수기 우수상 정호준 우리 외삼촌

중국 9회(2007) 논픽션 대상 박옥남 붉은 넥타이

중국 9회(2007) 논픽션 가작 김인덕 러시아는 눈물을 믿지 않는다

중국 10회(2008) 논픽션 대상 김해영 5일간의 체험이 남긴 여운

중국 10회(2008) 논픽션 우수상 김인덕 한에 얽힌 노래

중국 10회(2008) 논픽션 가작 강효삼 우리 삶의 터전을 위하여

중국 10회(2008) 논픽션 가작 박룡일 민들레 인생

중국 10회(2008) 논픽션 가작 박춘섭 젊음이라는 이름으로

중국 11회(2009) 시 가작 강설령 민들레

중국 11회(2009) 수필 우수상 조성숙 아버지

중국 11회(2009) 수필 가작 천광일 사라져가는 빨래방치 소리

중국 11회(2009) 청소년(중고등) 우수상 윤영 강은 그에게 무엇이었을까



중국 11회(2009) 청소년(초등) 장려상 김성안 새파란 신발과 민수

중국 11회(2009) 청소년(초등) 장려상 리승희 우리가 체험한 "사랑으로 가는  길"

중국 12회(2010) 시 가작 김학성 핑궈리 나무

중국 12회(2010) 단편소설 우수상 임갑용 꽃게의 운명

중국 12회(2010) 청소년(중고등) 우수상 배지훈 차집합, 그리고 교집합

중국 12회(2010) 청소년(초등) 장려상 신지원 태권소녀 되다

중국 13회(2011) 시 가작 김혁일 나무

중국 13회(2011) 단편소설 가작 신영애 노란 정거장

중국 13회(2011) 수필 우수상 김점순 같이 밥먹고 싶다

중국 13회(2011) 수필 가작 박룡일 재록신

중국 13회(2011) 청소년(중고등) 최우수상 김현지 기억

중국 13회(2011) 청소년(중고등) 장려상 신소운 추억을 만나다

중국 14회(2012) 시 가작 김성만 하늘을 나는 나무

중국 14회(2012) 수필 가작 정복리 딸의 귀가를 기다리는 나날

중국 14회(2012) 수필 가작 김영화 남구로

중국 14회(2012) 단편소설 가작 김성옥 은빛 날개

중국 14회(2012) 청소년(중고등) 최우수상 박준상 저격능선 전투'보다 먼저 알아버린  '상감령'

중국 14회(2012) 청소년(중고등) 우수상 손예원 두리안

중국 14회(2012) 청소년(중고등) 장려상 정소진 북극점 원정

중국 14회(2012) 청소년(초등) 최우수상 신유니 중간선

중국 14회(2012) 청소년(초등) 우수상 김정원 자랑스러운 한국인

중국 14회(2012) 청소년(초등) 장려상 고종현 내 머릿속에 한국의 추억들

중국 15회(2013) 단편소설 가작 허선자 쓰라린 타향살이 반백년

중국 15회(2013) 수필 가작 천광일 족보

중국 15회(2013) 청소년(중고등) 우수상 최원종 사나이로 태어나서

중국 15회(2013) 청소년(중고등) 장려상 길제은 나는 한국인이다

중국 15회(2013) 청소년(초등) 장려상 안정현 태권도

중국 16회(2014) 단편소설 가작 신영애 채무

중국 16회(2014) 수필 가작 리홍규 신나게 불지어다

중국 16회(2014) 청소년(중고등) 최우수상 박수완 내 인생의 출발지

중국 16회(2014) 청소년(중고등) 장려상 장혁진 우리집 아이

중국 16회(2014) 청소년(중고등) 장려상 박종빈 헤이처 아저씨

중국 16회(2014) 청소년(초등) 최우수상 박준용 나는 한국인이다

중국 16회(2014) 청소년(초등) 장려상 이준호 아, 심천 아리랑!

중국 17회(2015) 단편소설 우수상 채명희 영자아줌마의 코리안 드림

중국 17회(2015) 수필 가작 박성옥 "맹모"는 한  사람만이 아니다

중국 17회(2015) 청소년(중고등) 최우수상 한동영 폭죽과 중국과 나

중국 17회(2015) 청소년(중고등) 장려상 김재엽 할아버지의 전화

중국 17회(2015) 청소년(초등) 우수상 박세희 한국이 그리워

중국 18회(2016) 시 가작 김선희 나는 내가 효자인 줄 알았습니다

중국 18회(2016) 단편소설 우수상 리림호 군 바미 우미 도다 삭 나거시아

중국 18회(2016) 단편소설 가작 이전일 고추다래

중국 18회(2016) 청소년(중고등) 우수상 조희연 마음의 소리

중국 18회(2016) 청소년(중고등) 장려상 정지웅 티엔타이, 넓은 하늘 아래 두 문화가  숨쉬는 곳

중국 19회(2017) 시 가작 임지연 허기(虛飢)

중국 19회(2017) 단편소설 가작 신영애 해와 별의 인연



중국 19회(2017) 수필 우수상 홍예화 밥 하는 남자, 밥 먹는 여자

중국 19회(2017) 청소년(중고등) 장려상 김보경 나와 나의 중국 친구들

중국 20회(2018) 시 가작 유려 알감자 조림

중국 20회(2018) 단편소설 대상 이은영 동아분식

중국 20회(2018) 체험수기 대상 신경화 가방 싸는 여자

중국 20회(2018) 체험수기 가작 유재원 조폭 열차 탈출기

중국 20회(2018) 청소년(중고등) 대상 김지영 기행

중국 20회(2018) 청소년(중고등) 우수상 함현강 평화의 바람 답사기

중국 20회(2018) 청소년(중고등) 장려상 박현서 나의 공간

중국 20회(2018) 청소년(초등) 대상 송지나 비슷하지만 다른 중국에서의 생활

중국 21회(2019) 시 가작 리련화 등

중국 21회(2019) 체험수기 대상 박영희 전설처럼 살다 가신 할머니

중국 21회(2019) 단편소설 가작 류일복 나는 이 땅의 식물이고 싶다

중국 21회(2019) 청소년(중고등) 우수상 김정재 중국에서 만난 안중근 의사

중국 21회(2019) 청소년(중고등) 장려상 정유진 대한민국과 나

중국 22회(2020) 시 대상 황연 "왜지"나무

중국 22회(2020) 단편소설 가작 리동렬 내가 차버린 공

중국 22회(2020) 체험수기 우수상 리삼민 시베리아 찬바람속에서 11년 인생살이

중국 22회(2020) 청소년(중고등) 최우수상 김미혜 가을비의 사랑법

중국 22회(2020) 청소년(초등) 최우수상 신율 별

중국 22회(2020) 청소년(초등) 장려상 이윤서 난 꿈이 있어

중국 23회(2021) 시 우수상 리련화 어머니의 숲

중국 23회(2021) 체험수기 우수상 유재원 우주에서 보낸 한철

중국 23회(2021) 체험수기 우수상 박상수 중국 영화를 물들이다

중국 23회(2021) 청소년(중고등) 가작 양지수 3국 인싸(insider)의 꿈을 품다

중국 24회(2022) 시 대상 주양수 치매꽃

중국 24회(2022) 일반산문(체험수기) 가작 박동찬 떠나는 삶에 관하여

중국 24회(2022) 일반산문(수필) 가작 하선영 할머니의 간장

중국 24회(2022) 청소년(중고등) 우수상 정승호 홍콩에서 요식업 경영하기

중국 24회(2022) 청소년(중고등) 장려상 고수경 상하이에서 '해방'을 외치다

중국 24회(2022) 청소년(초등) 장려상 강태윤 나의 코로나 생활

태국 11회(2009) 청소년(초등) 장려상 박서연 보고 싶은 천사 미래

태국 12회(2010) 청소년(초등) 우수상 기우석 치앙마이의 하늘 바다

태국 12회(2010) 청소년(초등) 장려상 이예라 치앙마이의 뱀들

태국 13회(2011) 청소년(중고등) 우수상 윤예람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삶

태국 13회(2011) 청소년(초등) 장려상 이다은 내가 다니는 국제학교 친구들

태국 14회(2012) 청소년(초등) 우수상 이다은 지구 위에 있는 치앙마이 정원

태국 15회(2013) 청소년(중고등) 장려상 이유라 숙제 내주기의 왕, 우리 큰아빠를  소개합니다

태국 16회(2014) 청소년(중고등) 우수상 장지호 일본 대지진이 나에게 준 변화

태국 17회(2015) 청소년(중고등) 우수상 이은비 공존

태국 18회(2016) 청소년(중고등) 최우수상 박새빛 사람이 좋다

태국 18회(2016) 청소년(중고등) 우수상 장현서 마이뺀라이

태국 18회(2016) 청소년(중고등) 장려상 김주옥 세상에 하나 밖에 없는 열쇠

태국 18회(2016) 청소년(초등) 우수상 이루리 동네의 추억

태국 18회(2016) 청소년(초등) 우수상 김규림 한국에 살까? 태국에 살까?



태국 19회(2017) 청소년(중고등) 우수상 박새땅 나의 이름은

태국 19회(2017) 청소년(중고등) 장려상 강지민 나 홀로 집에

태국 19회(2017) 청소년(초등) 최우수상 김신영 스물넷 꾸러미 선물

태국 19회(2017) 청소년(초등) 장려상 유시우 특별한 추억

태국 20회(2018) 청소년(중고등) 우수상 강지민 모범

태국 20회(2018) 청소년(초등) 장려상 유시우 치앙마이가 맺어준 인연

태국 21회(2019) 청소년(중고등) 장려상 유다은 그 날의 함성을 기억하며

태국 22회(2020) 청소년(중고등) 장려상 유다은 주름살에 핀 웃음 꽃

태국 23회(2021) 청소년(중고등) 대상 유다은 따스한 봄날을 기다리며

피지 11회(2009) 청소년(중고등) 우수상 최송자 행복

피지 19회(2017) 청소년(초등) 장려상 조민서 전 세계 한글학교 친구들에게

필리핀 5회(2003) 청소년글짓기 대상 박동웅 오! My 코리아

호주 1회(1999) 시 가작 조성선 고향

호주 1회(1999) 수필 가작 최옥자 해외에서 남과 북의 만남

호주 1회(1999) 수필 가작 황현숙 비가 내리는 날에는 지나간 모든 것이  그리워진다

호주 1회(1999) 콩트 가작 정자길 양대가리

호주 1회(1999) 콩트 가작 그레이스 권 미리내 마을에는

호주 1회(1999) 콩트 가작 오창규 비

호주 2회(2000) 단편소설 가작 손성훈 붉은 사막을 달리고 싶다

호주 2회(2000) 수필 우수상 전옥경 남겨진 장롱

호주 2회(2000) 수필 가작 김은경 이제 그리운 것은 그리운 대로

호주 9회(2007) 논픽션 가작 양영복 호주 이민기

호주 10회(2008) 논픽션 가작 양상수 호주 이민의 삶

호주 11회(2009) 단편소설 가작 김건 어둠 속에서

호주 11회(2009) 수필 가작 유금란 한 잔 속에 피어나는 엘도라도

호주 11회(2009) 청소년(초등) 우수상 김태양 영원한 숙제 '한국어'

호주 13회(2011) 청소년(중고등) 장려상 민병윤 한국인, 그 이름으로

호주 13회(2011) 청소년(초등) 장려상 이정 사투리

호주 14회(2012) 수필 대상 장석재 둥근달 속의 캥거루

호주 14회(2012) 청소년(초등) 장려상 우상우 김치만들기

호주 15회(2013) 단편소설 대상 이귀순 오시리스의 저울

호주 15회(2013) 수필 가작 정동철 재스민 쌀과 된장찌개

호주 15회(2013) 청소년(초등) 장려상 이수빈 한글을 배우는 이유

호주 16회(2014) 수필 우수상 유금란 모고에서 가져 온 바람소리를 걸다

호주 17회(2015) 시 우수상 김은옥 연근

호주 17회(2015) 시 가작 신현숙 별꽃 먹는 청소부

호주 17회(2015) 수필 우수상 김선정 봄의 기적

호주 17회(2015) 청소년(초등) 장려상 기민정 내가 캠시에 사는 이유

호주 18회(2016) 시 가작 송운석 껍데기의 비애

호주 18회(2016) 수필 가작 김은경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호주 19회(2017) 시 우수상 민명숙 연필을 깎다가

호주 19회(2017) 청소년(초등) 우수상 이예준 한국으로의 여행

호주 20회(2018) 청소년(중고등) 장려상 지은교 호주에 살지만 나는 한국인

호주 21회(2019) 체험수기 우수상 박성일 함께 걷기

호주 21회(2019) 청소년(초등) 장려상 김정현 한글학교 수업 시간에 배운 역사이야기



호주 22회(2020) 시 가작 김인옥 오늘

호주 22회(2020) 입양수기 대상 Hana Crisp Mother, Lost and  Found (잃어버린 어머니와의 재회)

호주 23회(2021) 시 가작 유영재 길 위의 할머니

호주 23회(2021) 체험수기 가작 박은경(박지반) 엄마, 세이 땡큐

호주 24회(2022) 시 가작 윤희경 아버지의 바이칼

호주 24회(2022) 단편소설 가작 김경숙 히피는 아니지만

북아메리카

미국 1회(1999) 시 가작 김신웅 떠 있는 집

미국 1회(1999) 시 가작 전은정 방황

미국 1회(1999) 시 가작 최향란 그 동무들 어디에

미국 1회(1999) 시 가작 임창현 그리운 자전거

미국 1회(1999) 시 가작 김옥동 존재의 이유

미국 1회(1999) 수필 우수상 이재상(별세) 할머니와 손자

미국 1회(1999) 수필 가작 정상희 그 어느날 오후

미국 1회(1999) 수필 가작 김명 보고싶은 사람과 나의 아픈 이(齒)와의  관계

미국 1회(1999) 수필 가작 조만연 시민권이 뭐길래

미국 1회(1999) 수필 가작 김재동 감이파리 인생

미국 1회(1999) 콩트 대상 한영국 제프와 제퍼슨

미국 1회(1999) 콩트 가작 임혜기 아버지는 할 수 있다

미국 1회(1999) 콩트 가작 이여근 행복이란

미국 1회(1999) 콩트 가작 최지숙 우렁된장찌개

미국 1회(1999) 콩트 가작 김현숙 날아가 버린 파랑새

미국 2회(2000) 시 우수상 차선자 조국

미국 2회(2000) 시 가작 김인기 도도한 흐름

미국 2회(2000) 시 가작 김선진 바나나

미국 2회(2000) 시 가작 송인복 맨하탄에서

미국 2회(2000) 수필 대상 이영옥 낮잠에 눈을 뜨세요

미국 2회(2000) 단편소설 가작 송지명 장승

미국 2회(2000) 단편소설 가작 이경숙 도둑

미국 2회(2000) 생활수기 우수상 이선애 엄마의 유배지

미국 2회(2000) 생활수기 가작 김성수 홍두깨

미국 2회(2000) 생활수기 가작 박영기 7전 8기의 알토 인생

미국 2회(2000) 생활수기 가작 한준길 나는 선인장

미국 3회(2001) 시 대상 신지혜 뿌리

미국 3회(2001) 시 우수상 백승철 요세미티 시편

미국 3회(2001) 시 가작 길버트 한 낙타가 사는 집

미국 3회(2001) 시 가작 염성일 가을 기도

미국 3회(2001) 단편소설 가작 이수내 우울한 섬, 블루를 가다

미국 3회(2001) 수필 우수상 김령 보석보다 아름다운 것

미국 3회(2001) 수필 가작 최종수 아내

미국 3회(2001) 수필 가작 김성광 산행

미국 3회(2001) 수필 가작 최영선 나비넥타이

미국 3회(2001) 동시 가작 신범용 구름기차

미국 4회(2002) 시 대상 장금자 만남

미국 4회(2002) 시 우수상 이윤홍 연어



미국 4회(2002) 시 가작 신하연 육필로 쓴

미국 4회(2002) 단편소설 우수상 전영세 황 노인 이야기

미국 4회(2002) 단편소설 가작 연규호 샤이엔 강의 사랑

미국 4회(2002) 단편소설 가작 전지은 누가 이 아일 모르시나요?

미국 4회(2002) 단편소설 가작 권소희 프럼 파티(Prom Party)

미국 4회(2002) 수필 대상 박봉진 마지막 일기는 눈 안에 묻고

미국 4회(2002) 수필 우수상 노기제 그가 잠시 비운 자리

미국 4회(2002) 수필 가작 윤학재 이름과 시대

미국 4회(2002) 수필 가작 오정자 어머니의 가발

미국 4회(2002) 청소년문학 가작 신호용 자랑스러운 나의 조국, 그 뿌리

미국 4회(2002) 청소년문학 가작 송한나 나는 구수한 한국말을 사랑합니다

미국 5회(2003) 시 대상 손희숙 난 만원 버스를 타고 싶다

미국 5회(2003) 시 가작 김선진 재봉틀

미국 5회(2003) 단편소설 대상 임영록 파티

미국 5회(2003) 단편소설 가작 최유혜 황구(黃狗)

미국 5회(2003) 단편소설 가작 김영문 이렇게 시작하는 또 하나의 인생을

미국 5회(2003) 수필 대상 방인숙 뉴욕 겨울 산의 단상

미국 5회(2003) 수필 우수상 장은아 거꾸로 가는 여행

미국 5회(2003) 수필 가작 민영일 한복(韓服)

미국 5회(2003) 생활수기 대상 고동운 꿈은 이루어진다

미국 5회(2003) 생활수기 가작 이경난 바나나 연가

미국 6회(2004) 시 대상 이현숙 국수와 어머니

미국 6회(2004) 단편소설 대상 장효영 맨섬의 고양이

미국 7회(2005) 시 대상 김은자 남자 미용사 J.

미국 7회(2005) 시 우수상 김선진 저무는 길 위의 산책

미국 7회(2005) 수필 대상 강갑중 비둘기알

미국 8회(2006) 시 우수상 전현자 이것이 다가 아니다

미국 8회(2006) 단편소설 대상 김선진 집으로 가는길

미국 8회(2006) 단편소설 우수상 최은숙 토네이도

미국 8회(2006) 단편소설 가작 장승원 시카고 모놀로그

미국 8회(2006) 수필 우수상 강윤선 동치미를 담그며

미국 8회(2006) 체험수기 우수상 이종호 뉴욕의 동포 신문과 한인들

미국 9회(2007) 논픽션 가작 김숙희 이제는 활짝 웃고 싶다

미국 10회(2008) 논픽션 우수상 주경노 뻐꾹새 울지 않는 마을

미국 11회(2009) 시 대상 김효남 바퀴

미국 11회(2009) 단편소설 대상 신정순 폭우

미국 11회(2009) 단편소설 우수상 황희 아이야 도망가

미국 11회(2009) 수필 대상 윤종범 재즈 아리랑

미국 11회(2009) 수필 우수상 박혜자 스팅키

미국 11회(2009) 청소년(중고등) 우수상 박연희 노새

미국 11회(2009) 청소년(중고등) 장려상 김호연 이중국적자의  딜레마(International Grey Spot)

미국 11회(2009) 청소년(중고등) 장려상 이수정 나의 친구 첼로에게

미국 11회(2009) 청소년(초등) 우수상 유재원 아빠의 마음

미국 12회(2010) 시 대상 장복자(복영미) 훌러싱교회 아카시나무

미국 12회(2010) 시 우수상 송순례 흰 꽃 가로수 길의 봄 날



미국 12회(2010) 시 가작 임의숙 바람을 다림질 하다

미국 12회(2010) 단편소설 대상 김은련 남의 새

미국 12회(2010) 단편소설 가작 윤명도 아버지의 가출

미국 12회(2010) 수필 우수상 주숙녀 떡 국

미국 12회(2010) 청소년(중고등) 우수상 김하영 나의 영원한 동기부여

미국 13회(2011) 시 대상 임의숙 자서전을 읽다

미국 13회(2011) 시 우수상 이월란 알래스카

미국 13회(2011) 단편소설 우수상 박휘원 대지의 속삭임

미국 13회(2011) 단편소설 대상 김연아 하얀 세상

미국 13회(2011) 수필 대상 오수화 어머니의 행복

미국 13회(2011) 수필 우수상 공순해 아이스크림과 택시비

미국 13회(2011) 청소년(초등) 우수상 박관호 엄마의 바디랭귀지

미국 14회(2012) 시 우수상 전희진 레몬나무 아래서

미국 14회(2012) 시 우수상 연미나 낡은 일기장 하나

미국 14회(2012) 단편소설 우수상 서진욱 도둑

미국 14회(2012) 단편소설 가작 이강천 조슈아 트리 밑에 어머니를 묻다

미국 14회(2012) 수필 우수상 왕마리 수민이와 보낸 하루

미국 14회(2012) 청소년(중고등) 우수상 다이애나 헤어 미국을 품은 100% 한국인

미국 15회(2013) 시 우수상 강남옥 주 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

미국 15회(2013) 시 우수상 정국희 늑대의 조시

미국 15회(2013) 시 가작 변재무 문학캠프

미국 15회(2013) 단편소설 우수상 강남옥 압생트

미국 15회(2013) 단편소설 우수상 이현주 니에베 페니텐테스

미국 15회(2013) 단편소설 가작 이권재 버닝맨 축제

미국 15회(2013) 수필 우수상 김외숙 사랑하는 아들

미국 15회(2013) 청소년(초등) 최우수상 노지영 미국에 사는 진돗개

미국 15회(2013) 청소년(초등) 장려상 조수진 나의 특별한 가족

미국 16회(2014) 시 가작 김백현 빨래

미국 16회(2014) 단편소설 대상 홍예진 초대받은 사람들

미국 16회(2014) 단편소설 우수상 정종진 소자들의 병신 춤

미국 16회(2014) 단편소설 우수상 전준성 신체검사 받던 날

미국 16회(2014) 수필 대상 정민아 애리조나에 내린 단비

미국 16회(2014) 청소년(초등) 장려상 남윤서 나의 한국생활

미국 17회(2015) 시 가작 김태수 콩나물

미국 17회(2015) 수필 우수상 이진영 나의 작은 천국, 맥컬리 도서관

미국 17회(2015) 청소년(초등) 최우수상 임혜준 Mount Olive의 사계절

미국 17회(2015) 청소년(초등) 우수상 PARKIrene 나를 바꾼 3년전 여행

미국 18회(2016) 시 대상 성백군 어머니의 마당

미국 18회(2016) 시 우수상 손용상 계절산조 5선

미국 18회(2016) 단편소설 우수상 이수정 소리의 군무(群舞)

미국 18회(2016) 단편소설 가작 강민선 타향보다 낯선

미국 18회(2016) 수필 대상 최정우 생일, 마늘 밭에서

미국 18회(2016) 청소년(초등) 장려상 정유나 내 친구 카밀라

미국 19회(2017) 시 대상 강원희 별자리를 따라간 이중섭

미국 19회(2017) 단편소설 대상 이권재 아버지의 초원



미국 19회(2017) 수필 우수상 배슬아 이웃집 마리오 아저씨

미국 19회(2017) 수필 가작 박원영 딸이 집에 없던 오후에

미국 20회(2018) 시 가작 이용언 아리랑

미국 20회(2018) 단편소설 가작 이현주 ㅇㅈㅂ?(완전범죄)

미국 21회(2019) 시 대상 심갑섭 오래된 풍경

미국 21회(2019) 시 우수상 장성희 달

미국 21회(2019) 시 우수상 김여름 옹이

미국 21회(2019) 단편소설 가작 이미화 여름은 짧을수록 좋다

미국 22회(2020) 시 우수상 김백현 수국 여행

미국 22회(2020) 체험수기 가작 류모니카 나의 이름은 태양

미국 22회(2020) 청소년(초등) 우수상 장하진 아주 특별한 산책

미국 22회(2020) 청소년(초등) 장려상 김동현 내 인생의 첫 술

미국 22회(2020) 입양수기 가작 김난이 Dear Eomma (친애하는  엄마에게)

미국 23회(2021) 단편소설 대상 이월란 길몽

미국 23회(2021) 단편소설 우수상 이영미 아내

미국 23회(2021) 단편소설 가작 배수영 스왈로우

미국 23회(2021) 청소년(초등) 가작 이동아 한복을 입고 아리랑을 연주하다

미국 23회(2021) 청소년(초등) 가작 이강현 정신없고 요란한 우리집

미국 23회(2021) 입양수기 대상 Spencer Lee 
Lenfield My Adopted Mother  Tongue

미국 23회(2021) 입양수기 가작 Eric McDaniel Lee Dae-Il, Two vs.  One: An Adoption Memoir

미국 23회(2021) 입양수기 가작 Jess Barish On Being Adopted

미국 24회(2022) 시 우수상 KoAnn 구두

미국 24회(2022) 시 가작 김사비나 부엌에서 소 기르기

미국 24회(2022) 단편소설 대상 이수정 타이거 마스크

미국 24회(2022) 단편소설 우수상 박종진 달의 비밀

미국 24회(2022) 단편소설 가작 이지혜 M.I.A

미국 24회(2022) 일반산문(체험수기) 우수상 조성환 엘에이 폭동과 민들레

미국 24회(2022) 일반산문(수필) 가작 김미현 고사리

미국 24회(2022) 일반산문(수필) 가작 윤덕환 결혼반지 이야기

미국 24회(2022) 청소년(초등) 우수상 김수아 내가 기증한 태극기

캐나다 1회(1999) 시 우수상 박정순 길

캐나다 1회(1999) 시 가작 박성민 카멜레온을 위하여

캐나다 1회(1999) 수필 대상 양승숙 옆으로 누워자는 여자

캐나다 1회(1999) 콩트 가작 이덕형 노래 알레르기

캐나다 2회(2000) 시 대상 이금실 마늘

캐나다 2회(2000) 시 가작 박영희 강

캐나다 2회(2000) 단편소설 가작 장명길 풀의 기원

캐나다 3회(2001) 단편소설 우수상 장명길 드림 하우스

캐나다 3회(2001) 단편소설 가작 박성민 바퀴벌레와 낙서

캐나다 4회(2002) 단편소설 대상 강기영 넬리(NELLY)

캐나다 4회(2002) 단편소설 가작 박선희 페리드의 여자

캐나다 4회(2002) 수필 가작 박능재 접목한 사과나무

캐나다 5회(2003) 시 가작 김유경 가슴으로 오는 아침

캐나다 5회(2003) 단편소설 가작 김희정 도망

캐나다 5회(2003) 단편소설 가작 임윤식 영주권 장사(Immigration  Merchant)



캐나다 7회(2005) 단편소설 대상 성우제 내 이름은 양봉자

캐나다 7회(2005) 체험수기 우수상 장미란 숲속나라 빗물동네

캐나다 8회(2006) 시 가작 유명숙 가족 음악회

캐나다 8회(2006) 단편소설 우수상 김외숙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

캐나다 8회(2006) 수필 가작 성경주 수국이 핀 자리

캐나다 8회(2006) 수필 가작 이병준 그렇게 사는거라 그랬다

캐나다 8회(2006) 수필 가작 한순자 아가들아 아가들아 예쁜 우리 아가들아

캐나다 9회(2007) 논픽션 우수상 성우제 21세기 이민자가 부르는 '新 나그네  설움'

캐나다 11회(2009) 시 우수상 이종배 대나무의 DNA

캐나다 12회(2010) 단편소설 우수상 박성민 우리 식당

캐나다 12회(2010) 단편소설 가작 이유연 블럭워쳐

캐나다 12회(2010) 수필 가작 이영희 잭! 너는 잊혀지지 않았어

캐나다 12회(2010) 수필 가작 홍혜선 다이아몬드 반지

캐나다 13회(2011) 시 가작 김희라 그를 깁다

캐나다 13회(2011) 단편소설 가작 박미자 탈脫

캐나다 13회(2011) 단편소설 가작 최광해 툰드라 2-좋은날

캐나다 13회(2011) 청소년(중고등) 우수상 표가인 비

캐나다 14회(2012) 시 가작 전찬영 노후설계

캐나다 14회(2012) 단편소설 대상 조성원 데이비드의 꿈

캐나다 14회(2012) 단편소설 가작 고성복 씨엉 킴의 하루

캐나다 14회(2012) 수필 우수상 한경남 착한 病 든 여자

캐나다 15회(2013) 시 가작 백복현 쑥 지적도(地籍圖)

캐나다 15회(2013) 단편소설 가작 박미자 누구 없어요

캐나다 15회(2013) 수필 우수상 박정은 한국에서 온 외계인

캐나다 15회(2013) 수필 가작 김인순 바보 아빠

캐나다 16회(2014) 시 대상 백복현 노스욕 구두 수선방

캐나다 16회(2014) 시 가작 홍현숙 고풍산책

캐나다 16회(2014) 단편소설 가작 권용주 모래욕조

캐나다 16회(2014) 단편소설 가작 김수연 떠난 후에 남겨진 것들

캐나다 16회(2014) 수필 우수상 신서란 마니아의 여행

캐나다 16회(2014) 수필 가작 김수연 당신의 강화 반닫이

캐나다 17회(2015) 단편소설 우수상 김수연 박의 귀향

캐나다 17회(2015) 단편소설 가작 이준호 고요한 돈강

캐나다 17회(2015) 수필 가작 이병준 딸과의 수업시간

캐나다 18회(2016) 수필 우수상 손정숙 이~완'의 까만구두

캐나다 18회(2016) 청소년(초등) 장려상 최영서 나는 밴쿠버가 좋아요

캐나다 19회(2017) 시 우수상 김미영 에버그린 라인을 타다

캐나다 19회(2017) 단편소설 우수상 권행백 텍사스 카우보이

캐나다 19회(2017) 단편소설 가작 전정우 삐끼의 말뚝

캐나다 20회(2018) 단편소설 우수상 김수연 벚꽃난장

캐나다 20회(2018) 단편소설 가작 정명숙 검은 시계가 있는 정물

캐나다 20회(2018) 체험수기 가작 조은주 캐나다 일기

캐나다 21회(2019) 단편소설 우수상 정명숙 하이웨이 씩스

캐나다 21회(2019) 청소년(초등) 우수상 박새미 34번째 민족 대표 스코필드

캐나다 22회(2020) 단편소설 대상 김수연 혜선의 집



캐나다 22회(2020) 청소년(중고등) 장려상 표현규 내가 영어를 못해도 되는 이유

캐나다 24회(2022) 시 가작 김미영 봄의 문자

캐나다 24회(2022) 일반산문(체험수기) 가작 이단비 제니를 찾아서

캐나다 24회(2022) 일반산문(수필) 가작 정은시 뿌리 얕은 나무

남아메리카　

과테말라 15회(2013) 시 대상 박원규 아버님 전상서

도미니카 공화국 23회(2021) 청소년(초등) 대상 도재현 산토도밍고 한글학교 일기

도미니카 공화국 23회(2021) 청소년(초등) 우수상 안겸 낚시의 추억

도미니카 공화국 24회(2022) 청소년(중고등) 장려상 김기현 선한 영향력

멕시코 9회(2007) 논픽션 우수상 임용위 섬

멕시코 23회(2021) 체험수기 가작 정갑환 멕시코의 태양 아래에서

브라질 1회(1999) 시 가작 장혜진 엽서

브라질 2회(2000) 수필 가작 이경연 따뜻한 커피 한 잔

브라질 2회(2000) 생활수기 가작 박명순 꼬라질레이로의 초상

브라질 8회(2006) 단편소설 가작 안경자 풍경1-새와 나무

아르헨티나 2회(2000) 생활수기 가작 박영희 남편의 자리

아르헨티나 3회(2001) 수필 가작 박영희 행복한 눈물

아르헨티나 8회(2006) 시 우수상 조미희 까라보보와 참나무

아르헨티나 11회(2009) 시 우수상 김아영 나무의 꿈

아르헨티나 20회(2018) 청소년(초등) 장려상 이아론 양철 용기에 담긴 쪽지

아르헨티나 21회(2019) 청소년(초등) 우수상 이아론 의지로 이어진 과거와 현재

아르헨티나 23회(2021) 시 가작 조숙현 할머니의 회초리

아르헨티나 22회(2020) 체험수기 우수상 방종석 한국 햄버그

아르헨티나 23회(2021) 청소년(중고등) 우수상 심로미나 어긋난 나라의 앨리스

아르헨티나 23회(2021) 청소년(중고등) 가작 정지은 같은 하늘 아래

에콰도르 24회(2022) 시 가작 류명순 옮겨진 한 그루

칠레 4회(2002) 청소년문학 가작 이은비 멀지만 가까운 나라, 한국

칠레 5회(2003) 청소년글짓기 가작 이윤진 나의 꿈, 나의 미래

칠레 17회(2015) 청소년(초등) 장려상 곽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칠레 18회(2016) 수필 가작 김정화 어느 늦가을, 세 마리 고양이의 눈빛

칠레 24회(2022) 청소년(중고등) 장려상 김세린 세상의 이웃, 글로벌 코리안

파라과이 12회(2010) 청소년(초등) 우수상 박예림 내가 사랑하는 나라, 대한민국

페루 1회(1999) 시 가작 조영식 할머니 생각

페루 12회(2010) 청소년(중고등) 장려상 고재섭 성숙의 길, 한글학교

페루 15회(2013) 청소년(중고등) 우수상 이수진 완전한 한국인

페루 21회(2019) 시 가작 최성은 개과천선

유럽　

그리스 21회(2019) 시 가작 이신명 개미들의 행진

노르웨이 17회(2015) 시 대상 전승호 바다

노르웨이 23회(2021) 체험수기 가작 한은옥 엄마와 나와 노르웨이 할머니들

덴마크 22회(2020) 시 가작 박시드니 가족상봉

덴마크 23회(2021) 단편소설 우수상 박시드니 엄마를 닮았네

덴마크 24회(2022) 일반산문(체험수기) 가작 박시드니 한글학교에서

독일 1회(1999) 시 가작 황성봉 어머니

독일 2회(2000) 단편소설 대상 전성준 로렐라이의 진돗개 복구



독일 3회(2001) 시 가작 배은희 소읍에서

독일 3회(2001) 단편소설 가작 김순실 창 밖에는 바람이 있었다

독일 4회(2002) 시 가작 유한나 새여, 아침을 여는 새여

독일 4회(2002) 수필 가작 진경자 스잔느의 작별

독일 5회(2003) 수필 가작 염혜숙 코리아, 마마의 멋진 고향

독일 5회(2003) 수필 가작 진경자 어머니의 성탄 카드

독일 5회(2003) 수필 가작 유한나 신뢰를 깨지 마세요

독일 5회(2003) 생활수기 가작 김해순 민족성과 문화가 담긴 언어

독일 7회(2005) 체험수기 대상 진경자 흘러간 세월의 강 언덕에 앉아

독일 8회(2006) 시 가작 유한나 할머니

독일 10회(2008) 논픽션 가작 박순평 영원한 이방인

독일 11회(2009) 시 가작 최남규 종이 비행기

독일 11회(2009) 수필 가작 천복자 프리데리케의 아이

독일 12회(2010) 시 우수상 고정숙 손 금

독일 12회(2010) 수필 우수상 류현옥 독일사위의 제사

독일 12회(2010) 청소년(초등) 최우수상 강시온 종이접기로 알리는 우리문화

독일 13회(2011) 시 우수상 임지운
(최남규) 응달진 마가레테

독일 13회(2011) 수필 가작 이금숙 이름 없는 무덤 앞에

독일 13회(2011) 청소년(초등) 우수상 정재인 씨름하는 아이

독일 14회(2012) 시 대상 서미라 글뤽 아우푸

독일 14회(2012) 청소년(중고등) 장려상 노재덕 조금 다른' 한국인

독일 18회(2016) 단편소설 가작 신수정 나의 독일어 시간

독일 18회(2016) 수필 가작 강정희 구두병원의 네스커피 아저씨

독일 19회(2017) 시 가작 고정아 아드리아의 스파게티

독일 20회(2018) 단편소설 가작 신수정 크라쿠프의 피에로기

독일 21회(2019) 청소년(초등) 장려상 이우주 자랑하고 싶은 우리나라

독일 22회(2020) 시 가작 강정희 우리 아버지

독일 22회(2020) 단편소설 우수상 양해숙 이본을 모르면서

독일 22회(2020) 체험수기 가작 박에스터 아이들과 독일에서 산다는 것

독일 22회(2020) 입양수기 가작 Ann-Kathrin 
Moon

Add More Salt If  Necessary
 (필요시 소금을 추가할 것)

독일 23회(2021) 시 가작 이현순 밥을 지으며

독일 23회(2021) 입양수기 가작 Marcel Kyu 
Schuppert A Journey of A German  Korean Adoptee

독일 24회(2022) 시 우수상 유한나 한 장의 결혼사진

독일 24회(2022) 청소년(초등) 우수상 최소율 나 혼자여도 괜찮아

마케도니아 16회(2014) 수필 가작 정경선 또 다른 시작점

마케도니아 17회(2015) 시 가작 정경선 어느 후예들

스웨덴 13회(2011) 시 가작 지한나 북구의 하늘

스웨덴 20회(2018) 시 우수상 김미영 사진을 보며

스웨덴 21회(2019) 시 가작 신동규 피란 2012

스웨덴 21회(2019) 단편소설 우수상 김미영 좋은 날

스웨덴 22회(2020) 단편소설 가작 김미영 노를란드의 송이버섯

스웨덴 24회(2022) 단편소설 가작 김미영 한겨울의 외출

스위스 12회(2010) 시 가작 김승현 나도 흠뻑 눈을 맞고 싶다

스위스 12회(2010) 청소년(중고등) 장려상 김채빈 내 꿈은 소설가

스위스 13회(2011) 수필 가작 조윤희 홀러선생님



스페인 2회(2000) 시 가작 국상철 고향

스페인 5회(2003) 청소년글짓기 가작 김수지 내가 한국인임이 자랑스러웠을 때

스페인 16회(2014) 청소년(중고등) 우수상 김현석 낯설다

아일랜드 21회(2019) 체험수기 우수상 임세진 에메랄드 섬의 옥돌 정착기

아일랜드 23회(2021) 시 가작 한정아 집에 가는 길

아일랜드 24회(2022) 청소년(초등) 가작 김주안 팽이놀이와 김밥이야기

영국 2회(2000) 시 가작 박혜경 인터넷 세상

영국 3회(2001) 시 가작 정도영 울고 싶을 때까지 울지 못할까 두렵다

영국 5회(2003) 생활수기 가작 정파로우 지난 10년 동안

영국 5회(2003) 청소년글짓기 가작 신정아 나의 뿌리

영국 8회(2006) 수필 대상 김인성 옛날 예적에 '호양이가 살았는데'

영국 9회(2007) 논픽션 가작 전영애 간절함에 의한 변화

영국 11회(2009) 시 가작 전영애 크리스티 경매장 가는 길

영국 14회(2012) 수필 가작 김수정 외할머니를 추억하다

영국 23회(2021) 청소년(중고등) 가작 허지원 나, 김환기, 그리고 세계 속의 한국인

오스트리아 19회(2017) 청소년(중고등) 우수상 이다니엘 한국 동요 파란 마음 하얀 마음

오스트리아 22회(2020) 청소년(중고등) 우수상 김다윤 꿈꾸는 디아스포라

이탈리아 1회(1999) 시 대상 손영란 키 큰 나무

이탈리아 11회(2009) 단편소설 가작 조민상 노래하는 밀라노

튀르키예 20회(2018) 체험수기 우수상 강윤길 살리 삼촌

프랑스 1회(1999) 수필 가작 한은경 빠리에서의 작은 추억

프랑스 3회(2001) 수필 대상 안광환 아내의 흉터

프랑스 4회(2002) 시 가작 정영옥 실낙원

프랑스 5회(2003) 시 가작 김필영 지고개 전설

프랑스 13회(2011) 청소년(초등) 장려상 김래아 강아지 꼬리

프랑스 16회(2014) 시 가작 김소연 세월

프랑스 17회(2015) 단편소설 대상 김소희 동행

프랑스 17회(2015) 수필 대상 원진숙 친구의 나라

프랑스 22회(2020) 체험수기 대상 김진아 슬기로운 이방인 생활

프랑스 24회(2022) 일반산문(수필) 우수상 채단비 소음이 내 마음을 어루만져 줄 때

헝가리 17회(2015) 수필 가작 원선미 헝가리에 길들여진 나를 보다

헝가리 17회(2015) 청소년(중고등) 우수상 최하빈 헝가리 집시 아이들을 가르치면

헝가리 24회(2022) 단편소설 우수상 원선미 루시, 너에게서 빛이 나

중동/아프리카

가나 23회(2021) 시 가작 김선옥 한글학교

감비아 22회(2020) 청소년(중고등) 장려상 윤에스더 집은 내 마음 속에 있다

나이지리아 20회(2018) 체험수기 가작 박미선 거지 같은 나이지리아에서 고향으로

나이지리아 20회(2018) 청소년(초등) 우수상 손준영 피아노

레바논 20회(2018) 시 가작 임경일 그리운 그대, 고향!

사우디아라비아 23회(2021) 단편소설 가작 박용석 꼰대기

이란 19회(2017) 수필 가작 김남연 두 개의 이름

이집트 11회(2009) 단편소설 가작 아미라 L.S. 리 알렉산드리아의 여자들

이집트 18회(2016) 청소년(중고등) 장려상 이하은 골든벨을 울려라!

이집트 21회(2019) 시 가작 정선자 잿빛 대부

카타르 21회(2019) 단편소설 가작 지병림 응급약



케냐 22회(2020) 단편소설 우수상 황소라 달리는 마카우

케냐 22회(2020) 청소년(초등) 우수상 박재윤 삐약이의 탄생

케냐 23회(2021) 청소년(초등) 우수상 박준철 우리들의 소중한 하루

케냐 24회(2022) 시 가작 김미영 챠보(Tsavo)공원의 심바(사자)를  보았는가?

케냐 24회(2022) 일반산문(수필) 가작 심수연 노크

러시아/CIS

러시아 3회(2001) 단편소설 대상 박 미하일 해바라기

러시아 13회(2011) 청소년(중고등) 장려상 안율랴 한글선생님과 나의 꿈

러시아 23회(2021) 시 대상 최승현 메주

러시아 23회(2021) 단편소설 가작 최승현 좌표 없는 이방인의 나라

러시아 24회(2022) 청소년(초등) 최우수상 주세아 나는 카잔카

아제르바이잔 12회(2010) 청소년(중고등) 최우수상 조민선 사막에서 무궁화 꽃을 피워준 그 곳,  바쿠 한글학교

아제르바이잔 12회(2010) 청소년(중고등) 장려상 송의덕 나의 놀이터, 바쿠 한글학교

아제르바이잔 18회(2016) 청소년(초등) 최우수상 김예향 내가 사는 숨가이트를 소개합니다

아제르바이잔 20회(2018) 청소년(초등) 장려상 홍찬양 바람의 도시 바쿠

아제르바이잔 22회(2020) 청소년(중고등) 우수상 홍찬양 아이단 + 랴만 = 나

우즈베키스탄 11회(2009) 청소년(중고등) 장려상 김가영 따뜻한 사람들이 사는 곳

우즈베키스탄 11회(2009) 청소년(초등) 장려상 김진희 사랑을 기다리고 평안을 기대하는 그들

우즈베키스탄 12회(2010) 수필 가작 김가영 어머니

우즈베키스탄 17회(2015) 청소년(중고등) 장려상 이밀레나 한국 방문

우즈베키스탄 23회(2021) 체험수기 대상 송영일 한민족 한마음 한의학 진료소가 만들어진  사연

우크라이나 19회(2017) 청소년(초등) 장려상 임채민 나의 삶

조지아 23회(2021) 청소년(중고등) 우수상 김시온 낯선 나라에서의 용기

카자흐스탄 1회(1999) 시 가작 양원식 카자흐 초원

카자흐스탄 2회(2000) 단편소설 가작 남해봉 민들레꽃 필 무렵

카자흐스탄 4회(2002) 시 가작 김병학 사마르칸트의 달밤

카자흐스탄 3회(2001) 단편소설 가작 정장길 싸이가는 소리없이 죽는다

카자흐스탄 17회(2015) 단편소설 가작 이태경 나는 7살이다

카자흐스탄 17회(2015) 청소년(중고등) 장려상 백주녕 내 마음에 들어온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17회(2015) 청소년(초등) 장려상 백재흠 카자흐스탄에는 내가 산다

카자흐스탄 19회(2017) 청소년(중고등) 장려상 백주녕 어디에 있어도 나는 행복해질 거예요

카자흐스탄 20회(2018) 단편소설 우수상 이태경 그 날 새벽을 본 사람들

카자흐스탄 21회(2019) 시 가작 전옐레나 종착역

카자흐스탄 21회(2019) 단편소설 대상 이태경 오해

카자흐스탄 21회(2019) 청소년(중고등) 장려상 백재흠 우리 집, 24인의 독립 영웅

카자흐스탄 22회(2020) 체험수기 가작 차바실리 자아 정체성, 동포3세 이야기

카자흐스탄 24회(2022) 일반산문(체험수기) 대상 전옐레나 뿌리 깊은 나무처럼

카자흐스탄 24회(2022) 청소년(중고등) 최우수상 최찬아 누구에게나 겨울은 있다

키르기스스탄 20회(2018) 청소년(중고등) 장려상 이다윗 내가 사랑하는 한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