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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5회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한국어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o 일시: 2018. 9. 22(토), 14:00
o 장소: 스톡홀름대학교 강당(주소: Kräftricket 4 A, 106 91 Stockholm)
o 주최: 주스웨덴한국대사관
o 주관: 스톡홀름대학교 한국학과(Korean Studies, Stockholm University)
o 참가 신청: 9월 10일(월)까지 이메일(kculture.se@mofa.go.kr) 접수(당일 17시 마감)
 
* 참가 신청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를 검토하여 대회참석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참석자 명단은 9월 7일(금) 대사관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입니
다.
 
o 참가대상: 스웨덴 거주자 (나이제한 없음)
 

* 유의사항
(1) 한국어가 비모국어인 자만 참가 가능
(2) 부모 모두가 한국어가 모국어인 경우 참가 불가능
(3) 부모 중 어느 한명만이 한국어가 모국어인 경우에는 참가 가능
(4) 같은 행사에서 최근 2년 이내 1등상을 수상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참가 불가능

 
o 경쟁 부문
(* 신청서 검토 후 총 4개 부문별 각각 최대 6명까지 참가자 선정 예정이며, 최종 참석자 숫자는 지원자 수, 지원자
들 한국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달라질 수 있음.)
 
(1) Division I: 한국어가 비모국어 경우(부모 모두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경우)
- Section A: 말하기(대본없이 한국어로 말하기)
- Section B: 읽기(발표자가 직접 작성한 한국어 대본 읽기)
 
(2) Division II: 부모 중 어느 한명이 한국어가 모국어인 경우
- Section C: 말하기(대본없이 한국어로 말하기)
- Section D: 읽기(발표자가 직접 작성한 한국어 대본 읽기)
 
o 주제: 한국 관련 주제를 권고함.

공지사항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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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예시(예시일 뿐 이에 제한되지 않음)
- 스웨덴 사람들에게 한국 소개하기, 한국 사람들에게 스웨덴 소개하기, 한국과 스웨덴의
   같은점과 다른 점, 내가 제일 좋이하는 한국음식과 그 이유, 스웨덴에서 한국문화 알리기,
   한국과 스웨덴의 다른 점과 같은 점, 나의 한국 여행 이야기, 한국과 스웨덴 간 문화교류를
   확대하려면, K-Pop이 세계에서 인기있는 이유 등

 
o 발표 시간: 최대 5분
 
o 시상
(1) 각 부문별(총  4개 부문) 1, 2, 3등 선정하여 상장 수여. 추가로, Section A(Division I -  말하기) 및  Section
B(Division II – 말하기)의 1등 수상자(총 2명)에 대해서는 한국-스웨덴 왕복항공권을 부상으로 지급할 예정임.
 
(2) 모든 참가자들에게 참가증서를 수여할 예정임.

 

* 유의사항 (항공권 관련)
(1) 2019년 1월-4월 기간 중에 이용해야 함(2018년 12월말까지 발권 완료 필요).
(2) 상기 기간 내 수상자 본인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항공권 지급은 철회됨.
(3) 항공권 구매방법과 금액상한은 각 수상자와 항공권 후원자(메아리여행사, 한국관광공사 런
던지사) 간 협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결정해야 함.
(4) 항공권을 이용하여 한국 여행시 수상자는 스웨덴 귀국 1달 이내에 여행후기(자유형식)를 작
성하여 대사관에 제출함.

 
ㅇ 문의: kculture.se@mofa.go.kr, 08 5458 9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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