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 공지]

2017 년도 한국어말하기대회 (Korean Speech Contest 2017)
2017 년도 제 4 회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o 일시 : 2017. 9. 23(토), 11:30 AM.
o 장소 : 한국학교 대강당 / Aulan at Eriksdalsskolan
(주소: Ringvägen 66, 118 61 Stockholm)
o 주최 : 주스웨덴한국대사관
o 주관 : 주스웨덴 한국학교(Koreanska Skolan)
o 참가 자격 : 스웨덴 국민
- 나이제한 없음.
- 부모 중 1 명이 한국인인 경우 참가 가능 (※2 명 모두 한국인인 경우 참가 불가)
- 부모가 입양인인 경우 참가 가능
o 참가 접수 : 9 월 8 일(금)까지 이메일(kculture.se@mofa.go.kr) 접수
※ 참가 신청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경쟁 부문 :
A. 말하기 I – 대본 참고 가능
B. 말하기 II – 대본 지참 불가능
o 말하기 주제 : 자유
예) 한국어로 스웨덴 소개하기, 한국과 스웨덴의 다른/같은 점 등
o 발표 시간 : 최대 5 분
o 시상 및 부상 : 각 부문 1, 2, 3 등

[영문 공지]

Korean Speech Contest 2017
Korean Speech Contest 2017 will be held in 23(Sat.) September at Koreanska
Skolan.
We hope that there are many of you who are interested in participating in
this contest! For more information and application form, please refer to the
attached files!
1. Date : Saturday, 23 September 11:30 am.
2. Venue: Aulan at Eriksdalsskolan
(Address: Ringvägen 66, 118 61 Stockholm)
3. Qualification of Participants : Who has Swedish citizenship
- There is no age limit.
- Who has one Korean parent can apply.
(※ If both parents are Korean, you can not apply)
- Who has Korean adoptees parents can apply.
4. Field of Competition :
▪ Speaking I – Allowed to use the script on the stage
▪ Speaking II – Not allowed to bring the script on the stage
5. Application
▪ Deadline : Friday, 8) September by 5:00 pm.
▪ Please send the application form to kculture.se@mofa.go.kr
6. Contest
▪ Topic : Free
ex)

Introducing

Sweden

in

Korean,

The

difference/similarity

between Korea and Sweden etc.
▪ Presentation time: Within 5 minutes
7. Prize
- The 1st, 2nd and 3rd Prize will be awarded to each field with the
additional priz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