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학(원)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1년 동안 잘 지내셨나요?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2020년

제10회

러시아어

토론대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올해는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지 75주년, 대한민국 광복 75주년, 그리고 러시아
전승 75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토론대회 준비위원회는 이러한 일련의 ‘75주년’을
대회 기본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주제에 관한 설명은 ‘다음 카페’에 게시돼 있습니다.
대회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공지문과 제시된 주제를 잘 읽고, 5분 내외의 동영상을
촬영하여 준비위원회 메일로 발송하면 됩니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서울~모스크바 왕복 항공권, 금상~동상 수상자에게는 장학금,
장려상 수상자(4명)에게는 주한러시아대사관에서 준비한 소정의 상품이 지급됩니다.
모든 입상자들에게는 주한 러시아 대사 명의의 상장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시상식은 5월 중 주한러시아대사관에서 개최되오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Ждём ваших работ!
Желаем творческих успехов и удачи!

I. 대회 안내
(1) 대상: 전국 대학(원)생
(2) 참가자격: (*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러시아어권 체류 기간이 2년 이내인 전국 대학(원)생
② 전국 대학(원)에 재학 중 또는 휴학한 지 2년 이내의 한국인

(3) 방식: 개인 출전, 동영상 심사 후 시상
(4) 심사용 동영상 제작 안내
① 발표 영상 파일 제출
② 동영상 총 길이: 5분 내외
③ 첫 화면: 제목, 학교, 학년, 성명, 러시아어권 체류기간 명시
④ 심사 기준: 러시아어 구사 능력 및 동영상 구성의 창의성
⑤ 그림, 사진, 영상, 도표 등 화면 노출 시간은 동영상 총 길이의 10% 미만으로 제한

(5) 동영상 주제: ‘다음 카페’ 게시판 참조
(6) 동영상 제출
① 접수 기간: 2020년 4월 20일(월) ~ 5월 6일(수)
② 접수처 메일 주소: russiandebate@daum.net
∵ 접수 시 <참가신청서>도 동영상과 함께 해당 메일로 제출
(참가신청서는 ‘다음 카페’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7) 결과 발표: 심사 후 5월 중 개별 안내 및 카페 게시
(‘다음 카페’ 주소 - http://cafe.daum.net/russiandebate2015)

II. 시상식
(1) 장소: 주한러시아대사관
(2) 일시: 2020년 5월 중 (날짜 미정)
(3) 시상:
대상 수상자에게는 서울~모스크바 왕복항공권, 은상~장려상 수상자에게는 장학금,
장려상 수상자(4명)에게는 주한러시아대사관에서 준비한 소정의 상품이 지급됩니다.
모든 입상자들에게는 주한 러시아 대사 명의의 상장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III. 문의
(1)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Tel. (031) 330-4852, 4791
(2) 토론대회 준비위원회 E-mail. russiandebate@daum.net
(3) 토론대회 카페 게시판 http://cafe.daum.net/russiandebate2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