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예선 안내
(1) 대상: 전국 대학(원)생 (휴학기간 2년 이내 휴학생 가능)
(2) 방식: 개인 출전, 동영상 심사 통과 후 준결승 진출
* 체류기간에 따라 조별로 진행 예정
- A조: 체류기간 3학기 이하 참가자
- B조: 체류기간 3학기 초과 참가자
(단, 모집 현황에 따라 대진 방식이 변화될 수 있음)

(3) 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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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예선 주제

«Великий человек России и я: какое место в моей жизни он/она занимает, какое
влияние он/она на меня оказал(а)»
러시아의 위대한 인물과 나: 그는 내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가지며,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 인물 예시

Александр Пушкин

Федор Достоевский

Лев Толстой

Петр Великий

Юрий Гагарин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Иван Павлов

Дмитрий Менделеев

Петр Чайковский

Василий Кандинский

Виктор Цой

Елена Исинбаева

*위의 인물들은 예시일 뿐입니다.

(5) 동영상 제출
1) 접수기간: 2019년 4월 20일(토) ~ 5월 9일(목) 17:00까지
2) 접수처 메일 주소: russiandebate@daum.net
∵ 접수 시 참가신청서 해당 메일로 제출 (참가신청서는 ‘다음 카페’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6) 준결승, 결승 주제 발표: 2019년 5월 10일(금)
예선 결과 발표: 2019년 5월 13일(수) ‘Daum 카페’에 공지
(‘다음 카페’ 주소 - http://cafe.daum.net/russiandebate2015)

II. 준결승 및 결승 안내
(1) 장소: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미네르바 콤플렉스 국제회의실
(2) 일시: 2019년 5월 24일(금요일) 09:30-18:30
(3) 진행 방식:
* 예선에서 각 조 8명 이상 준결승 진출, 준결승에서 4명이상 결승 진출
* 준결승 및 결승 주제, 예선 결과, 진행방식 카페 공지
(4) 시상: 결선 진출자에게는 서울~모스크바 왕복항공권, 푸시킨국립언어대학 연수권 등
전년 수준의 상품과 상금이 시상되며, 퀴즈쇼에 참가하는 일반 청중을 위한 상품도 마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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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 결선 프로그램 안내

제9회 전국 대학(원)생 러시아어 토론대회
▶ 일시: 2019년 5월 24일 (금) 09:30-18:30
▶ 장소: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미네르바 콤플렉스 국제회의실
09:30-09:55 등록
10:00-11:00 준결승 (А조)
11:00-11:15 휴식
11:15-12:15 준결승 (В조)
12:15-12:30 준결승 점수 집계
12:30-14:00 점심식사 및 휴식
14:00-14:30 결승 개막식
14:30-14:50 휴식
14:50-15:00 준결승 결과 발표
15:00-16:00 결승 (А조)
16:00-16:10 휴식
16:10-16:40 퀴즈쇼
16:40-16:50 휴식
16:50-17:50 결승 (В조)
17:50-18:00 결승 점수 집계
18:00-18:30 시상 및 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