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제14회 북경 용경협과 함께
중화연(緣) 대회
<한∙중 양국의 위대한 발전>
북경 용경협과 함께 ‘중화연(中華緣)대회’는 한국과 중국의 상호이해를 통한 문화 교류활성화와
중국과 중국어에 능통한 전문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사)한중문화우호협회가 개최해 온 대
회입니다. 2005년을 시작으로 매년 개최되어 온 중화연(缘) 대회는 주한중국대사관이 공식 후원하
며, 국내에서는 이미 공신력 있는 대회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중화연(中華緣)대회는 중국어 뿐만 아니라 중국 문화의 이해도를 평가하는 대회로 거듭나
게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중국에 관심 있고, 중국어와 문화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분
들께 참여의 문을 더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 개요 ---------------------------------------

1. 개요:
행 사 명: 북경용경협과 함께 제14회 중화연대회
대회일정: 2018년 6월 9일(토) 오후1시
장
소: 대한민국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주
후
협

최: (사)한중문화우호협회, 북경용경협국립공원
원: 외교부, 주한중국대사관, 아시아창의방송
찬: ㈜펜타항공, 남이섬, 하나투어, 화자위엔, 한중문화센터, 한중연아트센터

2. 참가부문:
① 프레젠테이션 (고등부/ 대학생 이상)
② 나는 성우다 (연령제한 없음)
③ 공연 (연령제한 없음)
참가가능 대상: 귀화전력 없는 대한민국 국적자

※ 위 내용은 대회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TEL: 82-2-335-1208/1288 FAX: 82-2-332-8060

www.kcfriend.org

3. 접수관련 사항
서류
접수기간:

2018.05.23(수) 18:00 까지
(※결선 진출자는 2018.05.30(수) 협회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지)
※우편 + 이메일 (2가지로 모두 접수 요망)
① 참가신청서 (협회 홈페이지 www.kcfriend.org 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
다.)
② 발표자료: 부문별 발표 시 필요 자료 – 우편제출 시 USB에 저장하여 제출
(ex PPT, 프레지, 동영상, 배경음악 등)
③ 참가자 본인의 발표영상 (5분 이내) – 우편제출 시 USB에 저장하여 제출

접수방법:

④ 재학증명서 1부 (학생신분 해당사항)
⑤ 본인 기본증명서 1부
⑥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41길 11 SK V1센터 E1012호 (07217)
- 이메일: yejin@kcfriend.org
(※반드시 빠른 등기우편으로 접수 바라며, 5월 23일(수) 소인까지만 신청 받습니
다)

4. 시상내역: 결선 당일 현장발표
1) 대상: 각 부문별 한 팀 상장 + 트로피 + 부상
2) 금상/ 은상/ 동상: 각 부문별 한 팀 상장 + 부상
3) 장려상: 결선진출팀 전원

5. 평가기준 및 참가조건
대회주제

한∙중 양국의 위대한 발전

발표시간

5분 이내
- 발표예시:
1) 경제, 무역, 기술, 교육, 문화 등 여러방면의 역사적 인물, 사건,
사물 등을 통해 양국간의 발전에 대해 발표 (근∙현대 포함)

[ 중국어 PT 부문 ]

2) 한∙중 양국의 발전에 따른 나만의 특별한 추억 발표
- 발표자료: PPT, Prezi 등 다양한 방법 사용 가능
- 참가대상: 고등부/ 대학생 이상
- 참가인원: 3인 이내
- 결선기준 언어력(35%), 내용전달능력(30%), 창의성(10%), 관중호응도
(5%), 시간준수(10%), 질의응답(10%) 총 6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

- 본 대회 주제에 맞는 영화 또는 다큐멘터리 영상의 일부를 직접 찾아
준비하여 연기 또는 내레이션 (발표 시 대본없이 암기하여 진행)

[ 나는 성우다 부문 ]

- 한국어 자막 삽입 후, 영상에서 발표할 부분만 편집하기
- 발표 시, 원작영상(자막삽입된) 먼저 상영 후, 영상음소거해서 발표
- 참가대상: 연령제한 없음
- 참가인원: 3인 이내
- 언어력(20%), 내용전달능력(45%), 준비완성도(20%), 관중호응도 및
무대매너(10%), 시간준수(5%) 총 5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

[ 공연 부문 ]

- 발표예시:
1) 노래: 반주용MR(코러스 없는 것) 개인 준비, 가사 암기 후 발표
2) 무용: 중국어 말하기 비중 30% 이상
3) 만담: 한국어 자막 필수
4) 연극: 한국어 자막 필수
5) 악기연주:
중국노래를 부르면서 연주 또는 중국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어야 함
- 참가대상: 연령제한 없음
- 참가인원: 2~8인
- 창의성과 관객 호응도 중요
- 독창성(30%), 관중호응도 및 무대매너(35%), 연계성(15%),
완성도(15%), 시간준수(5%) 총 6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

※ 참가자 외에도 대회에 참석해 주신 관객들을 위한 공연과 체험 행사, 다양한 기념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가자 가족들과 친구들의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 문 의: 02-335-1208 , E-mail yejin@kcfriend.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