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KBS 월드라디오 한글날 특별 기획
Restart, 한국어 말하기 동영상 공모전 

<#korea, 해시태그 한국>

 ▉ 제 안 자: 원미화, 윤은빈 

 ▉ 방송일시: 2019년 10월 9일 (수요일) 

 ▉ 제작형태: 종합구성 

 ▉ 기획의도: “#korea, 해시태그 한국”을 주제로 전 세계 청취자들이 직접 일일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어 자신의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한국적인 것’
을 찾아 한국어로 소개하는 동영상을 제작, 한국어 실력을 뽐낼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예선에서 접수된 영상 중 의미 있는 “세계 속 한국”영상 내용은 테
마 별로 엮어 특집방송을 통해 다채롭게 소개한다. 이로써, 한국과 한국어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을 제고하고 우리나라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자 한다.

 ▉ 주요내용: 
  q 개요 
   1. 공모전 주제: #korea, 해시태그 한국

   2. 방식 : 1-3분 길이의 한국을 소개하는 유튜브 동영상 공모를 통해 예선과 
본선을 거처 최종 우승자 3인 선발

          - 예선: 내부 채점을 통해 대륙별 2인, 총 12명 본선 진출
          - 본선: 화상 면접(vMIXcall) 진행 후 내부 채점 및 네티즌 투표를 
                  통해 최종 3명 선발

   3. 예선 주제 : #korea, 해시태그 한국, 나의 일상에서 발견한 한국

당신의 한국은 어떤 모습인가요? 
k팝, 아이돌, K드라마,
우연히 사귀게 된 한국인 친구,
문득 한국을 떠올리게 하는 어느 장소,
소중한 날에 내 피부를 책임지는 made in korea 마스크 팩,
오랜 불면증을 날려준 한국산 꿀잠 베개... 

당신 주변, 당신만의 한국을 찾고 
그 이유를 영상에 담아
kbs 월드라디오 제4회 공모전에 보내주세요~ 



공모전 페이지 오픈 6.13(목)

부대 이벤트 “도전! 켈리그래피” 6.13(목) - 6.26(수)

예선 참가 접수 6.13(목) - 7.11(목)

부대 이벤트 당첨자 발표 7.11(목)

예선 결과 발표 (TOP12) 7.24(수)

본선 진행 7.29(월) - 7.31(수) 

본선 채점 (네티즌 투표 진행) 8.5(월) - 8.9(금)

우승자 발표 (TOP3) 8.12(월)

네티즌 투표 당첨자 발표 8.16(금)

우승자 방한 9.1(일) - 9.7(토) 6박 7일

방한 셀프영상 개시 9.16(월) - 9.27(금), 매주 3회, 총 6회

특집방송 원고 배포 9.30(금) 

특집방송 및 방한스케치 영상 개시 10.9(수) 한글날

   3. 부대 이벤트 : “도전! 캘리그래피” (공모전 홍보 및 기존 청취자 끌어안기)

                     캘리그래피 문구: 한글사랑
           - KBS월드라디오 로고가 써 있는 참가용지 다운로드,
           - 주어진 글자를 캘리그래피로 써서 자유롭게 꾸미고 사진 찍어 제출
           - 국제방송 한국어공모전 FB에서 진행, 총100편 선정, 수상

   4. 공모전 기간 및 특집 방송 일자:  
      가. 예선접수~우승자 방한 : 6.13(수)~9.7(토)
      나. 특집 방송: 10.9(수)

   5. 참가자격 : 해외 거주 외국인 (한국 국적의 외국인, 교포 제외)

   6. 심사기준:  어휘 및 발음, VJ로서의 끼, 태도, 내용의 참신성
  
   7. 공모전 세부 일정 (한국시간 기준)

-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