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번  이름 연락처(핸드폰)
국제학교 재학 경험(○,×)

-다닌 경우 기간, 학교명 적기-

1 2 3 4 5 

영역
Delivery
(발표)

Fluency & 
Accuracy

(유창성 및 
정확성)

Attitude
(태도)

Pronunciation  
&

Intonation
(발음 및 억양)

Proper Visual Message 
& Time Management
(시간분배 및 시각자료)

계
(Total)

배점 25 25 20 15 15 100

가 정 통 신 문

 2018-중20호                  2018. 03. 15

 2018 중등 영어 프레젠테이션 챔피언십 대회 안내문

예선 심사
1. 참가 신청서 접수: 3월 19일(월)~3월 23일(금) 중등영어 교무실 (담당자: 최지희)

2. 참가 대상: 7~12학년 희망자

3. 심사 내용: 주제는 자유롭게 선정하며, 주제 및 자신의 의견을 담은 내용 심사 

   (학교 홈페이지에 참고 가능한 주제를 탑재할 예정이나 홈페이지에 없는 주제도 선택 가능)

4. 예선 심사 자료 제출: 아래 목록을 4월 6일(금) 16:20 까지 제출

  가. 영문 원고 (=3~5분 정도의 발표 내용): 한글 또는 워드파일 - (폰트 11, 줄간격 160, 함초롱바탕체)

  나. Power Point 자료 (=실제 대회 시 화면에 띄울 발표 내용 관련 자료): 추후 수정가능 

     원고, ppt 자료 모두 제일 앞장에 제목, 학번, 이름 기재 

   ※ 제출 방법: 중등 영어부 최지희 선생님께 USB로 제출 - (파일명 예시: 110302 홍길동)

5. 예선 심사영역 및 배점

영
역

Sufficient Covering of 
Topic (원고가 주제를 
충분히 뒷받침하는가?)

Covering Main/Supporting Ideas 
(서론, 본론, 결론은 적절한 형식
과 내용을 유지하고 있는가?)

Grammar
(문장을 문법에 맞
게 작성하였는가?)

Creativity
(원고가 얼마나 
창의적인가?)

계
(Total)

배
점 35 35 20 10

(기본점수있음) 100

6. 본선진출자 발표 : 4월 18일(수)

본선 대회
1. 일시: 5월 29일(화) 

2: 참가 대상: 전 학년 예선 통과자

3. 대회 실시 방법

 가. 발표 내용: 선택한 주제에 관한 내용 및 자신의 의견을 담은 내용을 ppt를 사용하여 발표 

 나. 발표 시간: 3~5분 

 다. 시상 계획: 4개 부문 ① 중등부(7~9학년) 국제학교 재학 경험자, ② 중등부 국제학교 재학 미경험자

                         ③ 고등부(10~12학년) 국제학교 재학 경험자, ④ 고등부 국제학교 재학 미경험자 

4. 본선 심사영역 및 배점

 ※ 본선에서 동점자가 있을 경우 위 심사영역에서 1-2-3-4-5번 순서로 높은 점수를 획득한 학생을 우선 처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pplication for English Presentation Championship★

상 해 한 국 학 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