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회 TOL 다국어 말하기 대회 

참여 세부 내용 
 

원생들의 다국어 실력을 뽐낼 기회가 생겼어요. 3월부터 7월까지 익힌 다국어로 인사하

는 영상을 올린 원생.교사.원에는 푸짐한 선물이 팡팡~~~ 

 

주제별 Contest 영상물을 촬영하여 TOL Education으로 보내주시면 심사를 거쳐 소정의 

선물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Contest 세부내용   

♥ 1분 다국어 말하기 왕 선발 (1분이내 영상)_전 연령 (최우수 1명, 우수 3명, 장려 5명)  

심사 기준 : 1분 동안 쉬지 않고 가장 많은 문장을 말하는 원생 

영상 기준 : 교육기관 자체 ‘1분 다국어 말하기’ 대회를 통해 선발된 원생의 촬영 영상  

 

♥ 부모와 자녀의 다국어 인사 왕 선발 (2분 영상) _ 전 연령 (최우수 1명, 우수 3명, 장려 5명)  

3~7월동안 익힌 다국어 인사 표현을 가족(부모와 친척 포함)들이 함께 가장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을 표현해주세요.  

심사 기준 :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자연스럽게 하루의 다양한 인사말을 사용하는 모습  

영상 기준 : 2분 이내의 영상으로 가족들이 언어를 문화로 인식하고 자연스럽게 다국어로 인사하는 모습 

           을 담아낸 영상(화려한 영상기술이 아닌 가족들이 다국어를 자연스럽게 생활화하고 있는 모 

           이 중요한 영상 심사 기준입니다)   

 

♥ 선생님과 원생들의 다국어 놀이중심 활동 왕 선발(3분 영상) _6-7세 (최우수 1반, 우수 2반)  

3~7월동안 익힌 다국어를 교사와 원생들이 다국어를 놀이처럼 여기며 활동해온 모습을 잘 표현

해주세요.  

  심사기준 :  

(1) 원생들과 교사들이 진심으로 다국어를 놀이처럼 여기는 모습 

(2) 3분 안에 다양한 다국어 놀이를 보여주는 영상 

(3) 많은 원생들이 최대한 많은 다국어 표현이 나오도록 노력하는 모습  

영상기준 : 교육기관에서 다국어 자체 행사를 통해 촬영된 영상이어야 합니다.  

 



♥ 동영상 첸트 따라하기 왕 선발 (2분 영상) -4-5세 (최우수 1반, 우수 2반)  

심사기준 :  

(1) 원생들과 선생님이 다국어 2개 이상의 동영상을 율동과 함께 따라하는 모습 

(2)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를 잘 구분할 수 있도록 구성 

     영상 기준 : 교육기관이 자체적으로 다국어 행사를 통해 촬영된 영상 

 

♥ 우리 원은 다국어도 잘해요(3분 영상) (최우수 1개원, 우수 2개원)  

교사와 원생 그리고 원장님이 다국어 자체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이나 평소에 다국어 수업을 하는 모습 

을 3분 이내로 담아주세요.  

심사기준 :  

(1) 언어가 문화라는 사실을 교육기관안에서 잘 실현하고 있는지  

(2) 교사,원생,원장 모두 다국어 사용을 문화로 만들어가고 있는지  

(3) 등.하원, 셔틀, 다국어 수업시간, 교육기관 내에서 다국어를 생활화하고 있는지  

 

참여 방법 

● 참여를 원하는 가족이나 교사 그리고 원에서는 8월 30일(금) 오후 12시까지 접수 가능  

● 영상 제출시, 파일제목은 아래와 같이 구분해서 보내주세요.  

(1) 1분 말하기_교육기관_반 명_교사명_원생명 순으로 만들어 주세요.  

(2) 부모와 자녀 다국어 영상_교육기관_반 명_ 교사명_원생명 

(3) 다국어 놀이중심 영상_교육기관_반 명_교사명 

(4) 동영상 첸트 따라하기_교육기관_반 명_교사명 

(5) 우리 원의 다국어영상_교육기관으로 파일명을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회참여 영상은 toleducation@naver.com으로 보내주시면 심사를 거쳐 선정하도

록 하겠습니다.  

 

● Greeting Contest에 제출된 영상은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된 영상은 심사의 공정

을 위해 모든 원에 공개될 수 있으므로 교육기관에서 촬영 및 원생 개인별 초상권 동의

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