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2022-38]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2쪽 

배포일시 2022.8.18(목) 담당부서 한국어교육 

연락처  323-936-3025/seung822@kccla.org 담 당 자 노승환 

 

 

 
                     

                                                                                                     

  ▶ 행 사 명 : 2022 년 온라인 한국어 시낭송 대회  

  ▶ 대    상 : 18 세 이상자로서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미국 내 한국어 학습자            

▶ 공모방법 : 30 초 이내의 한국어 자기 소개 및 추천시 20 편중 참가자의 한국어 학습 수준에 

             맞는 한국시를 선택하여 시낭송 영상 제작 후 이메일 접수 

▶ 접수기간 : 8. 22(월) ~ 9.25(일)/이메일 접수(speechcontest@kccla.org) 

  ▶ 입상자발표 : 10.04(화) / 온라인시상식 : 10.06(목) 17:30(PT 기준) 개최 예정  

  ▶ 주    최 : LA 한국문화원, 미국거점 세종학당 

  ▶ 문    의 : LA 한국문화원 323-936-3025, 한국어교육담당 노승환 

     ※ 세부내용 :  행사 홈페이지(https://www.kccla.org/koreanlanguageprogram/contest/)참조 

                                                                                                              

 

 

LA한국문화원,  

미 현지인 대상 [온라인 한국어 시낭송 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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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한국문화원(원장 정상원)은 제 576 돌 한글날과 캘리포니아 주 한글날 제정을 기념하여 

미국거점 세종학당(소장 정은미)과 함께 [2022 온라인 한국어 시낭송 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한글의 아름다움과 한국 시와 문학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국어 및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해 기획됐다.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18 세 이상의 미국 내 한국어 학습자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대회 참가 방법은 30 초 이내의 한국어 자기소개 및 한국인이 좋아하는 시 100 선중 선정된 

추천시 (LA 문화원 홈페이지 참조) 중 참가자의 한국어 학습 수준에 맞는 시 한 편을 골라 해당 

한국시 낭송 영상을 직접 제작해서 참가신청서와 함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온라인 접수기간은 8.22(월)부터 9.25(일)까지이며, 입상자는 10.04(화) LA 한국문화원과 미국거점 

세종학당 홈페이지에 발표한다. 온라인 시상식은 10.06(목) 17:30(Pacific Time 기준)에 개최할 

예정이다. 

 

정상원 LA 한국문화원장은 “최근 K-pop, K-drama, K-movie 등 한국의 대중문화가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한류의 외연을 확장하고자 한국어와 한국문학을 연계하는 행사를 

기획했다”면서, “앞으로도 한글의 아름다움과 한국문학의 우수성은 물론 한국인의 정서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추천시와 참가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자세한 참가 규칙과 대회 평가기준 등은 LA 한국문화원 

홈페이지(https://www.kccla.org/koreanlanguageprogram/contes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