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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글리시버디잉글리시버디
English Buddy Speech Contest 
잉글리시버디

  

※ 자세한 참가 방법 홈페이지 참고

대회 소개

참가 대상 | 전국 취학 전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 누구나  *잉글리시버디 회원을 비롯한 푸르넷 공부방 모든 회원 및 비회원

참가 내용 | 

참가 부문 학년 구분 예선 참가 내용 본선 참가 내용

저학년부 취학 전 아동 ~ 초등 3학년 선정도서 선택 후 도서 영어 읽기 

음성 참가

선정도서 선택 후 주제에 관련된 

나의 이야기 Speech 영상 참가고학년부 초등 4학년 ~ 중학생

대회 일정 | 

구분 접수 발표 접수 / 발표

예선 7월 20일(수) ~ 8월 17일(수) 9월 1일(목) 오후 3시 대회 홈페이지
https://scontest.englishbuddy.kr/10th본선 9월 20일(화) ~ 9월 27일(화) 10월 26일(수) 오후 3시 

* 예선 평가는 AI 자동 평가이므로 접수마감 시간 내 정확히 접수하여야 함

참가 방법
접수 방법 | 

예선 :       MP3 참가 본선 :       YouTube 참가 

➊   부문별 선정도서 중 택 1, 도서 읽기 음성(mp3) 녹음 

    * 학습 사이트의 원어민 읽기를 따라 연습한 후, 

       도서 제목, 본문 전체 영어 읽기 녹음

    * 정확한 심사를 위하여 생활 소음 최소화 하여 녹음 

➋  참가자 정보와 음성파일을 대회 홈페이지에서 접수            

(모바일에서도 가능)

➌ 참가비 결제 (무통장 입금, 신용카드 등 가능)      

➍ 마이페이지에서 접수 확인 

➊   선정도서 중 택 1, 스피킹 영상 촬영 (가로 화면 촬영)

➋ 촬영 영상 유튜브 업로드

    *  영상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 “일부 공개” 선택 시 

심사위원만 시청   

➌ 업로드 영상(url)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접수

     https://scontest.englishbuddy.kr/10th

➍ 마이페이지에서 접수 확인

결과 발표 | 2022년 10월 26일(수) 오후 3시 본선 수상자 발표  * 결과 발표 시 예선 참가자 성적표 제공

참  가  비 |  회 원 15,000원 *잉글리시버디 회원을 비롯한 푸르넷 공부방 모든 회원

  비회원 20,000원
*신용카드: 대회 홈페이지 접수하기에서 즉시 결제

*무통장 입금: 접수 지점으로 무통장 입금(~8/17까지)

QR코드 접속 후
참여하세요!

예선 참가자 전원 

인증서 + AI 성적표 + 기념품    

증정!!



선정 도서
※ 학년별 선정도서 미 준수 시 본선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단의 선정도서 외 제3의 도서 선택, 접수 시 예선 성적표 제공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2. 선정도서

< English Buddy >

참가부문 레벨 선정도서 1 선정도서 2 선정도서 3 선정도서 4

저학년

비기너  3-4
Get the Rat!

 6-2
Sing for Me

프라임
A  A-4-1

Bam and Red
 A-5-3

The Dragon Balloon

B  B-3-1
 Paco's Pet

 B-4-4
 Big Animal Vet

저학년
고학년 
공   통

프라임
C C-3-1

Flying Sausages
C-4-1

What a Day!
C-5-3

Fang and the Dentist
C-6-2

Space Dad

D D-1-4
The Dripping Taps

D-2-4
My Teachers

D-3-4
A Trip to the City

D-6-1
The Lark and the Owl

고학년

프라임

E E-4-3
Tomorrow Never Comes

E-5-1
The Night Knight

F F-1-4
The Very Bright Light

F-5-1
Snoot

G G-4-1
Doug Lugg, Boy Slug

G-5-3
Aunty Cake

익스
EX1 EX 1-4-2

Habitats on Earth

EX3 EX 3-4-4
Taking Care of My Body

1. 참가 부문

참가부문 구분 선정도서 1

저학년 취학 전~초등 3학년 English Buddy Beginner, Prime A단계~D단계, Disney Story Reading 선정도서 중 택 1 

고학년 초등 4학년~중학생 English Buddy Prime C단계~G단계, EX 1~4단계, Disney Story Reading 선정도서 중 택 1

< Read N Learn >

참가부문 구분 선정도서 1 선정도서 2

저학년 Disney Story Reading 1 WALL-E 20 Inside Out: The Bing Bong Book 

고학년 Disney Story Reading 28 Frozen Fever: The Best Birthday Ever 36 Toy Story: The Pet Problem

심사위원장 | 

민철홍 교수 (고려대학교 대학원 아동코칭학과) 

고려대학교 응용언어학 문학박사, 

대통령 연설문 영어 말하기 대회 심사위원장

(저서) 영어학습 코칭이 답이다

예선·본선 심사 자문 및 본선 심사 진행

예선 심사 |

객관적이고 정확한 인공지능 AI 평가 

*AI 스피킹 평가 프로그램 기술 제휴

외국어 학습평가장치 특허, 2020 중소 벤처기업부 “장관상”수상, 

2018 i-AWARDS KOREA 어학분야 “대상”프로그램

본선 심사 | 

본선 참가자 영상 심사위원장 심사

심사 기준 | 

예선 심사: 유창성, 정확성 순으로 심사

본선 심사: 창의성, 유창성, 태도, 콘텐츠 우수성 순으로 심사

심 사

☎접수 문의:  02)2077-8056/8924, 080)969 -1000 ※ 접수 및 심사 등 자세한 내용은  대회 홈페이지 

   (https://scontest.englishbuddy.kr/10th) 참고

시상 내역

총 200명 수상 | <상장 및 상품> 수여

시상명
시상 인원

상장/부상
시상자 수 저학년 고학년

학생

대상 2명 저학년1, 고학년1 상장 및 문화상품권 10만 원

금상 4명

참가자 비율 고려

상장 및 문화상품권 5만 원

은상 8명 상장 및 문화상품권 3만 원

동상 46명 상장 및 문화상품권 2만 원

인기상 10명 유튜브 좋아요 수 상위자 상장 및 문화상품권 2만 원

지역 우수상 30명 영업국별 우수자 상장 및 문화상품권 1만 원

챌린지상 100명 본선 진출자(대상~지역우수상 외) 상장 및 문화상품권 1만 원

총 수상자 200명 본선 진출자 전원 수상 상장 및 문화상품권

※ 본선 대상자인데 본선 미접수의 경우 본선 수상에서 제외. 저학년, 고학년 시상 인원은 접수 비율에 맞춰 선정 

    성적표는 온라인 마이페이지에서 제공, 인기상은 대상~ 지역우수상과 중복 수상 불가

 * 본선 인기상은 심사 점수와 관계 없이 좋아요 순으로 선정

    (유튜브 영상  좋아요 수를 10/6 오후 3시 기준 집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