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기상청 토크콘서트 & 토론 배틀

행사개요

토론 배틀 참가 모집

일시 및 장소 2019. 8. 22.(목) 13시 ~ 17시 ㅣ KT 광화문 스퀘어
행사구성 - 1부 토크콘서트 : 이정모 서울시립과학관장, 전문 MC겸 개그맨 김인석

제출서류

- 2부 대학생 토론 배틀

주관 기상청
문의사항 운영사무국 Tel: 070 7721 3029(통화가능 시간 오전 10시 ~ 오후 5시)

1. 참가자 재학증명서(팀전원)
2. 팀 소개서
3. 사전 공지된 주제에 대한 토론 참가팀의 주장 및 근거
(주제 : 기상특보는 정확성과 신속성 중 어떤 것이 중요한가? / 2,000자 이내로 작성)

E-mail: kmatalk2019@gmail.com

참가 신청 개요
1. 일반 관람(토크콘서트 및 토론 배틀 관람 희망자)
신청기간 2019. 6. 10.(월) ~ 7. 1.(월)
신청자격 기상과학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중학생 이상)
신청방법 기상청 행정 홈페이지(www.kma.go.kr)
→ 알림판 배너 클릭
→ 쇼미더웨더 관람객 모집

토론 배틀 진행 일정
예선 1차 결과발표 2019. 7. 10.(수)
예선 2차 진행 및 결과발표 2019. 7. 19.(금) ㅣ 장소 별도 공지
오리엔테이션 2019. 7. 23.(화) ㅣ 기상청
* 진행 일정은 운영사무국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변경 시 추후 별도 공지

시상내역
우승팀(1팀) 기상청장상 및 상금 300만원
준우승팀(1팀) 기상청장상 및 상금 100만원
입선(6개팀) 소정의 상금

→ 관람 신청 링크 클릭(https://forms.gle/76ZSf3AkkoaETZdA6)

관람자 발표 2019. 7. 10.(수) / 개별 문자 통지
* 운영사무국 사정에 따라 발표일자 변경 가능

유의사항
- 팀 구성은 반드시 3명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 팀 구성원이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이어도 참가 가능합니다.

2. 토론 배틀(대학생 토론 배틀 참가 희망자)
신청기간 2019. 6. 10.(월) ~ 7. 1.(월)
신청자격 대한민국 국적 대학생(재학생, 휴학생) / 팀별 신청(3인 1팀)
신청방법 기상청 행정 홈페이지(www.kma.go.kr)
→ 알림판 배너 클릭
→ 쇼미더웨더 참가자 모집
→ 참가 신청 링크 클릭(https://forms.gle/8NnSRaZzjZSdQeNj7)

참가자 발표 2019. 7. 10.(수) / 개별 문자 통지
* 운영사무국 사정에 따라 발표일자 변경 가능

-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참가 및 수상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학증명서의 경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합니다.
- 참가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지원 서류 등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선정이 취소됩니다.
- 토론 배틀 본선 진출팀의 경우 오리엔테이션에 팀별 참석인원 1인 이상이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 토론 배틀 본선 진출팀의 경우 연락 불가능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 외에 받게 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참가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본선 자격이 박탈되는 팀이 발생할 경우 예선 차상위팀이 본선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