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les and Guidelines
“We are family” 학생 비디오 컨테스트 - IH PACIFIC GROUP

1. 이 대회는 IH 퍼시픽 그룹(IH 밴쿠버와 IH 샌디에이고)이 주관합니다.
2. 이 대회는 재학생 및 졸업생 (국적 및 거주지 제한 없음)이 참가할 수 있으며, 18세
미만의
어린이는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a.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 부모는 다음 문구를 이메일 메시지에 추가해야 합니다.
"나는, (부모의 전체 이름) 여기에 아들 혹은 딸, (자식의 전체 이름)이 IH 퍼시픽 그룹 (IH
밴쿠버와 IH 샌디에이고)의 학생 비디오 콘테스트에 참가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I, (full name of parent) , hereby state my son or daughter, (full name of child) , is permitted to
participate in this student video contest for IH Pacific Group (IH Vancouver and IH San Diego).”

3. 비디오의 길이는 60초(1분)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4. 디지털 비디오(.mp4 파일, .wav 파일, .mov 파일) 형식이여야 합니다.
5. 비디오에는 적어도 45초 이상의 영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6. 각 학생은 원하는 만큼 비디오 출품작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모전에 동영상을 제출하면 본인이 제작하고 가공한 원작이며 제3자의 다른 권리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a. 2위와 3위 수상자의 상품은 온라인 수업으로 수여될 것입니다.
다만, 온라인 수업 이외의 상품은 1등에게만 수여됩니다

7. 공모전에 동영상을 제출하면 귀하는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고 가공한 원본 작품이며,
타사의
다른 권리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8. 콘텐츠는 현지 국가, 캐나다 및 미국의 모든 현지 및 국가 법률을 준수해야합니다.
콘텐츠는 이를 어겨서는 안됩니다.
1) 불법 행위 조장
2) 인종, 종교, 성적 또는 기타 악의적인 편견
3) 성적 또는 폭력적 착취
4) 법률 또는 합의에 의해 확립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5) 사생활 침해
6) IHP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9. 이미지/비디오를 제출함으로써 귀하는 IH Pacific Group의 웹사이트, 컨퍼런스 또는
다른
장소에서 광고, 홍보 및 홍보 목적으로 프로젝트를 복제, 재인쇄, 배포, 공연, 전시 또는
전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International House World Organization과 International House
Pacific Group의 이익을 추구 할 수 있습니다.
10. 비디오 제출 마감 기한은 2020년 6월 30일 23:59(PST/밴쿠버 기준)입니다.
11. 참가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https://forms.gle/SqxN9Cys3vGTvXeUA
동영상을 업로드 할 수있는 Google 폴더의 초대장을 보내드립니다.
12. 출품작에는 이름, 나이, 국적 및 학교 이름 (예: 밴쿠버 혹은 샌디에고) 이 첨부
되어야합니다.
입학생이 18세 미만인 경우, 참가 신청은 반드시 부모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a. "나는, (부모의 전체 이름) 여기에 아들 또는 딸에게 (자식의 전체 이름)은 (날:
MM/DD/YYYY)
IH Pacific Group (IH 밴쿠버와 IH 샌디에이고)의 학생 비디오 콘테스트에 참가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a. “I, (full name of parent) , hereby state my son or daughter, (full name of child) , is
permitted to participate in this student video contest for IH Pacific Group (IH
Vancouver and IH San Diego) on (Date: MM/DD/YYYY). ”

13. IHP는 분실, 훼손 또는 제대로 업로드 되지 않은 필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4. IHP는 본 이용 약관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규칙을 수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IHP는 단독 재량으로 대회 운영에 방해가되거나 규칙을 위반하거나 파괴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밝혀진 개인을 실격 시킬 권리가 있습니다.
15. 참가자는 공식 컨테스트 규칙 및 심사 위원의 결정에 따를 것에 동의합니다.

수상자 선정 방법
1. 모든 출품작은 접수 및 검수를 한 후 영업일 2일 후 IH 퍼시픽 학교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프로필에 게시됩니다. 2020 년 7 월 7 일 23:59 (PST)까지 '좋아요'수를 집계하기 위해
일반인이 평가에 참여하게 됩니다.
2. 가장 ”좋아요”를 많이 받은 영상 5개를 추가 평가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각 동영상은
매주
금요일에 다시 게시되어 다음 주 목요일까지 얼마나 많은 수의 '좋아요'를 받을지 확인 할
예정입니다.

[예시]
a. Video 1 - repost on Friday, July 10 (collect votes until July 16)
b. Video 2 - repost on Friday, July 17 (collect votes until July 23)
c. Video 3 - repost on Friday, July 24 (collect votes until July 30)
d. Video 4 - repost on Friday, July 31 (collect votes until August 6)
e. Video 5 - repost on Friday, August 7 (collect votes until August 13)
f. Video 6 (TBD)
g. Video 7 (TBD)
* 상기 일정은 예고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3. 제출된 비디오는 교사, 직원, IH Pacific GROUP 담당자를 포함한 심사위원단이
평가합니다.
비디오는 다음 사항에 따라 평가 됩니다.
1) 독창성과 창의성
2) 스토리텔링의 퀄리티
3) 45초이상의 영어 사용
4) IH SNS 플랫폼(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의 '좋아요' 누적 수
a. 학생은 자신의 SNS 프로필에 각 동영상을 홍보할 수 있지만, IH 샌디에이고와 IH
밴쿠버
프로필을 통해 누적된 '좋아요'만 계산됩니다.

수상자 발표
1. 수상자는 IHP SNS에서 발표 합니다.

2. 수상자에게 개인적으로 따로 이메일을 보낼 예정입니다.
3. 수상 분배는 International House Pacific Group의 단독 재량에 따릅니다.

상품
1. 상은 판매 또는 양도할 수 없으며 현금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2. 온라인 클래스 상은 2020 년 7 월 1 일부터 2020 년 12 월말까지 유효합니다. 이때
공휴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수상자의 증서와 경품은 우편으로 전달 됩니다. 수상자의 우편 주소 정보를 요청할
것이며, IH
Pacific Group은 오배송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다음 연락처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
info@ihpacific.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