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ional Spelling Bee Oral Session 진행 안내

[Oral Session 시험장 자리 배치]

1. Oral Session 1라운드가 시작되기 5분 전, 참가자는 Written Session에 참가한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2. 안내인의 지시에 따라 참가번호 순서대로 무대 오른쪽에 잠시 대기합니다. 자신의 참가번호를 사회자가 호명하면 무대에 설치된
마이크 앞에 섭니다.
3. 출제자가 참가자에게 출제 단어를 말합니다.
4. 참가자는 먼저 출제 단어를 발음한 다음에 그 단어의 철자를 또박또박 말하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출제 단어를 발음해야 합니다.
(예: 출제자가 giraffe라고 말하면, 참가자는 giraffe / g-i-r-a-f-f-e / giraffe 라고 말하는 것임. 단, 철자 전후에 하는 발음이
틀렸다고 해서 탈락하는 것은 아님. 스펠링을 중간까지 말하다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경우, 이미 말한 부분을 고칠 수는 없음)
5. 참가자는 출제자가 단어를 제시한 후 2분 이내에 답을 말해야 합니다. (아래 6번의 요청 시간 포함)
6. 참가자는 필요할 경우 답을 말하기 전, 출제자에게 다음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횟수제한 없음)
Would you repeat the word, please?

May I have the definition, please?

May I have the origin, please?

Can I have it in a sentence, please?

What part of speech is it?

Am I saying it right?

7. 심사위원은 참가자의 답이 맞는지 결정합니다.
8. 1라운드를 맞힌 참가자는 안내인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앉습니다.
1라운드가 끝난 이후, Written Session(문항당 1점)과 Oral Session(1라운드 3점) 결과에 따라 2라운드 진출자 40명을 사회자가
호명하면, 해당 참가자는 안내인의 지시에 따라 출전자석으로 이동하여 앉습니다.
9. 2라운드는 1라운드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며, 정답을 맞힌 참가자는 안내인의 지시에 따라 출전자석으로 돌아갑니다.
틀렸을 경우에는 반대편에 위치한 예비석에 가서 앉습니다.
(예비석은 단어를 맞히지 못한 참가자가 라운드가 끝날 때까지 대기하는 좌석으로 해당 라운드의 정답자가 없을 경우, 예비석에 앉아
있는 모든 참가자가 다시 무대 위로 올라감)
10. 라운드의 마지막 참가자의 순서가 끝나면, 출전자석에 남아 있는 참가자들만 위 단계를 반복하여 우승 후보자를 선발합니다.
11. 우승 후보자는 챔피언 단어를 제시 받게 되며, 이를 맞히면 대회 우승자로 선발됩니다. 우승 후보자가 챔피언 단어를 맞히지 못하면,
직전 라운드 참가자들이 다시 경쟁하여 우승 후보자를 선발합니다.

※ 참가 인원에 따라 대회 진행 방식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