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운동 100주년 맞이  

제79주년 순국선열의 날(11/17/2018) 기념행사 

뿌뿌리리를를  찿찿아아  떠떠나나는는  독독립립사사적적지지  탐탐험험활활동동  

콘콘텐텐츠츠  크크리리에에이이터터((CCoonntteennttss  CCrreeaattoorr))  공공모모전전    

  

 
 

 

 

 

 

 

 

 

 

 

 

 

 

 

 

 

 

주최:대핚인국민회 기념재단 



 

                          

I. 행사개요 

 

        이민 1 세대와 차세대들이 함께 우리의 뿌리를 찿아 떠나는  독독립립사사적적지지  탐탐방방활활동동은은    

독립운동가들의 사적지를  찿아 당시 그들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 어떠핚 노력을 

하였는지 그 발자취를 더듬어 봄으로써 부모와 자손들 다 함께  우리안에 나라사랑 

정싞을 일깨울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또핚, 오렌지/과일 농장에서 초기 이민선조들의  삶을 체험해 봄으로써 우리민족의 미주 

이민역사와 그 뿌리에 대해 생각해보게 합니다.                                                                                                                  

어린시절 부모와 함께 참여하고 체험하는교육활동을 통해 자녀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자아정체성 함양과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의 리더십을 강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행사명:  뿌뿌리리를를  찿찿아아  떠떠나나는는  독독립립사사적적지지  탐탐험험활활동동  콘콘텐텐츠츠  크크리리에에이이터터  공공모모전전                                                                   

 행사참가 싞청서  접수일 : 2018 년  10 월 3 일부터 10 월 20 일까지                                                            

 장소: 아래의 독립사적지 중 4 개의 장소와  과일농장 1 곳을 자유롭게 선정함                                                         

 독립사적지 안내 

사 적 지 이 름 주   소 연락처/ Phone 

대핚인국민회 총회관 1368 W. Jefferson Blvd. 

Los Angeles, CA 90007 

 

323)733-7350 

미주 이민사회의 어머님교회- 

나성핚인연합장로교회 

1374 W. Jefferson Blvd. 

Los Angeles, CA 90007 

 

323)733-2922 

독립유공자 초기이민자의 영원핚 

안식처-로즈데일 묘지 

1831 W. Washinton Blvd. 

Los Angeles, CA 90007 

 

323)734-3155 

The Ahn's Family House 

(USC Korean Studies Institute) 

809 W. 34th St. AHN100 

Los Angeles, CA 90089 

Office Hours 9-12AM    

1-5PM /213 740-3758 

새 역사 명승지로 탄생핚 

리버사이드 도산 동상 

3900 Main St. 

Riverside, CA 92522 

951)275-0706 

오렌지/과일 농장 1 곳 선정 집에서 가까운곳  

 



 

II. 공모전 요강                                                                                                                                       

 콘텐츠 크리에이터 형태 : 장르와 분야에 제약없이 인터넷을 통해 방송 콘텐츠를 제작핛 수 

있는 ‘1 인 미디어 시대’에 따라 자싞이 기획핚 콘텐츠를 직접 촬영, 다큐멘트 형태로 제작, 

10 분 내외로 편집하여 제출함.                                                                                                                 

<단, 각 장소마다 핚가지 미션을 완수하는 장면을 촬영하여야 함>                                                                                                                  

미션 1.  태극기 흔들며 춤추기/ 미션 2. 독립운동가처럼  활동하기/  미션 3, 4.사적지를 

리포터가 되어 설명하기 / 미션 4. 오렌지/과일 농장에서 초기 개척자의  삶 체험하기                                                                                               

 참가대상 : 초, 중, 고, 대학생 .                                                                                                                  

사용 언어: 영어버젼과 핚글버젼 모두 가능.                                                                                                                                                                                                                                                                                                                                                                                                                                                                                                                          

싞청서 접수일 : 2018 년 10 월 20 일까지 대핚인국민회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아 접수              

 싞청방법: 싞청서와 싞청비: $20 (Payable to KNAMF )을 동봉하여 10 월 20 일 까지 

대핚인국민회로 보냄 (10 월 20 일자 우체국소인 유효)   

                                                                                                                       

III.  작품 접수와 시상내역 

작품 접수일: 2018 년 11 월 10 일 6:00 pm 까지 도착분에 핚함                                                                                                                                                                                             

 접수이메일 : kna1909mf@gmail.com                                                                                                                                                                                                                                          

수상자 발표 및 시상식 : 2018 년 11 월 17 일 오후 3:00/ 장소: 대핚인국민회                                                            

시상식 후 디너, 수상작 영상관람 및 K-pop 공연                                                                                                                                                                                                                                                                                                                                     

 시상내역 : 대상 1- 장학금 $1500/ 최우수상 1- 장학금 $1000/ 우수상 2-장학금 $500/                                                                    

독립유공자 인물상 10 - 각 $100                                                                                                                                                                                                                                  

특혜: 참가자 전원에게 참가상/ 이민사 차세대 지도자 훈장메달과 봉사시갂 50 시갂           

수여증서/  대학입학 시 다양핚 장학금 대상자로 선발, 추천함                                                                

 접수처: 대핚인국민회기념재단 : 1368 W. Jefferson Blvd. Los Angeles, CA 90007                                                                                               

 안내전화:  323)733-7350,  /웹사이트:  www.knamf.org                                                                                                                                                                                                                                                                                                                                                                                                                                                                                                     

 

주최: 대핚인국민회 기념재단                                                                                                    

 



 

 3.1운동 100주년 맞이  

제79주년 순국선열의 날(11/17/2018) 기념 

뿌뿌리리를를  찿찿아아  떠떠나나는는  독독립립사사적적지지  탐탐방방  

콘콘텐텐츠츠  크크리리에에이이터터((CCoonntteennttss  CCrreeaattoorr))  공공모모전전  싞싞청청서서  

  

참참가가자자  이이름름  ((NNaammee))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주소소  ((AAddddrreessss))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연연락락처처  ((PPhhoonnee))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EE--mmaaiill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학교교이이름름((SScchhooooll  NNaammee))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학년년  ((GGrraaddee))  oorr  YYeeaarr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영영상상명명  ((TTiittllee  ooff  tthhee  CCoonntteennttss))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영영상상줄줄거거리리CCoonntteennttss  SSttoorriieess  wwiitthhiinn  220000wwoorrddss//영영상상시시갂갂  1100분분내내외외  wwiitthhiinn1100  mmiinnuuttees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사진진  및및  영영상상물물  사사용용허허가가  ::  본본인인은은  이이  행행사사로로  인인해해  촬촬영영된된  사사진진  및및  영영상상물물을을  

대대핚핚인인국국민민회회기기념념재재단단에에  핚핚하하여여  사사용용을을  허허가가합합니니다다..    YYeess  ((          ))    NNoo  ((          ))  

  

본본인인은은  대대핚핚인인국국민민회회기기념념재재단단이이  주주최최하하는는  22001188  ""뿌뿌리리를를  찿찿아아  떠떠나나는는  독독립립사사적적지지  

탐탐방방활활동동""  컨컨텐텐츠츠  크크리리에에이이터터  ((CCoonntteennttss  CCrreeaattoorr))  공공모모전전에에  참참가가하하고고자자  싞싞청청하하며며  이이에에  

서서명명합합니니다다..  

참참가가자자  이이름름  ((SSttuuddeenntt''ss  NNaamme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Siiggnnaattuurre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MMoo//DDaattee//YYeeaarr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미미성성년년학학생생인인경경우우  ::  부부모모이이름름  및및  서서명명  //  날날짜짜::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OOffffiiccee  UUssee  OOnnllyy//  접접수수번번호호::  봉봉사사시시갂갂  CCrreeddiitt  ::  5500  hhoouurrss  

  

대대핚핚인인국국민민회회기기념념재재단단  귀귀중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