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천송재단

예술학교

예 주 랑
2020년 8월 19일 발송.

제 1회 예주랑 음악 콩쿠르 본선 및 대상경연 변경 안내
*코로나19 지역 확산을 고려하여 본 콩쿠르 본선 및 대상경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진행합니다.
[본선]
구

분

일

시

변경 전
성악 - 9월 1일

변경 후

비고

이전과 동일

피아노 - 9월 2일

서울 – 하츠뮤직홀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163
장

소

예술학교 예주랑

지하(논현동, 성일빌딩)

희망장소 선택 후

제주 – 예술학교 예주랑 홀

주최측으로 연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명림로
226-56(봉개동)
진행방법

본선진출자와 심사위원 대면식으로
진행

동영상으로 진행

● 본선 안내사항
1) 지정된 두 장소 중 희망하는 장소를 선택하여 주최측으로 연락바람.
(2020년 8월 21일 오후 5시까지)
2) 주최측에서 참가자 본선촬영 일정을 통보.
(홈페이지 참고 www.yejurang.com)
3) 배정된 일시에 희망하는 장소로 방문 후 영상을 촬영
(배정된 시간보다 10분 이상 늦을 시 자동탈락)
4) 동영상은 단 1회만 촬영 가능(촬영장비 및 촬영기사 주최측 준비)
5) 성악부문 참가자들은 반드시 개인 반주자 동반요망.
※ 녹화된 동영상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공평성을 위해 서울(하츠뮤직홀)과 제주(예술학교 예주랑) 두 장소에서만
본선 영상녹화를 진행하게 된 점 양해바랍니다.
※ 본선 결과 발표(대상경연 참가자)는 부문별 본선 당일 자정까지 홈페이지에 공지 할 예정입니다.

[대상경연]
구
일
장

분
시
소

진행방법

변경 전
9월 2일
예술학교 예주랑
본선진출자와 심사위원 대면식으로

변경 후
9월 8일 오후 1시
이전과 동일

진행

비고
예주랑 홀

이전과 동일

● 대상경연 안내사항
1) 대상경연은 각 부문 1등 수상자(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일반부)만 참가
(본선 심사 이후 1등 수상자가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
2) 대상경연은 예선 및 본선 곡 중 1곡 선택
3) 성악부문 참가자는 상주 반주자 이용가능(대상경연 일주일 전 미리 주최측에 요청)
4) 9월 2일까지 악보를 이메일로 제출 yejurangjeju@naver.com
※ 대상경연 후 오후 4시부터 제 1회 예주랑 음악 콩쿠르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코로나19 관련 유의사항 ※
1) 참가자 및 반주자만 건물 출입가능 (학부모 및 선생님 출입불가)
2) 사진 부착된 신분증 필히 지참
- 신분증 : 사진이 부착된 학생증, 청소년증,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3) 입장 시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손소독제 사용 및 문진표 기재
- 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불가
- 37.5도 이상 측정될 시 입장불가
- 첫 체온 측정시 발열증상이 있을 경우 10분 후 재측정 진행, 재측정 후에도 발열증상이
나타날 경우 콩쿠르 참가제한
5) 모든 참가자 및 관계자는 대기실 및 건물 내부에서 반드시 마스크 착용 (반주자는
마스크 상시 착용)

예술학교 예주랑
6331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명림로 226-56 (봉개동)
전화 064-757-8936

팩스 064-757-8934

이메일 yejurangjeju@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