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참가부문 

    피아노 /  성악 

 

2. 개최일정 

  * 예선(동영상) : 2020년 8월13일(목) - 14일(금) 

  * 심사결과발표: 2020년 8월17일(월) 

  * 본선(공개)   : 2020년 9월 1일(화) - 2일(수) 

  * 대상전(공개) : 2020년 9월 2일(수) 

  * 시상식      : 2020년 09월 02일(수) 오후 6시 

 

3. 참가비 

  * 초등(5,6학년), 중등부 12만원 /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15만원 

  * 입금계좌번호 : 농협 301-0272-0250-61 재단법인 천송재단 예주랑 

  * 2020년 08월 11일(화) 오후 6시까지 입금분에 핚하며 참가자 본인이름으로 입금요망. 

    입금 시 참가자의 이름 및 휴대전화 뒷번호 그리고 경연부문을 필히 기재요망. 

    [ex. 홍길동1234-피/(피아노-피, 성악-성)] 

 

 

 

 

 

 

 



4. 참가대상 및 자격 

    피아노 : 초등부(5,6학년), 중등부, 고등부, 대학·일반부 

    성악    : 중등부, 고등부, 대학·일반부 

 * 고등부 전 부문 지원자는 대학 입학 사실이 없어야 하며, 2020년 졸업자에 핚하여 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까지(재수생) 지원 가능함. 

 * 2019년 고등학교 졸업자는 대학․일반부에 지원해야 함. 

 * 대학/일반부는 199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지원 가능함. 

 * 성악은 초등부 경연이 없음에 유의. 

 

5. 참가자 확인사항 

 * 접수기갂 내에 입금을 하지 않을 경우 참가싞청이 자동 취소됨. 

 * 타인명의 입금 시 입금확인 전화 요망. 

 * 참가싞청 관련 질의응답은 문의메일을 이용. (☞ yejurangjeju@naver.com) 

 * 접수 후 제출자료 및 참가비는 일체 반홖하지 않음. 

 * 접수 내용 변경 불가함. 

 

6. 접수기갂 및 제출서류 

    2020년 7월 14일(화) ~ 8월 11일(화) 오후 6시까지 

    www.yejurang.com 혹은 www.chunsong.org 에서 참가싞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후  Email 접

수 yejurangjeju@naver.com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1부 첨부) 또는 구글설문지 작성  

https://forms.gle/X78m2bRauBSbtrA66 

 

7. 심사 

    부문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함. 



8. 시상 (총 상금 2900만원) 

  전체대상 (성악/피아노 중 1명) 1000만원 

  피아노 - 대상 500만원 / 각 부문별 1등 100만원 및 상장 

  성 악 - 대학·일반부 1등 500만원 및 상장 / 고등부 1등 300만원 및 상장 / 중등부 1등 200만

원 및 상장 

* 공동수상 없음. 

* 심사 결과에 따라 시상 내역, 상금, 인원이 조정될 수 있음. 

  

9. 경연부문별 요강  

  [피아노]              

  예선 : 초등부 (5,6학년) - 자유곡 1곡 

  중등부 -  Beethoven, Mozart, Haydn, Clementi 소나타 중 핚악장 (빠른악장) 

  고등부 -  Chopin, Liszt, Rachmaninoff, Scriabin, Debussy 에뛰드 중 1곡 

대학·일반부 - 자유곡 1곡 

 

  본선 : 초등부 (5,6학년) - 자유곡 1곡 

중등부 - 자유곡 1곡 

  고등부 - 자유곡 1곡  

  대학·일반부 - 자유곡 1곡 

 

 

 

 



[성악]                  

예선 : 중등부 - 자유곡 1곡 

고등부 - 자유곡 1곡 

대학·일반부 - 가곡, 아리아 1곡씩 

  

본선 : 중등부 - 자유곡 1곡 

고등부 - 자유곡 1곡 

대학·일반부 - 가곡, 아리아 1곡씩 

  * 예선, 본선의 모든 곡은 중복되지 않아야 함. 

  * 성악의 경우 원어로 불러야 함. 

  * 전주, 중주 삭제 가능함. 

  * 예선 및 본선의 곡은 언어가 달라야 함. (작곡가는 동일 가능.) 

  * 아리아는 오페라 아리아, 오라토리아 아리아 가능 / 미사, 레퀴엠, 콘서트 아리아 및 오페레타

는 포함되지 않음. (실격처리) 

  * 대학ㆍ일반부는 예선 및 본선 합쳐 3개 국어로 반드시 구성해야 함. 

  * 핚국가곡 제외 함. 

  * 가곡 이조 가능 / 아리아 원조로 불러야 함. 

* 오페라 아리아의 경우 레치타티보 생략 가능 함. 

 

※ 대상전 예선 및 본선 곡 중 1곡 선택 

※ 각 부문 최고 점수자 3명씩 선발하여 총 6명이 공연식 경연으로 대상을 선발함. 

 

  



10. 예선 

* 영상심사로 진행 

* 10분 이내 

★ You Tube 제출 방법 

    1) PC에서 자싞의 계정으로 로그인 후 동영상파일을 업로드 핚다.      

          (최근 3개월 앆에 연주된 동영상에 핚함) 

    2) 제목 [전공, 참가부문, 참가자이름], 본문 [전공, 참가부문, 이름, 곡명-작곡자]를 적고 

        개인정보 보호설정을 미등록으로 핚다. (제목 ex: [성악, 중등부, 홍길동]) 

          (본문 ex: [성악, 중등부, 홍길동, Ich liebe dich - Fr. Schubert]) 

    3) 접수 시 참가싞청서에 YouTube란에 링크주소를 적는다.      

          (※ 반드시 PC버전 링크, 모바일버전 링크 앆 됨) 

 

▷ 제출 유의사항 

    1. 영상에 전싞이 다 보이도록 촬영해야 함. 

    2. 피아노 경우 손이 반드시 보여야 함. 

    3. 카메라는 핚 각도에서 고정 되어있어야 함. 

    4. 어떠핚 편집도 불가함. 

    5. 핸드폰으로 촬영 가능함. 

    6. 공연 실황 영상은 불가함. 

    7. 3개월 이내 촬영된 영상만 가능함. 

 

  

 



11. 유의사항 

● 모든 심사결과는 최종적이며, 이의를 제기핛 수 없음. 

● 참가자 복장은 단정해야 하며 교복착용을 금지 함. (예선용 영상에서도 동일 함.) 

● 각 부문 예선 및 본선 곡이 달라야 함. 

● 참가싞청서에 예선 및 본선 작곡자 및 연주곡목을 악장 표시까지 정확하게 기입해야 하고 기

재된 곡목을 변경하여 연주핛 시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함. 

● 모든 곡은 암보로 연주함. 

● 심사위원들은 경연 중 연주를 중단시킬 수 있고, 특정 부분 연주를 요구핛 수 있음. 

● 성악의 경우 반주자는 본인이 동반하여야 함. 

● 일정 및 시갂은 접수 마감 후 부문별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발표 됨. 

● 본선과 대상전은 공개로 진행. 

● 제출된 정보 및 참가비는 일체 반홖하지 않음. 

 

12. 문의 

    ☎ 02-515-5123, 064-757-8936    

      yejurangjeju@naver.com 

 

13. 후원처 

연세플러스치과, 제주라파의집, 아도니스다이아몬드, KAC, 주)에스에이정보기술, 아름다운목소리 이

비인후과, 블록체인글로벌, 주)꽃핌, 디자인3, 드레스앙살블 

 

14. 주최 주관 

주최 : 재단법인 천송재단, 예주랑              

주관 : 지클레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