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어린이 한마음동요제 참가신청서

참가부문 :

중창(
저학년(

), 합창(

)

), 고학년(

접수번호

)

곡 명
팀 명
이 름

학교

가창지도자/반주자

학년

소속

연락처

e-mail

위와 같이 김포어린이 한마음동요제 참가를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자 :___________(인)

2019년의 봄을 알리는 아름다운 4월에 김포시 아이들을 위한 ‘김포어린이 한마음동요제’ 가
올해 처음으로 개최됩니다.
김포 소재 초등학교 학생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니 동요를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시
• 2019년 4월 6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예선)
• 2019년 4월 28일 일요일 3시(본선)
※ 본선진출자는 예선통과‘자’ 또는 예선통과‘팀’에 한함.
- 장소
• 예선) 김포아트센터 다목적홀
• 본선) 김포아트홀
※ 예선장소와 본선장소가 다르니 이점 유의하시고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참가 자격 및 부문
• 가창자는 김포시 내 초등학교 재학 중인 어린이에 한함.
• 참가 부문은 독창, 중창(최대 9명)으로 저학년부와 고학년부로 나뉘며 각각 12팀이 선정됩니다.
저학년(1, 2, 3학년) 독창 / 중창(최대 9명)

• 고학년(4, 5, 6학년) 독창 / 중창(최대9명)

- 참가곡
16마디를 초과하는 자유곡(동요)
예) 교과서 수록곡, 창작동요제 참가곡 및 수상곡, 가곡, 민요
※ 16마디를 초과하지 않는 곡, 가창을 평가하기 힘든 단순 리듬곡, 만화주제곡 등은 제외
- 시상 내역
시상은 저학년과 고학년 구분하여 시상을 한다.
- 대상 각 1팀 (교육장상)

- 상장 및 트로피

- 금상 각 1팀 (시상장)

- 상장 및 트로피

- 은상/동상 각 2팀 (시의장상/국회의원상)

- 상장 및 트로피

- 그 외 우수상 - 상장 및 트로피
- 신청서 배부 및 참가 신청
신청 기간 : 3월 18일부터 4월1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신청 방법 : E-mail 접수이며 gimforin@naver.com 로 접수.
※ 참가신청서는 ‘김포한마음동요제’ 네이버 검색 후, 블로그 및 사이트에서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
블로그:

https://blog.naver.com/gimforin

- 참가자 필수사항
1. 참가곡은 예선과 본선의 곡이 같아야 함.
2. 참가팀 또는 개인의 성명, 학교, 학년 기재
3. 가창지도자 또는 피아노반주자의 성명, 소속, 연락처, 이메일 기재
4. 참가자는 참가신청 시, 가창할 악보 첨부.
※ 가창자는 피아노 반주자 동반.

- 본선 진출 시 제출서류
• 예선을 통과한 팀 또는 개인에 한해 프로필 사진을 요구하오니 기한 내 필히 제출 요망.
• 가창지도자 또는 피아노 반주자 프로필 사진 필히 제출.(둘 다 있을 시, 가창지도자만 사진 제출)
※ 프로필 사진은 브로셔 제작에 삽입 예정.

- 기타
1. 예선과 본선은 피아노반주자의 피아노선율에 맞춰 가창.
2. 참가자는 주최 측의 공연 및 행사일정에 이의 없이 응해야 합니다.
3.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4. 참가자는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주최

주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