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의정부음악도서관
영아티스트 콘서트 오디션 참여 안내
‘2022 의정부음악도서관 영아티스트 콘서트’는 더 많은 음악 인재들에게 기회를 제공
하기 위해 오디션 참가 자격 확대 및 접수 기간 연장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2022. 9. 14.
의정부시장
1. 참가부문
□ 클래식 피아노 독주

2. 참가자격 확대
□ 2004. 1. 1. ~ 2007. 12. 31. 출생 청소년 (지역 제한 없음)
□ 10~15분 내외 분량의 독주 프로그램을 암보로 연주할 수 있는 자

3. 접수
□ 접수기간: 2022. 10. 10.(월)까지

※ 공연일: 2022. 10. 30.(일) 15:00

□ 접수방법: 연주 영상 URL과 참가신청서 이메일 접수(musiclib@korea.kr)
□ 참가 신청 서류 (신청서 및 동의서는 의정부음악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오디션 참가 지원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 공연 영상 촬영 및 활용 동의서 1부
- 연주할 곡의 악보 1부
-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 사본
* 모두 PDF파일 1개로 제출 (파일명: 영아티스트콘서트_이름)
(※ 신청서 및 동의서는 의정부음악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https://www.uilib.go.kr/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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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오디션 심사용 연주 영상 제출 요건
※ 본 오디션은 지원자들이 제출한 동영상을 심사해 공연자를 선발함
□ 공고일 이후에 오디션을 위해 찍은 영상을 업로드한 URL
□ 기존 타 연주회 촬영 영상 제출 불가(심사를 위해 암보로 연주한 새로운 영상 제출)
□ 심사 가능한 수준의 화질과 음질을 위해 고화질 파일 업로드(해상도 1020P 이상)
□ 소음이 차단되고,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장소에서 촬영(녹음 스튜디오 아니어도 됨)
□ 카메라 이동 없이 1대로 고정 촬영, 편집 및 보정 절대 불가
□ 반드시 끝까지 연주한 동영상을 제출해야 함

5. 연주곡 안내 및 주의 사항
□ 독주로 연주할 수 있는 10~15분 내외의 자유곡 프로그램
□ 오디션 응시 곡과 연주곡은 반드시 같아야 함
□ 기타 연주곡에 대한 문의는 이메일 문의(musiclib@korea.kr)
※ 정확한 곡명과 연락처 반드시 표기 후 문의
※ 도서관과 반드시 곡에 대한 상의 필요(곡 변경 요청 시 변경 필요)

6. 콘서트 선정자 발표 및 공연 일정
□ 발표: 2022. 10. 18.(화)
□ 공연: 2022. 10. 30.(일) 15:00 의정부음악도서관 뮤직홀

7. 콘서트 선정자 인센티브
□ 선정자에게 스타인웨이 그랜드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는 공연 기회 부여
□ 본 공연일에 전문 연주자(겸임교수 이상)의 연주 평가 코멘트 제공
□ 공연 사진 및 영상 제공

8. 기타사항
□ 순위를 정하는 콩쿠르가 아닌, 무대를 경험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주자로서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진행하는 프로젝트임
□ 오디션 통과 여부에 대한 점수는 공개하지 않음
□ 본 공연에서 촬영한 연주 영상은 의정부음악도서관 유튜브 채널에 게시됨
※ 관련한 개인정보 동의와 촬영 동의서 제출 필수
□ 문의: 2022 의정부음악도서관 영아티스트 콘서트 담당자
(☎ 031-828-4853 / musiclib@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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