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청소년합창축제앤경연대회인제주 조직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주동로 388, 3층(삼양이동) 

전화. 064-724-0474     팩스. 064-722-3210    이메일. wycfjeju2018@naver.com    웹사이트. www.wycf.co.kr 

 

 

 

2021 세계청소년합창축제 앤 경연대회 

‘Healing & Hope’ 

2021. 07. 21. 수요일. ~ 23. 금요일. 

 
 
 

 

 

 

 

 

 

 

 

 

mailto:wycfjeju2018@naver.com


 

 

 

 

세계청소년합창축제앤경연대회인제주 조직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주동로 388, 3층(삼양이동) 

전화. 064-724-0474     팩스. 064-722-3210    이메일. wycfjeju2018@naver.com    웹사이트. www.wycf.co.kr 

소개 
 

2021년에 개최되는 세계청소년합창축제 앤 경연대회는 세계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코

로나19시대 임에도 불구하고 합창으로 하나되며 합창을 통해 음악적인 교류를 지속해나갈 수 있

도록 유투브로 진행됩니다. 국내 및 해외의 어린이, 청소년합창단들이 영상을 통해 보다 다양한 

음악을 선보이며 현장에서 느끼지 못했던 감동까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의 자연경관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제주의 영상과 함께 온라인으로 진행될 2021 세계청소년합창축제 앤 경연대

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본 행사는 공식 유투브채널(jejuworldyouthchoralfestival)을 통해 진행 될 예정입니다. 

 

 

 

일정(한국현지시간기준) 

 

 

 

날짜 시간 내용 

2021년 7월 

21일 수요일-23일 금요일 
(시간추후공지) 

2021 WYCF 예술총감독 인사 및 심사위원 소개 

합창/ 종교부문 I, II 

합창/ 민속부문 I, II 

중창/ I 어린이부문 

합창/ 일반부문 I, II 

합창/ VIRTUAL부문 

중창/ II 청소년부문 

그랑프리 경연 

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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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
 

 
 

 

이영조, 대한민국 

국제합창심포지엄위원회 위원장 

전 한국문화예술교육지원 위원회 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 

 

 

 

티제이 하퍼, 미국 
미국합창지휘자연합회 해외교류담당 디렉터 

제주국제합창축제 협력예술감독 

 

 

 

 

안드레아 안젤리니, 이탈리아 
세계합창총연맹 발간 ICB 편집자 

이탈리아 리미니 세계합창축제 예술감독 

 

 

 

 

제니퍼 탐, 싱가포르 
싱가포르 세계합창의회 대표 

싱가포르세계합창경연대회 예술감독  

 

 

 

 

마르틴 톰첵, 폴란드 
폴란드 문두스칸타트소폿국제합창축제 예술감독 

그단스크 Stanislaw Moniuszko 음악대학 합창지휘학과장  

 

 

 

 

김희철 (예술감독), 대한민국 
제주국제합창축제앤심포지엄 예술총감독 

세계청소년합창축제앤경연대회 예술총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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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연부문 
부문 조건 

합창 

(최소 16인이상) 

A. 종교 
I 어린이 시대 상관없이 종교합창곡이면 가능. 

최소2분-최대6분. 1곡. II 청소년 

B. 민속 

I 어린이 나라 제한없이 민속합창곡이면 가능. 

원어가 아니어도 무방. 최소2분-최대6

분. 1곡. 
II 청소년 

C. 일반 

I 어린이 민속이나 종교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장르의 합창음악 가능. 최소2분-최대6

분. 1곡. 
II 청소년 

D. Virtual 

Choir 
(어린이, 청소년 구분없음) 

어린이/청소년 구분 없이 하나의 부문 

안에서 심사가 진행됨. 연주장소(홀)에

서 공연한 영상이 아닌 녹음 및 영상촬

영이 따로 진행되어 제작된 영상으로, 

본 부문 순위로만 심사 및 시상됨. (그

랑프리 심사대상에서 제외) 최소2분-최

대6분. 1곡. 

E. 중창 

(최소 3인 -최대 10인) 

I 어린이 
아래 세부장르 구분 없음. 본 부문 순

위로만 심사 및 시상됨. (그랑프리 심

사대상에서 제외) 최소2분-최대5분. 1

곡. 
II 청소년 

F. 그랑프리(GRANDPRIX) 
카테고리 A-C 안에서 각 부문 대상 수

상 팀들에 참가자격이 주어짐. 
경연대회 관련 자세한 규정은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규정 
 메달 구분 점수기준(총 합산 점수) 

GOLD   90.0-100.0 

SILVER  80.0-89.9 

BRONZE  70.0-79.9  *70.0 이하의 점수는 메달 해당 없음. 

 

 심사기준 항목 

Technical Evaluation(기술) 50점 Artistic Evaluation(예술) 50점 

Intonation(억양) 

Sound Quality(음질) 

Dynamics(악상) 

Interpretation(해석) 

Fidelity(곡 충실) 

Overall Artistic Expression(예술적 표현) 

*이 외에도 경우에 따라 추가 기준 및 가산점 적용가능: 합창단/중창단에 맞는 레파토리

를 선정하였는지, 단원 수를 미만 혹은 초과하지는 않았는지, 주어진 공연시간을 지켰는

지, 안무를 함께 선보였는지 등 

 

 본 대회의 심사위원은 각 국의 저명한 합창전문가들로 구성되었으며, 각 심사위원들 점

수를 합산하여 최종 순위 결정 및 시상을 진행. (본 경연에서 결정된 심사결과에 대하여

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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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부문 
 

부문 구분 상금 및 혜택 

전체 참가단체 
(각 참가단체의 최종 점수에 따른) 

상장 및 메달 

A. 종교 
I 어린이 

대상: 

상장 및 메달 및 상금(500 USD)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상장 및 메달 

II 청소년 

B. 민속 

I 어린이 

II 청소년 

C. 일반 
I 어린이 

II 청소년 

D. Virtual Choir (구분없음) 

E. 중창 

I 어린이 대상: 

상장 및 메달 및 상금(300 USD)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상장 및 메달 

II 청소년 

 

F. 그랑프리 

-상장 및 상금(1000 USD) 및 상패 

*그랑프리 수상자/팀에게는 부문 대상 상금 없

이 최종 순위인 그랑프리 상금만 수령 

-2022년 이후 본 축제(WYCF/ 세계청소년합창

축제앤경연대회인제주) 참가 시, 

2박 숙박비 제공(3성급이상, 30인기준), 특별초

청연주 출연 
 

Best Conductor 상장 및 상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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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규정(모든 부문에 적용) 

1. 반드시 영상은 MP4파일 형식으로, 악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 

2. 어린이(-만 13세까지해당)와 청소년(-만 20세까지해당) 나이 제한이 다름. 

각 참가단체의 단원 전체 비율 중 70%이상에 해당하는 부문으로 선택신청. 

(예: 전체단원 수 20/ 어린이 16, 청소년 4 = 어린이부문 신청가능) 

3. 본 경연 제출영상은 최근 3년이내에 촬영된 영상으로 2018년 1월 1일 이후 

촬영된 영상만 제출 가능. 

4. 음악이 시작된 후, 편집이 된 영상은 심사 불가능. (제한시간을 위해 영상

의 시작과 끝을 편집한 영상은 제출 가능) 

5. 모든 경연 참가를 위한 제출 영상은 라이브로 공개, 참가자가 제출한 영상

의 저작권문제 등 관련 모든 법적 책임은 본 참가자 및 해당 단체에 있음. 

6. 본 조직위원회에 제출하는 모든 음악, 영상, 악보 등에 대한 저작권 법적 

책임은 해당 참가자 및 단체에 있으며, 이에 관련하여 본 조직위원회는 아

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D 부문제외) MR반주 사용 불가. 반주 및 모든 음악은 라이브로 녹화/촬영

된 영상만 가능.  

8. 참가신청 후 주어진 기한 내에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을 시, 심사에 불이익

이 있을 수 있음. 

9. 각 부문 대상은 금메달 점수에 해당되는 팀 중에서 점수가 가장 높은 팀

이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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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창 (A 종교/ B 민속/ C 일반 부문) 
1. 최소 16인 이상의 단체만 신청 가능. 

2. 반주악기에 대하여는 제한 없음.  

3. 최소 2분-최대 6분 1곡 영상 제출. 
 

 

합창 (D Virtual Choir 부문) 
1. 최소 16인 이상의 단체만 신청 가능. 

2. 음악 장르 구분 없음. 

3. MR 반주 사용 가능. 

4. 연주 실황 녹화영상이 아닌 녹음 및 영상촬영이 따로 진행되어 제작된 영

상 제출. 

5. 최소 2분-최대 6분 1곡 영상 제출. 
 

 

중창 (E 중창 부문) 

1. 최소 3인이상 –최대 10인이하의 단체만 신청 가능. 

2. 어린이와 청소년, 두 부문으로만 나뉘어지며, 음악 장르 구분 없음. 

3. 최소 2분-최대 5분 1곡 영상 제출. 
 

 

그랑프리 (F 그랑프리 부문) 
1. 각 부문 대상 수상팀들에 참가 자격이 주어짐. 

2. 1차 심사결과에 이어 그랑프리 심사가 진행되며 영상 제출은 따로 하지 않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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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비 
 

합창 

(A 종교, B 민속, C 일반, 

D Virtual Choir 부문) 

30만원 

(1개부문 추가시) 부문당 10만원 

중창 

(E 중창 부문) 
20만원 

 

 

참가신청방법 
 

아래 순서대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본 행사 공식 홈페이지(www.wycf.co.kr)에 들어갑니다. 

2. 참가신청서 작성 후 제출을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참가단체의 인적사항(이름(대표), 연락처, 주소 등)을 정

확히 입력해주셔야 추후 최종 순위에 따른 시상을 우편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본 조직위원회의 확인 이메일을 받고, 참가비를 송금합니다. 

*참가신청서 제출 후 (확인서에 명시되어있는 기간 내에) 송금하셔야 신청

이 완료됩니다. 

*반드시 해당 참가단체 이름으로 송금하셔야 합니다. 

4. 본 조직위원회의 송금확인 및 제출서류 안내 이메일을 받아, 제한기간 내

에 영상, 악보 등을 제출합니다. 

5. 위 절차가 모두 완료되면 본 조직위원회로부터의 행사 최종 일정을 안내 

받고, 본 행사 공식 유투브를 통해 일정에 맞춰 참여합니다. 

 

*본 행사 관련 문의는 이메일(wycfjeju2018@naver.com) 혹은 전화(064-724-0474)

로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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