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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회 세계청소년합창축제 앤 경연대회 

in Jeju, Korea 

2023. 07. 19. 수요일. ~ 22. 토요일. 

서귀포 예술의 전당 외 

 

1st Registration _ 2023년 1월 15일 

2nd Registration _ 2023년 3월 15일 

Final Registration _ 2023년 5월 15일 

Late Registration _ 2023년 5월 16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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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제 5회 세계청소년합창축제 앤 경연대회 인 제주는 매년 여름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개최

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합창음악축제입니다. 2023년 7월 19일(수)부터 22일(토)까지 열리는 이 

축제는 미래의 세계적 리더들로 성장해 나갈 어린이들을 위한 합창 음악과 문화교류 프로그램들

을 제공하며 세계의 저명한 합창전문가들의 경연심사를 받고 다양한 합창워크샵을 통한 배움의 

시간도 나눌 수 있습니다. 

세계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서로의 합창음악을 통해 다양한 문화와 경험의 시간을 함께 

나누고, 유네스코가 지정한 아름다운 자연이 어우러진 섬, 제주에서 꿈과 희망의 노래를 함께 부

르기를 기대합니다. 

*제주도 서귀포 예술의 전당 및 서귀포 지역 일대에서 진행 될 예정입니다. 

*본 안내문의 축제 신청 기한과 신청 관련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정 

 

시간 7월 19일 수요일 시간 7월 20일 목요일 시간 7월 21일 금요일 시

간 
7월 22일 

토요일 

WELCOME to 

2023 WYCF 

700 아침식사 700 아침식사 700 아침식사 

900 경연대회 준비 
1120 

그랑프리 

리허설 

자유 

시간 

제주관광 

930 경연대회 (부문1, 2) 

1200 점심식사 1200 점심식사 

1300 

등록 1300 경연대회 (부문3) 1300 폐막연주 리허설 

경연대회 및 개막연주 

리허설 
1520 참가자 전체사진촬영 

1520 

참가자 전체사진촬영 

호텔체크인 및 

패키지수령 
1530 합창워크샵 

오케스트라 리허설 

1600-

1640 

개막연주 연합합창을 

위한 리허설 

1600-

1640 

폐막연주 연합합창을 

위한 리허설 

1700 저녁식사 

1700 
WYCF PARTY 

(저녁식사 포함) 

1700 저녁식사 

1900 
2023 WYCF 

개막연주 

1900 그랑프리 결선 

1930 
2023 WYCF 

폐막연주&시상식 

*위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참가합창단별 일정은 별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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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연대회 안내 
본 대회의 심사위원은 매년 각 국의 저명한 합창전문가들로 구성이 되며, 각 심사위원들의 점수

를 합산하여 최종 순위를 결정 및 시상을 진행합니다. 본 경연에서 결정된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경연부문 

부문 규정 

A. 종교 
르네상스부터 현대음악까지 포함. 가사의 언어 제한 없음. 

최대 10분. 최대 2곡. 

B. 민속 

나라 제한없이 민속합창곡. 원어가 아니어도 무방. 최대 10

분. 최대 2곡. 

*민속안무 혹은 전통의상 포함 시, 추가점수 해당 

C. 일반 
민속이나 종교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장르의 합창음악(아카

펠라, 현대곡 포함). 최대 10분. 최대 2곡. 

그랑프리(GRAND PRIX) 

카테고리 A-C 안에서 각 부문 대상 수상 팀들에 참가자격

이 주어짐. 부문별 심사결과 후, 그랑프리 진출 단체에 개

별적으로 전달 후 곡목은 그랑프리 경연대회 당일 오전 결

정.  

*각 부문 대상수상 팀 중에서도 GOLD에 포함하는 점수 중 

심사기준에 해당하는 점수를 넘어야 그랑프리 출전 가능. 

 

부문경연 때 연주한 프로그램을 중복하여 참가해도 무방하

며, 합창단의 best repertoire 중 7분 이내 1곡으로 참가 

경연대회 관련 자세한 규정은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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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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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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합창단/중창단에 맞는 레파토리를 선

정하였는지, 단원 수를 미만 혹은 초과하지는 않았는지, 주어진 공연시간을 지켰는지, 적

절한 안무를 함께 선보였는지 등 
 

경연대회 공통규정 

1. 본 조직위원회에 제출하는 모든 자료(음악, 악보 등)에 대한 저작권 법적 책임은 해당 참

가자 및 단체에 있으며, 이에 관련하여 본 조직위원회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2. 부문별 경연대회와 그랑프리 경연대회는 축제 참가자에 한하여 공개 진행되며, 축제등록/

참가하지 않은 외부인은 입장이 불가함 

3. 반드시 악보는 한 곡 당 하나의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 해야하며, 연주와 제출악보는 동

일해야 함 (편곡되었을 경우, 편곡된 최종 연주 악보 제출) 이와 함께 영문으로 작성된 간

단한 곡 설명 제출 필수 

4. 2023년 본 경연대회부터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구분이 없으며, 전 단원은 만 18세 이하(고

등학생까지)여야 함 *나이제한을 거짓으로 신청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5. 참가신청 후 주어진 기한 내에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을 시, 심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

음 

6. 각 부문 대상은 GOLD에 해당하는 점수에서 최고점을 받은 단체로, 최대 3팀까지 그랑프

리파이널 진출 대상이 될 수 있음 

7. 부문별 경연대회는 10분 / 그랑프리 경연대회는 7분으로 제한함 

8. 반주 악기 사용에 대하여는 제한이 없으나, MR/AR 사용이 불가하며, LIVE 연주만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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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부문 
*경연대회 참가단체 해당 

부문 구분 시상품 & 혜택 

특별상 

*이 후 상황에 따라 

추가 혹은 변경될 수 있음 

Best Conductor 상장 및 부상 

A. 종교 각 부문 대상: 

상장 및 메달 및 상금(50만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상장 및 메달 

*70.0 이하의 점수는 메달 해당 없음. 

B. 민속 

C. 일반 

 

 

 

 

 

그랑프리 

Grand Prix Winner 

상장 및 상금(200만원) 및 상패 

*그랑프리 수상팀에는 부문 대상 상금 없이, 

최종 순위인 그랑프리 상금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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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 참가단체 해당 
특별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시상품 & 혜택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최고의 의상상 

상장 및 부상 
최고의 안무상 

최고의 솔리스트상 

심사위원장/예술총감독 특별상 

올해의 합창단 

Choir of the Year 
상장 및 100만원 상당의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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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내          

신청기한        *한국시간기준 

1st Registration 2023년 1월 15일 24:00까지 

혜택: 등록비 면제 + 300,000원 할인 

2nd Registration 2023년 3월 15일 24:00까지 

혜택: 300,000원 할인 

FINAL Registration 2023년 5월 15일 24:00까지 

LATE Registration 2023년 5월 16일 이후 신청 시, 합창단 등록비 400,000원 

※정원 충족 시, 선착순 신청 접수 마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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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참가신청서 작성 후 제출을 클릭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경연 및 축제 프로그램에 관하여 원활한 연락을 위해 참

가단체의 정보(이름(대표), 연락처, 이메일주소 등)을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3. 합창단 등록비와 전체 참가비의 10%를 신청서 제출과 함께 선납합니다. 

*참가신청서 제출 후, 선납 비용까지 입금하셔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반드시 해당 참가단체 이름으로 송금하셔야 합니다. 

4. 이 후 본 조직위원회의 안내 이메일에 따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가합창단 자료서식에 맞춰 제출자료를 이메일로 전달합니다. 

(축제에 필요한 모든 자료: 사진, 명단, 항공편, 연주곡목, 경연대회곡목 등) 

*자세한 축제 일정은 추후 이메일을 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귀 단체의 제출자료들은 본 축제 홍보 및 운영을 위해서만 사용되며, 

모든 사진은 고해상도의 JPG파일 형식으로 제출 바랍니다.  

※ 본 행사 관련 문의는 이메일(wycfjeju2018@naver.com) 혹은 전화(064-724-0474)로 주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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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및 참가비 안내 

A. 합창단 등록비        ※환불불가항목 

*경연대회 참가 혹 비경연 참가 단체 전부 해당 

*경연대회 2개 부문 이상 참가 시, 등록비 동일 

*이전 본 행사 참가 이력이 있는 단체의 경우, 등록비의 50% 면제 

*2023년 5월 16일이후 합창단 등록비 400,000원 

300,000원

(400,000원) 

 

B. 합창단 버스비 

*3박 4일 축제기간에 해당 (공항픽업~공항드랍 전용버스) 

*버스 1대 정원 최대 43명 

*축제 일정에 따라 일일 10시간기준 

1,800,000원 

 

C. 개인참가비(1인기준) 

*3박 4일 숙박(3성급이상 호텔) 

*8식(식사-19일 석식, 20일 조중석식, 21일 조중석식, 22일 조식) 

*축제 프로그램북 및 교재, 기념품(굿즈) 등 

*20인 참가 시, 추가 1인 개인참가비 면제  

*단원 / 성인(스텝 및 학부모) 비용 동일 

*버스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420,000원 

*이전 본 행사 그랑프리 우승 단체는 조직위원회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금액 안내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 축제 계좌 안내 (참가단체명으로 입금 부탁드립니다) 

농협은행   301-0233-4940-71   세계청소년합창축제앤경연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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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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 및 환불 안내      *한국시간기준 

2023년 5월 31일 24:00 이전 취소 시, 100% 환불 

2023년 6월 30일 24:00 이전 취소 시, 70% 환불 

2023년 7월 11일 24:00 이전 취소 시, 50% 환불 

(행사 시작 일주일 전) 2023년 7월 12일 이후 취소 시, 환불불가 

 

*합창단 등록비는 환불 제외 항목입니다. 

*신청이 시작된 후, 모든 환불 진행은 행사 종료 후 진행됩니다. 

*환불 송금수수료는 취소를 요청한 단체가 부담합니다. 

*천재지변에 의한 행사 취소 시, 합창단 등록비는 2024년 혹은 이후 합창단 등록비로 자동이월되

며 합창단 버스비와 개인참가비는 전액 환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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