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및 기사 제보
발신: 세종 문화회
(회장 ‐ 김호범, 사무 총장 ‐ 루시 박, 세종 음악 경연대회 기획 위원장 ‐ 홍소정 Judson 대학 교수)
수신: 신문 및 방송국
일자: 2010 년 8 월 18 일
제목: 제 7 회 세종 음악경연 대회 개최 소식
‐‐‐‐‐‐‐‐‐‐‐‐‐‐‐‐‐‐‐‐‐‐‐‐‐‐‐‐‐‐‐‐‐‐‐‐‐‐‐‐‐‐‐‐‐‐‐‐‐‐‐‐‐‐‐‐‐‐‐‐‐‐‐‐‐‐‐‐‐‐‐‐‐‐‐‐‐‐‐‐‐‐‐‐‐‐‐‐‐‐‐‐‐‐‐‐‐‐‐‐‐‐‐‐‐‐‐‐‐‐‐‐‐

7 회 세종 음악경연대회 공고 요약
‐
‐
‐
‐
‐
‐
‐
‐
‐
‐

제 7 회 세종 음악경연대회 공고
종목: 피아노, 바이올린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상: 초, 중, 고등학생들 (인종과 국적과 거주지에 관계없음)
연주곡: 한국의 음율이 들어간 지정곡 1 곡 과 자유곡 1 곡 연주
참가 신청: (8 월 18 일 ‐ 11 월 20 일)
대회 일자: 2010 년 12 월 11 일
대회 장소: Fine Arts Building (CYSO 와 PianoForte Studios)
410 South Michigan Ave. Chicago, IL
참가비: $40
참가 응시 원서, 참가 신청 및 지정곡 구입 등 경연대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종문화회 웹사이트에 게시 되어 있슴. (www.SejongCulturalSociety.org )
연락처: 이메일: Sejong@sejongculturalsociety.org, 전화 (312) 203 ‐ 5587

‐‐‐‐‐‐‐‐‐‐‐‐‐‐‐‐‐‐‐‐‐‐‐‐‐‐‐‐‐‐‐‐‐‐‐‐‐‐‐‐‐‐‐‐‐‐‐‐‐‐‐‐‐‐‐‐‐‐‐‐‐‐‐‐‐‐‐‐‐‐‐‐‐‐‐‐‐‐‐‐‐‐‐‐‐‐‐‐‐‐‐‐‐‐‐‐‐‐‐‐‐‐‐‐‐‐‐‐‐‐‐‐‐
자세한 내용 ‐
세종문화회에서 제 7 회 세종 음악경연대회 세부 사항을 발표하고 현재 참가자들의 응모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금년들어 7 회째 맞이하는 세종음악경연대회가 오는 12 월 11 일 (토요일) 시카고 미시간 길에
위치한 화인 아츠 빌딩에서 열립니다 (시카고 한국일보사와 공동 주최). 금년에는 작년과 달리
유년부가 추가되어 피아노 와 바이올린종목에 고등부 (9 학년에서 12 학년까지), 중등부 (6 학년 에서
8 학년까지) ,초등부 (5 학년 및 이하)등 세 구룹으로 나누어 실시합니다.
예년과 마찬 가지로, 경연자들은 한국의 음율이 들어간 지정곡 한곡과 자유곡 한곡등 모두 2 곡을
연주하게 됩니다. 각종목 각 구룹의 1 등 2 등 3 등수상자에게 는 소정의 상금 ($50 ‐ $500) 이
부여되며 또, 한국음율이 들어간 지정곡을 제일 잘 연주한 학생들에게 “Best Interpretation Award”
($100 ‐ $200) 를 수여 합니다. 수상자들에게 지불되는 총 상금액는 $4,450 입니다.
경연대회 응시료는 $40 불이며, 경연대회 응모및 응시료 지불을 인터넷을 통하여 할 수 있게
세종문화회 웹사이트에서 안내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음율이 들어간 지정곡 레퍼토아가 금년에 많이 개편 되어 2005 년 과 2008 년 세종
작곡경연대회 수상곡 외에 금년에 새로 세종 음악경연대회를 위해 작곡된 쉽고 재미있는 10 곡과

그동안 한국에서 연주되던 곡 3 곡을 추가 하여 새로운 많은 곡들이 지정곡 레퍼토아 안에 포함 되어
있습니다. (경연자는 이 지정곡 레퍼토아 중에서 한곡을 선택하여 연주 하여야 합니다)
구룹별 지정곡 레퍼토아 (괄호 안은 작곡가 이름과 작곡 연대) 는 다음과 같읍니다.
*피아노 유년부 – 품바 (신동일 작곡 2006), 해를 부르는 노래 (신동일 작곡, 2006)
*피아노 중등부 ‐ 음양 (김미숙 작곡 2010), 쾌지나 칭칭나네 (김미숙 작곡, 2010), 창부타령 (김미숙
작곡, 2010)
*피아노 고등부 – 태평가 (이은영 작곡 2010), 군밤타령 (신동일 작곡, 2007), 옹헤야 (안진 작곡, 2008)
*바이올린 유년부 ‐ 어린이들을 위한 5 개의 한국 음악곡들모음집 (김미숙 작곡 2010)
*바이올린 중등부 ‐ 새타령 (이은영 작곡 2010), 양산도 (신동일 작곡, 2007)
*바이올린 고등부 – 옹헤야의 기쁨 (김미숙작곡 2008), 두껍이 (박정규 작곡 2005)
지정곡들의 샘플 페이지와 작곡가 소개와 곡 설명은 세종문화회 웹사이트에서 보실수 있으며, 모든
지정곡들을 세종문화회 웹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경연대회 응모 용지 다운로드및 경연대회의 자세한 내용은 세종문화회 웹사이트
(www.sejongculturalsociety.org) 에 올려 있습니다
또, 2004 년 부터 2009 년까지 6 회에 걸친 세종 음악경연대회 수상자들의 명단, 소개, 음악 선생님
성함 및 수상자 연주회 동영상들이 세종문화회 웹사이트에 올려 있습니다.
세종 문화회는 매년 세종 음악경연대회와 세종 작문 경연대회 (수필및 시조 부문)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외에 세종 국제 작곡경연대회 (2005 년과 2008 년에 실시) 와 고등학교 영어교사들을 위한 영어로
시조 쓰기 세미나를 개최 하여 한국의 훌륭한 문화적인 요소를 미국 주류 문화안에 뿌리 내려 미국에
사는 우리 후세들과 타인종들이 더욱 풍부한 문화 유산을 누리도록 하는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은 Lucy Park 세종문화회 사무 총장 (312) 203‐ ‐5587 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