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통 요강 
(모든 참가팀)

평가 및 심사

1) 심사위원의 결정은 최종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번복되지 않는다.

2) 동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심사위원단의 논의 후에 순위가 결정된다.

3) 각 부문의 팀별 심사평 및 총점은 대회 종료 후 2주 이내로 이메일을 통해 합창단에 통지된다.

심사위원

아래의 내용을 기준으로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1) 예술 점수 (50점) - 악보에 대한 충실성과 이해, 표현력과 음악성, 전반적인 예술적 평가

2) 기술 점수 (50점) - 조합과 균형, 음높이와 강약, 속도, 리듬의 정확성, 음색과 합창사운드

3) 점수에 따라 아래의 디플로마를 수여한다.

     100.00 - 80.01  Gold Diploma

     80.00 - 60.01  Silver Diploma 

     60.00 -      60.00 -    Bronze Diploma

     금 디플로마를 받는 합창단 중 고득점 순서대로 1, 2, 3위 상장과 트로피, 상금을 수여한다. 

4) 심사회피제도: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참가자와 사제지간, 혈연관계에 있는 심사위원의 점수를 제외한다.

평가 방법

심사위원은 특정 팀 혹은 지휘자에게 특별상을 수여하거나 협의에 의해 대상 이외의 팀도 대상경연에 진출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특별상

부문별 요강 A부문 (클래식 혼성) & B부문 (클래식 동성)

1) 경연곡목은 다음의 시대별 필수 곡 1곡을 포함하여 최소 3곡 이상이어야 한다. 

     - 르네상스 및 바로크 양식의 합창곡 (1750년 이전 작곡)

2) 경연곡은 반드시 원어로 연주해야 한다.

3) 반주 사용은 불가하나, 타악기 사용은 가능하다.

4) 나이 제한은 없다.

5) 단원의 수는 지휘자와 반주자를 포함해서 최소 16인 이상이어야 한다.

6) 클래식 동성과 혼성 각 종목의 참가팀 수가 한 종목이라도 5팀 미만이면 동성과 혼성의 구분 없이 한 종목으로 진행한다.6) 클래식 동성과 혼성 각 종목의 참가팀 수가 한 종목이라도 5팀 미만이면 동성과 혼성의 구분 없이 한 종목으로 진행한다.

C부문 (민속/전통)

D부문 (팝 & 아카펠라)

1) 팝과 현대 아카펠라(Barbershop & Doo-wop 포함) 고전스타일의 아카펠라가 아니다.

2) 팝에는 오직 피아노 반주 사용만 가능하다.

3) 최소 3곡 이상이어야 한다.

4) 반드시 원어로 불러야 한다.

5) 단원의 나이 및 인원 제한은 없다.

Y부문 (청소년)

1) 경연곡목은 최소 3곡 이상이어야 한다.

2) 최소 1곡은 무반주여야 한다.

3) 참가단원은 반드시 만 18세 이하(18세 포함)여야 한다.

4) 단원의 인원 제한은 없다.

대상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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