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KOBE K-Pop SONG·DANCE Contest」

참가자 대모집!
주고베대한민국총영사관은「2020 KOBE 한국 노래·댄스 콘테스트」를 개최합니
다. K-Pop의 노래와 COVER DANCE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본선 대회>
ㅇ 일시 및 장소 : 2020.6.20(토) 15시~, 고베신문사 마츠카타홀
- 예선 응모 마감: 2020년 5월 22일(금)까지 도착 (우편은 소인분)

ㅇ 주최 : 주고베대한민국총영사관
ㅇ 공동주최 : 고베신문사, 고베시
ㅇ 예선을 통해 K-Pop 노래 부문 8팀, K-Pop COVER DANCE 부문 8팀을 선발
하여 본선 무대 출전

※ 2020 KOBE 한국 노래·댄스 콘테스트 각 부문 1위는 한국문화원 주관 일본 전국대
회 진출 자격 부여

※ 방청 신청 관련사항은 5월 중 별도 공지 예정
<예선 응모 요령>

1. K-Pop 노래 부문
1) 응모 자격 :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일본 거주자 (연령·국적불문)
o 과거 본 대회 대상·금상 수상자 및 전문 가수는 응모하실 수 없습니다.
2) 응모 방법

o 참가신청서(별첨 다운로드)를 작성하여, 아래 방법 중 하나로 송부하여 주십시오.
① (디지털 파일) 노래를 녹음한 음원데이터(MP3/MP4)와 참가신청서를 총영사
관의 E-Mail로 제출해 주십시오.
② (유튜브) 노래 부르는 모습의 동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참가신청서에
Youtube 동영상 URL을 기입하여 E-Mail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③ (CD/USB) 노래를 녹음한 음원데이터를 CD 또는 USB에 복사하여, 참가신청
서와 함께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o 접수처
- 우편 접수 : 주고베대한민국총영사관
〒650-0004 神戸市中央区中山手通2－21－5
- E-mail : kobe@mofa.go.kr
- 문의처 : 078-221-4853 (담당자 : 정용수 책임실무관)

※ 녹음시 코러스, 에코를 OFF로 해서 녹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및 데이터 파일 등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o 응모 마감 : 2020년 5월 22일(금)까지 도착 (우편은 소인분)
o 합격자 발표 : 2020년 5월 29일(금)
-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하고, 총영사관 홈페이지 및 SNS에 공고 예정

※ 불합격자에게는 별도 개별통지 하지 않습니다

3) 심사 기준
ㅇ 보컬곡 : 가창력(60%), 가사전달력(20%), 관객 반응(20%)
ㅇ 퍼포먼스 곡 : 가창력(60%), 안무구성(20%), 관객 반응(20%)

2. K-Pop COVER DANCE 부문
1) 응모 자격 : 국적, 모국어, 성별, 연령 불문
o 2명 이상의 팀에 한하며,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 전문가(댄스 강사 등)는 응모하실 수 없습니다.
2) 응모 방법

o K-Pop원곡과 같은 곡의 커버댄스 모습을 녹화하고, 참가신청서(별첨 다운로
드)를 작성하여, 아래 방법 중 하나로 송부하여 주십시오.
* 원곡 이외 과도하게 편곡한 곡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① (유튜브) 커버댄스 모습을 녹화한 동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참가신청서
에 Youtube 동영상 URL을 기입하여 E-Mail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② (USB/CD) 커버댄스 모습을 녹화한 영상데이터를 USB 또는 CD에 복사하여,
참가신청서와 함께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o 접수처
- 우편 접수 : 주고베대한민국총영사관
〒650-0004 神戸市中央区中山手通2－21－5
- E-mail : kobe@mofa.go.kr
- 문의처 : 078-221-4853 (담당자 : 정용수 책임실무관)

※ 제출서류 및 데이터 파일 등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o 응모 마감 : 2020년 5월 22일(금)까지 도착 (우편은 소인분)
o 합격자 발표 : 2020년 5월 29일
-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하고, 홈페이지에 공고 예정

※ 불합격자에게는 별도 개별통지 하지 않습니다.

3) 심사 기준 : 퍼포먼스 완성도(구성, 통일성)(60%), 팀워크(20%), 관객 반응(20%)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