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 년 도 음악 경 연 대 회 운 영 계 획
동탄목동중학교 음악과

Ⅰ

추진 목적

1. 목 적
교육과정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통한 풍부한 감성, 바른 인성, 잠재된 소질을 계발하고, 표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학생 스스로 음악작품을 연주함으로써 창의성, 예술적 감수성 및 자기
관리 역량을 함양한다. 음악을 연주하는 활동을 통하여 창조적인 표현 능력을 기르며, 자아실현과 더불어
지성과 감성이 조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전인 교육을 구현한다.

2. 방 침
가. 코로나19 예방과 확산방지 및 분야별 연주특성상 방역수칙(마스크 등)의 어려움을 고려하고,
연주형태의 자율성과 심사의 형평성을 위해 연주를 제출된 영상으로 심사한다.
나. 시상은 학년별 참가자의 20% 이내의 학생에게 시상한다.

Ⅱ

세부 추진 계획

1. 경연 부문
장 르

성악 및 기악
(대중음악 포함)

부 문
Ÿ
Ÿ
Ÿ
Ÿ

성악 독창·중창
대중음악 독창·중창
기악 독주(피아노, 현악, 관악)
기악 중주(피아노, 현악, 관악)

2. 참가신청 기한 및 방법
가. 신청기한 : 2021.10.11.(월) 16:00까지
나. 신청방법: 음악선생님께 신청서를 받아 제출

3. 연주영상제출 기한 및 방법
가. 영상제출기한 : 2021.10.18.(월) 21:00 까지 제출
나. 영상제출방법 : 음악 교사에게 직접 제출 혹은 이메일 제출

4. 진행계획
가. 자유곡 1곡을 발표하며 피아노 반주를 원칙으로 하되, MR 및 무반주 연주도 가능함.
나. 학교 홈페이지 및 각 학급에 홍보사항을 안내하며, 충분한 홍보를 통하여 참여 희망
학생이 미신청하는 경우가 없도록 한다.

5. 영상 촬영 방법 및 유의사항
가. 연주시간은 10분 이내로 한다.
나. 삼각대 또는 거치대를 사용하여 흔들림 없이 고정해서 촬영한다.
다. 원 테이크(처음부터 끝까지 끊어짐 없고, 편집되지 않은 영상)로 연주하여 촬영함.
라. 연주되는 악기와 연주자의 얼굴, 연주하는 손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도록 하여 촬영함.
마. 피아노 연주는 측면에서 촬영하여 전신이 나올 수 있도록 한다.
바.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본인의 이름과 곡목을 소개하고 시작한다.
사. 연주의 영상 부분에 편집이 되어 있는 경우, 시상에서 제외한다.
아.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한다.

6. 심사 기준 및 배점
가. 심사기준

부문

심사기준(평가관점)

성악

음악성, 표현력(프레이징, 발성, 전달력 등), 숙련도, 태도

기악

음악성, 표현력(프레이징, 주법, 음색 등), 숙련도, 태도

나. 배점

음악성

표현력

숙련도

태도

총점

성악

40

30

20

10

100

기악

40

30

20

10

100

※ 동점일 경우에는 음악성 -> 표현력 -> 숙련도 -> 태도의 득점 순으로 한다.

7. 시상 계획
가. 학교 포상 운영계획에 의거하여 실시하며 학년별로 시상한다.
나. 시상 구분: 최우수상(1위), 우수상(2위), 장려상(3위)
다. 학년별 참가 인원의 20% 이내로 시상하며, 연주의 질적 수준을 고려하여 작품의 난이도 및 수준에
따라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라. 동영상 제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식별이 어려운 경우 시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III

기대 효과

가. 음악 분야에서 소질과 적성을 계발할 수 있는 경연의 장을 제공하여 음악적 핵심 역량을 함양한다.
나. 학생들의 연주 능력를 발현하게 함으로써, 자아실현을 통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하고 스스로의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가치관을 정립시키는 계기를 제공하여 음악 인재 육성에 기여한다.

붙임1) 음악경연대회 신청서

교내 음악경연대회 신청서
분야

학번
이름

곡 명
연주시간

작품설명
(연주곡)

2021학년도

교내 음악경연대회 계획(학급

게시용)
음 악 과

가. 대회 일정
1) 대회 참가 신청 : 2021.10.11(월)까지 신청서 제출
2) 영상 제출 기간 : 2021.10.11.(월)~2021.10.18.(월)까지
3) 영상 심사 기간 : 2021.10.19.(화)~10.25.(월)
4) 심사 결과 발표 : 2021.10.27.(수)
나. 참가 대상 : 1,3학년 중 참가 희망자
다. 대회 부문별 연주 내용

분 과

성악 및 기악
(대중음악 포함)

부 문
Ÿ
Ÿ
Ÿ
Ÿ

성악 독창·중창
대중음악 독창·중창
기악 독주(피아노, 현악, 관악)
기악 중주(피아노, 현악, 관악)

라. 심사위원 : 음악 교사(2인)
마. 시상 구분 :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학년별 참가자의 20% 시상)
바. 연주시간은 10분 이내로 한다.
사. 영상 제출방법 : 직접제출 및 메일제출(tango4236@korea.kr/uhkim2000@hanmail.net)
아. 영상 제목 : 부문-학번-이름(예시 : 기악-31001-홍길동)
자. 문의 사항 : 음악과 (031-630-5716, 031-630-5765)
차. 연주 영상 촬영 시 본인의 얼굴 및 연주 모습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한다.
카.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본인의 이름과 곡목을 소개하고 시작한다.(소개하는 부분은 편집 가능,
연주 부분은 절대 편집하지 않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