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페라‘마술피리’
배역 선정을 위한 이태리 국제 성악 콩클 2017

오페라
‘마술피리’
배역 선정을 위한 이태리 국제 성악 콩클

참가신청서
성명(한글)

2017년 4월 1일 토요일

성명(영문)

무지카 넬몬도음악협회본관

생년월일 및 출생지

Via Emanuele d’Adda 11, 22066 Mariano Comense (CO) ITALY

국적
여권 또는 신분증 번호
거주지 주소
연락처
이메일주소
파트
연주 할 배역
개인 반주자 대동시 체크
연주 곡목
…………………………………………………………………………………………………………………………
…………………………………………………………………………………………………………………………
…………………………………………………………………………………………………………………………
…………………………………………………………………………………………………………………………
…………………………………………………………………………………………………………………………
본 콩클의 규정내용을 확인하고 준수합니다.
날짜 : …………………………………………………

싸인 : …………………………………………………

첨부서류 :
• 최근 사진 1장		
• 프로필			

• 참가비 입금 영수증(스캔)
• 신분증 복사본

Associazione Musica Nel Mondo
Via E.d’Adda 11. 22066 Mariano Comense (CO) Italy Tel. +39) 3391522088 / 카카오톡 milano2088
www.concorsolirico.com, info@concorsolirico.com,
https://www.facebook.com/Associazione-Musica-nel-Mondo-138472799576804

콩클 일시 : 2017년 4월 1일 (토요일) 오전 11시 (소집 오전 10시. 신분증 지참)
접수마감 : 2017년 3월 29일 (info@concorsolirico.com)
DVD심사 접수마감 : 2017년 3월 29일 (info@concorsolirico.com)
콩클 장소 : 무지카 넬몬도음악협회본관
주소 : Via Emanuele d’
Adda 11, 22066 Mariano Comense (CO) ITALY
참가비 : 50 유로
자격 : 성악 전공자 (나이 제한 없음)
안내 및 문의 : www.concorsolirico.com, https://www.facebook.com/AssociazioneMusica-nel-Mondo-138472799576804, info@concorsolirico.com,
Tel. +39) 3391522088 / 카카오톡 milano2088

Con il patrocinio del
Comune
di Mariano Comense

L’Associazione
Musica Nel
Mondo

콩클참가요강
음악협회‘Musica Nel Mondo’는 이태리 마리아노 코멘세 시 소속으로, 국립초중학교를 위해
매년 기획하는 프로젝트‘Opera In Favola 2017’공연에 참가할 출연진을 선발하고자 아래와
같이 콩클을 개최합니다.

- 밤의 여왕 “O
:
zittre nicht, mein lieber Sohn,”e“Der Hölle Rache kocht in meinem Herzen,”
- 파파게노 “Ein
:
Mädchen oder Weibchen”e“Der Vogelfänger bin ich ja”
- 모노스타토스 “Alles
:
fühlt der Liebe Freuden,”외 모차르트 오페라 중 아리아 한곡
- 자라스트로 “O
:
Isis und Osiris, schenket…”,“In diesen heil’gen Hallen’…”
- 파파게나 : 모차르트 오페라중 아리아 두곡

1. 참가 신청 및 접수방법
- 신청서 다운로드(www.concorsolirico.com 또는 https://www.facebook.com/Associazione-Musicanel-Mondo-138472799576804)
- 신청서 작성 및 스캔후 이 메일 접수(info@concorsolirico.com)
* DVD(동영상) 녹화 심사 접수 마감일 동일(이태리외 거주자가 2016년 1월 1일 이후 녹화한 것에 한해 허용)

7. 시상 및 특전
- 본 콩클 입상 증서 수여
- 무대 연기 코스 무료 참가자격 및 디플롬 증서 수여
- 공연 참가자에게 주최측은 공연 후 각 100유로의 기본 비용 지급
- 본 음악협회가 주최하는 기획 연주에 참가 자격

2. 구비서류 : 참가신청서(싸인후 스캔), 최근 사진1장, 참가비 입금 영수증(스캔), 프로필, 신분증 복사본
8. 무대 연기 코스안내
3. 참가비 : 50유로 (한국 계좌로 송금시 당시 환율 적용)

날짜 : 2017년 5월 10, 11, 12일
시간 : 추후 통보

4. 참가비 지불방법
• 이태리계좌 (IBAN) : IT80Z0542851500000000006042

장소 : 마리아노 시립 체육관
주소 : Via Don Struzo 48. 22066 Mariano Comense (CO) ITALY
강사교수 : Vittoria Licari, 전 브레샤 국립음악원교수

• 은행명 : BANCA POPOLARE DI BERGAMO
• 예금주 : ASSOCIAZIONE MUSICALE MUSICA NEL MONDO
• 입금시 기재 사항 : 참가자이름 (여권상 영문, 한글이름)

9. 모차르트의
‘마술피리’공연 안내 (2회)

• 입금 사유 : 오페라 배역 선정 국제 성악 콩클 2017 참가비

일시 : 2017년 5월 13일 오후 8시, 2017년 5월 14일 오후 5시
장소 : 마리아노 시립 체육관

• 한국계좌 : 576 - 20 - 042438
• 은행명 : SC은행

주소 : Via Don Struzo 48. 22066 Mariano Comense (CO) ITALY
- 마리아노 국립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조역 출연, 파파게노아리아 2개곡을 성악가와 1, 2절을 교대로,

• 예금주 : 김이옥
• 입금시 기재 사항 : 참가자이름 (여권상 영문, 한글이름)

노예들의 합창과 파이널합창의 마지막 부분 등을 함께 부를 예정

• 입금 사유 : 오페라 배역 선정 국제 성악 콩클 2017 참가비

10. 유의사항
- 반주자는 개인 반주자 대동 가능

5. 심사위원
Annunziata Lia Lantieri, 소프라노,‘Elsa Respighi’이태리 국제 성악콩클 감독
Stefano Antonicelli, 팀파니스트,‘Musica Nel Mondo’음악 협회감독 및 마리아노 코멘세 음악
아카데미 학장
Carlo Benatti, 피아니스트, 베로나 국립음악원 성악과 반주 교수

- 콩클 주최측에 반주자 의뢰시 신청서에 반드시 기재 (비용은 참가자 본인부담)
- 레시타티보를 포함한 아리아는 원조 및 독일어 암보연주
- 연주도중 심사위원이 참가자의 기량을 파악하였다고 인정시 연주를 중단가능
- 모든 배역은 한 배역 당 2인 캐스팅을 기준으로 한다.
- 콩클 결과 발표는 4월 6일 안으로 통보예정
- 적합한 배역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경우 외부 성악가 영입가능

6. 참가곡 곡목

- 선발된 연주자들은 공연을 위해 주최측이 개최하는 무대연기수업에 의무적 참가 (비용무료).

각 배역 아리아2곡 (모노스타토스, 파파게나는 아래 참조)

- 모든 기획 일정은 주최측에 의해 변동될수 있음

- 타미노 “Dies
:
Bildnis ist bezaubernd schön,”e“Wie stark ist nicht dein Zauberton,”

- 참가비용은 주최측에 의해 콩클이 취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반환불가

- 파미나 “Ach,
:
ich fühl’
s, es ist verschwunden!”외 모차르트 오페라 중 아리아 한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