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6회 안산시 영어팝송 페스티벌

The 6th ANSAN English POP-SONG Festival!!!!
<안산시 영어팝송 페스티벌>

○ 안산에 청소년들에게 팝송을 통한 영어학습에 대한 흥미유발과 동기
부여 및 자신감을 고취시켜 영어학습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함
○ 영어팝송 페스티벌을 개최함으로서 영어마을을 알리고 안산시민 모두
가 영어팝송을 즐길 수 있는 장을 마련함

행사개요
❍ 행 사 명 : 제6회 안산시 영어팝송 페스티벌(초등부/중,고등부)
❍ 행사일시 : 2019년 11월 9일(토) 14:00 ~ 17:00(오전시간 리허설 진행)
❍ 행사장소 : 안산시 단원구청 단원홀
❍ 참여대상 : 안산시 관내 초등학교 1~6학년/중∙고등학교 1~3학년
❍ 참가인원 : 독창 / 중창 / 합창(7명 이하) 모두 가능
❍ 행사내용 : 1부(개회식/10팀 공연 및 참가자 특별공연), 휴식, 2부(10팀 공연/
축하공연/시상)
❍ 행사주최 : 안산시
❍ 행사주관 : 안산화정영어마을
❍ 행사후원 : 안산교육지원청, 안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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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팝송 페스티벌 세부추진계획
❍ 주요추진내용
◦ 지원구분 : 초등학교 1~6학년 부/중∙고등학교 1~3학년 부
◦ 선곡기준 : 영어가사의 나에게 의미 있는 노래
⇒선곡에 있어서 선정적이거나, 아무의미 없는 곡, 설명이 불가능한 곡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가사 변경가능).
⇒여러분의 창의력을 환영합니다.

◦ 발표시간 : 자기소개와 선곡에 대한 설명(영어로 1분이상)+노래(5분 이내)
◦ 신청방법 : 안산화정영어마을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접수(www.ahev.go.kr)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후
⇒영어로 곡 소개 및 노래 부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여 이메일 전송
⇒동영상 보내는 이메일주소(mandooss@ansan.ac.kr)

◦ 온라인신청 및 동영상 접수기간 : 2019. 09. 06.(금) ~ 9. 18.(수)
◦ 사전심사
1) 동영상 심사 : 기한 내 접수된 신청자를 대상으로 진행
⇒영어 Presentation(주제 관련)/발음/가창력을 중심으로 동영상 심사 진행
⇒동영상촬영 시 핸드폰 촬영도 무방하나, PC에서 재생확인 후 이메일 송부 바람.
(영상의 질은 심사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결과발표 : 2019년 9월 23일(월)

2) 오프라인 사전심사 : 2019년 9월 28일(토) 오전10시 안산대학교 본관
⇒영어 Presentation(자기소개/곡소개/발음/가창력/퍼포먼스를 중심으로 심사 진행)
⇒본 행사 참가대상자 발표 : 2019년 10월 2일(수)-홈페이지
⇒본 행사 참가대상자 영어인터뷰 촬영 : 2019년 10월 9일(수)-안산화정영어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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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행 사 : 2019년 11월 9일(토) 오후 2시 안산시 단원구청 단원홀
⇒본 행사는 별도의 심사가 진행되지 않음
⇒오전에는 리허설이 운영될 예정이므로 참가자는 오전부터 집합예정
⇒본 행사 참가팀은 참가곡의 MR파일 제출해야 함
⇒별도의 설치가 필요 없는 악기 사용 가능 (예시: 통기타, 우크렐레, 하모니카,
타악기 등)

❍ 심사계획
구

동영상신청

오프라인 사전심사

본 행 사

시

분

접수: 2019. 9. 6 ~ 9. 18

2019. 9. 28(토)

2019. 11. 9(토)

심사위원

3명
(영어마을강사/음악전문가)

3명
(영어마을강사/음악전문가)

심사없음

결과발표

2019. 9. 23(월)

2019. 10. 2(수)

당일 상장 및 기념메달 수여

일

모든 접수자 중 40팀
총 40팀 중 최종 20팀 선발
(각 부문별 20팀)
*각 부문별 팀 수는 심사
*심사결과에 따라 변경가능
결과에 따라 변경가능

선발인원

참가팀 총20팀 상장수여

합격안내

영어마을 홈페이지

영어마을 홈페이지

-

행사장소

온라인 신청

안산대학교 본관5층

안산시 단원구청 단원홀

❍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기

인터넷 접수(www.ahev.go.kr)
1차 : 동영상 심사
:신청서 작성
(2019. 9. 6.
동영상 이메일 송부(mandooss@ansan.ac.kr)
:촬영동영상 제출->이메일 송부 시 메일 제목
~9. 18.)
(예시:6회 영어팝송 페스티벌 초등부 홍길동 or 00팀)
2차 :
재학증명서(초/중/고) 또는 학생증사본 제출
오프라인 사전심사 2차 사전심사 참가자에 한하여 반주 MR파일 제출
->9월 26일(목)까지 이메일 송부(mandooss@ansan.ac.kr)
(2019. 9. 28.)

타

9월 23일(월)
사전심사 참가자
발표
사전심사 당일에 제출

❍ 배점 (동영상 심사/사전심사)
동영상 심사

배 점
(100)

오프라인 사전심사

배 점
(100)

영어 presentation
:곡 설명 및 선곡이유
(주제의 독창성 및 개연성)

30

영어 presentation
:곡 설명 및 선곡이유

25

발음(Pronunciation)
:가사 전달력, 억양, 쉼표 등

30

발음(Pronunciation)
가사 전달력, 억양, 쉼표 등

25

가창력

40

가창력

25

무대매너(performance)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