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3 회 홍콩국제음악회 2016 음악경연대회는 8 월 21 일부터 8 월 26 일까지 

진행되며, 결승 경연에 참가한 인원은 2 천여명입니다. 

모든 참가자 여러분들의 건승을 빌며, 아래 유의사항을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A. 홍콩 도착 

<제 3 회 홍콩국제음악회 2016 음악 경연대회>에 참가하게 되신 여러분, 먼저 2016 년 8 월 

21 일 오전 10 시부터 오후 4 시 전에 ‘홍콩국제공항’또는 ‘심천국제공항’에 도착해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 신청자에 한함. 공항~우시샤유스호스텔(乌溪沙青年新村)) 

 홍콩국제공항 집합장소: T1 여객 A/B 출구 (T1 号客运大楼 A/B 出口) 

 심천국제공항 집합장소: T3 여객 여행객출구 (T3 号客运大楼旅客出口) 

 현장에서 스텝이 「香港国际音乐节(홍콩국제음악회)」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있을 것입니다. 

  

B. 주요 활동 장소 

경연 장소: 우시샤 유스호스텔 (乌溪沙青年新村) (주소: 新界沙田马鞍山鞍骏街 2 

号) 

개막식 및 폐막식 장소: 샹이쥐따로우 대극장(乡议局大楼大剧院)  

(주소: 香港新界沙田石门安睦街 30 号) 

 개막식 전문적 공연기획자에 의해 진행됩니다. 

 우승자는 폐막식에서 공연을 하게 됩니다. 

  

C. 증명서 교부 및 경연 참석 관련 안내 

1. 8 월 21 일까지 숙소 출입 수속을 마치고, 경연 참가증과 동행인 관람증을 

받아야 합니다. 

2. 자율적으로 오는 참가자 및 동행인은 경연 당일날 최소 30 분 전에 현장에 

도착해야하며, 출석체크 후 경연 참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3. 모든 개인 참가자들에게는 환영 선물이 주어지며, 출석체크 시 수령할 수 

있음. 단체 참가자들의 경우 예약비를 지불한 뒤 수령 가능합니다. 

  

D . 도미토리 숙소 투숙객 관련 안내 

1. 도미토리 숙소 거주 기간은 8 월 21 일부터 8 월 27 일 이며, 신청하신 분은 9 월 21 일 오후 

2 시부터 6 시 사이에 숙소에서 체크인을 해야하며,  8 월 27 일 오후 12 시 전에 퇴실하셔야 

합니다. 

2. 각 도미토리 당 1 개의 열쇠를 제공하며, 신중히 보관해주시길 바랍니다.  

3. 도미토리 투숙객들은 귀중품을 꼭 휴대하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만약 분실하실 경우, 

주최측과 위원회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투숙 기간 동안의 홍콩 날씨는 습한 우기입니다. 옷, 위생용품, 우산, 긴급의약품, 모기약 등을 

넉넉히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5. 개인 위생 일회용품을 제공하지 않으며, 각자 수건, 욕실용품 등을 챙겨오시기 바랍니다. 

6. WIFI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7. 8 월 22 일부터 8 월 24 일동안 매일 저녁 3 회 마스터클래스,  1 회 마스터 연주회가 

열립니다. 참가자 여러분들은 자율적으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8. 모든 활동 (경연 관람, 마스터클래스, 마스터 연주회, 숙소 시설 등 활동)은 모두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만석일 경우 입장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E . 자유 투숙객 관련 안내 

1. 출발 전 여행자 보험을 드시길 바라며, 개인 안전에 유의해 주십시오. 

2. 모든 사건사고에 대해 주최측은 일체 부담을 지지 않습니다.  

3. 경기 당일 최소 45 분 전에 경연장에 도착하시고 출석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최측은 경연자가 경연 시간을 어길 시, 자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경연이 없는 당일 경연장에 들어가고 싶다면 관람증을 구매 해야합니다. 가격: 

RMB 130/HKD 150 (1 인 1 일) 

5. 만약 경연이 당일 끝난다면, 당일 저녁 8 시~10 시 사이에 경연장 특정 

위치에서 상장을 발급합니다. 자유 투숙객은 경연이 끝나고 경연장을 떠나면 

안됩니다. 

6. 만약 각 조별 경연이 당일 끝나지 않는다면 선수는 먼저 숙소도 돌아가도 

되지만, 만약 모두 끝난다면 등수 발표까지 경연장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F . 입장 순서 및 배치 관련 안내 

1. 등록처: 유스호스텔 입구 쪽에 위치해 있으며, 입장 허가증 발급과 입장료 

업무를 합니다.  

2. 안내처: 행정 건물 옆에 있으며, 분류 입장객과 관람객 등에게 필요한 안내를 

합니다. 

3. 경연 등록처: 각 경연장 입구에 위치해있으며, 당일 경연자는 이 곳에서 

출석체크를 해야합니다. 

 유스호스텔 투숙객은 별도의 비용 없이 오고 갈 수 있으며, 매일 밤 

12 시 이 전 숙소로 돌아와야 합니다.  

 자율객은 경연 당일에 한하여 1 명의 동행인(09:00-21:00)만 입장 

가능하며, 동행인이 2 명 이상일 경우 관람증을 끊어야 합니다. (가격: 

RMB130/HKD150) 

 자율객이 만약 다른 날 경연을 관람하거나 상장 수령을 위해 경연장으로 

들어가려 한다면 관람증을 구매하신 후 들어갈 수 있습니다.  

 

G . 개막 및 폐막식 

1. 개막 및 폐막식은 ‘샤티엔샹 의국빌딩 대극장(沙田乡议局大楼大剧院)’에서 

진행되며, 자율객은 8 월 21 일 오후 1 시부터 6 시까지 우시샤 

유스호스텔(乌溪沙青年新村)과 샤티엔샹 의국빌딩 

대극장(沙田乡议局大楼大剧院)의 등록처에서 표를 구매 해야합니다. 가격은 

RMB 150/ HKD 200(1 인당)입니다.  

2. 모든 참여자들은 (숙소 투숙객 및 자율객 구분 없이) 자율적으로 개폐막식에 

참여 가능하며, 표가 있어야 입장할 수 있습니다.   

3.  另设有 5 天观赏证，有效期由 8 月 22 日至 8 月 26 日，收费 RMB 400/ HKD 

500( 张)。 

4. 별도로 5 일관람증이 있으며, 기간은 8 월 22 일부터 26 일까지이며, 가격은 

RMB 400/ HKD 500(1 장당) 입니다.   



 

 숙소 선수 숙소 투숙객 투숙객이 아닌 

선수 + 1 인 

동행인 

기타 (자율) 

개막식 입장료 포함 포함 ￥150/$200 ￥150/$200 

폐막식 입장료 포함 포함 ￥150/$200 ￥150/$200 

경연 당일  포함 포함 X ￥130/$150 

하루 관람증 포함 포함 ￥130/$150 ￥130/$150 

5 일 관람증(22~26 일) ￥400/$500 ￥400/$500 

 

H. 比赛流程 경연 관련 안내 

1. 모든 선수 및 동행인(1 명)은 최소 30 분 전에 해당 경연장으로 와 출석체크를 해야하며, 만약 

시간 약속을 어길 시에는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경연 등록처에서 경연 참가증 수령을 합니다.  

3. 경연 후 스텝 지시에 따라 대기실로 이동합니다.  

4. 모든 선수는 규정된 시간 내에 연주를 마쳐야 하며, 만약 요구사항에 불합할 경우 감점이 될 

수 있습니다.  

5. 당일 조별 경연이 끝날 경우, 저녁에 결과가 발표되니 꼭 상장 수령 후 경연장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6. 如组别并非当天完成，选手可先行离开。当该组别赛事全部完成的当天晚上必须返回营地(不需收

费) 等待成绩公布，领奖後方可离开。 

7. 만약 조별 경연이 당일 끝나지 않으면, 참가 선수들은 경연장을 떠나도 됩니다. 각 조별 

경연이 다 끝난 날 당일 저녁에 반드시 숙소로 돌아가 성적 발표를 기다려도 됩니다.  

 注 1 : 所有组别赛事的评分纸只作内部及评委使用，不作对外派发及副本申请 



 주의사항 1: 모든 조별 경연의 평가지는 내부 및 평가위원을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주의사항 2: 참가자들의 컨디션을 위해 주최측 인력 외 경연장 안에서의 모든 촬영을 

금지합니다.  

 现场设「赛事视频」申请服务，收费 HKD 110 / RMB100 (元/ 段) 

 현장 녹화본 구매 가격은 HKD 110 / RMB100 (원/편) 입니다.  

 주의사항 3: 모든 경연의 리허설 및 참가자 대기실은 따로 준비되어있지 않습니다. 이 점 

양해바랍니다.  

 

J. 결과 발표에 대한 안내 

1. 만약 각 조별 경연이 당일 끝났다면 성적은 매일 밤 관련 

홈페이지(www.hkmusic.hk)에도 공지합니다. 상장 수여 시간은 매일 밤 

8 시부터 10 시이고, 특정 장소(추후 공지)에서 수여합니다.  

 

L. 领奖安排 상장 수여 관련 안내 

1. 경연 4 위,  5 위,  6 위 및 금상, 은상, 동상은 반드시 상장수여처로 와 상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http://www.hkmusic.hk/


2. 경연 1 위, 2 위 및 3 위는 8 월 26 일 오후 상장수여식에 꼭 참석해야하며, 

8 월 26 일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M. 개인 및 단체 관련 우승자 선정 경연 안내 ( 8 월 25 일 밤~26 일 

아침, 대예당) 

1. 경연 참가 자격:  A-R조 중, 각 조별 1등 선수가 경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성적은 음악회 종료 후 발표되며, 8월 26일 밤 폐막식에서 경연 진행과 동시에 

상장 수여식을 진행합니다. 

2. 경연 공연 자격: S-Z조 중, 각 조 1등 단체가 우승자 선정 경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주의사항 1: 조직위원회는 현실 상황을 고려하여 공연자 자격의 요건과 

프로그램에 수정을 가할 수 있으며, 참여자는 의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N. 폐막식 음악회 (8월 26일밤, 샹이쥐빌딩대극장)관련 안내 

1. 공연연출자 자격: 개인 및 단체 중 각 1위인자가 공연하게 되며, 총 2개 

곡(프로그램)을 한다. 

2. 공연연출자 자격: 각 A-Z조, 종합순서 1-6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1명(반드시 총점 92점 이상 이어야 한다.)이 공연을 한다.  

 

O. 주의사항 

 경연 순서는 호명한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모든 경연 참가자들은 반드시 암기 후 연주 해야 하며, 반주는 이에 

제외됩니다. 

 결승전 연주는 한 번만 할 수 있고, 참가자들은 예선 때 했던 곡을 

선택하거나 새로운 곡을 해도 됩니다. 

 조직위원회는 피아노 반주자를 제공해주지 않으며, 피아노만 유일한 반주 

악기로 제공합니다. 

 조직위원회측에서 공용 악기를 참가자에게 제공해주지만, 품질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에 예외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참가자 전원 개인 악기를 

되도록이면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위원회가 제공할 수 있는 악기 및 장비 외에는 참가자가 개인이 준비해 

와야합니다. 



 기타, 성악, 드럼,창작곡 경연 지원자는 반드시 반주 파일(mp3)를 

준비해야합니다. 다른 분야 지원자들은 반주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위원회는 제한된 시간 내 경연참가자들의 연주를 중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경연은 제한된 시간 내에서 진행해야하며, 시간 기록원은 참가자에게 

제한 시간 및 끝난 시간을 알려 줄 의무가 있습니다. 

 평가위원은 평가 시 최종결정에 대한 수정권한이 없으며, 경연 참가자는 

반드시 무조건 평가결과를 인정해야합니다. 

 경연 참가자들의 공연 컨디션유지를 위해 현장에서 모든 촬영 및 녹화를 

금지합니다. 조직위원회는 경기장 내 외 모든 촬영권을 소유하고있으며, 

합법적인 범위 내레서 경연시의 영상과 사진, 녹음 등을 사용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경연장에서는 리허설 및 대기실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하프와 콘트라베이스/더블베이스만 사전 음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