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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지역 예선 (서울) 참가 요강

아시아 지역 예선 (서울) 8월 18일 토요일
2차 예선 및 본선 9월14-15일 이탈리아 밀라노



아시아 지역 예선 (서울) 참가 요강

1. 참가 자격 : 국적, 나이 제한 없음

2. 참가 접수
① 접수 마감 :  2018년 8월 15일 (수) 24시까지

② 참가비 송금 : 신한 110-259-050611 (예금주 : 하주현)
- 오페라 부문 : 10만원
- 가곡특별상 부문 : 5만원
- 동시 참가 : 15만원

③ 참가 신청서 작성 : www.kartaliacompany.com 에서 참가 신청서 작성

④ 서류 제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및 커리큘럼 
(Artistic Curriculum) kartaliacompany@gmail.com 으로 전송

3. 과제곡
① 오페라 부문
- 오페라 아리아 3곡
- 원어 및 원조로 암보 연주
- 1곡 이상 이탈리아어 아리아

② 가곡 특별상 부문
- 1800-1900년대 예술 가곡 3곡
- 1곡 이상 이탈리아어 가사
- 1곡 이상 프렌체스코 파올로 토스티 (Francesco Paolo Tosti 1846-1916) 
또는 가브리엘 포레 (Gabriel Urbain Fauré 1845-1924) 의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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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연 일정 및 방법
① 오페라 부문
- 아시아 지역 예선 (1차 예선)
장소 : 도곡아트홀 SpaceLACH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26길 52, 도곡2동 
문화센터 앞)
일시 : 2018년 8월 18일 (토), 오전 9시부터 (경연 시간 개별 공지)
경연 방법 : 참가자가 선택한 오페라 아리아 1곡 (개인 반주자 동반)

- 2차 예선
장소 : 장소 : Auditorium Lattuada (Corso di Porta Vigentina 15/a, 
20122 Milano)
일시 : 2018년 9월 14일 오후 3시부터 (경연 시간 개별 공지)
경연 방법 : 1차 예선 경연곡을 제외한 2곡 중 심사위원이 선택한 1곡 (공식 
반주자 또는 개인 동반 반주자 선택 가능)

- 본선 (파이널 콘서트) 및 시상식
장소 : Auditorium Lattuada (Corso di Porta Vigentina 15/a, 20122 
Milano)
일시 : 2018년 9월 15일 오후 6시 (오후 5시부터 리허설)
경연 방법 : 참가자가 제출한 아리아 3곡 중 심사위원이 선택한 1곡 (공식 반
주자 또는 개인 동반 반주자 선택 가능)

② 가곡 특별상 부문
- 아시아 지역 서울 예선 (1차 예선)
장소 : 도곡아트홀 SpaceLACH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26길 52, 도곡2동 
문화센터 앞)
일시 : 2018년 8월 18일 (토), 오전 9시부터 (경연 시간 개별 공지)
경연 방법 : 참가자가 선택한 예술 가곡 2곡 (개인 반주자 동반)
* 두 부문 동시 출전자는 경연 방법 (오페라 아리아와 가곡 연달아 연주 또는 
따로 연주)을 선택하여 경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본선 (파이널 콘서트) 및 시상식
장소 : Auditorium Lattuada (Corso di Porta Vigentina 15/a, 20122 
Milano)
일시 : 2018년 9월 15일 오후 6시 (오후 5시부터 리허설)



경연 방법 : 참가자가 제출한 예술가곡 3곡 중 심사위원이 선택한 1곡 (공식 
반주자 또는 개인 동반 반주자 선택 가능)

5. 심사위원
- 아시아 지역 예선
홍성화 교수 : 베이스, 국제보컬트레이닝코칭 이탈리아 문화예술협회장
정지철 교수 : 바리톤, 김자경오페라단 예술감독
특별 심사위원 : 당일 공지

- 2차 예선 및 본선
심사위원장 : 소프라노 아드리아나 말리폰테 (Adriana Maliponte)
이탈리아의 세계적인 소프라노 아드리아나 말리폰테는 1958년 밀라노 누오보
극장에서 데뷔한 이후 뉴욕 메트로폴리탄, 밀라노 라스칼라, 런던 코벤트 가든 
등 세계적인 극장에서 활동한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소프라노이며, 루치아노 파
바로티, 프랑코 코렐리, 호세 카레라스, 알프레도 크라우스 등 세계적인 테너
의 상대 배역으로 활약했다. 1973년 미카엘라 역으로 녹음에 참여한 레너드 
번스타인 지휘 비제의 <카르멘> 음반은 그 해 오페라 레코딩 부문 그레미상을 
수상했으며, 이탈리아 공화국 기사 작위 (Commendatore al Merito della 
Repubblica Italiana), 프랑스 아카데미 예술 문학 기사 작위 (Chevalier des 
Arts et des Lettres de l'Academie de France)를 수여 받았다. 

심사위원
홍성화 교수 : 베이스, 국제보컬트레이닝코칭 이탈리아 문화예술협회장
일라리오 니코트라 교수 (Ilario Nicotra) : 음악 코치, 밀라노 시립음악원 및 
아벨리노 ‘D.Cimarosa' 국립 음악원 교수
마테오 벨트라미 (Matteo Beltrami) : 이탈리아 노바라 Coccia 극장 음악감독 
및 지휘자
레나토 보나유토 (Renato Bonajuto) : 이탈리아 노바라 극장 재단 캐스팅 매
니저 및 연출가
로렌초 비차리 (Lorenzo Bizzari) : 오케스트라 지휘자
마테오 박시우 (Matteo Baxiu) : 지휘자, 이탈리아 Arteviva 음악 협회 예술 
감독



7. 상금 및 상장
본상
1위 : 1500유로
2위 : 700유로
3위 : 300유로

특별상
“Young Talent" 특별상 : 200유로
“Musica vocale da Camera" 특별상 (가곡 특별상) : 200유로
노바라 극장 특별상 : 노바라 Coccia 극장 시즌에서 상연하는 오페라 또는 콘
서트의 배역 수여
“Lirica World" 특별상 : 이탈리아 예술 기획사 ”Lirica World" 의 3개월 무
상 홍보 및 예술 활동 컨설팅 및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