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회 순천만국가정원 뮤직서바이벌 참가 모집(안)>
생태도시 순천시가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총상금 2,000만원의 주인공은 누구?
당신의 꿈과 열정을 연주하세요!
여러분의 끼를 마음껏 펼치실 절호의 찬스!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 드립니다.
<순천만국가정원 뮤직서바이벌 신청 접수 방법>
1. 지원자격 요건
가. 현재 활동 중이거나 음원 발매 경력이 있는 뮤지션
나. 인원, 장르 제한 없음 (보컬 그룹, 밴드 등등, 솔로도 가능)
2. 장소 및 시간
가. 장소 : 순천만국가정원 동문 야외 잔디광장
나. 본선 경연 일정 : 오후 4시~5시 (2019년 3월 30일 ~ 5월 6일, 매일 진행)
3. 진행단계
가. 접수
① 지원방법 : 참가 지원서, 사진, 영상 2개 (자작곡, 기성곡 각 1개)
첨부하여 이메일 접수 (suncheonmusicfesta@naver.com)
* 영상은 실제 라이브 연주나 노래에 한함 (보컬그룹 MR 사용가능), 판단 불가능한 자료 탈
락 처리
② 심사 기준 : 가창력, 대중성, 무대매너 및 관객호응 가능성
③ 선발 인원 : 총 본선 32팀 선발
④ 접수 기한 : 2019년 3월 22일(금) 24:00까지
⑤ 본선 진출자 발표 : 2019년 3월 25일(월)
* 순천만국가정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및 진출자에 한해 개별 연락
나. 경연일정 : 3월 30일(토) ~ 5월 6일(월), 매일 진행
* 본선 진출팀 확정 시 대진표 별도 첨부
4. 본선 경연곡 선택 기준
- 본선 경연곡은 누구나 아는 대중적인 기성곡 선택을 기준으로 한다.
총 4곡(기성곡 3곡, 자작곡 1곡)
* 자작곡 선택은 자유, 자작곡 대신 신청곡 4곡도 가능
- 가요와 팝 두 가지 모두 포함해야함

5. 경연 심사기준 : 관객 투표단에 의해 현장 결정
- 현장 관람 고객 100% 투표로 승패 결정
6. 상금 : 총 2,000만원
가. 우승팀 : 1,000만원
나. 준우승팀 : 500만원
다. 3위 : 300만원
라. 4위 : 200만원
* 입상자는 차후 순천만국가정원 시즌 공연 초청 기회 제공(초청비 별도 제공)
7. 지원방법 및 문의사항
• 순천만국가정원 홈페이지(http://garden.sc.go.kr/) 지원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 후,
사진, 영상 파일과 함께 이메일 suncheonmusicfesta@naver.com접수
• 문의사항은 이메일 suncheonmusicfesta@naver.com
전화번호 : 010-2885-3781
• 참가팀들은 진행일정을 필히 숙지하시고, 본선부터 마지막 공연일정까지 스케쥴 소화가
가능한 팀만 지원 부탁드립니다.
(경연 당일 비가 올 경우, 날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서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경연 도중에라도 탈락처리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