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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목포 전국버스킹대회 개최 공고

목포시에서는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버스킹 문화기반을 구축하고 전국 제일의 예향과 항구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
래와 같이 「2020 목포 전국버스킹대회」를 개최하오니 끼와 열정이 넘치는 버스커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대회 개요
대 회 명 : 2020 목포 전국버스킹대회

대회기간 : 2020. 10. 16.(금) ~ 17.(토) / 시상식 10. 17.(토) 20:30

장 소 : 북항노을공원 중앙무대(우천시 목포실내체육관)

주최/주관 : 목포시

시상내역

구분 시상인원(팀) 금액 비고

대상 1 500만원

금상 1 200만원

은상 2 100만원

동상 3 50만원

장려상 3 30만원

※ 은상 이상 입상한 팀은 앙코르 공연에 참여가 원칙

※ 상금 외 별도의 공연비는 없음

2. 참가자격 및 부문
참가자격 : 거리 버스킹 공연이 가능한 개인 또는 팀

참가부문 : 음악부문(노래, 연주 등), 퍼포먼스부문(댄스, 마술 등)

3. 참가신청
접수기간 : 2020. 8. 3.(월) ~ 8. 28.(금)

신청방법

목포시 문화관광홈페이지(www.mokpo.go.kr/tour)에서 신청서 다운로드․작성 후
제출서류와 함께 이메일(collme@korea.kr)로 제출(접수)

제출서류
참가신청서(홈페이지 신청서 서식을 온라인 작성 후 제출)
공연 동영상 1개(5분이내 mp4파일) 및 공연사진 2컷 필수 제출
개인정보 수집ㆍ활용 동의서, 선정 및 심사방식 동의서

(http://www.mokpo.go.kr)



4. 심사방법 및 경연일정
사전심사 : 2020년 9월 11일(금) 예정

자체심사위원회를 구성 제출한 서류 및 동영상 심사
예선 출전팀 개별연락 및 목포시 문화관광 홈페이지(www.mokpo.go.kr/tour) 공고

예선공연 : 2020년 10월 16일(금) 19:00, 북항노을공원 중앙무대

30개 내외 팀 실연 심사

본선공연 : 2020년 10월 17일(토) 19:00, 북항노을공원 중앙무대

10개 내외 팀 실연 심사

※ 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5. 심사기준
음악성, 대중성, 관객 호응도 등 반영

6. 기타사항
모든 제출서류가 거짓일 경우 선정 대상 제외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제출된 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이며 반드시 제출 전 확인 바람

수상작과 관련하여 지적재산권 분쟁 등 법적 분쟁 발생 시 응모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공고 내용 및 미 공시 부분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해석은 목포시의 해석에 따라야하며,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수상자(팀)는 목포시 및 목포항구버스킹과 상호 적극적으로 협조

기타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문화예술과 목포항구버스킹 담당자(☎061-270-8991)에게 문의

※ 목포시의 사정 또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주요사항이 변경 또는 대회가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공고문 및 참가신청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0 목포 전국버스킹대회 공고문 및 신청서 다운로드 http://www.mokpo.go.kr/tour/festival/2020_busking ">2020 목

포 전국 버스킹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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