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회 탄츠올림프 아시아 경연 참가자 유의사항

Ⅰ. 제 5회 탄츠올림프 아시아 국제 콩쿠르는 심사를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무관중으로 진행됩니다.

⚫ 경연 일정: 8월 28일(토) ~ 31일(화)

⚫ 참가 부문: Ballet / Modern(Contemporary) / Ethnic Dance 

             솔로, 듀엣(파드되), 군무(Group)

⚫ 참가 접수 기간: 7월 23일(금) ~ 8월 26일(목) 낮 12시까지

⚫ 심사 방식 

⯀ 국내 심사위원 

⚪ 국내 참가자 - 경연 당일 오프라인(극장)에서 심사

⚪ 해외 참가자 - 미리 제출된 영상을 무대에 재생하여 심사  

⯀ 해외 심사위원

⚪ 국내 참가자 - 경연 당일 영상을 녹화하여 심사

⚪ 해외 참가자는 - 미리 제출된 영상으로 온라인 원격 심사

⚫ 접 수 비

솔로 : 250,000원 / 듀엣(파드되) : 300,000원 / 군무(Group) : 1인당 70,000원

★참가비�일부는�코로나19로�건강과�생명을�위협받는�어린이들을�위한�유니세프의�COVAX�캠페인�후원에�사용됩니다.★

※ 접수 및 입금 확인 후 확인 문자를 발송해드립니다.

※ 입금 확인 후 취소/환불 불가합니다.

※ 참가비 입금은 참가자 본인 명으로 반드시 입금 바랍니다.

※ 군무 참가비 입금 시 단체명으로 입금 부탁드립니다.

※ 인원 제한으로 조기마감 될 수 있으니 신청접수 시 유의 바랍니다.

※ 접수 후 3일 이내에 입금하지 않으면 접수취소가 되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접수 마감 전까지는 입금 완료하여야 합니다.)                                                



Ⅱ . 유의사항

1. 접수된 참가비와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음악은 참가 접수 시 반드시 mp3 파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명은 참가자 이름과 작품명으로 제출 EX) 이름_작품명)

3. 콩쿠르 당일, 예비용 mp3 파일을 USB 메모리에 첨부하여 지참하되, 반드시 1개의 음악 파일만 존재해야 합니다.

(**가장 앞쪽 부분에 2~4초 정도는 공백을 두고 녹음하시기 바랍니다)

(**USB 메모리에 네임택을 부착하여 참가자 이름과 작품명을 반드시 기재)

4. 대회 당일 신분증(학생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만 허용)을 필히 지참 바랍니다.  

※ 접수 기간 종료 후에는 수정 불가                    

Ⅲ . 코로나19 관련 필독 유의사항

제5회 탄츠올림프 아시아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아래 지침을 숙지하시고, 참가자는 경연 당일 아래 지침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1) 본 경연은 백림아트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 스트리밍 됩니다.

⚪ 참가자 본인 1인만 극장 출입이 가능합니다. (프리주니어Ⅰ 초등 1~3학년 제외 / 환복 진행요원 배치)

※ 프리주니어Ⅰ초등 1~3학년 : 참가자와 사전등록된 보호자 1인 동반하여 환복 후 보호자는 퇴장합니다. 

(단, 동반자는 객석 및 무대 뒤 입장이 불가하며, 당일 상황에 따라 동반을 못 하실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프리주니어Ⅰ초등 1~3학년 사전등록 보호자는 신청서 작성 시 성명 기재 바랍니다. ✅
 
★ 경연이 끝난 후, 참가자의 경연 영상은 이메일로 발송해 드립니다.

★ 백림아트 유튜브 채널 ➡ https://www.youtube.com/channel/UCRgciylVG_oNoyws1yH9IGw 

2) 극장 출입 전 반드시 확인합니다.

⚪ 마스크 착용 (미착용 시 출입 불가)

⚪ 발열 체크 * 37.5도 이하만 입장 가능

⚪ QR 체크

https://www.youtube.com/channel/UCRgciylVG_oNoyws1yH9IGw


⚪ 프리주니어Ⅰ(초등 1~3학년) 동반하는 보호자 또한 문진표 작성 필수

⚪ 방문자 출입일지 작성

3) 건물 내부 분장 및 수정 금지

⚪ 머리 장식, 소품 지참 가능하며 미리 준비하여 참석 바랍니다.

4) 극장 내 음식물, 돗자리 등 반입 금지

⚪ 참가자 의상, 슈즈 등 필요 용품만 반입 가능

5) 공지된 시간 외에는 극장 내로 출입 불가 (시간 엄수 바랍니다.)

⚪ 경연 전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시간, 대기 시간, 경연 시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마감 후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 진행은 10명 이내 단위로 하며, 출연자가 10명 이상 극장 내 머무를 수 없으니 경연 후에는 진행요원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극장 밖으로 이동합니다.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19의 상황에 따라 강화 또는 완화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홈페이지 또는 SNS 등 공지 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사무국 문의 (오전9:30~오후6:00)

☏ 콩쿨 및 접수: 010-7388-9035 / 010-5656-2935

☏ 신청서 및 음악 파일 문의: 010-8572-14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