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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비엔나국제무용콩쿨 VIBE by 동덕 UNIV.
동덕여자대학교가 Vienna International Ballet Experience와 공동으로
2017년 비엔나국제무용콩쿨 VIBE by 동덕 UNIV.(Vienna International Dance Competition
VIBE by Dougduk UNIV.)를 서울에서 개최합니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지역의 우수한 무용전공자들의 기량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로
국제무대를 향한 무용인재를 발굴하고 선발하는 경연대회입니다.
또한 참가자는 2018년도 오스트리아 VIBE Final 진출과 갈라공연의 특전이 주어지며,
이를 통하여 유럽무대의 진출을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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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BE KOREA Artistic Director, VIBE International President G.HATALA 및 국내외 저명한 전문가로 심사위원 구성
※ 경연대회 시간 및 참가자 경연 순서는 6월 21일 오후 5시 이후 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 당일 사정상 1 ~ 2시간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으니 양해바람

2. 장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126번지 동덕여자대학교 공연예술센터 코튼홀(혜화역 1번 출구 도보 100m)

3. 유의사항
1) 개인무는 1인 1부문 신청가능
2) 음악제출: CD 제출
① CD 1번트랙 ② 당일제출 ③ 현장에서 읽히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오니 되도록 2개씩 준비
※ 음향사고(읽히지

않거나 튀는 등)가

발생할 경우 문제제기 불가

3) 발레참가자 초등부 저학년(1~4학년)은 토슈즈 착용 제한
4) 작품소요시간은 개인무 2분 30초 이내, 단체무 4분 이내로 함
※ 당일 지원자 수에 따라 작품시간이 조정될 수 있음

5) 오전 7시부터 입실 가능하며, 경연장 지정된 곳에서 대기실 가능
※ 지정지정된 곳이 아닌 장소에서 대기하여 발생된 문제의 책임은 참자가 본인에게 있음

6) 참가자 경연 순서는 6월 21일 홈페이지에 공지
7) 수상자는 경연종료 후 홈페이지에 발표
8) 참가자들은 주최측의 지정 업체 이외 사진촬영은 제한함
9) 주차공간이 협소하니 대중교통 이용 바람
※ 할인 적용 가능 유료주차장 위치 추후 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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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
접수기간 & 접수방법
1. 접수기간
2017년 5월 1일 월요일 ~ 2017년 6월 19일 월요일

2. 참가비
- 개인무(1인)  120,000원
- 단제무(2~3인) - 150,000원
- 단체무(4인 이상) - 180,000원
※ 참가비는 반드시 참자가 이름으로 입금/ 입금된 참가비는 환불되지 않음
※ esangdance(이상댄스) 접수수수료 5,000원 별도 부과

3.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만 가능/ 접수된 서류 일체 반환되지 않음
1) www.dongduk.ac.kr (동덕여자대학교)
→ “2017 비엔나국제무용콩쿨 VIBE by 동덕UNIV.” 팝업창 → 참가신청
2) www.esangdance.net (이상댄스)
→ 동덕여자대학교 검색 → “2017 비엔나국제무용콩쿨 VIBE by 동덕UNIV.” 접수
※ 신청서에 참가부분 정확히 작성/ 전화번호 및 E-Mail 연락 가능한 것으로 기입
(오류, 누락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문제제기 불가)
※ 국내접수는 동덕여자대학교, 이상댕스에서만 접수 가능 함

워크숍 &
시상식 및 갈라공연
‘금상’이상 수상자에게는 비엔나 국제무용콩쿨 VIBE Final 참가 특전이 제공 되며, ‘은상’이하 수상자는
예술감독 추천자에 한하여 특전을 제공한다.
-각 부분별 수상자는 꼭 한명으로 정하지 않는다(우수한 참가자가 있으면 다수 시상하고 없을시 시상하지 않는다)-

모든 수상자 및 워크숍 참가신청자에게는
VIBE 예술감독 G.HATALA 및 심사위원이 진행하는 워크숍 참여기회를 제공한다.

1. 워크숍 참가신청 기간 및 방법
1) 참가신청 기간: 2017년 5월 1일(월) ~ 2017년 6월 19일
2) 참가신청 방법: 2017 비엔나 국제무용콩쿨 VIBE by 동덕 UNIV. 대회 참가 신청시

2. 워크숍 장소 및 일시
1) 일시: 2017년 6월 25일(일) 10:30am ~ 12:00pm
2) 프로그램별 장소
* Ballet Class  동덕덕여자대학교 공연예술센터 본관 4층 무용실(408호)
* Contemporary Class  동덕여자대학교 공연예술센터 본관 2층 무용실(211호)

3. 워크숍 초청강사 및 해외심사위원

A U R E L IE N S C A N N E L L A

RO BERTO ALTAM URA

Artistic Director West Australian Ballet

Artistic Director Milano City Ballet School

4. 시상식 및 갈라공연
1) 일시 및 장소
- 일시: 2017년 6월 25일(일) 시상식 03:00pm ~ 04:30pm
갈라공연 05:00pm ~
- 장소: 동덕여자대학교 공연예술센터 코튼홀
※ 시상식 및 갈라공연 시간은 당일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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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홍보대사
비엔나 예술감독(G.HATALA)

GREGOR
HATALA

· 비엔나 국제콩쿨 VIBE총감독
· 오스트리아 무용협회 회장
· 비엔나 예술대학 MUK
(Musik und Kunst Privatuniversität Wien) 교수
· 전 비엔나 국립오페라 발레단
Wiener Staatsopernballetts Principal
· 이태리 Spoleto Festival 예술감독 역임
· 슬로바키아 국립극장 예술감독 역임
영화배우 차지헌

차지헌

· 소속사 - management9
· MOVIE - 공작 (개봉 예정)
- 악몽 (개봉 예정)
- 어떤살인
- 들개들
· MUSIC VIDEO  오프로드[비밥]
 에피톤프로젝트[미움]
· CF - 한국수력원자력
- 롯데리아
- 대한항공
- 신한금융지주
- 크리넥스
- 한국관광공사

후원

주최
주관

Vienna International Ballet Experience

/

무용과

기획
문의 국내 02)940-4310, 02)745-3200 / 해외 +82 2 365-5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