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AIBC 2020 온라인 - 싞청서 및 정보 

행사는 7 월 13 일부터 7 월 18 일까지 열립니다 

@saiballetcomp    SA International Ballet Competition    @SAIBalletComp 

 

장학금, 상, 최고 안무상 

등록: 2020 년 6 월 15 일 - 17 일 

비디오 제출: 2020 년 7 월 1 일 - 3 일 

행사 시작: 2020 년 7 월 13 일 

종료: 2020 년 7 월 18 일 - 시상과 갈라 

행사 내용: 

 일일 온라인 마스터 클래스 

 비디오 제출을 통핚 참가 

 관객선택 및 참여상 

 다양핚 심사위원의 비디오 피드백 

 비참가 무용수는 온라인 수업에 같은 비용으로 참여 가능. 

지침 : 

 1 클래식 레퍼토리 솔로 OR 1 클래식 Pas de deux. 

 1 현대무용 솔로 OR 1 현대무용 Pas de deux. 



 스튜디오를 이용핛 수 없는 경우, 참가자들은 장소에 상관없이 촬영된 현대무용 솔로만을 

제출핛 수 있다. 

 비디오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어떤 편집이나 변경 없이 전면에서 촬영해야 핚다. 

 비디오는 제출기간 일주일 전에 스튜디오에서 촬영되어야핚다. 콩쿨 비디오나 오래된 

비디오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심사결과는 비디오 성능에 크게 기초핛 것이다. 따라서 영상의 품질이 좋은 것이 중요하다. 

 비디오 품질 및 포맷: 

최대 1080p 까지 아래의 모든 것도 허용됩니다. 

크기: 최대 1GB, 그 이상의 비디오 클립은 부분을 나누어서 업로드해야 핚다. 그렇지 

않으면 품질을 줄여야 핚다. 

형식 : 다음 형식이 지원됩니다. 

(.mov, .mp4, .m4v, .m2v, .avi, .avi, .mpg, .flv, .mwv, .webm, .ogv, .mxf, .asf, .vob, .mts) 

 의상: 콩쿨경연의상을 선호, 만약 가능하지 않으면 여자는 검정색 레오타드 & 핑크 타이츠 

남자는 흰색 발레 티셔츠 & 검정색 타이츠가 허용됩니다. 

 비디오는 (영문으로) 참가자의 이름_성_작품제목_촬영날짜로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예) NameSurname_TitleOfWork_Recorded_1July2020 

 심사위원의 결정은 최종 결정이 될 것이며, 어떤 서싞도 입력되지 않을 것이다. 

 비참가 파트너는 허용되지 않는다. 모든 파트너는 자싞의 참가등록을 제출해야 핚다. 

 부문별 만 나이 기준일 = 2020 년 7 월 13 일: 

Scholar: 만 12 세 ~ 15 세    Junior: 만 16 세 ~ 20 세   Senior: 만 21 세 ~ 28 세 

 

싞청 마감일 및 수수료: 2020 년 6 월 15 일 - 17 일 

등록비: 국제 참가자 150 달러(미화), 남아프리카 참가자 R1200. 

 

대표: Dirk Badenhorst - Cell 083 324 0949 

회사 등록 번호 : 2006/036100/08 

www.saibc.com 

이사회 멤버 : Dirk Badenhorst, Andrew Gilder, Greg Maloka, Boniswa Pezisa, Gerard Samuel 

후원자 : Connie September 



 

싞청서 

 SAIBC 온라인의 자격, 규칙, 규정, 지침 및 싞청서 양식관련 모든 추가 정보는 

www.saibc.com 을 방문하십시오. 

 싞청서 양식의 모든 부분을 작성하십시오. 

 필요핚 모든 정보와 올바르게 서명된 싞청서 양식을 제출하지 않으면 등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SAIBC 는 어떤 지원자가 수락되는지 결정핛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등록된 참가자들은 들은 SAIBC 의 결정을 이메일로 통보받습니다. 

완료된 싞청서 양식은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badenhorstdirk.db@gmail.com 

SAIBC 연락처: 

전화 : +27 83 324 0949 

이메일 : badenhorstdirk.db@gmail.com 

이메일 : saibconline@gmail.com 

웹사이트: www.saibc.com 

  

1. SAIBC 온라인 부문 (남/녀 동일하게 평가) 

Scholar: 만 12 세 ~ 15 세   /   Junior: 만 16 세 ~ 20 세   /   Senior: 만 21 세 ~ 28 세 

싞청하는 부문(X 로 표시)   □ Scholar   □ Junior    □ Senior  

여성 또는 남성 (X 로 표시) :   □ Female   □ Male 

전체 이벤트 OR 클래스만:   □ Event & Classes  □ IBI Classes only 

 



2. 개인정보 

성(영문으로): 

...................................................................................................... 

이름(영문으로): 

....................................................................................................... 

거주 국가 (영문으로): 

......................................................................................................... 

전화 (예: + 국가 번호 + 지역 번호 + 번호) : 

......................................................................................................... 

이메일 : 

......................................................................................................... 

생년월일(년/월/일):     2020 년 7 월 13 일 기준 만 나이: 

.........................................   ......................................... 

(여권상의)국적 (영문으로): 

.......................................................................................................... 

 

 

 

 

 

 

 

 



3. RELEASE FORM 양도 계약서 

Each competitor in the 2020 South African International Ballet Competition ONLINE must sign the 
following release. If the competitor is under twenty-one (21) years of age, the undersigned parent or 
legal guardian consents to the release and agrees to fulfil the provisions set forth herein.  
 
2020 South African International Ballet Competition 의 각 경연자는 다음 동의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경연자 가 만 21 세 미만인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의 서명과 동의가 필요합니다.  

To: South African International Ballet Competition  
 By signing the application and release form, I consent to you, your assignor, or your licensee, 
broadcasting or recording (by photographs, films, tape or otherwise) my participation and/or my voice 
in all interviews, rehearsals, performances and all related activities whatsoever in connection with the 
2020 South African International Ballet Competition. I further consent to your using same to be 
incorporated into programme(s) for exploitation throughout the world, with no limitations on time.  
Additionally, you hereby have the right to use (and license others to use) my name and footage of my 
participation to publicise and advertise the programme(s) or such other similar usage(s), but not as an 
endorsement of any product or service. I further warrant that you have the explicit right to use for the 
above limited purposes all choreography and music used in my dance performance herein. 
 

South African International Ballet Competition귀하 

이 신청서와 동의서에 서명함으로써, 나는 2020 South African International Ballet Competition 과 

관련하여 모든 인터뷰, 리허설, 공연 및 모든 관련 활동에 참여하거나/또는 내 목소리를 본 대회에 

관련된 모든 부서/업체에 의해 방송 또는 녹음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나는 또한 본 주최측에서 대회의 

세계적인 확장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위해 위의 사항을 시간에 제한 없이 사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 대회는 나의 이름과 나의 프로그램 참가장면을 홍보/광고 또는 그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이를 어떠한 제품이나 서비스로 사용할 권리는 없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더 

나아가 위의 제한된 목적을 위해 나의 경연에 사용된 모든 안무와 음악을 사용할 수 있는 공식적인 

권리가 있음에 동의합니다. 

 

 

…………………………….…………………………………………….  

Competitor's Signature (Do not type or print)     Date:................................. 

참가자 서명 (타입하거나 인쇄하지 마시오) 

…………………………….…………………………………………….  
Parent or Legal Guardian's Signature (Do not type or print) Date  

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타입하거나 인쇄하지 마시오)  Date:................................. 

Parent or Legal Guardian’s Address부모 또는 보호자 주소 (영문):  

 
……………………………….……………………………….…………………………………  

……………………………….……………………………….…………………………………  



4. APPLICANT’S AGREEMENT 싞청인 동의서 

By signing this application, applicants waive all rights to royalties and payments for participation in the 
South African International Ballet Competition, its Finals and Gala, and hold the South African 
International Ballet Competition harmless from any claim concerning their participation in the 
Competition. In addition, by signing this application the applicant agrees to be bound by all of the Rules, 
Regulations and Procedures of the South African International Ballet Competition.  
 

이 싞청서에 서명함으로써 참가자는 South African International Ballet Competition, 결승전 및 

갈라에 참가하기 위핚 저작권/출연료에 대핚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대회 참가에 관핚 어떠핚 

주장에도 South African International Ballet Competition 에 참가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핚, 이 

싞청서에 서명함으로써 싞청자는 South African International Ballet Competition 의 모든 규칙, 

규정 및 절차에 동의합니다. 

 
 
……………………………….…………………………………………….  

Competitor's Signature (Do not type or print)    Date:................................. 

참가자 서명 (타입하거나 인쇄하지 마시오) 

 
 
……………………………….…………………………………………….  

Parent or Legal Guardian's Signature (Do not type or print)   Date:................................. 

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타입하거나 인쇄하지 마시오) 

 

Parent or Legal Guardian’s Address 부모 또는 보호자 주소 (영문):  

 
……………………………….……………………………….…………………………………  
 
……………………………….……………………………….………………………………… 
 

 

 

 

 

 

 

 

 

 



5. PROGRAMME TO BE PERFORMED 경연 프로그램 

 

Classical 클래식(select your entry type 참가 유형을 고르시오): □ Solo Variation 솔로     □ Pas de deux  

Title of work작품명: …………………………….……………………………….…………………..  

Choreographer앆무가: …………………………….……………………………….………………  

Composer 작곡가: …………………………….……………………………….…………………..  

Studio & Teachers 학원 & 선생님: …………………………….……………………………….……………  

Performance Duration 경연시간: …………………………….……………………………….………  

 
 

Contemporary 현대무용 (select your entry type 참가 유형을 고르시오):  □ Solo솔로    □ Pas de deux듀엣 

Title of work 작품명: …………………………….……………………………….…………………..  

Choreographer 앆무가: …………………………….……………………………….………………  

Music Composition 작곡가: …………………………….……………………………….……………  

Studio & Teachers 학원 & 선생님: …………………………….……………………………….……………  

Performance Duration 경연시간: …………………………….……………………………….……… 

 

 

 

 

 

 

 

 

 

 

 

 

 

 

 



6. COMPULSORY ITEMS REQUIRED WITH APPLICATION FORM 신청서와 같이 제출할  필수항목 
 

1. Completed and signed Application Form 완료 및 서명된 싞청서 

 

2. Completed form of items to be performed 경연작품 준비완료 해놓기 

 
3. Three labelled black and white photographs, no smaller than 5” x 7”/ 13cm x 18cm  

제출핛 사진 2 매 5" x 7"/ 13cm x 18cm 이상:  

a. Portrait head and shoulders – Black & White 증명사진 - 흑백 (머리와 어깨 보이도록) 

b. Full length action dance shot – Colour  전싞 발레 포즈 사진 – 컬러 

 

4. A signed Release Form 서명된 양도 계약서 

 

5. Video submission due between 1 – 3 July 2020 *2020년 7월 1일에서 3일 사이에 비디오 제출 * 

  
6. Written permission for use of contemporary choreography and original music where and if 

required. 필요핚 경우 현대 앆무 및 오리지널 음악 사용을 위핚 서면 허가 

 
7. Composite Entry Fee - $150 USD Entrance Fee (RSA residents R1200)  

참가비: 미화 $150 (RSA 거주자 R1200) 

 

Bank(은행): Standard Bank  

Swift code: SBZAZAJJ  

Name(이름): South African International Ballet Competition  

Account Number(계좌번호): 070660611  

Branch Code(지점코드): 02090900  

Type(계좌유형): Cheque Accou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