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4회 TANZOLYMP ASIA 국제 무용콩쿠르

탄츠올림프 아시아는 매년 대만, 몽골, 싱가포르, 일본, 중국, 홍콩 등 아시아 10여 
개국에서 참여하는 탄츠올림프 베를린 본선 선발을 위한 예선경연 대회입니다. 이 
대회는 아시아 여러 재능 있는 인재를 발굴·육성하여 그들이 국제무대에서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설립하였습니다.

* 제 4회 탄츠올림프아시아 국제 무용콩쿠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의 확산
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 솔로 및 듀엣(파드되)는 오프라인(극장)심사로 진행하며, 해
외 및 군무 참가자들은 온라인 심사로 대체합니다. 온라인 심사는 제출된 영상으로 
심사됩니다.

· 오프라인(극장) 및 온라인 참가 접수기간 
 *오프라인 참가와 온라인 참가 접수기간은 동일합니다.

 2020. 06. 29(월) ~ 2020. 07. 26(일) 오후 5시까지

· 영상 제출 기간 (군무 및 해외 참가자 해당)

 2020. 07. 21(화) ~ 2020. 07. 26(일)

* 해외 및 군무 참가자는 본 접수기간 내 접수 후, 영상 제출 기간에 영상을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및 군무 참가자들은 경연 당일 무대에서 제출된 영상으로 
재생하여 실시하고, 해외 심사위원들은 온라인으로 심사합니다.

· 심사방식

심사방식은 국내 심사위원과 해외 심사위원으로 이루어집니다. 국내 심사위원은 오
프라인(무대)에서 심사를 하고, 해외 심사위원들은 온라인 원격 심사로 이루어집니
다.  

 ○ 국내 심사위원
   - 솔로 및 듀엣(파드되)는 경연 당일 오프라인 무대에서 심사
   - 군무 및 해외 참가자는 미리 제출된 영상을 무대에 재생하여 심사
 ○ 해외 심사위원
   - 솔로와 듀엣 참가자의 경연 당일 중계영상을 녹화하여 심사
   - 군무 및 해외 참가자는 미리 제출된 영상으로 온라인 원격 심사



· 경연일정

 2020. 07. 29(수) ~ 2020. 08. 01(토)

· 장소

 중앙대학교 아트센터 대극장(흑석동)

· 특전    
상 혜택

그랑프리(서울사이버 상) 베를린 본선 왕복 항공권 제공
금상 상장 및 탄츠올림프 아시아 갈라공연 기회 제공
은상 상장 및 탄츠올림프 아시아 갈라공연 기회 제공
동상 상장

장려상 상장

탄츠올림프아시아
그룹상

★군무팀 중 참신하고 우수한 성적을 받은 1팀에게는 상금 
10,000,000원(일천만원) 
- 베를린 본선대회 참가시 적용-
탄츠올림프아시아 또는 베를린 갈라공연 기회 제공

탄츠올림프아시아 
지도자상

(발레매니아 상)
최고우수 지도자에게 베를린 항공권 제공

※ 탄츠올림프 아시아상은 전체 심사위원 점수 집계 순위로 결정됩니다.
※ 베를린 본선 대회 개최 후 베를린을 직접 참가하지 않는다면 위 특전 사항(상금과 항공권)은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베스메르트니 특별상

각 부문 베스메르트니가 뽑은 남,여 1,2,3등에서 베를린 숙
박비와 참가비 면제
 - 각 부문 1등상(남,여) : 5일간 숙박비와 참가비 면제
 - 각 부문 2등상(남,여) : 3일간 숙박비와 참가비 면제
 - 각 부문 3등상(남,여) : 1일간 숙박비와 참가비 면제

특별그룹상
(주니어, 시니어)

주니어 1등상(만10세~18세) : 3일간 호텔비와 참가비 면제
시니어 1등상(만19세~25세) : 3일간 호텔비와 참가비 면제
그룹 장려상(만15세~25세) : 참가비 면제

*베스메르트니 특별상은 설립자 올렉시 베스메르트니가 특별 선발하는 상입니다.
· 2020년도 2월 베를린 본선 참가자는 2020년 탄츠올림프아시아 마스터클라스 무료수
강
· 전 년도 입상자(그랑프리, 각 부분 1등, 해외팀 군무 1팀)는 갈라공연 참가 제공
· 베를린 본선에서 스칼라쉽 기회 제공
(취리히무용원, 독일 만하임 무용학교, 비엔나 국립 오페라 무용학교, 로얄 발레 아트웝, 부다페스트 헝가리안 
무용학교, 영국 국립 발레학교, 베를린 주립 발레학교, 모나코 왕립 발레학교, 함부르크 발레학교, 워싱턴 키
로프 발레학교, ABT 발레학교)



· 참가부문

 Ballet / Modern(Contemporary Dance) / Duet / Group Dance 

· 참가자격

8세~25세까지(경연 시작일(2020년 7월 29일)기준)

· 참가비

 - 오프라인 참가
  솔로 : 25만원 
  파드되(듀엣) : 30만원

 - 온라인 참가
  솔로 : 150 USD
  파드되(듀엣) : 170 USD
  군무(3인이상) : 국내 1인당 각 5만원
                 해외 1인당 각 40 USD

※ 2020년 국내 군무 및 해외 참가자는 영상 제출 심사로 참가비 하향 조정되었습
니다.

- 참가자 마스터 클라스는 온라인중계 예정입니다.
- 국내 참가자들에게 경연 영상 개별 메일 발송 드립니다.
- 마스터 클라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됩니다.

· 예금주

 김긍수(탄츠올림프아시아) 
 신한은행 110-480-879073

※ 반드시 참가자 이름으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프리-주니어Ⅰ : 만 8세 – 12세 (2007년 7월 30일 ~ 2012년 7월 29일 출생자)
프리-주니어Ⅱ : 만 13세 – 15세 (2004년 7월 30일 ~ 2007년 7월 29일 출생자)
주니어 : 만 16세 – 18세 (2001년 7월 30일 ~ 2004년 7월 29일 출생자)
시니어 : 만 19세 – 25세 (1994년 7월 30일 ~ 2001년 7월 29일 출생자)



· 접수방법 

 홈페이지(www.tanzolympasia.com)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받은 후, 
 tanzolympasia@naver.com으로 메일 발송

· 문의

 +82-10-7539-2215 / +82-10-7388-9035

★경연과 참가자 & 비참가자 마스터 클라스는 온라인으로 중계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참가자의 참가비 일부는 유니세프 코로나19 아프리카 어린이를 위한 식수, 위생
에 사용됩니다.★

※ 본 경연은 코로나 19사태로 인해 수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