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학년도 안양예술고등학교 

제12회 전국 초·중학생 무용경연대회 요강

A N Y A N G  A R T S  H I G H S C H O O L  D A N C E  C O N C O U R S  

일      시   2018년 6월 13일(수) 오전 11시부터          장      소   The-K아트홀(구, 양재교육문화회관)

목     적   무용에 재능있는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여 무대 경험과 자기표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

참가자격   전국 남녀 초·중학교 재학생 및 그와 동등한 자기학력을 인정 받은자

접수 및 대회 일정

참가신청 기간 2018년 5월 28일(월) ~ 6월 9일(토)

참가신청  접수방법 이상댄스 온라인 접수 (http://www.esangdance.net/)   

대회일정

한국무용(초·중등부) 11:00부터(예정)
※ 무대개방 : 10:00~10:50 

※ 참가인원에 따라 진행시간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참가자 전원은 예정시간 1시간 전에

     음악 제출 및 준비 완료

     (댄스스포츠 참가자도 음악 제출)

현대무용(초·중등부) 13:00부터(예정)

발레(초·중등부) 15:00부터(예정)

댄스스포츠(초·중등부) 17:00부터(예정)

입상자 발표 추후 개별공지

참가부문

   가. 초등부

참가종목 참가부문

한국무용
전통

개인무(저학년/고학년), 단체무
창작

발레
클래식

개인무(저학년/고학년), 단체무
창작

현대무용 창작 개인무(저학년/고학년), 단체무

댄스스포츠

솔로(저학년/고학년), 커플(저학년/고학년), 포메이션
▶ 라틴 : 룸바/차차/자이브 中 2종목 이상

▶ 스탠다드 : 왈츠/탱고/퀵스탭 中 2종목 이상

참가종목 참가부문

한국무용
전통

개인무(저학년/고학년), 단체무
창작

발레
클래식

개인무(저학년/고학년), 단체무
창작

현대무용 창작 개인무(저학년/고학년), 단체무

댄스스포츠

솔로(저학년/고학년), 커플(저학년/고학년), 포메이션
▶ 라틴 : 룸바/차차/자이브 포함 3종목 이상

▶ 스탠다드 : 왈츠/탱고/퀵스탭 포함 3종목 이상

  

 나. 중등부



   종목별 시간

  가. 한국무용 : 개인무(전통 3분 이내, 창작 3분 이내), 단체무(5분 이내)

  나. 발레 : 개인무(클래식/창작 2분 이내), 단체무(5분 이내)

  다. 현대무용 : 개인무(창작 2분 이내), 단체무(5분 이내)

  라. 댄스스포츠 : 솔로/커플(2분 이내), 포메이션(5분 이내)

   참가비 ※접수 수수료 포함

    시상내용
     가. 최우수상 1명, 각 부문별 특상(1등), 금상(2등), 은상(3등), 동상(4등), 장려상(5등)

     나. 각 부문별 특상 수상자 중 최고 득점자를 최우수상 수상자로 함

     다. 지도자상 – 안무상, 지도상, 공로상 

         ※ 각 부문별로 수상 대상자가 없을 경우 수상하지 않음

    수상자 특전

    <중등부 고학년> 개인(솔로)부문에 한하여 최우수상 입상자가 본교에 입학할 경우 장학증서 수여(당해년도에 한함)

    유의사항

     가. 음악, 의상은 각자 준비하고, CD는 1번 트랙에 녹음할 것(CD 제출시 발생하는 음향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음)

     나. 발레 초등부 저학년은 토슈즈를 신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개인무, 솔로, 커플 단체무, 포메이션

105,000원 125,000원

모집정원 40명(남·여 구분없음)

모집대상 전국 일원(경기지역 및 타 시·도 출신 학생도 응시 할 수 있음)

전형일정

- 입학원서 접수 2018.11.01(목)~11.06(화) 오후 5시까지

- 실기고사(전형기간) : 2018.11.09(금)~11.10(토)

- 합격자 발표 : 2018.11.14(수)   *본교홈페이지를 통해 개별확인

   ※ 전형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전형방법

1. 일반 전형

    교과성적(40%) + 출석(5%) +봉사활동(5%) + 실기고사(50%)

2. 우선 전형

    실기고사 성적이 입학정원의 20%이내인 자는 우선선발 할 수 있다. 

실기고사 내용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댄스스포츠 전공별 작품평가(2분이내)와 실기 동작 따라하기 中 택1

모집정원  20명

지원자격 경기도 내 초·중학교 재학생(초4~중2)

선발일정  2018년 11월 중

전형방법

-1차 전형 : 학교장 및 담임 추천(추천서양식)

-2차 전형 : 전공 실기 시험

-3차 전형 : 면접

교육비  무료(전액지원)

}※ 참가인원 및 진행시간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2019학년도 안양예술영재학급 무용과 신입생 전형요강(안)

2019년 안양예술고등학교 무용과 신입생 전형요강(안)

주소 14012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 25번길 40      대표전화 031)466-8853~6       무용과 031)445-8006

※기타 문의사항은 본교 무용과로 문의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