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무용연맹 한국본부 X 프랑스 안무가

Nguyen Ea Sola 신작

무용수 오디션 공고

- 휴전협정 70주년 문화예술교류 쇼케이스 -

세계무용연맹 한국본부는 2022년 Nguyen Ea Sola 안무가의 신작에 출연할 무용수를 공개 모집합니다.

‘2023년 휴전협정 조인 70주년 기념 국제문화교류 예술인 협업 무용 공연으로, 남북분단 · 휴전선 대치 · 

천만 이산가족의 아픔을 극복, 통일의 당위성을 세계에 알리는 한반도 평화 정착 국제문화교류 프로젝트’

□ 공연개요

공 연 명 휴전협정 70주년 문화예술교류 쇼케이스 - 춘향

작품길이 30~40분 (추후확정)

셋업일정 2022년 12월초 (추후공지)

공연일정 2022년 12월 3일 3시, 6시

장소 (추후공지)

주최 · 주관 세계무용연맹 한국본부

후원 서울시

□ 응시자격

 · 전공, 성별, 연령, 신체조건 제한 없음

 · 해당 작품 연습 및 공연 일정에 지장이 없는 자

□ 오디션 개요

 · 형태 : 오디션 (서류 심사, 워크숍 및 인터뷰 ) → 최종 합격자 선발

 · 오디션 일정 

구분 일시

접수 2022. 10. 18(화) ~ 11. 8(화)

오디션
서류 심사, 워크숍 및 인터뷰 2022. 11. 10(목) 10시 ~ (예정)

최종 합격자 발표 2022. 11. 10(목) 예정 ※변동 가능

장소
서울 동작구 흑석로 84 중앙대학교 

아트센터 301관 7층 무용연습실

 · 오디션 세부 내용

  - 오디션 (서류 심사, 워크숍 및 인터뷰) : 첨부된 참가 신청서 양식 1부 제출, 안무가 Nguyen Ea Sola와 워크숍 및 인터뷰 진

행으로 개별 복장 자유

  - 최종선발 인원 : 15인 내외



□ 신청 방법

 · 접수기간 : 2022년 10월 18일(화) ~ 11월 8일(화) 오후 5시

 ★ 접수시간 엄수 : 상기 기간 이전 혹은 이후 접수 시 별도 공지 없이 미접수 처리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baekleemart@daum.net

 ※ 이메일 및 응시원서 제목 : “세계무용연맹 한국본부 Nguyen Ea Sola 신작 무용수 공개 오디션 지원-홍길동(신청자 이름)”

 · 제출서류 : 참가 신청서 1부 이메일 접수 (본 공지문 첨부파일 양식 사용)

□ 합격자 발표

 · 합격자 대상 개별 유선 통보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2. 11. 10(목) 예정 ※변동 가능

□ 문의 : 세계무용연맹 한국본부 사무국 (010-5656-2935)

※ 오디션 기간 중 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 및 준수사항

- 오디션 장소 내 생수 외 다과 및 음식물 섭취 불가

- 오디션 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