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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즈랜드 발레 아카데미는 호주와 해외에서 필요로 하는 재능과 능
력이 뛰어난 젊은 무용가들을 양성합니다.

퀸즈랜드 발레 아카데미는
미래의 예술가들

양성

아카데미 2020 확장 수업료 및 장학금

미래의 예술가들을 양성하는 것은 퀸즈랜드 발레의 전략적 비전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Li Cunxin 예술감독과 Christian Tátchev 아카데미 교장님의 감독 하에서 10세부
터 취업 연령까지의 재능 있는 학생들을 위한 산업 집중적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널리 
호평 받고 있는 퀸즈랜드 발레의 교수진은 학생들의 기술 및 예술적 탁월성을 양성하며, 컴퍼니
와 함께 특별한 전문 공연 기회들을 제공합니다.
        아카데미의 프로그램 입학은 초청 또는 오디션을 통해 가능합니다.

－ 퀸즈랜드 발레와 퀸즈랜드 주 교육부 간의 
강화된 파트너십에 따라 특별히 건설된 시설이 
2020년에 오픈할 것입니다. 이 흥미진진한 발전
과 함께 아카데미의 시니어 프로그램이 7학년에
서 12학년까지의 학생들에게 확대될 것입니다.

아카데미 무용가들은 Derek Deane의 스
트릭틀리 거쉰(Strictly Gertshwin)과 Sir 
Kenneth MacMilla의 로미오와 줄리엣(사
진)과 같은 퀸즈랜드 발레의 호평받는 인기 
시즌 주무대 공연에 참여합니다.

“컴퍼니 무용가, Jette Parker 영 아티스트 
및 퀸즈랜드 발레의 프리프로페셔널 프로그
램으로 구성된 발레단은 전체 공연에서 완벽
하게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컴퍼니의 
무용은 전체적으로 점점 더 성장하고 있다.”

라임라이트 매거진 비평

프로덕션 이미지: David Kelly

시니어 프로그램 학생들 사진: Eduardo Vieira 

커버: 시니어 프로그램 졸업생 Talia Fidra （2019年度Jette Parker영 아티스트)와 Callum Mackie （2019 년 프리프로페셔널 프로그램). 사진: David Kelly

연간 수업료는 모든 아카데미 프로그램들에 적
용됩니다. 장학금은 11월에 신청하는 시니어 
및 프리프로페셔널 프로그램 학생들에게 제공
됩니다.

“이 새로운 시설은 젊고 포부가 있는 무용가들의 학업 및 
예술 교육을 결합시키며 전세계에서 제공되는 교육 시설들
에 필적하는 세계 수준의 교육 시설을 제공할 것입니다.”

Li Cunxin 예술 감독



－  Li Cunxin의 지도를 받는 Jette Parker 영 
아티스트 프로그램은 경력을 쌓기 시작하는 탁월
한 젋은 무용가들을 양성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
역 최고의 발레 개발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오크 재단(Oak Foundation)을 통해 Jette
와 Alan Parker의 영감을 주는 재능으로 가능하
게 된 이 1년 프로그램은 저희 컴퍼니의 일원으
로서 훈련, 리허설 및 공연을 하면서 기술과 예술
을 향상시킬뿐만 아니라 영 아티스트를 위해 특
별히 창작된 작품들을 초연할 수 있는 특별한 기
회를 제공합니다.
     퀸즈랜드 발레의 예술가들의 멘토링을 받는 
Jette Parker 영 아티스트들은 신체적인 트레이
닝뿐만 아니라 고도로 맞춤화된 전문적이고 개인
적인 집중적인 능력개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컴
퍼니의 호평받는 예술팀의 지원을 받아서 우리의 
영 아티스트들의 능력이 상승하여 호주 및 해외
의 최고 무용 컴퍼니들에서 경력 기회들을 활용
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 탁월한 젊은 무용가들은 1년 동안 최종적인 훈
련을 받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 컴퍼니에 합
류하기 전에 필요한 실전적인 준비를 할 수 있습
니다. 
     학생들은 최고의 예술 및 기술 기준으로 기량
을 개발하기 위해 매일 집중적인 훈련을 받습니
다. 수업은 고전 발레, 남성 테크닉, 포앵트, 파드
되, 레퍼트와, 현대 무용, 남성 피트니스, 바디컨디
셔닝 및 필라테스가 포함됩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이 프로그램은 매우 귀중
한 전문가 수준의 공연 경험 또한 제공합니다. 무
용가들은 매년 최소 2번의 주무대 프로덕션에서 
컴퍼니에 합류합니다. 경력에 초점을 맞춘 이 훈
련 프로그램은 추가 공연 기회, 컴퍼니 수업, 그
리고 저명한 초빙 창작 무용가들과 워크숍 및 협
업을 통해 1년 동안 학생들을 더 크게 향상시킵
니다.
  졸업생들은 무용 부문 퀸즈랜드 발레 전문가 인
증서를 받으며 호주와 해외의 최고 발레 및 현대
무용 컴퍼니에 취업할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 퀸즈랜드 발레 아카데미의 시니어 프로그램은 고급 
발레 학생들을 위한 엘리트 교육과정입니다. 이 특별한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퀸즐랜드 발레 아카데미의 파트너 
학교인 켈빌 그로브 스테이트 칼리지(Kelvin Grove 
State College, KGSC)에서 10학년에서 12학년까지 
공부하면서 최고 수준의 포괄적인 발레 훈련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뒷표지에 있는 아카데미 확장 계획을 참조하십시오.
    
 학생들은 프로그램 진도를 진행하면서 꾸준히 전문 발
레, 기술, 레퍼트와 및 현대 무용 기술을 계속 쌓으며, 
파드되, 포앵트, 남성 기술 및 피트니스, 고전 캐릭터 무
용, 바디 컨디셔닝 및 필라테스로 초점이 확장됩니다.

  KGSC에서 세계 수준의 교육과 포괄적인 대면 학업 공
부를 통합시킴으로써 시니어 프로그램 학생들은 미래
를 위한 폭넓은 옵션과 향상된 가능성을 갖고 졸업하
게 됩니다.

업생들은 다음의 증서 및 제공을 받게 됩니다.
·   퀸즈랜드 발레 프리프로페셔널 무용 부문 인증서 
·   퀸즈랜드 교육 증서
·   OP (2020년부터 ATAR) 또는 고등학생 입학 순위
·   직업 교육 및 훈련 인증 과정 (예: 비즈니스 수료증)

다른 주 또는 외국 학생들을 위해 홈스테이 지원도 제
공됩니다.

영 아티스트 프로그램 프리프로페셔널 프로그램
시니어 프로그램

어소시에이트 프로그램

오디션

기타 아카데미 이니셔티브
엘리트 썸머 프로그램 썸머 스쿨 추가 교육 기회

－ 어소시에이트 프로그램은 10세 이상의 재능 있는 학
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커뮤니티 댄스 스튜디오에서 받
는 발레 훈련을 보완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카데
미 교수진과 함께 공부하면서 학생들은 퀸즈랜드 발레
의 스튜디오에서 진행되는 주간 오후 수업을 통해 기술
을 개발하고 발전시킵니다.
     어소시에이트 학생들은 컴퍼니 수업과 리허설을 참
관할 기회를 얻으며 1년에 두 번 주무대 컴퍼니 공연에 
참가하여 퀸즈랜드 발레와 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
다.학생들은 아카데미 내의 교육에 참여할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대상으로 고려되며 컴퍼니 프로덕션을 위해 젊
은 공연자들이 필요할 경우에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 매년 다양한 장소에서 컴퍼니 및 아카
데미 오디션을 개최합니다. 등록은 매년 
중순에 오픈됩니다.
     또한 아카데미는 무용 학생들이 다양
한 무용 산업계의 기회를 위해 준비할 수 
있도록 오디션 체험 데이 프로그램을 제
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모의 오디션, 
공개 발레 수업과 콜백(call-back) 컴포
넌트, 그리고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아카데미 직원, 컴퍼니 무용가들 및 무용
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질의응답 세션
이 포함됩니다.
     오디션, 프로그램 및 행사들에 대한 
정보를 받으시려면 당사 뉴스레터를 구
독하십시오. －

전문 발레 경력을 추구하는 고
급 학생들을 위한 최고의 훈련 
기회입니다. 참가자들은 퀸즈
랜드 발레, QB 아카데미 및 국
제 초빙 교수들로 구성된 세계 
수준의 교수진에게서 집중적
인 훈련을 받게 됩니다.

젊은 신예 무용가들이 1주일 
동안 협력과 탁월성의 문화 속
에서 능력을 개발하고 발견하
며 Li Cunxin 무용 감독을 포
함한 무용계 전문가들에게 배
웁니다.  

아카데미는 전국의 재능 있는 
무용 학생들에게 다양한 엘리
트 훈련 집중 교육 및 체험 기
회를 제공합니다. 당사 웹사이
트에서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공연 중인 아카데미 무용가들  사진: David Kelly
시니어 프로그램 및 어소시에이트 프로그램 무용가들  사진:: David Kelly

위: 아카데미 교사 Paul Boyd 와 시니어 프로그램 소년반. 예술 감독 Li Cunx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