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PARIMA 대회 2021년 2월

‘ORI ‘ORI-LYMPIC 이 아빠리마 버전으로 돌아 왔습니다!

우리는 지난 여름, 전세계 모든 오리 타히티 댄서들과 온라인으로 단결하여 세계적으로 경쟁 할 수 있어 너무 행복 
했습니다. 오래 지속되는 전염병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세계의 댄서를 온라인으로 모으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큰 행운 이었습니다. 

많은 분들로 부터 아빠리마 온라인 대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에 오리 타히티의 또 다른 매
력인 아름다운 아빠리마 만의 에디션 대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문화와 음악에 대한 이해와 표현력이 더 

필요한 이번 경기에서 타히티에 대한 애정이 더욱 깊어 질 것입니다.

본 대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이번 2개 부문의 우승자에게는 모두 상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초보자부터 
상급자까지 그리고 바히네와 따네 모든 분들의 참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오리 타히티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오리 타히티를 즐겨봅시다!

대회 심사 위원 



대회 지침 

참가 자격 
국적 불문.
6세 이상 남녀.
최종 라운드에 참가하는 참가자들은 쾌적한 네트워크 환경이 필요합니다.

참가비 
각 카테고리의 참가비 : 35 달러(온라인 워크숍 포함)
두 카테고리 모두 참가의 경우 참가비 : 60 달러(온라인 워크숍 포함)
항목 및 경제 마감일은 2021년 2월 1일 입니다.
(선생님 혹은 그룹의 리더가 팀원들의 등록과 참가비 지불을 모아서 함께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금 
클래식 아빠리마 카테고리의 종합 우승자 : 1,000 달러
아레아레아 아빠리마 카테고리의 종합 우승자 : 1,000 달러

경기 지침 
대회는 2명의 심사 위원에 의해 심사가 이루어지며, 예선과 결승이 진행됩니다.
예선은 참가자가 동영상 제출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결승전은 온라인으로 라이브 심사합니다.
- 예선 : 스타일 카테고리에 따라 자신이 선택한 곡에 맞추어 춤을 춥니다.
- 결승전 : 스타일 카테고리에 따라 선정된 오리지널 곡에 안무를 만들어 춤을 춥니다. (가사 해설에 관한 워크숍
이 있습니다)

워크샵 
워크숍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Facebook 그룹 계정에 발표됩니다.


나이 카테고리 

※ 각 연령 그룹의 참가자 수에 따라 연령 그룹을 통합 또는 분할 할 수 있습니다.


최종 라운드 때의 나이 
(2020 년 2 월 20 일)

카테고리

6-12 세 Tamahine/Tamaroa

13-19 세 Taure’a Vahine/Taure’a Tane

20-27 세 Vahine Hō’ē/Tane Hō’ē

28-33 세 Vahine Piti/Tane Piti

34-39 세 Vahine Toru/Tane Toru

40-49 세 Vahine Maha/Tane Maha

50 세 이상 Vahine Rima/Tane Rima



경기 카테고리 
대회에는 2가지 스타일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1. CLASSIC ‘APARIMA (느린 아빠리마)
2. ‘ĀREAREA ‘APARIMA(빠른 아빠리마)
등록시에 참여를 원하는 카테고리를 선택하십시오.
두 카테고리에 모두 등록하신 분에 한하여 두 카테고리 모두에서 경쟁이 가능합니다.

의상 규정 
의상은 예선에서는 심사하지 않습니다.
VAHINE는 긴 드레스 또는 상의와 긴 빠레오(Pāreu)를 입어야 합니다.
TANE는 빠레오(Pāreu)를 띠헤레(Tihere) 스타일로 착용하십시오.
손발의 장식은 없어야 하고, 심플한 목걸이나 풀잎은 목에 착용해도 좋습니다.
결승전에서는 곡의 주제와 관련된 의상을 착용하십시오(장식품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비디오 촬영 가이드 라인 
춤추기 전과 후에 컨트롤 넘버를 보여주십시오.
비디오는 정면에서 수평 방향으로 촬영하십시오.
비디오의 편집은 금지합니다.
비디오 전반에 걸쳐 프레임을 이동하는 것은 금지합니다.
댄서가 선명하게 비치도록 하십시오.
아빠리마는 표정도 중요한 심사 대상이 되므로, 표정을 알 수 있는 거리에서 약간의 프레임 아웃은 감점 대상이 되
지 않습니다.
결승전의 비디오는 대회가 끝날 때까지 SNS의 배포를 금합니다.

취소 정책 
송금이 완료되면 참가자에 의한 취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등록 양식의 작성을 마치면 위의 모든 일반적인 지침 및 조건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은 
우리가 이벤트 또는 우리의 스폰서를 홍보하기 위해 보낸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또한 대회에 참가하
는 동안 발생했을 수 있는 부상이나 상황에 대해서도 면책 조항에 동의합니다.

참가 양식 

https://forms.gle/vNprFALYhuE5qGzN7 

https://forms.gle/vNprFALYhuE5qGzN7


대회 타임라인 

2021 년 2 월 1 일
엔트리 마감.
Facebook 그룹에 대한 승인.

페이스 북 그룹에서 정보를 확인하세요.

예선 동영상을 대회에 제출합니다.

 

2021 년 2 월 10 일
결승 진출자 발표

2021 년 2 월 13일, 14 일
최종 라운드를 위한 테스트 실행.
우리는 각 참가자와 함께 라이브로 짧은 채팅을 하여 문제없이 라이브로 최종 라운드에 참여할 수 있는지 확인합
니다. 당일에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이날 결선 진출자는 춤을 추지 않고 자기소개를 합니다(짧은 설문지에 대한 
답변)

2021 년 2 월 15 일
최종 라운드 일정을 발표합니다.

2021 년 2 월 20 일, 21 일
최종 라운드

(정확한 날짜는 결승전 시간대와 1 주일 전에 테스트 실행 결과에 따라 발표됩니다.)

결승전은 라이브로 춤을 춥니 다.

2021 년 2 월 27 일, 28 일
결과 발표 라이브 스트리밍
PayPal을 통해 상금을 송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