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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그룹페이지
1. 음악학교 관련정보 및 공지를 저희 공식 페이스북 그룹 "GMMFS - MUSIC
SCHOOL 2015"을 통해 업데이트 할 예정이오니, "가입"요청 해주세요. 2015
GMMFS 음악학교 학생들만을 위한 그룹인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www.facebook.com/groups/GMMFS.2015School/).

2. 대관령국제음악제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
음악제
관련정보
및
업데이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facebook.com/GMM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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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회 대관
관령국제음악제

2015 년 여름
7 월 20 일 – 8 월 4 일
대
대관령국제음악제(GMMFS)가 열리
리는 알펜시아/용평
평 리조트는 2018
평
평창 동계 올림픽 개최 유치지인 평창에
평
위치하고 있
있습니다.
해
해발 700 미터에 위
위치하여 여름 평균
균 기온이 22°C~34°C 정도 됩니다
다.
학
학생들에게 낮에는
는 덥고 밤에는 서늘
늘한 날씨에 적합한 옷을 준비해 올
것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비에 대비해
대
우산 또
또는 우비도 함께
께
준
준비하시기 바랍니
니다.

우편
편물 수신과 전화
화
음악제
제 기간 동안 편지
지와 우편물은 다음 주소를 통해 받으
으실 수 있습니다.
주소는
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
주소:

필요한 연주 복장
 음악학교 오케스트라 및 연주 시
남자
 검은색의 정장바지
 검은 셔츠
 어두운 색의 구두와 양말

여자
 검은색의 치마 (혹은 바지)
 검은 블라우스

(넥타이나 자켓은 필요하지 않으나
청바지나 운동화는 피해 주십시요.)

대관
관령국제음악제 음악
악학교 교무처
알펜
펜시아 리조트 컨벤
벤션 센터 봅슬레이홀
홀
강원
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솔봉로 325
(우
우 232-952)

전화번호:

필수 준비물
 여권 (해외에서 오시는 경우), 주민등록증, 학생증 등의 신분증
 개인 보면대
 자신이 연주하고 싶은 실내악 악보(가능하면 모든 파트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호텔 시설 이용시 계산하기 위한 신용카드 (현금 선불도
가능합니다)
 가벼운 산행을 할 수 있는 옷과 신발
 우산과 우비
 전기제품 이용시 한국의 전압은 220V 입니다. 전압이 다른
전기제품 사용 하시는 분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트북 및 태블릿 PC
 T 자 준비(첼로 전공 학생)

추
추후에 공지됩니다.

들은 자신의 호텔
텔방에서 전화를 받을
받
수 있습니다. 장거리 전화나
학생들
국제전
전화 이용 시 전화 카드가 필요합니다
다. 전화카드는 편의점
점에서 구입할 수

 학생 연주회 – 자유로운 연주복
불필요한 준비물
 침대시트
 담요
 수건
 애완동물
 취사용 전기 제품(냄비, 밥솥,
후라이팬 등)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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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령국제음악제 도착 시 *

참가학생은 ‘도착/출발 서류’에 어떤
도착하실지 기재 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편을

이용하여

■ 해외에서 오는 학생
해외에서 오시는 학생들은 7 월 19 일 일요일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항공편으로
일정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대관령국제음악제 관계자가 공항에서 학생들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을 것 입니다.
• GMMFS 버스 이용 시
<7 월 19 일: 오후 1 시에서 6 시 사이 | 인천공항 출발>
대관령국제음악제에서 제공하는 단체 교통편을 이용 시, 학생은
입국심사를 마친 후, 인천공항 1 층 12 번과 13 번 출구 사이에
위치해 있는 대관령국제음악제 영접카운터 (GMMFS Booth)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대관령국제음악제 관계자를 찾으신 후 확인
절차를
거쳐
GMMFS
직행버스에
탑승하시면
됩니다.
인천공항에서 대관령국제음악제까지는 약 4 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교통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인천공항 시외버스 (1 일 2 회 운행: 9:30 & 16:30 출발)
<인천공항– 김포공항 – 알펜시아 리조트– 강릉>
가격: ₩ 29,000 (편도)
버스시간:
승차장 번호:

i) 9:30 인천공항 출발  12:35 알펜시아 도착
ii) 16:30 인천공항 출발  19:35 알펜시아 도착
인천공항 1 층 9-C 게이트 앞

주의: 위의 교통편은 인천공항 출발 강릉행
알펜시아 리조트를 경유하는 교통편입니다.

버스노선으로

■ 국내에서 오는 학생
※ 한국 내에서 개별적으로 오시는 국내학생들은 7 월 20 일
월요일 오후 12 시에서 2 시 사이에 알펜시아 리조트 컨벤션 센터
내에 위치한 음악학교 교무처로 오시기 바랍니다.
※ 7 월 20 일 월요일 오후 12 시에서 2 시 사이보다 훨씬 일찍
도착하거나 늦는 학생들 또한 반드시 음악학교 관계자에게 미리
연락 주시고 음악학교 사무실이 위치되어있는 알펜시아 리조트에
오셔야 하니 이 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알펜시아 리조트 오시는 길(http://www.alpensiaresort.co.kr/):
(232-952)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솔봉로 325
문의: 033-339-0000
용평리조트 오시는 길(www.yongpyong.co.kr):
(232-952)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130 번지
문의: 033-335-5757
• GMMFS 버스 이용시
<서울 예술의 전당 앞에서 출발: 오전 10:30>
대관령국제음악제에서 제공하는 단체 교통편을 이용하실
학생들은 7 월 20 일 월요일 예술의 전당 국립국악원 앞에서
버스를 탑승하시면 됩니다. 버스 이용을 위해서는 오전 9 시
30 분까지 지정된 장소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관령국제음악제에서 제공하는 단체 교통편은 오전 10 시에
출석체크를 마무리한 후, 오전 10 시 30 분에 출발 예정입니다.
출발 시간까지 도착하지 못하는 학생은 개별적으로 알펜시아
리조트에 오셔야 하니 이 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용평리조트/ 알펜시아 셔틀버스 이용 시
<사당– 압구정– 잠실–용평리조트–알펜시아 리조트 >
가격:
₩16,000 (편도, 온라인 구매 시)
₩17,000 (편도, 현장 구매 시)
8:00
8:30
9:00

명동
압구정

: 4호선 명동역 (2번출구) 프린스호텔 앞
: 3호선 압구정역 (6번출구)
압구정 현대백화점 지상 주차장 입구
종합운동장 : 2호선 종합운동장역 (7번출구)
직진 200m 전방

운행차량은 경기대원관광의 보라색 버스 입니다.
리조트행 노선은 이용일 일주일 전부터 전일 17시 이전까지만
온라인 예약이 가능합니다. (링크: www.kdtou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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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외버스이용 시
< 동서울시외버스터미널 – 횡계터미널 – 용평 리조트>
↑
↑
(시외버스이용) (택시이용)
- 시외버스 [소요시간: 2시간 30분]
[2호선 강변역에서 동서울버스터미널→ 횡계터미널]
버스시간: 30분 간격 (첫차 - 6:22, 막차 – 20:05)
가격:₩14,500 (편도)
- 버스 하차 후 택시 이용 [소요시간: 10분]
[도착 예정시간에 따라 용평리조트/알펜시아 리조트 도착]
가격:
약 ₩10,000
• 개인차량 이용 시
경부고속도로 호법분기점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  횡계 IC
※ 도착 예정시간에 따라 용평/알펜시아로 오시면 됩니다.
도착하시기 전에 음악학교에 확인 전화 부탁 드립니다.
■ 음악학교 등록 및 입실
현장에 도착하시면 음악학교에 등록 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에서
오는 외국학생의 등록은 7 월 19 일 5pm-10pm 에 있을
예정입니다. 한국에서 오는 학생들은 7 월 20 일 12pm-2pm 에
있을 예정입니다. 음악학교 프로그램에 필요한 GMMFS 명찰, 비상
연락망, 및 참가자 기본 물품이 지급되오니 참고하시고 음악학교
관계자를 찾아주세요.
GMMFS 명찰을 부착한 학생만이 음악제 공연 및 행사 그리고
식당 출입이 가능하오니 명찰을 항상 착용해야 합니다.
부대시설, 학교 규정, 숙소 규정을 알려드리기 위해 숙소 투어가
있을 예정입니다. 시간과 장소는 등록하는 사무실에서 공지할
것입니다.

부대시설*

A. 숙소
음악학교 숙소는 용평리조트 내 드래곤 밸리 호텔 신관에 대부분
배정될 예정이며, 알펜시아 리조트까지는 차로 약 5-8 분 걸립니다.
리조트 측의 사정에 따라 각 시설의 수용 가능 인원을 고려해
학교측에서 최종 결정합니다. 객실에는 냉방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두 대의 트윈 침대를 갖추고 있습니다.
음악학교에 참가하는 모든 학생은 반드시 전 기간 교육을 모두
이수할 수 있어야 하며, 음악학교 전용 기숙사와 식당시설 이용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식사 옵션 중 반드시 택일하여야 하며, 식사
옵션은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숙식료>
• 음악학교 숙소: 용평리조트 내 거주 (공유형 숙박시설)
• 기간: 7 월 20 일 – 8 월 4 일
• 식사 옵션 A – 아침, 점심, 저녁 제공
• 식사 옵션 B – 점심, 저녁 제공
학생 숙식료
숙박과 식사 옵션 A
₩
1,600,000
(1 인 기준/2 인 1 실) 숙박과 식사 옵션 B
₩
1,400,000
학부모 동반 숙소
학부모 지원비
₩
50,000
(학부모 1 인기준)
학부모 숙박료
₩
875,000
(선택사항)
식사 옵션 A
₩
825,000
식사 옵션 B
₩
625,000
<학부모 동반 숙소 안내>
학부모 동반 숙소 가격은 2015 년도 참가 학생의 학부모 혹은
보호자에게만 적용되며, 만 14 세 이하 학생의 동반부모에게 숙소
배정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 동반 학부모의 음악제 식사 신청은 선택사항입니다.
* 문의 사항 있을 시 school@gmmfs.com 으로 연락바랍니다.
숙박은 각 시설의 수용 가능 인원을 고려해 학교측에서 최종
결정합니다. 항공료와 지원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음악학교 개교식
7 월 20 일 오후 2 시 30 분에 음악학교 개교식이 있을 예정이며,
모든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참석하셔야 합니다.
개인렛슨 시간과 실내악 스케줄이 이 때 배분될 것입니다. 또한,
아티스트 선생님들과 다른 학생들, GMMFS 학교 스태프, 인턴
사감들을 만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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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셔틀 버스
<셔틀 버스 노선>
용평리조트 타워콘도 주차장 내
↕
알펜시아리조트 콘서트홀 앞

대관령국제음악제는 알펜시아 리조트와 용평 리조트를 두 시설을
함께 사용합니다. 음악학교 기간 동안 두 시설간 유동적인 접근을
위해 지속적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할 예정입니다. 이동시간은 약
10 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음악학교 기간 동안 셔틀버스는 매일 15 분 간격으로 오전
8 시 30 분부터 저녁 10 시 30 분까지 운영됩니다. 목요일에서
일요일까지는 버스 운행이 자정으로 연장되며, 10 시 30 분 이후
버스는 30 분 간격으로 운행됩니다. 셔틀버스는 용평리조트 내
타워콘도 주차장과 알펜시아리조트 내 콘서트홀 앞에서
정차합니다.
운전자의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셔틀버스는
개인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음악학교와 음악제 이용객을 위한
교통편이니만큼 음악학교 방침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셔틀버스 운행 시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음악학교 게시판의 셔틀버스 관련 공지와 운행 스케줄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셔틀버스에 대한 문의는 음악제 강원도
운영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주의: 셔틀을 놓쳤을 경우, 다음 셔틀을 이용하거나 택시(033-3356263/033-335-5960)를 이용하면 됩니다. 마지막 셔틀을 놓쳤을
경우, 반드시 학교 관계자에게 연락 바랍니다. 두 리조트 사이에
보행자가 걸을 수 있는 도로는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여러분은 대관령국제음악제 음악학교의 얼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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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식사 안내
음악제 기간 동안 조식은 용평 리조트에서, 중식과 석식은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한식과 양식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GMMFS 학생증을 식사시간에 반드시 지참 하셔야 합니다.
학생증 없이는 음악제 전용 식당에서 식사를 하실 수 없으니,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 외에도 알펜시아 리조트에는 다양한 종류의 식당과 마켓이
있으나 학교 급식은 음악제 전용 식당에서만 적용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D. 세탁
대관령국제음악제 학생들은 숙소 내의 세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전을 넣고 사용할 수 있는 세탁기는 없습니다. 세탁
서비스를 원하지 않는 학생은 음악제 기간 동안에 입을 옷을
충분히 가지고 올 것을 권장합니다.
E. 무선인터넷 사용
대관령국제음악제 기간 동안 학생들은 무선 인터넷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숙소인 용평리조트에는 모든 장소에 무선인터넷이 설치되어 있어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알펜시아 리조트에서는
콘서트홀과 컨벤션 센터 등 일부 장소에서 무선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며, 정확한 서비스 장소는 추후에 공지됩니다.
음악학교 프로그램이나 생활과 관련된 대부분의 정보는
페이스북의 학교 그룹 페이지에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참고: pp. iii)
F. 연습실
학생 숙소: 숙소에서의 연습은 오전 9 시부터 오후 7 시까지
가능하며 룸메이트들 간의 스케줄을 확인하여 공평하게
연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는 학생들은
음악학교 교무감독의 특별 지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연습실: 음악학교 참가 학생들은 음악학교 기간 동안 음악제에서
제공하는 연습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당일에 한해 연습실을 예약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최대 2 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습시간 연장을
원하는 경우, 학생은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에 사용 시간을 다시 기입하셔야 합니다. 연습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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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않으실 경우 연습실 열쇠를 사무실에 반납하셔야
합니다.
- 용평 리조트 내 연습실 사용
: 연습실 예약이나 사용을 원하는 학생은 RC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 혹은 전화상으로는
예약 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RC 사무실은 연습실과 같은
층에 위치합니다.
-알펜시아 리조트 내 연습실 사용
: 연습실 예약이나 사용을 원하는 학생은 음악학교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예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 혹은
전화상으로는 예약 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주의사항
: 연습시간은 오전 9 시부터 오후 7 시까지입니다.
연습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연습실 사용 예약 및 신청은 반드시 직접 사무실을 방문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화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연습실 내 음식물과 음료수 반입은 불가하며 흡연 또한
엄격히 금지됩니다.
: 연습실이 10 분 이상 비어있거나, 예약시간 10 분 후까지
학생이 도착하지 않을 경우 사용 신청은 자동 취소됩니다.
: 자리를 비우는 경우, 학생들은 반드시 자신의 소지품을 챙겨
이동하셔야 합니다.
: 연습실 신청 시 혹은 사용 도중 음악제 스태프와 인턴, 리조트
관계자가 학생 아이디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항상 학생 아이디를 소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 사용 가능한 연습실 배정은 선착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연습실 예약 시 피아노가 배치되어 있는 방은 피아노
전공자에게 우선적으로 배정됩니다.
*첼로 학생의 경우 반드시 T 자를 가져오셔야 합니다. 만약 연습
중 T 자를 소지하지 않아 바닥에 흠집이 생길 경우 호텔측에서
학생에게 보상을 요구할 것입니다. 혹, 학생 입실 전에 발생한
흠집을 발견하는 경우 즉시 사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투숙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늦은 시간에는 최대한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추억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악제에 참가하는 아티스트와 학생,
관계자뿐 아니라 용평리조트와 알펜시아 리조트를 찾는 모든
참가자를 존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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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과정과 연주 기회

개인 레슨
학생들은 대관령국제음악제 음악학교 프로그램 기간 동안 1 시간
레슨을 총 4 회 받게 됩니다. 학생들은 반드시 정해진 스케줄에
맞추어 레슨을 받아야 하며, 교무감독의 사전 허락 없이는 레슨
스케줄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정해진 레슨시간에 출석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 레슨은 자동적으로 취소됩니다. 또한, 음악학교
방침에 따라 음악학교 기간보다 짧은 기간 동안 참가하는
학생들은 (7 월 20 일 이후 도착/8 월 4 일 이전 출발) 4 회의
개인레슨을 약속드릴 수 없으며, 이에 따른 환불은 불가능한 점
유의바랍니다.†
실내악 레슨
실내악 레슨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교수진과 교무감독의 심사를
거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실내악 그룹에 배정된 학생들은 최대 2 회의 실내악 레슨을 받게
됩니다. 각 레슨은 1 시간 동안 이루어지며 대관령국제음악제
교수진에게 받게 됩니다. 교수진의 추천에 따라 연주 기회도
부여됩니다.

실내악 팀을 구성할 때 팀원들의 경험과 나이, 일정, 교수진의
일정 및 레슨실/연습실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배정하므로
학생들의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스터 클래스
마스터 클래스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교수님의 추천과 등록으로
사전에 선발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마스터 클래스 1 회 참여는
개인 레슨 1 회로 간주합니다. 추가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학생들에게 공지될 것 입니다.
모든 학생들은 시간이 허락하는 한 마스터 클래스와 강의에
참석할 것을 권장합니다. 음악회 참여시 공연장 에티켓을
지켜주시고 관객들은 공연 중간에 입장과 퇴장할 수 없습니다.
마스터 클래스 일정은 추후 공지됩니다.*
학생 음악회
음악제 기간 동안 학생들에게 학생 음악회에서 연주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연주 참여를 위해서는 아래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1) 교무처에 비치되어 있는 학생 음악회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십시오.
2) 교수님의 허락을 받으십시오.
3) 반주가 필요 시, 상주 반주자에게 연락하여 반주 일정을
조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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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신청서는 연주 일자 이틀 전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
하신 신청서에 적혀진 곡목과 날짜는 교무감독의 허락 없이
바꾸실 수 없습니다. 학생 음악회는 가능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학생들은 본인의 스케줄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연주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첫 학생 음악회는 음악학교
개교식 다음날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학생 음악회 일정은 추후 공지됩니다.*
떠오르는 연주자 시리즈
떠오르는 연주자 시리즈는 저명한 오케스트라와 협연한 경력이
있는 학생, 국제적인 콩쿠르에서 우승한 경력이 있는 학생, 혹은
국제 매니지먼트사에 소속된 연주자와 같은 경력을 소유하고 있는
음악학교의 학생들에게 연주 기회를 부여합니다. 연주회 참가
최종 결정은 교무처에서 합니다.
떠오르는 연주자 시리즈 일정은 추후 공지합니다.*
협주곡 콩쿠르
콩쿠르 일정*
음악학교 콩쿠르 날짜:
음악제 오케스트라 협연 날짜:

추후 공지
7 월 28 일

악기별 연주곡목
Violin: Mendelssohn Violin Concerto in E minor, Op. 64
Viola: Bruch Romance for Viola and Orchestra in F major,
Op. 85
Cello: Kabalevsky Cello Concerto No. 1 in G minor, Op. 49
Piano: Beethoven Piano Concerto No. 4 in G major, Op. 58,
1st Movement (1 악장)
협연자들은 비공개 오디션을 통해 선발되며 각 악기 별
우승자에게 협연 기회가 주어집니다. 심사위원단은 해당 입상자가
없는 부문에 대해서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번복 또는 이의 제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최종 결선은 대중들과 학생들에게 공개로 진행될 수 있으며,
공개로 진행될 시 박수는 삼가 해주시길 바랍니다.
협주곡 콩쿠르 참가자는 대관령국제음악제 음악학교 공식
상임반주자를 지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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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관람증(Student Passes)
음악제 기간 동안 GMMFS 학생들에게 대부분의 음악제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는 학생 관람증이 부여됩니다. 학생들은 ID 카드를
소지하시면 마스터 클래스 및 특강 등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저명연주가 시리즈는 연주 전날 담당 기숙사 사감(RC)을 통해
관람여부를 알려준 후, 당일 연주 2 시간 전 공연 티켓을 음악학교
교무처에서 선착순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부 공연의 경우
티켓 제공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는 음악제 기간 동안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지됩니다.

상임반주자

상임반주자 배정 규정†
대관령국제음악제 음악학교 상임반주자는 교무처에 의해
배정됩니다. 학생들은 개인 레슨 배정 과정이 복잡하므로 여러
명의 반주자를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게시판에 기재된 반주자
배정 시간표를 수시로 확인하여 본인의 레슨시간에 어느 반주자
분이 배정이 되었는지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음악학교 학생들은 배정된 반주자 분들과 최소 24 시간 전에 직접
연락하여 연습일정과 레슨 시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반주가
필요치 않을 시 반드시 해당 반주자에게 미리 알려주셔야 합니다.
상임 반주자 연락망을 게시판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음악학교 교무처에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상임반주자와의 연습 시간과 일정이 제한되어 있으니
곡과 연습시간을 신중히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콘서트 정보

저명 연주가 시리즈: 티켓 배부
GMMFS 학생들은 대부분의 저명연주가 시리즈 프로그램을 학생
티켓을 통해 관람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 있는 연주관람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학생 티켓을 배부합니다.
1. 학생은 의무적으로 각 저명 연주회 음악회 전날 통금시간까지
배정된 담당 RC 에게 익일 연주회 관람 여부를 알려줍니다.
2. RC 들은 아침 기숙사 사감 미팅에서 Head RC 에게 전날
체크한 티켓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각 연주회 시작 2 시간
전부터 음악학교 교무처 앞에서 티켓을 배부할 예정입니다.
3. 기한까지 통보를 하지 못하였거나 연주회를 관람하기 원하는
학생은 음악학교 교무처에서 티켓 신청서를 작성 후 연주회 전
선착순으로 티켓을 배부 받습니다. (전화사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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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티켓을 받지 못한 경우, GMMFS ID 를 하우스 어셔에게 확인
받은 후 콘서트 입장이 가능합니다. 입장 후 빈 좌석에
착석하거나 하우스 어셔의 지시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은 음악회 스케줄을 참고하여 프로그램 날짜와 정보를
파악해 주십시오.
• 학생 관람이 가능한 저명연주가 시리즈 일정은 추후
공지됩니다.

음악학교 규정 및 지침

숙소 규정†
학생들은 교무처의 승낙 없이 임의로 방이나 룸메이트를 바꿀 수
없습니다. 변경을 원하는 학생은 교무처에 와서 사유를 작성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검토 후 승낙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손님의
방문은 가능하나 객실에서의 숙박은 허용 되지 않습니다.
흡연 관련 규정†
음악학교 안에서의 모든 공간에서 흡연을 금지합니다. 숙소와
레슨방, 연습실, 교무처와 콘서트홀 등은 모두 학교 캠퍼스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장소에서의 흡연을 일체 금합니다. 이 외의 흡연
관련 사항은 용평리조트와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정해놓은 원칙을
지켜 주십시오.
음주 관련 규정†
학교 시설 모든 장소에서 음주는 금지됩니다. 숙소와 레슨 실,
연습실, 교무처와 콘서트 홀 등은 모두 학교 캠퍼스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장소에서의 음주를 일체 금합니다. 알코올이나
불법적인 물건들의 소지는 금지되며 발견 시 퇴학 조치될 수
있습니다.
통금 시간 규정†
음악제에 부모님과 함께 참가하는 학생들은 부모님께서 통금
시간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음악제 전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통금
시간 규정이 적용 됩니다.
만 18 세 미만의 학생들의 경우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밤
11 시까지, 금요일과 토요일은 밤 12 시까지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만 18 세 미만의 학생들은 기숙사 사감에게 통금
시간 준수에 대해 매일 저녁 확인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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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 세 이상의 학생들의 경우 통금 시간에 대한 제약은 없지만,
용평리조트 밖으로 나갈 경우 반드시 기숙사 사감에게 알려야
합니다.
용평리조트 밖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만 18세 미만의 학생은
부모님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부모님께서는 학생이 캠퍼스 밖에
있을 날짜와 시간, 장소, 연락처 등의 정보를 기입한 동의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셔서 학생 출발 24시간 전까지 교무감독의
승낙을 받으셔야 합니다.

모든 학생은 학교 규정을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어기는
학생은 학교 규율에 따라 엄히 처벌될 것이며 퇴학결정 시
참가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

미약한 건강문제에 대해서는 학교 측이나 호텔을 통해 초기 응급
조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 발생시 학생들은 바로 응급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기숙사 사감에게 연락을 해야
합니다.
음악학교 프로그램에 현장등록 시 기숙사 사감들의
연락처를 알려드립니다. 모든 응급 상황에 대비하여 국내에서
오는 학생뿐 아니라 외국에서 오시는 학생들도 반드시 의료
보험증을 소지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학생들은 응급 상황 시 발생하는 모든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대관령국제음악제는 의료비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근로 장학생

대관령국제음악제 음악학교는 참가 학생 중 소수의 근로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근로 장학금 지원 신청은 온라인 지원 시 받았으며,
서류심사 및 전화 면접을 포함한 엄격한 선발 절차를 거쳤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숙사 사감 (Resident Counselors)
기숙사 사감은 다른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학생들의
공동생활을 학교 규율에 따라 감독합니다. RC 한 명당 약 15 명의
학생들의 등록, 캠퍼스 안팎 생활 및 활동 관리, 귀가 시간 점검을
감독할 것이고 학생 생활에 관련하여 직무를 담당할 것입니다.
모든 학생들은 RC 의 인솔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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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역사(On-Site Translator/Interpreters)
음악학교 통역사는 인터뷰 절차를 밟아 선발된 음악학교 학생으로
클래식 음악에 전문적인 지식과 용어를 모국어와 외국어로
능통하며 음악학교 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을 돕게 됩니다.
주로 마스터 클래스 등 공식 일정에 직접 참여하게 되며, 상황에
따라 순차 혹은 동시 통역을 하게 됩니다. 음악학교의 공식언어는
영어와
한국어이며,
일본어와
중국어는
보조
언어로
규정되어있습니다.

• 시외버스이용*
횡계 터미널까지 택시를 탄 후, 동서울 터미널로 가는 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버스는 오전 6시50분부터 오후 8시20분까지
매 시간 운행됩니다.

레져 시설

• 인천공항 시외버스
개별적으로 인천공항까지 가는 학생들은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인천공항까지 1일 2회 운행되는 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버스 운행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알펜시아 리조트는 아름다운 경관과 여러 레져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성수기 기간 동안 열리는 대관령국제음악제 기간
동안에 많은 관광객과 외부인이 알펜시아 리조트를 찾고 있습니다.
음악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위한 레포츠 할인 내역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업데이트 됩니다.

퇴실 및 출발**
모든 학생들은 8 월 4 일 화요일에 용평 리조트에서 퇴실하셔야
합니다. 숙소 퇴실 시 방 열쇠는 호텔/콘도의 프론트 데스크가
아닌 음악학교 스태프에게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 GMMFS 버스 이용 시
모든 학생들은 8 월 4 일 화요일 GMMFS 에서 제공하는 버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버스는 용평 리조트에서 출발합니다.
인천국제공항 행: 오전 4 시 와 오전 10 시 출발
서울 예술의 전당 행: 오전 10 시 30 분 출발
■ 대중교통 이용 시
• 알펜시아/용평 리조트 셔틀버스*
노선:
알펜시아- 용평리조트-종합운동장-압구정-명동
출발 시간: 오후 1시30분(알펜시아리조트 웰컴 센터)
오후 2시(용평리조트 타워콘도)
도착 시간: 오후 4시 (종합운동장), 4시 30분 (압구정), 5시 (명동)
가격:
₩17,000 (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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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노선: 횡계 터미널-동서울 터미널
가격:
택시-약 ₩10,000원/버스-약 ₩14,500(편도)

버스 노선: 강릉 – 알펜시아 리조트 – 김포공항 – 인천공항
버스 시간: 오전 8 시 35 분 & 오후 2 시 35 분
도착 시간: 오전 8 시 35 분(리조트)-오전 11 시 40 분(인천공항)
오후 2 시 35 분(리조트)-오후 5 시 40 분(인천공항)
출발 장소: 알펜시아 리조트 웰컴센터 앞
가격:
약 \29,000 (편도)
좌석이 조기 매진될 수 있으므로 이용을 원하는 학생은 미리
예약할 것을 권장합니다. 예약과 관련된 문의는 알펜시아
리조트의 웰컴센터(033-339-1221) 또는 음악학교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도착 시간은 교통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조기 퇴실 시
음악학교 참가 학생들은 명시된 퇴소 일(8 월 4 일)까지 음악제에
참여하는 것을 규정으로 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찍
퇴실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음악학교 사무실을 방문하여 음악학교
팀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8 월 4 일 이후 리조트에서 머무를 생각이 있는 학생들의 숙식
및 기타 필요 사항은 일체 학생 및 학부모의 본인의 책임이며
대관령국제음악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일정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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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령국제음악제 음악학교(GMMFS)
서울시 종로구
구 새문안로 3 길 30
0 대우빌딩 808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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