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년 세인트 조지 국제 음악 축제 정보
모집부문
피아노,바이올린,비올라,첼로,하프,오보에,클라리넷,플룻,바순,콘트라베이스,타악
기,색소폰,기타,재즈(콘트라베이스,피아노,성악),성악
참가 조건
세인트 조지 국제 음악 축제와 마스터 클래스는 그리스의
아스프로발타에서 2016 년 7 월 26 일부터 8 월 1 일에 개최됩니다.
아스프로발타에는 문화,음악,유적지와 아름다운 여름 휴양지로 잘 알려진 곳입니다.
그리스의 가장 유명한 천연 동굴과 크리스탈같이 맑은 지중해에서 해수욕을 즐길
수 있습니다. "Rentina 성"과 같은 매우 중요한 고고학 명소에 방문, "Amfipolis"또는
스타게이라에있는 철학자 "ARISTOTELES 공원", 그리스의 가장 큰 해변 중 하나인
바닷가를 참가자가 아스프로발타에서 체류하는 동안 즐길 수있는 관광 명소 중
일부입니다.
마스터 클래스 / 과정
마스터 클래스는 자신의 능력을 향상하고 새로운 음악적 지평을 발견하고자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교수진에 의해 참가자의 서류 심사를합니다.
세인트 조지 국제 음악 페스티발과 마스터 클래스는 미성년자에(16 세 미만)대한
어떠한 법적 보호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일시 마스터 클래스에 참가 할수있는 자격;
,1.미성년자 미만 16 세 경우
참가 학생은 부모뿐만 아니라 성취 부모의 위임장,혹은 그에 준하는
성인을(예;부모로 부터 위임장을 받은 인솔 교수) 동반 해야 합니다. (명확하게

페스티발측에, 필요한 책임자 이름과 미성년자인 학생 이름,세부 사항이 기재된
위임장이 제출되어야합니다. 부모 동반시 숙박에 따른 추가요금이 발생합니다.
미성년자 16-18,세가 된 경우
신청서와 함께 한 부모의 서명이된 동의서가 첨부되야 합니다. (텍스트는 웹
사이트에서 찾아 볼 수있습니다)
세인트 조지 국제 음악 페스티발과 마스터 클래스 수업의 올해 1 세션을
제공합니다 :
세션 : -2016 년 7 월 26 일 도착, 8 월 1 일 출발
참가자들은 자신의 여권과 마스터 클래스의 참가비를 납부한 은행 영수증을 도착
당일 19:30 까지 아스프로발타의 페스티발 (지도에 표시됩니다)사무실에 제출 해야
합니다.
마스터 클래스 / 과정및 기타 상황
숙박;세인트 조지 국제 음악 축제와 마스터 클래스의 참가자가 호텔 객실 또는 호텔
아파트 (취사 가능)에서 2016 년 7 월 26 일부터 8 월 1 일까지 6 일간 지내게 됩니다.
식사;현지 그리스 전통 지중해 가정식과 가벼운 식사가 타베르나에서 하루 두번
제공됩니다
요청 된 교수와 수업,등록이 6 월 10 일 2016 년까지 확인된후, 세인트 조지 국제
음악 페스티발의 마스터 클래스는 학생이 희망하는 교수와 함께 수업을
받고,더이상의 오디션은 없습니다.
참가자들은 축제 기간 동안 4 번의 개인 레슨을 받게됩니다. 참가자가 더 많은
수업을하고자하는 경우, 페스티발의 비서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수가 마스터 클래스의 참여를 일신상의 이유로 갑자기 취소 할 경우, 학생은 다른
교수에게 수업을 받거나 또는 수업료가 완전히 환불됩니다 ** 두가지중 선택 가능.
피아노 반주자는 모든 클래스에 제공됩니다. 각 참가자는 마스터 클래스 중 두 개의
세션에 대한 반주자와 함께 수업에 참여할 수있는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더 많은
연습이 반주자와 필요한 경우, 축제의 비서실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실내악 마스터 클래스; 참가 학생의 수준이 담당 교수의 판단하에 실내악 세션의
일부를 참가할 수있다고 할 경우,선발된 학생들은 축제 기간 동안 4 번의 실내악
수업을 받게됩니다.
마스터 클래스의 메인건물,호텔 객실 또는 호텔 아파트 중 모든 참가자 연습의
가능성에대한 정확한 정보는 26 일 도착 당일 제공 됩니다

참가학생의 솔로 연주 또는 실내악 연주를위한 간단한 연주복 지참 필수
콘서트 홀의 페스티발에 관련된 공연의 모든 이벤트에 무료 입장,
강의 / 회의,영화, 실내악 공연, 등
제출 서류
신청서 온라인으로 (웹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진 (특정 크기 필요하지 않고,이메일로 전송)
부모의 승인서(필요한 경우, 웹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참가비 890 유로의 은행 영수증
모든 대응 및 필요 서류 (사진, 추가 요구 사항, 질문 등)는 다음의 주소로 메일할 수
있습니다 :
stgeorgemusicfestival.office@gmail.com
우편으로 서류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지불;신청 마감인 5 월 30 일 2016 년까지 890€ 전액 완불이되야 호텔 예약이 됩니다.
마스터 클래스 / 코스의 참가비를 지불하지 않을경우 참가 절차가 진행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터 클래스의 참가비 지불은 다음 은행 계좌를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
북부 헬라스의 음악 회사 (MCNH)
Sq.Ippodromiou Nr. 9
54621 테살로니키, 그리스
은행 : Eurobank S.A.
Account No: 0026 0125 87 0101354346
IBAN: GR1002601250000870101354346 Swift,
Bic Code: ERBKGRAAXXX

반드시 참가자의 이름이(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송금 불가)명확하게
기록된 영수증을 보내주십시오.
모든 은행 수수료및 별도의 여행 수수료는 참가자가 부담합니다.
세인트 조지 국제 음악 축제와 마스터 클래스는 사용자의 참여 (6 월
10 일 2016 년까지) 가확인되는 경우, 교수의 서류심사 또는 지불에 관련된 발생할
수있는 또 다른 문제점에 대한 추후 여부를 메일로 받게됩니다.
유효한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가를 취소할 경우
1.6 월 10 일 2016 년 전에 취소하는 경우;
수수료 190 유로를 제외하고 700€가 환불됩니다.
2.6 월 10 일 2016 년 이후에 취소 할 경우;
참가비 전액은 환불 될 수 없습니다.
공항으로 부터의 교통 수단
버스 요금 : 30, - €
참가자의 편의를 위해 희망자에한에 도착 일 7 월 26 일 2016 년, 마케도니아
테살로니키 공항에서 참가자를 아스프로발타까지(테살로니끼에서 85
킬로미터)서비스하는 페스티발 버스가 대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출발 당일 8 월 1 일 2016 년에도 동일 버스가 테살로니키를 경유 마케도니아
데살로니끼공항 으로 참가자를 서비스 합니다.
이 옵션은 30 유로의 추가 요금이 있습니고, 페스티발 버스를 이용하고자하는시,
등록 (신청서의 해당 박스에 체크) 이 필수입니다. 등록 을 안할 경우 좌석 보장을
못합니다(부킹제)
테살로니키에서, 버스 또는 택시를 이용하여, 아스프로발타에로 가실수도
있습니다. (정보는 이메일 당 요청 이후 제공). 참고로 택시 이용시 대략 왕복비용은
160 유로로 추산됩니다.
추가 정보
모든 참가자가 마스터 클래스 기간동안 서로 다른 시대의 적어도 두 개의 작품을
준비해야합니다. 자신의 악보 (솔로 파트와 피아노 반주 모두)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실내악 악보는 6 월 10 일 각 참가자에게 이메일로 전송됩니다.담당 교수의
추천하에 실내악 연주자 선발이 첫 수업에 있을 것입니다
조직은 참가자의 악기 또는 개인 소지품이 도난 또는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관한
모든 책임을 일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참가자가 개인 여행 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합니다.
학생들의 구내에 재산 손해에 대한 재정적 책임이 있습니다.
* 참여 정보와 조건이 참가자에 대해서만 유효합니다.
** 숙박 요금 -2016 년 7 월 26 일에서 8 월 1 일 (6 일)까지 - 신청 마감 후 환불 할 수
없습니다 (2016 년 6 월 10 일)
모든 이전 문서는 2016 세인트 조지 국제 음악제 © 무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