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타이베이 뮤직 아카데미 및 페스티벌

신청 안내
등록 절차：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선발 영상을 업로드하고 등록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 2022 년 4월
15일까지 등록비를 지불하십시오. 각 악기의 레퍼토리보기.

오디션 영상에 대한 제한：
1. 모든 오디션 동영상은 무편집, 원테이크로 녹화해야 합니다. 오디션 동영상은 파일 하나에 한 곡만으로
녹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정된 순서대로 온라인 신청사이트에 업로드해 주세요.
2. 오디션 지정곡은 독주곡, 혹은 합주곡이 있을 경우, 1년 안에 열린 음악회 현장 녹화 동영상으로 사용
해도 됩니다.
3. 만약 오디션 동영상에 편집한 내용이 있을 경우, 신청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이 점은 꼭 주의해야 합니
다. 업로드하기전에 반드시 다시 한번 동영상 내용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악기 선택：
현악기 :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베이스
관악기 : 플루트,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 프렌치 호른, 트럼펫

연령 제한：
15 ~ 30 세 ( 2022 년 8월 1일 이전)

*18세 미만 지원자는 보호자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동의서 서식 파일 다운로드)

등록 날짜：

등록비：

조기 할인 등록 기간 : 2022 년 1 월 15 일 ~ 2 월 15 일
일반 등록 기간 : 2022 년 2 월 16 일 ~ 4 월 15 일* 동부 일광 절약 시간 (EDT)

조기등록 할인 : US$60
등록 가격 : US$100

수업료 및 숙식비：
수업료: US$2,000
기숙사비: US$500

합계 : US$2,500

장학금：
1. TMAF는 뛰어난 학생에게 장학금 및 학생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우수학생 장학금은 별도의 신청서가 필요
없으며 입학통지와 함께 통보됩니다.
2. 교통 보조금 및 숙박 보조금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3. 학자금 보조 지원 신청서는 입학 후 필요에 따라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해야합니다
.

숙박 및 식사：
기숙사는 국립 타이베이 예술 대학 학생 기숙사 (더블룸)에 있으며, 1 인실로 업그레이드해야하는 경우
추가 업그레이드 비용을 지불해야합니다. 수업료에는 숙박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캠
퍼스 밖에서 숙박이 가능하나, TMAF 페스티벌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수있도록 캠퍼스에서 숙박하는것
을 권해드립니다.

교통：
. 것입니다
TMAF는 콘서트 당일과 투어 중에 모든 학생들에게 교통편과 숙박을 제공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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