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국가 공인 프라이너 콘서바토리

프라이너 콘서바토리는 음악 및 음악극예술 교육기관으로 국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공인받은 전통을 지닌 국제적인 음악원이다.
본 음악원에서는 전문적인 실기교육과 예술분야 디플롬학위를 취득할
수 있으며, 서양고전음악과 재즈음악 교육을 통해 전문 예술인
양성과 직업진로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음악교육학
(기악 / 성악) 디플롬학위도 취득할 수 있다.

전공학과
클래식 : 피아노, 실내악, 반주, 성악, 가곡과 오라토리오,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베이스, 플루트, 클라리넷, 오보에, 바순, 호른,
트롬본, 트럼펫, 튜바, 기타, 하프, 아코디언, 타악기, ..
오케스트라 레퍼토리
작곡과 음악이론
지휘
오페라: 오페라,오페라 레퍼토리, 오페레타, 뮤지컬

재즈 : 재즈 피아노, 재즈 보컬, 재즈 기타, 재즈 색소폰, 재즈 타악기,
재즈 전자베이스, 재즈베이스 / 재즈 더블베이스, 재즈 바이올린, 재즈
관악기 ...
음악교육(기악 / 성악): 클래식 및 재즈 연구 분야 (팝 / 실용음악
가능)

입학시험 및 입학시험 신청
입학시험은 학기초와 학기말에 가능합니다 (학기중 입학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입학 시험 신청을 위해 작성한 등록 양식과 짧은
이력서를 아래 메일주소로 보내기 바랍니다.
office@konservatorium-prayner.at
입학시험을 위해 악보와 여권 및 입학시험 신청금 또는 입학시험
신청금송금 증명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입학시험 신청금은 50
유로입니다. 또한 입학시험에 합당한 단정한 복장이 요구됩니다.
기악과시험은 서양 고전악기만 가능합니다.
입학시험 곡: 서양고전음악과 재즈 (악기와 보컬) 디플롬학위
(오페라, 오페라 레퍼토리, 오페레타, 뮤지컬, 지휘, 코칭, 작곡, … )
과정
입학시험곡은 최소한 3-4 곡을 준비하여야 하고, 입학시험 신청 후
자세한 시험과정은 이메일을 통해 알려 드립니다. 입학시험 합격에
따른 점수를 토대로 하여 학년배정이 이루어집니다.
음악교육과 (기악 / 성악)
전공학과의 시험이 필수로 요구됩니다. 자세한 입학시험 조건은
신청이 접수된 후 이메일로 통보되어집니다. 입학시험 합격에 따른

점수를 토대로 하여 학년 배정이 이루어지며, 추가로 우수한 독일어
실력이 요구됩니다.
입학시험에 합격되면 입학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참할 서류는
여권, 여권사진 2 장, 성적증명서 (독일어 또는 영어 번역본),
입학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명해야하며 등록금 (한학기당 1050 유로
상당 및 등록신청비 100 유로, 총 1150 유로) 을 납부해야 합니다.
주의: 예비과 과정은 학교 학장과 상담 한 후에 결정됩니다.

학위과정과 기간
학위과정은 보통 6 년 (4 년: 재즈과, 오페라과, 지휘과, 작곡과,
음악교육과 (성악 / 기악)) 입니다. 입시에 따른 학년 배정에 따라
학위과정이 짧아질 수 있으나 최소 학위과정은 3 년이 요구됩니다.
프라이너 학위과정은 교과 과정에 따라 전공실기와 이론 및
실기부수과목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공실기 과정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회의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졸업시험은
평가위원회 앞에서 실기시험으로 이루어지고, 교육과의 경우
평가위원회 앞에서 교사자격 시험으로 이루어집니다.
모든 수업은 독일어로 강의 되므로 학과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독일어과정을 수강하는 것이 좋습니다.
졸업시험에 합격하면 프라이너 음악원에서 조직 정관 (교육학과는
국가 인정 교사자격증 취득) 에 따라 국가에서 인정된 디플롬 학위를
취득 할 수 있습니다.
등록금
등록금은 웹사이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과의 등록금은
유럽 연합 제외 국가 학생의 경우, 주당 1 회 전공수업과 이론과목이
포함되어 2100 유로이며, 실기부수과목 (피아노, 성악, 딕션)
수업료는 포함되지 않고 별도입니다.

입학시험료는 1 회에 50 유로입니다. 연간 입학신청바는
100 유로입니다.
일부 학과 (오페라, 오페라 레퍼토리, 오페레타, 뮤지컬, 지휘, 교육학)
의 경우는 추가 학비가 요구됩니다.

VISA/ 거주허가증
"학생 거주허가증“ (학생 비자) 은 오스트리아에서 신청하거나 혹은
한국에서 주한 오스트리아 대사관 (영사관) 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학생 거주허가증“ (학생 비자) 을 신청하려면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학교 등록증명서, 의료보험증명서, 은행잔고증명서 (오스트리아에서
생계 보장 비용), 거주 증명서, 그외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그런경우 주한 오스트리아 대사관 (영사관) 이나 주 오스트리아 한국
대사관 (영사관) 에 직접 문의 하십시오.

Remark: The purpose of this translation is to provide some first information without
guarantee regarding the correctness and completeness.

Video Excerpts
New Year’s Concert - 1, 2, 3, 4, 5, 6, 7, 8, 9, 10, 11, 12
Chamber Music - 1, 2, 3, 4
Christmas Concert - 1, 2, 3, 4/1, 4/2,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