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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립음악대학에서  
유학해야 하는 10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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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의 권위있는 공연장에서 연주 및 
발표의 기회

여러분은 런던 전역 곳곳에서 세계 음악
계를 이끄는 지휘자들 및 예술가들과 함
께 연주할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작곡
자들은 RCM 연주자들이 생명을 불어넣
은 자신의 작품을 들을 수 있습니다.

탁월한 교수들의 가르침

풍부한 경험을 갖춘 헌신적인 교수진은 
자신의 분야에서 세계 최고로 손꼽힙니
다. 교수들의 대부분은 런던의 주요 오케
스트라와 앙상블에서 수석 연주자로 활약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시설

최근 몇 년 간, 캠퍼스의 변화와 확장을 통
해 훌륭한 공연 시설은 물론 최첨단 기숙
사 시설까지 갖춘 왕립음악대학은 세계 
수준의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커뮤니티와의 일체감

전 세계 60여 개 이상의 국가에서 온 학생
들과 함께하는 RCM은 런던 중심에 위치
한 국제적인 커뮤니티입니다. 국제적인 배
경을 갖춘 실력 있는 전문 교수진 또한 여
러분이 전 세계의 음악도들과 함께 학업
과 우정을 쌓을 수 있도록, 우호적이고 역
동적이며 다양한 음악적 환경을 만들고 있
습니다.

03 글로벌 음악가를 위한 준비 과정

135년 이상 국제적으로 성공한 졸업생
들을 배출해 온 왕립음악대학에서 여러분
도 세계를 이끄는 음악가로 성장할 수 있
습니다.

04 예술적 영감을 주는 도시 런던에 위치

런던 중심부의 위치는 물론, 매 해 널리 알
려진  BBC Proms 페스티벌이 열리는 로
열 앨버트 홀 바로 맞은편에 자리한 왕립
음악대학은 그 어떤 학교보다 뛰어난 위
치를 자랑합니다.

05 전문적인 경험의 습득

크리에이티브 커리어 센터는 런던의 권위 
있는 행사와 공연장에서 연주할 수 있는 
풍부한 기회를 제공하여 보다 큰 커뮤니
티에서 음악을 향한 열정을 표현할 자리
를 선사합니다.

08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의 활용

디지털 기술의 활용 면에서 세계적인 리
더인 RCM은 최신 가상 학습 환경, 최첨
단 연구 및 혁신적인 시설을 통해 재학생
들이 성공적인 커리어를 준비하도록 지
원합니다.

09 맞춤형 학업 과정

우리는 박사학위에 이르기까지 자체적으
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영국 유일의 컨
서바토아 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자신의 
꿈에 맞는 맞춤형 학업 과정을 만들 수 있
음을 의미합니다.

10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에 참여

RCM은 왕성한 연구 활동을 하는 커뮤니
티로 국제적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역량이 수업의 수준을 높이고 여
러분이 예술가로서 충분히 발전하도록 도
움을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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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2년 에드워드 7세에 의해 건립된 왕립음악대
학은 세계 최고의 컨서바토아 중 하나입니다. 2016
년부터 2019까지 4년 연속 QS World University 
Rankings의 공연 예술 컨서바토아 부문 영국 1위를 
차지하는 등, 자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135년이 넘
도록 우리는 세계 각국으로 재능 있는 음악가들을 배
출하고 있습니다. 왕립음악대학에서 여러분은 세계 음
악계를 이끄는 작곡가, 지휘자, 성악가, 연주자로 성장
하는 전통을 잇게 될 것입니다.

왕립음악대학은 학생들에게 방대한 공연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케스트라 연주회, 오페라, 
실내악 공연, RCM 작곡자들의 작품 발표 등, 매 
해 500회 이상의 이벤트를 런던 전역의 멋진 공
연장에서 개최합니다.

왕립음악대학은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재능을 
찾아가는 발견의 여정을 격려합니다. 자신의 분
야에서 최고로 손꼽히는 교수진은 물론 최첨단  
연구와 혁신적인 마인드를 지닌 전문 인력들이  
학생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멘토링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2017년에 RCM은 영국 정부의 
TEF (Teaching Excellence Framework) 평가에
서 학부 과정에 대한 탁월한 교육과 학습 성과를 
인정받아 골드 등급을 받았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수준 높은 연구의 비율이 
가장 높아 2014년 Research Excellence 
Framework에서 런던 최고의 컨서바토아로 선정
된 RCM은, 학생들로 하여금 연주력은 물론 연
주력의 내면에 깃든 음악에 대한 탐구에도 정진
하도록 적극 권장합니다.

우리는 우리 대학의 전통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
는 동시에 디지털 혁신의 선두 주자로서 음악의 
경계에 도전하는 자세도 지니고 있습니다. RCM
의 탁월한 교수진, 뛰어난 시설, 크리에이티브 커
리어 센터 등이, 미래를 이끌 음악가가 될 여러분
을 도울 것입니다.

Colin Lawson 교수/총장 
CBE, MA (Oxon), MA, PhD, DMus, FRCM, 
FRNCM, FLCM, HonRAM

국
제

학
생

 안
내

서
 

환 
영 
합 
니 
다



05—04

왕
립

음
악

대
학

 (RC
M

)



왕립음악대학은 국제적인 커뮤니티를 학교의 가장 큰 자
자산으로 생각합니다. 전체 학생 중 반 이상이 영국 외에
서 온 국제학생들이며 출신 국가도 60개국 이상으로 매우 
다양합니다. 우리의 교수진들 역시 전 세계의 다양한 나라
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Princeton University과 Nanyang 
Academy 같은 교육 기관들과 협업하여 학업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외국 생활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언제나 고국처럼 편안하게 생
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할 것입니다. 행정
부서는 물론 학생 서비스 부서의 직원들이 비자
나 이민, 재정 자문에서부터 학교생활까지 다양
한 범위에 걸쳐 국제학생들에게 필요한 조언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동료 학생들 역시 여러분이 외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학생회 (Students’ 
Union) 주관의 사교 행사와 기숙사 환영 행사 등 
대학내 활동을 통해 서로를 알 수 있는 다양한 기
회가 있습니다. SU는 Jazz Society나 Football 
Society등 학생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활동 단체
를 아우르는 학내 사교 네트워크의 중심입니다.

또한 다양한 학생들의 의견을 대표하는 단체로
서, 학내 생활의 다각적인 측면에 대해 대학 측에 
정기적인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학생들의 건강한 
정신과 신체를 위한 복지가 SU의 최우선 과제이
며, 모든 학생들이 학업 내내 적절한 지원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대학 내 학생 지원부와 긴밀히 협
조하고 있습니다.

세계 80여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왕립음악대
학 졸업생들은 우리 대학에서 보낸 기억을 매우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여러분 또
한 세계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최고의 환대
와 교육 환경을 이곳에서 찾으리라 확신합니다.

Kevin Porter 부총장 
HonRCM

Maxim Vengerov와 마스터 클래스에서 연주를 한 뒤 
부족했던 제 자신감이 커졌어요. 이제 무대를 즐길 수 있고 
예전보다 더 쉽게 관객과 제 음악을 나눌 수 있어요!

Katherine Yoon, Bachelor of Music (H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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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M을 통해 저는 많은 작곡 워크샵과 작곡 대회, 
마스터 클래스에 참여할 기회를 가졌고, 연주자들
과 함께 정기적으로 작업할 수 있었어요.

Carla G Ginjaume, Master of Music in Com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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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립음악대학은 학생들에게 비교할 수 없는 탁월
한 공연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스터 클래스
에서부터 실내악 공연, 오케스트라 콘서트, 오페라
까지 매년 500회 이상의 이벤트를 통해 학생들이 
가능한 최대의 연주 경험을 쌓도록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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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www.rcm.ac.uk/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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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M 오케스트라 및 앙상블

왕립음악대학에는 바로크에서부터 현대 음악, 
현악단 및 재즈 빅밴드까지 다양한 레퍼토리
를 구사할 수 있는 다수의 대학 내 앙상블이 있
습니다. 

왕립음악대학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세계 최고
의 지휘자 및 아티스트들과 함께 로열 페스티
벌 홀 같은 외부 시설에서 정기적으로 공연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함께한 아티스
트로는 Martin André, Vladimir Ashkenazy, 
Andrew Gourlay, Bernard Haitink, Vladimir 
Jurowski, Rafael Payare, Steve Reich, Jac 
van Steen, John Wilson, Thomas Zehetmair 
등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학생들은 학내 앙상블의 다채로운 
레퍼토리와 RCM New Perspectives, From 
the Soundhouse 전자 음악 시리즈에서 선보이
는 새로운 음악, RCM Swing and Big Bands
의 재즈 음악 등을 통해 다양한 음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협연의 기회 또한 마련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RCM의 졸업생인 Andrew Gourlay가 퀸 엘
리자베스 홀에서 Rachmaninov의 피아노 협주
곡 3번을 지휘했습니다. 또한 Szymanowski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Chaminade의 플룻 협
주곡, Ravel의 왼손을 위한 협주곡, Weber의 
바순 협주곡 그리고 Dutilleux의 Sur le même 
accord등이 공연되었습니다.

실내악

실내악 연주 시리즈에서 독주 혹은 중주를 할 수 
있으며, 런치 타임 및 러시아워 콘서트는 지원
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학
생들은 교내 공연장 뿐만 아니라 로열 앨버트 
홀, 카도간 홀,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을 비롯
한 런던 전역의 다양한 시설에서도 공연할 수 있
습니다. 또한, 객원 앙상블인 Harlem Quartet과
Sacconi Quartet의 전문적인 연주자들과 함께 
연주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오페라 제작

왕립음악대학 오페라 스튜디오는 매년 완전한 
무대를 갖춘 오페라 세 작품을 정식으로 제작합
니다. 오페라 제작에는 세계 최고의 감독과 디자
이너, 안무가들이 참여하며, 학생들은 지원과 격
려 속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체득합니다.

더불어 RCM 작곡가들이 만든 미니 오페라를 2
년에 한 번씩 완성된 무대로 선보이기도 합니다.

협업 및페스티벌

왕립음악대학에서는 매년 다양한 협업이 이루
어지며, 학생들은 Great Exhibitionists 시리즈
를 통해 자신만의 특별한 이벤트를 기획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의 전폭적인 지원과 
멘토링을 바탕으로, 오늘 날 클래식 음악이 갖
는 의미를 새롭게 정의할 만한 자신만의 독특
한 프로젝트를 창조하고 선보이기 위해 협업합
니다. 왕립음악대학의 음악도들은 왕립미술원
과 내셔널 갤러리에서 사용되는 음악을 창작하
기도 합니다. Chamber Orchestra of Europe
에서 활동하는 수석 연주자들 또한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학생들과 함께 작업하고 연주합니다.

왕립음악대학에서는 매년 다양한 학부의 공연
을 감상할 수 있는 여러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매년 열리는 5일 동안의 키보드 페스티벌에서
는 하루 종일 계속되는 실시간 연주 스트리밍
이 돋보이며, 퍼커션 페스티벌은 세계적인 타
악기 연주자들의 공연을 감상할 특별한 기회를 
선사합니다. 슈퍼 스트링 선데이는 감각적인 
현악의 세계를 펼쳐 보이며, 비올 페스티벌은 
고전 연주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온라인으로 감상하세요.

다수의 RCM 연주회들이 공식 웹사이트  
www.rcm.ac.uk/live를 통해 실시간 스트리
밍 됩니다. 특히 런던 외에 거주하는 가족이나 
친지가 여러분의 연주와 함께 할 수 있는 훌륭
한 방법입니다. 실시간이 아닌 지난 연주 또한 
www.youtube.com/RCMLondon을 통해 감
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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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은 늘 음악 공연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죠. 런
던에 온 것은 많은 콘서트에 참석하고 이 도시의 
활기찬 문화를 탐험할 수 있음을 의미해요.

Andrés Villalobos, Bachelor of Music (H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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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은 세계에서 가장 국제적인 도시
로, 세계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입니다. 문화의 수도 런
던에 위치한 왕립음악대학에서의 학
업은 그 자체로 여러분에게 멋진 기
회를 선사할 것입니다.

런 
던 
에 
오 
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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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영 
합 
니 
다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www.rcm.ac.uk/location

왕립음악대학의 학생들은 Royal Festival 
Hall, Royal Albert Hall’s Elgar Room, 
Kings Place, St Martin-in-the-Fields,  
St James’s Piccadilly와 같은 런던 전역의 대
표적인 공연장에서 연주합니다. 또한 Royal 
Academy of Arts, Victoria and Albert 
Museum, Science Museum과 같은 교회나 
박물관 또는 갤러리 등에서 연주할 기회도 있
습니다.

매 해 멋진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런던의 주요 
오케스트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명성의 음
악가, 지휘자 그리고 앙상블의 연주를 런던 전
역의 아름다운 공연장에서 접할 수 있습니다. 
런던은 세계적인 수준의 연극과 무용, 예술, 역
사적인 관광 명소를 선사합니다. 또한, 무료
로 방문할 수 있는 박물관과 갤러리 또한 다양
합니다.

사우스 켄싱턴에서의 학교생활

RCM은 런던에서 가장 유서 깊고 매력적이며 
활기찬 곳인 사우스 캔싱턴의 로열 앨버트 홀 바
로 맞은 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왕립음악대학은 런던의 문화 활동 중심지인 
Exhibition Road Cultural Quarter의 중심에 
있습니다. 학교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한 
사우스 켄싱턴 지하철역에서 런던의 활기찬 분
위기를 쉽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  학생회의 큰 규모와 활발한 활동으로 유명한 
런던의 명문 대학 임페리얼 칼리지

•  매년 BBC Proms 페스티벌이 열리는 로열 앨
버트 홀

•  영국 최대 규모의 3개 박물관: 과학 박물관, 자
연사 박물관,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

•  런던에서 가장 매력적인 공원 중 하나인 하이
드 파크

•  왕립미술대학

•  독일 문화원, 오스트리아 문화원, 프랑스 문화
원, 이스마일리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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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수준의 무대

왕립음악대학은 세 개의 대형 공연 장소를 보
유하고 있습니다. Amaryllis Fleming Concert 
Hall은 왕립음악대학 오케스트라와 대규모 앙
상블 리허설 및 콘서트를 가질 수 있는 주요 공
간입니다. 새로운 Performance Hall에서는 다
양하고 활기찬 공개 콘서트들이 열립니다. 오케
스트라 피트가 설치되어 있는 Britten Theatre는 
런던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오페라 무대 중 하나이
기도 합니다.

실내악 및 독주회 무대로는 새로운 
Performance Studio와 로열 앨버트 홀이 내다
보이는 Parry Rooms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리
허설, 마스터 클래스, 콘서트, 커뮤니티 워크샵, 
전시회 등, 다양한 협업 음악을 위한 더 친밀한 
장소를 제공합니다.

우리 대학의 새로운 시설에 대해서는  
www.rcm.ac.uk/facilities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교육 및 연습

왕립음악대학의 캠퍼스는 개인 연습을 위한 방
음 시설, Amadeus 뮤직 팟을 다수 갖추고 있습
니다. 또한 오페라 제작을 위한 새로운 탈의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연자들의 편의를 위해 현악
기 및 피아노 테크니션 또한 상주하고 있습니
다. 악기 보관 장소는 물론, 교육과 연습 양쪽 모
두를 위해 시청각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도 있습니다.

퍼커션 스위트는 2015년에 문을 열었으며 팀
파니와 마림바 등 특정 악기를 위한 전용 공간, 
멀티 퍼커션룸, 마스터 클래스를 위한 대규모 공
간, 맞춤형 녹음 스튜디오 룸 등이 돋보입니다.

디지털 지원

고도로 숙련된 기술 팀은 다양한 IT 지원 서비스
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학업지원에 필요한 기술
을 지속적으로 개선,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여
러분이 세계 어디에 있던지 온라인 기기를 통해 
RCM의 온라인 학습 플랫폼인 learn.rcm에 접
속하여 학업을 이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초고속 화상 회의를 이용하여 전 세계의 파
트너들과 함께 협업 마스터 클래스, 강의, 연주 
공연을 진행합니다.

RCM 스트림

다수의 RCM 연주회와 이벤트들은 전문가에 의
해 녹화, 녹음됩니다. RCM 학생들은 대학 내부 
온라인 저장소인 RCMStream을 통해서 공연, 
녹화된 강의, 교수진 이벤트 등을 시청할 수 있
습니다. 또한 이 가치 있는 교습 수단을 이용하
여 자신의 연주를 분석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

RCM 스튜디오

최신 음향 및 영상, 작곡 테크놀로지 설비는 연
주자와 작곡가들에게 전문적인 스튜디오 환경
에서 작업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학생들은 적은 
비용으로 전문 엔지니어를 갖춘 스튜디오를 예
약하여 오디션 제출, 본인 홍보 및 기타 용도의 
레코딩과 비디오 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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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립음악대학이 보유한 자원은 국제적으
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설
비 투자를 통해 여러분의 학업 증진을 지
원하고 있습니다.

캠 
퍼 
스 
및 
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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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립음악대학에 입학함으로써 여러분은 끊
임없이 펼쳐지는 성공사례의 일부가 됩니
다.135년 이상 본교의 학생들은 세계 무대를 
빛내 왔으며, 여러분 또한 세계 음악계를 이끄
는 작곡가, 지휘자, 성악가, 그리고 연주자의 
발자취를 즐겁게 따를 수 있습니다.

학 
업 
및
발 
견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www.rcm.ac.uk/research  
www.rcm.ac.uk/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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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존경받는 학위

왕립음악대학에서는 목표와 선호하는 전문성
에 맞춰 학업 과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학업
의 진척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자신이 원하는 대
로 학위 과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왕립음악대학에서 가장 중요한 경험은 지도 교
수와 함께하는 개별 1:1 레슨입니다. 본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전문가들에게 교육을 받게 됩니다. 

학생들은 마스터 클래스, 오케스트라 프로젝
트, 워크샵 같은 다양한 공연 활동뿐만 아니
라 교수진 중심의 수업과 과제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Emanuel Ax, Dmitri 
Bashkirov, Peter Donohoe, Angela Hewitt, 
Lang Lang, Maximiliano Martín, Murray 
Perahia, Sir András Schiff, Kathryn Stott, 
Mitsuko Uchida, Mats Zetterqvist 등 세계적
인 음악가들이 방문하여 함께하는 수업과 공연 
시간 또한 정기적으로 마련합니다.

RCM 도서관

왕립음악대학 도서관은 친근하고 전문적인 팀
에 의해 운영되며, 재학 기간 동안 필요한 지원
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소장 자료는 
출판된 악보부터 도서, 잡지, 음반을 비롯하여, 
Oxford Music Online, medici.tv, Naxos 
Music Library와 같은 온라인 자료까지 다양
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www.rcm.ac.uk/library에서 자세한 내용
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CM 박물관

주요 개발을 거친 후 왕립음악대학 박물관은 1
만 5천 점 이상의 악기, 이미지, 조각품으로 구
성된 RCM 컬렉션을 전시하는 전용 갤러리 및 
체험 공간으로 다시 개장될 예정입니다. 또한 학
생들은 온도와 습도가 조절되는 연주 공간과 연
구 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컬렉션의 다수 소장품은 Google Arts and  
Culture를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온라인 
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www.rcm.ac.uk/museum

퍼포먼스 사이언스 센터

퍼포먼스 사이언스 센터는 음악이 인간의 심리
와 정신 건강,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비롯해 심
리적, 발달적, 사회적 측면에서 보다 심층적으
로 음악을 연구하는 곳입니다. 본 센터는 혁신
적인 컴퓨터 공연 시뮬레이터 기술을 이용해 
학생들이 공연 불안을 극복하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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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서와 학생 서비스 부서의 직원들은 국제
학생들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준비와 런던에 체
류하는 동안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돕는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비자, 입국, 계좌 개설 및 재정 지원, 부상, 개인 
숙박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모든 학생들이 개
인 정보 보안이 보장된 공정한 자문 서비스를 받
을 수 있습니다.

왕립음악대학은 연중 내내 24시간 운영되는 온
라인 정신 건강 지원 자원인 Big White Wall을 
비롯하여, 학생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 및 자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학 동안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을 경우 카운셀링 서비스
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의 
Chaplaincy Centre에서는 왕립음악대학의 모
든 학생을 환영합니다. 왕립음악대학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한 이곳에서 신앙과 영성에 대
한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페리얼 칼리지 헬스 센터는 왕립음악대학에서 
도보로 몇 분 거리에 있습니다. Prince Consort 
Village를 비롯해 통학 가능한 거리 내에 거주하
는 학생들은 NHS 환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 외의 학생들은 낮 동안 응급 치료가 필요할  
경우 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www.rcm.ac.uk/international에서 영국의  
보건 의료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 서비스 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밀 상담을 원하는 경우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studentservices@rcm.ac.uk

왕립음악대학에서의 학업 및 생활과 관련하
여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 이메일
(international@rcm.ac.uk)을 통해 국제학생 
지원팀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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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립음악대학은 학생들에게 재정적인 문제에 대
한 조언과 연주기회, 알렉산더 테크닉 세션 등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학 
생 
지 
원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www.rcm.ac.uk/student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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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가진 학생들

RCM에서 보내는 생활의 곳곳에서 장애를 가
진 학생들의 참여를 환영하고 격려합니다. 우
리는 특히 난독증과 시각 장애를 가진 학생
들의 지원에 특화된 경험도 갖추고 있습니다. 
www.rcm.ac.uk/disabilities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학금

왕립음악대학은 세계 최고의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해 전념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주나 작곡 
과정의 입학을 위해 오디션에 참가한 모든 학생은 
자동적으로 장학금이나 학업 격려금의 고려 대상
이 됩니다. 2018/19 중에 60% 이상의 재학생들
이 개인, 유산, 기업, 자선 단체로부터 이루어진 장
학금을 통해 재정 지원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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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Prince Consort Village는 왕립음악대학의 학
생들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기숙사로, 음향 처
리된 방에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 이용 서비스: 
주 7일, 하루 24시간 이용 가능한 23개의 전
용 연습실, 영화 상영실, 즉흥 연주 공간, 고속 
Wi-Fi, 세탁실, 리셉션, 피트니스 시설, 자전거 
보관소, 실내 및 실외 공용 공간.

학생 지원

기숙사에는 하루 24시간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으며, 레지던스 매니저와 상주 팀이 학생들
의 생활 편의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
고 있습니다.

위치

Prince Consort Village는 아름다운 수풀이 우
거진 런던 남서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라벤스코
트 파크에서 사우스 켄싱턴까지 운행하는 런던 
지하철을 통해 왕립음악대학으로 편리하게 통
학할 수 있습니다.

라벤스코트 파크의 녹지는 물론 지역 상점과 카
페, 편의 시설이 가까운 기숙사는 뛰어난 지리적 
이점을 자랑합니다. 다양한 상권과 영화관, 레스
토랑으로 유명한 셰퍼드 부시와 노팅힐도 주변 
지역에 위치하여 손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교통

런던 지하철역 Ravenscourt Park (District Line), 
Goldhawk Road (Circle Line), Shepherd’s 
Bush (Central Line)가 모두 도보로 걸어갈 수 있
는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
도 기숙사 바로 바깥에 위치하여 해머스미스나 
셰퍼드 부시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왕립음악대학의 신축 기숙사 Prince Consort Village가 
2016년 봄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스튜디오 아파트와 
욕실이 포함된 룸, 스탠다드 룸을 포함한 본 기숙사는 학생들
에게 높은 수준의 숙박 시설을 제공합니다.

학 
생 
기 
숙 
사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www.rcm.ac.uk/accommo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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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www.rcm.ac.uk/creativecar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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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탄한 음악계의 네트워크

런던은 전 세계 클래식 음악계의 중심지이며 왕
립음악대학은 전문가들의 네트워크 중심에 있
습니다. 왕립음악대학의 행사에는 다양한 에이
전트와 출판사, 공연 기획자들이 참석합니다.

오케스트라 연주자의 경우, BBC 심포니 오케스
트라,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필하모니아 오케
스트라,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영국 국립오
페라 오케스트라 등과 협업하는 ‘Sit-in’ 프로그
램을 제공합니다. 작곡자들은 혁신적인 협업 프
로젝트에 참여하여 런던 최고의 공연 시설에서 
본인의 작품 공연을 직접 관람합니다. 성악 전공
자들에게는 왕립음악대학과 긴밀한 협력 관계
를 맺고 있는 English Touring Opera에서 커버 
역할을 맡을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러한 프로그
램은 엄선된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공연 환경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왕립음악대학 크리에이티브 커리어 센터 

• 런던 내외에서 열리는 폭넓은 연주기회

• 부서 멤버 및 음악계 전문가와 함께하는  
1:1 개별 커리어 상담

• 성공적인 커리어 개발을 위한 자료, 강의, 세미
나 제공

• 재무 관리를 비롯한 자기 관리 및 프리랜서 활
동에 대한 조언

• 커리어 워크샵 및 특별 행사

• 매 주 제공되는 일자리 e-bulletins
• 레슨을 원하는 일반인에게 교습이 가능한 

RCM 재학생을 연결해 주는 개인 교습 서비스

왕립음악대학의 학생들은 입학 첫날부터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미래의 커리어를 착실히 개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RCM 크리에이티브 커리어 
센터는 졸업 후 5년간 RCM 동문들에게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왕립음악대학은 본인이 선택한 직업 영역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갖기 위해 준비하는 여러
분에게 조언과 지원, 다양한 직업 기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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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www.rcm.ac.uk/sp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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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경험 

RCM Sparks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앞서가
는 워크샵 경험과 실력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
고 보다 큰 커뮤니티에서  음악에 대한 열정을 
선보일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합니다.

RCM Sparks 프로그램은 가족과 청년들을 
위한 워크샵 및 수업, 학교 콘서트, 예술 기관 
및 자선 단체와의 맟춤형 프로젝트 등을 제공
합니다.

학생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다음과 같은 다

양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 특화된 맞춤 음악 교육 프로그램 참여 

• CV 관리를 위한 경험 구축

• 음악 관계기관, 오케스트라, 공연장, 학교, 
자선단체, 예술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유용
한 네트워크 형성

• 유명 워크샵 리더나 작곡가와 같은 다양한 
실무 전문가들의 전문적 지식을 습득

• 다른 음악가들과 아이디어와 열정 공유



왕립음악대학의 웹사이트(www.rcm.ac.uk)
에서 학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
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RCM과 함께 하세요.

facebook.com/royalcollegeofmusic
@RCMLondon
youtube.com/RCMLondon
@RCMLondon
RCMLondon
weibo.com/RCMLondon

지원 방법 

왕립음악대학의 입학 오디션은 런던, 중국,  
홍콩, 일본, 싱가포르, 한국, 태국, 그리고 미국 
에서 열립니다. 지원 방법에 대한 최신 정보를 
www.rcm.ac.uk/apply와  
www.rcm.ac.uk/auditionlocations에서 확
인하세요.

연락처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한국대표 양윤정 박사에게 yunchung.yang@rcm.ac.uk
를 통해 문의하기 바랍니다. 혹은 RCM으로 직접 연락하기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international@rcm.ac.uk 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지원 

RCM은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입학 지원을 적
극적으로 환영합니다. 본인의 특정 상황에 대
하여 상담하고 싶다면 학생 서비스팀에 문의
하기 바랍니다.studentservices@rcm.ac.uk

오픈 데이 

왕립음악대학에서 매년 오픈 데이가 열립니
다.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왕립음악대학
의 이모저모를 직접 살펴볼 기회를 제공합니
다. www.rcm.ac.uk/openday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투어 

오픈 데이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 다른 날짜에 
런던에 체류하는 경우, 투어를 신청할 수 있
습니다.

한 시간 정도 진행되는 학내 투어는 학기 중에 
이루어집니다.  예약을 해야 하며, 별도의 비용
은 없으나 인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투어 예약은 www.rcm.ac.uk/studenttours
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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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출판물에 포함된 정보는 인쇄 
시점을 기준으로 정확도에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출판물에 포함된 
과정, 비용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때때로 변경될 수 있으며, 출판 후에도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대학의 학위 과정에 관한 최신 정보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rcm.ac.uk

본 출판물의 공정성 또는 정확성에 
관한 불만 사항이 있다면 
prospectus@rcm.ac.uk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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