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정 통 신 문

2018-024

‘MSGB 현악 오케스트라’
단원 모집 안내

예체능부
☎ 8026-0542

미사강변중학교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본교에서는 현악 오케스트라 단원 모집을 통해 소통과 배려의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인성과 감성을
키우는 건강한 학교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시간과 일정을 잘 확인하셔서
가입을 원하시는 학생·학부모님께서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시어 2018년 3월 19일(월) 오전 9시까지 1층
예체능부 교무실(후관) (음악담당 문다림 선생님)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 교사의 열정과 실력
을 믿으시고 학생들을 맡겨주십시오. 열심히 지도하겠습니다.

-

아

래

-

1. 일시 : 2018. 4. ~ 2019. 2.
2. 대상 : 전 학년
3. 시간 : 매주 월, 수요일 15시 45분~17시 15분 (1차시는 45분 수업, 총 2차시 90분 수업)
[학원 시간표 등으로 시간이 맞지 않으면 신청 불가. ★ 5분~10분 정도라도 일찍 나가는 것은 불가.]
4. 지도 교사 : 악기 강사(4명 – 바이올린 1,2, 비올라, 첼로)
5. 운영 경비 : 수익자 부담 + 학교 일부 지원
(희망 학생 수에 따라 수강료가 다소 차이날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차후 개별 통지함)
- 수강료 : 월 80,000원 ~ 100,000원 내외 (16차시 기준)
- 악기 : 학교에서 대여
- 징수방법 : 스쿨뱅킹을 통하여 징수함
6. 지원 신청서 제출 : 2018년 3월 19일(월) 오전 9시까지 1층 예체능부 교무실 (담당 문다림 선생님)로 접수
7. 운영 방법
가. 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자 선정
나. 강사 사정에 따라 날짜와 시간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다. 1차시는 45분 수업으로 진행됨.
라. 1,2학년 동아리 수업과 자율동아리와 연계하여 진행됨.
마. 1년 동안 학교에서 악기 무료 대여
라. 자세한 사항은 예체능부 [현악오케스트라반] 담당자에게 문의바람
(1층 예체능부 교무실(후관) ☎ 031-8026-0542)

2018년 3월 9일
미 사 강 변 중 학 교 장(직인생략)
------------------------------------------------- < 절 취 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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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운영 요일 및 시간은 학교 일정에 따라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 바이올린/비올라/첼로 중 택1. 그러나 첼로는 경쟁률이 매우 높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그러나 기존 현악오케스트라 단원 중 첼로 담당은 그대로 첼로를 신청하면 됨.)
미사강변중학교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