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케스트라 인 더 스쿨 
청소년 오케스트라 

2018 년 9 월 12 일 화요일부터 수업시작 
International School of Monterey (ISM)* 
1720 Yosemite Ave., Seaside, CA 93955 

 
오케스트라 인 더 스쿨 (OITS: Orchestra In The Schools) 2019-2020 학기가 시작됩니다! 
음악에 관심 있는 몬트레이 지역의 학생들에게 방과후에 음악을 지도해 온지 올해로 
30 년째 되는 해 입니다. 공립학교, 사립학교, 홈 스쿨링에 등록되어 있는 4 학년에서 
10 학년까지의 학생들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이 보다 어린 학생들은 음악 감독의 
재량에 따라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의 음악 전문가들이 학생들에게 소규모 단위로 
악기를 가르치고 있으며  12 월, 5 월에 있을 대규모 음악 공연은 캘리포니아 주 기준에 
따라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는  악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리톤, 바순, 베이스 기타, 첼로, 클라리넷, 
드럼, 플룻, 기타, 프렌치 호른, 오보에, 현베이스, 트럼본, 트럼펫, 튜바, 바이올린, 비올라. 
OITS 는(오케스트라 인 더 스쿨) 많은 악기를 대여해 주고 있으며 학기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OITS 예술 감독인 제임스 파오레티 (James Paoletti)와 각 악기의 음악강사가 함께 악기종류와 
학생의 음악 능력에 따라 세 가지 레벨 중 한곳에 학생들을 배치합니다. 레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급 (Beginnig) - 1 차 년도 연주자 
• 중급 (Intermediate) - 2 년 이상 연주자 
• 고급 (Advanced) - 3 년 이상 연주자 

오디션은 8 월 25 일 토요일 ISM  (몬트레이 인터내셔날 스쿨) 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오디션 신청은 508-9000 으로 전화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차후에 오디션을 하시기 
원하시면 예약을 해 주시면 됩니다. 

수업은 일주일에 한 번 매주 화요일 오후 4 시부터 6 시까지입니다. 
 

일년간 수업료는 $ 550.00 입니다. 형제자매가 등록하면 일인당 25 불이 할인됩니다.
한정적이긴 하지만 학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학비지원 요청은  
TuitionAid@OrchestraintheSchools.com 으로 하시면 됩니다. 학비지원은 검토 후 
결정됩니다. 

 
참여 학생의 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초급자는 학기시작 첫 달에 등록해야 합니다. 중급 및 
고급 학생들은 일년 중 언제든지 등록 할 수 있지만, 음악 감독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info@OrchestraInTheSchools.org 또는 전화 (831) 508-9000 ext. 107 
번으로 하셔서  쉐론 핼바슨(Sharon Halvorson) 비서에게 문의하십시오. 

 

제임스 파올레티 (James Paoletti), 예술 감독 
P.O. Box 1669, Monterey CA 93942 ~ (831) 508-9000 

OrchestraInTheSchools.org ~ 
info@OrchestraInTheSchools.org 

 
 

* 오케스트라 인 더 스쿨 (Orchestra in the Schools) 이 후원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ISM (몬트레이 인터내셔날 스쿨)과 는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ISM 은 캘리포니아 시민법에 따라 이 프로그램을 위한 장소만 제공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을 후원하거나 
보증하지 않으며 이 프로그램에 대해 어떤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어떤 정보가 필요하다면 
개인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