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사업 ‘수성청소년오케스트라’

신규단원 공개모집 공고
공고 제2022-2

(재)수성문화재단 수성아트피아는 대구·경북에 거주하는 청소년에게 오케스트라 음악교육
을 통해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주고자 꿈
의 오케스트라 ‘수성청소년오케스트라’ 신규 단원을 모집 합니다.
2022. 1.
(재)수성문화재단 수성아트피아 관장

1. 사업개요
❍ 교육기간: 2022. 3.~2022. 11.
❍ 교육일시: 매주 화 오후 6시~오후 9시(3시간)
❍ 모집대상: 대구·경북 거주 초등학생(4학년부터), 중·고등학생 (2022학년도 기준)
❍ 모집파트
-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클라리넷, 트럼펫, 오보에, 비올라, 콘트라베이스, 타악기
❍ 교육내용: 기본적인 음악소양 교육 및 악기 실기 지도를 통한 오케스트라에 대한
이해증진, 연 1회 정기연주회 및 기타 연주회
❍ 교 육 비: 무료지원
❍ 교육장소: 두산평생학습센터 지하1층(민방위교육장)

2. 접수 및 모집 일정
❍ 접수기간: 2022. 1. 10.(월) ~ 1. 26.(수) 오후 6시까지
❍ 선정방법: 응시원서 제출 ‣ 오디션 ‣ 최종합격
❍ 오디션 일시: 2022. 2. 5.(토) (시간, 장소 추후공지)
❍ 최종합격자발표: 2022. 2. 9. (수)/ 수성아트피아 홈페이지 www.ssartpia.kr 공지
※ 합격자 발표는 개별 통보합니다.

❍ 교육 참여 시작일: 2022년 3월 중(예정)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artpia1800@naver.com)
※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 이메일 접수 시 제목을 (꿈의 오케스트라 지원/홍길동)으로 발송

3. 모집 대상 및 자격

❍ 모집인원: 00명
❍ 오케스트라 악기교육에 열정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으며 지정된 교육 시간과 장소에

수업참여가 가능한 대구·경북 소재 초등학생(4학년부터), 중·고등학생
❍ 사회적배려대상자 우대(해당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증빙서류 제출)
•사회적배려대상자(첨부파일[2.사회적배려대상자 범주])의 유형에 해당하는 지원자를 말
하며, 해당자는 반드시 관련 증빙서류가 확인되어야 함.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조손가정 자녀 및 소년․소녀 가장
- 다문화 가정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 장애인의 자녀 및 특수교육 대상자, 아동복지시설 재원자

4.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지정양식, 첨부파일 사용)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증명서 1부 (사회적배려대상자 해당자에 한함)
- 기초수급자(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차상위 본인부담경감증명서)
- 조손가정(가족관계증명서)
- 다문화가정 자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한부모가족증명서)
- 장애아동, 장애인의 자녀(장애인 증명서)
- 아동복지시설 재원자(재원확인증명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북한이탈주민 혹은 그 자녀(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 특수교육대상자(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통지서)
- 소년․소녀가장(가족관계증명서)
- 학교장 및 자치단체장 추천서(별도 양식 없음)
5. 기타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과 사실이 다를 경우에는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음.
❍ 사회적배려대상자 합격자는 요청 시 원본 증명서 제출
❍ 접수된 서류는 반한하지 않으며 합격자는 수성아트피아 홈페이지에 공고함.
6. 문의) 꿈의 오케스트라 ‘수성청소년오케스트라’ 담당자 이대우 T. 053-668-15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