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회
한 세기 이상, 맨해튼 음악 학교(Manhattan
School of Music)는 수만 명의 음악가들의 꿈을
키워왔고 그들의 재능을 살려 잠재력을 발휘하게
하고, 세계적으로 저명한 기악 연주자, 가수,
작곡가, 지휘자, 예술 및 시민단체 지도자들로
활약하는 MSM 동문들의 위상에 걸맞은 자질을
갖추도록 양성하고 있습니다.
MSM은 학부모님들이 자녀의 성공적인 교육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21년에 저희는 학부모회(Parents’
Council)를 발족하여 헌신적이고 지지적인 MSM
학부모님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자선 지원을
비롯한 학교 활동에 참여하고, 학생들이 보다
만족스러운 학교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부모회 회원들은 재능 있는
젊은 음악가를 육성하고 그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학교의 사명을 지원하는 데 공통의
관심사를 나눕니다.
저희 학부모회의 초대 회원으로 학부모님을
초대합니다. 학부모회 회원이 되시면 MSM의
실력 있는 우수한 교수진과 동문들을 만나고,
동료 학부모님들과 소통하고, 세계 최고의 음악의
산실로 손꼽히는 저희 학교의 명성에 걸맞게
뛰어난 예술적 문화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일조하게 됩니다. 학부모님의 참여는 실력 있는
우수한 교수진을 영입하고 유지하며, 시설을
개선하고, 학생들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더 나은
학습 환경을 제공하도록 학교를 지원하게 됩니다.

학부모회 회원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

$1,250, $2,500, $5,000 또는 $10,000
단위의 연례 리더십 기부금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학부모님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십시오.

다음과 같은 활동도 고려하십시오.
•

연례 회의에 참석하여 학교의 뛰어난
학업 및 성과 프로그램을 깊이
있게 살펴보고 저명한 교수진, 동문
및 특별 손님의 연설 듣기.

•

입학생의 학부모에게 전화로 환영
인사를 전하고 행사 주최하기.

•

캠퍼스 안팎에서 진행되는 기타
다양한 학부모 활동에 참석.

출중한 사람이 스타가 된다
—MSM 교훈

혜택
$1,250
• Friends and Family Weekend (11월 4-6일)에 피터
제이 샤프 총장 관저에서 간드르 총장이
주최하는 브런치에 초대됩니다.
• 4년 연속으로 해당 금액을 기부하시면
MSM의 주요 공연 장소인 네이도르프카르파티 홀 오케스트라에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지정석이 가족이나
학생의 이름으로 제공됩니다.
• 저명한 동문, 교수진 및 학교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연 2회 학부모회 회의에 초대됩니다.
• 특별한 환영 선물이 제공됩니다.
• MSM의 기부자 명단, 웹사이트 및 콘서트/
공연 프로그램에 등재됩니다.
$2,500 (위의 혜택 모두 포함 + 추가 혜택):
• 2년 연속으로 해당 금액을 기부하시면
MSM의 주요 공연 장소인 네이도르프카르파티 홀 오케스트라에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지정석이 가족이나
학생의 이름으로 제공됩니다.
• 연중 이벤트 초대 및 MSM 공연의 VIP
티켓 제공을 포함한 MSM Virtuoso Society
후원자 프로그램의 1년 멤버십.
• 수업을 참관하고 MSM 장학생들과 함께하는
점심 식사를 비롯해 MSM 재학생들의
일상적인 하루를 엿볼 수 있는 "A Day in
the Life"에 초대합니다.
$5,000 (위의 혜택 모두 포함 + 추가 혜택):
• 피터 제이 샤프 총장 관저에서 주최하고 제임스
간드르 총장, 저명한 동문과 쟁쟁한 교수진 및
특별 손님과 함께하는 개인 만찬 초대.
• MSM의 주요 공연 장소인 네이도르프카르파티 홀 오케스트라에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지정석이 가족이나
학생의 이름으로 제공됩니다.
• MSM의 모든 공연 및 마스터 클래스에서
제공하는 무료 VIP 좌석
$10,000 (위의 혜택 모두 포함 + 추가 혜택):
• MSM의 사명, 전략 계획 및 특별 계획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학교와 간드르 총장을
헌신적이고 열성적으로 지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총장 위원회의 회원 자격 부여.

MSM 학부모회와 관련된 추가 정보를 원하시면
선진화 담당 부총장보 마크 데이에게 917-493-4487
또는 mday@msmnyc.edu로 연락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