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회
___ 저는 예술적 우수성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의
교육과 역량 강화에 헌신적인 맨해튼 음악 학교를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다음과 같은 금액으로
학부모회에 가입하여 MSM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싶습니다.
___ $1,250 ___ $2,500 ___ $5,000 ___ $10,000
학부모회 회원은 학교의 일반 운영이나 특정 부서, 프로그램 또는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기 위해 연례 기부금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분야에 기부금을 지정하고 싶습니다.
___ 연례기금. (가장 필요한 곳에 제 기부금을 사용하십시오.)
___ 재정적 도움이 필요한 재능 있는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___ 학생 참여 활동(학생 조직 및 프로그램).
___ 학생 건강 및 웰니스 상담/캠퍼스 간호사.
___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 저는 지금은 학부모회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
$___________를 기부하고 싶습니다.
연락 정보
성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인쇄본 및 디지털 기부자 목록에 등재되길 원하시는 경우)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시 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______우편번호 __________________
전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메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지불(하나 선택):
___ 수표 $ ____________ 가 동봉됨
___ 일금 $ ____________ 를 아래 계좌로 청구하십시오.
American Express

MasterCard

VISA

신용카드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유효기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VV ____________________
카드소지자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제 기부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 은행 이체로 기부하거나 주식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안내서를
보내주십시오.
수신자 주소가 미리 적혀있는 봉투에 기부금과 함께 이 양식을
보내십시오.
그 외 지불 방법이나 추가 정보를 원하시면 선진화 담당
부총장보 마크 데이에게 917-493-4487 또는 mday@msmnyc.edu 로
연락하십시오.

동문들의 성공은 맨해튼 음악 학교가 제공하는 음악
교육의 우수성을 보여줍니다. 각종 대회에서 입상하고,
인정받는 동문들이 최고의 음악, 교육, 문화, 전문
분야에서 공연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계
유수의 공연장과 오페라 극장 무대에서 독주자로,
세계적인 주요 오케스트라에서 연주자로, 중요한
음악 단체의 지도자로, 차세대 예술가를 양성하는
교수진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많은 동문들이 음악
외의 분야에서도 두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맨해튼 음악 학교의 오페라 연구
프로그램은 오늘날 세계 최고의
전문 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학생들에게 오페라 가수가 되는
것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르칩니다. 제 경력을 준비하기
위한 최고의 학교였습니다."

왕윤펑(MM ’13)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예술가

“맨해튼 음악 학교에 다니면서
음악에 대한 관점과 음악 안에서
어떤 길을 갈 것인지에 대한
사고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교수님들은 불확실한 상황으로
혼란스러웠던 제게 확신을
심어 주셨고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모교에
많은 것들을 빚지고 있습니다."

루퍼트 홈스(’67, HDMA ’21)
토니상 수상 작곡가
“맨해튼 음악 학교 오페라
프로그램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재능을 나누고 어떤 무대에서도
공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젊은 가수에게는
자신을 찾고 표현하는 데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인데
MSM의 오페라 프로그램은 그러한
공간과 기회를 열어줍니다!”

즈나이 브릿지스(BM ’09)
그래미상 수상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예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