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부모님, 

 

2019/2020 학사년도 악기 수업 신청에 대해 기쁜 마음으로 알려드립니다. 악기 수업은 9 월 9일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학생들은 수준 높은 전문 선생님들로부터 다양한 악기와 이론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악기 실력을 향상 시키고 ABRSM 자격증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ABRSM 시험은 기초 수준부터 대학 수준까지 

아우르며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자격증임은 물론 대학 지원 시 UCAS 점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과학적 연구를 통해 악기를 다루는 것이 두뇌 용량을 증가시키며 학습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악기 수업을 통해 긴 시간 동안 주의 집중하는 법을 배우면서 학생들은 기억력의 향상은 물론 자제력을 키우고 더 주의 

깊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학생들이 악기를 다루게 되면 더 완성된 교육을 받는 것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학습 능력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멋진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제공하는 악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타 

 바이올린 

 첼로 

 섹소폰 

 플루트 

 클라리넷 

 드럼 

 피아노 

 보컬 

 오보에 (새로운 악기) 

 프렌치 호른 (새로운 악기) 

 

이 외 다른 악기는 특별 요청에 따라 제공이 가능하므로 학교로 연락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및 등록 완료 후 시간표가 확정이 되면 악기 수업 시간에 대해 자녀의 선생님께 연락이 갑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악기 

선생님들은 정해진 시간에 학생의 교실에서 학생을 픽업하게 됩니다. 중고등학생들은 매 주 금요일에 학교에 게시된 그 

다음주 시간표를 확인하고 배정된 시간에 맞추어 스스로 악기 수업실로 찾아가야 합니다. 각 악기 수업은 40분 동안 

진행됩니다. 악기 수업은 학교 일과 중에 진행되며 악기 수업을 받는 학생들은 매 주 정규 수업 일부에서 빠지게 됩니다. 

학생들이 같은 수업을 계속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악기 수업 일정은 매 주 로테이션으로 배정됩니다. 

 

이번 학사년도 악기 수업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학기: 2019년 9월 9일 부터 11월 29일 (11주) 

2학기: 2020년 1월 13일부터 3월 27일까지 (8주) 



3학기: 2020년 5월 4일부터 6월 12일까지 (6주) 

총 25주 

악기 수업을 받는 학생들은 일 인당 추가로 374,000VND 의 수업료를 내게 됩니다. 학부모님은 수업료를 일 년 

납부(374,000VND x 25 번 수업 = 9,350,000VND) 혹은 1학기 납부(374,000VND x 11 번 수업 = 4,114,000VND)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학교는 학생들이 집에서 악기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악기 대여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첫 학기 

악기 대여료는 무료이며 학기 당 악기 관리 및 수리 비용 1,100,000VND이 청구됩니다. 

자녀의 악기 수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부모님들은 아래 절차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1. 여기를 클릭하여 악기 신청 양식을 작성 후 2019 년 9 월 3 일 화요일까지 수업료를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 은행 정보: 

은행명: HSBC VIETNAM – HO CHI MINH BRANCH 

은행 주소: The Metropolitan, 235 Dong Khoi Street, District 1, HCMC, Vietnam 

계좌주: BIS HANOI 

VND 계좌 번호: 091-255505-002 

입금 시 “악기명/보컬’과 자녀의 이름 및 반을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Violin(악기명) Nguyen Van Cuong(이름) 

2B(반)” 

주의 사항: 마감일까지 수업료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번 학기 수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만약 자녀가 악기 수업을 받기 원하지 않는 학부모님은 이 이메일을 무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악기 수업 신청은 2019 년 9 월 3 일까지 해주시고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는 학부모님은 저에게 

mi.hoang@bishanoi.com 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Mi Hoang 

Head Teaching Assistant and Music Program Coordin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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