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놀이단 단원모집 안내

안녕하세요,

저희 한사모에서는 지난 2013 년부터 한국문화를 계승하고 홍보하는 활동의 일환으로
한사모 사물놀이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 회 Showcase 를 통해서 그동안
쌓은 실력들을 발표하고 2014,2015 와 2016 년에 걸쳐서 오클랜드 에이스 야구장에서
매년 “Korean Heritage Night”의 오프닝 행사로 사물놀이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학생들로 구성된 한국 전통 사물놀이단의 2016-2017 년 신입회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할 계획입니다. 관심있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로 하셔서 오시면 자세한 안내을 해드리겠습니다.

2016-2017 사물놀이단 신입회원 모집 안내
1. 모집대상 : 6 학년이상 한국전통 문화 및 사물놀이에 관심있는 학생
2. 오리엔테이션 시간 및 장소 :2016 년 9 월 10 일 ,토요일 오후 7 시
Blackhawk Shopping Mall 내 무용학원
3. 모집 마감 : 9 월 15 일까지, 신청서 및 가입서약 제출
4. 가입비 : 한사모 회원 가족 자녀 $100
비회원 가족 자녀

$150

-한사모 회원 가입비 $20 을 내시면 회원자격으로 등록비 $100 에 됩니다.
-형제,자매 동시 가입시 2 번째 자녀에 대해서는 50% 할인 가격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5. 가입시기 : 1 년에 2 회 (9 월초,2 월초)에 걸쳐 가입하실수 있습니다.

6. 수업료 : 전,후반 각각 $200 선불로 9 월과 2 월에 두번 받습니다.
7. 악기보증금 : $100 (사물놀이 탈퇴시 악기를 반납하면 돌려드립니다)
8. 기타 문의 : 오연수 사물놀이 부단장 T) 408-656-5081

한사모 사물놀이단 규칙
1. 정해진 연습 및 공연시간 엄수
2. 악기 및 비품 분실 혹은 손상시 100% 보상
3. 연습시 문자나 개인적인 행동을 삼가한다. 3 번 경고후 교정이 안될시 탈퇴시킬수
있다.
4. 공연 참가를 위해서는 전체 연습시간의 70%이상 수업 및 연습을 참가해야 한다.
-지각 및 일찍종료시 시작 및 종료 시간을 기록해서 적용
-공연을 위한 충분한 실력 부족과 공연참가에 대한 의지가 없는경우 공연 불참을
할수도 있다.
5.

상쇠의 자격과 역활

자격
-11 학년 또는 12 학년의 학생
-최소한 1 년 이상 한사모 사물놀이단으로서 활동한 경험이 있거나
혹은 타 사물놀이에서의 2 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학생
-리더쉽이 있고 타 학생의 모범이 되는 학생
-상쇠의 선출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한다.
; 지도자 (30 점),단장 (20 점), 에세이 (10 점), 투표(40 점)
;상쇠의 임기는 기본 1 년이며, 1 년후 재선출시 1 년 연장이 가능하다.
;상쇠는 2 명까지 선출될수도 있다.각악기의 팀리더가 자동으로 부상쇠가 되며
향후 상쇠후보로서의 자격이 된다.

역활
-단원들의 애로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룸맘이나 단장에게 건의
-향후 공연계획 및 스캐줄을 단원들에게 통보
-단원들의 출석 확인
-

한사모 사물놀이 단원 서약서
5. 한국 전통 문화의 발전과 계승을 위하여 노력한다
6. 한사모 사물놀이단의 규칙을 준수한다.
7. 한사모 사물놀이 악기 및 비품을 잘 관리하고 보존한다.
8. 만약 규칙을 어기고 단원으로서 자격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할시
언제든지 단장이 탈퇴를 시킬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