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hns Creek High School Orchestra Association 
5575 State Bridge Road, Johns Creek, GA  30022 

 

2018-2019 Orchestra Activity Fee 

 
The orchestra activity fee is an annual contribution of $175.00 per student from all 

parents/guardians of Johns Creek High School Orchestra members.  Orchestra fees cover 

numerous expenses incurred by the orchestra during the school year, including activity fees 

(such as festivals, special events and performances), cost of clinicians (for specialized 

workshops/performances), program expenses (such as sheet music, CDs, recordings, new 

instruments), maintenance expenses (such as instrument accessories/repairs, piano tuning), 

awards (festival medals, letters, pins, plaques, trophies presented to students at the 

orchestra end-of-the-year banquet), and miscellaneous expenses (such as reception 

refreshments, t-shirts, etc…).   

 

Fulton County does not provide the funds necessary to cover the expenses listed above.  

Your orchestra fee has a direct impact on the quality of the Johns Creek High School 

Orchestra Program and on the quality of music education students will receive. 

 

Please complete and return the lower portion of this letter with $175.00 cash or check 

made out to “JCHS Orchestra 

 

 

                            We are a non-profit organization with tax exempt status – 501(c)3 

Your orchestra fee and additional optional contribution is tax deductible 

JCHS Orchestra tax ID:  27-0741873 

 

 

 

 

Name of Student(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Name of Parent/Guardia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mount   ____________________ 

 

Thank you for your ongoing support of the JCHS Orchestra! 

 

 

Janet Lundy 

President 

JCHS Orchestra Booster Association 

 

 

 

 



 

 

존스크릭 고등학교 오케스트라 협회 
5575 State Bridge Road, Johns Creek, GA  30022 

 
2018-2019 년도 오케스트라부 활동 비  

 
존스크릭 고등학교 오케스트라부에서는 멤버의 부모 / 보호자로부터 학생 개인당 연간 

$ 175.00의 오케스트라부 활동 기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기부금은 학년도 오케스트라부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중 활동비 (예 : 축제, 특별 행사 및 공연 등) 등, 실지 강좌 (전문 워크숍 / 공연), 

프로그램 비용 (예: 악보,  CD, 녹음 및 새로운 악기등), 유지 보수 비용 (예 : 악기 부속품 / 

수리, 피아노 조율 등), 수상 (축하 메달, 편지, 핀, 액자, 오케스트라 연말 연회) 및 기타 경비 

(리셉션 다과  t-shirts 등) 에 사용되어 집니다. 

 

 
 

풀톤 카운티는 위에 열거 된 비용을 커버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오케스트라부 활동비는  존스크릭 고등학교 오케스트라부의 프로그램과 음악 교육에 사용됨에 

따라  학생들은 높은 양질의 교육을 받게 될것입니다. 

 

아래 점선 부분을 기입하셔서  JCHS Orchestra 앞으로 수표나 현금 

 $175.00 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케스트라부는 세금 면제 비영리 단체입니다-501(c)3 

 귀하의 오케스트라부 활동비 및 추가 기부금은 세금 공제가 됩니다. 

 

존스크릭 오케스트라부 세금 Tax ID:  27-0741873 

 

 

 

 

학생의 이름 (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부모 / 보호자의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금액 ____________________ 

 

존스크릭 고등학교 오케스트라부의 귀하의 지속적인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Janet Lundy 

President 

JCHS Orchestra Booster Associ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