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야제 출연 합창단 소개

제주 칸투스 합창단
Jeju Cantus Choir

지휘자 강형권

반주자 박지영

제주칸투스합창단은 직장인, 가정주부, 학생, 음악인으로 구성된 제주의 민간 혼성합창단입니
다. 2002년 2월 23일 창단이래 합창의 순수하고 정제된 화음을 만들기 위해 매주 모여 합창연습
을 하고 있으며, 지휘자, 반주자를 비롯하여 30여명의 단원들이 칸투스만의 합창음악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단원 모두는 합창음악을 통해 진정으로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영혼의 교감을 실현하고 합창음악의 올바른 이상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음악정신의 거듭나기를 위해 더욱 정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민의 성원을 입어 성장하는
제주칸투스합창단이 되겠습니다.
Jeju Cantus Choir is a mixed choir formed with office workers, housewives, students and
musicians who live in Jeju. Since its establishing in Feb 23rd, 2002, the choir focused on
creating pure choral tone. Including the conductor and accompanist, the choir is building
their own choir sound. In order to make this happen, every choir member is willing to love
choral and to make a better ideal through music. By the support from the residents in Jeju,
our choir will grow more to be a better cho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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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릭스 합창단
Felix Choir

지휘자 강창오

반주자 현지영

펠릭스합창단은 2002년에 성이시돌합창단으로 창단되었고, 2004년도에 펠릭스합창단으로 개명
되었으며, 가톨릭 성음악을 중심으로 음악예술의 아름다움을 함께 나누고, 음악을 통해 교회와
사회에 봉사함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제주교구의 혼성합창단입니다.
그동안 펠릭스합창단은 교구의 대미사 전례와 토요신심 미사 전례의 꾸준한 참여는 물론 11회의
정기연주회 개최를 비롯하였으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전야제, 제주국제합창제, 제주아트
센터 개관축하음악회, 종교인 평화음악제, 한여름 밤의 해변축제, 제주 창작합창의 밤 등 도내의
크고 작은 행사에도 꾸준히 참여하여 왔습니다.
특히, 2014년 제25회 탐라합창제에 처녀 출전하여 대상을 수상하였고, 2015년 제3회 KCTV 합창
경연대회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도내 음악계에서도 인정받는 제주 가톨릭의 대표 합창단
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현재는 36명의 단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2014년에 복자품에 오른 김기량 펠릭스베드로님의
순교정신을 본받고, 성인품에 오르기를 기도하며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Felix Choir was first established as ‘Saint Isidore Choir’ and renamed as ‘Felix Choir’
in 2004. The shares beautiful musical art, especially Catholic music with a purpose of
servicing church and society through music. Felix Choir continuously participated in Jeju
diocese’s missa and successfully did the 11th Regular Concert. Also, they participated in
Han-Asean Special Summit, Jeju International Choral Festival, Jeju Art Center Opening
Concert, Religious Peace Music Festival, Summer Night Beach Festival, Night of Jeju
Creative Chorus, etc. Especially, in 2014, the choir awarded 1st prize in 25th Tamra Choral
Festival. Also, won Grand Prize in 3rd KCTV Choral Concour and developed to represent
Jeju Catholic Choir recognized by Jeju Music Community. Today, 36 members are
performing based on Conductor Gi Ryang Kim's spirit of martyrdom, who was called as
Felix Peter and died a martyr in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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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동문합창단

Shinsung Alumni Choir

지휘자 오승직

반주자 김현주

신성동문합창단은 2014년 4월 14일 창단연주회를개회함으로써 아름다운하모니를 제주 사회에 선보였다(단장
서영선, 지휘자 오승직, 반주자 김세진) 2015년 10월 10일 제26회탐라합창제 일반부합창경연에 출연해 합창부문
최우수상을 수상, 수상 이후 초청 공연이 잇따라 11월 10일 서귀포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중앙아트/콰이어오
르간이 주관한 ‘2015 제주시니어코랄페스티벌’에 제주를 대표하여 출연, 11월 20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최로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열린 ‘2015제주교육문화예술축제-달빛이 흐르는 합창제’에 참가하여 멋진 피날레
를 장식하였다. 2015년 12월 23일에는 신성여고체육관에서 열린 ‘신성여고 백합제’에 특별 출연 2016년 5월 15
일 신고총동문회 주관 행사인 최정숙 문화축제에도 참가하여 모교 사랑을 실천하였다. 2015년 12월 9일 KCTV
주최 ‘2015 KCTV 합창페스티벌’ 에 참가, 2016년 4월 15일 세종문화회관M씨어터에서 열린 ‘서울시여성연합합
창단 제2회 정기연주회에’ 우정출연하여 제주 해녀의 애환을 표현한 비바리 곡 등을 노래함으로써 활동의 지평
을 전국으로 넓혔으며 제주의 정서가 서울에 울려퍼지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016년 6월 22일 제주아트센터에
서 ‘제1회 정기연주회’를 가져 아름다운 하모니로 제주사회의 문화 품격을 높였으며 세련된 기획과 수준높은
공연으로 합창 문화를 선도하는 합창단으로서 자리매김하는 시간이 되었다.
Shinsung Alumni Choir performed beautiful harmony to Jeju society through holding 'Foundation Concert' in
14th April, 2014. (Choir leader, Young-sun Seo, Conductor, Seung-jik Oh, Accompanist, Se-jin Kim) In October
10th, 2015, the choir won the grand prize in chorale section in 26th Tamra Choir Festival. Since they have
been awarded, they performed at many invited concerts and at ‘2015 Jeju Senior Chorale Festival’, which was
supervised by Jung-Ang Art/ Choir & Organ, as a representative choir of Jeju at Seogwipo Arts Center. They
participated in ‘2015 Jeju Educational Culture Art Festival - Flowing Moonlight Choir Festival’ hosted by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at Jeju Student Cultural Center and gave stunning finale. In 2015, they
participated in ‘2015 KCTV Choir Festival’ hosted by KCTV in December 9th. In December 23rd, they performed
as a special guest at ‘Shinsung Girls’ High School Baekhop Festival.’ Also, they participated in ‘Jung-suk Choi
Culture Festival’ hosted by Shingsung Alumni, which established cooperation with Shinsung Community. In 2016,
they participated in ‘2nd Seoul City Female Combined Choir Regular Concert’ at Sejong Arts Center M theater
singing vivari song which representing sorrow of Jeju female divers. In June 22nd, 2016, they had the ‘1st Regular
Concert’ at Jeju Arts Center that improved Jeju Society’s cultural quality with their beautiful harmony. This concert
made Shinsung Alumni Choir as a leading chorale culture with high-leveled concert and sophisticated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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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콘서트 콰이어
Jeju Concert Choir

지휘자 강형권

객원반주자 박지영

1999년 창단된 제주 콘서트 콰이어는,
성악을 사랑하는 도내 성악 전공자들이 모인 단체로서, 12회의 정기연주회, 50여회의 특별
연주회 및 각 기관단체의 연주회에 출연하였다.
다양한 변화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제주콘서트콰이어는, 특별히 창단10주년을 기념하여
도내에서 새롭게 시도한 음악드라마 “후루룩 뽕그랑 콘서트” 를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 다양
한 볼거리와 연출이 빛난 공연을 선보여 새로운 공연문화를 만들어냈다는 호평을 받았다.
지휘세미나 및 학술적 연구를 개최하여 왔으며, 수준 높은 합창활동으로 클래식의 저변 확대와
제주음악의 발전에 이바지하여온 제주콘서트콰이어는, 남성유의 중후한 소리를 들려줌으로
밝고 건강한 사회에 작은 보탬이 되고자 노력을 다하고 있는 단체이다.
Jeju Concert Choir was founded in 1999 by a group of voice majors who love vocal
performance. The choir performed in 12 regular concerts and around 50 concerts as a
special guest. Jeju Concert Choir attempts various changes, especially, they performed
a music drama “후루룩 뽕그랑 콘서트,” which was performed for the first time in Jejuisland as their 10th anniversary. The audiences gave them good reviews such as a new
performance culture, creative ideas, and diversity performances. The choir held conducting
seminars and academic research for contributing to expand classical music with highleveled choir activities and on musical development in Jeju. JCC is a group, contributing on
the bright and healthy society by performing with their dignified male v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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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초청합창단 소개
Korean Choir and Conductor Biographies

과천시립여성합창단

Gwacheon City Women’s Choir

지휘자 김희철
Hee-Churl Kim, Conductor

반주자 손연정
Yeon-Jung Son, Accompanist

부지휘자 박문기
Moon Gi Park, Trainer

과천시립여성합창단은 1990년도에 창단하여 현재 한국의 유일한 프로여성합창단으로 활동하
고 있으며, 다수의 기획공연 및 초청공연 그리고 해외 연주를 통해 과천 시민뿐아니라 많은
합창인들에게 호평받고 있다. 과천시립여성합창단은 여러 작곡가들과 함께 수 많은 여성 창작
합창곡을 발표하여 한국의 많은 여성합창단에서 이 곡들을 연주하고 있다. 필리핀마드리갈싱
어즈의 마닐라 초정 연주와 벤쿠버 동계올림픽 기념음악회 등에 초청받아 연주 한 바가 있으
며, 근래에는 일본대표적인 연주 홀인 동경의 뮤자가와사키 홀에서 초청연주를하였다.
Gwacheon City Women’s Choir was established in 1990. With support by the city, the choir made a
magnificant progress and stood proud as the only professional female choir in Korea. The choir has
performed a series of special concerts, and over 60 cultural performances and invitational concerts.
Its feminine ensemble featuring refined and elegant tunes has been a delight for not only the
citizens of Gwacheon city but also for the musicians around the world. The choir has been invited
from the Phillipine Madrigal Singers and performed in Phillipine. Also, was invited by the Vancouver
Winter Olympic and performed at the Olympic concert. The choir had the opportunity to perform in
Muzakawasaki Concert Hall in Japan which is one well known music venues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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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gratulation
Dear Choral Friends,
Greetings from Indonesia
I am amazed at the greatness of the choirs in South Korea which are very advanced,
with very active organizations, very well-known musicians and the conductors, the very
successful education system in all parts, and the government support which is so amazing.
The achievement of the choir world in South Korea is not only able to present a high
quality of music performance, but also successful in digging the noble culture tradition

Tommyanto Kandisaputra
(인도네시아 발리합창축제 감독)

on the modern international stage; also the new modern contemporary compositions
which are born from great composers to the entertaining pop music collaboration.
All my admiration should be given to all the honorary choir figures, who have been
continuously building the beauty of choral music performance, excellent choral music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s, creating endless compositions and strong community
bonding with wonderful organizational management.
I proudly congratulate organizing Jeju International Choir Festival and Symposium 2017.
Congratulations to all participating Korean conductors and musicians, as well as the
choirs that present great performances. I hope to become a part of this event one day
in the coming future, and learn from all of you to bring forward the choral music in my
country, Indonesia.
합창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인도네시아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한국 합창의 위대
한 발전과 많은 활동 단체, 유명한 음악가들과 지휘자들,
그리고 성공적인 교육 시스템과 정부의 지원에 감탄했습
니다. 합창계에서 한국의 성취는 높은 공연 수준뿐만 아
니라 훌륭한 작곡가들의 새로운 모던 컨템포러리 (현대)
작품들을 포함합니다. 아름다운 합창 공연을 끊임없이
만들어내신 존경하는 합창인들, 훌륭한 합창교육과 트레
이닝 시스템, 끝없는 새로운 작품들과 탄탄한 조직경영에
더불어 강한 커뮤니티 유대감에 존경을 표합니다. 제주
국제 합창축제와 심포지엄 2017의 성공적인 개막을 진심
으로 축하드리며 모든 참가하신 한국 지휘자들과 음악가
들 그리고 훌륭한 공연을 보여주시는 합창단들에게도
축하의 말을 전합니다. 가까운 미래에 저도 이런 행사에
참여하여 인도네시아에도 한 단계 발전한 합창 음악을
알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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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립합창단

Anyang Civic Chorale

지휘자 이상길
Sang-Kil Lee, Conductor

반주자 박주현
Joo-Hyun Park, Accompanist

안양시립합창단(상임지휘자:이상길)은 1987년에 창단하여 111회의 정기연주회와 기획연주 그리고
유수의 교향악단과의 협연으로 고전에서 현대음악에 이르는 폭넓은 레퍼토리를 선보이며 음악
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다. 특히, 전국 10개 도시를 순회하며 연주한 오페라<
안중근>, 일본 동경에서 연주한 오페라<황진이>는 안양시립합창단이었기에 가능한 연주였다
는 평을 들었다.
2006년 이상길 지휘자를 제 5대 지휘자로 영입한 후 뛰어난 연주와 기획, 그리고 정통합창 사운드
로 최고의 합창단이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고, 합창 애호가들로부터 그 수준을 인정받고 있으며,
매년 40여회의 찾아가는 음악회는 클래식, 팝송, 가곡, 뮤지컬 등을 통해 더욱 친숙한 모습으로
대중에게 다가가 합창 음악을 널리 알리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가곡, 성가, 팝송 등을 담은 9장의 CD를 제작하였으며, 매년 서울시향(지휘:정명훈) 및
KBS 교향악단과 협연을 하였다. 특별히 2013년 겨울에는 서울시향과 함께 도이치 그라모폰
레이블로 Beethoven Symphony No.9 합창을 녹음하여 출반하였다.
2008년에는 세계합창연맹(IFCM)으로부터 2008세계합창심포지움(덴마크 코펜하겐)에 초대되
어 ‘훌륭한 프로그램으로 동양의 특이하고 환상적인 사운드에 매료되었다’는 평을 들었으며,
미국 미네소타 주 미네아폴리스에서 있을 미국합창지휘자협회(이하 ACDA)가 주관하는 2017
ACDA National Convention에 외국 대표 합창단으로 초청 받은바 있어 한국의 합창음악을 알리
고 한국합창단의 존재와 우수성을 나타내는 메신저(대사)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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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nyang Civic Chorale was founded in 1987, and has had over 100 regular concerts
and numerous performances since then. The choir has been invited to perform with
domestic renowned orchestras such as Seoul Philharmonic Orchestra and KBS Symphony
Orchestra, and acclaimed by audience by performing a wide range of repertoire.
Since the appointment of Sang-Kil Lee as the artistic director in 2006, the choir has been
acclaimed as one of the best choirs in Korea through its highest level of performances. The
choir has released over 9 recordings under his direction, ranging from classical repertoire
to popular music.
The choir was invited to perform at the 8th World Symposium on Choral Music (Copenhagen,
Denmark) in 2008, run by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Choral Music (IFCM). Reviews from
the performances in Denmark include “Fascinated by unique and fantastic sound from
the East”. The choir is also invited to the American Choral Directors’ Association(ACDA)
National Convention, which will be held in Minneapolis, Minnesota in March, 2017 as one of
special international choirs.
The choir has played special rolestolettheworldknowtheexcellenceofKoreanchoralmusicandt
hecityofAnyangasamessengerthroughitstop-levelperform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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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립합창단
Ulsan City Choir

지휘자 민인기
In-Gi Min, Conductor

반주자 강혜진
Hye-Jin Kang, Accompanist

반주자 김혜은
Hye-Eun Kim, Accompanist

창단24주년을 맞은 울산시립합창단은 자연과 인간의 삶, 종교, 철학 등 다양한 테마를 아름다
운 선율에 담아 꿈과 사랑이 가득 찬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고자 1993년 비상임으로 출발하여,
1998년 상임으로 전환하면서 조직적, 체계적 틀을 갖춤과 동시에 음악적 역량이 날로 향상되어
지역 문화계를 이끌어가는 공공예술단체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연간 6회 이상의 정기공연과 다양한 테마의 기획공연, 활발한 대외공연과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
등 관객위주의 맞춤형 공연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단원 기량향상에도 최선을 다
하고 있다. 특히 지역에서의 공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창작합창축제』, 『한국합창대제전』, 『울
산ㆍ부산ㆍ경남 3개 시ㆍ도 교류음악회』, 『2009년, 2011년 독일 자를란트 뮤직페스티벌 초청공
연』, 『2014 NCACDA(북미합창지휘자연합회) 초청공연』 등의 대외공연을 통한 활발한 교류활동과
『울산의 노래』, 창작 칸타타 『울산, 내사랑』, 『외솔의 노래』등 울산을 테마로 한 창작공연을 지
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합창음악의 저변확대는 물론 질적향상에도 기여하여, 이제 대한민국
의 대표적인 합창단으로서 자리를 굳혀가고 있다.
울산시립합창단은 초대 김일연 지휘자와 2대 최경호, 3대 박영호 지휘자가 초기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탁월한 지휘력과 리더십으로 시립합창단으로서 기틀을 다져오다 4대 나영수 지휘자
체제에 이르러 해외공연, 창작공연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룩하게 되며, 5대 김명엽, 6대 구천
지휘자에 이르기까지 국내 최정상의 합창단으로 이끌면서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또한 제7대 예술
감독인 민인기 지휘자의 취임으로 울산시립합창단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울산시립합창단은 그동안 축적된 다양한 콘텐츠를 잠재력으로 더욱 성숙한 공연문화를 선도하
며, 적극적이고 실험적인 자세로 새로운 장르 개척을 통해 관객의 문화적 호기심과 욕구를 충족
시켜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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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City Choir recently celebrated its 24th anniversary. The Choir was founded in 1993
as an unofficial group with full of dreams and love to make the world a happier place
through music. In 1998, the Choir finally became an official group in the city of Ulsan.
Since then, the Choir has become the leading organization enriching the cultural life of its
local community.
The Choir has been very active; it has more than 20 scheduled performances in the
local community per year and participates in various activities abroad, and at home,
many concerts have been created to reflect various aspects of Ulsan City. In addition,
the choir participates in many music activities such as “Korea Creative Choral,” “Korea
Choral Festival,” “Ulsan City, Busan City, and Gyeongsangnam Province: Music Exchange
Concert.” In 2009 and 2011 the Choir was invited to perform at “the Saar Music Festival”
in Germany. Today, the Choir is considered one of the leading professional choirs in
South Korea.
In April of 2015, Ingi Min became the seventh conductor for Ulsan City Choir following
in the footsteps of renowned conductors Ilyeon Kim, Gyeongho Choe, Youngho Park,
Youngsu Na, Myoungyeop Kim and Cheon Goo. All of the previous conductors are
considered leading figures in conducting in Korea. They nurtured the Ulsan City Choir to
be where it stands today among professional choirs in Korea. Now, Ingi Min and the Ulsan
City Choir continue to actively experiment with new genres and new themes to satisfy
and to increase the curiosity of its audience. The organization has been a resounding
instrument improving the quality of the lifestyle of the local citizens through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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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합창단

Jeju Spa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Jeju Chorale

지휘자 양은호
Eun-ho Yang, Conductor

반주자 조안나
An-Na Cho, Accompanist

반주자 원양하
Yang-ha Won, Accompanist

자연의 아름다움을 음악으로 구현하는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합창단은 1985년 창단되어 르네상
스와 고전, 현대음악을 아우르는 다양한 레퍼토리와 기획을 통해 한국을 대표하는 전문 합창단
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제주합창단은 정기연주회, 특별 기획연주회, 순회연주회를 비롯한 1000여회의 연주를 가졌으며,
1999년 한국최초 기획창작뮤지컬 <자청비>를 제작하여 공연하였고,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
카나>를 공연하였다. 2003년 한국최초 지방자치단체 공동제작 창작오페라 <백록담>을 제작하여
공연하는 한편, 같은 해 <LA 한미이민 100주년 축제초청>으로 제주도민과 세계에 합창음악의
감동을 선사하여 많은 호응을 받았다 .
제주합창단은 2016년 9대 지휘자로 양은호 지휘자를 상임지휘자로 위촉하여, 항상 학구적이고
노력하는 자세로 합창단원의 개인적 특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편안하고 건강한 발성으로 적절한
블랜딩과 밸런스를 추구하고 있다.
온 국민이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대중적인 합창문화를 지향하며, 합창음악이 무대에서 줄 수 있는
모든 매력을 표현하는 전문적인 합창문화를 지향하여, 제주도민이 아름다운 자연과 조화된 음악
예술 안에서 행복을 느끼고, 그러한 행복이 더 나은 내일과 가치 있는 삶의 원동력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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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nded in 1985, the Jeju Choir is one of the representative professional choirs in Korea
that implements the beauty of arts, through a variety of repertoire from the Renaissance,
classical music and modern music.So far the Jeju Choir has held more than 1000 concerts
including regular concerts, special concert venues and concert tours. In 1999, the Jeju
Choir produced the first production of the musical “jacheongbi” and performed the opera
<Cavalleria rusticana>.In addition, the Jeju Choir produced and performed “Baekrokdam”,
an opera co-produced with the first local government in Korea. In the same year, the Jeju
Choir was invited to the celebration of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immigration of Korean
residents in Los Angeles Concerts” and greatly appealed the audience. In 2016, the Jeju
choir appointed Mr. Yan geun-ho as a permanent conductor. With great academic efforts,
he has continuously pursued proper blending and balance of comfortable and healthy
voices while respecting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the choir.The Jeju Choir is aiming
at creation of popular choir culture where all the people can breathe together, and as a
professional choir, it also aims at expression of all the charms that the choral music can
give on the stage. The Jeju Choir is doing its best to help Jeju citizens feel happy in the
music art, harmonized with beautiful nature and also to help such feeling of happiness give
them a better tomorrow and value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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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쳄버코랄

Jeju Chamber Choral

지휘자 오승직
Seung-Jik Oh, Conductor

반주자 김현주
Hyun-Ju Kim, Accompanist

제주체임버코랄은 합창음악을 좋아하는 여성음악인들을 중심으로 2005년 9월 2일 창단하여
2006년 제1회 정기연주회를 시작으로 2016년까지 총 11회의 정기연주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성악가, 직업합창단원, 피아노 전공자, 작곡전공자, 음악 강사, 지휘자, 전 시립합창단원등 음악
전문인 들을 포함하여 교사, 주부 등 수준 높은 음악적 소양을 갖춘 여성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
니다. 도립제주교향악단 협연, 4ㆍ3추모음악제, 가무악극 제주기애랑, 우동동굴음악회, 찾아가는
음악회 등 많은 연주를 통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태리 Varallo시 초청 음악회(이태리),
말레시아 세렘반중화합창단 초청음악회(콸라룸프르) 등 국제무대로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
다. 특히 제17회 탐라합창제 대상, 제6회 탐라전국합창경연대회 우수상, 2012 KCTV합창페스티발
에서 전체 대상을 수상하고 2016한국합창제(국립극장) 초청을 받는 등 수준 높은 합창단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제주체임버코랄은 아름다운 음악과 예술의 향기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과 나누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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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ju Chamber Chorale, centering on female musicians who enjoy choral music, was
established on September 2, 2005. From the first regular concert in 2006 to the end of
2016, eleven regular concerts have been held.
Currently there are women members with musical talents including teachers, housewives,
music professionals, vocalists, vocational choir members, pianists, university music majors,
music instructors, a conductor and a former municipal choir member.
The choir has had many performances including accompanied performances with the
Jeju Philharmonic Orchestra, Jeju 4ㆍ3Memorial Music Festival, Opera Jeju’s Gisaeng
Aerang (Jeju’s traditional dancing woman, 濟州妓 愛娘), the Udo Island Cave Concert, as
well as visiting concerts. They were invited to sing in concert at Varallo City in Italy, with the
Seremban Chamber Chorale, Kuala Lumpur, Malaysia, and upon other international stages.
In particular, they have been recognized as a high-class choir through having received
the Grand Prize at the 17th Tamna Choir Festival, an Excellence Award at the 6th Tamna
National Chorus Contest, and the Grand Prize at the 2012 KCTV Choral Festival. They were
invited to the 31st Korea Choral Festival (National Theater of Korea).
Jeju Chamber Chorale is working hard to share with everyone who loves the beautiful
scent of music and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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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리엔젤보이스

Holy Angel Voice

지휘자 배서영
Seo-Young Bae, Conductor

반주자 고은숙
Eun-Sook Ko, Accompanist

반주자 고혜영
Hye-Young Ko, Accompanist

제주성안교회에 속해있는 홀리보이스 남성중창단(1987. 12월에 창단)과 엔젤보이스 여성중창단
(1985.1월에 창단)이 연합하여 구성된 합창단입니다.
혼성합창단으로는 10여년전에 출범하여 교회내행사시 정기적으로 찬양을 담당하고 있으며,
기독교 교계연합 행사시 및 기타 외부 초청행사에 참가하는등 활발하게 연주활동을 하고 있
습니다. 현재도 계속 남성중창이 필요하면 남성만, 여성중창이 필요하면 여성중창단이 혼성으로
더욱 완성된 연주를 필요로 할 때는 혼성으로 함께 꾸준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The Holy Angel Voice is mixed choirs that belong to Jeju Seongan Baptist church. As
one mixed choirs, The Holy Voice, male choirs (established in 1987) and The Angel Voice,
female choirs (established in 1985) have been performing almost more than 10 years. They
are in charge of important religious events in church regularly. In addition, they participate
in Christian union events or external events. Male and female choirs usually perform
individually. Mixed choirs usually perform on huge events together for better harm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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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활동사항
2011. 11. 20

제주성안교회 추수감사주일 찬양축제

2012. 11. 17

KCTV 합창페스티벌 - 우수상 수상

2012. 11. 24

제6회 제주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 찬양축제 찬조

2013. 7. 5

제주극동방송 창사 40주년 기념축하음악회

2011. 11. 17

제주성안교회 추수감사주일 찬양축제

2013. 11. 23

KCTV 합창페스티벌 - 대상 수상

2013. 11. 30

제7회 제주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 찬양축제 찬조

2014. 2. 23

제주성안교회 창립106주년 기념 연합예배 특송

2014. 11. 16

제주성안교회 추수감사주일 찬양축제

2014. 12. 29

CTS제주방송 연말 송년음악회 출연

2015. 3. 11

제주노회 남선교회 연합회 집회시 특송

2015. 12. 27

제주성안교회 특송

2016. 5. 21

CTS 제주방송 개국5주년기념 제2회 함께하는음악회 출연
제주성안교회 주일예배시 특송 정기적으로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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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레기움 보칼레 서울
Collegium Vocale Seoul

지휘자 김선아
Sun-Ah Kim, Conductor

바로크 시대(1600-1750)의 합창, 교회 음악을 중심으로 그 당대의 양식과 스타일을 연구하여
연주하는 새로운 바로크 합창 음악의 방향 을 모색하고자 2007년 창단된 콜레기움 보칼레 서울
은 현재 국내외에서 성악이나 합창지휘를 전공하고 솔리스트, 시립합창단원, 합창지휘자로 활동
중인 전문음악가들이 모인 합창단이다.
창단 이후 G. 카리시미의 오라토리오 ‘예프테’ 한국초연, 서울국제고음악페스티벌 초청 프랑스
바로크 작곡가인 M. 샤르팡티에의 ‘성탄 미사’ 한국초연, H. 쉬츠와 J. S. 바흐의 모테트를 연주하
였고, 연세대 음악연구소 초청 헨델 페스티벌에서 ‘딕싯 도미누스’를 세계적인 바 로크 바이올리
니스트 료 테라카도(Ryo Terakado, 헤이그 왕립음악원 교수)의 지휘로 연주하였다.
서울국제고음악페스티벌, 한국고음악협회, 서울시합창연합회, 한국합창연구학회, 한국합창총
연합회등 학계 초청연주를 비롯하여 한국 합창지휘자협회 주최로 바흐콜레기움재팬 (Bach
Collegium Japan)의 지휘자 마사아키 스즈키(Masaaki Suzuki, 예일대 교수), 슈투 트가르트
캄머코어(Kammerchor Stuttgart)의 지휘자 프리더 베르니우스(Frieder Bernius) 초청 세미나
시범연주 등 세계적 대가들 과 호흡을 같이 하였고, 최근에는 ‘교회음악연주회시리즈’를 통해
전 시대에 걸쳐 음악사적 의미를 지닌 정통합창음악들을 합창애호가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또한 콜레기움 보칼레 서울은 제1회 여수세계합창제에서 종교음악부문 입상 및 32회 일본 타카
라즈카 국제 챔버콰이어 콩쿨에서 3개 부 문 금상 수상을 수상하였고, AUDIOGUY 레이블을
통해 최근 녹음을 마친 정규앨범을 발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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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ium Vocale Seoul, founded in 2007, is a choral ensemble consisting of professionals
either studying or studied voice or choral conducting inside and outside Korea.
This ensemble strives to walk the right path of authentic and academic choral music by
performing major or relatively unknown sacred choral works such as Carissimi, Charpentier,
Sch tz, Buxtehude with profound interpretation and great depth of knowledge.
Under direction of conductor, Sun-ah Kim, they usually spend time together for researching to
understand musical form, original performance practice, and characteristics of each period of
music or musicians in depth.
Collegium Vocale Seoul has participated numerous choral festivals and seminars such as
the Seoul International Early Music Festival, KCDA Choral Seminar with Masaaki Suzuki(Bach
Collegium Japan) in 2009, Handel Festival, Seoul Oratorio Festival, Searching Festival, Choral
Seminar with Frieder Bernius(Stuttgart Chamber Choir) in 2014, and so on.
Recently, between 2014 and 2015, they performed St. John Passion of J.S. Bach, H
ndel’s Messiah and B-Minor Mass of J.S. Bach successfully at the Seoul Arts Center with
BachSolisten Seoul. Then, they will do one of series accompanied performance of Bach’s
cantatas from it and with Bach Solisten Seoul and legendary baroque oboist, Alfredo Bernardini
in December end of 2015.
Collegium Vocale Seoul has performed a wide range of choral repertoire from Renaissance
to contemporary and they have been getting attention and recognition more and more in
and outside country since they awarded the second place prize at Yeosu International Choral
Competition in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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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립합창단

Incheon City Chorale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김종현

Jong-Hyun Kim, Conductor

반주자 황소은
So-Eun Hwang, Accompanist

반주자 최지현
Ji-Hyun Choi, Accompanist

1981년 창단된 인천시립합창단은 1995년 윤학원 전 예술감독과 함께 재 창단된 후 최고의 음악
적인 기량과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프로그램으로 전 세계 음악인들에게 최정상의 합창단으로
인정받고 있다.
인천광역시를 대표하고 대한민국을 노래하는 문화사절단으로 1997년 벨기에 세계합창연합회
(IFCM) 심포지움을 시작으로 다수의 저명한 세계합창제와 미국 카네기홀 연주를 비롯한 수차
례의 해외 초청연주에서 정상의 기량을 선보였다. 2009년 미국 합창지휘자연합회(ACDA)에
세계 4대 합창단으로 정식초청 되어 5000여명의 미국 합창지휘자들로부터 기립박수를 받았
으며 2010년 프랑스 노르망디 세인트로 에서 열린 세계합창박람회와 2014년 서울 국립극장에
서 열린 제10회 IFCM 세계합창심포지엄에서 한국 대표로 초대되어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합창
무대로 큰 찬사를 받았다.
한편으로, KBS 예능프로그램 남자의 자격 “청춘합창단”의 멘토 합창단으로도 소개되어 합창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고조시켜 왔으며, 무대와 객석의 벽을 허물어온 합창단으로 한국의 합창을
선도하여 왔다.
인천시립합창단은 2015년 8월, 제7대 예술감독으로 취임한 김종현 지휘자와 함께 깊은 소리와
음악성으로 가슴깊이 먹먹한 감동을 주는 합창의 고유한 영역을 추구하며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행보를 시작하였다.

-HMX,QWHUQDWLRQDO&KRLU)HVWLYDO 6\PSRVLXP

Established in 1981, the Incheon City Chorale is the pride of Incheon Metropolitan City, South
Korea and one of the leading professional choirs in the world. With the support of the Incheon
City government, the chorale employs 50 full-time singers who perform over 60 performances
per year within and outside of Korea. The Incheon City Chorale maintains a worldwide
reputation for impeccable musicality and creative performances, cultivated over the past twenty
years under the leadership of Dr. Hakwon Yoon.
In August 2015, the Incheon City Chorale has entered a new era under the direction of their
seventh artistic director and principal conductor, Dr. Jong Hyun Kim. Dr. Kim has over twenty
years of experience in choral conducting in the United States and was most recently Professor
of Music and Director of Choral Activities at Lynchburg College (Lynchburg, Virginia).
The Incheon City Chorale has been invited to perform at the most renowned venues around
the globe. Notable performances include the 2009 American Choral Directors Association
National Convention (Oklahoma City, Oklahoma), the 1999 World Choral Symposium (Rotterdam,
The Netherlands), and the 1997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Choral Music World Choral Festival.
Most importantly, the Chorale regularly performs at various venues within Incheon Metropolitan
City for local audiences. The annual concert schedule includes five major concerts at the
Incheon Metropolitan City Arts Center as well as community outreach and education efforts,
which include concerts at local schools and “brown bag” concerts for office workers around
Incheon.
For more information about the performance schedule, please visit
www.incheoncitychorale.org
http://www.artincheo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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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소년소녀합창단

Seoul Metropolitan Junior Chorus

지휘자 원학연
Hak-yon Won, Conductor

반주자 정지윤
Chi-Yoon Chung, Accompanist

노래는 맛있게, 표정은 밝게, 마음은 즐겁게
서울시소년소녀합창단은 1964년 ‘서울시립어린이합창단’이라는 이름으로 창단되어 올 해 51주
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노래는 맛있게, 표정은 밝게, 마음은 즐겁게”를 표어로 지난 50여년동안
우리나라의 문화 사절로서 천사와 같은 목소리로 맑고 밝은 동심을 노래하였습니다.
서울시소년소녀합창단은 한국 동요 보급은 물론 유럽의 정통 합창음악과 세계 각국의 민요,
동요 등을 두루 섭렵하여 어린이와 성인 관객 모두에게 폭 넓은 감동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서울시소년소녀합창단의 연주경력은 ‘한국 소년소녀합창음악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 창단
이후 현재까지 정기연주회 160회(2015년 12월 공연까지), 초청연주 500여회, 방송출연 150여회,
국가 기념 행사 220여회, 레코딩 10여회, 오페라 출연 100여회, 해외연주 60여회 등을 비롯 각종
연주에 참가하여 현재까지 1,000여회의 공연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1972년 일본 순회 연주를 시작으로 미주지역, 유럽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보여준 해외
공연은 한국 음악의 독특한 색채와 서양음악의 국제적 감각을 아울러 보여 주면서 세계 음악
인들과 청중들의 뜨거운 갈채를 받아 왔습니다.
서울시소년소녀합창단의 연주곡목은 고전에서 현대에 이르는 합창은 물론 미사곡, 세계 각국의
민요 및 동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데, 특히 우리나라 소년소녀합창단 최초로 메시아 전곡과
대관식 미사를 연주하여 주목 받았고, 최근에는 창작 오페라 <왕자와 크리스마스>를 발표 5년
연속 관객들의 호평을 받으며 공연하는 등 어린이 합창음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밝고
맑은 어린이 음악 보급과 발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017년 5.12-13 <동시의 재발견>, 8.18-19 동요뮤지컬 <외할머니댁에서의 여름방학>, 12.21-23
뮤지컬 <왕자와 크리스마스>를 정기공연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
니다. 감사합니다.

-HMX,QWHUQDWLRQDO&KRLU)HVWLYDO 6\PSRVLXP

Established in 1964 by city of Seoul, Seoul Metropolitan Junior Chorus has been singing the
child like innocence with angelic harmony in and out of the country under the motto of “Sing
Sweetly with Pleasant Smiles and Happy Spirits”
Choir has impressed both children and adults not only by the propagation of new nursery
rhymes and performing traditional songs but also covering the classical European choir music
and traditional songs and nursery rhymes of countries around the world.
Started with Japan’s nationwide tour for the first time in Korean Junior Choir history in 1972,
Seoul Metropolitan Junior Choir had made a contribution in promoting the friendship between
Korea and Japan.
Some of the facts that deserves attention are that Seoul Metropolitan Junior Choir received warm
applause from both audiences and music professionals around the world with the performances
abroad by displaying unique colors of Korean music along with international flair of Western music
in such concerts like 5 city tour in the United States in 1984, 6 city tour in Japan in 1986, Sibenik
festival in Yugoslavia in 1991, Hong Kong in 1992, Taiwan in 1994 and Niigata, Japan in 2005. Also
in October 2008 we were invited to represent Korea and perform at worldly renowned choir festival
<World day of Music> in Hungary. And we were invited to perform at Germany’s Dresden Concert in
2010/2012. WSCM(World Symposium on Choral Music) 2014, we invited representatives from South
Korea is expected to perform.
In addition, for the first time in Korea’s junior choir history, Seoul Metropolitan Junior Choir performed
Messiah in full length for commemoration of Hendel's 300th birth year and performed at coronation
mass in commemoration of Mozart’s 250th birth year. In April 2009, Seoul Metropolitan Junior Choir
drew attention from music professionals by opening a commemoration concert for 200th birth and
death year of Hayden and Mendelssohn and performed full length of <Pauken Mass>.
To represent Seoul and move forward to become worldly renowned junior choir, Director Hak-Yeon
Won who was posted in 2006 and the staff are working in the front line to provide new direction for
girls and boys choir music and propagation and improvement of bright and pure children’s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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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립 서귀포합창단

Jeju Spa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Seogwipo Chorale

지휘자 김인재
Injae Kim, Conductor

반주자 양선아
Sun-A Yang, Accompanist

반주자 김희경
Hee-Kyoung Kim, Accompanist

제주특별자치도립 서귀포합창단은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과 도민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1987년에
창단되었습니다. 맑은 목소리에 의한 정돈된 하모니와 다양한 표정의 울림으로 정겨우면서도
수준 높은 합창단을 지향해 왔습니다. 김군식 초대 지휘자를 필두로 하여 2대 오승식 지휘자,
3대 홍성호 지휘자를 거치면서 지금까지 54회의 정기연주회와 430여 회의 특별연주회를 통하여
항상 제주특별자치도민을 위하고 도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폭넓고 다양한 장르의 합창
음악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27년간의 연주활동을 정리해 본다면, 우선 도내 각 지역 도민들의 삶의 현장을 함께하는 “찾
아가는 음악회”와 각 급 학교들의 방문연주회를 통해 아름다운 합창음악으로 나누는 감동과
정서함양에 기여해 왔습니다. ‘국제 자유의 도시’, ‘국제 평화의 섬’을 지향하는 제주를 찾는 관광
객들을 맞이하기 위한 다양한 기획연주회를 상설화하여 제주의 또 다른 아름다움을 기억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하려 노력해 왔습니다. 특별기획공연으로 뮤지컬 ‘지붕위의 바이올린’ 공연
은 2년 연속 무대에 올려 도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었고, 제주의 특징을 풍성하고
도 아름답게 그린 뮤지컬 ‘제주로 오세요’를 자체 기획하여 공연함으로써 도민과 관광객들 기억
에 남을만한 큰 즐거움을 더하였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이제 제4대 김인재 상임지휘자와 함께 새롭게 도약하려는 제주도립 서귀포합창단은 전문예술
단체로서 수준 높은 합창음악과 도민들에게 다가갈 건전하고도 정겨운 합창음악들로 기획된
다양한 연주회를 통해 도민들에게는 더욱 친근한 합창단의 모습, 그리고 대ㆍ내외적으로는 제주
합창의 위상을 더욱 높이려 계획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지역 문화예술의 특색을 균형
있게 적용하고 발전시켜 독창적인 지역문화예술 창달의 선구자로서의 역할을 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주도립 서귀포합창단은 상임지휘자와 단원 모두가 함께 뜨거운 열정과 생동감 넘치는
목소리를 통해 더욱 아름답고 다양한 울림으로 제주도민은 물론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까지
흡족한 감동을 나누는 합창을 선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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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Seogwipo Chorale was established in 1987
for the development of the regional culture and arts and for the emotional cultivation of
the residents. It has pursued a friendly and yet high-standard choral ensemble through
harmonies arranged with clear voices and echoes of various expressions. With Gun-sik
Kim leading as the first conductor, followed by second conductor Seung-sik Oh and third
conductor Seong-ho Hong, the Chorus has strived to share and make a wide range of
genres in choral music for the residents of Jeju Province throughout 54 regular concerts
and about 430 special concerts.
Now, as a professional arts association, the Jeju Provincial Seogwipo Chorale, aiming to
make a new leap with the 4th conductor & music director In-jae Kim, is planning and
preparing to approach the residents and to elevate the status of Jeju choral society in
through various concerts programmed with high-standard, wholesome and affectionate
choral repertoires. It aims to serve its role as a leader of creative regional culture and arts
development by applying and develop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al cultural arts
with a sense of balance.
The conductor and all members of the Jeju Provincial Seogwipo Chorale will continue to
present touching, satisfactory choral performance to not only the Jeju residents but also
the tourists that visit Jeju through beautiful and various echoes of voices with passion and
vitality.

2017 제주국제합창축제 & 심포지엄 | Jeju International Choir Festival & Symposium

56 _ 57

윤학원코랄

Yoon Hak Won Chorale

지휘자 윤학원
Hak-Wom Yoon, Conductor

반주자 김지혜
Ji-Hye Kim, Accompanist

「윤학원코랄」은 2004년 2월, 윤학원 교수가 25년간 후학을 가르쳐온 중앙대학교 음악대학을
명예 은퇴하면서 이제까지 음악적 재능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드리어 최고의 합창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창단하였으며, 2007년 5월 극동방송사와 함께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
고자 「극동방송 윤학원코랄」로 명명하였습니다.
「극동방송 윤학원코랄」은 그 구성원이 성악 및 지휘 전공자와 관심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들
은 엄격한 오디션을 통하여 선발되었으며, 오직 장인정신으로 합창음악의 연구에 평생을 바쳐
온 윤학원 교수의 섬세하고 철두철미한 지도와 단원들의 열정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최고의 소리
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정제된 모음과 완벽한 자음의 일치를 통해서 울려나는「극동방송 윤학원코랄」만의 독특한
톤 칼라는 르네상스, 마드리갈에서 현대음악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레퍼토리를 소화해 내고 있으며
항상 새로운 도전으로 합창음악이 표현할 수 있는 한계를 넘는 무한한 가능성을 제시할 것입니다.
독특하게도 지휘자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합창단이기에 끊임없는 탐구와 열정으로 세계 정상
에 우뚝 서는 합창단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언제나 온 정성과 영혼이 깃든 합창으로
여러 분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매년 국내외 여러 초청연주와 교회순회연주를 갖고 있는데, 특히 2007년 6월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개최된 제3회 교회합창음악 심포지움, 2010년 제10회 대만국제합창제, 2011년 인도네시아 반둥
합창심포지움 등 해외로 초청되어 많은 찬사를 받았으며, 엔니오 모리꼬네 내한연주, 안드레아
보첼리 내한연주 협연 등을 성황리에 가진 바 있습니다.
특히 2014년 8월 미국 LAKMA의 초청으로 LA 월트디즈니콘서트홀 등 세계적인 무대와 라스
베가스 지역에서 성황리에 연주회를 가진 바 있으며 2016년 8월 미국 LA 월트디즈니콘서트
홀, 라스베가스, 샌디에고에서의 초청연주를 가졌습니다..
‘예수 나의 기쁨’ CD를 매년 녹음하며 10여장에 이르는 음반을 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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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Yoon Hak Won Chorale was founded by Dr. Yoon to show his gratitude and to glorify God
by creating a highly trained and talented choral ensemble after his retirement from Choong Ang
University where he taught for 25 years and enjoyed a rewarding career as a professor and a
conductor. It added FEBC to its name to spread gospel worldwide.
The FEBC-Yoon Hak Won Chorale members are selected by thorough audition, and are made
up of not only vocal and choral conducting majors but with people from various backgrounds,
too. The enthusiasm, talent and dedication of this chorale under the expert direction of Dr. Yoon
has delighted audiences with its unique resonant sound which is made by controlled vowels
and perfect consonants. It enables the chorale to perform wide variety of choral repertories from
the madrigals of Renaissance to the contemporary Korean music and is always challenging to
widen the limits of the boundaries of choral music.
The future of the FEBC-Yoon Hak Won Chorale looks bright as the founder and conductor, Dr.
Yoon continues to inspire his singers to reach new heights and to prepare new and challenging
music to praise the God and share His grace with audiences. In order to achieve these goals,
the FEBC-Yoon Hak Won Chorale has performed both national and international concerts and
choral festivals. They have been invited to international choir festivals such as the 2007 & 2011
Symposium of Church and Choir Music in Bandung, Indonesia, the 10th Taipei International
Choral Festival in 2010 and especially in August 2014 had concerts at famous venue Walt
Disney Concert Hall and Las Vegas invited by LAKMA.
In August 2016, they had concerts at Walt Disney Concert Hall, Las Vegas and San Diego. The
chorale has also performed various repertoires with famous orchestra, chorus and vocalist such
as the KBS and Daejeon Symphony Orchestra, Philippine Madrigal Singers, Andrea Bocelli and
Enio Morricone and has made CDs titled “Jesus, my joy” every year for last 1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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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립합창단
Ansan City Choir

지휘자 박신화
Shin-Hwa Park, Conductor

반주자 김민옥
Min-Ok Kim, Accompanist

반주자 박은화
Eun-Hwa Park, Accompanist

르네상스에서 고전, 그리고 현대음악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레퍼토리와 독특한 챔버 스타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안산시립합창단은 1995년 창단 되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문합창단
으로 성장하였다. 창단 이후 시립합창단은 박신화 상임지휘자와 함께 55회의 정기연주회, 한국
합창대전, 세계합창축제, 수십 회의 지방연주, 기획공연 등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많은 호응을
받았다.
이에 대한 결실로 세계합창연맹(IFCM)이 뽑은 세계22개 합창단 중 하나로 선정되었고, 2002년
8월 미국 미네아폴리스에서 개최된 세계합창 심포지움에 초청되어 연주를 가졌다. 이 연주에서
안산시립합창단은 세계를 놀라게 하였고, 참가한 22개 합창단 중에서 최고의 수준이라는 평가
를 받기도 하였다. 또한 2006년 미국 몬타나주에서 개최된 국제합창 페스티발에도 초청되어
미국순회연주와 함께 성공적인 공연을 가졌다.
2011년 6월 바티칸 교황청으로 부터 초청을 받아 성베드로 대성당에서 연주를 가졌는데 현지인
뿐만 아니라 성베드로 대성당을 방문한 전 세계인들에게 안산시립합창단과 한국의 높은 합창
수준을 알려주었다.
2012년 3월 미국시애틀에서 개최된 2012 NWACDA 컨퍼런스에 독일 슈투트가르트 챔버합창단과
함께 안산시립합창단이 초청받았다. 이 연주를 관람한 미국의 합창단지휘자 및 합창단원, 현지
관객 등 전원 기립박수를 받으며 성황리에 공연을 마쳤다. 그 결과 안산시립합창단은 2015년
미국 Salt Lake City에서 개최된 2015 ACDA National Conference(미국합창협회 전국모임)에
전 세계에서 모인 5000여명의 합창지휘자들에게 최고의 연주를 선보이며 세계적인 합창단으
로 인정받았다.
안산시립합창단은 2017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는 제11회 세계합창심포지엄에 한국
을 대표하여 초청받아 세계적인 연주를 준비하고 있다.

-HMX,QWHUQDWLRQDO&KRLU)HVWLYDO 6\PSRVLXP

Founded in 1995, Ansan City Choir is a professional group that is frequently called upon to
represent the Republic of Korea on the international stage. They are famous for their unique
chamber repertoire and various styles ranging from Renaissance, Classical to Contemporary.
Under the direction of Dr. Shin-Hwa Park, the choir has maintained its distinct reputation by
performing 55 major regular concerts, making numerous local appearances, and participating
in the Korea Choral Festival and other international choral festivals of distinction. By nature of its
success, the choir has raised fervent interest and receives a warm reception across the country.
In August of 2002, the choir was selected by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Choral Music (IFCM)
as one of 22 best choral groups worldwide and was showcased in performance as part of the
prestigious 6th World Choral Symposiumin Minneapolis. This led to aninvitation from the Stateof
Montanatoper for mat Missoula’s 2006 International Choral Festival, where it gain edtheaffections
of thousands of listeners.
In June of 2011, the choir sang in St. Peter’s Basilica upon invitation by the Papal court. They
have showed the high level of Ansan City Choirs to not only natives but all visitors.
The choir was deeply honored by the opportunity to perform for the 2012 Northwestern Division
Conference of ACDA, which also featured the world-class Kammerchor Stuttgart, conducted by
Frieder Bernius.
In February 2015, Ansan City Choir was invited to ACDA National Conference as representing
Korea, which was held in Salt Lake City, USA. The choir’s performance gave a deep
impression to more than 5,000 choral conductors from worldwide. Through these successful
concerts, Ansan City Choir has won the hearts of audiences and has truly established a
reputation for excellence within the international choral community. The choir was invited by the
IFCM as part of the 11th World Symposiumin Barcelona, Spain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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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성합창단

Korea Male Chorus

지휘자 김홍식
Hong-Sik Kim, Conductor

반주자 박수연
Su-Yeon Park, Accompanist

형제애의 가슴이 화음으로 동거동락한 지 올해로 창단 57 주년을 맞는 한국남성합창단은 고교시절
합창반에서 남성합창의 매력에 빠져들었던 대학생들의 주도로 창단되었다.
발족 1년 만인 1959년 5월 6일 서울 중구 명동에 있던 시공관 (국립극장의 前身)에서 초대 지휘
자인 미국인 Hugo George Goetz씨(당시, 주한 미군 중령)의 지휘로 창단연주회를 개최하였다.
창단공연 직후 Goetz씨가 본국으로 전근하게 되고 서수준교수(당시, 경희대 음대 교수)를 두 번째
지휘자로 맞이한 한국남성합창단은 같은 해인 1959년 12월 19일 제2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하였다.
서수준 교수에 이어 유병무 선생(前, 선화예술고등학교음악부장, 음악감독)이 이후 30년 간 지휘자
로 봉사했으며, 1999년부터 6년 간 김홍식 교수(現, 한서대 예술학부 교수), 그 후 2년 간 최영주 선
생(現, 고양시 청소년교향악단 음악감독)과 박신화 교수(現, 이화여대 음대 교수, 객원지휘)가 수고
해 주셨으며 앞서 지휘자를 역임했던 김홍식 교수가 2007년초 다시 부임하여 오늘에 이른다.
한국남성합창단은 국내에서의 활발한 공연활동은 물론 외국남성합창단의 내한 공연 시 파트너
로함께 공연함으로써민간외교사절의 몫도 충실히 해 왔으며 또한 국가적인 각종 행사와 자선
무대 등에도 적극 참여하여 견실한 합창단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있다. 나아가 그 활동영역
을 해외로까지넓혀 대만, 일본, 미국, 독일 등에서도 연주회를 가졌다.
한국남성합창단의 단원들은 깊은 유대관계와 가족사랑에 버금가는 진한 형제애로 얽혀있다. 50년
에 가까운 연령차이의 특이한 구성은 오히려 큰 강점이 되고 있으며 젊은 단원들의 패기와 중장년
단원들의 노련미의 놀라운 조화는 합창단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는 근본적인 원동력이 되고 있다.
단원 구성은 음악전공자와 비전공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비율은 비전공자가 90%이상이다.
한국남성합창단은 이제 『1958년을 시작으로 2058년 새로운 100주년』을 향하여 합창단 내부적으
로는 음악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앞으로도 그 동안 음악계와 사회
에 공헌해 온 선도적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기위해 새로운 각오와 열정으로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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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Male Chorus was founded in 1958 and it is the oldest male choir in Korea that has
been active for 59 years without any break.
Korea Male Chorus plays in Japan, USA and Germany as well as active performances in
Korea, and fulfills its role as a private cultural envoy for promoting international friendship.
Every year, Korea Male Chorus hold four to five concerts, including regular concerts and
charity concerts also hold joint concerts with TLT (Tokyo Liedertafel) every three years in in
Tokyo or Seoul.
http://www.kmc1958.or.kr/
http://www.tokyo-liedertafel.com/profile_e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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