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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재단법인 천송재단 | Chun-Song Foundation 

재단법인 천송재단(이사장 김종식)은 2015년 제주에서 설립된 비영리 음악재단으로 청소년 음악

교육과 도민들을 위한 음악 예술 활동을 위해 세워진 재단입니다. 특히 제주를 문화예술의 도시로 

이미지화 시키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천송재단은 평화의 섬 제주에서 음악을 통해 화합과 나눔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음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제주의 문화적 기반을 

다지고, 도민과 음악인들이 함께하는 제주 국제 합창축제와 청소년 음악페스티벌 등 수준 높은 연

주를 통하여 도민들의 문화 정서 함양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음악을 통하여 제주의 

브랜드를 높여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까지 음악적인 도시로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천송어린이합창단 | Chun-Song Children’s Choir

제주 천송어린이합창단은 제주도의 청소년 음악교육과 도민들을 위한 음악 예술 활동을 위해 설

립된 비영리 음악재단법인 천송재단(이사장 김종식)의 천송뮤직센터 첫 번째 음악교육 프로젝트로 

2017년 1월에 창단되어 김희철(전 월드비전 선명회 합창단 음악감독)지휘자의 지도로 제주도내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합창을 통한 정서적, 음악적 함양과 연주활동을 통한 교육과 나아가서 그들

의 노래가 평화의 노래, 화합의 노래가 되어 평화의 제주를 알리고 지구촌의 행복을 나누는 소리로 

울려 퍼지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제주 천송어린이합창단은 2017년 9월 천송재단 창립 음악

회에 출연하였으며, 2018년 5월 창단 연주회 및 해군국제관함식과 우당도서관 등 다양한 행사에 

초청되어 연주한 바 있다.

2017년 7월 서귀포 오페라 페스티벌 특별출연 (오페라 ‘Tosca’)

2017년 9월  천송재단 창립 기념 음악회 특별출연

2017년 12월 우누스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초청연주

2018년 4월 제주초등교사연수 세미나 시범합창 및 공개리허설

2018년 5월  기적의 도서관 어린이날 행사 초청연주

2018년 5월  천송어린이합창단 창단 연주회

2018년 10월  2018 해군 국제관함식 초청연주

2018년 10월  나눔토크콘서트 시범합창 및 공개리허설

2018년 10월  우당도서관 독서관련대전 초청연주

2018년 11월 제 2회 재단법인 천송재단 정기연주회 ‘PACEM' 특별출연

2018년 12월  문예회관 기획공연 뮤지컬 ‘하모니’ 특별출연

2019년 5월  기적의 도서관 어린이날 행사 초청연주

매주 목요일(오후 7시~오후 9시), 토요일(오전 10시 30분~오후 1시) 연습

제주시 서사로 134 에덴빌딩 4층 천송뮤직센터/ 064-722-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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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Korean Modern Traditional Song

한국전통주제에 의한 현대음악

이어도사나* _ 안현순 작곡

Agnus Dei* _ 이현철 작곡 (곡 중 듀엣_김하진, 고비송)

Dona Nobis Pacem* _ 이현철 작곡

Korean Folk Song

한국민속음악

김치타령 _ 조라미 작곡

엄마야 누나야* _ 김소월 시, 안성현 작곡, 이현철 편곡 (곡 중 듀엣_안지오, 임예은 / 첼로_박소현)

Till We Meet Again, Arirang* (세계청소년합창축제 폐막곡) _ 우효원 편곡

Special Stage. Jeju Ladies Choir

특별출연. 제주레이디스콰이어 (첼로_박소현)

가족이라는 이름– 신상우 작곡

엄마

내 아버지

우리 집

Musical & Peace Song

즐거운 노래

I Feel Pretty- 이현철 편곡

Do Re Mi- 이현철 편곡 (곡 중 듀엣_박미소, 백서윤)

다섯 가지 기도- 손민혜 작곡

O Sole Mio- E.di Capua 작곡 (곡 중 솔로_박정우)

* 표시의 곡목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국제합창축제에서 연주할 예정입니다

I.

II.

III.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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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이어도사나- 안현순 작곡

창작음악극 ‘해녀의 길’ 에 삽입된 곡으로 제주민요로 전래되어왔던 이어도사나의 노랫말을 가지

고 새롭게 만든 곡이다. 전래되어 오던 이어도사나의 선율이나 가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어두운 느낌이 많이 나는데 이 곡에서는 해녀들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기에 장조를 택

했고 누구나 흥얼거리며 부를 수 있도록 쉽고 간결한 선율의 흐름으로 진행된다.

Dona Nobis Pacem- 이현철 작곡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의 뜻을 가진 라틴어로, 현대적이면서 한국적인 무반주 곡이다. 

총 네 부분의 주제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고유의 음악적 표현인 떨기와 꺾기를 모방한 창법으

로 평화를 향한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을 담고 있다.

Agnus Dei- 이현철 작곡

Sanctus 이후에 나오는 라틴 미사의 곡 중 하나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Agnus Dei는 피아노 반주와 함께 웅장하면서도 장엄한 분위기를 나타내는 곡이다. 단조로 시작하

면서도 슬픔과 비장함, 아픔이 묻어나는 선율로 노래가 진행된다. 박자가 바뀌면서 리듬이 조금 빨

라지지만 선율의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 다시 느린 리듬과 처음의 선율이 반복되며 곡이 마친다. 

엄마야 누나야- 김소월 시, 안성현 작곡, 이현철 편곡

김소월의 시 ‘엄마야 누나야’에 작곡가 안성현이 만든 곡으로,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사람들에

게 사랑 받는 대표적인 동요를 합창으로 편곡한 곡이다. 단순한 선율과 리듬을 그대로 부르며 화

성의 변화를 주어 보다 새롭고 다양한 색깔을 만들어 낸 곡으로, 곡이 갖고 있는 애잔함을 새로운 

느낌으로 전달해 주고 있는 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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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tists

김희철, 지휘자

월드비전 선명회합창단 음악감독

과천시립여성합창단 지휘자

중앙대학 음악대학 겸임교수

천송어린이합창단 음악감독

코리아청소년합창단 지휘자

제주레이디스콰이어 지휘자

유네스코제주협회 부회장

연세대학교 음악아카데미 지휘자

명성교회 성가대 지휘자

한국국제합창협회 부이사장

유나이티드싱어즈 음악감독

제주국제합창축제 예술총감독

세계청소년합창축제 예술총감독

이현철, 초청지휘자 및 작곡가

월드비전 합창단 상임작곡가

중앙대, 서울신대, 한세대, 총신대 출강역임

장로회 신학대학교 교회음악과 겸임교수 

의정부시립합창단 전임작곡가 

한국 합창작곡가협회 (KCCA) 회원 

한국 합창작곡아카데미 지도교수(원장. 윤학원)

중앙아트 음악감독

천송재단 이사 및 상임작곡가

새노래 명성교회 찬양대 지휘

전

현

전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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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철, 초청지휘자 및 작곡가

월드비전 합창단 상임작곡가

중앙대, 서울신대, 한세대, 총신대 출강역임

장로회 신학대학교 교회음악과 겸임교수 

의정부시립합창단 전임작곡가 

한국 합창작곡가협회 (KCCA) 회원 

한국 합창작곡아카데미 지도교수(원장. 윤학원)

중앙아트 음악감독

천송재단 이사 및 상임작곡가

새노래 명성교회 찬양대 지휘

고혜영, 반주자

이화여자대학교 피아노과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피아노과 졸업

경남 작곡가협회 작품발표회 연주(부산, 대구)

네오클래식 초청 화요 콘서트 - 피아노 두오 리사이틀

대학원 음악회, 실내악 음악회 및 독주회

이외 다수의 연주 및 반주

천송어린이합창단 반주자

한소리 여성합창단 반주자

농협 하나로 합창단 반주자

성안교회 반주자

김지후, 트레이너

인디애나 주립대학 성악과 졸업

천송어린이합창단 트레이너

재단법인 천송재단 운영팀장

제주국제합창축제, 세계청소년합창축제 행정팀장

김은경, 객원 트레이너

선화예술고등학교졸업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및 동대학원 성악과 졸업 

다수의 칸타타 및 오라토리오 출연 및 연주  

유나이티드싱어즈 단원장

과천시립여성창단 단원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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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Guest
제주레이디스콰이어

제주 레이디스 콰이어는 제주의 젊은 여성들로 구성된 아마추어 합창단으로서, 2018년 12월에 창

단되었으며 김희철 음악감독의 지휘아래 2019년 2월에 '제주국제합창축제'에서 첫 무대를 선보였

다. 제주인들에게 감동의 레퍼토리와 제주의 행복한 블랜딩을 들려주고자 하는 「제주레이디스콰이

어」만의 특별한 합창음악을 선사하며 제주를 노래하는 여성합창단으로 나아갈 것이다.

지휘자. 김희철

반주자. 고은숙

전임작곡가. 안현순 

박소현, 첼로

제주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수석 입학졸업

이스트만 음대(Eastman School of Music) 석사 졸업

인디애나 음대(Jacobs School of Music) 전문연주자과정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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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막연주 | Opening Concert

7월 9일 화요일 오후 4시

Auditorium di Sant'Apollonia, Via San Gallo 25/A

특별연주 | Special Concert

7월 10일 수요일 오후 9시

Church of Santi Apostoli e Biagio, Piazza del Limbo 1

특별연주 | Special Concert

7월 11일 목요일 오후 9시

Auditorium di Santo Stefano al Ponte Vecchio, Piazza Santo Stefano 5

폐막연주 | Final Concert (Conductor. Tim Sharp)

7월 12일 금요일 오후 8시 30분 

Teatro Verdi, Via Ghibellina 99

제 1차 천송어린이합창단 해외연주 일정

일시: 2019년 7월 4일 ~ 14일

장소: 이탈리아 피렌체

Leonardo Da Vinci 
International Choral Festival 
Concert Sche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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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택백서윤박미소 안지오박정우

백재원 임예은김소운 유유진 최시온

강유한고비송 정유나김윤겸 박지현

유유현

한민준 이민호김하진 김소연추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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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송어린이합창단 자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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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은건설주식회사 임직원일동

뜨래별주식회사 임직원일동

Sponsored by

목석원 뜨래별 2021년1월 준공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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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CHOIRS

KOREAN CHOIRS

SPECIAL GUEST

WORLD YOUTH CHORAL 
FESTIVAL&COMPETITION 
IN JEJU.KOREA 
2019

2019 제
주

 세
계

청
소

년
합

창
축

제
&

경
연

대
회

2019.7.17 WED — 20 SAT 서귀포 예술의전당 SEOGWIPO ARTS CENTER

www.wycf.co.kr

주최 / 세계청소년합창축제 & 경연대회 조직위원회       주관 / (재)천송재단, (주)위드플래닝펌, (주)마당커뮤니케이션       후원 / 서귀포예술의전당       문의 / 064-724-0474

해외합창단 INTERNATIONAL CHOIRS
USA 칸타벨라어린이합창단 Cantabella Children’s Chorus
China 스프링어린이합창단 Spring Children’s Choir
USA 시카고리틀올코리아어린이합창단 Chicago Little OL Korea Children's Choir
Hong Kong 그레이스콰이어 Grace Choir of ICQM
China 젠지앵 리틀스왈로우합창단 Zhenjiang Little Swallow Chorus

한국합창단 KOREAN CHOIRS
KBS제주방송총국어린이합창단 KBS Jeju Children’s Choir
율 콰이어  Youl Choir
부산 사상구 소년소녀 합창단 Busan Sasang-gu Junior Choir
광명비전소년소녀합창단 Kwang Myeong Vision Children's Choir
천사의소리합창단 Voice of Angel’s Choir
필그림소년소녀합창단 Pilgrim Children’s Choir
서산시 소년소녀 합창단 Seosan Boys and Girls Choir
천송어린이합창단 Chun Song Children's Choir
제주특별자치도소년소녀연합합창단 Jeju Boys and Girls Combined Choir 
제주가톨릭소년소녀합창단 JEJU CATHOLIC BOYS&GIRLS CHOIR
제주불교우담바라어린이합창단 UDAMBARA CHILDREN’S CHOIR
제주고은솔어린이합창단 JEJU GOEUNSOL CHILDREN’S CHOIR
제주구좌어린이합창단 JEJU KUJWA CHILDREN’S CHOIR
제주극동방송어린이합창단 JEJU FEBC CHILDREN’S CHOIR 
서귀포소년소녀미션콰이어 SEOGWIPO CHILDREN’S MISSION CHOIR
제주소년소녀합창단 JEJU CHILDREN’S CHOIR
제주어로노래하는제라진소년소녀합창단 제라진 MIXED BOYS&GIRLS CHOIR

특별출연 SPECAIL GUEST
[Opening Concert Special Guest] 
고양시청소년교향악단 Goyangsi Youth Symphony Orchestra
[Closing Concert Special Guest] 
유나이티드 유스 오케스트라 United Symphony Youth Orchestr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