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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답답하고 슬픈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

름답고 새는 노래하며 나무는 푸르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도 

음악을 통해 더욱 희망과 행복을 만들어가야 하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문화와 예술을 통해 온 

세계의 청소년들이 교류하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배워나가길 소망하며 이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

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연주와 행사지만 경연대회와 콘서트세미나 그리고 교류 워크숍 등을 

통해 아름다운 음악의 추억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번 경연대회와 세미나를 위해 수고해주신 여러 

교수님들과 특별연주와 경연에 함께 참여해주신 합창단원들과 지휘자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

습니다. 항상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예술감독 김희철

Greetings!

The world is going through a season of grief and sorrow, suffering from COVID19. However, the 

world we are living is still beautiful with the incomparable and marvelous nature. The festival we 

prepare has a clear purpose for children and youths to learn different cultures and interacting 

with each other in their most important times in life. We wish they can make happiness and hope 

through music and live their precious lives loving and helping one another. Although this year’s 

event is held online, we wish all the participants to make unforgettable memories through the 

competition, concert seminars, choral exchange workshops, etc. We would like to thank all the 

jury members and lecturers who gave such wonderful seminar; choirs and conductors who showed 

us beautiful music from the performances and competition. I wish the blessing from heaven can 

be with you always. 

Artistic Director 

Heechurl Kim

Gr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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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에 계신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2021 세계청소년합창축제 & 경연대회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

두를 환영합니다! 아름다움과 공익을 위한 예술문화의 모범이 되는 행사이자 주도세력으로 나아가

고 있는 김희철 예술감독님과 천송재단의 획기적인 비전과 불굴의 용기에 축하인사를 전합니다. 미

국합창지휘자협회와 국제합창커뮤니티를 대신하여 축하인사를 할 수 있어 대단한 영광이 아닐 수 없

습니다. 전 세계 합창 종사자들 중, 합창 예술의 발전과 확산을 위해 헌신하는 여러 합창 앙상블과 커

뮤니티 중 김희철 예술감독은 그런 리더들 중 단연 앞장서는 리더로서 계속 헌신하고 있습니다. 천송

재단의 노고 덕분에 김희철 예술감독은 대한민국의 합창 음악 분야에 상당한 공헌을 했을 뿐 아니

라, 더 중요하게는 합창 예술과 참여하는 이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합창 능력에 대한 진심 어린 열

정을 통해 국제합창 네트워크 시스템의 질을 높이고 풍성하게 했습니다. 합창 직업군을 촉진시킬 뿐 

아니라 모든 합창 커뮤니티 사이의 연결 다리 역할을 하는 김희철 예술감독의 지치지 않는 그 수고

는 빛나는 리더십의 모범 사례이자 모든 나라의 일류 합창 커뮤니티에 영향을 주고 있는 희망과도 같

습니다. 2021 세계청소년합창축제 & 경연대회는 전 세계 커뮤니티가 국제 보건 위기로부터 회복하고 

합창의 탁월함을 재현하며 그것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돕는 모범 국제 합창 축제입니다. 이 행사가 다

음 세대 지휘자, 성악가, 전 세계 음악가들이 예술의 훌륭함을 달성하고 음악을 통한 우정을 쌓아 결

속력을 다지게 할 것입니다.

티제이 하퍼

미국합창지휘자협회 상임위원회 국제활동 회장

미국 로욜라메리마운트대학교 음악학과장

Greetings to all of our friends from around the world and welcome to the 2021 World Youth 

Choral Festival & Competition (WYCF)! Congratulations to Dr. Heechurl Kim and the Chunsong 

Foundation for the innovative vision and fortitude which allows this exemplary artistic and 

cultural event to be a leading force for beauty and the Common Good. It is a great honor and 

privilege for me to send official greetings on behalf of The American Choral Directors Association 

(ACDA) and the international choral community. Within the world-wide choral profession, 

there are a multitude of choral ensembles and communities dedicated to the advancement and 

proliferation of the choral art and Dr. Heechurl Kim continues to be a leader among leaders. 

Through his efforts with the Chunsong Foundation, Dr. Kim has mad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choral music landscape of South Korea but more importantly he has enriched the 

international choral eco-system through a genuine and significant passion for the choral art and 

its ability to improve the lives of those who participate. His tireless efforts to promote the choral 

profession and build bridges among all choral communities is a shining example of leadership 

and hope impacting the top choral communities in every country. The 2021 World Youth Choral 

Festival & Competition (WYCF) is an exemplary international choral festival that will help 

to foster the reemergence of choral excellence as the worldwide community recovers from the 

international health crisis. This event is created to inspire new generations of conductors, singers 

and musicians from around the world to achieve artistic excellence and strengthen the bonds of 

friendship through music.

Sincerely, 

Dr. T. J. Harper 

Chair, ACDA International Activities 
Chair, Department of Music & Director of Choral Activities

Loyola Marymount University, Los Angeles

Congratulator y  Rem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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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세계청소년합창축제 앤 경연대회 개막을 축하드립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한계를 넘어 창조적으로 합창활동을 계속 

이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고, 활동제한으로 고립되어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사회와 경제 상태에 매우 큰 영향을 끼쳤을 뿐 아니라 정신적으

로 심리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비록 우리가 집에 머물러야 하고 함께 모이지 못할지라도 그

래도 우리는 여전히 노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행복할 수 있

을 겁니다. 희망을 가지기는 2021 세계청소년합창축제 앤 경연대회와 관련한 모든 참여자와 음악인

들이 기쁨과 열정으로 이 행사를 임했으면 합니다. 2021 세계청소년합창축제 & 경연대회를 온라인으

로 진행하기 위해 수고하고 계신 김희철 예술 감독님과 조직 위원회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 인사 말씀 

다시 전합니다. 언제 이 팬데믹이 끝날지 확신이 없지만 여러분 힘내시고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가까

운 미래에 함께 모여 노래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토미얀토 칸디사푸트라 

반둥합창협회 예술감독

Best wishes,

I congratulate you on the opening of The 2021 World Youth Choral Festival & Competition. In 

difficult times due to the Pandemic, it is very important to stay active and creative, even with all 

the limitations that must be faced.  Everyone experienced a lot of hardship and was isolated due to 

activity restrictions and was not allowed to be together. This situation is very influential on social 

and economic conditions, but more so mentally and psychologically. Even though we are at home, 

we are not allowed to gather together, but we can still sing.  And we can still be happy because we 

keep singing. Hopefully all participants and musicians involved in The 2021 World Youth Choral 

Festival & Competition can carry out this event with pleasure and enthusiasm!

Congratulations and thanks to the Artistic Director Mr. Heechurl Kim and the team who are 

working hard to continue to carry out the 2021 World Youth Choral Festival & Competition online. 

It is not so certain and clear how this Pandemic will end, but we have to carry on with our lives at 

all costs.  And, we will continue to sing virtual-online, and or normally again later.

Tommyanto Kandisaputra

Artistic Director Bandung Choral Society 

Congratulator y  Rem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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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자 김희철은 현재 중국 심양대학 음악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며, 2015년 제주도 음악재단법인 천송재단을 설립하

여 제주국제합창축제&심포지엄과 세계청소년합창축제&경연대회를 시작하였다. 그는 두 합창축제의 예술총감독으로 

활동하며, 국내외 다양하고 전문적인 합창단들을 초청하여 합창심포지엄과 함께 전문적인 합창교육과 메시지가 있는 

합창음악을 사회에 보급하려 노력하고 있다. 2018년부터 시작된 세계청소년합창축제는 국내외 어린이 및 청소년합창

단들의 합창을 통한 문화교류와 연주를 통한 자아성취를 도모하고 있다.

1997년 유학 후 귀국하여 월드비전선명회합창단의 상임지휘자를 맡아 2015년까지 1,000회가 넘는 연주를 통해 그의 

음악적인 부분을 인정받았으며, 특히 현재까지도 그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합창을 통한 교육의 중요성을 홍보하는데 

앞장서서 활동하고 있다. 2015년까지 월드비전세계합창제 음악감독으로 활동하며, 수 많은 국내외 연주와 세미나를 

통해 합창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리고 있다. 제주에서 2017년에 재단법인 천송재단 소속 천송어린이합창단을 창

단하여 예술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외에도 그는 2003년부터 2018년까지 과천시립여성합창단의 지휘자로 국내 

작곡가들과 함께 여러 장의 음반 및 영상을 제작하였고 국내 아마추어 여성합창단들에게 보급하여 한국여성합창 발

전에도 기여하였다. 또한, 중앙대학교 음악대학 겸임교수 외 여러 대학의 강사로써 후학 양성에 힘썼으며, 2015년부터 

2016년까지는 중국 상하이청소년합창단의 객원 지휘자로 활동하였고, 항저우의 AIYUE 어린이합창단과 여성합창단

의 객원지휘자로도 활동하였다. 중국에서는 현재까지도 초,중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합창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

최하여 강사로써도 활동하고 있다. 

현재 그는 제주국제합창축제&심포지엄 예술총감독, 제주세계청소년합창축제&경연대회 예술총감독, 한국국제합창협

회 부이사장, 한국교회음악협회 이사, 유나이티드싱어즈 음악감독, 재단법인 천송재단 이사 및 음악감독, 유네스코제

주협회 부회장, 연세음악아카데미 지휘자, 명성교회 지휘자이며, 2019년 남한의 청소년과 탈북 청소년을 함께 구성하

여 코리아청소년합창단을 창단하며 ‘평화의 메시지를 노래를 통해 나눈다‘는 사명을 갖고 지휘자로도 활동하고 있다. 

지휘자 김희철은 합창의 속성인 배려와 함께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더욱 이 일에 힘쓸 것이며, 특히 어린이, 청

소년 시절에 긍정적인 마인드를 길러 줄 수 있도록 합창교육에 전념할 것이다.

Heechurl Kim is the professor at the School of Music of Shenyang University in China and the artistic director of 

Jeju International Choir Festival & Symposium and World Youth Choral Festival & Competition in Jeju. He works 

for sharing performances of various and professional choirs from Korea and abroad and for spreading out the 

professional choral education and choral music which including messages through the choral symposium to the 

society. 

From 1997 to 2015, he worked as the conductor as the music director of World Vision Korea Children's Choir. 

He was recognized his musical ability through having more than 1,000 performances and he also worked as 

the artistic director for World Vision Korea Children's Choral Festival until 2015 and has been publicized the 

importance of choral education through performances and seminar/workshops in abroad. He performed with 

Gwacheon City Women’s Choir for more than 10 years and published records and videos which made with Korean 

composers' music for amateur women's choir. Also, he trained younger conductors as professor of Chung-Ang 

University music school and others.

Currently, he is the vice-president of Korea International Choral Association, board member of Korea Church 

Music Association, music director of United Singers, board member and music director of Chun-Song Foundation, 

music director of Chun-Song Children’s Choir, vice-president of UNESCO Jeju Association, conductor of Yonsei 

Music Academy, and conductor of Myungsung church choir. In 2019, he gathered youths from South and North 

Korea and founded the Korea Youth Choir with the purpose of sharing message of peace. Since 2020, Kim is 

training young musicians at the Georgia Central University as professor.

예술감독, 김희철

Ar tist ic  Director
Heechurl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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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ociate  Director

티제이 하퍼는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Loyola Marymount University의 합창활동감독 및 음악협력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의 지도아래 활동하는 합창단들은 2017년 뉴저지의 아틀란틱 시티에서 열린 전국음악교육협회 동부지역

학회, 2014년 테네시의 네쉬빌에서 열린 전국학회, 2013년 뉴 햄프셔의 킨에서 열린 미국합창지휘자협회 뉴 잉글랜드 

대학 합창 컨퍼런스, 2012년 로드아일랜드의 프로비덴스에서 열린 미국합창지휘자협회 동부지역학회, 2011년 매릴랜

드의 발티모어에서 열린 전국음악교육협회 동부지역학회, 그리고 2010년 로드아일랜드 음악교육협회 봄학기 학회에

서 공연하였다. 이 외에도 호주(2015년), 체코(2015년), 스페인(2013년), 그리고 이탈리아(2011년)에 초청받아 국제연

주를 하였다. 

하퍼교수는 초청지휘자, 강사, 심사위원 등으로 미국뿐 아니라 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아르헨티나, 

칠레, 중국, 코스타리카, 독일, 홍콩,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스페인, 한국, 대만, 태국, 베네수엘라 외 다른 여러 나라에

서 지휘자, 강사 등 다양한 역할로 초청받아 활동하였다. 하퍼 교수는 미국합창지휘자협회 상임위원회 국제활동 회장 

그리고 국제지휘자교류프로그램의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다.

T. J. Harper is Associate Professor of Music, and Director of Choral Activities at Loyola Marymount University 

in Los Angeles, CA. Choirs under the direction of Dr. Harper have performed at the 2017 National Association 

for Music Education (NAfME) Eastern Division Conference in Atlantic City, NJ, the 2014 NAfME National 

Conference in Nashville, TN, the 2013 American Choral Directors Association (ACDA) New England Collegiate 

Choral Conference in Keene, NH, the 2012 ACDA Eastern Division Conference in Providence, RI, the 2011 

NAfME Eastern Division Conference in Baltimore, MD, and the 2010 Rhode Island Music Educators Association 

(RIMEA) Spring In-Service Conference. International performances by invitation include Austria (2015), Czech 

Republic (2015), Spain (2013), and Italy (2011).

Dr. Harper maintains an active schedule in the US and abroad as a guest conductor, clinician, and jury member. 

He has received invitations as conductor, clinician and lecturer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and internationally 

with engagements in Argentina, Chile, China, Costa Rica, Germany, Hong Kong, Indonesia, Italy, Spain, South 

Korea, Sweden, Taiwan, Thailand, and Venezuela. Dr. Harper is the Chair of the ACDA Standing Committee on 

International Activities and the Director of the ACDA International Conductors Exchange Program (ICEP).

협력감독, 티제이 하퍼

T.  J .  Har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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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조는 혼합주의적 양악전통을 계승한 작곡가이다. 이 전통은 서양음악과 한국 전통음악을, 과거와 현대의 기법을 

혼합한다. 이영조는 민요, 농악, 풍류방음악, 판소리, 범패, 가야금 음악, 시조 잡가 등 실로 방대한 분야의 음악적 요소

를 작곡의 바탕을 삼았다. 소재 면에서의 혼합뿐만 아니라 작곡기법 면에서도 과거와 현대를 혼용 해 쓰면서도 그것

이 잡다한 나열에 그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높은 예술적 가치를 발 하는 것은 선율의 성격과 진행에 따라 절묘한 화현

을 구사하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선율과 리듬을 직접적으로 쓰면서도 거기에 그 자신만의 독특한 현대감각의 화성을 

입힌다. 그의 음악은 까다로운 현대적 기법을 사용한 경우에도 청중들의 반응을 얻는다. 그의 음악이 청중과 가까울 

수 있었던 것은 한국 양악작곡가들에게서 자주 보이는 세 가지 미학적 관점 (친근성, 민족성, 현대성) 중 친근성이 포

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과거와 현재는 시간적으로 떨어져 있으나 감성적으로는 공존, 공유해야 한다고 믿는다. 

따라서 그는 현대적 작품을 쓰면서도 필요시에는 조성음악도 마다하지 않고 쓴다. 그의 음악은 쉽게 감정에 젖지 않으

며 현대의 현학적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이는 그가 시대의 사조에 의해 휩쓸리지 않은 것을 의미했으며 이렇게 해서 

그는 고급스러운 작곡가가 되었고 그렇게 만들어진 그의 음악은 자신의 연주자와 청중을 만들어 냈다.

이영조는 서양음악을 공부한 사람이다. 하지만 그는 여타 작곡가들과는 다른 사고를 했고, 하고 있다. 이영조는 서양

음악사의 강요로부터, 그리고 동양(한국)음악사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바래왔다.

Lee studied at Yonsei University in Seoul and the Hochschule fur Musik und Theater in Munich (1975) under Carl 

Orff and Wilhelm Killmayer. He then studied at the American Conservatory of Music in Chicago (1986) where he 

completed his D.M.A. and subsequently he taught as a professor. In 1994, he returned to South Korea where he 

became a professor and the Dean of the Korean National University of Arts.

Currently, he is also the Chairman of both the Korean Branch of the Beethoven Jubilee GmbH (BTHVN), Germany 

and the Board of Korean Art Education Organization Ministry of Culture, Sight Seeing and Sports Republic of 

Korea.

Young Jo Lee studied composition of western music however he wants to free himself from the pressures of both 

western style conventions and Korean tradition and to blaze new trails. In the background of Young Jo Lee’s 

compositions, there is always the thought of how Korean music can find its place amongst world music.

With this idea in mind, he established a new musical language. As a result, he has been honored several times for 

his commitment to Korean music.

His specialty is the symbiosis of the powerful logic found in German music and Korean emotionality. His chamber, 

choral and orchestral music is already known outside South Korea. his opera Hwang-Jinie, in particular, has 

been performed in Peking (2000), Tokyo (2001), Los Angeles (2003), Moscow (2003), Hanoi (2004), Gwangju 

(2007) and Torre del Lago (2014) following its premiere in Seoul in 1999. He was invited to Contemporary Music 

Festivals in Moscow, Maastricht and Univ. of Wisconsin as the “Composer in Residence”.

이영조

Jur y  & Lecturer
Youngjo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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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레아 안젤리니는 이탈리아 볼로냐 출생으로, 피아노와 합창 음악을 리미니 & 페라라 콘서바토리에서 수학하였

고, 학사 및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리고 체세나 음악 콘서바토리에서 합창 음악 박사 학위를 받았고, 이 후, 영국과 로

마에서 르네상스 합창 음악을 수학하였다. 안젤리니는  “무지카 픽타 보컬 앙상블(Musica Ficta Vocal Ensemble)”의 

예술감독과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고, 이탈리아와 해외에서 “카를라 아모리(Carla Amori)” 합창단 연주회를 여러 번 

지휘하였다. 그 외 객원 지휘자로 많은 중요한 앙상블 그룹과 연주했고, 국제합창경연대회 심사위원으로 이탈리아, 유

럽, 아시아에서 활동했다. 또, 이탈리아와 다른 나라(헝가리, 말레이시아, 러시아, 중국, 몰도바,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등) 합창 워크숍에서 강의했다. 안젤리니는 리미니국제합창경연대회(Rimini International Choral Competition), 클

라우디오 몬테베르디 합창 경연대회(Claudio Monteverdi Choral Competition), 아드리아해 합창 페스티벌과 경연대

회(Queen of the Adriatic Sea Choral Festival and Competition),  리비우 볼란 합창 페스티벌(Liviu Borlan Choral 

Festival)의 예술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11년 동안 ICB(국제 합창  뉴스) 편집장으로, IFCM(합창음악국제연

맹)의 회원으로, DIRIGO(이탈리아 합창 지휘자 연합회 잡지)의 편집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탈리아 세계 합창 의회

(World Choir Council)의 회원이고, AERCO(에밀리아 로마냐 주 합창연합회)의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Born in Bologna, Italy, Andrea Angelini studied piano and choral music at the Conservatoires of Rimini and 

Ferrara, where he got a Master. He got his Doctorate in Choral Music at the Cesena Conservatoire of Music. 

He studied Renaissance Choral Music in England and Rome. He is the Artistic Director and Conductor of the 

professional group Musica Ficta Vocal Ensemble. For many years, Andrea Angelini has conducted concerts with 

the choir Carla Amori, in Italy and abroad. He has also conducted, as guest conductor, many important ensembles. 

He has been member of the Jury in many international choir competitions in Italy, Europe and Asia. He frequently 

leads choral workshops in Italy and abroad. (Hungary, Malaysia, Russia, China, Moldavia, Romania, Croatia). 

Mr. Angelini is also the artistic director of the Rimini International Choral Competition, Claudio Monteverdi 

Choral Competition, Queen of the Adriatic Sea Choral Festival and Competition and Liviu Borlan Choral Festival. 

He has been for 11 years the Editor of the International Choral Bulletin (ICB), the membership magazine of the 

IFCM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Choral Music) and now he is Editor of DIRIGO, the magazine of the National 

Association of Italian Choral Conductors. He is a member for Italy of the World Choir Council. Actually, he is the 

President of AERCO, the Emilia-Romagna Regional Association of Choirs.

안드레아 안젤리니

Jur y  & Lecturer
Andrea Angel i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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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자 박신화는 연세대학교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 6년간의 수학 끝에 합창지휘와 문헌으로 박사학

위를 취득하였다. 귀국 후 박신화는 1995년 4월에 창단된 안산시립합창단의 상임지휘자로 24년간 활동하였다. 또한 

2001년 이화여대 교수로 임용을 받아 후학을 양성하고 있으며, 이화챔버콰이어의 지휘자로도 활동 중에 있다. 2006

년부터 극동방송 성가산책 프로를 지금까지 담당하고 있으며, 한국합창지휘자협회와 한국합창총연합회 이사장을 역

임하였다. 그는 1995년 2월부터 영락교회 갈보리 찬양대 지휘자로 지금까지 섬기고 있다. 연 40여회의 합창세미나에

서 강의도 담당하고 있는 그는 월드 콰이어게임, 스페인 톨로사 국제합창대회, KBS 하모니 등 국내외 합창콩쿠르 심사

위원으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가 지휘하는 안산시립합창단은 2002, 2014, 2017년 세계합창심포지움, 2015

년 미국합창연합회 ACDA National Conference에서 연주하였다. 또한 그는 국립, 서울시, 부산, 대전, 광주, 수원, 성

남, 원주, 춘천, 익산, 청주, 제주 시립합창단 등 전국의 유명 합창단을 객원지휘 하였다. 귀국 후 23년간 출반한 98종

류의 CD는 많은 음악애호가들의 사랑을 받으며 극동방송 등을 통해 국내외에서 방송되고 있다. 그는 2004년 제1회 

울림예술대상을 수상하였으며, 같은 해 안산문화상을 수상하였다. 그 이듬해, 이화여대 우수 강의교수로 선정되었고, 

2007년에는 한국음악상(본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서울 예술의전당주최 예술대상에서 수천개의 공연가운데 성악, 

합창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는 쾌거를 누렸다. 그의 합창단은 2019 미국합창연합회 ACDA National Conference에 

초청되어 연주한 바 있다. 

Dr. Shin-Hwa Park is Professor of Music at Ewha Womans University, Director of the Ewha Chamber Choir, 

broadcasting host of FEBC FM and member of World Choir Council. Dr. Park received his Bachelor's and Master's 

Degree in church music and vocal music from Yonsei University in Seoul, Korea. He received his D.M.A. in Choral 

Literature and Conducting from the University of Colorado at Boulder. Dr. Park is one of the most invited choral 

conductors and clinicians in Korea. He has served as guest conductor of the National Choir, Seoul City Choir, 

Busan City Choir, Daejeon City Choir, Suwon City Choir, and many more. He also gives more than 30 lectures 

every year. From 1996 to 2018, his choirs have produced 98 CDs. He also directs the Calvary Choir of Young-Nak 

Presbyterian Church, which consists of 150 choir members. Dr. Park is the first winner of the Ulrim Grand Prize 

in 2004, and received the Ansan Art Prize the same year. The following year, he was recognized as one of the 

best professors at Ewha Womans University, and in 2007 he was awarded the Korean Music Prize. He has often 

been invited to judge for choral competitions at home and abroad, most recently World Choir Games in South 

Africa, Manado Singing 2018 in Indonesia and Tolosa International Competition in Spain. He and his choir also 

performed in a number of different countries. Recently, Ansan City Choir performed at the 11th World Symposium 

on Choral Music held in Barcelona, Spain. It also performed at the ACDA National Conference in Kansas City, 

Missouri in March 2019..

박신화

Jur y  & Lecturer
Shinhwa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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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뗑 톰첵은 지휘자이자 심사위원이자 대학교수이다. 그는 그다인스크 스타니스와프 마뉴스코 뮤직 아카데미에서 

합창과 오라토리오 지휘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현재 그다인스크 대학교에서 예술감독과 지휘자로 재직중이다. 그는 폴

란드, 알바니아,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벨기에, 크로아티아, 체코, 에콰도르,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네덜란

드, 프랑스, 스페인, 독일, 슬로베니아, 스웨덴, 우크라이나, 미국, 한국, 중국 등에서 다수의 연주를 하여 연주자로써의 

인정도 받았다. 또한, 비엔나, 부산, 발레타, 샤먼, 빌뉴스, 오흐리드, 바르체보, 피렌체, 바르셀로나, 다우가프필스 등에

서 열린 합창대회에서 다수의 상을 수상하였으며, 폴란드 우수 지휘자상, 그다인스크 문화부문 “훌륭한 

Gedanensis” 수상 등 각종 합창대회 대상 및 주요상을 수상한 바 있다. 폴란드 발틱 필하모니, 코살린 필하모니, 폴

란드 챔버 오케스트라 “신포니아 바르소비아,” 폴란드 챔버 필하모니 소폿, 그다인스크 뮤직 아카데미 오케스트라, 

브레멘 대학 오케스트라 등 폴란드 유수의 오케스트라 지휘도 하며 합창뿐 아니라 오케스트라 지휘에도 영역을 넓

혀나갔다. 펜데레츠키, 예줴 막시미욱(Jerzy Maksymiuk), 얀 카츠마렉(Jan AP Kaczmarek), 미키스 테오도라키스 

(Mikis Theodorakis), 엔니오 모리꼬네(Ennio Morricone), 장 미셸 자르(Jean Michelle Jarre), 레섹 모즈제르(Leszek 

Możdże) 등 세계적인 음악가들과 함께 음악작업도 한 바있으며 세계 초연으로 “프리덤 칸타타,” “Emigra” 교향곡 등

을 연주하였다. 그리스, 리투아니아, 이탈리아, 마케도니아,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폴란드 등에서 열린 국제합창경연대

회 심사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폴란드, 독일, 마케도니아, 루마니아, 한국(서울, 제주)에서 다수의 합창워크숍도 진행

하였다. 그는 현재 국제합창축제 “Mundus Cantat Sopot”(폴란드) 심사위원장과 예술감독을 맡고있다. 

Prof. Marcin Tomczak is a conductor, adjudicator, academic teacher. From 2016, he acted as director of Choral 

and Oratorio Conducting Institute in Stanislaw Moniuszko Music Academy in Gdansk. Since 1992, Tomczak has 

been the artistic director and conductor of the Gdansk University Academic Choir. He toured Poland, Albania, 

Argentina, Austria, Belgium, Croatia, Czech Republic, Equador, Italy, Latvia, Lithuania, Netherlands, France, 

Spain, Germany, Slovenia, Sweden, Ukraine, USA, South Korea and China. 

A laureate of main prizes and Grand Prix̀ s in the leading choir competitions :Wien, Busan, La Valetta, Xiamen, 

Vilnius, Ohrid, Barczewo, Firenze, Barcelona, Daugavpils; individual conductor’s awards, national distinctions, 

laureate of the City of Gdansk Award in culture “Splendor Gedanensis”. He conducted orchestras as: Polish Baltic 

Philharmony, Koszalin Philharmony, Polish Chamber Orchestra “Sinfonia Varsovia”, Polish Chamber Philharmony 

Sopot, Academic Orchestra of Gdansk Music Academy and Bremen University. 

He cooperated with world famous artists as: Krzysztof Penderecki, Jerzy Maksymiuk, Jan AP Kaczmarek /world 

premiere of “Freedom Cantata”; world premiere of Symphony “Emigra”, Mikis Theodorakis, Ennio Morricone, Jean 

Michelle Jarre, Leszek Możdżer. Professor Tomczak is jury member of choral competitions in Greece, Lithuania, 

Italy, Macedonia, Slovakia, Romania and Poland giving workshops in Poland, Germany, Macedonia, Romania and 

South Korea (Seoul, Jeju Island).Since 2006, he has been the Artistic Director and the President of the Jury of 

International Choir Festival Mundus Cantat Sopot.  

마르뗑 톰첵

Jur y  & Lecturer
Marcin Tomcz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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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C앙상블싱어즈는 현존하는 작곡가 작품만을 연주하는 단체로 제니퍼 탐을 지휘자로 두고 있다. 용 시우 토 컨서바

토리(Yong Siew Toh Conservatory of Music) 학교 합창단 또한 제니퍼 지휘하래, SYC 앙상블 싱어와 마찬가지로 현존

하는 작곡가 작품을 연주하고 있다. 제니퍼 탐은 캐나다, 프랑스 , 헝가리, 일본, 대만 등에서 초청받아 지휘했고, 오스

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한국, 폴란드 등 합창 지휘와 음악 페다고지 관련한 합창 워크숍 강연을 했고, 현대 합창곡 연

주를 했다.

난양 아카데미(Nanyang Academy of Fine Arts)에서 지휘를 가르치고 있고, 아르헨티나, 덴마크, 에스토니아, 스웨덴 

컨퍼런스와 심포지움에서 싱가폴 합창 음악과 프로그램에 대해 강연을 했다. 

IFCM(국제 합창 음악 연맹)에서 아시아 음악 자문 위원회와 아시아 퍼시픽 유스콰이어를 조직한 바 있고, 세계 합창 

협의회(World Choir Council)에서 싱가폴 대표로 참석하였고, 세계 합창 게임(World Choir Games)과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의 합창 페스티벌에서 2003년부터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2년에 싱가폴 문화부문에 이바지한 바가 크게 인정되어 싱가폴 최고 영예상, 문화부문에서 Cultural Medallion를 

싱가폴 대통령에게 직접 수상 받은 바 있다.  

Jennifer directs the SYC Ensemble Singers, a new music ensemble devoted to the work of living composers.  She 

brought the same contemporary sensibility to her school choirs, the Chamber Singers at the Yong Siew Toh 

Conservatory of Music, and the choirs she has been invited to conduct, in Canada, France, Hungary, Japan and 

Taiwan.  She has given workshops to choral conductors and music pedagogues in Australia, Indonesia, Korea and 

Poland on rehearsal games and exercises that prepare their ensembles for performing contemporary music.  

Jennifer taught choral conducting at the Nanyang Academy of Fine Arts, and has chaired and spoken on panels 

on programming and Singapore choral music at conferences and symposia in Argentina, Denmark, Estonia and 

Sweden.  For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Choral Music, Jennifer co-coordinates the Asia Pacific Working 

Committee and the Asia Pacific Youth Choir.  She represents Singapore on the World Choir Council, and has been 

on jury at the World Choir Games and other festivals in Asia, Europe and America since 2003.  

In 2012, she was conferred the Cultural Medallion, Singapore’s highest arts accolade, by the President, Republic 

of Singapore, for her role in shaping our nation’s cultural landscape.

제니퍼 탐

Jur y  & Lecturer
Jennifer  Th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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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선율과 화성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 아름다운 합창을 만들어가는 작곡가 이현철은 미국 동남부에 위치한 

Georgia State University에서 작곡을 전공하였고, 2000년부터 월드비전 합창단에서 전임작곡가로 있으면서 합창에 

대한 더욱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얻기 위해 다시 미국으로 유학, Princeton에 위치한 Westminster Choir College에서 

대학원을 마쳤다. 

음반으로는 월드비전 합창단과 인천시립합창단 등 국내 유수 합창단에서 성가와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로 만들어 내

놓았고, 코러스센타와 중앙아트 등 국내 여러 출판사를 통해 그의 성가곡 뿐 아니라 가곡과 일반곡 등 다양한 곳들이 

출판되었다. 특히 영국의 출판사 Oxford University Press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집 'World Carols for Choirs'에 위촉받

아 작곡, 출판하기도 하였다. 

월드비전 합창단 상임 작곡가를 걸쳐, 현재 장로회 신학대학교 교회음악과 겸임교수, 감리교 신학대학교 실천신학과 

객원교수, 의정부 시립합창단 전임 작곡가, 한국합창 작곡아카데미 지도교수, GCU 작곡과 교수, 그리고 천송재단 이

사 및 상임작곡가로 활동 중이다.

Composer Hyunchul Lee who is loved by creating beautiful music though his warm melodies and harmonies 

studied composition at Georgia State University located in the south-east area of U.S. From 2000, prof. Hyunchul 

Lee acted as resident composer at the World Vision Korea Children’s Choir. During his career as resident 

composer, he returns to the U.S and starts his master’s degree at the Westminster Choir College located in 

Princeton in order to continue his studies for more experience and knowledge. 

Hyunchul Lee published records of many genres(Hymn, Musical, etc) with well-known choirs in Korea including 

World Vision Korea Children’s Choir and Incheon City Chorale. Also, published scores of hymns, art songs, and 

several other kinds of music with many publishing companies in Korea including Chorus Center and Joongang 

Art. Especially, Lee composed and published his piece, commissioned by the Oxford University Press to join the 

Christmas Carol Series ‘World Carols for Choirs’. 

After his career as a standing composer at the World Vision Korea Children’s Choir, he is currently Associate 

Professor of Church Music Department at the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and Seminary, Guest 

Professor of Practical Theology Department at the 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Composer of Uijeongbu Civic 

Choir, Professor of Korean Choral Composition Academy, Professor of Georgia Central University, Board Member 

and Standing Composter of Chunsong Foundation.  

이현철

Jur y  & Lecturer
Hyunchul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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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STIVAL & COMPETITION SCHE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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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막식

심사위원 및 참가합창단 소개

김희철 예술감독 인사

특별연주_칸테무스어린이합창단(2018 WYCF 그랑프리 우승팀)

티제이 하퍼 협력감독 인사 

경연대회

Choir A-I / 어린이 종교부문

Choir A-II / 청소년 종교부문

Opening Ceremony

Introduction of Jury and Participating Choirs

Greetings by Artistic Director

Special Concert_Cantemus Children’s Choir(Grand Prix Winner of 2018 WYCF)

Greetings by Associate Director

Competition

Choir A-I / Children Sacred

Choir A-II / Youth Sacred

Competition

Choir C-I / Children Secular

Choir C-II / Youth Secular

Special Concert

Goyang Civic Children’s Choir

Competition

Choir D / Virtual

Competition

Choir B-I / Children Folklore

Choir B-II / Youth Folklore

Small Choir E-II / Youth Small Choir

Closing Ceremony

Grand Prix Final

Awards

Closing Finale Performance(2019 WYCF)

Concert Seminar Preview

경연대회

Choir C-I / 어린이 일반부문

Choir C-II / 청소년 일반부문

특별연주

고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

경연대회

Choir D / 버츄얼부문

경연대회

Choir B-I / 어린이 민속부문

Choir B-II / 청소년 민속부문

Small Choir E-II / 청소년 중창부문

폐막식

그랑프리 부문 결선

시상식

폐막연합 연주(2019 WYCF)

콘서트세미나 안내

JULY 21, 2021 / 1PM

JULY 22, 2021 / 1PM

JULY 23, 2021 / 1PM

Festival  Sche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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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어린이 종교부문

Children Sacred

A-II

청소년 종교부문

Youth Sacred

코리아엔젤스어린이합창단

Korea Angel’s Choir

안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

Anyang City Children’s Choir

시카고리틀올코리아어린이합창단 

Chicago Little OL Korea Children’s Choir

제주불교우담바라어린이합창단

Udambara Children’s Choir

천사의소리합창단

Voice of Angels

광명비전소년소녀합창단

Kwang Myeong Vision Children’s Choir

떼루아어린이합창단

Terroir Children’s Choir

마포구립소년소녀합창단

Mapo Boy’s & Girl’s Choir

창원시립소년소녀합창단

Changwon City Boys & Girls Choir

신명콘서트콰이어

Sinmyeong Concert Choir

크리스챤얼라이언스국제학교합창단

Christian Alliance International School Choir

비숍홀쥬빌리학교합창단

Bishop Hall Jubilee School Choir

베독서중고등학교합창단

Bedok South Secondary School Choir

칸타벨라어린이합창단

Cantabella Children’s Chorus

한국

South Korea

한국

South Korea

미국

United States

한국

South Korea

한국

South Korea

한국

South Korea

한국

South Korea

한국

South Korea

한국

South Korea

한국

South Korea

홍콩, 중국

Hong Kong, China

홍콩

Hong Kong

싱가포르

Singapore

미국

United States

Category Choir Nationality

Competit ion Schedule
July 21, 2021 / 1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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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

어린이 일반부문

Children Secular

C-II

청소년 일반부문

Youth Secular

D

버츄얼부문

Virtual

율콰이어

Youl Choir

안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

Anyang City Children’s Choir

시카고리틀올코리아어린이합창단 

Chicago Little OL Korea Children’s Choir

제주불교우담바라어린이합창단

Udambara Children’s Choir

천사의소리합창단

Voice of Angels

대구오페라유스콰이어

Daegu Opera Youth Choir

마포구립소년소녀합창단

Mapo Boy’s & Girl’s Choir

창원시립소년소녀합창단

Changwon City Boys & Girls Choir

신명콘서트콰이어

Sinmyeong Concert Choir

남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Namyangju Civic Youth Choir

풍골중고등학교합창단

Punggol Secondary School Choir

텔콤대학교유스콰이어

Telkom University Youth Choir

안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

Anyang City Children’s Choir

크리스챤얼라이언스국제학교합창단

Christian Alliance International School Choir

코르예수유스콰이어

Cor Jesu Youth Choir 

한국

South Korea

한국

South Korea

미국

United States

한국

South Korea

한국

South Korea

한국

South Korea

한국

South Korea

한국

South Korea

한국

South Korea

한국

South Korea

싱가포르

Singapore

인도네시아

Indonesia

한국

South Korea

홍콩, 중국

Hong Kong, China

인도네시아

Indonesia

Category Choir Nationality

July 22, 2021 / 1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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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

어린이 민속부문

Children Folklore

B-II

청소년 민속부문

Youth Folklore

E-II

청소년 중창부문

Youth Small Choir

리틀베일링콰이어

Little Bailing Choir

안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

Anyang City Children’s Choir

녹번어린이합창단

Nokbeon Children’s Choir

홍연합창단

Hongyeon Children’s Choir

대구오페라유스콰이어

Daegu Opera Youth Choir

떼루아어린이합창단

Terroir Children’s Choir

마포구립소년소녀합창단

Mapo Boy’s & Girl’s Choir

통영시립소년소녀합창단

Tongyeong Children’s Choir

창원시립소년소녀합창단

Changwon City Boys & Girls Choir

신명콘서트콰이어

Sinmyeong Concert Choir

비숍홀쥬빌리학교합창단

Bishop Hall Jubilee School Choir

남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Namyangju Civic Youth Choir

신명콘서트콰이어

Sinmyeong Concert Choir

중국

China

한국

South Korea

한국

South Korea

한국

South Korea

한국

South Korea

한국

South Korea

한국

South Korea

한국

South Korea

한국

South Korea

한국

South Korea

홍콩

Hong Kong

한국

South Korea

한국

South Korea

Category Choir Nationality

July 22, 2021 / 1pm July 23, 2021 / 1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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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ATING CHO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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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콰이어 / 지휘자 사혜원 

텔콤대학교유스콰이어 / 지휘자 알도 랜디 긴팅 

Youl Choir – South Korea
Conductor Hye Won Sa

Telkom University Youth Choir – Indonesia
Conductor Mr. Aldo Randy Gi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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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엔젤스어린이합창단 / 지휘자 김은나 

리틀베일링콰이어 / 지휘자 동동장 

Korea Angel’s Choir – South Korea
Conductor Eunna Kim

Little Bailing Choir – China
Conductor Dongdong Z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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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 / 지휘자 이건륜

시카고리틀올코리아어린이합창단 / 지휘자 조아라 

Anyang City Children’s Choir – South Korea
Conductor Gun Yoon Lee

Chicago Little OL Korea Children’s Choir – United States 
Conductor Ahra 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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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콘서트콰이어 / 지휘자 홍성수 

녹번어린이합창단 / 지휘자 이영 

Sinmyeong Concert Choir – South Korea
Conductor Sung-su Hong

Nokbeon Children’s Choir – South Korea
Conductor Young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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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챤얼라이언스국제학교합창단 / 지휘자 에이프릴 남 

제주불교우담바라어린이합창단 / 지휘자 고수일 

Christian Alliance International School Choir – Hong Kong, China
Conductor Mrs. April Nam

Udambara Children’s Choir – South Korea
Conductor Su il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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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사의소리합창단 / 지휘자 김은진 

비숍홀쥬빌리학교합창단 / 지휘자 응 만파이 

Voice of Angels – South Korea
Conductor Eunjin Kim

Bishop Hall Jubilee School Choir – Hong Kong
Conductor Mr. Ng Man F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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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비전소년소녀합창단 / 지휘자 허부연  

홍연합창단 / 지휘자 이영

Kwang Myeong Vision Children’s Choir – South Korea
Conductor Booyeon Heo

Hongyeon Children’s Choir – South Korea
Conductor Young Lee



31

대구오페라유스콰이어 / 지휘자 홍영상 

떼루아어린이합창단 / 지휘자 김성진 

Daegu Opera Youth Choir – South Korea
Conductor Young Sang Hong

Terroir Children’s Choir – South Korea
Conductor Sungji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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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독서중고등학교합창단 / 지휘자 리콴룽, 마커스 

남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 지휘자 황태율 

Bedok South Secondary School Choir - Singapore
Conductor Mr. Lee Kwan Loong, Marcus

Namyangju Civic Youth Choir – South Korea
Conductor Tae Yul 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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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골중고등학교합창단 / 지휘자 리콴룽, 마커스 

마포구립소년소녀합창단 / 지휘자 길현미 

Punggol Secondary School Choir – Singapore
Conductor Mr. Lee Kwan Loong, Marcus

Mapo Boy’s & Girl’s Choir – South Korea
Conductor Hyun Mi K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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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립소년소녀합창단 / 지휘자 김정혜 

창원시립소년소녀합창단 / 지휘자 홍영상 

Tongyeong Children’s Choir – South Korea
Conductor Jung Hye Kim

Changwon City Boys & Girls Choir – South Korea
Conductor Youngsang 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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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르예수유스콰이어 / 지휘자 어거스티누스 와휴 페르마디 

칸타벨라어린이합창단 / 지휘자 아일린 장 

Cor Jesu Youth Choir – Indonesia
Conductor Agustinus Wahyu Permadi

Cantabella Children’s Chorus – United States  
Conductor Eileen 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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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테무스어린이합창단 / 지휘자 데네스 사보 

Cantemus Children’s Choir – Hungary
Conductor Denes Szabo

SPECIAL G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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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 / 지휘자 임진순  

Goyang Civic Children’s Choir – South Korea
Conductor Jinsoon Im

SPECIAL G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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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RT SEMIN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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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WORLD YOUTH CHORAL FESTIVAL & COMPETITION

CONCERT SEMINAR(ONLINE)

2021 August 26th Thursday / 1pm  

2021 August 27th Friday / 1pm

OFFICIAL YOUTUBE @jejuworldyouthchoralfestival   

세계청소년합창축제 콘서트 세미나

T.J. Harper
티제이 하퍼

Andrea Angelini                     
안드레아 안젤리니                      

Shinhwa Park                        
박신화

Hyunchul Lee                                               
이현철

Jennifer Tham                        
제니퍼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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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SESSION WITH JOA CHOIR
조아여성합창단과 함께하는 특별세션강의

JOA Choir / 조아여성합창단

JOA Choir consists of professional female singers from Busan, Korea. The choir performs various 
genres from classical music to contemporary music with beautiful and delicate voice of women. 

조아여성합창단은 부산지역 출신의 전문 음악인들로 구성되어 클래식에서부터 현대음악까지 다양
한 장르의 합창을 연주하고 있으며 여성 특유의 아름다움과 섬세함으로 조아여성합창단만의 음악

을 연주하고 있다. 

Conductor Gunyoon Lee / 이건륜

Gunyoon Lee started his conducting career under the influence of Dr. Hakwon Yoon, who is 
a great conductor in Korea. Lee studied composition and choral conducting at Chung-Ang 
University(Bachelor’s Degree) and earned his doctoral degree with Korean traditional conducting. 
Through his various abilities, he creates and performs various styles of music in his own ways of 
performance. Lee was also awarded as outstanding conductor from the 2017 Bali International Choir 

Festival and Busan International Chorus Festival. 

지휘자 이건륜은 한국합창의 대가 윤학원교수의 영향으로 합창지휘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는 중앙
대학교에서 작곡과 합창지휘를 공부하고 국악지휘로 박사수료를 하였다. 그의 다양한 음악적 능력
들로 자신만의 무대를 만들고 관객들에게 새로운 음악을 선사하고 있다. 그는 2017 발리국제합창축

제와 부산국제합창제에서 최고지휘자상을 수상하여 국제무대에서도 실력을 인정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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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WORLD YOUTH CHORAL 

FESTIVAL & COMPETITION

Choral Exchange Workshop

Location: San Fransisco, Chicago, Hangzhou, Taizhou
Date: 2021 September ~ 2021 November

LECTURER
Heechurl Kim(Artistic Director)

2021 세계청소년합창축제 & 경연대회 합창교류워크샵

장소 /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항주, 태주

일시 / 2021년 9월 ~ 2021년 11월 

강사 / 김희철 

The schedule above may change due to COVID-19.

위 행사일정은 코로나19로 인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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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WORLD YOUTH CHORAL 

FESTIVAL & COMPETITION

Choral Exchange Work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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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Youth Choral Festival & 
Competition in Jeju 

2022

2022 세계청소년합창축제 앤 경연대회

PRE-WORKSHOP
2022 July 18th(Mon) ~ July 19th(Tue)

FESTIVAL & COMPETITION
2022 July 20th(Wed) ~ July 23rd(Sat)

SEOGWIPO ARTS CENTER, JEJU ISLA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