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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건강 지원

제주혁신성장센터
벤처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더 많은 꿈을
띄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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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복지사업

제주신화
페스티벌

“ 낭그늘 ”
사회적기업 육성 허브

마을기업 육성

문화예술
저변확대

주민소득 및 일자리 창출

제주 4.3
문화 지원

제주의 행복을 더 크게

국제
도서전

환경단체 공동
자연보전

곶자왈 보전
제주곶자왈도립공원
조성 지역 환원

제주국제관악제
청소년 관악단의 날 Ⅰ

2019.8.10(토) 오후1시
서귀포예술의전당

사회적 경제
실현

Sat.August 10 13:00 Seogwipo Arts Center

더 많은 도민의 꿈을 함께 하겠습니다
제주자연
환경보전

우수인재
장학사업

업사이클링
클러스터

전기차
실증단지
지속가능한 제주 미래

인재육성
일자리 창출

전문가 양성
청년 취업지원

곶자왈
생태체험
학교

신중년
이음일자리

꿈꾸는 학교
진로체험 지원

글로벌
인턴십

첨단농식품
단지

친환경
미래사업

출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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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Chang Youth Wind Orchestra / Korea
거창청소년관악단 / 한국
Wonhwa Girls' High School Aulos Wind Orchestra / Korea
원화여자고등학교 아울로스 윈드오케스트라 / 한국
Gyeongnam Philharmonic Youth Wind Orchestra / Korea
경남필하모닉청소년관악단 / 한국
Jeju Jeil Middle School HANEOL Wind Orchestra / Korea
제주제일중학교 한얼윈드오케스트라 / 한국
Daejeong High School Wind Orchestra / Korea
대정고등학교 윈드오케스트라 / 한국
New Century Pioneer Wind Ensemble / Korea
신세기파이오니아 윈드앙상블 / 한국
Gijang Youth Recorder Orchestra / Korea
기장청소년리코더합주단 / 한국

Jeju Girls’ Commercial High School Wind Orchestra / Korea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윈드오케스트라 / 한국
Jeju Jeil High School Wind Orchestra / Korea
제주제일고등학교 윈드오케스트라 / 한국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Jocheon Middle School CHEONGSOL Wind Orchestra / Korea
조천중학교 청솔윈드오케스트라 / 한국

지역주민 주거 안정

공공임대주택
보급
2019.5 모집 예정

드론
사업

Ohyeon High School Concert Band / Korea
오현고등학교 교악대 / 한국
Taipei Municipal Shipai Junior High School Band / Taiwan
臺北市立石牌國民中學管樂團 / 대만

제주의 꿈을 함께 하겠습니다,
WITH DREAM(인재양성)

WITH PEOPLE(지역상생)

5WITH
WITH LOVE(사랑나눔)

JDC는 공존과 상생을 향한 새로운 변화를 통해 더 행복한 제주의 내일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WITH CULTURE(문화진흥)

WITH GREEN(환경보전)

Special Guest 특별출연
Eighth United States Army Band / USA
미8군관악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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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key High School Wind Orchestra / Korea

대기고등학교 윈드오케스트라 / 한국

교장 강문유
Principal Kang Moon-yu

1985년 11월 22명으로 창단된 대기고등학교 관악단은 어려운 환경에서 출발하였으나 1986년 백호기 축구대회 응원에서 첫 선을 보였
으며, 1989년 9월 KBS배 전국관악경연대회에서 도내 첫 금상을 차지하는 영광을 얻었다. 1992년 대한민국 관악제에 참가하였으며,
1994년 일본 하마마쓰에서 열린 제8회 아시아 태평양 관악제(APBDA)에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제주고교연합악대의 일원으로 참가하였
다. 현재 60명의 단원으로 학업에도 소홀히 하지 않고, 매일 점심시간, 저녁시간을 이용해 연습에 임하고 있으며, 제주관악제 참가 및 백
호기 응원 연주와 같은 각종 도내 행사와 매년 정기연주회를 통해 정서함양과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Founded by 22 students in 1985, DayKey High School Wind Ensemble first appeared in public in 1986 in support of the Baekhogi Soccer
Competition. They won the gold prize in the KBS Wind Bands Competition as the first band to win from Jeju Province. They participated in the
8th Asia Pacific Wind Bass Festival (APBDA) in Hamamatsu, Japan as part of the Jeju High Schools Band to represent Korea. Currently, they are
practicing with 60 members every day at lunchtime and evening. They make the effort to cultivate emotions and create a pleasant school culture
through diverse events such as participating in the Jeju Wind Ensemble Festival, Cheongju Music Festival and annual concerts.

PROGRAM
Soichi Konagaya : Grand March
Masaaki Ohmura (arr.Junichi Kawasaki) : Sweet Memories
Otto M. Schwarz : Roller Coaster

유성철은 제주대 음악과와 제주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했다. 현재 한국음악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이사, 교직원색소폰앙상블(PAHAMA) 지도위원,
제주클라리넷앙상블 음악감독 및 지휘자, 대기고 음악교사로 있다.
Yoo Sung Cheul, the music teacher in DayKey High School, graduated from Jeju University´s Music Department and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He is currently the director of the Jeju Branch of the Music Association of Korea, director of the saxophone ensemble (PAHAMA),
and the music director and conductor of the Jeju Clarinet Ensemble.
지휘 유성철
Conductor

Yoo Sung-che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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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hae Allkidstra Wind Orchestra / Korea
동해 올키즈스트라 관악밴드 / 한국

단장 장태영
Team Leader Jang Tae-young

올키즈스트라 동해 관악밴드는 꿈나무, 한사랑, 행복한, 대흥, 마중물 등 5개 지역아동센터 연합으로 2016년에 창단했다. ‘올키즈스트라’
는 모든(All) 아이들(Kids)의 오케스트라(Orchestra)라는 뜻으로 사회복지법인 ‘함께 걷는 아이들’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실력 있
는 강사진과 배우려는 학생들의 열정이 한데 뭉쳐 주 1-2회 모여서 연습하고 있으며 아이들의 손마다 악기를 들고 뿡뿡빵빵 신나게 연주
하는 세상을 만들려는 꿈을 갖고 있다. 그 꿈이 이루어져 강원도지역아동센터 축제에서 연주, 제2회 올키즈스트라 페스티벌 연주(서울
마포아트센터), 3회 정기연주회 개최,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축하연주, 2018년 제23회 제주국제관악제에 참가하여 연주했다.
Donghae Allkidstra brass band consists of five community child centers of Ggumnamu, Hansarang, Hangbokhan, Daeheung and Majungmul, and
was founded in 2016. ‘Allkidstra’, meaning ‘an orchestra for all kids’, is made possible by the support of the Children’s Foundation ‘Walking with
us’. The experienced teachers and passionate students practice once or twice a week and their goal is to make a world where every child can make
music with their own hands. The Donghae Allkidstra has performed at Gangwon-do Community Child Center Festival and Allkidstra Festival in
Mapo art center in Seoul as well as their regular concerts. It also gave a celebratory performance at the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s. The
orchestra performed at the 23rd Jeju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PROGRAM
M. Willson : The Music Man
R. Rodgers : Do Re Mi Song
A. L. Webber : Jesus Christ Superstar

김정수지휘자는 서울대학교 음악과에서 클라리넷을 전공했다. KBS 교향악단 단원 역임, 린나이팝스윈드오케스트라 지휘자 역임. 다수의 대학에서 강의
경력이 있으며 2019년 올키즈스트라 관악밴드 지휘를 맡게 되었다.
The conductor Kim Jeong-su majored the clarinet at Seoul University. He had worked with KBS symphony and Rinnai Popswind Orchestra. He
also has many experiences of teaching in many different universities. Now he is a conductor of Donghae Allkidstra brass band.

지휘 김정수
Conductor

Kim J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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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ngwon Myeongjin School Band For the Blind / Korea
강원명진학교 관악단 / 한국

교장 박홍식
Principal Park Hong-sick

강원명진학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로써 강원도 춘천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유치부부터 초등부, 중학부, 고등부, 전공과(2년제)를 운영하고 있으
며 현재 100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입니다. 강원명진학교에서는 학생 개개인의 독특한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켜 장애를 극복하고 자립의지를 키우며 재활의
꿈을 실현하는데 교육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1인 1악기의 기능 연마를 통해 개인의 특기적성계발과 신장으로 정서를 함양하며 성취감을 얻을 수 있
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명진학교 관악단은 전국장애학생기능경기대회 음악부문에서 대상(교육인적자원부 주최), 전국장애 학생 음악경연대회
합주부문에서 대상(대전 MBC 주최)을 수상하는등 각종 대회에서 입상하여 그 실력을 인정받았으며 본교 예술제인 ‘실로암의 소리’와 ‘장애인식 개선 음악
회’등 지역사회의 각종 행사에서의 왕성한 활동으로 학교의 명예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개선에 이바지하고 많은 장애인들에도 자긍심을 심어 주었습니다.
Gangwon MyeongJin School is a special school for the visually impaired, located in Chuncheon City, Gangwon Province. At Gangwon MyeongJin we provide
educational programs for students of all ages from preschool to adult programs. The School provides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education that diversify lessons
and curriculum to educate students to meet their unique educational needs. In our vocational school, students can learn life skills for the visual impaired to better their
lives and for future jobs. We are aiming to educate students to help them overcome their disabilities, to facilitate independence and rehabilitate students to function in
society. Our music program is created with the aim to provide emotional support and enrich their lives with purpose and accomplishment.
The Gangwon Myeongjin School Wind Orchestra were awarded the Golden Prize in the National Music and Performing Arts Competition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hos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They were awarded the Grand Prize (sponsored by Daejeon MBC) in the competition category
of the nationwide music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We have contributed to the improvement of the public awareness of the disabled people as well as the honor of the
school through the activities of our art festival "Sound of Siloam" and "Concert for Improvement of Disability Recognition Concert".

PROGRAM
arr.Lee Moon Seok : Korea Emblem March
arr.Lee Moon Seok : Arirang
arr.Roland Kernen : MORRICONE’S MELODY Gabril’s Oboe Trumpet 김지훈
arr.MICHAEL BROWN : Music From PIRATES OF THE CARIBBEAN
지휘자 김홍대는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음악교육과(베이스트롬본 전공)를 졸업하고, 대구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시각장애 교육 전공)을 졸업하였다.
강원 금관 5중주 단원, 춘천시립교향악단 상임 단원을 역임하였으며, 강원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 강사를 역임하였다. 현재는 1999년부터 강원도 유일
의 시각장애인 학교인 강원명진학교에서 음악 교사로 재직 중이다. 지휘자 김홍대는 시각장애 제자들이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을 음악으로 소
통하도록 지도하며, 오랜 시간 동안 지역사회에서 학생들과 함께 음악을 통해 봉사하고 나누는 삶을 실천하고 있다. 2014년 가을, 4개월 동안 몽골 울란
바토르 116번 학교에 교환교사로 파견되어 몽골 시각장애 학생들에게 최초로 관악기를 가르쳐서 몽골교육부로부터 칭송을 받았다.
Mr. Kim Hong-dae majored in bass trombone at department of music education in the Gangwon National University. He also obtained master’s
degree in special educational for the visually impaired from the Daegu University. Mr. Kim started career as a member of the Gangwon Brass
Quintet and later, became an honorable member of the Chuncheon City Symphony Orchestra while lecturing music at Gangwon National
University. He has been working as a music teacher in the Gangwon Myeongjin School for the Blinds since 1999. He is pretty much dedicated to
encourage students with visual impairments to practice their musical talents in building richer links between people in the blind side and the other.
He also has been trying to lead exemplary life by serving and sharing through music. In 2014, he joined international teachers’ exchange program
for 3 months to initiate brass band in the Mongolian National School for the blinds, which was exclusively complimented by the Mongolian
Ministry of Education.

지휘 김홍대
Conductor

Kim Hong-d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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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ju Seongsan High School Big Band / Korea
제주성산고등학교 빅밴드 / 한국

교장 박홍익
Principal Park Hong-ik

성산고등학교 관악부는 2000년 창단 이후 성산일출축제, 신양리 해변가요제, 도민체전 등 도내의 크고 작은 행사에 꾸준히 참가하여 그
역량을 키워왔습니다. 2018년 제주도 유일의 고등학교 빅밴드를 만들어 2018제주교육 문화예술축제, 학교 축제 등 다양한 무대에 오르
며 또 다른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Since the wind orchestra of Seongsan High School started in 2000, the orchestra has kept enhancing its capacities of art by participating in many
local festivals in Jeju such as Seongsan Ilchul Festival, Sinyangni Beach Song Festival, and Local Sports Festival. In 2018, we created the only
highschool Big Band in Jeju Island, which goes on various stages such as the 2018 Jeju Educational Culture & Arts Festival, and the Dolphin
Festival of Seongsan High School. The wind orchestra of Seongsan High School keeps growing with the challenge spirit based on the past precious
experience.

PROGRAM
arr.Dave Rivello : Amazing Grace
Camila Cabello (arr.Terry White) : Havana
Glenn Miller : Moonlight Serenade
Cee Lo Green (Paul Murtha) : Forget You

성산고등학교 음악교사 재직중
Hyun Min Kwan, currently serving as a music teacher in Seonsan High School

지휘 현민관
Conductor

Hyun Min-k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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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gwipo High School Wind Orchestra / Korea
서귀포고등학교 윈드오케스트라 / 한국

교장 정성중
Principal Jeong Seong-jung

지역사회의 기대와 총동문회의 지원으로 2008년 1월 25일에 창단하여 백호기응원,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소나무숲속의 아름다운 음악
회. 일본학생방문단 환영공연, 창단연주회를 겸한 싱가포르 유후아 콘서트밴드와 교류음악회등 해마다 정기연주회를 하면서 다양한 활
동을 하여왔다. 앞으로도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풍부한 음악적 정서와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소외된 계층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행사
에서 공연함으로써 서로 나누고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Founded in 2008 with support of local communities and the alumni association, we has participated in the various local and international activities,
such as a local soccer championship games, called ‘Baekhoki’, a Beautiful Concert in the Pine Wood, Welcoming Concert of Japanese Students,
Exchange Concert with Yuhooa Concert Band of Singapore, and so on. We are planning to promote the sense of community and the rich musical
emotions and try to share joy and sorrow with the underprivileged through various orchestra performances.

PROGRAM
이문석 : 아리랑겨레
arr.Steven Reineke : The Witch and the Saint

미국SHEPARD UNIVERSITY 지휘 박사과정
제주대학사범대, 대구가톨릭대학 대학원졸업
서귀포여자고등학교 쳄버 오케스트라 지휘
현 서귀포 고등학교 윈드오케스트라 지휘
현 서귀포고등학교 음악교사
Jeong-hee Lim majored Music Education from Jeju National University, Korea, and received master’s degree
from Daegu Chatholic University, Korea, and Ph.D of Music from Shepherd University, U.S.A. Lim is now teaching music
in Seogwipo High School and a conductor of Wind Orchestra of that school. She has served as the music teacher and the music conductor of
3 high schools in Seogwipo, Jeju. She has held music concerts every year and led rich cultural life of local community. Lim has been invited at the
Spain Juvenile Music Festival as the representative conductor of Korea.

지휘 임정희
Conductor

Lim Jeong-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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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Guest 특별출연
Deutsche Sinfonietta Brass Ensemble / Germany

도이치 신포니에타 브라스 앙상블 / 독일

독일 신포니에타 브라스는 베를린의 가장 밝은 미래의 연주자들의 그룹이다. 이 앙상블의 단원들은 베를린 필하모닉, 베를린 도이치 오페라, 베를린 슈타츠
카펠레와 구스타브 말러 청소년 오케스트라 같은 베를린의 유수 오케스트라에 속한다. 신포니에타 브라스는 클래식 음악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관중들
에게 브라스 앙상블의 숨은 보석을 소개하는 현대적인 베이스 그룹을 만들자는 비전속에서 성장했다.
베를린의 Jesus Christus Kirche에서의 성공적인 데뷔를 마치고, 2019년 독일 신포니에타 브래스는 베를린, 스페인,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연주할 예정이다.
The Deutsche Sinfonietta Brass is the coming together of some of Berlin’s brightest, up and coming brass stars. The members of the ensemble can
be heard in orchestras in and around Berlin such as the Berliner Philharmoniker, Deutsche Oper Berlin, Staatskapelle Berlin and the Gustav Mahler
Youth Orchestra. The ensemble grew from a vision to create a contemporary, modern brass group that would reinvigorate classic works and also
introduce audiences to hidden gems of the brass ensemble repertoire.
After a highly successful debut concert series at the Jesus Christus Kirche in Berlin, 2019 will see the Deutsche Sinfonietta Brass perform further
concerts in Berlin, Spain and South Korea.

PROGRAM
George Gershwin (arr.Michael Berhardt) : 3 Preludes
Maurice Ravel (arr.David Purser) : Pavane pour une infante défunte
Zequinha Abreu (arr.John Iveson) : Tico Tico
Gaspar Sanz (arr.David Powell) : Los Canarios
Chris Hazell : Bor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