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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MA 가상합창 담쟁이 프로젝트

함께, 그 벽을 넘는다!
함께, 노래해 주세요.



담쟁이 프로젝트 ‘함께, 그 벽을 넘는다’는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한 전 세계의 고통과 슬픔을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메시지가 담긴 노래를

‘가상합창(Virtual Choir)’ 콘텐츠로 제작하여 

대한민국, 태국, 캄보디아, 중앙아시아 4개국에서부터 

동시 제작되어 공유하는 가상 합창 프로젝트 입니다.



대한민국 문화 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한국 세계선교협의회 KWMA (이사장 이규현)가 주최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4개국에서 영향력 있는 

아티스트, 현지 크리스천 리더, 한인회, 한인 선교사등

각각 50~100여명이 참여하여 비대면으로 각자의 공간에서 

촬영된 영상과 음원을 모아 합창으로 제작하는 문화교류사업입니다.



합창곡 ’담쟁이’는 ‘우리 앞에 놓인 절망의 벽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의 담쟁이 잎이 수 천개의 담쟁이 잎과 함께

결국 그 벽을 넘는다’ 라는 내용으로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각 나라, 민족, 공동체와 개인이 처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자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 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담쟁이 시 도종환, 곡 이유정(좋은씨앗)



편곡에는 K-POP 스타 시즌 4 탑3였던 이진아가 맡았고, 
세션으로도 한국의 실력있는 뮤지션들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에서도 현지 특성을 살린 
전통악기연주, 퍼포먼스 아티스트들이 참여합니다.



4개국에서 시작해 더 많은 국가, 지역으로 확산하는 
운동성 있는 프로젝트가 되도록 하며,

이후 후속 사업으로 현지 거점 미디어센터를 구축하여 
현지에 필요한 비대면, 온라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양질의 문화, 예술, 교육 컨텐츠를 제작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거점미디어 센터 네트워크를 만들어 선교 컨텐츠 교류와 
한류문화예술교류사업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내미는 손을 잡아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누군가의 손을 잡기 위해 

함께 노래해 주시겠습니까?



자! 이제 연습해 볼까요? 

https://youtu.be/e3DF1gq5QHk
위 유튜브 영상을 보고 따라 불러 보세요.
악보는 여기 ☞ https://bit.ly/2XIih9b

혹시.. 화음도 가능하시면 ☞ https://bit.ly/3slbvoa



이 영상을 노트북, 태블릿 혹은 핸드폰에서 재생해 주세요.



카메라 또는 스마트폰(후면카메라)으로 촬영해 주세요.



화질은  FHD(1080p) 이상  가로로 촬영해 주세요.



난방기,  공기청정기 등을 끄고 조용한 환경에서 촬영해 주세요.



이 영상을 이어폰으로 들으면서 녹화를 시작하세요.



녹화 영상에는 목소리만 녹음이 되어야 합니다. 주의해 주세요.



media@kwma.org
2021년 1월 30일(토) 24:00까지

이제 녹화한 파일은 이름/소속을 적어서 메일로 보내 주세요.
파일명에 이름과 간단한 자기소개를 넣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담쟁이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ne more thing!
노래는 악보대로 불러주세요.

(애드립, 프리스타일 안됩니다.^^;)
참여인원이 많은 경우 기술적인 제약으로 

모든 참가자를 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작사 _ 도종환(시인)
작곡  _ 이유정(좋은씨앗)

편곡 _ 이진아
스트링편곡 _ 김하영

피아노 _ 이진아
드럼 _ 황정관

베이스 _ 장태웅
어쿠스틱기타 _ 이현승
일렉트릭기타 _ 임선호

첼로 _ 박혜림
바이올린 _ 조아라, 정민지

섭외지원 _ 하태선
메이크업 _ 김선정

헤어 _ 박효동
현장지원 _ 이송민

악보 _ 김하영

촬영, 편집 _ 박일권
믹싱 _ 김진태
녹음 _ 이레스튜디오(신대섭)
엠피아스튜디오(김태용)
548 스튜디오(박일권)
보컬 _ 담쟁이 이파리 여러분(추후공지)
기획 _ 위플랜트 WePlant (이창진, 박종암)
진행 _ 위플랜트 WePlant (심도성, 백종범, 은희승, 정진화, 김치민)
          중앙아시아 (장데이빗, 윤민)
          캄보디아 (구상호, 장요한, 서성우, 정후식)
          태국 (김인호, 류관형, 박세혁)
          해외 프로젝트 보컬 참가 문의 _ media@weplant.kr
          해외 프로젝트 기획 문의 _ media@kwma.org
주관 _ KWMA 문화예술선교실행위원회 (위원장 여주봉)
주최 _ KWMA (사)한국세계선교협의회 (이사장 이규현)
후원 _ 한국문화체육관광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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