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수신 : 전국 아동복지시설

           * 발신 : New Life Foundation (President Michelle Cho) 

           * 주소 : P.O Box 5839 Derwood, MD 20855, U. S. A. 

                        (http://www.newlifemusic.org)

       
미국 워싱턴 D.C.를 주축으로 주님의 사역을 하고있는 비영리단체 New Life Foundation입니

다.

저희 NLF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사정으로 인해 자신의 꿈을 포기하는 어린 음악도를 

위해 창설된 기관으로 현재 워싱턴에 New Life 청소년 오케스트라와 청소년 합창단을 

창설하여 국내외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연주를 하고 또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활동 등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쁨, 음악이 주는 사랑, 그리고 

그것이 주는 위로를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NLF 음악 콩쿠르는 현재 한국의 아동복지시설에서 음악을 하는 학생들만을 위한 

콩쿠르입니다.

NLF 활동상황

2012년 7월 : 제1회 NLF 음악 콩쿠르(서울 연동교회)

2012년 7월 31 ~ 8월 6일 : 제1회 음악캠프 및 연주(지산리조트)

(미국 NLF 청소년 오케스트라, 합창단과 한국 콩쿠르 수상자들이 함께 함)

2013년 2월 : 제2회 음악 캠프(제1회 NLF 콩쿠르 수상자)(Acts29 비전빌리지)

2013년 7월 : 제2회 NLF 음악 콩쿠르(서울 천성교회)

2013년 12월 : 제2회 NLF콩쿠르 수상자 중 1등 8명이 8박9일 일정으로 미국에 

초청되어 미국 NLF 오케스트라, 합창단 겨울 캠프에 참가. 

2014년 2월 : 제3회 NLF 음악 캠프(제2회 NLF 콩쿠르 수상자)(Acts29 비전빌리지)

2014년 5월 24일 : 제3회 NLF 음악 콩쿠르 (서울 천성교회)

2014년 12월 : 제3회 NLF음악 콩쿠르 대상자 5명 11박12일 일정으로 미국에 초청

         되어 미국 NLF오케스트라, 합창단 겨울캠프에 참가

2015년 2월 : 제4회 NLF 음악 캠프(제3회 NLF 콩쿠르 수상자)(다윗동산)

2015년 4월 : 제4회 NLF 음악 콩쿠르 (서울 천성교회)

2015년 8월 : 제4회 NLF 음악 콩쿠르 대상자 미국NLF오케스트라, 합창단과 멕시코  

     선교연주 참가 

2016년 2월 : 제5회 NLF 음악콩쿠르 및 제5회 NLF 캠프(Acts29 비전빌리지)

2016년 6월 : 제6회 캠프 - 제5회 NLF음악콩쿠르 대상자들은 미국 NLF 오케스트라, 

합창단과 태국 선교연주 참가, 미국 단원들과 한국 콩쿠르 전체 참가자 

함께 캠프(Acts29 비전빌리지)

2017년 2월 : 제7회 캠프 -NLF REUNION 캠프(양지파인리조트)

                 2012년 1회 부터 참가했던 핵생들 대상

2017년 6월 : 제6회 NLF 음악콩쿠르(천성교회)

2018년 2월 : 제8회 캠프(Acts29 비전빌리지) 및 콩쿠르 수상자 태국 선교연주

2018년 6월 : 제7회 NLF음악콩쿠르(무궁교회)

2018년 12월 : 제1회 Dream Concert (모차르트홀)

2019년 2월 : 제9회 캠프

2019년 6월 : 제8회 NLF 음악콩쿠르(무궁교회)

2019년 8월 : 제7회 NLF음악콩쿠르 1등 수상자 4명 미국NLF팀과 멕시코 선교연주 참가 

2019년 11월 : 제2회 Dream Concert (스페이스바움)

2020년 11월 : 제9회 NLF 음악콩쿠르

2020년 12월 : 미국 NLF와 함께 크리스마스 영상 음악회 제작

2021년 11월 : 제10회 NLF 음악콩쿠르

2021년 12월 : 미국 NLF와 함께 크리스마스 영상 음악회 제작

http://www.newlife-foundation.org/


콩 쿠 르 요 강 
2022년 제11회 NLF음악콩쿠르는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 일    시 : 2022년 10월 22일 토요일, 9:30부터

2. 시 상 식 : 2022년 10월 29일(토) 오전 10:30 예정(ZOOM 시상식)

3. 참가자격 : 초등부 3~6학년, 중등부, 고등부

4. 참가부문 : 현악(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목관(플륫, 클라리넷), 

      금관(트럼펫, 유포늄), 노래

5. 신청서류 : ① 참가지원서1부  

   (www.newlifemusic.org -–>korea 또는 http://blog.naver.com/nlfyo에서 다운로드 가능)

 ◆올해는 서류를 간소화하여 재원증명서, 재학증명서 또는 학생증 사본을 받지 않겠습니다. 

   참가지원서에 정확히 기재해주세요.

6. 신청방법 : ☞ 이메일 신청만 받습니다. newlife-foundation@naver.com 

       (☆모든 문의는 이메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 ①을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7. 수상자 특전

*대상(5명 이내) : 해외 선교 연주 

*수상자 전체 : 매년 열리는 2월 음악캠프 참가        

※ 저희 NLF는 콩쿠르 참가자들의 개인 보호 차원에서 신문 혹은 방송에 광고, 홍보하지 않습니다. 

시상

초등부 – 바이올린&비올라, 첼로, 목관&금관, 노래 

중등부 – 바이올린&비올라, 첼로, 목관&금관, 노래

고등부 – 바이올린&비올라, 첼로, 목관, 금관, 노래 

           

(※ 시상에 관해서는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발표 수상자 발표는  10월 29일

http://www.newlife-foundation.org/
http://blog.naver.com/nlfyo
mailto:nlf2012@naver.com


   콩쿠르 지정곡    

① 자유곡과 지정곡

② 아래의 지정곡 악보는 www.newlifemusic.org -–>support us-->oversee 

mission--> korea -- >sheet music/악보 에서 신청서와 함께 다운로드 가능

함.

                            

바이올린
초등부 As the Deer

중등부 Great is the Lord

고등부 When Peerce Like A River Attendeth My Way

비올라 초·중·고등부 Great is the Lord

첼로
초·중등부 At The Cross

고등부 He Leadeth Me

플륫

초등부 We Three King of Orient Are

중등부 My Jesus, I love Thee

고등부 As the Deer

클라리넷 초·중·고등부 To God be the Glory

트럼펫
초등부 Love Divine, All loves Excelling

중·고등부 The Church's one Foundation 

튜바
초·중등부 Cwm Rhondda

고등부 How Great Thou Art

호른 초·중·고등부 As the Deer

유포늄
초·중등부 Amazing Grace

고등부 He Leadeth Me

트럼본
초·중등부 Ode to Joy

고등부 Holy City

알토섹소폰
초·중등부 Love Divine, All loves Excelling

고등부 Go Tell it on the Mountain

노래

초등부 주의 말씀 내 삶 비출때

중등부 여호와께 돌아가자

고등부 충만,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유의사항  ① 심사위원이 충분히 들었다고 인정 할 경우 연주 중에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http://www.newlife-foundation.org/


2022 제 11 회 NLF 주최
음악 콩쿠르 신청서

접 수 번 호

사진
(3cm x 4cm)

부       문

이       름                          (영문이름:                  )

생 년 월 일

소속학교/학년

보호자(시설) 기록사항

보호자 이름 E - mail

전화번호 휴대폰(긴급연락처)

주소

시설명

연주곡목
자유곡

지정곡

위와 같이 2022 제 11 회 NLF 주최 음악 콩쿠르 참가를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지원자                 

 
                 

                                       보호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