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MF Main Stage

출연진 소개

문신흥 문효진 밴드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감동을 이끌어내는 
가수로 2019 ‘All Star 페스티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며 싱글 앨범인 

‘Blowing in the wind’를 발매하였다. 
그 밖에 다수의 방송과 공연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안올

맑고 따뜻한 목소리와 자신만의 
음악세계로 듣는 이를 위로하는 싱어송라이터이다. 

소셜미디어로 인지도를 쌓은 우아한은 
TV 프로그램 ‘판타스틱 듀오’ 이문세•이소라 
편에 참가해 화제를 모았으며 ‘안녕, 나의 별’, 
‘토요일’, ‘나만 너’ 등의 곡을 발표하고 

남미 4개국 버스킹 프로젝트, 뉴욕 맨해튼 센터 
공연, 일본 라디오 MC 등 세계를 
무대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우아한

조효민 안원석 듀오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재즈 듀오이다. 
이들은 스윙과 라틴, 펑크 등 장르에 
구애받지 않는연주 스펙트럼으로 

그들만의 음악세계를 구현해 나가고 있다.

꿀팁

함께 즐기는 효정문화

효정 콘텐츠 문효진 특별 사진전

문효진님과 효정문화를 사랑하는 모든 축복가정, 함께즐겨요!

Step by Step  함께 알아보아요

Step1, 문효진 공식 홈페이지 (www.moonhyojin.com)에 접속해 홈페이지 구석구석 둘러본다.

Step2, 효정문화원 인스타그램 / 페이스북 / 카카오 플러스 친구 추가하고 새소식을 빠르게 받는다

Step3, 문효진 뮤직 페스티벌 공식 유튜브를 구독과 좋아요를 하고 공연을 감상한다.

즐길수있는

 

페스티벌을 가장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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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페스티벌을 더욱 풍성하게 꾸며줄 이벤트, 선물이 쏟아진다!

NOTICE
* 본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전 연령 시청 가능합니다.

* 프로그램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문의는 효정문화원 사무국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 전화 : 031-589-1770   
-이메일 : ffwpcup@gmail.com

*운영시간 09:00 ~ 18:00 

더 궁금한 점은 MMF
공식 홈페이지와 SNS를 참고해주세요!

문효진 공식 홈페이지 www.moonhyojin.com

‘Moon Hyo J in Music Festival ’

@ h y o j e o n g _ c u l t u r e

주최 주관 문효진 뮤직 페스티벌 조직 위원회

MMF Main Stage

필사 이벤트 리그램 이벤트 퀴즈 이벤트

하타슈지

임기훈

L.A. BAND

안올

Yongkwon Suafa with Friends

효정 유스오케스트라

문신흥 With 문효진 밴드, 이터널 플레임

Music Hands

조효민 안원석 듀오

우아한

조동건

Laureen Mobo 
& Martin Kunkel

천상의 화음으로 효정을 노래하는 
효정청소년오케스트라는 2018년 창단 이래 
음악에 재능이 있는 청소년을 발굴•육성해 
문화예술 감수성 향상 및 인성 함양과 
천일국의 심정문화예술 발전의 초석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가을 콘서트, 
크리스마스 콘서트 등 다양한공연을 통해 

관객들을 찾아가고 있다.

효정 유스오케스트라

조효민 안원석 듀오

독일에 거주하는 싱어송라이터 
마틴 쿤켈과 가수 로린 모보는 시적인 가사와 
서정적인 멜로디에 매력적인 음색으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노래를 통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전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한다. 

Martin Kunkel & Laureen Mobo

조동건은 뛰어난 가창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천원교회 출신 축복가정 2세이다. 

최근 KBS 음악 프로그램 '전교톱10'에서 
가수 조영남의 '도시여 안녕'을 뛰어난 가창력과 
무대매너로 커버하여 대중의 주목을 받은바가 
있다. 또한 2020년에는 효정국제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2020 Youth camp'에 참여하여 
효정뮤지컬의 출연진으로 출연하는 등 
다방면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조동건

Music Hands

음악으로 서로를 잇는다는 뜻의 뮤직핸즈
 (Music Hands)는 일본 2세 모임 

츠타주쿠(伝塾/つたじゅく)의 음악동아리로 
활발한 문화 예술 활동을 하며 2세 부흥에 
힘쓰고 있다. 2020 연말을 맞이하여 
코로나 시대에 모두에게 힘이 되고자 
온라인 합창 공연을 기획했다.

30 WED

부천 교회 축복 가정 2세로 힙합을 중심으로 
한 자작곡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 

2018 ‘3·1 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랩 영상 공모전’에서 
1위로 입상하여 실력을 인정받았다. 
또한 2019 선학장학증서 수여식에서 

초청 공연을 한 경력이 있다

임기훈

한국과 일본의 최정상 컨템포러리 
재즈 기타리스트 겸 작곡가이다. 하타 슈지는 
솔로와 밴드 그리고 김도향, 한대수 등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와 콜라보를 하며 활발한 
음악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유튜브로 전 
세계의 수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는 

기타리스트 정성하의 스승이기도 하며, 현재 
세한대학교 실용음악과 교수로 
후학 양성에 힘을 쏟고 있다.

하타슈지

‘영권 수아파와 친구들’은 오세아니아 2세 
영권 수아파가 작곡 및 공연 기획한 그룹으로 
전 세계 2세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아 
'The Journey is Mine' 곡을 제작했다. 
노래에 엘리사 차베즈, 현선 레이첼 오코너, 
마이 써스톤, 그리고 편집에 앤소니 쿡이 
참여했으며, 제 12회 MMF를 맞아 
오세아니아 2세권을 대표해

 참어머님께 곡을 헌정한다고 한다.

Yongkwon Suafa With Friends

TIME TABLE

 L.A. BAND는 다양한 음악예술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제니 아야코 휴, 
레베카 케이코 진케, 맷 이시즈카를 중심으로 
구성된 팀으로 참부모님과 효진님의 정성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번 12회 MMF에 참여하였다. 
효진님의 음악을 통해 전 세계 여러 식구들이 
하나되어 호흡을 맞추는 모습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케 한다.  

L.A. BAND

문효진님의 차남인 문신흥은 문효진 밴드, 
이터널플레임 등과 함께 문효진뮤직페스티벌에 
다수 출연하였다. 선정고등학교 재학 시절 
밴드동아리 홀리라이더스에서 활동을 
한 바 있으며, 현재 선문 UPA 1기로서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통해 

참부모님을 모시고 있다.

문효진 밴드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효진님과 한국 및 일본 투어 콘서트를 함께 

한 주요 멤버로 구성된 밴드이다. 
이번 제12회 문효진 뮤직페스티벌의 참가를 위해 
문효진 밴드 맴버인 사와다 슌야, 마스코 

나오유키 소노하라 마코토, 하리가에 마사히코, 
마사야 타테이시가 문신흥 군과 함께 연주한다. 

이터널플레임

1993년 선문대학교 동아리로 창단된 
그룹사운드 ‘재생’의 졸업생들로 
구성된 프로젝트 팀이다. 

전 현직 프로뮤지션으로 활동하는 
멤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문효진님의 음악을 편곡하여 
활동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