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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실뜨래별 2018년 10월 준공예정



어린 시절 노래를 부르는 것은 축복입니다. 

또 친구들과 함께 노래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어린 시절 노래하며 배우는 많은 것들은  

감사와 배려를 가르쳐줍니다. 

오늘 작은 감사와 기쁨 그리고  

행복한 연주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첫걸음을 시작하는 제주 천송어린이합창단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관심과 사랑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천송어린이합창단

제주 천송어린이합창단 소개 
Jeju Chunsong Children’s Choir Introduction

천송어린이합창단은 천송뮤직센터의 첫 번째 음악교육 프로젝트로 2017년 1월에 창단되어 

김희철(전 월드비전 선명회 합창단 음악감독)지휘자의 지도로 제주도내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합창을 통한 정서적, 음악적 함양과 연주활동을 통한 교육과 나아가서 그들의 노래가 평화의 

노래, 화합의 노래가 되어 평화의 제주를 알리고 지구촌의 행복을 나누는 소리로 울려 퍼지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재단법인 천송재단 소개 
Chunsong Foundation Introduction

천송재단은 2015년 제주에서 설립된 비영리 음악재단으로 청소년 음악교육과 도민들을 위한 

음악예술활동을 위해 세워진 재단입니다. 특히 제주를 문화예술의 도시로 이미지화 시키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천송재단은 평화의 섬 제주에서 음악을 통해 화합과 나눔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음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제주의 문화적 기반을 다지고, 도민과 

음악인들이 함께하는 제주 국제 합창제와 청소년 음악페스티벌 등 수준 높은 연주를 통하여 

도민들의 문화 정서 함양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음악을 통하여 제주의 브랜드를 

높여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까지 음악적인 도시로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Invitation

정실뜨래별 2018년 10월 준공예정

이사장 김종식

천송어린이합창단 창단연주회를 축하합니다 

천송어린이합창단 자모회 
천송어린이합창단 연락처 064.722.4444



김희철, 지휘자 

 지휘자 김희철은 중앙대학교에서 한국 합창계의 대표적인 지휘자 윤학원을 사사했고 

미국 조지아주립대에서 Dr.John Heberlen을 사사했으며, 월드비전 선명회 합창단 

음악감독(1998년~2015년), 중앙대학교 음악대학 겸임교수, 과천시립여성합창단 

상임지휘자(2003년~2018년)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천송어린이합창단 지휘자, 연세대학교 

음악아카데미합창단 지휘자, 한국국제합창협회 사무총장, 한국교회음악협회 이사, 

유나이티드싱어즈 음악감독, 한국입양합창단 지휘자, 제주국제합창축제 예술총감독 및 

제주세계청소년합창축제 예술총감독, 재단법인 천송재단 이사, 명성교회(성가대) 지휘자, 중국 

상하이유스콰이어 객원지휘자, 중국<<매력교정>>합창지휘세미나(중경) 강사,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폴란드 세계합창경연대회 심사위원, 브루노 콘서바토리 합창지휘과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I. Sacred Song

 
II. Korean Song

 III. Special Guest - Chunsong The Voice 
천송 더 보이스 

IV. Joy & Fun Song 

고혜영, 반주자 

이화여자대학교 피아노과 졸업

동대학교 일반대학원 피아노 전공

제주한소리여성합창단

농협하나로합창단

글빛소리시니어여성합창단

테루아레이디싱어즈

성안교회 반주자

김지후, 트레이너 

Indiana State University 성악과 졸업

월드비전 선명회어린이합창단 연주반 단원 역임

천송어린이합창단 트레이너

천송뮤직센터 행정운영팀장

제주국제합창축제 행정운영팀장

특별출연_ 천송 더 보이스 Chunsong The Voice, 비올라 김신우

 연주자 소개

artists profile

천송어린이합창단 창단연주회를 축하합니다 

I congratulate to Jeju Chunsong Children’s Choir who presents the beautiful concert tonight, and congratulations to my beloved friend, Hee-

churl Kim who conduct this performance. Children Choirs are future musicians and future generations. Children will grow up with the most 

valuable experiences and great personality through working hard and learning a lot to come on this high level of performance. I believe that 

giving as many as opportunities to the children will also bring unforgettable beautiful experiences of singing for their future life.

오늘 밤 아름다운 연주를 선보이는 제주 천송어린이합창단과 이 연주를 지휘하는 저의 사랑하는 친구 김희철 지휘자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어린이합창단들은 미래의 음악가들이며, 우리의 다음 세대입니다. 이 어린이들은 열심히 연습하고, 이 

높은 수준의 연주를 하기까지 많은 것을 배우고, 가장 가치 있는 경험들을 하며, 바른 인성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것 입니다. 이 

어린이들에게 되도록 많은 기회들을 준다면 잊지 못할 아름다운 노래의 경험들 또한 그들의 인생에 가져다 줄 것이라 믿습니다. 

Tommyanto Kandisaputra (발리세계합창축제 예술감독)



천송어린이합창단 창단연주회를 축하합니다 

I want to express my enormous satisfaction and congratulations to the fact of founding a new children`s choir in Jeju! It is no doubt that under 

such perfect direction of conductor, Heechurl Kim’s, the choir will become a new born star on a Korean choral �rmament. I wish conductor, 

Heechurl Kim and all young singers will be a big success and rejoice over making music together. Let your hearts be �lled with joy and beauty.

제주의 새로운 어린이합창단 창단에 대한 큰 기쁨과 축하를 함께 표하고 싶습니다! 이 합창단이 지휘자의 완벽한 지휘아래 한국 

합창의 하늘에 새로운 별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휘자와 모든 어린 단원들이 함께 음악을 만들어 나가는 데에 큰 

성공과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에 기쁨과 아름다움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Marcin Tomzcak (폴란드세계합창축제 예술감독)

생명의 양식 (Panis Angelicus) - Cesar Franck
Chime Tone. 백서윤, 박미소, 안지오, 김유은, 정주성, 김윤겸, 김은택, 박정우 

수화. 고비송, 정유나 

솔로. 박정우

Pie Jesu - Andrew Lloyd Webber
솔로. 박미소

Alleluia - W. A. Mozart

씨야함바 (Siyahamba) - Arr. Donald Moore

꿈 - 이현철
솔로. 백재원

가고파 - 이현철 편곡

어머니의 마음 - 이현철 편곡
특별출연_ 비올라. 김신우

고향의 봄 - 이현철 편곡

가족이라는 이름 - 신상우

행복메들리 - 신상우 편곡 

기쁜 날 (Happy Days are Here Again) - Milton Ager

사랑을 만나서 - 안현순
나레이션. 백서윤 

솔로. 김윤겸

Memory (from the Cats) & Tomorrow (from the Annie) - 이현철 편곡
솔로. 백서윤, 김유은, 안지오

사랑과 축복 - 이현철

Supercalifragilisticexpialidocious - 이현철 편곡
타악기. 정주성

 I. Sacred Song

 
II. Korean Song

 III. Special Guest - Chunsong The Voice 
천송 더 보이스 

IV. Joy & Fun Song 

공연 프로그램

Program



단원

고비송

박미소

안지오

 김유은

백서윤

정유나

정주성

박정우

송예원

김윤겸

김은택

백재원

Members

천송어린이합창단 창단연주회를 축하합니다

김영생 
제주지역사회교육협의회 역대회장단 회장(현)           
제주대학교총동창회 부회장(현)
늘푸름교육봉사회 회장(현) 

김희숙 
2002년 남광초어머니회장 역임



김경하

김규림

이지안

김소운

김소연

최시온

이서진

유유진

임예은

추승은

유유현

김하진

김희숙 
2002년 남광초어머니회장 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