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랑과 축복

제3회 천송어린이합창단 정기연주회

The 3rd CHUN-SONG Children’s Choir Concert

2020년 12월 12일(토) 오전 11시

예주랑 홀 (제주시 명림로 226-56)

Love and Blessing

주최   재단법인 천송재단  

주관   천송어린이합창단

후원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문화예술재단        예주랑           천송어린이합창단자모회

본 공연은 2020 생활문화 참여, 향유활동지원사업(생활문화예술동호회)에서 지원받았습니다.

※본 공연은 정부에서 지시한 코로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Wordmark

영문 로고 마크	  

천송재단  logo

c100+m70 k85 pantone2935c pantone g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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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재단법인 천송재단 | Chun-Song Foundation 

재단법인 천송재단은 2015년 제주에서 설립된 비영리 음악재단으로 청소년 음악교육과 도민들을 위한 음악 예술 활동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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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주의 문화적 기반을 다지고, 도민과 음악인들이 함께하는 제주 국제 합창축제와 청소년 음악페스티벌 등 수준 높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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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물론 해외에서까지 음악적인 도시로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천송어린이합창단 | Chun-Song Children’s Choir

제주 천송어린이합창단은 제주도의 청소년 음악교육과 도민들을 위한 음악 예술 활동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음악재단

법인 천송재단의 천송뮤직센터 첫 번째 음악교육 프로젝트로 2017년 1월에 창단되어 김희철(전 월드비전 선명회 합창

단 음악감독)지휘자의 지도로 제주도내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합창을 통한 정서적, 음악적 함양과 연주활동을 통한 교

육과 나아가서 그들의 노래가 평화의 노래, 화합의 노래가 되어 평화의 제주를 알리고 지구촌의 행복을 나누는 소리로 

울려 퍼지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제주 천송어린이합창단은 2018년에 창단연주회 개최 및 해군국제관함식과 우당

도서관 등 다양한 행사에 초청되어 연주한 바 있으며, 2019년 7월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국제합창축제(이탈리아 피렌

체)에 초청되어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다.

연혁

2017년    1월 천송어린이합창단 창단

2017년    7월 서귀포 오페라 페스티벌 특별출연 (오페라 토스카)

2017년    9월 천송재단 창립 기념 음악회 출연

2017년 12월 우누스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초청연주

2018년    5월 기적의 도서관 어린이날 행사 초청연주

2018년    5월 천송어린이합창단 창단 연주회 (제1회 정기연주)

2018년 10월 2018 해군 국제관함식 초청연주

2018년 10월 우당도서관 독서관련대전 초청연주

2018년 11월 제2회 재단법인 천송재단 정기연주회 ‘PACEM’ 출연

2018년 12월 문예회관 기획공연 뮤지컬 ‘하모니’ 특별출연

2019년    5월 기적의 도서관 초청연주

2019년    6월 레오나르도 다빈치 국제합창축제 초청기념 제 2회 천송어린이합창단 정기연주회

2019년    7월 제1차 천송어린이합창단 해외연주 (레오나르도 다빈치 국제합창축제, 이탈리아 피렌체)(4일-14일)

2019년    7월 세계청소년합창축제 앤 경연대회 개·폐막연주 참가 (17일-20일)

2019년 10월 제주 성안교회 열린음악회 출연

2019년 12월 2019년 상설예술한마당 작은음악회 특별출연

신입단원 모집문의 064-722-4444/ chunsong2015@naver.com

연습안내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오후 1시 30분   예주랑 홀(제주시 명림로 2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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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1. 세계민요 *Narrator- 박정우

•Home on the Range (미국) 이현철 편곡

 Tone Chime - 임예은 김소연 박지은 고비송 박정우 이민호 안지오 최시온

•Adelita (멕시코) 이현철 편곡

•몰리화 (중국) 이현철 편곡

곡 중 듀엣 - 한민준 이민호

•Pokare kare ana (뉴질랜드) 이현철 편곡

곡 중 솔로 - 박정우

•즐거운 나의 집 (미국)  이현철 편곡

•아 목동아 (아일랜드) 이현철 편곡

•고향의 봄 이현철 편곡

Tone Chime - 김우현 송예담 최예온 김민서 유유현 김소운 유유진 박지은 한민준

•Thula Baba (아프리카)  이현철 편곡

곡 중 솔로 - 안지오

•Jambo (아프리카) 이현철 편곡

곡 중 솔로 - 임예은

2. 독창 및 중창

•Lungi dal caro bene - Giuseppe Sarti 김소운

•생명의 양식 - Cesar Frank 유유현 송예담 박지은 김민서

•Le violette - Alessandro Scarlatti 임예은

•Alma del core - Antonio Caldara 최시온 한민준 이민호 김우현

•Le violette - Alessandro Scarlatti 고비송

•Lungi dal caro bene - Giuseppe Sarti 유유진 김소연 최예온

•Lascia ch’io pianga - George Frideric Handel 안지오

3. 즐거운 노래

•Happy Things 황수진 편곡

•Teach Me to Swing Kirby Shaw

•Grease 조라미 편곡

•사랑과 축복 이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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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진 소개

지휘 김희철

중국 심양대학교 음악대학 교수

제주 국제합창축제&심포지엄 예술총감독

제주 세계청소년합창축제&경연대회 예술총감독

예술학교 예주랑 교장

코리아청소년합창단 지휘자

한국교회음악협회 이사

한국 유나이티드 히스토리캠퍼스 음악감독

연세대학교 음악아카데미 합창단 지휘자

명성교회 찬양대 지휘자

이화여자대학교 피아노과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피아노과 석사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 박사(문화예술행정)

이화여자대학교 음악연구소 뮤직큐레이터 수료

다수의 연주 및 반주

현) 피아노두오협회 제주지부 회원, 한국지역문화학회 회원 

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특별연구원

천송어린이합창단, 제주한소리여성합창단, 농협 하나로 합창단, 성안교회 반주자

천송어린이합창단 트레이너

재단법인 천송재단 행정팀장

제주 국제합창축제&심포지엄 행정팀장

제주 세계청소년합창축제&경연대회 행정팀장

피아노 고혜영 트레이너 김지후

선화예술고등학교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및 동대학원 성악과 졸업

다수의 칸타타 및 오라토리오 출연 및 연주

유나이티드싱어즈 단원장

코리아청소년합창단 성악코치 

연세음악아카데미 트레이너 

오산시여성합창단 트레이너 

과천시립여성합창단 단원 역임 

월드비전합창단, 고양·성남·김포·군포시립어린이합창단, 

CTS기독교TV·PBC평화방송소년소녀합창단 안무

과천시립여성, 서울레이디스싱어즈, 국립합창단, 강릉, 인천, 

부천, 창원, 익산, 원주시립합창단 외 다수 안무

객원 트레이너 김은경 안무 조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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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 소개

박정우 안지오 고비송 김소운

유유진 최시온 임예은 김소연

한민준 이민호 김민서 유유현

최예온 김우현 송예담 박지은



연주회를 축하합니다

성은건설㈜ 

대표이사 진 민 주

제주시 오등동 1236-1

Tel. 064-743-2560      Fax. 064-743-2561       H.P. 010-6760-7337

E-mail bs2560@hanmail.net       Webhard(ID:bs2560/PW:2560)

함소아한의원 

대표원장 양 은 성 

[마포점]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 B1

Tel. 02-711-9740       Fax. 070-4324-4525       Kakao  hamsoamapo

SNS  instagram.com/hamsoamapo       blog.naver.com/hamsoamapo

공인회계사 김병철사무소

공인회계사/세무사 김 병 철

제주시 서광로 184(삼도일동) 삼성빌딩 4층

Tel. 064-702-0809~1       Fax. 064-702-6908       H.P. 010-2712-6908

E-mail. kbc6908@hanmial.net

서민당 / 김 성 민

Tel. 064-723-3526

㈜숙성도
Tel. 064-711-5212

2020년 천송어린이합창단 자모회 임원

회장: 진 민 주

총무: 김 성 은

회계: 문 은 혜

영상: 한 혜 진

이사: 김 신 미

이사: 양 은 선

이사: 추     희

양유진          양은선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천송어린이합창단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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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송재단  logo

c100+m70 k85 pantone2935c pantone gray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명림로 226-56 (봉개동)        전화 064-722-4444

이메일  chunsong2015@naver.com        홈페이지  www.chunsong.org/chun-song-children-s-choi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