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예술드림거점학교

어느 덧 2019학년도가 저물어가는 12월이 되었습니다.
우리 청수초등학교에서는 여러 해 동안 거듭해왔던 예술드림거점학교의 일환으로

‘마을과 함께하는 음악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청수초는 모든 어린이가 개성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열심히 기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의 일환으로 개교부터 오케스트라와 합창부 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지도한 결과, 역량이 크게 신장되고 어린이들의 자긍심이 크게
고양되었으며 다양한 교육활동과 더불어 청수초의 자랑거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음악활동을 하며 부모님과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을 표하기 위해
마련했던 감사연주회와 아침등굣길에 흥겹고 감미로운 음악으로
잠시나마 감동의 순간을 전하고자 했던 등교음악회 등은 그동안의 성장해온

2019.11.20.(수) pm 6:00
김포아트홀

음악적 역량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얼마전 있었던 김포시행사
<어울림 한마당>과 <융합체험한마당>에서 보여주었던 공연모습도 정말 훌륭했습니다.
청수초 교육활동이 다채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019.12.3.
청수초등학교장

박병근

날 짜
시 간
장 소

2019년 12월 3일(화요일)

19:00 ~ 20:30
김포아트홀

PROGRAM
순서

오케스트라 단원
1부(합창)

김나연6 백지나6 백서연5 이나린5 한채은5 김수하4 김하린4
김용희 이상철   이정혜   민경선   정민경

Violin 1

•봄 시작

박나리/고일준

•봄 오는 소리

김미선/김길은

•A Whole New World

이채은6 박서현5 윤서현5 이나래5 주시현5 최혜원5 권가빈5
권도율4 박선민4 박선우4 서지현4 주서현5 김가은3 노민채3  안소민3
김나연 정진선 최윤진 호현희

Violin 2

알라딘 ost

•I can feel the rhythm
•백년만세

지휘자_ 김은빈

Cristi Cary Miller

Viola

송준영6 박시현5 김반석

3.1 운동 100주년 기념곡

Cello

김민성6 유시은6 이정원6 임지안4 오미경  홍은경

I N T E R M I S S I O N

2부(합주)

Contra
bass

안성훈

Flute 1

곽여리6 김시은6 김문정5 노민서5 이화영

Flute 2

권라윤6 김연경6 지찬울6 한예은5 장서율4  정은영

이수희

임미선

Clarinet 1

김강현6 김연우6 윤도연6 이지후5

Jean Sibelius.(장 시벨리우스)

Clarinet 2

이지안6 남찬희5 오민우5 임우빈4

•해리포터 ost

편곡 : 김은빈

Trumpet

김영민5 백   건4 오건우5 나영철

•The Best Of QUEEN Medley

편곡 : 김은빈

•시인과 농부 서곡’Poet and Peasant’ Overture
•Finlandia Op.26, 핀란디아

•Alladin Ost Medley
•CHRISTMAS FESTIVAL

프란츠 폰 주페(Franz von Suppe)

Alan Menken&Tim Rice 작곡
(Arr. John Glenesk Mortimer)

백진우

Cymbals
Drum
Piano
              이서율6
              박준현6
              권수정

LEROY ANDERSON

합창단

(합창 & 오케스트라)
•아름다운 나라

Horn

최지원6

Soprano
1

한태수 작곡 (편곡 :김은빈)
Soprano
2
Alto

지휘자_ 문세현 / 반주자_ 김옥영

김세연6 양현주6 김민성5 김아린5 김현서5 서민수5 윤   현5  이수아5  위승연5
위현서5 주선하5
구예담4 구윤진4 김소율4 황은율4 황은샘4 권하연3 김유나3  유다연3  이아인3
고서연6 황나희6 김민재5 박세은5 박가온5 정채련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