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호공원
Cheonho Park

천호공원 소개 천호공원 오시는 길

옛 파이롯트 공장 부지를 서울시에서 매입하여 공원을 만들었다.
기존 수림을 대부분 활용하고 향토수림 및 야생초화류 등을
배치하여 자연학습과 휴식기능 위주로 조성된 공원으로 전체적
공간구성은 중앙부에 광장이 야외무대를 끼고 넓게 펼쳐져 있으며
순환동선으로 연결된 가운데 연못·계류부와 자연학습원,
수림대가 배치되어 있다. 

또한 공원 곳곳에는 체력단련시설과 벤치 등도 마련되어 있으며
2009년 설치된 음악분수는 지역주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공원연혁

·1997. 1. 21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1998. 6. 20  천호동공원 개원
·2003. 1. 15  천호공원으로 명칭 변경
·2009.11.      천호공원 리모델링 준공(음악분수, 야외무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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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5호선 천호역 3번 출구로 나와서 암사동 방향으로 10분거리
    8호선 암사역 2번 출구로 나와서 천호동 방향으로 8분거리

⊙ 버스
   지선 - 1011, 1012, 1018, 1019, 2112 
   간선 - 340
   천호공원 하차

⊙ 승용차
   올림픽대로나 천호대로를 이용
   천호사거리에서 암사동 방향으로 600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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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시 간 프로그램

4. 27
(토)

14:00

주민 노래자랑 예선
에어로빅 쇼
푸른도시 문화예술 프런티어‘라루체’

장기왕 선발대회

강동구미용협회 헤어쇼

폐막식 및 축하공연
지역 초청 가수 공연
푸른도시 문화예술 프런티어‘타미’
푸른도시 문화예술 프런티어‘선아무용단’
가수 소리새
푸른도시 문화예술 프런티어‘김호영’
가수 장윤정

개막식 및 축하공연
서울팝스오케스트라(지휘:하성호)
화희오페라단, 나디아 협연

주민 노래자랑 본선
지역 초청 가수 공연
푸른도시 문화예술 프런티어‘티엘’

17:00

19:30

4. 28
(일)

14:00

19:15

19:30

개막 축하 공연 프로그램
서울팝스오케스트라 (지휘:하성호)

행사 일정 출연진 소개

Symphony Poem ＂Also Sprach Zarathustra＂Pops ---------------- R. Strauss 曲 
[교향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팝스]                                   서울팝스 편곡

Against all Odds ---------------------------------------- 서울팝스 편곡
A. Sax Solo / 이 종 열

El Cumbanchero ---------------------------------------- 서울팝스 편곡

Chopin Etude op.10-12 'Revolutionary' pops -------------------- 서울팝스 편곡
[쇼팽 연습곡 ‘혁명’ 팝스]                                      Piano Solo / Victor Demiyanov 

Selections from “Les Miserables” ------------------------ C. Schonberg 曲
[영화 ‘레미제라블’ 中] 

Gipsy Passion ------------------------------------------ 서울팝스 편곡
1. Moldova (몰도바) 2. Skylark (종달새)                       Violin Solo / Oleksandr Volodin 

Brahms Symphony No.4 Pops ------------------------------- 서울팝스 편곡
[브람스 교향곡 4번 팝스]

I Love You For Sentimental Reason -------------------------가 수 / 나  디  아 

Fame ----------------------------------------------가 수 / 나  디  아 

축배의 노래 --------------------------------------------- G. Verdi 曲
[Opera "La Traviata" 中 'Brindisi']                                                       화희오페라단

Funiculi Funicula ----------------------------------------- L. Denza 曲
[푸니쿨리 푸니쿨라]                                                                       화희오페라단

O Sole Mio ------------------------------------------ C . Di Capua 曲 
[오 솔레 미오]                                                                              화희오페라단

Vivaldi's “Four Season”  'Spring & Winter' in Pops  -------------- 서울팝스 편곡
[비발디 "사계" 中 ‘봄 그리고 겨울’ 팝스]

* 위 프로그램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클래식은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 즐기는 것이라는 인식을 깨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클래식으로 다가가고자 모인
갓 새내기 성악가들

성악중창단 [라루체]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아름다운 악기인 목소리 만으로 귀에
익숙한 팝송, 가요, 가곡, 가스펠 등 감미로운 선율과 
아름다운 하모니, 그리고 신나는 리듬을 연주하는 팀

아카펠라 혼성5인조 [티엘]

아름다운 몸짓과 파워풀 연주가 하나된 타악연주로
잊혀지고 지루해질 수 있는 전통북과 소리를 알리고자
노력 하고 있는 타악 퍼포먼스 그룹

여성 타악 그룹 [타미]

한국무용을 재창조(창작)하여 소개하며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우리 춤을 쉽고 편안하게 즐길수 있도록 하여 우리 민족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 시키고자 하는 단체

한국무용 [선아무용단]

소양강처녀 가요제 금상 등 화려한 수상경력으로
트로트와 중국가요의 절묘한 매치로 서울시민과
외국인들에게 즐거움 선사

제2의 장윤정 [김호영]

클래식은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 즐기는 것이라는 인식을 깨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클래식으로 다가가고자 모인
갓 새내기 성악가들

남성중창단 [라루체]

클래식은 어렵고 지루하다는 생각을 지양하고 쉽고 귀에 익숙한
클래식곡과 유명 뮤지컬 곡을 재미있는 해설과 함께 연주

오페라 [화희오페라단 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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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도시 문화예술 프런티어

장윤정 소리새

상설 프로그램 (10:00 ~ 18:00)

풍선아트, 양초공예, 비누공예, 클레이아트

페이스페인팅, 네일아트, 무료헤어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