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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들었습니다. 

연주 내내 선율의 한 가운데 싸여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악보 없이 이런 연주가 가능하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한빛예술단 여러분 모두가 기적이고 감사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감동이 되는 소리의 향연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 관객 감상평 -

Presenter Notes
Presentation Notes
220826 / 4p 연혁 수정 – 삼성 부사장과정



세계 유일의 시각장애인 전문연주단

희망과 치유, 사랑의 메시지를 전한다!

• 지휘자와 악보가 없는 오케스트라!

• 전곡 암보로 호흡을 맞추는 기적의

오케스트라

창단 20년차 한빛예술단

• 2016년 제주 해비치 아트페스티벌 쇼케이스 1위

• 2017~2021년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프로그램 선정

한빛 오케스트라 '명작영화OST콘서트’

• 2019년 제주 해비치 아트페스티벌 쇼케이스

작품 선정 브라스 빅밴드 ‘Musical Cinema Concert’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인정한 한빛예술단

• 전문예술법인 지정(서울시 제2018-3호)

서울시 전문예술법인
고용노동부 지정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프로그램

한빛예술단 콘서트 “일 더하기 WE”

일터에서 한사람의 소중함과 평등의식을 더

함으로써 하나된 직장생활 영위

• 소통1.Message/•소통2.Concert

장애가 있으니까 한계가 있지 않느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엄청난 어려움과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지만,

사전 작업이 끝난 다음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이재혁) ”
“

• 공연, 영상, 강의로 진행되는 입체적 장애

인 인식 개선 교육
오케스트라최다 암보 최장시간연주 한국기록 도전 성공

2022년 (KRI 한국기록원 인증)



출연진

한빛오케스트라 타악앙상블브라스앙상블 프로젝트 The Band

• 한양대학교관현악과졸업
• 독일베를린국립음대졸업
• 부산콩쿨 1위, 동아콩쿨 3위입상
• 독일 Axel-Springer Preis 수상
• KBS 제3 라디오 ' 심준구의세상보기’ 중

'김종훈의귀에쏙클래식명곡' 진행

• 상트페테르부르그필하모닉협연(2015)

• 현재, 한빛예술단음악감독, 

한빛오케스트라지휘자

음악감독 바이올리니스트 김종훈

• 2007 전국장애학생음악콩쿨성악부문금상

• 2012 SBS스타킹, Mnet 슈퍼스타K  출연

• 2013 KBS 열린음악회출연

• 2014 소치패럴림픽폐막식 ‘평창의꿈‘ 공연

• 2018 평창패럴림픽전야제참여

• 2019 브로콜리너마저 3집객원보컬참여

• 현재, 한빛예술단 ‘프로젝트 The Band’ 보컬

보컬 이아름

• 한빛예술단트럼보니스트

• 2009 제5회정기연주회(세종문화회관)

•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성화봉송축하공연

• 한빛예술단공연진행(사회)

• 한국영상해설협회주관 ‘나도앵커’ 프로그램참여 / 강

사 : KBS아나운서(김재원아나운서)

• 현재, 한빛브라스앙상블악장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전문강사 박진혁

• 연주자 : 38명(장애인 36명 / 비장애인 2명)

• 스탭 : 12명

• Team : 한빛오케스트라 / 챔버오케스트라

브라스앙상블 /  프로젝트 The Band

공연단원구성(총 50명)



HISTORY 2022 9 한빛예술단의 MUSIC in the DARK:Ballare(예술의전당 콘서트홀)
4 시각장애인 최다 암보 최장시간 오케스트라 연주 KRI 한국기록원 공식 최고기록 인증
4 장애인의 날 국가행사 의전음악 전담(2005-2022)
3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문화체험형교육 선정(고용노동부, 2020-2022 )
1 Samsung 신임부사장 과정 축하음악회(삼성인력개발원)
1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프로그램 선정(2017~2022)

2021 11 한빛예술단의 MUSIC in the DARK: Rubato (롯데콘서트홀)
8 제4회 Music Academy (시각장애인 연주자 발굴, 육성) 

2020 8 한빛예술단의 MUSIC in the DARK: Momentum (롯데콘서트홀)
5-7 코로나19 극복 프로젝트 '음악이 있는 풍경' 15회 진행

2019 9 한빛예술단의 MUSIC in the DARK(롯데콘서트홀)
5 ~ 11 군부대 순회 위문공연(11회)
3 제12회 제주해비치아트페스티벌 쇼케이스 선정

2018 11 서울시 전문예술법인 지정
10 창단 15주년기념음악회 Music in the Dark(롯데콘서트홀)
9 자살예방, 생명존중 문화조성 기여,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생명사랑음악회)
3 2018 평창패럴림픽 개.폐막식 축하공연 참여(이아름, 타악앙상블)

2017 9 브라질 상파울로 주정부 초청 3개 도시 순회공연
9 한빛예술단의 생명사랑콘서트 Life is Beautiful
4 ~ 12 2017년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한빛예술단의 명작영화OST 콘서트 4회 진행

2016 12 독일 프랑크푸르트 한인회 초청 파독간호사,광부 50주년 기념음악회
10 지상군페스티벌 메인 무대 단독콘서트(육군본부 계룡대 비상활주로) 
8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 1위 선정(제주해비치아트페스티벌 쇼케이스)

2008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  2010 사회적기업 인증 /  2012 우수사회적기업 대통령 표창

2003 3 시각장애인 연주단 「한빛예술단」 창단



공연 소개

• 시각적으로 단절된 어둠 속에서 음악 연주를

통해 완전한 자유를 누리며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음악과 노랫말, 그리고 숨죽인 공연장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는 특별한 공연

컨셉

• 한빛예술단의 「Music in the Dark」는

암전된 무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콘서트

• 시각장애인연주자들의 장애극복의 도전

과정을 공유하는 감동의 공연

• 한빛오케스트라, 브라스앙상블, 타악앙상블, 

팝밴드 등 다양한 편성과 음악적 완성도를

지향

대표곡

• Finlandia- Sibelius

• Violin Concerto No.2 in b minor –Paganini

(라캄파넬라)

• Queen in Concert



공연 소개

• 한빛예술단의 「명작영화 OST」는 유명한 영화

음악들로 대중적인 접근을 통해 클래식마니아

뿐 아니라 일반시민들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연

컨셉

• 메인 연주곡을 테마로 스토리가 있는 음악회

• 영화 영상과 함께 대중적인 영화음악으로

연주자와 관객이 하나의 호흡으로 진행되는

연주회

• 한빛챔버오케스트라와 브라스빅밴드가 협연

대표곡

• La vita è Bella (인생은 아름다워 OST)

• I will follow him (시스터액트 OST)

• Gabriel’s Oboe (미션 OST)

• His eye is on the Sparrow (시스터액트2 OST)



중앙지방법원

법원공무원교육원

경기도 인재개발원

고대안암병원 서울대암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병원, 아산병원

브라질 상파울루 주정부 초청 순회공연

러시아 국제오케스트라페스티벌 초청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연

한.중수교 20주년 기념음악회(북경)



MUSIC in the DARK Project performance

Overseas performance

공연 홍보물



언론보도

빛을 들고 세상으로, 한빛예술단

피나는 노력이라는 말이 진정으로 와닿는 순간이 저희 연주자들의 연주라고 생각합니다. 곡을
익히기까지 그리고 함께 호흡을 맞추기까지 전 과정은 제가 볼 때 ‘기적’입니다.

시각장애를 가진 한빛예술단은 음악 안에서 같은 숨을 쉬고, 마음의 타이밍이 하나 되지 않는 다
면 모든 것이 불가능합니다. 심박수가 일치될 때까지 끊임없이 연습해야 합니다.

[월간 스트라드] 입력 2022년 1월호

김양수 단장, 김종훈 지휘자 인터뷰

한빛예술단, 소리로 세상을 밝히다

한빛예술단은 2003년 시각장애 음악가들에게 새 활로가 되고자 창단됐다. 김양수 단장은 "시각장
애인에겐 뛰어난 청각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음악이야말로 최상의 대안"이라고 한다. 한빛브라스앙
상블을 시작으로 2005년 한빛오케스트라를 구성, 세종문화회관에서 제1회 정기공연을 가졌다. 
20년 가까이 노력한 결과, 현재는 40여명의 직업 예술가가 활동하는 단체로 성장했다. 단원 윤석
현(트럼펫)은 "하고 싶은 음악을 하면서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으니 감사하다"고 전했다.

[월간 객석] 입력 2022년 2월호

입력 2022-05-02 09:33:17 수정 2022.05.02 09:33:17 김동호 기자

한빛예술단, 장애예술인 최초 한국기록원 공식 최고기록 인증

31명의 시각장애 연주자, 64곡 암보해 5시간 연주 합주.. 세계기록 도전 이어간다.

시각장애인 전문예술단 ‘한빛예술단’이 장애예술인으로서는 최초로 음악예술 분야에서 KRI 
한국기록원의 공식 최고기록 인증에 성공했다. 최다 암보 최장시간 오케스트라 연주로 이뤄
낸 성과다.



한국시각장애인오케스트라, 브라질에 ‘희망의빛’ 연주

2017.09.23 KBS뉴스광장 1부

시각장애인들로 구성된 우리나라 오케스트라 연주단이 남미 브라질에서 감동의
연주를 선보였습니다.
브라질 '장애인의 날＇에 펼쳐진 공연에 브라질 장애인 등 시민들은 박수를 아끼
지 않았습니다. 상파울루에서 이재환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어둠 이긴 희망의 선율… 파독 광부-간호사 “우리 닮
았네” 눈시울
교민과 유학생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독일 프랑크푸르트 노르트베스트의
잘바우티투스포룸 대강당에서 한빛예술단 공연이 열렸다. 
장애를 보는 편견을 뛰어넘고 수준 높은 연주 실력까지 갖춘 한빛예술단 단원 28
명은 저마다 손에 익은 악기를 들고 낯선 이국에서 험난한 역경을 이겨 내고 오늘
에 이른 원로 교민들을 위해 클래식과 팝음악을 연주했다. 

시각 장애 단원들이 선사한 하모니, 러시아를 울리다
2015.07.14

[SBS 뉴스토리] '백야의 땅' 울린 빛의 소리

세계 유일의 시각장애 오케스트라, 한빛예술단이 지난주 예술과 문화의 도
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제8회 장애인 페스티벌에 메인 게스
트로 초청됐다.

A28면1단 2016.12.05. 임현석기자 2016-12-05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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