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Musical Eternal Life “The Holy Spirit”  

                     보도자료               

                             

 

 

2016년 4월8일(금) ~10일(주일) 3일간 부활절 특별 공연으로 준비하는  

Eternal Life 2016 “The Holy Spirit”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사랑”, “성령의 능력”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토대로 집중 조명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한 신성”을 부각 시

켰으며,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화평케 하신 “영원한 사랑” 그리고 그 분 안에는 

모든 악을 쫓아내고 모든 것을 살리시는 전지 전능한 “성령의 능력”이 있기에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한다

면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스토리이다.  

 

 

이번에 네 번째로 5년여에 걸쳐(2012년 ~ 2016) 공연되는 Eternal Life “The Holy Spirit”은 동시 영어자막 플레

이를 선보이며 이민 2세와 1세, 그리고 다민족 사회와 미 주류 사회의 문화인들이 편하게 볼 수 있도록 

동시 영어 자막을 선보이면서 다민족 문화를 겨냥한 한인사회 최초의 문화 공연이 될것이다. 

 

초대형 백그라운드 스크린에 프로젝터를 플레이하여 무대 배경으로 꾸미는 백 스크린 플레이는 기존 베

너의 2D 형식을 넘어서 실시하는 3D형식(배우와 백그라운드가 함께 섞이고 움직이는) 의 무대 연출이며, 

배우들이 실제의 예루살렘 성전 뜰에서 연기하는 듯한 감동의 교민사회 첫번째 공연이 될것이다.  

 

뮤지컬 “Eternal Life” 2012년 시작되어 2014년까지 매해 연인원 6천명(3일간) 이라는 수많은 관객들이 관람

을 했으며, 초등학생부터 청소년, 성인 그리고 노년층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쉽게 즐기고 관람

할 수 있도록 기획 제작되었다. 내년(2016년)에는 “The Holy Spirit” 즉 “성령” 이라는 주제로 대본의 상당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성, 영원한 사랑, 그리고 모든 것을 살리고 새 생명을 이루는 “성령의 

능력”으로 맞추어 제작 되어진다.  

 

창조문화 선교단은 한기홍 목사(은혜 한인교회 담임)가 고문으로, 국장에 이 동양 장로, 극본 / 감독에 김

현철 전도사, 조연출에 이 은지 자매, 행정팀장에 송지홍 형제, 안무에 이수희 집사, 지미옥 집사, 아트 디

렉터에 황윤정 집사, 의상 팀장에 소피아 최, 김영희 집사, 무대디자인 팀장에 김향숙 집사, 코디네이터에 

고유민 집사, 음악 감독에 박선영 집사, 황유라 집사,광고 팀장에 이미경 집사, 부 행정에 최지영, 김주리, 

유진 자매이며, 배우 부문에는 성악 가수 김은혜 자매(마리아 역), CCM 보이스 이재웅 형제(예수 역), CCM

가수 하워드 조 집사(천사 미가엘), 나종운 집사(가롯 유다 역), 장진우 집사 (천사 가브리엘) 홍정민 집사

(루시퍼) 이주연 자매 (간음녀) 박선영 집사 (막달라 마리아) 김동철 목사 (가야바) 서정숙 사모 (살로메) 

신정아 집사(나사로의 누이) 윤혜숙 권사 (마르다) 송희주 자매 (악녀 ) Peter Yi 집사 (베드로) 손문식 전도

사(요한) 김하늘 (야고보) 변봉천,이다루,류재선 (군병) 정창현,신흥래,사무엘 전,김윤영 (제사장) 강권철 (빌



라도) 허윤화,박태정,정성윤,유진,강금숙 (시민) 성악가와 CCM 가수가 함께 구성되어 팝과 성악을 넘나드

는 뛰어나고 재능 있는 보컬진들을 구성하고 있다. 특히, LA 최고의 복음성가 가수로 쓰임 받고 있는 박

선영 집사와 오페라 가수로 활동하는 김은혜 자매, CCM 가수 하워드 조는 교민사회에 가장 많이 알려진 

인물들로서 활동하고 있다. 교민사회 15여개의 교회에서 재능 있는 배우들이 함께 모여 초 교파 뮤지컬 

선교단 “창조문화 선교단”을 이루고 있으며, 현재까지 13년의 역사를 가진 초 교회 창작 문화 공연 단이

다. 

 

2012년 한국일보와 복음방송에 연출 및 음악과 안무가 뛰어난 작품이라고 평가가 되었던 뮤지컬 Eternal 

Life는 이번에도 브로드웨이 수준급의 뮤지컬로 제작 되는데, 1~2층으로 꾸며진 무대 위에 210명의 출연진

(주연과 조연 44명, 전문 스텝 40명, 엑스트라 120명)들이 함께 호흡하며 참가하는 초대형 뮤지컬 공연이

다.  

 

뮤지컬 “Musical Eternal Life”는 김현철 감독이 4년여에 걸쳐 극본과 가사를 완성했으며, 작곡에는 정봉화씨

가 30곡 전곡을 작곡, 현대의 팝송 스타일과 클래식 오페라와 성가 곡 스타일의 곡들이 모두 섞여 있어

서 다양한 세대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극본이 완성 되었습니다. 즉, 2세와 1.5세 그리고 다민족 모두 함께 

관람해도 누구나 쉽게 음악을 이해 하도록 창작 되었고, 글은 성경의 주로 4대 복음서를 토대로 Text 와 

Context(상황)를 위주로 순 복음을 전하고 있으며, 매년 각기 다른 주제(영생<2012>, 치유와 회복<2013>, 

구속<2014>, 성령<2016>)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고 있다.  

 

뮤지컬 극의 길이는 약 2시간 10분이며, 무대위에 건축 공학으로 만들어진 Lower Stage 와 Upper Stage 

가 완성되는 2층형 무대구조, 20개의 Moving Light과 특수 조명 시스템및 멀티미디어가 함께 극의 구성을 

이루는 건축공학과 전자 미디어가 만난 최상의 입체적 뮤지컬을 선보인다. 특히, Background 영상의 입체

감과 쏟아지는 빛 줄기를 연상하는 조명 기술, 브로드웨이 수준의 격상된 의상과 분장 등 뮤지컬의 외형

적인 요소 또한 최고의 수준을 선보일 것이다.  

 

또한, 창조문화 선교단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새로운 배우들과 스텝들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만 21

세 ~ 70세까지의 재능과 열정이 있는 신실한 기독교인들을 환영하며, 자유곡 1곡을 준비해서 간단한 오디

션을 본 후에 정식 단원으로 초대됩니다.  

 

 

문의 전화: 김현철 전도사 213-215-4662, 이메일: ark1kim@gmail.com, 

info@heartcreation.org 웹사이트: heartcreation.org 

주소 :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