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부산도서관 복합문화프로그램

“ 떠나요~ 세계 문화기행 ”
Ⅰ

개요
행사일정

○ 행 사 명 : 2022 부산도서관 북테라피 콘서트 BOOKtherapy CONCERT I.
“떠나요~세계 문화기행”
○ 행사일시 : 2022. 4. 16.(토) 14:00~16:00
○ 행사장소 : 부산도서관 모들락
○ 행사컨셉 : 5인조 퓨젼현악앙상블팀의 품격 있으면서도 친숙한 클래식 소
품곡에서부터 팝과 탱고곡 등의 다채로운 레퍼토리로 오프닝을
한 후에 2명의 강연자의 힐링 여행컨셉으로 떠나보는 세계문화
기행 강연과 토크, 그리고 흥미로운 예술세계과 문화적 소양을
함양한다.

Ⅱ

행사내용

○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사전예약자에 한해 대면 북콘서트
○ 1부(30분소요) 영상과 함께 해설이 있는 공연
2부(90분 소요) 2명의 강사초청강연회와 질의 응답 순서로 진행
3부(30분 소요) 토크 및 질의 응답시간
출연진
1. 공연팀 : 앙상블 블루 (5인조 퓨젼현악앙상블)
2. 강연자 : 이상훈 (아트트레블러 공연칼럼리스트)
3. 박상현 : 박상현 (맛칼럼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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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1부............

앙상블 블루

사랑의 인사 Salut d'amour

Sir Edward Elgar

하바네라 Habanera

Georges Bizet

왈츠 Waltz From Jazz Suite No.2

Dmitri Shostakovich

Embraceable you
George Gershwin You've got a friend in me

Toy story ost.

간발의 차이 Por Una Cabeza

Carlos Gardel

Libertango

Astor Pantaleon Piazzolla
※

2부............

프로그램은 사정에 따라 부분 변경될 수 있음

이상훈 (아트트레블러 공연칼럼리스트)
- 세계의 음악축제와 시그니처 문화공간
박상현 (맛칼럼리스트)
- 인류의 운명을 바꾼 음식들

3부............

III

토크, 질의 및 응답 강연자들의 세계문화기행 추천도서 소개

출연자 프로필

Ensemble Blue 앙상블 블루
클래식 전공자로 이루어진 퓨전 현악앙상블로서 대중과 멀어져가는 클래식
의 이해를 돕고 대중이 선호하는 음악을 연주함으로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
록 매력을 전달하는 예술단체이다.
1991년 도미넌트로 창단된 이래 세계문화축전, 부산국제영화제 축하공연, 부산KBS
“TV문화속으로” 출연, 한일교류행사(김수로왕릉), 김해 지혜의 바다 개관연주, 부산시청,
인재개발원, 경남교육청 초청연주 등 100회 이상의 연주경력으로 클래식 뿐만아니라,
영화음악 팝송, 탱고곡 등을 편곡하여 대중이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을 선사하고 있으며,
재미와 감동을 선사하는 전문 연주팀이다.
박광식(제1바이올린) 손지혜(제2바이올린)
한경수(피아노)
윤혁성(드럼)

윤민우(콘트라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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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아트트레블러,공연칼럼니스트)

-24년간 1,285개 도시여행, 615편의 오페라,클래식,뮤지컬 관람,
590차례의 전시회, 137개의 도서관 방문한 작가의 생생한 기록과 철학이야기

박상현 (맛칼럼니스트)

세계테마여행 출연, 세계사 속에 숨겨진 맛있는 음식이야기 스토리텔러
-인류의 운명을 바꾼 음식들
농업혁명과 더불어 인류의 문명을 탄생했고, 인간의 역사는 곧 음식의 역사이
기도 합니다. 세계사의 주요 변곡점 마다 등장한 음식을 통해 인간과 음식의
관계를 살핍니다. (KNN ‘최강1교시’ 역대 최고 시청률 기록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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