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네마콘서트란....
재미있는영화강연 아름다운 첼로연주

관객과의 진솔한 소통
이 모든 것이 한데 모여있는 콘서트입니다.

클래식부터 대중음악,  흑백영화부터 최신영화 그리고 애니메이션까지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재미있는 음악과 영화강연으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영화와 음악에 새로운 주제를 담아 관객과 소통하는 시네마콘서트는
‘행복’, ‘와인’, ‘동심‘, ‘용서’, ‘소통’, ‘리더십’ 등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관객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2013년 3월30일 첫 공연 전석매진
현재까지 1,000회 이상공연
2016년~코로나 이전 연간 120회 이상 공연

• 통일부초청 <통일>, <새로운도전>

• UN WFP행사 <동심>

• 아시안게임홍보행사초청 <행복>

• 한국교육개발원 <리더십> 

• 서울산업통산진흥원 <행복>

• 한울원자력본부<행복>

• 한국전력공사<리더십>

• 안양시청 <리더십>

• 경상북도청 <새로운 도전>

• 김해시청 <클래식 모티브>

• 대전육군본부 <리더십> 

• 용인시청 <리더십> 

• 한국전력공사 <리더십> 

• 법무연수원

• 대구지방고용노동청외 공공기관 다수

• 경기도청교육 <행복>

• 대전교육청 <학창시절>

• 대전광역시교육청 <리더십>

• 경기도교육청 <리더십>

• 충북교육청 <리더십>

• 전북교육청 <리더십>

• 서울시교육청 <동심>

• 함평교육청<리더십>

• 교원대학교<새로운도전>

• 용인대학교<리더십>

• 전북교육연수원<새로운도전>

• 서부교육청<새로운도전>

• 아산교육청<리더십>

• 상명대학교<내가좋아하는것들> 

• 한국교원대학교 외교육기관다수

• 한독제약 <행복>

• 라이나생명 <리더십>, 교보생명 <새로운 도전>

• 현대로템 <리더십> 

• 삼성종합기술원 <리더십>

• 삼성인력개발원 <행복>, <리더십>

• 삼성정밀화학 <행복>

• 현대백화점30주년 페스티벌 <행복>  

• 미래에셋증권 <행복>, 삼성자산운용 <행복>

• LG유플러스 <행복>, <내가 좋아하는 것들> 

• GS 리테일 <리더십>

• SK인천석유화 <리더십>, <행복>

• SK 엠엔서비스 <리더십>

• 삼성카드 <스크린뮤직>

• 분당서울대병원 <행복>

• CJ E&M센터 <행복>

• SK C&C <리더십> 외 기업 다수



강의평가- 96점 (역대최고점수)

현재의 행복한 삶에 대한 아름다움과 귀중한 추억들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와 음악을 재미있게 접목하고 스토리를 연결해 감성 돋는 시간이었습니다. 흥미롭고 주제처럼 행복했습니다.

p e r f e c t !!!  감성을 touch 해주는 정말 좋은 시간 이었습니다.

정말 인상적인 콘서트였습니다. 융합과 감성에 대해 정말 잘 이해할 수 있었고, 

정말 멋진 연주와 빈틈없는 프로그램 준비, 아름다운 무대에 감동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콘서트에 꼭 가보고 싶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구분 내용 연주곡 시간

1. Intro 연주 및 콘서트 소개
Bach Suite No. 1 ‘Prelude’

바흐첼로 무반주 조곡 1번 ‘프렐류드'
5분

2. 첼로에 대하여 연주
1. ‘첼로’이름의 근원으로 악기의 의미 알아보기
2. 공연 100배 즐겁게 보는 방법

My Favorite Things
from Sound of Music O.S.T  외

10분

3. 「인생은 아름다워」

연주와 영상 & 영화 부분 상
영

‘오마쥬’(프랑스어: 존경) 
2차대전의 공포속에 아버지의 ‘열정적인’사랑에 대한 아들의 기억

Smile
from Modern Times O.S.T 외

15분

4. 「러브레터」

연주와 영상 & 영화 부분 상
영

‘기억과 추억의 차이’ ‘러브레터’의 명 장면
‘오겡끼데스까’를 통해 알아보는 긍정적 마인드로의 Turning Point

Winter Story Small Happiness
From Love Letter O.S.T 외

15분

5. Sound & Music 강연

연주와 영상 & 영화 부분 상
영

영화 속에 삽입 된 음악과 소리를 알아보고 참여해보는 시간
(쥬라기공원)

[퀴즈] 만화 ‘톰과 제리’에 나오는 음악이자 음향소리를 지칭하는
재미있는 전문용어 –Mickey Mousing

1. Sound of Music
From Sound of Music O.S.T 외

2. 첼로로 만드는 자동차소리

25분

6. 「시네마 천국」
연주와 영상 & 영화 부분 상

영

‘키스씬’
알프레도가 세상을 떠나면서 토토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의 메시지란 –
‘행복하세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세요’

Love Theme
from Cinema Paradiso O.S.T 외

15분

7. 앙코르 곡 애니메이션: 미운 오리새끼 (Swan)
1. Swan By Saint - Saen

2. I’ve got rhythm – G.Gershwin 외
5분

01 프로그램 <행복> - 90분 * 프로그램 구성, 시간, 내용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연주곡 시간

1. Intro & 영화소개
연주

1.연주 및 콘서트 소개
2.Character Study <영화 속의 인물들의 혈액형>

Wine Safari
영화 ’사이드웨이’삽입곡 외

5분

2. 영화 속 인물1

마일즈 Miles

매우 까다로운 성격에 꼼꼼하고 분석적인 캐릭터.
좋아하는 와인: 피노누아 <Pinot Noir>

Days of Wine and Roses
영화 ‘술과 장미의 나날’ 외

15분

3. 영화 속 인물2
잭 Jack

앞뒤 신경 안 쓰고 사는 나쁜남자 캐릭터.  
좋아하는 와인: 카베르네 소비뇽 <Cabernet Sauvignon >

La Vie En Rose
영화 ‘어느 멋진 날’ 외

15분

4. 영화감독과 영화 속의 기법
[알렉산더 페인 감독의 연출법]
1.영화 속에 나오는 간판들의 의미
2.Extreme Close-Up기법으로 인물의 술취한 느낌을 주는 명장면

기법을 보여주는 영화 명장면들 15분

5. 영화 속 인물3
스테파니 Stephanie

매우 적극적이고 불 같은 성격의 캐릭터.
좋아하는 와인: 시라 <Syrah>

Dream a Little Dream of Me
영화 ‘프렌치 키스’ 삽입곡 외

15분

6. 영화 속 인물4
마야 Maya

이혼의 아픔을 가지고 있지만 꼿꼿하게 잘 살아가는 외유내강의 캐릭터.
좋아하는 와인: 리즐링<Riesling>

Por Una Cabeza
영화 ‘여인의 향기’ 삽입곡 외

15분

7. 앙코르 곡
와인영화 모음 장면
애니메이션: 미운 오리새끼(Swan)

1.축배의 노래
2. Swan By Saint - Saen

3. I’ve got rhythm – G.Gershwin
10분

02 프로그램 <와인> - 90분 * 프로그램 구성, 시간, 내용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연주곡 시간

1. Opening
1. 연주 및 콘서트 소개
2. 영화감독을 통해 알아보는 ‘리더십’

Speak Softly, Love
from the Godfather O.S.T 외

5분

2. 「죠스」

연주와 영상 & 영화 부분 상
영

상황대처형 리더십
• 영화 ‘죠스’촬영 때 로봇 죠스가 망가졌다.
• ‘변해야 산다’
• 죠스 없이 영화를 찍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상황대처형 리더십

(영상내용: 죠스없이 소리로 죠스체험)

Jaws
from ‘Jaws’ O.S.T 외

15분
(10분)

3. 「미션 임파서블」
연주와 영상 & 영화 부분 상

영

수평형 리더십
미션 임파서블4를 통해 알아보는 브레드 버드 감독의 변혁적인 리더십
(영상내용: 톰 쿠르즈의 팀워크)

Mission Impossible
from ‘Mission Impossible’ O.S.T 외

15분
(10분)

4. Sound & Music 강연
연주와 영상 & 영화 부분 상

영
영화 속에 삽입 된 음악과 소리를 알아보고 참여해보는 시간 (E.T)

Flying
from ‘E.T’ O.S.T  외

첼로로 만드는 자동차소리

20분
(15분)

5. 「탱고레슨」
연주와 영상 & 영화 부분 상

영

균형 리더십
요즘 대세인 여성리더십을 세계적인 여성감독 셀리 포터감독을 통해
알아보는 ‘여성의 감성 리더십’
(영상: 탱고 춤 속의 감성적 리드)

Libertango
from ‘Tango Lesson’ O.S.T 외

20분
(10분)

6. Ending
연주와 영상

대부, 미션임파서블, 죠스, 탱고레슨의 Mix 영상
I Could Have Danced All Night from 

My Fair Lady  O.S.T
5분

7. 앙코르 곡 영상: Days of wine and Roses

1. Days of Wine and Roses
from Days of Wine and Roses O.S.T

2. I’ve got rhythm – G.Gershwin

5분

03 프로그램 <리더십> - 60분 or 90분 * 프로그램 구성, 시간, 내용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연주곡 시간

1. Opening 연주 및 콘서트 소개

Smile
from ‘Modern Times’

Jaws
from ‘Jaws’ O.S.T

10분

2. 컨텍트 연주와 영상 &

영화부분상영

우주인과의 첫 소통을 하는 지구인: 언어학자
우주인의 문자를 배우면서 그들의 사고방식도 익혀간다.

“언어는 사용하는 자의 사고를 보여주고 사용하는 나라의 문화를 보여준다.”

On the Nature of Daylight
from ‘Arrival’ O.S.T

15분

3.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연주와 영상 & 

영화부분상영

설리 반 선생이 헬렌켈러와 첫 소통으로 손바닥에 써준 단어 W.A.T.E.R

체험과 참여의 시간 – 다 같이 손으로 빗소리 만들기

Singing in the Rain
from ‘Singing in the rain’ O.S.T

5분

4. Sound & Music  연주와
영상 & 영화부분상영

영화 속에 삽입 된 음악과 소리를 알아보고 참여해보는 시간(쥬라기공원)

[퀴즈] 만화 ‘톰과 제리’에 나오는 음악이자 음향소리를 지칭하는 재미있는
전문용어 –Mickey Mousing

1. 첼로로 만드는 자동차소리
2. I’ve got rhythm –G.Gershwin

20분

5. 탱고레슨 연주와 영상
세계적인 여성감독, 셀리 포터 감독이 영화를 직접감독하면서 영화 속에서
는 출연을 통해 탱고를 실제로 배우며 만든 반자서전적인 작품
- 쌍방소통이 이루어낸 걸작 -

Libertango
from ‘Tango Lesson’ O.S.T

15분

6. Ending 연주와 영상 애니메이션: 미운 오리새끼 (Swan) Swan by Saint-Saen 5분

7. 앙코르 곡 영상: 영화 <하울의 움직이는 성> 등 인생의 회전목마 – Joe Hisaishi. 등 10분

04 프로그램 <소통> - 80분 * 프로그램 구성, 시간, 내용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연주곡 시간

1. Intro 연주와 북극곰 영상 & 콘서트 소개
Merry Christmas Mr. Lawernce 

By R.Sakamoto
메리크리스마스 미스터 로렌스

5분

2. 나의 첼로 소리는 자연으로
부터 왔습니다

[첼로 제작에 쓰이는 재료들]
1. 브라질 나무 2. 흑단나무 3. 크리스마스 트리
4. 말총 5. 카페파우더 등

What a Wonferful World
from Soul OST

10분

3. Four Seassons
vs.

For Seasons

1726년 비달디가 작곡한 4계를 맞춤형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현재의 기후
에 맞추어 재구성한 충격적인 작품 소개

Four Seasons
By A.Vivaldi

5분

4. 프렌치 디스패치
1. 예술가에게 환경이란 영감이다
2. 영상 – 빙산의 피아니스트 <빙산을 위한 엘리지>
3. 보이지 않는 것도 보이게 하는 영화 – 노매드랜드 -

1. Ju Te Veux
By E.Satie

2. Golden Butterflies
By L.Einaudi

20분

5.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1. 인간과 환경은 소통한다 –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
2. 환경 미술가 엘리사 싱어의 작품 – 선택의 시간

1. One Summer Day
By J.Hisaishi

2. In The Nature of Daylight
By M.Richter

20분

6. 재난영화 TOP5 우리는 왜 재난영화를 보는가? 15분

7. 필환경, 우리는 교육으로
합니다

[영상]
1. 업사이클링
2. 탄소발자국 줄이기

Smile & We will meet again with 
a smile

By S.Min
10분

8. 환경운동가와
훌륭한 예술가의 공통마인드

인류애
인생의 회전목만

From 하울의 임직이는 성 OST
5분

05 프로그램 <환경> - 90분 * 프로그램 구성, 시간, 내용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Cellist 성승한

첼리스트이며 TV광고, 영화,  그리고 뮤직비디오의 프로듀서이자 감독

• The City College of New York 에서 영화제작 전공 석사

• University of Cincinnati 에서 첼로 전공 석사

• 뉴욕 카네기 홀에서 2회의 독주회

• Civic Orchestra of Chicago 첼로 수석

• KBS 교향악단 객원 수석 등 미국 시카고 Wind 잡지 및

• Chicago Tribune지 “유망한 젊은 예술인” 선정

• 2014 인천아시안게임 개폐막식 조직위원회 자문위원

• 문화체육부/이데일리 문화대상 자문위원

• 남이섬 첼로 페스티벌 감독

• 2019 제주국제드론페스티벌 수상

• 2020 국립발레단 발레영상<Beyond the stage>감독

• 2020 문화체육부장관상 수상

• 2021 코엑스 윈터 갤러리 비-상한 NFT아트전 참가

• 2022 세계산림총회 행사 작품<오픈리허설>로 참가

• 문화콘텐츠연구소 미래도시의 파라솔 대표



• Berklee College of Music, Professional Music 학사 졸업

• Berklee College of Music, Valencia Campus, 

• Contemporary Performance 석사 졸업

• Professional Music Achievement Award 수상

• 서울숲 재즈페스티벌 연주

• 삼청로 146 단독 콘서트

• 사운드로잉 콘서트 연주

• 제 1회 경향 실용음악 콩쿨 대상

• 피아노 솔로 EP음반 <Reminiscence> 발매

• 정규음반 1집 <Sihu> 발매

• 첼리스트 성승한 시네마콘서트 편곡 & 연주

• 국립발레단 발레영상<Beyond the stage> 음악감독

• 국제예술대학교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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