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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월간지 <오늘의 도서관> ‘전문가 서평’ 고정 연재   

디지털싱글 <새로운 길>(윤동주) 발표

디지털싱글 <달이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김용택) 발표

전시회 <가까이에 시 한편> 북콘서트 (with  김언 시인) ㅣ국립세종도서관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청 , 도서관 대상 <서율밴드 인문학 북콘서트>

문학순회 발굴형 선정 인문학 콘서트<나를 찾아가는 여행>  순회 공연                                                                                                                    

포항공과대학교 문화프로그램 ㅣ서율밴드 & 정여율 작가 인문학 콘서트

밀양교육지원청 <청소년을 위한 인문학콘서트> ㅣ 밀양시청소년수련관

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을 위한 인문학콘서트> 

오송인문학페스티벌 <정호승 시인과 함께하는 서율밴드 콘서트> ㅣ오송종합복지관 

양산인문학한마당 인문학 북콘서트 

천안도솔공원 <천안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서율밴드 인문학 콘서트> 
천안시북페스티벌 < 한밤중 달빛식당&푸른 늑대의 파수꾼 콘서트>(with 이분희 작가,김은진 작가)

창녕문화예술회관 <서율밴드 새로운 길 콘서트>

EBS FM 라디오 <책으로 행복한 12시> “현상필의 당신 곁에 인문학” 매주 목요일 2부 진행  

2017 대한민국 독서대전 서율밴드 북콘서트 

고성문화체육센터 <문태준 시인과 함께하는 서율밴드 북콘서트>

포항공과대학교 문화프로그램 ㅣ성석제 작가 &서율 밴드 인문학 콘서트

반디앤루니스 롯데백화점 수원점 <이철환 작가 & 서율밴드> 북콘서트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 서율밴드 북콘서트

2017 세계책의 날 북콘서트 ㅣ 서울시청 광장

정동야행 ㅣ음악과 무용으로 만나는 시인,<김소월&윤동주 북콘서트>ㅣ서울도서관 

EBS FM 라디오 <책으로 행복한 12시> “현상필의 당신 곁에 인문학” 매주 목요일 2부 진행  

문학순회 발굴형 선정 인문학 콘서트<나를 찾아가는 여행>  순회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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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1번가 <대통령의 서재> 북콘서트 ㅣ주최: 한국도서관협회

육해공군본부 2017 북콘서트 (WITH 이철환 작가) ㅣ 계룡대 대강당  

도서관이 찾아가는 인문콘서트 ㅣ국립충북대학교병원 서관 직지홀 

대덕문화전당 서율 콘서트 다시. 봄 ㅣ 초대 시인: 김용택 

신천사편지 발간 기념 북콘서트 

남구문화예술회관 <이병률 시인과 함께하는 서율밴드 북콘서트 >

서율 단독 콘서트 <다시 봄> ㅣ 화강문화센터  

울산문화예술회관 서율 단독 콘서트 다시. 봄



ㅣ서천문예의전당

양평문화원 <성석제 작가 & 서율 밴드 북콘서트>
극동대학교 <주호민 만화작가 & 서율 밴드 북콘서트>

서천교육지원청 <청소년을 위한 서율 인문학 콘서트 >

문학순회 발굴형 선정 인문학 콘서트<나를 찾아가는 여행>  순회 공연                                                                                                                    

2016 인천 인문학 콘서트 <나를 찾아가는 인문학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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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18 전국�찾아가는�도서관 & 학교�북콘서트 



사랑, 시를�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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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새로운�길 
윤동주 詩 서율 밴드 곡 

길은 우리들 삶의 은유이다. 
늘 꽃길만 밟을 수도 없고, 번번이 황무지만 

펼쳐지지도 않는다. 지난 과거는 보행자의 

발자취를 닮았다. 지나갈 길 앞에서 모든 

발걸음은 첫걸음이다. 
매일 오고 가지만, 누군가는 언제나 새로운 

길이어서 첫걸음마다 항상 설렌다.

달이�떴다고�전화를�주시다니요
김용택 詩 서율 밴드 곡 

달이 밝다. 
태양에 가려져있던 별빛처럼, 낮 동안 일상에 밀려나있던 

감성이 차오른다.
우리가 영원히 달의 뒷면을 볼 수 없는 것처럼, 때론 닿을 수 

없는 누군가를 향한 그리움이 달 빛에 밀려온다.

김용택 시인의 시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에 밴드 

책의노래 서율(書律)이 곡을 붙인 이 노래는 시에서 느껴지는 

설렘, 환희 등의 정서를 펑키하게 그려냈다.
리드미컬한 일렉트릭 피아노 연주에 빈티지한 일렉트릭 기타 

사운드와 신디사이저를 첨가 해 서정시의 새로운 해석을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