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쏘넷앙상블 봄 정기연주회 안내 
4월 28일 토요일 7:30pm St. Mark’s Episcopal Church 600 Colorado Avenue, Palo Alto 

Juna’s Jar 
이 아름다운 이야기 책의 저자는 한국인 제인 박 입니다. 미국 공립학교의 교사이기도 
했던 저자는 빈 김치병에 작은 소품들을 담아 상상의 나래를 펼치곤 했던 저자 자신의 
어린시절의 기억을 Juna’s Jar  라는 이야기 책에 담아내었습니다. 2015-2016 아시안 
퍼시픽 아메리칸 문학상의 수상작 인 Juna’s Jar  는 미국 초등 공립학교의 권장도서 
이기도 합니다. 한국인 소녀 Juna 는 히스패닉 친구 Hector 와 함께 빈 김치병에 
여러가지 물건들을 수집하며 친한 벗으로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날 친구 Hector 이 
말도없이 이사를 가게 되면서 일어나는 이야기 입니다.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며 다민족 
간의 화합을 이야기 하는 즐겁고 유익한 이야기 책에 음악을 덧입혔습니다. 미국 
공립학교의 음악교사이자 합창지휘자 그리고 작곡가인 Mark Fish 는 한국적인 소재의 
이야기에 자신만의 색채로 음악을 만들었고 저희 쏘넷앙상블이 그 이야기가 
읽혀지는동안 음악을 연주합니다. 대학에서 연극를 전공하기를 희망하는 현재 
도허티밸리 고교에 재학중인 Claire Bae 양이 나레이션을 맡았습니다 . 쏘넷앙상블이 
작곡가 Mark Fish , 그리고 작가 Jane Bahk 과 함께하는 콜라보레이션 연주회에 
여러분들과 어린학생들을 초대합니다. 

Sometimes a simple, everyday object 
can take you away on great adventures. Juna and her best friend, Hector, have many adventures 
together, and they love to collect things in empty kimchi jars. Then one day, Hector unexpectedly 
moves away without having a chance to say good-bye. Juna is heartbroken and left to wonder who 
will on go on adventures with her. Determined to find Hector, Juna turns to her special kimchi jar for 
help each night. 

https://janebahk.com/
https://www.leeandlow.com/books/juna-s-jar
https://www.amazon.com/Junas-Jar-Jane-Bahk/dp/1600608531
https://www.markfish.com/
https://www.sonnetensemble.org/concert/
https://www.markfish.com/
https://janebahk.com/


St. Mark’s Episcopal Church at Palo Alto 
600 Colorado Avenue, Palo Alto, CA 94306 

 

이번 쏘넷앙상블의 연주회는 팔로알토에 위치한 St. Mark’s Episcopal Church 에서 열리게 
됩니다.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 유리와 나무의자가 인상적인 이 교회는 음향또한 아름다워서 
클래식 음악연주회가 자주 열리는 곳 입니다.  

Program for the night 
Corelli Concerto Grosso in D major Op. 6 No. 4 
Jean Sibelius Romance in C major Op. 43 

Mark Fish Juna’s Jar - New music commissioned for Sonnet Ensemble 

Tchaikovsky Souvenir De Florence Op. 70  

 

BUY TICKETS  
 

더 자세한 정보 

이전과는 다른 더욱 성숙된 기량으로 쏘넷앙상블의 연주회를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최고의 
음악을 선사 해 드리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가주에서 활발히 
연주활동을 하고있는 한인 연주자들을 주축으로 구성된 쏘넷앙상블이 지속적으로 한인및 다민족 
커뮤니티를 위한 연주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쏘넷앙상블은 
501(c)(3) 세금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비영리 단체 입니다.   

 후원 연락처-배아람 단장 510-205-2959 info@sonnetensemble.org 

https://saint-marks.com/
https://www.eventbrite.com/e/sonnet-ensemble-spring-concert-2018-tickets-43118963982
https://www.sfcv.org/event/sonnet-ensemble/sonnet-ensemble-spring-concert-2018
mailto:info@sonnetensemble.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