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자료 – 즉시 보도용 
 

여기 오는 6월 18일 토요일, PCL에서 열리는 특별 이벤트 “Walk of Life”의 초연과 데뷔를 알리는 선전/보도 

자료를 첨부합니다. 이번에 첫선하는 새 이벤트이자 페스티발인 만큼 저희로썬 충분한 광고에 어려움이 있는 중에 

이렇게 선전에 큰 도움을 주시는 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더 필요한 자료나 정보가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을 담아, Grace Lee 드림.  
 

너무 많은 생각이 날 죽이는 듯 할 때, 나를 살리는 음악 
캘리포니아 주, 파사데나 (2016.06.06) – 오는 6월 18일, ‘Festival of Senses’가 오전 10:30 부터 Pasadena 

Central Library의 Donald R. Wright Auditorium에서 “Walk of Life – 음악을 통한 치유”의 첫선을 보인다. 
 

“Walk of Life – 음악을 통한 치유”는 빈 출신의 작곡가이자 강연자, 그리고 작가인 7om Powers의 데뷔 

이벤트가 될 것이며, 이번 이벤트에서 그의 강연/공연은 자기 관리와 자기 치유, 특히 음악 테라피를 통한 

스트레스 감소와 치유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된다. 
 

7om Powers는 예전 자신이 심각한 만성 질환을 겪던 중에 음악을 통해 직접 자가 치유의 힘을 경험했다고 

전한다. 음악은 그의 힘든 시기 동안 그 스스로의 치유를 저해하던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적인 장벽들을 넘어서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고, 그의 이야기는 음악 고유의 이러한 특별한 힘을 보여주는 좋은 예로 볼 수 있다. 
 

현재 그는 그의 음악을 통해 듣는 이 체내의 차크라, 이 차크라가 지나는 신경 회로 체계, 그리고 에너지 장에 

닿음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또한 이로써 스트레스 감소와 마음의 진정을 이뤄내고자 한다. 그의 

독특하고 아름다운 음악은 이번 이벤트에서 라이브로 만나볼 수 있으며, ‘Festival of Senses’ 웹 사이트 

(www.festivalofsenses.com)에서 샘플로도 찾아볼 수 있다.  
 

이 “Walk of Life – 음악을 통한 치유” 이벤트에는 Diana Ross의 골드 레코드 작곡/작사가이자 편곡자인 Clay 

Drayton을 비롯해 파사데나 시장 Terry Tornek과 주 로스 앤젤레스 오스트리아 총영사관 Ulrike Ritzinger 등이 

한자리에 모인다. 
 

티켓 가격은 뒤쪽의 레귤러 좌석이 $34, 중간의 골드 좌석 (7om Powers의 새 앨범 포함)이 $49, 그리고 앞쪽의 

프리미 좌석 (7om Powers의 새 앨범과 이벤트 공식 벽면 아트 포함)이 $97 이다. 티켓 수익금은 Franklin 

Magnet School의 Foreign Language Academy of Glendale을 위해 기부될 예정이다. 
 

티켓은 ‘Festival of Senses’ 웹 사이트 (www.festivalofsenses.com) 혹은 Eventbrite 사이트 

(www.eventbrite.com)에서 미리 예매할 수 있으며, 이벤트 당일엔 공연이 열릴 Donald R. Wright Auditorium 

(Pasadena Central Library, 285 E Walnut St, Pasadena, CA 91101) 앞에서 구매할 수 있다. 이 이벤트는 나이 

제한 없이 총 99명의 관객들에게 제공된다. 
 

“Walk of Life – 음악을 통한 치유”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Festival of Senses’의 공식 웹 사이트 

(www.festivalofsenses.com)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라디오, TV, 전화 등 인터뷰 문의는 전화 번호 626-

817-3428 에서 받는다. 
 
 

7om Powers에 대하여: 

7om Powers는 “음악을 통해 내 몸이 진정을 찾은 건 내 인생에 있어 최대의 전환점”이었고, “이미 잘 알려져 

있듯, 음악은 내 몸과 마음이 말을 듣지 않을 때에 정신적으로 내 몸을 치유하고 가라 앉았던 내 영혼을 들어올려 

준다”고 말한다. 
 

7om Powers는 현재 서양 의학으로썬 치료하기 힘든 만성 질환의 생존자이다. 그는 2.5년이 넘는 기간 동안 몇 

군데의 의료 시설 등에서 사투를 벌인 끝에 대안적 치료법을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다. 
 

공연자이자 강연자가 되기 전, 7om Powers는 영화 업계에서 저널리스트이자 국제 교류 개발 디렉터로 일하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자리에 있었다. 
 

그는 이러한 스스로의 경험을 토대로 ‘자기 관리’ (self-care)의 개념이 익숙치 않은 사람들, 특히 예전의 그처럼 

항상 스트레스를 받거나, 과로 혹은 좋지 않은 근로 환경에 민감하거나, 스스로에게 과하게 엄격한 사람들을 위해 

이번 “Walk of Life – 음악을 통한 치유”를 제작/기획했다. 
 

라이브 음악 공연 이외에도, 7om Powers는 국제적인 자기 관리 코치로써 일상 속에서 음악을 통해 스스로의 

내면을 관리 및 치유하는 법을 국내/외 학회나 워크샾 등에서 발표 혹은 강연하고 있으며, 지난 한해 동안 그는 

“당신의 내면 세계를 다스리라” (“Rule Your Inner Kingdom”) 라는 제목으로 독자에게 자기 내면 세계를 

이해하고 건강하게 관리하는 법을 소개하는 책을 펴냈다. 
 
 

‘Festival of Senses’에 대하여: 

“Walk of Life – 음악을 통한 치유”는 ‘Festival of Senses’를 통해 지역 커뮤니티들이 특별한 예술적 재능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미국과 유럽을 잇는 교류의 장을 만들고자 기획되었다. 
 



이벤트 주최측의 Grace Lee는 “이번 이벤트에서 7om Powers의 공연과 강연을 통해 만성 질환, 신경계 장애 

혹은 다른 힘든 질병들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음악의 특별한 힘으로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7om Powers의 음악은 깨끗하고 맑은 분위기와 안정이 되는 아름다운 소리로 듣는 이를 명상으로 이끌어 

스스로의 감정 세계와 다시 연결될 수 있게 돕는 데에 목표를 둔다. 현재 ‘Festival of Senses’는 “Walk of Life – 

음악을 통한 치유”를 통한 이러한 귀중한 경험이 좀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눠질 수 있도록 2017년 동안 약 50개의 

이벤트를 미국 각 지역에 추가로 개최하기 위한 기획 중에 있다. 
 

“음악은 언제 어디서든 세계 각지 어느 누구의 마음에도 닿을 수 있는 힘을 가진, 다른 어떤 나라의 언어로도 

흉내낼 수 없는 힘을 가진 언어입니다. 음악을 통한 변화의 힘을 ‘Festival of Senses’와 7om Powers를 통해 

느껴 보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 info@festivalofsenses.com 혹은 전화 번호 626-817-3428 로 Ms. Grace Lee에게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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