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쾌한 감동의 힐링뮤지션  

H U E 

ㅗ휴[HUE]는 
  

휴식을 뜻하는 한자어의 “休”와 

빛깔을 뜻하는 영어의 “HUE”의 합성어로서 

휴의 음악적인 색채를 통해 듣는 이로 하여금 

쉼과 안식, 감동을 전하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감엔터테인먼트 



휴[HUE:]는 

2005년 국내최초로 결성되어 데뷔10주년을 바라보는 혼성듀엣으로 

최근 2013년엔  포스코기업의 방송CF음악으로 선정되었으며 

한국인 최초로 일본의 대표적 민영방송국인  

TBS계열의 남일본방송(MBC) 개국60주년의 테마가수로 선정되었고 

  같은 TBS계열의 RKB방송국의 레귤러방송인  

“바람을 느끼며(風を感じて)”를 진행할 만큼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휴[HUE:]는  

데뷔이래 국내외 수많은 초청공연 및 단독콘서트를 통해 

공연기획자들과 관객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휴[HUE:]만이 줄 수 있는 재치있는 진행과 다양한 공연형태를 통해 

진한 감동과 유쾌한 재미를 동시에 선사하고 있습니다. 

 

파워풀하면서 감미롭고 때론 유쾌한 

한국의 Heeling Musician 

휴[HUE:]를 소개합니다. 

 



http://youtu.be/3oCQhk9ZxG0


http://www.mbc.co.jp/60th/index.html 

 

http://youtu.be/2nLr2WcekpM 

http://www.mbc.co.jp/60th/index.html
http://harainbow.blog.me/100175860648


2018.   5월 뉴욕 카네기홀 단독콘서트 예정 

2017.   1월 동경예술회관 한국인최초 단독콘서트 

2016.   일본RKB라디오진행 [바람을 타고], 콘서트 다수 

2015.   일본 후쿠오카, 가고시마 순회콘서트 

2014.   현재 일본전국 단독순회공연 진행중 

          일본 고려미인 방송CF 출연(http://youtu.be/eEx-O5XzhaU) 

          일본 오사카 한국문화원 “Korea Day”초청공연 

     일본 RKB방송국, MBC방송추최 단독콘서트 

          Grace앨범 발매기념 한국,일본,대만  

          초청투어콘서트 

          세계청소년문화축제 가고시마 초청공연 

          세종국악관현악단 협연 

          대전시립관현악단 초청협연공연 

2013.   포스코 광고 배경음악 “Dream”선정 

          가고시마MBC 개국60주년 기념테마가수 선정 

          정규앨범 “시네페라”발매 

2012. 후쿠오카RKB/ 가고시마MBC 라디오방송 

          <바람을 느끼며 風を感じて> 진행 

          후쿠오카RKB  방송국주최 크리스마스 단독콘서트 

          서울 단독콘서트 “10월의 어느 멋진날에” 

          일본 팬클럽 초청 콘서트 (오사카)   

2011. 조선통신사 시모노세키 초청공연 

          일본 동경한국문화원 초청공연 

          일본 돈타쿠 오픈 세레모니 초청공연   

2010.   부산비엔날레 개막식 초청공연 

          세계 아태자유민주연맹 2010 연차총회 초청공연 

          일본로타리클럽주최 초청공연 

2009.   후쿠오카 엘가라홀 크리스마스 콘서트 

          한국 예지원35주년 기념 단독초청공연 

          포스코주최 서울,포항등 단독초청공연 

          대한간호사협회 사랑나눔음악회 단독초청공연 

          KBS,MBC  교양음악프로그램 다수 출연 

2008.   부산 금정문화회관 첫번째 뮤지컬갈라 단독콘서트 

 

 



http://harainbow.blog.me/100174881818
http://harainbow.blog.me/100174880312
http://harainbow.blog.me/100175870488


http://harainbow.blog.me/100178703834
http://harainbow.blog.me/100175870027


http://harainbow.blog.me/100178261261
http://harainbow.blog.me/100177284590
http://harainbow.blog.me/100178705952


      

정규앨범 2집 [Grace] 

(2013년 10월 발표) 

일본 재즈패밀리 Visions와 함께 작업한 앨범으로 

기존의 찬송가를 재즈와 클래식을 아우르는 절묘한 편곡으로  

재탄생시켜 발매 첫 주만에 교회음악음원차트 1위에 오를만큼  

많은 호응을 얻었던 앨범. 

 

http://harainbow.blog.me/100177284590


      

예감엔터테인먼트 
http://www.duethue.com 

 
Korea Office 

이 상 호 

010-4563-3969 

duethue@hanmail.net 

 


	Slide Number 1
	Slide Number 2
	Slide Number 3
	Slide Number 4
	Slide Number 5
	Slide Number 6
	Slide Number 7
	Slide Number 8
	Slide Number 9
	Slide Number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