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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한국문화원(원장 박위진)은 한국전통문화의 올바른 보존 및 분야별 전승기회 제공을
위해 "한국전통 무형문화 전수 워크숍" (Traditional Korean Cultural Heritage Workshop)
네번째로 김진희(국가무형문화재 제 57 호 이수자)의 <경기민요-어울림의 멋과 흥>을
9.20(금) 13:00-16:00 문화원 3 층 아리홀에서 전수한다.

본 전수워크샵에서는 현재 사단법인 어울림의 경기민요 대표이자 국가무형문화재 제 57 호
이수자인 김진희 명창이 경기민요를 알리고 전수할 예정이다. 이번 워크샵에서는 서울
경기 지역의 대표적인 곡으로 멋과 흥으로 경쾌한 <창부타령>, <뱃노래>, <자진뱃노래>를
배워볼 예정이다.
<창부타령>은 중부지방에서 가장 많이 불리우고 있는 대표적인 경기민요이다. 창부라함은
무당의 남편이며 또한 무당이나 광대가 죽어서 된 혼령을 이르기도 한다. 이를 위로하기
위한 굿거리에 불리워진 노래가 창부타령이며 이 노래는 점차 민간에 널리 퍼지게
되었다. 가락의 흐름이나 장식음의 처리가 가장 섬세하고 세련되며 음역도 넓어서
부르기에 음악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며 흥겨운 굿거리장단의 노래이다.
<뱃노래>는 동해안을 따라 어부들에 의해 불리워진 노래로 경상도 지방에서 발달했으며
점차 중부 내륙지방까지 전파되었다고 한다. 뱃사람들의 만선의 희망과 낭만을 엮은
소리로 굿거리장단에 의한 활기차고도 율동적인 가락을 지녔다.
<자진뱃노래>는 뱃노리와 같이 물위에서 생활하는 뱃사람의 생태와 낭만을 엮은
노래로서 후렴의 음조가 독특하다. 뱃노래보다는 빠르고 흥겨운 자진모리장단으로 본절을
한사람이 부르면 여럿이 후렴을 받는 형식의 노래이다.

민요는 민중들 사이에서 생겨나 민중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송되는 구전민요로서 일정한
규범이나 악보가 없이 전승되는 음악이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모의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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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20 세기 초에 민요가 발전하면서 전문가인 삼패와 사계축의 소리꾼 들에 의해
불리워지고 전송되었다. 소리의 멋과 흥은 인간의 순수한 생활면에서 고달픈 한과 애환을
가슴 속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전환시키는 서민들의 능력이라 할 수 있다.

경기민요는 서울, 경기지방의 민요들을 말하며 노래의 느낌은 대체로 밝고 경쾌하다.
대표적인 곡들은 노랫가락, 창부타령, 아리랑, 경복궁타령 등 많은 곡이 있다. 장단은
굿거리, 세마치, 자진모리, 엇모리, 중모리 그리고 중중모리등을 사용한다.

이번 전수워크숍에서는 <창부타령>, <뱃노래>, <자진뱃노래> 민요배우기 과정을 이수한
후 직접 공연해 볼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줄 예정이다. 평소 경기민요 등에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한국 문화를 새롭게 배우고 체험하고 전수받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예정이다.

워크숍 참가는 무료이며, 사전에 온라인 또는 전화로 예약을 해야 한다.
www.kccla.org, 323-936-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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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약력>

김진희(Jinhee Kim)
1988.2-2000.2.28 국가무형문화재 제 57 호 이수자
1998.12.23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 주최 제 5 회 전국민요경창대회 민요부 최우수상
2001.5.23 문화관광부지원 중앙아시아 3 개국 순회공연 (우즈베키스탄 키르키즈스탄
카자흐스탄)
2003.3.21 세계여성목소리페스티벌 벨기에 프랑스 공연
2003.3-2008.11.25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 38 호 이수자
2003.10.19 제 23 회 대한민국 국악제 국립국악원 예악당 장대장타령
2004.6.16-24 제 23 회 대한민국 명장전 일본중앙신보사 초청 경기민요공연
2007.2.15 서울예술대학교 졸업 (경기민요 전공)
2007.2.15 교원자격증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2007.10.3 사단법인 전국명창대회 차하상 수상
2008.6.7-11 베트남 후에 국제페스티벌 공연
2010.5 2010 경기민요 김진희 소리 음반 출판
2011.9.15-2012.8.2 덕수궁 풍류 김진희 경기민요 공연
2014.2 2014 김진희 2 집 그리운 봄날 음반 출판
2018.5.26 Barnsdall Gallery Theatre 그리운 봄날 경기민요 공연
2018.11.9 Los Angeles Korean Culture Center 경기민요한마당 공연 어울림의 멋과 흥
2018-현재 사단법인 어울림 한국경기민요 대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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