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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8-48호]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3쪽 

배포일시 2018. 6.25(월) 담당부서 LA한국문화원 공연 

연락처  323-936-3015/tammy@kccla.org 담 당 자 Tammy Chung 

    

한국전통무형문화 전수워크숍 <서도소리, 향피리 연주> 개최 

 

 

 
 

 

▶ 사업명 : 한국전통무형문화 전수 워크숍 <서도소리, 향피리 연주> 

▶ 강 사 : 박일흥(국가무형문화재 제61호 은율탈춤 예능보유자),  

           김호석(국가무형문화재 제17호 봉산탈춤 전수교육조교) 

▶ 일 시 : 2018.7.5(목) 13:00-16:30 

           (서도소리: 13:00 ~ 14:30 / 향피리 연주: 15:00 ~ 16:30) 

  ▶ 장 소 : LA한국문화원 3층 아리홀 

▶ 온라인 예약 : www.kccla.org  

  ▶ 붙임 : 사진자료 등 각 1부  

  ▶ 공연문의 : LA한국문화원 323-936-3015 공연담당 Tammy Chung 

http://www.kccl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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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한국문화원(원장 김낙중)은 한국전통문화의 올바른 보존 및 분야별 전승기회 제공을 

위해 "한국전통 무형문화 전수 워크숍" (Traditional Korean Cultural Heritage Workshop) 

여섯번째로 박일흥(국가무형문화재 제61호 은율탈춤 예능보유자)와 김호석(국가무형 

문화재 제17호 봉산탈춤 전수교육조교)의 <서도소리, 향피리 연주>를 7.5(금) 

13:00-16:30 문화원 3층 아리홀에서 전수한다.  

 

박일흥 강사가 전수할 <서도소리>는 황해도와 평안도에서 불리던 노래를 총칭하는 

말이다. 서도소리는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29호로 지정되었으며, 황해도를 대표하는 

소리는 산염불이며, 평안도를 대표하는 소리는 수심가이다. 서도소리는 예로부터 대륙과 

인접한 거친 풍토에서 북방 이민족과 함께 겨루며 굳세게 살아온 서도지방민들의 

생활속에서 면면이 이어져 내려온 소리로, 노랫가락에도 그들의 생활감정이 잘 드러나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서도민요 중에서 느리개타령, 는실타령, 싸름타령과 같은 비교적 

짧은 시간에 배울 수 있는 곡을 전수할 예정이다. 

 

김호석 강사가 전수할 <향피리 연주>는 궁중음악, 민속음악합주, 무속음악, 무용반주 등에 

사용되었으며, ‘상령산’독주, ‘염양춘’, ‘산조: 진양조,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등에 

연주되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향피리를 구성하는 관대와 피리서에 대한 설명, 

피리서에서 음정을 취급하는 방법, 저음역에서 고음역까지 소리내는 방법, 민요, 가요, 

팝송 등 장르별 연주장면 소개, 아리랑 등을 전수한다. 

  

박일흥 강사와 김호석 강사는, 워크샵이 끝난 후 다음날인 7.6(금) 19:00 한국전통무형 

문화전수회관에서 <황해도배뱅이굿 LA공연>도 있을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 참가는 무료이며, 사전에 온라인 또는 전화로 예약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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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소개> 

 

박일흥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 61 호 은율탈춤 예능보유자 

양소운전통예술보존회 회장 

황해도배뱅이굿 완창발표 2 회 

미국, 프랑스, 러시아 등 해외공연 다수 참가 

서도소리, 황해도춤 등 다수 특강 강연 

 

김호석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 17 호 봉산탈춤 전수교육조교 

경기대학교 관광문화대학 교수 

‘86 아시안게임 및 ’88 서울올림픽 취타대장 

국방부국악대 창설자, 초대 국방부국악대장 

대통령표창 및 문화체육부장관표창 등 다수의 표창 수상.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