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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3쪽 

배포일시 2022.9.14.(목) 담당부서 LA한국문화원 공연 

연락처 323-936-7141 담 당 자 Kelly Che 

    

K-민요, LA의 눈과 귀를 사로잡다 

- 경기민요와 재즈의 콜라보, 이희문의‘한국남자’LA 콘서트-  

 

 

 
 

▲ 이희문 ‘한국 남자’ 콘서트 이미지 사진 

 

 
 

 ▶행사명 : 이희문 LA 콘서트 ‘한국남자’  

           (Lee Hee Moon LA Concert ‘Hanguk Namja’) 

 ▶ 일  자 : 2022년 10월 7일 금요일 저녁 8시  

 ▶ 장  소 : UCLA 로이스 홀(Royce Hall) 

            (10745 Dickson Ct, Los Angeles, CA 90095) 

 ▶ 주  최 : 문화체육관광부, LA한국문화원 

 ▶ 주  관 :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KOFICE) 

 ▶ 문  의 : LA한국문화원 323-936-3015 공연담당 (Kelly Che) 



 

LA한국문화원(원장 정상원)은 10월 7일 금요일 저녁 8시 UCLA 로이스 홀에서 한미 수교 

14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이희문 LA 콘서트 – 한국남자”를 개최한다.  

 

“한국남자”는 파격의 아이콘이자 경기민요 소리꾼 ‘이희문’(제57호 경기민요 이수자) 씨와 국내외

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4인조 재즈밴드 ‘프렐류드’, 그리고 조선의 아이돌이라는 별명을 가진 

‘놈놈’이 함께하는 공연 프로젝트다. “한국남자”는 2017년 결성하여 경기민요와 재즈의 새로운 음

악적 구성을 기반으로 창의적이고 완성도 높은 음악을 선보이며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이번 LA 공연에서는 한국남자의 대표곡인 난봉가, 베틀가, 청춘가 등의 경서도민요와 경기잡가 

등 다양한 민요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민요와 재즈, 동서양 음악의 완벽한 음악적 조우와 곡

의 콘셉트를 시각적으로 풀이하여 다양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예정이다. 

 

경기 소리꾼 이희문은 전통적인 국악을 기반으로 시작해 팝, 재즈, 락 등 다양한 음악 장

르와의 콜라보로 국악의 새로운 접근과 대중화에 앞장서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미

국에서는 2017년 프로젝트 그룹인 “씽씽밴드”로 NPR 타이니 데스크 콘서트(NPR Tiny 

Desk Concerts)에 아시아 뮤지션 최초로 출연해 큰 화제가 되었고, 2022년 9월 현재 유튜

브 조회수 7백6십만 뷰를 상회하고 있다.    

 

정상원 LA문화원장은 “한국드라마 <오징어게임>의 Emmy상 수상의 쾌거로 K-Culture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요즘 한국의 창의적인 젊은 소리꾼 이희문의 첫 LA 공연

을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이번 공연을 계기로 한국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하며 

한류의 외연을 확장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콘서트의 주인공 이희문 씨는 “한미 수교 140 주년을 맞아 한미동맹의 의미가 

남다른 LA 지역에서 공연하게 되어 무척이나 기쁘다. 이번 공연을 통해 또 한 번의 K-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이번 공연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이번 콘서트는 무료이나 사전 예약이 필요하며, 극장 최대 인원이 넘을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또한, 공연 당일 최대 인원 수가 넘는 경우 입장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필요 

서류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입장이 거절될 수 있다. 

 

사전 예약은 https://roycehall.org/ 에서 티켓을 다운로드하면 된다.  

이 외에 문의 사항은 https://www.kccla.org/ 또는 전화 (323) 936-7141 또는 

이메일(kelly@kccla.org)로 문의하면 된다. 

  

 

** UCLA 로이스 홀 코비드 관련 규정 ** 
 
Masks Strongly Required. 
 

 

• Royce Hall strongly recommends that all guests be fully vaccinated or receive a negative COVID-19 test 

prior to attending any event. 

 

If you are experiencing any symptoms of COVID-19, please do not come to campus.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call (310) 267-4465 or email info@roycehal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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