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율희 Kim Yul Hee

현재 ‘바닥소리’와 ‘바라지’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차
세대 소리꾼으로서 국립국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중앙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다.
‘바라지’의 메인보컬, 그리고 ‘바닥소리’에서는 다양
한 창작판소리 공연과 극 공연에서 주연을 맡고 있
는 매력적인 소리꾼으로 앞으로의 그녀의 활동이 더
욱 기대되는 바이다.
퓨전 국악 그룹 ‘바라지’, ‘손성제 NEQ’등의 메인
보컬로 활동하며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앨범 수상,
월드 뮤직 엑스포(WOMEX) 2015 쇼케이스에 선
정되어 세계 월드뮤직 시장에서 주목 받은 차세대
소리꾼 김율희.
‘바라지’의 메인보컬, 그리고 ‘바닥소리’에서는 다양
한 창작판소리 공연과 극 공연에서 주연을 맡고 있
는 매력적인 소리꾼으로 2017년 노선택과 소울소
스와의 콜라보레이션 활동을 시작하며 국립극장 여
우락페스티벌 ,미국 시에라 네바다월드뮤직페스티
벌에서 극찬을 받았으며 2017년말에는 콜롬비아
서큘아트의 공식 쇼케이스에 선정되었다. 2018년
소울소스와의 정규작 ‘두뿌리’의 발매를 앞두고 있
다.

성우향, 박애리, 한승석, 선생 사사
국립국악고등학교 졸업
‘바닥소리’ , '바라지’ 동인으로 활동
중앙대학교 국악대학 음악극과 졸업
중앙대학교 대학원 한국음악학과 졸업

주요작품활동

# 주요 공연 (국내)
2013 서편제 보성소리축제 일반부 판소리 최우수상
2013 남도민요경창대회 일반부 개인 대상(문화체육관광부 장
관상)
2009 국립극장 차세대 명창 선정
2011 광주브랜드공연 ‘자스민광주’,
에든버러페스티벌 프린지공연
2012 천차만별콘서트 '바라지' 공연 및 대상 수상
2013 jtbc '소리의 신' 출연
2014 울산월드뮤직페스티벌 '바라지' 쇼케이스
2014 창우월드뮤직페스티벌 '아리파' 협연
2013 한중일문화예술제 공연
2014 해외문화원 패키지프로그램 순회사업 MozaiKorea _
중국 북경.무석.상해.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2014 창작국악극 대상 최우수상 '바닥소리'
2014-2016 서울시국악관현악단 협연 다수
2015 여우락 페스티벌 바라지&뉴엔레 '용호상박' 공연 _국립
극장 KB하늘극장
2015 광주월드뮤직페티벌 'NEQ' 공연
2015 크로스컬쳐페티벌 폴란드 바르샤바 '바라지'
2015 팜스초이스 '바라지' 공연
2015 자라섬 페스티벌 'NEQ' 공연
2015 KBS 국악관현악단 협연
2015 KBS 국악대상 단체상 수상 '바라지'
2016 의정부음악극축제 바닥소리 '닭들의 꿈, 날다'
2016 이데일리문화대상 대상수상 '바닥소리'
2016 한국대중음악상 크로스오버음반 최우수상 'NEQ'
2016 제주 해비치 아트 페스티벌 쇼케이스 'NEQ'
2016 김율희 완창판소리1 <강도근제 흥보가>
2017 국악방송 예술가의 백스테이지 라디오 진행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 공연 <with 두번째달>

# 주요 공연 (국외)
2015 베이샨 월드뮤직페스티벌 '바라지' 초청 공연
2015 'NEQ' 호주 시드니, 브리즈번 공연
2015 워맥스 WOMEX ’바라지' 쇼케이스 _헝가리
2016 프랑스 Jazz Sous Les Pommiers
_’NEQ’,'바라지'
<노선택과 소울소스 X 김율희>
2017 미국 Sierra Nevada World Music Festival’

<노선택과소울소스meets김율희>
2017 무주산골영화제 개막작 <흥부>
2017 KBS 나빌레라
2017 여우락 페스티벌
2017 울산월드뮤직페스티벌

# 수상 경력
남도민요경창대회 일반부 개인 최우수상
천차만별콘서트 <바라지> 대상
2010년 국립극장 차세대명창으로 선정
2013년 임방울국악제 판소리 일반부 준우수상
수상

#음반
락음국악단 2집 (1곡 참여)
바닥소리 음악극 '닭들의 꿈 날다',
‘일곱빛깔 까망이' ,
바라지 1집 '비손',
NEQ 2집 'Passing of illusion',
심영섭 '리디자인' (1곡 참여)
노선택과 소울소스 Meets 김율희 - 두뿌리

새타령 Song of Birds 2016.12

Baraji at WOMEX 15

제12회 창신제(법고창신) - 쑥대머리

Arirang Odyssey The Music

동백타령

(Ep.8) The Baraji(바라지) (Full)

박애리, 김율희, 송나영

노선택과 소울소스(NST & The Soul Sauce) Meets 김율희(Kim Yul Hee)

뺑덕 (Madam Bbaengduk)

중타령(Monk Song)
@ Circulart (Colombia 2017.11)

뺑덕 (Madam Bbaengduk)
@KBS나빌레라(2017.9)

정들고 싶네

Red Tiger
@ SNWMF( USA.2017.7)

중타령(Monk Song)
@(KBS 콘서트 나빌레라)

Press
변상문의 風流여행기] 소리로 과녁을 뚫게 할 국악인, 소리꾼 김율희 (뉴스핌 2016.3.31)
'바라지' 헝가리 워멕스 간다 한국음악팀 4년연속 진출 쾌거 (뉴시스 2016.12.18)
한국적 재즈’ 엔이큐, 새 앨범 ‘패싱 오브 일루션’ 으로 더 특별해져 돌아왔다 (스포츠경향 2015.11.16)
Kim Yul-hee blends pansori, reggae (KOREA TIMES 2018,01,31)
K-pop concert held in UAE to mark Moon's visit (KOREA TIMES 2018.03.27)
우리 음악, 과감하게 접붙이다 (한겨레 2017-07-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