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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 and Wind and Star and Po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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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ang Jin Yi ?

❖ 퓨전국악 황진이는 ‘황진이’의 시대를 초월한 예술혼을 이어 과거와 현재, 동양과
서양음악이 조화된 새로운 장르의 음악을 선보이며 대중 깊숙이 자리 메김하고
있다. 

❖ 대한민국 국가대표 한국홍보대사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Music

❖ 우리의 국악과 서양의 클래식이라는 서로 다른 장르가 만나 이루어진 ‘New 
Harmony’. 이것이 바로 ‘황진이’를 탄생케 했다.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음악적 시도로 통해 ‘우리 음악의 현대화’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 단순한 도입에서 벗어나 다양한 실험성과 예술성이 조화를 이루며 대중성까지
겸비한 황진이는 우리음악의 아름다운 색채를 보다 가깝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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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rt & Performance

❖ 특히 황진이는 년200회가 넘는 라이브 경험을 바탕으로 화려한 무대매너, 
환상적인 사운드, 친숙한 레퍼토리로 관객을 사로잡는다. 

❖ 그리스,두바이, 홍콩,중국과 대만 콘서트에 이어 ‘미국, 영국, 일본투어’ 일정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며 우리음악의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다.

❖ 얼마 전 대만에서 한국관광공사의 후원아래 가수 ‘비’의 월드투어로 유명한
'Taoyuan Stadium에서 8,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성공적인 공연을 마친
황진이는 현지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기도 했다.

❖ 2007년 6월 4일부터 이와 함께 퓨전 국악팀이 전용극장에서 무기한 단독
공연을 펼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이번이 처음이다.

Members

❖ 여성 퓨전국악그룹 황진이는 전자바이올린, 해금, 가야금, 대금 등 양악기와
국악기가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멤버 각자가 개성 넘치는 끼와
빼어난 미모로 공연장을 시종 뜨거운 열광의 도가니로 몰고 간다. 



황진이밴드기사



Yun ju



Haegum -명혜



Daegum -유화



Gayagum - Hyun



E-Violin - Ra



E-Violin - Young



본문 내용 중-
음식과 웃음의 향연이 펼쳐지는 동안 전야제는 끝을 향하고 있었다. 이제 마지막 순서만이 남았다는 사
회자의 멘트가 들리는 순간 클럽하우스 옆 18번 홀의 호숫가에 은은한 조명이 세어나왔다. 그와 동시에
흐르는 아름다운 국악 선율. 퓨전 국악 그룹’황진이’가 클래식을 편곡해 연주하는 무대가 펼쳐진 것이다. 
우리에게도 친숙한 파헬벨의 캐논 변주곡이 마지막으로 울려 퍼질 즈음, 갑자기 펑하는 소리와 함께 나
인브릿지의 밤하늘에 화려한 불꽃이 수놓아졌다. …이렇게 고객들의 추억의 한편에 오래 자리잡을 메스
세데스트로피의 전야제는 한참동안 펼쳐진 아름다운 불꽃놀이로 마무리 되었다.   

2009년 06월 08일 메르세데스 벤츠(Mercedes-Benz) 공식행사 / 장소 : 나인브릿지





행사명 : Xbox 360 Invitational
일 정 : 2008년 11월 2일
장 소 : 잠실 롯데월드 아이스링크장
주 최 : Microsoft

단일 제품의 행사로는 아시아 최대였다는 콘
솔 게임 축제, Xbox 360 Invitational이 지난
11월 2일, 잠실 롯데월드 아이스링크에서 진
행되었다. 메인 무대에서는 개폐막식과 코스
튬플레이 이벤트, 퀴즈쇼 그리고 게임대회가
진행되었다…..축하공연으로는 퓨전국악단 ’
황진이’가 공연했으며, ‘원더걸스’가 대미를
장식했다.

-월간이벤트 12월 본문내용 중



黃眞伊

❖주요방송.행사
2006년
02월 16일 EBS 도전죽마고우 방송(1시간)
07월 26일 MBC 얼쑤! 우리가락 방송
09월 16일 KBS VJ클럽 방송(퓨전국악황진이)
09월 19일 MBC 생방송 전국시대 방송
2007년
01월 01일, 02월 17일/02월 18일 SBS ‘세계로 간 한국’ 신년특집방송
04월 06일 SBS금요컬처클럽방송(퓨전국악의세계로)
05월 11일 KBS2TV 미스춘향선발대회 축하공연
06월 07일 KBS순천 공개방송
10월 25일 KBS무한지대큐! 방송 젊은퓨전국악 대표주자들
2006년
12월 02일~12월 09일 홍콩콘서트
2007년
04월 14일 대만 콘서트
09월08일~10일 중국 재남공연(참가국 공연중 최우수상 수상)
11월01일~03일 중국 곤명공연
**09월17일 노무현대통령행사**
2008년
01월15일~18일 두바이공연
06월 05일~06월07일 그리스 아테네 공연 ** 09월03일 이명박대통령행사**
09월 25일~10월 02일 미국 워싱턴, 뉴욕공연 12월08일~12월15일 싱가포르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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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방송.행사
* MBN 개그공화국 메인연주 고정출연 *
2009년
4월8일 MBC드라마 내조의여왕- 황진이가야금촬영방송

4월10일 경북 고령 가얏고축제

5월13일 충북도민체전

5월18일~20일 중국 광저우공연

5월28일~29일 중국 상해공연

6월4일~5일 대전 국제 케이블 TV박람회

7월24일~8월16일 울진친환경농업엑스포(24일간)

7월30일 KBS느티나무 황진이방송

8월26일 K1 월드그랑프로 2009파이널

10월17일 창원LG세이커스 농구단 개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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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방송.행사
2010년

3월8일 G20 정상회의 10월 26일 기아& 현대자동자 공연

3월18일 세계 물의날 기념행사 11월05일 KBS TV유치원 파니파니 방송

4월10일 SKY72 골프대회 개막식 11월 11일 농업인의날-국무총리초청

5월5일 삼성전자임직원 기흥.화성

5월14일 경남도립미술관

7월5일~8일 LG전자 인도네시아 발리공연

8월13일 실학박물관

9월2일 한국방송의날 이명박대통령 초청

9월15일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대회

10월 24일 LG화학(청주)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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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곡리스트

❖ 아름다운나라

클래식-베토벤 비창(Pathetique)

❖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 댄싱퀸

❖ 백조의호수

❖ 아리랑

❖ 오나라

❖ 별에서온그대

❖ 원더걸스 -노바디

❖ 헝가리무곡

❖ 겨울연가

❖ 싸이- 강남스타일.-케이팝

❖ 서울에어, 첨밀밀

❖ 첫눈,새끼손가락의 전설

❖ 미뉴엣,봄이오는길

황진이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