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소울소스 meets 김율희- 'The Swallow Knows/ Swallow Dub 
(7인치 바이닐, 동양표준음향사 2021.4.14) 

“흥보 움막에서 태어나 날기 연습을 하던 새끼 제비는  

땅에 떨어져 죽을 위험에 놓이지만, 어진 흥보가 다리를 고쳐주어  

다시 자유롭게 날게 된다.  

그 은혜를 갚기 위하여 보은표 박씨를 물고 날아와 

 “지지지지 주지주지 거지연지 우지배요  
낙지각지 절지연지 은지덕지 함지표지  

내지배요 빼그르르”  

제비의 울음소리, 유려하게 날아다니면서도 박력 있게 다가오는  

그 울음소리 하나하나에도 각각 뜻이 담겨있는데 .... “ 

소울소스 meets 김율희가 2021년 4월 14일 Swallow Knows 7인치 바이닐을 발매한다. 한국의 맛과 멋 
을 바탕으로 한 정서와 태도를 레게/덥, 소울, 재즈, 싸이키델릭의 색채로 펼쳐내는 한국의 대표 레게밴드 ‘소울소
스’ (ex 노선택과 소울소스)와 전통음악씬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소리꾼 ‘김율희’와 협업으로 판소
리를 현대적인 레게/덥의 사운드스케잎으로 풀어내 토속음악의 현대화된 사운드를 제시한 전작 Version(2019)에 
이은 후속 작이다.  

일본의 유서깊은 레코드사인 피바인(P-Vine)과의 계약을 시작으로월드 뮤직엑 스포(WOMEX), 후지락 페스티벌
(Fuji Rock Festival)의 2회출연을 비롯해 트랜스 뮤지컬즈(Trans Musicales), 케네디 센터 (Kennedy Center) 등 
세계 각국을 대표하는 십여개국 음악 축제에서 그들만의 독창적인 사운드와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던 ‘소울소스 
meets 김율희’. ‘독창적인 사운드를 창조해 낸 특별한 밴드, 그 어느 곳에서도 들어 본 적 없는 새로운 음악’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작년 한해 Top 10 World Music Album of the Year (Spin The Globe, 미국), 올해의 레게 앨범 
(Music Magaiaze, 일본), 그리고 2020 한국대중음 악상 최우수 재즈-크로스오버 앨범에 노미네이트 되며 대중들
에게 더 많이 소개되었다. 

이번 바이닐은 동양표준음향사의  7인치 시리즈 “ROOTS NOW” 의 첫번째 작품으로 ‘제비가’를 모티브로 한국
의 판소리가 녹아든 강렬한 레어그루브 레게/덥 곡이다. 특히 7인치 싱글 바이닐로 발매되는 이번 싱글은 균형잡
힌 아날로그 질감을 극대화한 사운드를 즐기는것에 부족함이 없는 요소가 될 예정이다. A면은 8분 원곡의 싱글 버 
전, B면은 귀와 마음속에 녹아드는 새로운 풍경을 만들어낸 덥(Dub) 버전으로 결성 초기부터 모든 앨범을 작업 해
온 거장 덥와이져/엔지니어 ‘우치다 나오유키’ 와 4년에 걸친 소울소스와의 신뢰와 협업의 진면목을 느낄수 있다. 

아티스트: 소울소스 meets 김율희 

타이틀: (Who Knows) The Swallow Knows 

레이블: 동양표준음향사 

일련번호: ESS7-002 

형식: 7인치 바이닐  

출시일：2021년 4월14 일



SIDE A: (Who Knows) The Swallow Knows 

Inspired by 제비가 鷰⼦歌 (Work Song of Heungbu) 
Music by 소울소스, 김율희 
Lyrics by 작자미상, 김율희 

흥보 움막에서 태어나 날기 연습을 하던 새끼 제비는 땅에 떨어져 죽을 위험에 놓이지만, 어진 흥보가 다
리를 고쳐주어 다시 살아나고 자유롭게 날게 된다. 흥보의 은혜를 갚기 위하여 보은표 박씨를 물고 다시 
흥보 집으로 날아든다. “지지지지 주지주지 거지연지 우지배요 낙지각지 절지연지 은지덕지 함지표지 
내지배요 빼그르르” 제비의 울음소리, 유려하게 날아다니면서도 박력 있게 다가오는 그 울음소리 하나
하나에 각각 뜻이 담겨있는데 ....  

https://youtu.be/FnvGzH3FQMk 

SIDE B: Swallow Dub (Dub Mixed by 우치다 나오유키) 

Music by 소울소스, 김율희 
Lyrics by 작자미상, 김율희 
Dub Mixed by 우치다 나오유키 

제비가 날아들고 날아간다. 세계의 많은 음악 애호가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굴지의 덥와이저
(Dubwiser) ‘우치다 나오유키’ 와의 작업. 소울소스의 데뷔 때부터 함께한 두터운 신뢰가 바탕이 된 강
렬한 그루브의 천수관음 덥으로, 제비가 사방으로 유려하게 날아다니며 지저귀다 무리가 되어 겹겹으로 
쏟아진다. 

 https://www.youtube.com/watch?v=gyqFNqrbOnM

Vocal(판소리), 김율희/ Bass, 노선택 / Drums, 강택현/ Percussion, 송영우/ 
Guitar, 이시문/ Trumpet, 유승철 / Tenor Sax, 송승호/ Keyboards, 백정현 

CREDIT 

Executive Producer 오정석 
Produced by 소울소스, 김율희 
Production Managed by 이현민 
All Songs Arranged by 소울소스, 김율희 
Recorded at  생기 스튜디오2019.12.23 South Korea. 
Engineered & Mastered by  박준 Jun Bak(동양표준음향사 Eastern Standard Sounds)  
Mixed by Naoyuki Uchida at Makisato-Lab, Fusion, Kanagawa, Japan 
A&R 오청달 Oh Jeong Seok (동양표준음향사 Eastern Standard Sounds)  
Design & Manufactured by slswqcqk 
Logo Design by 김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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