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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월광주는계속된다 오월의역사

적 의미를 이야기하고 2016년 현재 우

리의 모습을 담은 노래를 통해서다 아

픈 청춘들을 위로하고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아버지들의희망이멜로디에실

렸다

제6회 전국오월창작가요제가 오는

15일 오후 7시30분 국립아시아문화전

당앞 518 민주광장에서열린다

오월창작 가요제는 오월 정신을 뿌

리로 시대 정신과 삶의 이야기가 담긴

노래을 발굴하는 행사이자 민권인권평

화도시 광주의 정체성을 담은 음악 페

스티벌이기도 하다 경연과 함께 다양

한공연이함께열리는이유다

올해 경연에는 서울경기 지역 참가

자 278개팀을 비롯해 모두 424곡이 응

모됐다 광주음악산업진흥센터에서 지

난 4월 11일 12차 예선을 거쳤고이번

본선 행사에서는 모두 10개 팀이 경연

을펼친다

퓨전국악 재즈 록 포크 등 장르도

다채롭고 참가 연렬대도 다양하다 노

래가사역시더불어사는공동체삶편

견을 거부하는 자유 정신 누구나 공감

할 수 있는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담은

것들이대부분이다

빌리카터는 진실의 아침을 기다리

는 새벽의 노래로 무대에 오르고 김

진솔씨는 5월역사속으로사라진이름

모를 열사들을 기억하는 그사람을 노

래한다 서울 출신 경지는 퓨전 국악

곡 36년(어둠에서 빛을 보리)로 경연

에 나서며 순천의 파파스중창단은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고픈 이 시대 아버

지들의 마음을 담은 우리가 꿈꾸는 세

상을들려준다

또 웨이스티드쟈니스(Wasted

Johnnys)는 울어줘로 지친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며 달세뇨는 자신감을

잃어버린청춘들에게응원의마음을담

은 EGO를선사한다 이외에도 미스

터험블(원숭이와 바나나) 이민주(왜)

세걸음프로젝트(물가상승) 비타(그

런편견)가경연에참여한다

대상 1000만원 등 총 2600만원의 창

작지원금이수여되며이후기념음반발

매와수상팀공연도진행한다

가수 이안의 사회로 열리는 이번 가

요제에서는 가수 윤도현과 중식이밴

드를 비롯해 지난해 오월 창작가요제

에서대상을수상한 스트릿건즈가축

하공연을선보인다 또무용가박선욱

샌드애니메이션 주홍 광주시립소년소

녀합창단 광주영어방송국 어린이합창

단의 식전 행사 공연도 마련된다 문의

0626820518 김미은기자mekim@

제6회 전국오월창작가요제

문화예술로 만나는 오월

매달 한차례 모여 아름다운 한국 가곡

을 부르는 광주전남우리가곡부르기회

(회장황선욱)가 5월에는찾아가는행사를

준비했다

오는 13일 오후 6시30분 광주 상무병원

1층 로비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가정의

달을 맞아 환우들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음악회로 행복한산책이주제다

함께 배우는 노래는 최창일 시 한성훈

곡 행복한 산책이다 시낭송가 김상희씨

가마종기시 우화의강을낭송하며꿈나

무 연주로 진보라(효진초 4 )양이 민들레

씨앗의여행을들려준다 또윤민재 정경

숙 박상휘 이상현 남신 김종석씨 등 회

원들이 사랑하는 마음 못 잊어 보리

밭 그리움 능소화 가고파 등을 부

른다

그밖에 초청 성악가

소프라노 장푸름(순천

시립합창단 상임단

원사진)씨가 능소

화 새타령을 들려

주며KBS어린이합창

단(지휘윤원중)이 애니메이션과동요메

들리 아빠의청춘을연주한다

과수원길 그네 보리밭 떠나가는

배 오라 등추억의 노래를 함께부르는

시간도마련한다

6월 행사는 언제나처럼 둘째주 금요일

인 10일 오후 7시 광주시 북구 임동 강숙

자오페라라인연주홀에서열린다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피를나누지는않았지만가족처럼뜨거

운 정을 나누는 이들의 따뜻한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 관객들을 만난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꿈을잃지않고살아가는이들의

이야기이기도하다

극단연우랑이 해가 지면 달이뜨고를

무대에 올린다 1213일 오후 8시 14일

오후 5시8시 15일 오후 3시 예술의거리

궁동예술극장

이야기는 달동네를배경으로 펼쳐진다

실향민으로 서만칠 아바이 만두 창업자

인집주인서만칠 그의집에세들어 사는

특전사 중사 출신 생선 가게 여주인 강동

희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동생 강동

수는한가족처럼지내는사이다

어느날우성준이라는한사내가이사오

고초창기엔서로티격태격하지만이들과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며 성준은 또 하나

의가족이된다

김태수작가작품으로극단대표이현기

씨가연출을맡았다 윤희철정일행양선

영이승현임성재씨가출연한다

지난 2011년 창단한 연우랑은 2014년

마산국제연극제에 초청됐으며 지난해에

는 러시아 람빠극장과 합동공연했다 문

의 01065904100 김미은기자mekim@

여심 흔드는

광주여성단체협의회 합창단(단장 문진

수사진)이 12일 오후 7시 빛고을시민문화

관에서 여심을 주제로 제1회 정기연주회

를연다

지난 2009년 결성된 합창단은 매주 1회

모여 꾸준히 연습한 결과물을 선보인다

나옥연부회장사회로진행되는이번공연

은전체합창단이참여해 새야새야(채동

선) 얼굴(신귀복)을 부르며 무대를 시작

한다 이어 한선화(소프라노) 승선희(메

조소프라노)씨가  gondoliere(카를로

골도니) I Believe(에릭레비) 듀엣곡을

부른다 Oh! Danny boy Eres tu 모

리화 등 합창곡과 남

영숙씨가 부르는 솔로

곡 그리운 금강산도

만날수있다

일그란데 앙상블

은 게스트로 나서 오

솔레미오 등 귀에 익

은 음악들을 선사한다 공연 중간 광주여

협훌라팀이참여해훌라댄스를선보이는

무대도 마련된다 합창단은 한계령 아

름다운 나라 기뻐하며 찬양하라 등을

부르며 공연을 마무리한다 문의 010

48028021 김미은기자mekim@

오월의노래우리들의노래

퓨전국악세태풍자등 10개팀 본선

윤도현중식이밴드등축하공연도

15일 문화전당앞 518 민주광장서

행복한산책

광주여성협의회합창단

내일빛고을시민문화관

광주전남우리가곡부르기회

13일 상무병원서음악회

피보다진한달동네이웃들
연우랑 해가지면달이뜨고

1215일 궁동예술극장

오월창작가요제2차예선경연모습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안윤도현 스트릿건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