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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페스티벌의계절이다야외에서스

탠딩으로진행되는다양한음악축제는스

트레스를발산할수있는더없는기회다

광주전남 지역에서 열리는 음악 축제

들이출연자라인업을발표하고관객몰이

에나선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광주음악산

업진흥센터가주관하는 2016 광주사운드

파크페스티벌은 9월 34일 사직공원 일

원에서열린다

지금까지 두차례 열렸던 광주사직포크

음악제를이어받은행사로록 힙합 팝등

다양한장르를아우르는대중음악축제를

표방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공연과 함께

레코드페어도함께열려눈길을끈다

팝 포크 모던락을만날수있는 3일은

드림데이로명명했다 라이브황제 공

연의신으로불리는이승환을비롯해 아

메리카노 봄이좋냐? 등으로인기높은

듀오 10cm가 출연한다 또 지난 2014년

SBS KPOP 스타 시즌 3에서 준우승을

차지한후 1집앨범을발표한샘김도라인

업에포함됐다

외국팀들도이름을올렸다 태국 3인조

여성밴드 Yellow Fang 홍콩인디밴드

GDJYB 등이다

4일은 패션 데이로 일레트로닉 힙합

EDM음악을만날수있다

힙합 레이블 하이라이트 레코드를 이

끌고 있는 팔로알토 힙합팬들의 사랑을

받고있는 허클베리피 최근 쇼미더머니

5에 출연했던 G2 2016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모던록상을수상한 4인조밴드 칵

스 2012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일렉트

로니카&댄스 음반상을 수상한 3인조 밴

드 IDIOTAPE 밴드 솔루션스가 출연

한다 외국팀으로는 일본의 4인조 밴드

Scoobie Do가이름을올렸다

메인스테이지는옛사직공원수영장자

리에 마련되며 음악산업진흥센터 공연장

에서도뮤지션들을만날 수있다 인기 높

은 힙합 뮤지션을 비롯해 조만간 나머지

출연진을발표할계획이다

지역에서는첫선을보이는 광주레코드

페어는 눈에 띄는 프로그램이다 광주음

악산업진흥센터에서 열리는 레코드 페어

는음반전시와판매 공연 이벤트가함께

하는음악마켓이다

서울레코드페어 조직위원회와 함께 진

행하는프로그램으로국내외 50여음반사

와해외레이블이참여하는음반전시 레

이블 특별전과 주제전 명반을 복원 재발

매하는 LP 한정 재발매 희귀음반 전시

개인셀러 지역음반 소매점 오디오 마켓

등으로구성된벼룩시장아티스트쇼케이

스등이열린다

1일권은 3만원 2일권은 5만원이다

30% 할인된 가격으로 5일부터 티켓 판매

를시작했다 ticketinterparkcom

2016 구례자연드림락페스티벌도 다시

관객들을찾아온다

자연드림주최로지난해첫행사를치른

구례락페스티벌은폭발적인가창력을자

랑하는 국카스텐과 노브레인 등이 참여

흥겨운무대를연출했었다

오는 8월27일오후4시부터구례자연드

림파크에서열리는올해는라인업이더욱

풍성해졌다

국내뮤지션들에게많은영향을미친김

창완밴드를비롯해윤도현이이끄는YB

봉숙아 등으로유명한장미여관 홍대인

디밴드 1세대 크라잉 넛 레이지 본 트랜

스 픽션 스토리 텔러 여우별 밴드 등이

다

자연드림파크 비어락에서 판매하는 수

제 맥주를 비롯해 다양한 먹을거리 부스

와체험코너를운영한다

이번행사는숙박연계티켓패키지상품

도 함께 판매 중이다 자연드림파크에서

10분거리에위치한오토캠핑장을비롯해

더케이 지리산가족호텔 지리산온천랜드

를숙소로활용할수있다

티켓 가격 3만원(얼리버드 30% 할인)

문의 wwwnaturaldreampark 061

7839787

2016 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은 오는 8

월1920일 열린다 현재 출연 라인업을

확정하고세부사항을조율중에있어조만

간참여뮤지션을발표할예정이다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재단은 5일 비엔날

레 전시 기간(9월2일11월6일) 동

안 2016광주비엔날6레 기념전을

개최할 광주전남 사립 갤러리미

술관 10곳을확정발표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공간은 공유

공간 뽕뽕브릿지 광주문화예술회

관 국윤미술관 담빛예술창고 대

담미술관 롯데갤러리 은암미술관

카가갤러리연대 한희원미술관 행

촌미술관등 10곳이다

지난해 양림동에 문을 연 한희원

미술관을도심속작품과함께휴식

을취할수있는명소로자리잡고있

다 국윤미술관 롯데갤러리 은암

미술관등과자체기획전시로기념

전에 참여한다 광주문화예술회관

은 지역 청년작가를 소개하는 기획

전을진행할예정이다

다양한 대안공간 참여도 눈길을

끈다 서구 발산마을에 위치한 창고

를 창작공간으로 개조한 공유공간

뽕뽕브릿지는 그동안 다양한 실험

전시를선보이며비엔날레가지향하

는예술적목표와부합해선정됐다

전남에서는담빛예술창고와대담

미술관등 담양소재 2곳과 지역 사

찰등다양한문화와연계하고있는

해남행촌미술관이참여한다

카가갤러리연대는 갤러리 써니

515갤러리 갤러리 해와 101갤러

리 소아르갤러리(화순) 소소갤러

리(화순)갤러리드프로방스(담양)

가소속된광주전남갤러리협동조

합이다 문의 0626084209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뽕뽕브릿지

광주문화예술회관

국윤미술관

담빛예술창고

대담미술관

롯데갤러리

은암미술관

카가갤러리연대

한희원미술관

행촌미술관

2016광주비엔날레기념전 10곳서 열린다

강경호 시인이 다섯 번째 시집 잘

못든새가길을낸다를펴냈다

이번 작품집에서 시인은 실존의

체험을 서정적 언어로 형상화한 시

들을 선보인다 모두 68편이 수록된

시집은 친근하면서도 낯설다 평이

하지만 개성적인 시들은 오랫동안

시상을다듬어왔다는사실을보여준

다

한줄의시도못쓰고있을때 길

을 잘못 든 지금까지 보지 못한 새

한마리날아들었다 놀란새는내관

념의 이마를 쪼다가 출구를 찾으려

발버둥 쳤다 (중략) 새는 겨우 출구

를 찾아 날아가 버렸지만 새가 낳은

수많은 새끼들 내 마음의 서재에 살

게되었다또다시잘못든새가그립

다

표제작 잘못 든 새가 길을 낸다는

시인의 시적 경향과 스타일이 응축된

작품이다 시적 자아는 시적 대상과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일체가 되고자

한다 마음속에날아든새를품고그

리워하는 가슴앓이가 바로 강경호

시의 핵심이다

김병호 평론가

는 보편적 진실

을 향한 메시지

의 힘을 통해 시

인은 자기완성

의 모습을 그려

낸다고평한다

강 시인은 시인의 말에서 새로운

시를 많이 생각했다 지나고 보니 삶

이 내용과 형식이 된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부끄러운자취를드러내는것

같아 멋쩍기도 하지만 감추지 않기로

했다며 또다시만날새로운나에게

실망하지 않을 마음으로 시를 썼다

고말했다

한편 함평 출신의 강 시인은 휘파

람을 부는 개 함부로 성호를 긋다

등 시집과 내 마음의 소리 문학과

미술의 만남 등 다수의 에세이집과

인문서를 펴냈다 현재 계간 시와 사

람 발행인 겸 주간으로 활동하고 있

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마음속에날아든새를품고깊은가슴앓이

강경호시집 잘못 든새가길을낸다 펴내

비엔날레재단공모선정

올 여름 뮤직 페스티벌에빠져보자

김창완밴드이승환 YB 10

광주사운드파크페스티벌 9월 34일 사직공원

이승환10샘김팔로알토허클베리피칵스

구례자연드림락페스티벌 8월 27일

김창완밴드YB장미여관크라잉넛레이지본

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 8월 192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