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연일정 및 장소 

5월

6월

7월

10월

8월

5월 26일(화) 19시

5월 27일(수) 11시

5월 27일(수) 19시

5월 27일(수) 19시

5월 30일(토) 15시

6월 23일(화) 16시

6월 23일(화) 19시 

6월 25일(목) 17시 

6월 27일(토) 10시30분

6월 27일(토) 17시

7월 28일(화) 19시

7월 29일(수) 17시

7월 29일(수) 19시 

7월 31일(금) 17시

7월 31일(금) 18시30분

10월 27일(화) 19시 

10월 28일(수) 18시 

10월 28일(수) 19시 

10월 29일(목) 18시30분

10월 31일(토) 16시

8월 25일(화) 19시

8월 26일(수) 18시

8월 27일(목) 16시

8월 29일(토) 14시 

8월 29일(토) 16시

창원시 성호생활문화센터 쉬운 클래식, 콩나물 대가리

내동평생학습센터   나는 가수다2

숲속마을도서관       나는 가수다1

하늘채문화의집작은도서관    국악의 향연

신월평생학습센터    우리 소리, 얼쑤 좋다

남산평생학습센터    쉬운 클래식, 콩나물 대가리

창원시 성호생활문화센터    우리 소리, 얼쑤 좋다

봉림평생학습센터    나는 가수다1

사림평생학습센터    국악의 향연

이미지작은도서관    나는 가수다2

창원시 성호생활문화센터    나는 가수다1

반지평생학습센터    우리 소리, 얼쑤 좋다

책사랑내서마을도서관    나는 가수다2

명곡평생학습센터    국악의 향연

현동작은도서관    쉬운 클래식, 콩나물 대가리

창원시 성호생활문화센터  국악의 향연

사파평생학습센터    우리 소리, 얼쑤 좋다

중앙평생학습센터    나는 가수다1

봉곡평생학습센터    나는 가수다2

꿈자람그림책도서관   쉬운 클래식, 콩나물 대가리 

창원시 성호생활문화센터   나는 가수다2

의창평생학습센터    쉬운 클래식, 콩나물 대가리

대산평생학습센터    우리 소리, 얼쑤 좋다

창원시아이세상장난감도서관       국악의 향연

봉곡평생학습센터  나는 가수다1

※ 일정 및 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사)지역문화공동체 경남정보사회연구소는 

1994년 설립하여, 이웃이 어울리고 참여하는 

마을문화공동체 활동으로 건강한 사람들의 

숲을 만들어가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홈페이지 회원가입 http://kisingo.tistory.com/32
T. 055)265-0021  F. 055)288-0047



골 목
도서관

지역특화프로그램(지자체보조사업)

2020

에

※ 매월 마지막주 참가비 없는 슬기로운 문화생활을 가까운 마을도서관에서 즐겨보세요.

문화의 

   선율이 

      흐르고

창원민예총

주최 _ 

후원 _ 

협력 _ 

주관 _ 

창원시

(사)지역문화공동체 경남정보사회연구소

시네마루       창원시 평생학습센터(작은도서관) 및 생활문화센터

경남작곡가회 경남북아트연구소 인문책놀이터 문화예술소통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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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프로그램

PROGRAM

•지역청년문화예술인 참여 전문공연 

※ 공연일정표는 옆면에 있습니다.   

•마을을 기억하고 기록하다

•부대 체험 문화행사 

※ 부대체험 행사는 

공연 시작 1시간 30분 전부터 시작합니다.

※ 매월 마지막주 참가비 없는 슬기로운 문화생활을 가까운 마을도서관에서 즐겨보세요.

 골목 안 도서관에 

문화의 선율이 흐르고

우리 마을 포토 갤러리

함께하니 더 재밋데이



 

PROGRAM i

•지역청년문화예술인 참여 전문공연    

  - 삶터에서 만나는 지역문화예술인의 공연 
  - 지역문화예술인이 꿈을 키워갈 수 있는 무대

이 시대 청년들의 고뇌·사랑·다독거림을 
공연을 통해 공유하는 창원 출신 밴드

•1집 전멸하지 않기 위해 점멸하는 20대를 노래
   「점멸」, 「쥐 한 마리」 수록
• 2집 따뜻하고 덜 여문 낭만을 일상에 투여하여 
    현실을 해체하는 노래
   「현관문」, 「안아주세요」 수록

농부의 마음으로 노래 부르는 
행복한 베짱이

•1집 사랑에 빚지다
•2집 지금(Carpe diem)
•3집 고래의 꿈
•4집 까지꺼

 골목 안 도서관에 문화의 선율이 흐르고

나는 가수다 1

나는 가수다 2

트레바리(Trevery)

이경민



 

옛것을 지루하지 않게, 
FUN하게 다가가는 젊은 소리꾼

•작곡 및 프로듀싱한 디지털 싱글<창내고자>로 
   대한민국대학국악제에서 동상 수상
•창작음악그룹 노올량의 객원으로 섬 어르신들의
   이야기로 섬 아리랑 음원을 꾸준히 발매

•전통을 기반으로 창작 음악을 연주하는 젊은 단체로 산사의 풍경소리처럼  마음에 
   스미듯이  전통음악에 다가가는 시간을 마련
•멀게 느껴질 수 있는 전통음악을 친절한 해설을 더해 우리 음악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자리

농부의 마음으로 노래 부르는 
행복한 베짱이

•1집 사랑에 빚지다
•2집 지금(Carpe diem)
•3집 고래의 꿈
•4집 까지꺼

국악의 향연

박유민 with 김기산

국악컴퍼니 풍경

우리 소리, 얼쑤 좋다



 

PROGRAM ii
 •캐리커처로 만나는 나의 모습
 •책놀이를 통해 즐거움을 찾는 시간
 •생활동아리와 함께하는 문화행사
 •공연 시작 1시간 30분 전부터 진행

•성악과 다양한 악기를 다루는 젊은 연주자들이 무대에 따라 다양한 편성으로 
   관객과 만남 추구
•클래식 음악뿐만 아니라 영화음악에서  가요·재즈· 뉴에이지까지, 
   옛것과 새것을 크로스오버하여 폭넓은 음악을 연주

함께하니 더 재밋데이

쉬운 클래식, 콩나물 대가리 두두 앙상블



 

PROGRAM iii

•마을을 기억하고 기록하다   

우리 마을 포토갤러리 

‘우리 마을 사진을 찾습니다.’

같은 공간 다른 시대를 살아온 너와 나
같은 공간 같은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삶터를 공유하며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마을의 모습에서 느끼는 것은 서로 다르다.
누군가가 찍어 온 사진 속 낯익은 모습에서 
이웃과 나의 생각을 들여다본다. 

지금의 모습도 좋고, 예전의 모습도 좋아요. 
혼자 또는 여럿이 함께한 마을 속 여러분의 모습, 마을 풍경.
마을과 함께한 어떤 것도 좋아요. 사진 속 이야기도 함께 나눠요. 

 (참여방법)
 •각 평생학습센터(작은도서관) 및 생활문화센터별로 접수
 •사진을 문자,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공연 일정 한 달 전부터 진행(상세일정은 장소에 따라 다름)

  우리가  함 께  모은  사진은  도서관  벽면에서  만날 수 있어요. 
  공감을  얻은  사진에는  작은 선물도  있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