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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 매던 호미 던져두고
임 승 빈

치카 치카 이를 닦자. 소나무 가지 사이 이제 막 떠오르는 해처럼

그렇게 얼굴도 말갛게 씻자. 거울을 보자. 입도 쭉 내밀어 보고,

눈도 찡긋해 보고. 그러구서 오늘은 길을 나서자. 올해부턴 이제

다 그냥 청주니까 남이, 북일, 오창, 문의, 미원, 강외, 오송 할 것

없이 밭 매던 호미 던져두고, 거름 내던 삼태기도 그냥 두고, 마누

라든 자식이든 친구든, 손이란 손 있는대로 잡고 한번 나서보자. 

일만 하며 산다고 그게 어디 사는 게냐. 모두가 한데 어울려 덩실

덩실 어깨춤도 추고, 목청껏 소리도 뽑아 보자. 연극도 보고, 깽깽이

서양 음악도 기웃거려 보자. 뭐가 뭔지 도통 알아들을 수 없는

안경쟁이 시도 한번 눈 감고 들어보자. 아, 이 좋은 계절에 예술젠가

뭔가 하는 잔치가 질펀하게 벌어진다 않던가.

낙목한천 찬바람에 퍼얼펄 눈발만 아득하던 저 언덕, 이제 마악

벙그는 꽃망울이 오롯이 벙글어 피는 자기만을 생각고 있듯이,

우리네도 한번쯤 가슴에 얼굴을 묻고, 세상에 한번 나서 이렇게

살다 가는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오기는 어디서 와서 가는 곳은

또 어디란 말인가, 이런 천하에 쓰잘데기 없는 생각으로라도 고요

로이 한번 눈 감아 보자. 저기 저 청주예술의전당인가 뭔가에서

열리는 청주예술제에서.

일시 행 사 명 장  소 주 관

4/10(금)
~

14(화)

제75회 청주미술협회 회원전 예전 대전시실 미술협회

청주문인협회 회원작품전 예전 1전시실 문인협회

2015 청주시건축사진공모전    예전 2전시실 건축가회

2015 세계건축도시사진전 예전 2전시실 건축가회

2015 청주건축가회 회원특별전 예전 2전시실 건축가회

상상·나타내기 아동미술전 청주문화관 1전시실 추진위원회

손희숙 사진전 청주문화관 2전시실 추진위원회

제11회 청림회전 청주문화관 3전시실 추진위원회

종합일정표

전시행사 2015. 4.10(금)- 4.14(화)

청주예술의전당 및 무심천 롤러스케이트장 외

✽ 본 인쇄물은 청주시 지원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상기 일정은 주최축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수 있습니다.

일시 행 사 명 장소 및 시간 주 관

4/12
(일)

제76회 충북도내 유·초·중·
고등학생 사생실기대회

무심천 롤러스케이트장
/ 10:00

미술협회

한마음축제<청소년연극경연> 예전 소공연장 / 10:00 연극협회

文字香 - 좋은글 써주기
무심천 롤러스케이트장
/ 11:00

미술협회

제7회 맛과멋!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되는 다문화 한마음 예술제

무심천 롤러스케이트장
/ 13:00

국악협회

생활예술인 한마음콘서트
무심천 롤러스케이트장
/ 14:30

추진위원회

청주시 주민자치 프로그램 공연
무심천 롤러스케이트장
/ 17:00

추진위원회

드림팝 빅밴드 공연 청주아트홀 / 19:00 연예예술인협회

봄의 향연 예전 대공연장 / 19:30 음악협회

체험학습, 어울림공연(광장이벤트) 무심천 롤러스케이트장 추진위원회

4/13
(월)

충북청소년 우수공연 예전 소공연장 / 19:00 연극협회

스프링콘서트 꽃보다음악 예전 대공연장 / 19:30 추진위원회

Trio A.S.K. 피아노트리오 연주회 청주아트홀 / 19:30 추진위원회

4/14
(화)

제12회 청주시민건축학교 예전 대회의실 / 14:00 건축가회

산하단체 페스티벌
음악으로 하나되는‘사랑의하모니’

예전 대공연장 / 19:30 음악협회

2015 새봄맞이 우리가곡 연주회 청주아트홀 / 19:30 추진위원회

┃종합개막식┃

┃전시개막식┃

2015. 4. 10(금) 오후 7:00
무심천롤러스케이트장 특설무대

2015. 4. 10(금) 오후 4:00
청주예술의전당 전시관 앞 광장

일시 행 사 명 장소 및 시간 주 관

4/10
(금)

제16회 한마음축제 개막식 예전 소공연장 / 10:00 청주예총

한마음축제<청소년연예경연>
무심천 롤러스케이트장
/ 09:00

연예예술인협회

한마음축제<청소년음악경연> 예전 소공연장 / 11:00 음악협회

제12회 청주시민건축학교 예전 대회의실 / 14:00 건축가회

제12회 청주예술제
전시종합개막식

예전 전시관 앞 광장
/ 16:00

추진위원회

시민과 함께하는 누드크로키 예전 대전시실 / 16:00 미술협회

제12회 청주예술제 개막식 무심천 롤러스케이트장
/ 19:00

추진위원회

4/11
(토)

제11회 산·강·하늘 학생
백일장

무심천 롤러스케이트장
/ 09:30

문인협회

한마음축제<청소년미술경연>
무심천 롤러스케이트장
/ 10:00

미술협회

한마음축제<청소년국악경연> 청주아트홀 / 10:00 국악협회

충북민속예술축제<청주시예선> 청주아트홀 / 14:00 국악협회

청주아마추어무용제 예전 소공연장 / 11:00 무용협회

文字香 - 좋은글 써주기
무심천 롤러스케이트장
/ 11:00

미술협회

제12회 청주시국제디지털단편영
화제 및 제8회 청주UCC대회
영화심리치료세미나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
단 에듀피아영상관
/ 13:00

영화인협회

한마음축제<청소년문학경연> 예전 대회의실 / 14:00 문인협회

한마음축제<청소년무용경연> 예전 소공연장 / 15:00 무용협회

직지팝스오케스트라 신춘음악회
무심천 롤러스케이트장
/ 14:30

연예예술인협회

문학인 초청 강연 및 낭송회 예전 대회의실 / 17:00 문인협회

무심천 가요축제
무심천 롤러스케이트장
/ 19:00

연예예술인협회

청주콘서트윈드오케스트라
제22회 정기연주회

예전 대공연장 / 19:30 음악협회

체험학습, 어울림공연(광장이벤트) 무심천 롤러스케이트장 추진위원회



•일  시 | 2015. 4. 10(금) 오후 7:00
•장  소 | 무심천 롤러스케이트장 특설무대

•일  시 | 2015. 4. 10(금) 오후 4:00
•장  소 | 청주예술의전당 전시관 앞 광장

•주  최 | 청주예총

•주  관 | 청주건축가회, 청주문인협회, 청주미술협회

개막식

공연행사

• 청주아마추어무용제 (무용협회)

• 어울림공연(광장이벤트) (추진위원회)

• 직지팝스오케스트라 신춘음악회 (연예예술인협회)

• 제7회 다문화 한마음 예술제 (국악협회)

• 봄의 향연 (음악협회)

• 스프링콘서트 꽃보다 음악 (추진위원회)

• 충북청소년우수공연 (연극협회)

• Trio A.S.K. 피아노트리오 연주회 (추진위원회)

• 음협 산하단체 페스티벌 (음악협회)

• 2015 새봄맞이 우리가곡연주회 (추진위원회)

• 제22회 청주윈드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음악협회)

전시종합개막식

• 제75회 청주미술협회 회원전 (미술협회)

• 청주문인협회 회원작품전 (문인협회)

• 2015 청주시건축사진공모전  (건축가회)

• 세계도시건축사진전 (건축가회)

• 2015 청주건축가회 회원 개인특별전 (건축가회)

• 상상·나타내기 아동미술전 (추진위원회)

• 손희숙 사진전 (추진위원회)

• 제11회 청림회전 (미술협회)

• 청주시민건축학교 (건축가회)

• 영화심리치료 세미나 (영화인협회)

• 문학인 초청 강연회 및 낭송회 (문인협회)

• 시민과 함께하는 누드크로키 (미술협회)

• 생활예술인 한마음콘서트 (추진위원회)

•文字香 - 좋은글 써주기 (미술협회)

• 청주시 주민자치 프로그램 공연 (추진위원회)

• 산, 강, 하늘 학생 백일장 (문인협회)

• 제76회 충북도내 유·초·중·고등학생 사생실기대회
   (미술협회)

• 제12회 청주시디지털단편영화제 및 제8회 청주 UCC대회
   (영화인협회)

• 제16회 청주 청소년 孝 한마음축제 (청주예총)

• 제3회 무심천 가요축제 (연예예술인협회)

• 2015 청주민속예술축제 (국악협회)

전시행사

세미나 및 강연회

참여행사

예술경연행사 부대행사

식전공연                                                              

■ 길놀이 풍물
■ 직지팝스오케스트라
■ 지역가수공연 :  사라, 박시원                               

청주예총 영상상영                                                 

제12회 청주예술상 시상식

■ 수상자 : 박영수(문인), 박성인(건축)

통합합수식 퍼포먼스

동아시아 문화도시 축하공연                                       

일본 니가타시 & 중국 청도시 공연단

축하공연

■ 직지팝스오케스트라
■ 청주남성중창단(8명)
■ 이영석과 함께하는 청주연합합창단(120명)
■ 청주 우쿨렐레 앙상블
■ 초청가수 신유(시계바늘, 꽃물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