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 × 공연
개막식 / 탈춤공연

목각인형 한마당

버스킹 등 7개 공연

꼬마버스 타요

성우가 들려주는 

부릉부릉 그림책 이야기

책 × 강연
정지아 작가 북토크

김영하 작가 강연

독서동아리 한마당

독서문화포럼

상생충BOOK 콘서트

<청주아이러북>장선환 작가 강연

북마켓 작가강연

책 × 체험
북마켓 

독서체험부스

책과 함께 쿠킹 클래스

전시ㆍ강연

그림책 주인공 친구를 만나다 

책 × 놀이
어린이 두뇌게임

온 가족 독서퀴즈대회

책 쉼터

내용   개막식, 작가강연, 공연, 전시·체험프로그램, 북마켓 및 독서체험부스 등         주최             주관 청주오창호수도서관



× 신청기간 2023. 3. 21.(화) ~ 선착순 마감

× 신청방법 청주독서대전 홈페이지 book.cheongju.go.kr

× 문의전화  043-201-4114 (오창호수도서관 사서팀)

 참 여 신 청

프로그램명 운영일시 대상 장소

➊ 사전신청  <개막식> 청주독서대전 개막식, 책읽는청주 선포식 4.15.(토) 14:00~15:00 누구나 120명 1층공연장

➋ 사전신청  <목각인형 한마당> 4.16.(일) 15:00~16:00 누구나 120명 1층공연장

➌ <탈춤 공연> 떡보와 아리랑 다섯고개 호랭이 4.16.(일) 13:30~15:00 누구나 야외무대

➍ <작은공연> 버스킹 등 7개 공연 4.15.(토) 11:00~17:00 ~ 

4.16.(일) 10:00~16:00

누구나 야외무대

➎ 사전신청  <꼬마버스 타요> 성우가 들려주는 부릉부릉 그림책 이야기 4.15.(토) 13:30 / 15:00 유아 및 동반 부모 10팀 1층 커뮤니티홀

프로그램명 운영일시 대상 장소

➊ 사전신청  <정지아 작가 북토크> 4.15.(토) 11:00~13:00 누구나 120명 1층공연장

➋ 사전신청  <김영하 작가 강연> 소설을 읽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4.16.(일) 11:00~13:00 누구나 120명 1층공연장

➌ 사전신청  <독서문화포럼> 같이 읽는 독서, 가치 있는 도서관 4.15.(토) 15:00~17:00 누구나 30명 3층 다목적실

➍ 사전신청  <상생충BOOK 콘서트> 불어라, BOOK 바람! 4.16.(일) 11:00~13:00 누구나 50명 3층 다목적실

➎ 사전신청  <청주아이러북_장선환 작가 강연> 나의 그림책 이야기 4.16.(일) 14:00~16:00 누구나 50명 3층 다목적실

➏ 사전신청  <북마켓 작가강연> 이묘신 작가와의 만남 4.15.(토) 13:00~14:00 초등저 15명 3층 문화교실2

➐ 사전신청  <북마켓 작가강연> 조경희 박사와의 만남 4.15.(토) 15:00~16:00 성인 15명 3층 문화교실2

➑ 사전신청  <북마켓 작가강연> 오미경 작가와의 만남 4.16.(토) 13:00~14:00 초등저 15명 3층 문화교실2

➒ <독서동아리 한마당_박찬일 셰프 강연> 

 내가 백년식당에서 배운 것들 : 세월과 내공이 빚은 오리진의 힘

 사전진행 : 김해숙(청주독서동아리연합회장) / 문의 : 043-201-4079(시립도서관 사서팀)

4.15.(토) 11:30~14:00 독서동아리 회원 50명 3층 다목적실

프로그램명 운영일시 대상 장소

➊ <북마켓> 빨간콩+노란돼지 등 12개 기관 4.15.(토) 11:00~18:00 ~ 

4.16.(일) 10:00~17:00

현장참여 주차장

➋ <독서체험부스> 신항서원 등 13개 단체

➌ 사전신청  <체험프로그램> 책과 함께하는 쿠킹 클래스 4.15.(토) ~ 4.16.(일) [5회] 성인/초등 1회 12명 지하 카페테리아

➍  <전시> 그림책 주인공 친구를 만나다 4.15.(토) ~ 4.20.(목) 누구나 1층 커뮤니티홀

 사전신청  채상우 작가 체험 강연 4.15.(토) 11:00~11:50 7세~초등저 20명

 사전신청  채상우&김성은 북토크 4.15.(토) 12:00~12:40 성인 20명

 사전신청  이사랏 작가 북공연 4.15.(토) 16:00~16:50 5세~초등저 20명

 사전신청  김준영 작가 강연 4.16.(일) 11:00~11:50 7세~초등저 20명

 사전신청  김경희 작가 북공연 4.16.(일) 13:30~14:30 7세~초등저 20명

 사전신청  이덕화 작가 강연 4.16.(일) 15:00~16:00 7세~초등저 20명

프로그램명 운영일시 대상 장소

➊ 사전신청  <어린이 두뇌게임> 더 지니어스 도서관 탐정단 4.15.(토) 10:00~18:00 <6회> 초등고학년 1회 12명 3층 문화교실1

4.16.(일) 10:00~17:00 <6회> 초등저학년 1회 12명

➋ 사전신청  <독서퀴즈대회> 온 가족 독서퀴즈대회 4.15.(토) 16:00~18:00 초등저학년 및 가족 50팀 1층 공연장

➌ <책 쉼터> 4.15.(토) ~ 4.16.(일) 누구나 호미골 체육공원

책
×
공연

책
×
강연

책
×
체험
 

책
×
놀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