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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인간은 오늘날과 같은 인위적 도시가 아니라

숲이나 들판 속에서 자연발생적으로만들어진 촌락에서 살아왔다.

촌락은 그 자체가 생태계적으로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삶의 형태였다.



서양은 폴리스(Polis)라고하는 인위적인 도시국가를 만듦으로써

문화와 문명을 발달시켜왔다.

특히 산업혁명을 통한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룬 서구 산업도시에서

인간의 소외는 가속화되었다.



기능과 생산성을 중심으로 도시가 생성되고, 사람이 사는 곳은 베드타운(Bedtown)

이라는 이름으로 밀려나게 된다. 도심은 이제 셔터문이 내려지고 인적이 드문

공동화된 타운으로 변했다.  

이것은 황폐화된 산업도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생명과 인간이 죽어버린 도시를 다시 살려내야 한다.

생명의 입김을 불어넣어 도시를 재생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문화의 힘이 필요하다. 

문화의 힘으로 생명이 살아난 도시,

바로 청주가 만들고자 하는 생명문화도시이다. 



누가 청주를 내륙지에 있어 항구가 없는 유일한 땅이라 했는가. 

아니다. 동아시아의 문화도시 청주는,

이제 한국인의 그리고 아시아인의 생명의 모항으로 열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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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문화의 힘은 淸 Clean - 맑음이다. 지금 도시문명은 오염과 부패로 위기를 맞고 있다. 

세계 3대광천수로 이름난 초정약수의상징처럼 맑고 깨끗하게정화하고 치유하는 청풍명월의

현대적재생 - 생명의창조도시를 기다린다. 



절멸해가는두꺼비 떼와 새로운아파트의 주민이 상생하여

자연의 생태계와 도시의 시스템이 하나로 만나는 작은 기적의땅. 

이것이바로 우리가 꿈꾸는 생명문화도시의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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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부터청주는 교육도시라 불려왔다. 향교, 직지, 명심보감, 태교신기 등 배움과학문의 도시이다. 

시대가바뀌면 사람도바뀌고 가르치고배우는 교육도 달라진다. 하지만 배움의 즐거움이따른다는

말은 변함없는 진리로 21세기가 지향하는에듀테인먼트(edutainment)가바로 그것이다. 



4톨 남은 1만 5,000살 짜리 볍씨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씨앗

청주는 책이나 유물 등 보존되고새롭게발굴된 유산들은 모든 문화의 기본이 되는

본원의 힘을 지니고 있다. 세계에서가장 오래된 볍씨로 알려진 ‘소로리볍씨’, 

세계기록문화유산에등재된 ‘직지’ 등이 그러하다. 청주야말로 본립도생 –

본이 제대로서야 도가생긴다는 그 고장이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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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는 길이 이어지는 도시다. 아름다운 가로수길, 사통팔달(四通八達)로 이어지는한반
도의 중심지 - 사람과 사람,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는 길을 통해서 마치아름다운 한국의
매듭, 동심결처럼 생명의 매듭을 만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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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화하되 따로의 개성을 지닌 화이부동의 꿈이 이곳에서 열린다. 글로벌(Global)과 로컬(Local)은

그동안대립개념으로사용되었으나세계 문명이 아시아의 축으로 옮겨오면서 그것이 어울려 하나가

되는 글로컬 시대가 출현했다. 유례없는 도농복합의 21세기형 글로컬 생명도시가 눈앞에다가온다.



대표프로그램예시

◎ 청주 시민 꽃밭

◎ 동아시아 문화공항

◎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 동아시아젓가락페스티발

◎ 시민스토리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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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순례길

◎ BBB (언어장벽 없는 도시)◎ 생명디자인마을 H

◎ 한중일 토종시장 ◎ 한중일 명심보감

◎ 세종대왕초정약수축제◎ 동아시아 창의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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淸



보릿고개넘어생명도시로

2015 동아시아 문화도시 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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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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