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처

시민의 꿈이 현실이 되는 창조도시 아카데미

인사말
포럼창조도시를 만드는 사람들은 올해 세 번째로
'시민의 꿈이 현실이 되는 창조도시 아카데미'를 개최합니다.

※ 참가신청은 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가능합니다.
이 아카데미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학습기회와
토론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대구시민이 주체가 되어
더욱 행복한 대구를 만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안내
버스 이용시
상공회의소 앞 : 수성 4, 814

여러분들 모두 이 창조도시 아카데미 ‘마법학교’에 초청합니다.

솔렌스힐 앞 : 805
상공회의소 건너 : 수성 4, 399, 818, 814

시민의 꿈이 현실이 되는 상상력을 마음껏 펼쳐주시고,
참여자들의 더욱 심도 깊은 토론으로
대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명문 마법학교'의 전통을 연연히 이어가면서
참여자들과 동창들이 우리지역의

지하철 이용시
1호선 동대구역 하차 → 2번 출구 → 대구 동부소방서 앞
→ 대구콘텐츠코리아랩 도착

※ 주차공간이 협소하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바랍니다.

프론티어가 되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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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콘텐츠코리아랩 9층 상상놀이터
동대구역
신천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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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 대구 동대구로 471 (신천동)

시민의 꿈이 현실이 되는
창조도시 아카데미

10/11(목) 18:30
제 4강 즐거운 도시

50플러스가 만드는 모두를 위한 미래
남경아 서울시50+서부캠퍼스 관장

9/20(목) 18:30
제 1강 개강식

시민참여와 사회혁신

- 서울시 인생이모작지원단 단장 역임
- 희망제작소 시니어사회공헌센터장 역임
- 수원시 평생학습관 총괄국장 역임

하승창 전 청와대 사회혁신수석
- 서울시 정무부시장 역임
- 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역임

개강식에는 오프닝 공연과
하승창 전 청와대 사회혁신수석과의
토크콘서트가 진행됩니다.

10/18(목) 18:30
제 5강 즐거운 도시

- 다원예술그룹 ONENESS대표
- 2017 대구현대미술가협회 미술제 개막 퍼포먼스 기획
- 대구 최초의 <랍탑 앙상블 연주> 기획

제 2강 기회의 도시

제 6강 참여의 도시

영화제를 통한 도시활성화

시민 참여로 만들어 가는 초일류 대구

이혜경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조직위원장

인수일 DGIST 교수

- 문화체육관광부 성평등위원회 위원장
- (사)여성문화예술기획 이사
- (사)경기가족여성연구원 이사

- 세계명문대학조정축제 조직위원장 역임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외협력처장 역임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총장 비서실장 역임

문화예술이 살아있는 도시 대구
배성혁 DIMF 집행위원장

간단한 다과가 준비됩니다.

19:00 - 19:10

오프닝 인사 및 프로그램 소개

19:10 - 19:40

초청전문가 강연

19:40 - 19:50

Coffee Break

19:50 - 20:50

모둠별 자유토론
모둠별로 퍼실리테이터가 토론을 진행합니다.

11/1(목) 18:30
제 7강 참여의 도시

우리 모두의 가능성을 높이는 점프
이의헌 (사)점프 대표

- (주)예술기획성우 대표이사
- 한국뮤지컬협회 이사
- 대구포크페스티벌 총감독

접수 및 안내

김지혜 바이올리니스트

10/25(목) 18:30

제 3강 기회의 도시

18:30-19:00

누구나 예술가가 되는 도시

9/27(목) 18:30

10/4(목) 18:30

Program

- 미주한국일보 기자 역임
- 서베이몽키 한국책임자 역임

11/8(목) : 수료식

20:50 - 21:20

종합발표 토론 및 총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