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럼 창조도시를 만드는 사람들’ 은 창조도시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창의, 참여, 협력을 극대화하여 도시의 

개방성과 혁신정체성을 높여 대구시가 창조도시로 거듭 

태어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신선한 가을 공기를 품고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계절의 

변화는 언제나처럼 우리의 삶에 활력을 불어 넣어줍니다. 

창조도시 아카데미는 무엇보다 우리들의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능하게 만드는데 큰 동력이 되리라고 

봅니다. 바쁜 일상 속에도 작은 행복을 즐길 수 있는 여유가 

되는 ‘2016 창조도시 아카데미’ 가 되겠습니다.

포럼 창조도시를 만드는 사람들 드림

포럼 창조도시를 만드는 사람들 사무국

         / 053)757-3714/3722

         / www.creativedaegu.net

         / creativedaegu@ttp.org

버스 이용시

상공회의소 앞 : 수성 4, 814

솔렌스힐 앞 : 805

귀빈예식장 앞 : 수성 4, 399, 818, 814

지하철 이용시

1호선 동대구역 하차 → 2번 출구 → 대구 동부소방서 앞 → 도착

※ 대중교통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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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다과

오프닝 인사 및 프로그램 소개

초정전문가 강의 및 질의응답

Coffee Break

모둠별 자유토론

종합발표토론 및 총평

시간 주요내용

A. 대구콘텐츠 코리아 랩 9층 상상놀이터

인 사 말

일 정

문 의 처

오시는길

교통안내

동대구역

대구 동구
버스터미널

동대구 IC

청구
고등학교

대구 MBCMBC네거리청구네거리

대구고등법원

신천역
대구동구
소방서

대구창조
경제혁신센터

대구콘텐츠 
코리아 랩



9/12(월) 제 2강

10/17(월) 제 6강

인재가 몰려오는 기회의 도시

시민이 주인되는 참여의 도시

9/19(월) 제 3강

10/24(월) 제 7강

인재가 몰려오는 기회의 도시

시민이 주인되는 참여의 도시

9/5(월) 제 1강(개강)

창조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문화력 넘치는

크리에이티브 대구

대구행 열차에 탑승하라!

국유와 사유를 넘어,

시민소유는 가능한가

젊은 도시는 무엇이 다른가?

Avengers-age of chaos

라이프 스타일 도시 대구

10/10(월) 제 5강

개강식

생활이 여유로운 즐거운 도시

유현준(홍익대학교 교수)

- 유현준건축사사무소 대표

- 2013년 김수근건축상프리뷰상

- 2009년 젊은 건축가상

-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도서 저자

이세영(TBC 기자)

- 2016년 제305회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

- 2015년 대구경북기자협회 올해의  
  기자 대상

장원석(중앙일보 기자)

- 앵그리2030 도서 저자

- 거꾸로 즐기는 1% 금리 도서 저자

모종린(연세대학교 교수)

- 라이프 스타일 도시 저자

- 제5대 안민정책포럼 회장 역임

- 연세대 언더우드국제대학 학장 역임

9/26(월) 제 4강

10/31(월) 제 8강(종강)

생활이 여유로운 즐거운 도시

수료식

오동욱 (대구경북연구원 실장)

- 대구경북연구원 사회문화연구실   
   연구위원

- 지역문화정책포럼 위원

- 대구경북 문화정책 자문위원

전은호(협치서울추진단 협치지원관)

- 사회주택협회 사무국장 역임

- 서울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연구원 역임

- 국토연구원 연구원 역임

김미란 ((주)쉼표와 느낌표 대표이사)

- (사)한국강사협회 대구경북지회장

- 월드비전 세계시민교육 강사

- 동아대 국제관광과 외래교수

- 삼성드림플래스 특강강사

이효수(포럼 창조도시 대표) 인사말씀

   동영상 시청

   참가자 소감 발표

   수료증 수여

   ( 대구광역시장/포럼창조도시 대표 
     공동명의 )

창조도시 아카데미
시민의 꿈이 현실이 되는 창조도시 마법학교

사회자

총괄_김영화 교수(경북대학교)

 2강_박한우 교수(영남대학교)

 3강_권영현 위원장(대구시청년위원회)

 4강_오용석 사무처장(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5강_김미화 대표((주)에스엠컴즈)

6강_박선경 대표(SK건축사사무소)

7강_정우선 매니저((사)대구시민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