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 : 2018. 2. ~ 12. (11회)

일시 : 매월 넷째주 목요일 16:00~18:00

* 9월은 추석명절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장소 : 밀양시청 대강당(2층)

대상 :   시민, 공직자, 기관단체 및 기업체 임직원 등  

참여 희망자 누구나

문의 : 밀양시 교육체육과 (055-359-5783)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강의 시작 10분전까지 입실하여 주시기 바라며, 

(mib.or.kr)에서 지난 강의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래 100년을 향한 소통과 공감”

2018 밀양시민대학  안내

2018

2~5월 

강연

제275회

제277회

제276회

제278회

김 창 옥 
김창옥아카데미 대표

김 의 신 
존스홉킨스 대학교 교수

조 승 연 
작  가

김 미 경  
더블유인사이츠 대표

미래 100년을 향한 소통과 공감 - 밀양시민대학

미래 100년을 향한 소통과 공감



유쾌한 소통의 법칙  

2018. 2. 22(목) 16:00~18:00

김 창 옥 김창옥아카데미 대표 

제275회

•현) ㈜김창옥 아카데미 대표 

•CBS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대표강사

•OtvN 어쩌다어른 출연 

•KBS 아침마당 목요특강, 여유만만 화요특강 출연

•MBC 파랑새 출연, EBS 60분 부모 출연 

•SBS 라디오 이숙영의 파워 FM, 좋은 아침 출연

•YTN 소나기 진행, CBS 만사형통 진행 

•국내 1,000여개 기업 및 단체 출강

•전) 서울여대 겸임교수,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 책임강사, 

•전) 언론홍보대학원 최고위과정 출강, 이화여대 평생교육원 책임강사

약력

•당신은 아무일 없던 사람보다 강합니다.

•나는 당신을 봅니다. 소통을 잘하는 아이가 행복한 리더가 된다. 

•유쾌한 소통의 법칙 67. 소통형 인간. 목소리가 인생을 바꾼다.저서

조승연과 떠나는 언어세계인문학 여행

2018. 3. 22(목) 16:00~18:00

조 승 연 작가   

제276회

 
•2006 ~ 2008  루브르대학교 미술사학, 박물학 중퇴

•1999 ~ 2004  뉴욕대학교 경영학 학사

•2007.06 ~ 2008.12  UZEN 상임이사

•  조승연의 영어공부 기술 외 다수

약력

저서

암에 지는 사람, 암을 이기는 사람!

2018. 4. 26(목) 16:00~18:00

김 의 신 존스홉킨스 대학교 교수

제277회

가족과 꿈을 조율하는 법

2018. 5. 24(목) 16:00~18:00

김 미 경 더블유인사이츠 대표 

제278회

미래 100년을 향한 소통과 공감 - 밀양시민대학

학력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졸업

•현) 김미경TV 대표

•현) W-INSIGHTS 대표

•전) 대한민국나눔국민대상수상(보건복지부)

•전) 2007년미래를이끌어갈여성지도자상수상(여성신문사)

•전) 대한민국여성의대표멘토선정(여성가족부)

•  꿈이있는아내는늙지않는다(’07), 김미경의아트스피치(’10), 스토리건배사1 (’10) 

언니의독설(’11), 스토리건배사2 (’11), 김미경의드림온(’12), 살아있는뜨거움(’14) 

김미경의인생미(美)답(’16), 엄마의자존감공부(’17) 

약력

저서

학력

•~ 1999  존스홉킨스 대학교 대학원 박사
•~ 1976  워싱턴대학교
•~ 1975  미네소타주립대학교
•~ 1966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원 박사 서울대학교 예방의학

•2012.09 ~ 경희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석학교수
•2012.05 ~ 가천 대학교 메디컬 캠퍼스 석좌교수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분자의학 및 바이오 제약학과 WCU교수
   미국 텍사스대학교 의과대학 내과 교수
   미국 텍사스대학교 MD 앤더슨 암 센터 종신교수
•2009  미주 한인 의학협회 회장
   미국 텍사스대학교 MD 앤더슨 암 센터 핵 의학과 과장
   미국 텍사스대학교 MD 앤더슨 암 센터 내과, 임상의학, 핵의학 전문의
•1983  미국 텍사스대학교 MD 앤더슨 암 센터

•암에 지는 사람, 암을 이기는 사람

•서울에서 휴스턴까지 

학력

약력

저서

2018

2~5월 

강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