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조성 전략2019 – 2024: 개요서

1,100여명이 City of Ryde 창조성 전략 개발에 
공헌하였습니다. 창조성 전략은 시의회와 지역사회, 
협력자들이 향후 5년에 걸쳐 우리 시티의 예술과 
창조성을 지원하고 구축하며 강화하기 위한 공동의 
비전과 전략적 로드맵을 개괄합니다. 

본 전략은 지역 커뮤니티내에서 창조적 참여와 관여를 
위해 더 많은 기회를 가지려는 열망과, 예술이 지역 
커뮤니티와 이웃에서 더 강한 존재감을 갖게 하려는 강한 
의욕에 부응한 것입니다. 

본 전략은 협력 관계를 우리 시티의 지속 
가능하고 창조적인 생태계 달성의 중심에 둡니다. 
오직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서만, 창조 부문 및 
기타 핵심 이해 당사자들이 다양한 커뮤니티의 요구와 
열망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전략에 제시된 비전과 전략 방향, 목표는 폭넓은 
커뮤니티와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 및 모범 사례 
조사를 통해 설정되었습니다.

본 창조성 전략은 우리 시티의 2028 커뮤니티 
전략 계획의 실현을 지원하며, 창조성과 문화, 
혁신이 지역사회의 행복과 권한 부여, 화합과 
정체성에 결정적임을 인정하는 기타 시의회 
전략들과 연결됩니다. 

배경은 창조성 전략에 정보를 주는 증거 기반을 
제공합니다. 전략은 우리 시티의 창조성을 위한 비전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방향과 목표를 개괄합니다. 
부록은 City of Ryde 커뮤니티에 대한 추가적인 
인구학적 정보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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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방향 1: 독특하고 다양한 
정체성 

전략 방향 2: 참여와 기회 전략 방향 3: 연결과 
커뮤니케이션 

전략 방향 4: 우리의 창조적 
영역 개발 

전략 방향 5: 공간과 장소 

목표 1.1 

City of Ryde는 우리의 다양한 
사람들과 장소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그들의 스토리를 
기념합니다. 

목표 2.1 

창조적인 참여는 연령과 문화, 성, 
능력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큰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표 3.1 

창조성은 우리 시티의 연대감과 
지역사회 화합 및 소속감을 
조성합니다. 

목표 4.1 

지역사회가 강화되고 뒷받침되어 
창조적인 생각과 독창적인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목표 5.1 

우리 시티에서는 창조적인 
생산과 참여, 발표를 가능하게 
하는 공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표 1.2 

예술과 문화, 창조성은 문화간의 
연결과 교류를 가능하게 합니다.

목표 2.2 

축제와 행사, 창조적인 
프로그램은 우리 지역사회를 
하나로 묶어 줍니다.

목표 3.2 

우리의 창조적인 커뮤니티는 
연결과 협력을 통해 강해집니다.

목표 4.2 

우리의 창조적인 커뮤니티는 
능력이 있고 지속 가능합니다. 

목표 5.2 

City of Ryde의 공용 공간은 
예술과 창조성을 통해 
활성화됩니다.

목표 1.3 

City of Ryde는 정체성이 강하며, 
이는 창조성을 통해 표현됩니다. 

목표 2.3 

지역의 창조적 인재들이 City of 
Ryde에서 지원받고 소개됩니다. 

목표 3.3 

City of Ryde 사람들은 지역 
예술과 문화 및 창조 활동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습니다.

목표 4.3 

협력관계는 우리의 창의적 
영역을 위한 기회를 조성합니다. 

목표 5.3 

전략적 협력 관계는 창조적인 
공간과 장소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증진합니다.

창조성은 City of Ryde에서 일상 생활의 일부입니다. 창조성은 우리의 스토리를 공유하고 서로를 
연결하며 우리 시티를 기념하는 방법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음악이나 무용, 연극, 시각 예술, 

공예, 집필, 미디어 예술, 영화, 음식 등을 통해 창조성을 표현합니다. 우리의 창조 영역은 
지원받고 연결되고 강화됩니다.

창조성을 위한 우리의 비전

비전 달성을 위한 5대 전략 방향과 목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