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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문화원 선거관리위원회

수   신 : 장흥문화원 선거인명부 회원 (특별회원 포함)
제   목 : 14대 장흥문화원장 선임관련 안내

1. 귀하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제13대 장흥문화원장의 임기만료 (2019년 3월 26일)에 따라 후임 원장선임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정관 13조와 임원선출규정 3장 9조
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선거일 공고등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선거일 공고문 1부.
         2.선거관리위원회 명단 공고문 1부
         3.임원선임 관련 주요일정 1부
         4.입후보자 등록안내 1부

  *운영규정 제10조(특별회원의 자격) 정관 제7조의 특별회원의 가입절차는 일반회원과 
   동일하다. 다만, 특별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장흥문화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직인생략)

협조자: 위종만                  부위원장:  이문갑               위원장:   김형묵
시행 장흥문화원선관위 2019 - 02호 (2019. 02 . 07.)      접수     (2019.    .    )
우 59333 전남 장흥군 장흥읍 읍성로 96 장흥문화예술회관 3층 / http://www.jhculture.or.kr
전화 061)863-6362 전송 863-6365 /   jhculture96@hanmail.net /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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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선거일 공고
장흥문화원 임원선출규정 3장 제9조에 의하여 

원장 선거일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선거일: 2019년 2월 26일(화) 09:00~17:00

2.투표장소: 장흥군민회관 3층 대회의실 (必 신분증 지참)

3.선거권자 : 선거일 현재 자격을 갖춘 자
  (정관8조, 임원선임 관리규정 32조 1항)

 □ 선거권자 : 2018년 12월 31일까지 회원의 의무를 다하여 회원자격을 유지한 자
                (신규회원은 회원자격을 획득한 후 3개월 이상 경과한자)
 □ 피선거권자: 2018년 12월 31일까지 회원의 의무를 다하여 회원자격을 유지한 자

  *선거권자: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피선거권자 : 선거등에서 후보로 나설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2019년  2월   7일

장흥문화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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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공고
장흥문화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직위 성명 주소 연락처

1 위원장 김형묵 장흥읍 010-6398-2530

2 부위원장 이문갑 관산읍 010-3647-2029

3 위원 김점엽 용산면 010-3634-2477

4 위원 김진오 장평면 010-5105-9158

5 위원 백진수 장흥읍 010-9863-3401

6 위원 김구용 안양면 010-3609-1558

7 위원 문충선 장흥읍 010-6683-4977

8 간사 위종만 용산면 010-7286-8841

* 김경한 위원이 2월 7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 사퇴서를 제출하여 
규정에 따라 김진오 위원으로 위촉함을 밝힙니다.

2019년  2월   7일

장흥문화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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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임원 선임 관련 주요일정

일자 요일 구분 비고

2019. 1. 23 수
 2019년1월23일 이사 및 운영위원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선거일정 확정  ◦선거에 관한 비용

규정 5조 2,3항 
정원 7명

2019. 1. 28 월  ◦선거관리위원회 1차 회의 문화원 사무실

2019. 2. 7 목  ◦선거인명부 열람 및 확정
 ◦선거관리위원회 2차 회의 선거공고 1일전

 2019. 2. 2(토) ~ 2. 6(수) 설연휴 2.5일 설날

2019. 2. 7 목  ◦임원선출(원장)선거일 공고 홈페이지 게시판 
선거일 15일전

2019. 2. 10~12 일월화  ◦3일간 이의신청기간 
  (선거인명부 열람 및 확정) 문화원 사무실

2019. 2. 12~13 화,수  ◦후보자 등록마감 (~17:00까지) 문화원 사무실
선거일 10일전

2019. 2. 13 수
 ◦ 후보자 등록사항 공고
 ◦ 후보자 기호 추첨
 ◦ 투표용지 작성
 ◦ 선거관리위원회 3차회의

홈페이지 게시판 

2019. 2. 14 목  ◦ 단독후보자일 경우 당선증교부
 ◦ 임시선관위 회의

문화원 사무실
홈페이지 게시판 

2019. 2. 15 금  ◦ 선거공보 발송 선거인 대상

2019. 2. 12~25 14일간  ◦ 선거운동 기간 (*후보 등록한 이후) *선관위 2차회의 
의결사항

2019. 2. 25 월  ◦선거관리위원회 4차회의 투표장소 설치

2019. 2. 26 화  ◦투표일 09:00~17:00
  당선자 당일 공표,당선증 교부

장흥군민회관
 3층 대회의실 
(참관인 추천)

2019. 3. 26 화  ◦2019년 정기총회
부원장,이사,운영위원 승인 및 감사 선출 장흥군민회관

  *운영규정 제10조(특별회원의 자격) 정관 제7조의 특별회원의 가입절차는 일반회원과 
    동일하다. 다만, 특별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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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4]
원장 입후보자 등록사항 안내

□ 입후보자 등록기간 : 2019년 2월12일(화)~13일(수) (~오후 5시까지)

□ 등록에 필요한 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 및 기타서류

□ 후보자 등록 시 구비서류 (장흥문화원 임원선출규정에 정한 양식에 준함)
   가. 원장후보 주민등록등본 1통
   나. 원장후보 이력서 1통(10행 이내)
   다. 15인의 추천인 서명 명부
   라. 원장후보 사진 3매(명함판)
   마. 선거기탁금 입금 영수증 
   바. 문화원 발전에 대한 소견 : A4 2매 이내(글자크기 13포인트)
     * 관련 양식은 장흥문화원 홈페이지 참조

□ 등록접수 장소 : 장흥문화원 사무국
  *등록서류는 등록기간 내에 제출할 것

□ 선거 기탁금 : 일금 오백만원(￦5,000,000원)
  입금계좌: 농협  351-0288-0775-03
  예금주: 장흥문화원(선거관리위원회)
  *입후보자 등록기간 내에 납부할 것

□ 선거인 명부 열람기간 및 장소 : 
   2019. 2. 10(일) ~ 2. 12(화) 18:00까지 문화원 사무국
   ※ 선거인 명부는 후보자 당사자에 한하여 1부만 배부 허용

□ 선거공보 발송 : 2019. 2. 15(금)

2019년  2월   7일

장흥문화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