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흥문화원 선거관리위원회

수   신 : 장흥문화원 선거인명부 회원(945명)
제   목 : 14대 장흥문화원장 후보자 등록공고

1. 귀하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제13대 장흥문화원장의 임기만료(2019년 3월26일)에 따라 후임 원장선임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정관13조와 임원선출규정에 의거해 붙임과 같이  
후보자 등록 상황을 공고합니다. 

붙임 :  1.장흥문화원장 후보자 등록공고 1부
        2.장흥문화원장 투표안내문 1부   끝.
 
<공지안내>
*김경한 위원이 2월 7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 사퇴서를 제출하여 규정에 따라       
 김진오 위원 (010-5015-9158)으로 위촉함을 밝힙니다.

*투표관련 선거인명부 등재 여부는 문화원 사무실로 방문 또는 전화 연락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61-863-6362 

장흥문화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직인생략)

협조자: 위종만                  부위원장:  이문갑               위원장:   김형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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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문화원장 후보자 등록공고
2019년 2월26일에 실시하는 장흥문화원장 선거에 후보자 등록상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13일
장흥문화원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선거

명
기호

성

명
성별

생년월

일
주소 학력 및 경력

비

고

장흥
문화
원장
선거

1
고
영
천

남
1948
04.
03

전남  
장흥군 
장흥읍 
내평길

 ·1948 장흥군 장흥읍 평화리 출신 
 ·2003 장흥문화원 운영위원 이사(12년) 활동 (現)
 ·2005 장흥군청 25년 재직(정년퇴직)
 ·2006 전남도립남도대학 졸업
 ·2007 (사)장흥학당이사 상임이사연찬부당주 
       재임 (現)
 ·200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장흥군협의회 
       부회장 (現)
 ·2012 남도친구들(전남도 일원 재능기부 봉사자
       모임)문화해설, 건강지식 강사활동 (現)
 ·2014 (사)안산재단(장한 어머니 시상 매년 
       10명선정)수석이사 (現)
 ·2015 청태전차연구보존회(장흥의 명차)회장 
       재임 (現)
 ·2015 한국자유총연맹 장흥군지회 부회장, 
       회장(現) 재임
 ·2017 한국문인협회 장흥지부 이사,
       장흥별곡문학 회원

장흥
문화
원장
선거

2
김
경
한

남
1950.
10.
28

전남 
장흥군 
장평면
우산

연동길

  ·1950 장흥군 장평면 우산리 출신 
  ·1967 장흥동중학교 졸업
  ·1968 광주농업고등학교2년 휴학
  ·1970 장흥군청 40년 재직 
  ·2007 전 장평면장 4년(정년퇴임)
  ·2011 전 장평장학회 이사장 8년
  ·2013 전 장흥학당 부당주 5년
  ·2014 전 장흥향교 33기 장의
  ·2017 전 한국장학재단 협의회 감사
  ·2016~현 행정동우회 이사
  ·2016~현 민족통일협의회 부회장
  ·2016~현 장흥문화원 이사



투 표 안 내 문
장흥문화원장 선거

투표일시 2019년 2월 26일 
오전9시~오후5시까지

투표장소 장흥군민회관 3층 대회의실

선거인명부 등재내역
선거인성명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신분증명서가 없으면 투표할수 없으므로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공무원증이나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국가 유공자증,장애인등록증 자격증등 기타 사진이 
첨부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중에서 하나를 반드시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투표하러 오실 때 투표안내문을 가지고 오시면 투표소에서 본인임을 확인 받을 때 
편리합니다.

2019년    2월    13일

장 흥 문 화 원 선 거 관 리 위 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