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대 임원 후보>

  

- 이사 후보 3인

- 감사 후보 2인

- 회장 후보 2인



회장 후보



[회장]

1번 후보자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박상언 대표이사



[서식 제6-3호] 선거공보

선  거  공  보  

□ 입후보자 성명 : 박 상 언 (朴 相 彦)

□ 생 년 월 일 : 1960. 7. 22.

□ 소         속 : (재)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 주  요  경  력

  【경력 사항】

 ○ 現,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초대) / 청주공예비엔날레조직
위원회 집행위원장 / 한국공예관 관장 / 청주시영상위원회 위원장

 ○ 現, 한국지역문화학회 지역발전위원장 / 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출강
 ○ 前, 중앙대 예술대학원 겸임교수 / 한남대 정책경영대학원 겸임교수
 ○ 前, 울산문화재단 대표이사(초대) /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2~3대)
 ○ 前,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경영전략본부장, 정책기획실장, 아르코예술

인력개발원장, 아르코미술관장 등 [~2010]
  【학력 사항】

 ○ 고려대 일반대학원 졸업 [문화콘텐츠학 박사] 
 ○ 중앙대 예술대학 및 예술대학원 졸업 [문학사 / 예술경영학 석사]
  【개인 저서】

 ○ 『지역문화재단과 리더십』 (2018) : 현 지역문화재단의 정책·행정 환경 및 그 
경영을, 개인 리더십 차원을 넘어 재단 리더십 차원에서 논한 연구서



 ○ 『이성정부에서 감성정부로』 (2018) : “01_기초예술인가 순수예술인가”, “02_
지역문화정책의 과제와 전망”, “03_전국의 문화재단들, 왜 위기인가”, “04_다시 문화
도시를 생각한다”, “05_‘문화의 행정화’에서 ‘행정의 문화화’로”, “06_바벨탑의 언어와 
예술의 탄생” 등 6개 장으로 구성된 문화정책 글 모음집

 ○ 『숫자로 풀어보는 문화 이야기』 (2019) : 일상에서 만나는 숫자들을 걸고 이를 
둘러싼 문화적·인문적 성찰을 깊이 있게 전개하는 글 모음집  

□ 선  거  공  약

1. 다양한 필요와 역할을 아우르는 통합 리더십 발휘  

2. 전지연과 중앙정부·지방정부·지역문화진흥원의 수평적 협력 

파트너십 구축 

3. 전지연의 법제화로 지역문화재단의 자율·책임경영 환경 강화

4. 지역문화 전문인력 역량 강화 프로그램 확대 운영 

5. 재단 간 및 기관·학회와의 인적 네트워킹 긴밀화 

6. 지역문화 조사연구·아카이브·컨설팅 및 서비스 활성화 

7. 전지연 10년, 정채성 재정립을 위한 비전 수립 및 전국 행사 

개최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   직인생략



[서식 제6-2호] 공약서

공  약  서

리더십·정책·인력·사업별 7대 목표! 

전지연의 위상을 높여 실질적 지역문화분권 구현 토대를 강화하겠습니다!

〖통합 리더십의 구심체, 전지연〗

 하나! 다양한 필요와 역할을 아우르는 통합 리더십 발휘  

 · 연합회 본연의 과제들은 전지연 사무국 중심으로 수행하되, 권역별 민주적 
논의 활성화 및 각 재단의 의견 수렴 절차 선행

 · 공연장 등 문화시설, 축제·행사,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도시 조성 등 
재단의 다기한 영역을 균형적으로 포괄

 

〖지역문화정책의 발신지, 전지연〗
 둘! 전지연과 중앙정부·지방정부·지역문화진흥원의 수평적 협력 파트너십 구축 
 ·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역문화진흥원뿐 아니라 예술위원회, 문화예술교육

진흥원, 예술경영지원센터 등과의 실질적 교류 채널 가동 
 · 지역문화재단 중심 정책 발안·추진 및 전지연의 협상 역량 강화를 위하여 

운영위원회 및 권역별 활동, 지식공유포럼 등 내부 논의·공유 구조 활성화 

 셋! 전지연의 법제화로 지역문화재단의 자율·책임경영 환경 강화
 · 전지연의 법·제도적 안정화 : 문예진흥법 또는 지역문화진흥법에 전지연 설치 

근거 및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대상 조항 마련 노력 등 
 · 재단의 직접 감독청인 시·군·구와의 호혜적 거버넌스 구현으로 출연금 비율 

확대, 재단 현실에 맞춘 경평지표 개선, 자율·책임경영 가이드 선포 등



〖지역문화인력의 아고라, 전지연〗
 넷! 지역문화 전문인력 역량 강화 프로그램 확대 운영 
 · 115개 회원 문화재단의 역사와 특성을 고려, 재단 종사자 대상 교육·연수 

커리큘럼 마련 및 분기별 시행 
 · 재단 경영자 리더십 워크숍, 지식공유포럼 등 실무·간부진 전문역량 향

상 교육, 해외 문화정책·행정·경영 현장 연수 추진   

 다섯! 재단 간 및 기관·학회와의 인적 네트워킹 긴밀화 
 · 재단 간 인적 교류를 활용한 지역 간 상생·협력 사업 발굴 및 운영 지원
   (예) 신생-중견 재단 직원들 간 ‘[1~5일] 우리 재단 스테이 프로그램’(가칭) 등
 · 각종 기관·학회의 지역문화 주제 포럼·세미나·토론회 등에 전지연 차원의 

자료와 인적자원 협력 및 이를 통한 전지연의 대외연대 역량 강화
 

〖재단 사업의 동반자, 전지연〗
 여섯! 지역문화 조사연구·아카이브·컨설팅 및 서비스 활성화 
 · 지역문화 관련 자료의 축적·분석을 통한 전지연의 연구 역량 제고, 재단 

중심 의제 생산 활성화 및 각 재단의 사업·경영 고도화  
 · 영역별 특화 역량을 보유한 전지연 운영위원 등 재단 임직원으로 ‘지역문화

컨설팅단’(가칭)을 구성, 각 재단 사업의 협력자로서의 전지연 역할 창출

 일곱! 전지연 10년, 정체성 재정립을 위한 비전 수립 및 전국 행사 개최  
 · 전지연 설립 10주년을 맞아 「전지연 비전 2022-2030」(가칭) 수립 선포 
 · 전지연 맞춤형 「전국문화재단박람회」(가칭) 매년 개최 [제1회 2022.10월] 
   : 재단별 정책·사업 공유를 위한 영역별 컨퍼런스, 정책 심포지엄 등
 · 전지연의 위상 제고, 정체성 재정립, 사무국 전문역량 강화와 근무여건 

개선, 실질적 지역문화분권 토대 강화 등을 위한 다각적인 재원 확대 노력 

모든 공약 과제는 통합 리더십을 바탕으로 권역별 의견 수렴 및 전지연 
운영위원회·이사회 논의를 거쳐 발전적으로 보완 검토 후 추진하겠습니다! 

2022년   2월  28일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   직인생략



[회장]

2번 후보자

부천문화재단
김정환 대표이사









이사 후보



[이사]

1번 후보자

부안군문화재단
노시용 사무국장







[이사]

2번 후보자

전주문화재단
백옥선 대표이사



[서식 제6-3호] 선거공보

선  거  공  보  

□ 입후보자 성명 : 백옥선

□ 생 년 월 일 : 1966.2.15

□ 소         속 : 전주문화재단

□ 주  요  경  력 : 

   - 예원예술대학, 백제예술대학, 전주대학교 객원교수

   - 전주한지축제, 익산서동축제 감독

   - 전주시 공예품전시관 초대 관장(3년)

   - 전북도청 문화예술과 전문직 사무관, 5급 팀장(10년) 

□ 선  거  공  약 :

지역문화재단의 위상 정립과 역할 강화

지역문화재단 간 협력네트워크 구축과 정책사업 발굴 

광역과 지역문화재단과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지역문화재단 직원역량 강화 모색

지역문화재단 직원처우 개선을 위한 다각적 모색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   직인생략

    



[서식 제6-2호] 공약서

공  약  서

1. 지역문화재단 위상 정립과 역할 강화

2. 지역문화재단 간 협력네트워크 구축과 정책사업 발굴

3. 광역재단과 지역문화재단과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4. 지역문화재단 직원역량 강화 모색

5. 지역문화재단 직원처우 개선을 위한 다각적 모색

 

2022년   2 월  22  일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   직인생략



[이사]

3번 후보자

성북문화재단
이건왕 대표이사







감사 후보



[감사]

1번 후보자

익산문화관광재단
문진호 대표이사







[감사]

2번 후보자

연수문화재단
임철빈 대표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