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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세, 충북 음성 출생

수성(守成)과 경장(更張)
협회를 지키고 출판계 혁신의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출판의 공공성을 높이고 다양성을 추구하겠습니다.
•출판문화 지원정책 강화와 관련 법·제도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급변하는 출판환경에서 출판의 다양성 추구 등 대응방안을 세우겠습니다.

우리 협회를 수성(守成)하고 경장(更張)하겠습니다.
•70년 역사와 전통을 토대로 회원사가 참여하는 유익한 협회를 만들겠습니다.
•화합하고 혁신하는 소통의 리더십으로 출판문화 발전에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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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의 공공성을 높이고 다양성을 추구하여
출판계의 위기를 극복하는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출판문화 지원정책 강화와
관련 법·제도 개선

헌법 제21조의 ‘모든 국민은 출판의 자유를 가진다.’는
명제는 출판의 자유가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출판문화산업을
법·제도와 정부정책으로 육성하고 지원해야할 국가의 공공적
책무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공적자금 투입으로 출판유통통합전산망 구축과 유통기구 구조개혁 추진
•불법복제 등 무분별한 출판콘텐츠 유통거래 근절 대책 마련
•공공기관 및 방송사의 상업출판 강력 저지방안 강구
•도서정가제 시행의 왜곡된 할인경쟁 방지 등 정책 개선
•출판물 의무납본제도 납본가격 현실화(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정부청사 등 대형공공시설에 서점 설립 방안 강구

출판의 다양성 추구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추진

출판 산업의 환경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미래를 대비하여 다양성을 추구하는
장·단기적 혁신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저작·편집·인쇄제작·유통 등 출판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미래전략 수립
•출판콘텐츠 기반 OSMU(One Source Multi Use) 활용 시스템 구축
•전자책 등 뉴미디어 출판콘텐츠 육성 정책 강구
•해외 출판정보 제공, 저작권 계약 자문 등 국제경쟁력 확보 대책 마련

70년 역사와 전통을 지키고
회원사가 동참하는
화합과 혁신 분위기 조성

우리나라를 세계 10대 출판강국으로 성장시킨 선배님들과
미래의 출판을 이끌어갈 후배님들이 함께 힘을 모아
협회를 지키고 혁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회원사가 참여할 수 있는 분야별 특별위원회 활성화 등 개방적 협회 운영
•회원사 출판기획·편집자 전문성 증대 및 인력 육성 지원
•회원사 경조사 합리적 원칙 마련
•협회 재정 악화 개선을 위한 수익증대 방안 강구 및 긴축 운영
•회원사의 실익을 증대하는 연구 및 정책 개발과 서비스지원시스템 강화

오래된 거문고 줄을 다시 팽팽하게 고쳐 매듯이
우리 협회를 수성(守成)하고 경장(更張)하겠습니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1947년에 설립되어 70년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온 우리 출판문화계 최고의 단체입니다. 그러나 급변하는 출판환경 속에서
우리 협회도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6년 전 제47대 회장선거에서 낙선한 경험을 거름삼아 고향을 지키는 못나고 등 굽은 소나무의
마음으로 다시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어려운 출판계 현실에서 제 명예보다는 우리 출판인들의 자긍심과 협회를 지키고 싶습니다. 우리 출판문화
의 미래를 위해 화합하고 혁신하는 소통의 리더십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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