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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코리아문화스포츠저

널 발행인 대표 이연화

입니다.

저희 코리아문화스포

츠저널은 글로벌 시민의

식과 문화예술 지수를 

함양하는데 최선을 다하

여 달려왔습니다.

창간 2주년을 맞이하

면서 지난 코로나의 거친 폭풍과 

혼돈의 펜데믹 상황에서도 저희 

코리아문화스포츠저널은 침몰하

지 않고 굿굿하게 이겨내며, 첫 출

항의 큰 포부와 뜻을 굽히지 않았

기에 오늘의 이 자리에서 인사드

릴 수 있었습니다.

이 모두가 평소 존경하고 아껴

주시는 선배, 지인분들의 덕분이

라고 생각합니다.

2살이 되도록 독자들과의 소통

과 양질의 정보제공을 위해 밤낮

도 가리지 않고, 주말도 제대로 쉬

지 못하고 열심히 현장에서 뛰어

준 하인숙 편집국장님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저희 코리아문

화스포츠저널의 기둥이 

되어주시고, 신뢰와 애

정으로 커다란 범선으로 

항해하고자 뜻을 모아주

신 정순영 초대 회장님, 

임낙진 지사장님, 백정

일 지사장님, 허성명 업

무국장님, 김은숙 광고국장님, 김

용만 부장님, 경남지역 부산, 울산 

기자님들께도 감사드리며, 저희 회

사 발전에 함께 승선해 주신 모든 

분들과 힘찬 도약을 항해하겠습니

다.

끝으로 물심양면으로 보살펴주

신 저의 장모님이신 권선옥 어머

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전합

니다.

코리아문화스포츠저널 가족 여

러분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신뢰’와 ‘애정’을 싣고 커다란 범선으로 항해할 것

이 연 화
대표이사·발행인

반갑습니다. 

코리아문화스포츠저널 회장 정

순영 입니다.

코리아문화스포츠저널을 창간

하고 2주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창간 2주년을 축하하기 위

해 오신 분들 코로나로 제한된 초

대입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코리아문화스포

츠저널의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리아문화신문 창간호

를 만들고 코로나정국이 되어 힘

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코리아문화스포츠저널

은 위기를 기회로 내실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광주가 중심인 코리아문화스포

츠저널은 문화와 스포츠가 살아 

숨쉬고, 한국의 문화가 지면을 좋

아하신 분들께는 지면으로, 인터

넷 글을 좋아하는 분들께는 인터

넷으로, 문화와 스포츠를 중심으

로 소통을 드리는 시너지효과로 

창출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으로 수상하신 분들 축하드립

니다.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수상하신 모든 분들 그동

안 최선의 노력의 상을 우리 코리

아문화스포츠저널에서 드리게 됨

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수상자 여러분의 선한 영향을 

주는 걸음걸음 저희 코리아문화스

포츠저널에서는 향기롭게 담아내

겠습니다.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

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문화·스포츠 중심으로 소통하며 창출해 나갈 것

정 순 영
코리아문화스포츠저널 회장

사)대한기자협회 광주·전남협회 회장

- 2010년10월 11일 창립

- 2013년 2월 취임 ~

- 2016년 9월 제4대 회장

- 2018년 4월 ~ 어머니 기자단 창림

- 2019년 3월 ~ 제5대 회장

- 2019년 11월 14일 제2회 호남을 빛낸 

인물대상 시상식

현)전남도민신문 회장

현)대한기자협회 광주·전남협회 회장

빛나라 가수 / MC
• 프로필

- (월간)과학인문 자문위원,

코리아문화신문 자문위원

코리아문화스포츠저널 자문위원

- 데뷔 2012년~현재 활동중

- 타이틀곡

(2016) 사랑이 이런건가요, 애심, 멋진 그남자

(2020) 신 사랑가

(2021) 황룡강 풋사랑, 신곡-내사랑 신사

• 수상경력

- (사)전통가요 진흥협회 주관

2017년 대한민국 전통가요 대상 지역가수

부문 최우수상 수상

• 활동사항

- 노래교실 스타강사 전국 투어

- KBS 사랑나눔 봉사대 회원

- KBS, MBC, 복지방송, CMB, TBN, 

케이블  방송 등 다수 출연중.

정 승 현
(사)대한기자협회 광주·전남협회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