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연프로그램과 공연장 활성화 

조수미 콘서트,  장사익 소리판 등 
우수프로그램  기획    

2017년 대한민국연극제 예선대회
유치등으로 공연장 활성화 

국제 및 전국대회 유치 

요넥스 코리아  주니어오픈 등  비중
있는 국제 및 전국 대회 적극 유치  
 
국가 대표팀 등 전지훈련 유치

동·하계 전지훈련지 메카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동호인(클럽) 개방으로  이용 활성 화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유명 및 출향작가  작품전  등 지속적 인 전시 

캘리그라피, 드로잉 등 전시연계 교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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