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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과함께하는열린당진군의회

안녕하십니까?
당진군의회 의장 최동섭입니다.

새롭게 출발한 제5대 당진군의회는 군민의 지역발전에 대한 여망과 군민 여러분의
다양한 민의를 수렴하여 당진군의 발전 방안 제시와 신뢰받는 지역의 일꾼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군은 급격한 지역개발 사업에 힘입어 쾌적한 주거 환경조성과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유치로 21세기의 선두 주자는 물론 동북아 물류의
중심지, 미래를 주도해 나갈 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의회는 항상 겸허한 자세로 군민의 뜻을 받들 수 있도록 의원 개개인의 자기개발과
발전적인 변화를 추구하여 의정 능력을 극대화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며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는 무엇보다 군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 때 지역 민주주의가 아름
답게 꽃피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성원과 애정 어린 마음으로 열린 창으로
다가오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진군의회의장 최 동 섭

Dangjin Council - Open for its country people

Greetings to all our visitors!
I am Choi Dong Sup, chairman of Dangjin-gun Council.

The 5th Dangjin-gun Council has been newly launched. This 5th Council promises our
inhabitants of Dangin-gun that we make constructive suggestions in pursuit of Dangjin’s further
regional development and be the trustworthy and reliable organization of ability by fully
considering their strong hopesfor the regional development as well as various opinions in a
righteous way. 
Grounded on diverse projects to further promote the regional development, Dangjin-gun is
making a quantum leap to becoming the leader of the 21st century and the future as the hub of
logistics in the Northeast Asia. To that end, we establish a pleasant residential environment
and attract large and small enterprises after obtaining the government°Øs designation as the
Yellow Sea Economic Free Zone. 

Dangjin-gu Council pursues self-development and growth-oriented change in every councilor
so as to serve our inhabitants in a humble way. We will maximize our parliamentary capacities,
predict the future and deal with it proactively by taking actions. 

In that respect, your active participation contributes greatly to the blossoming of the regional
democracy. I am in the earnest hope that your sincere support and feedback will become the
open window to our Council’s growth.
Thank you. 

Chol, Dong-Sub
Chairman of Dangjin Council 



당진군의회의원윤리강령
Ethics Charter for Councilors of Dangji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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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당진군의회 의원은 군민으로부터 선택받은 군민의 대변자로서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의회의 명예를 지키고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봉사함은 물론, 항상 올바르고 참된 의원상을
정립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의정 활동의 지표로 삼고자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이를 실천해 나가는데
다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1. 우리는 군민의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자세로 군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
한다.

2. 우리는 군민의 대표자로서 명예와 품위를 유지하고 항상 청렴하며 검소한 생활에 솔선한다.

3. 우리는 군정의 선도자로서 직무와 연계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부당한 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군정을 올바르게 선도한다.

4. 우리는 의정의 주체자로서 의원상호간 인격을 존중하고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여 민주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풍토를 정착시킨다.

5. 우리는 지역의 책임자로서 항상 연구·노력하는 자세와 합리적인 판단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선도하는데 온 힘을 모은다.

We the councilors of Dangjin Council shall be dutiful in executing each of their duties as the representative selected by
the county people so as to maintain the council’s honor. Likewise, we make a pledge that we shall contribute ourselves
to the objective of the county people’s welfare enhancement and regional development while establishing a righteous
and genuine image of a councilor all the time. In that note, we establish this charter of ethics that can be an indicator of
the council activities in an effort to wholeheartedly conduct the followings:

1. As the servant to the county people, we shall fully represent their opinions for their welfare enhancement
on the basis of public-interest-comes-first mindset.

2. We as the representatives of the county people shall maintain our honor and dignity and take initiatives
in leading a life of integrity and frugality. 

3. We as the leader of the county administrations shall not seek any financial profits obtained from the job
and exert any wrong influence, and lead the country administrations in a righteous and correct way.

4. We as the main subject of the council administration shall respect each member of the council and
guarantee equal opportunities so as to establish the democratic and productive atmosphere for the
administration.

5. We who are in charge of the local matters shall make a concerted effort to enhance the quality of the
county people’s lives and to lead the growth of the region grounded on the attitude for research and
further effort and on the rational judgment.



당진군의회연혁
History of the Dangji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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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 4월 25일 : 제1대 면의원 선거
1956년 8월 8일 : 제2대 면의원 선거
1960년 12월 19일 : 제3대 면의원 선거
1961년 5월 16일 : 지방의회 해산
1991년 3월 26일 : 제1대 군의원 선거
1991년 4월 15일 : 제1대 당진군의회 개원
1992년 10월 31일 : 군의원 보궐선거 (합덕읍)
1995년 6월 27일 : 제2대 군의원 선거
1995년 7월 7일 : 제2대 당진군의회 개원
1998년 6월 4일 : 제3대 군의원 선거
1998년 7월 7일 : 제3대 당진군의회 개원
2002년 6월 13일 : 제4대 군의원 선거
2002년 7월 8일 : 제4대 당진군의회 개원
2006년 5월 31일 : 제5대 군의원 선거
2006년 7월 5일 : 제5대 당진군의회 개원

April 25, 1952: Election for the 1st Myeon administration member
August 8, 1956: Election for the 2nd Myeon administration member
December 19, 1960: Election for the 3rd Myeon administration member
May 16, 1961: Dismissal of the local administration 
March 26, 1991: Election for the 1st county(Gun) administration member
April 15, 1991: The launch of the 1st Dangjin Council
October 31, 1992: By-Election for county administration members
(Hapdeok-eup)
June 27, 1995: Election for the 2nd county administration member
July 7, 1995: Launch of the 2nd Dangjin Council
June 4, 1998: Election for the 3rd county administration member
July 7, 1998: Launch of the 3rd Dangjin Council
June 13, 2002: Election for the 4th county administration member
July 8, 2002: Launch of the 4th Dangjin Council
May 31, 2006: Election for the 5th county administration member
July 5, 2006: Launch of the 5th Dangjin Council

의원정수 Member quota

의회연혁 History of Council

의회기구 Council Organization

특별위원회 Special Committee

비례대표
proportional
representation

송악면
Songak
Myeon

232312 2

신평면
ShinPyong
Myeon

우강면
Woogang
Myeon

순성면
Sunsong
Myeon

면천면
Myonchun
Myeon

합덕읍
Hapduk

Eup

송산면
Songsan
Myeon

석문면
Sukmun
Myeon

고대면
Godai
Myeon

대호지면
Daihoji
Myeon

정미면
Jungmi
Myeon

당진읍
Dangjin

Eup

라 선거구
Ra - Constituency

다 선거구
Da - Constituency

나 선거구
Na - Constituency

가 선거구
Ga - Constituency

선거구별
For each

election ward

의원정수
Member quota

의장 Chairman

의사팀장 Local Council team

사무과직원
Staffs in the administration department

부의장 Vice - Chairman

상임위원회 Standing Committee

의회운 위원회 Steering Committee

총무위원회 General Affairs Committee

산업건설위원회 Industy & Construction Committee

전문위원 Expert Member of Committee사무과장 Affairs 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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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군의연혁

삼한시대 마한의 역
삼국시대(백제) : 혜군, 벌수지현, 사평현
757년 : (통일신라 경덕왕 16년) : 혜군을 혜성군, 벌수지현을 당진현, 사평현을 신평현으로 개칭
1018년 : (고려 현종 9년) : 혜성, 당진, 신평 모두 운주(지금의 홍성)의 속현
1293년 : (고려 충령왕 19년) : 혜성군이 면주로 승격
1413년 : (이조 태종 13년) 면주는 면천군, 당진은 당진현이 됨.
1895년 : (조선말 고종 32년) 당진현이 당진군(외맹 등 7개면 관할)이 됨
1914년 : 부령 제111호 : 당진, 면천 2개군을 당진군으로 통합
1917년 : 마암면을 면천면으로 개칭
1928년 : 이배면을 당진면으로 개칭
1942년 : 범천면을 당진면으로 개칭
1957년 : 법률 제 465호 : 서산군 대호지면과 정미면을 당진군에 편입
1963년 : 법률 제1177호 : 당진면을 당진읍으로 승격
1973년 : 법률 제6543호 : 합덕면을 합덕읍으로 승격. 정미면 여미리를 서산군 운산면으로 편입

History of the Dangjin County

Area of Mahan in Samhan Era
Three Kingdom Period (Baekje): Hye-gun, Beolsuji-hyeon, Sapyeong-hyeon
757 A.D. (The 16th year of King Gyeongdeok in Unified Shilla Period): Renamed Hye-gun to Hyeseong-gun, Beolsuji-
hyeon to Dangjin-hyeon and Sapyeong-hyeon to Sinpyeong-hyeon
1018 (The 9th year of King Hyeonjong in Goryo): Hyeseong-gun, Dangjin, and Sinpyeong were included as Unju (now
Hongseong)
1293 (The 19th year of King Chungnyeong in Goryo): Hyeseong-gu, elevated to Myeon-ju
1413 (The 13th year of King Taejong in Joseon): Myeon-gu became Myeoncheon-gun and Dangjin became Dangjin-
hyeon
1895 (The 32nd year of King Gojong in late Joseon): Dangjin-hyeon became Dangjin-gun (jurisdiction over seven myeons
including Oemaeng)
Bureau ordinance no. 111 in 1914: Integrated two counties of Dangjin and Myeoncheon to Dangjin-gun
1917: Renamed Maam-myeon to Myeoncheon-myeon
1928: Renamed Ibae-myeon to Dangjin-myeon
1942: Renamed Beomcheon-myeon to Dangjin-myeon
Ordinance no.465 in 1957: Included Daehoji-myeon and Jeongmi-myeon of Seosan-gun to Dangjin-gun
Ordinance no.1177 in 1963: Elevated Dangjin-myeon to Dangjin-eup
Ordinance no.6543 in 1973: Elevated Hapdeok-myeon to Hapdeok-eup & Included Yeomi-ri of Jeongmi-myeon to Unsan-
myeon of Seosan-g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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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bol of the Dangjin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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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군브랜드 New Hope Dangjin

New : 새로운 - 서해안 시대의 신흥 도시 당진
H : Happy (행복한) -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O : Opportunity (기회의) -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기회의 땅 당진
P : Prosperous (번 의) - 번 된 미래가 약속된 쾌적한 도시 당진
E : Excellent (뛰어난) - 전국 최고의 다시 찾고 싶은 도시 당진

Brand of Dangjin-gun(County) New Hope Dangjin
New - Dangjin, a newly rising city of the west coast
H : Happy - A happy city to live together
O : Opportunity - Dangjin, land of abundant economic opportunities 
P : Prosperous - Dangjin, a delightful city with the promise of a prosperous future
E : Excellent - Dangjin, Korea’s most outstanding city, where you would want to visit again

심벌마크 Emblem

서해안에서 유일하게 해뜨고 지는 왜목마을을 모티브로 시각화 하 으며 군민의 진취적인
기상과 희망, 21C 세계도시로 웅비하는 당진군을 상징

붉은색 - 당진군민의 진취적인 이미지와 희망을 상징.
녹 색 - 당나루터의 돛단배를 현대적으로 표현
청 색 - 푸른바다와 깨끗한 자연환경을 상징.

It symblizes the DangJin-gun(County) taking a great leap to the global city of 21 century in harmony
like the beautiful appearance of Yaemok village at which the sun rises and sets

Red  - It symbolizes the progressive image and the hope of the Dang Jin-gun people.
Green - It represents a sailboat of the Dangnaru (a crossing) in a modern style.
Blue - It represents a pure blue sea.

마스코트 Mascot

군의 새「학」을 의인화하여「당학이」란 마스코트를 통해 군민과 행정과의 친숙한 관계를
유지시키고 대외적으로 당진홍보의 역할을 담당

The Mascot, Danghagi is expressed with the Gun’s bird, the crane. It shall be used as the leading
symbol for Dangjin’s PR and to maintain friendly relationship between Gun’s citizens and
administration.

군의나무 : 소나무 The County tree: Pine

상록수 정신과 변함없고 씩씩한 기상을 상징
Symbolizes the strong and unchanged spirit just like the evergreens.

군의꽃 : 진달래 The County Flower : Azalea

우리 군 전통주 무형문화재 제86-나호인 두견주의 원료, 효와 미풍양속의 고장 건설을 상징
Symbolization of the construction of village of filial duty and social morals and customs which are the
primary ingredients of Azalea Liquor, the Intangible Cultural Asset No. 86-B.

군의새 : 학 The County Bird : Crane

장수와 무궁한 발전, 힘찬 전진을 상징.
It symbolizes the longevity and infinite progress and strenuous march forward the future.



당진군의회구성
Organization of Dangjin Council

www.djcouncil.go.kr -9

의회원구성도
Organization Map of the Council

위원회별소관부서
Supervisory Department for Each Committee

위원회 소관사항
Committee Matters Concerned 

의회사무과
Council General Affairs Department

지역경제과, 농산과, 산림축산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교통재난관리과, 
투자개발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관광개발사업소, 해양환경오염사고대책반
Regional Economy Division / Agricultural Affairs Division / Forest & Livestock Division / Maritime
& Fishery Division / Architectural Construction Division / Urban Construction Division / Traffic &
Disaster Control Division / Investment & Development Division  / Agricultural Technology
Center / Waterworks & Sewage Affairs Bureau / Tourism Development Affairs Bureau /
Maritime Contamination Accident Control Team 

위원정수
Member Quota

5

5

6

위원회
Committee

의회운 위원회
Steering Committee

총무위원회
General Affairs Committee

산업건설위원회
Industy & Construction

Committee

의 장
Chairman

최 동 섭
CHOL DONG SUB

부의장
Vice - Chairman

이 은 호
LEE EUN HO

위원장
Chairperson

박 장 화
PARK JANG HWA

부위원장
Vice - Chairperson

최 윤 경
CHOI  YOONG YOUNG

위 원
Member of Committee

윤 수 일
YOUN SOO ILL

위 원
Member of Committee

이 은 호
LEE EUN HO

위 원
Member of Committee

안 석 동
AN SEOK DONG

총무위원회
General Affairs Committee

위원장
Chairperson

최 기 환
CHOI KI WHAN

부위원장
Vice - Chairperson

최 윤 경
CHOI  YOONG YOUNG

위 원
Member of Committee

윤 수 일
YOUN SOO ILL

위 원
Member of Committee

이 철 수
LEE CHEIL SOO

위 원
Member of Committee

이 재 광
LEE JAE KWANG

의회운 위원회
Steering Committee

위원장
Chairperson

한 창 준
HAN CHANG JUN 

부위원장
Vice - Chairperson

최 기 환
CHOI KI WHAN

위 원
Member of Committee

이 철 수
LEE CHEIL SOO

위 원
Member of Committee

최 수 재
CHOI SOO JAE

위 원
Member of Committee

김 명 선
KIM MYOUNG SUN 

위 원
Member of Committee

이 재 광
LEE JAE KWANG

산업건설위원회
Industy & Construction Committee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주민지원교육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환경과,
재무과, 총무과, 보건소, 문예의전당관리사무소, 지역발전전략기획단
Planning & Inspection Office / Comprehensive Civil Affairs Office / Residents Support &
Education Division / Social Welfare Division / Culture & Sports Division / Environment Division /
Financial Affairs Division / General Affairs Division / Public Health Center / Administration Office
for the DangJin Culture & Arts Center / Strategy & Planning Group for Regional Development



당진군의회구성
Organization of Dangjin Council

10 - 당진군의회

의원 Member

의원은 그 자치단체 주민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는 대표자로서 2읍 10개면에서 10명과 비례대표 2명의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임기는 4년임

Councilors are the representatives directly selected by the residents under its autonomous organization through an election. Ten
councilors from ten myeons of two eups and two councilors as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were selected and the term of office
is four years. 

의장·부의장 Chairman Vice - Chairman

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두되, 의원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임기는 각 2년임.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내 질서를 유지하고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의회의 권한에 속
하는 사무를 감독한다.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

The council assigns one chairman and one vice chairman and they shall be elected by secret ballot among the councilors and the
term of office is two years respectively. 

The chairman represents the council, organizes the memorandum, maintains order in the council house and has the right to call on
a meeting while supervising the general administration affairs under the authorization of the council.

On the other hand, the vice chairman assists the chairman and deputizes for the chairman in case of an accident. 

상임위원장 Chairman of the Standing Committees

의회는 3개의 상임위원회(의회운 위원회,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두었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무기명 투
표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임기는 각 2년임
상임위원장은 소관 상임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감독한다.

The council is comprised of three standing committees (council operation committee, general affair committee, industrial
construction committee) and the chairman of the committee will be selected by secret ballot from the councilors and the vice
chairman by mutual vote. The term of office is two years each.

The chairman of the standing committee represents his standing committee and shall supervise the tasks that handles the bills
concerned and petition reviews. 

의회사무과 Council General Affairs Department

군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과를 두고, 사무과에서는 사무과장과 전문위원, 직원을 두며, 사무직원은 의
장의 추천에 의해 당해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며,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직원현황 : 행정직 7명, 기능직 9명) 

County council holds the general affairs administration division to handle related affairs with the division manager, professional
councilor and other staffs. The staffs are recommended by the chairman and assigned by the chief of the autonomy organization.
On the other hand, the manager handles the general affairs of the council ordered by the chairman. (Employment status: 7 staffs
for administration, 9 for vocational functions)



역대의장단 Successive Chairman Group

당진군의회구성
Organization of Dangji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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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기부 의 장의 장

김 상 현

김 인 환

한 정 우

유 태 철

이 기 흥

성 기 문

김 천 환

김 천 환

김 명 선

최 동 섭

1991. 4.15 ~ 1993. 4.14

1993. 4.15 ~ 1995. 6.30

1995. 7. 1 ~ 1997. 1. 6

1997. 1. 7 ~ 1998. 6.30

1998. 7. 7 ~ 2000. 7. 6

2000. 7. 7 ~ 2002. 6.30

2002. 7. 8 ~ 2004. 7. 7

2004. 7. 8 ~ 2006. 6.30

2006. 7. 5 ~ 2008. 7. 3

2008. 7. 4 ~ 현 재

의원수

13

13

13

13

13

13

13

13

12

12

대 수
구 분

1대

2대

3대

4대

5대

전 반 기

후 반 기

전 반 기

후 반 기

전 반 기

후 반 기

전 반 기

후 반 기

전 반 기

후 반 기

김 성 환

유 태 철

성 기 문

유 태 철

호 병 옥

김 명 선

김 천 환

이 덕 연

이 은 규

최 수 재

이 은 호



제5대당진군의회개원
Launched the 5th Dangji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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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당진군의회개원식

제5대당진군의회개원식



의회활동현황
Council Activities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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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와행정과의만남의날운

의원출무일운



의장단
Chairman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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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Chairman

최 동 섭
CHOI DONG SUB

부의장 Vice - Chairman

이 은 호
LEE EUN HO



의회운 위원회
Steering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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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Vice - Chairperson

최 윤 경
CHOI YOONG YOUNG

위원장
Chairperson

최 기 환
CHOI KI WHAN

위 원
Member of Committee

이 철 수
LEE CHEOL SOO

위 원
Member of Committee

윤 수 일
YOUN SOO ILL

위 원
Member of Committee

이 재 광
LEE JAE KWANG



총무위원회
General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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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Vice - Chairperson

최 윤 경
CHOI YOONG YOUNG

위 원
Member of Committee

이 은 호
LEE EUN HO

위 원
Member of Committee

안 석 동
AN SEOK DONG

위원장
Chairperson

박 장 화
PARK JANG HWA

위 원
Member of Committee

윤 수 일
YOUN SOO ILL



산업건설위원회
Industrial Construction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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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Member of Committee r

이 재 광
LEE JAE KWANG

부위원장
Vice - Chairperson

최 기 환
CHOI KI WHAN

위원장
Chairperson

한 창 준
HAN CHANG JUN

위 원
Member of Committee

김 명 선
KIM MYOUNG SUN

위 원
Member of Committee

이 철 수
LEE CHEOL SOO

위 원
Member of Committee

최 수 재
CHOI SOO JAE



의회의기능과권한
Functions and Authority of the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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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권한

의결권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의 의사를 결정
-조례를 제정, 개폐,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의·확정
승인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심의·의결

행정감시권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 집행상태를 감시하고 통제
-감사권과 조사권에 의하여 감사기능 수행

자율권
-지방의회의조직과운 에있어국가나집행기관등
-외부기관으로부터관여나간섭받지않고스스로규율

선거권
-의회 내부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선거권과 지방자치
법령 이외의 법령과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의하여 주어지는 선거

청원처리권
-지역주민의 일정한 의견이나 권리요구 등을 지방의
원 1인 이상의 소개로 청원을 제출 받아 수리하고
처리

서류제출및출석요구권
-집행기관의 사무를 감시하고 안건의 심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감사와 조사, 안건의 심사를 위한 서
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단체장 및 관계공무
원의 출석을 요구

의회의지위및기능
Position and Functions of the Council

의결기관
Legislation Institution

▲자치단체의의사를
최종적결정
Final decision 
making of 
local goverment 
intentions

입법기관
Lawmaking Instituion

감시기관
Auditing Institution

▲자치단체의 법령인 조례제정
Definition of local 
goverment’s regulations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는 등을 감시
Audit for rational and legal 
execution of administration 
by enforcement institutions

주민대표기관
Residents Representative 

Institution

◀자치단체의 의사를
심의결정
Review and decision making 
of major intentions of 
local goverment

의회의지위
Council Position

주민여러분의뜻이
의정에최대한반 될수있도록

길잡이역할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We will do our utmost as the guidepost so as to fully 
reflect your opinions in the council dec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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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yty of the Council

Legislation Right
- Decision making of either local government or local council intentions.
- Legislation, enforcement and abolishment of regulations, deliberation and final approval of budget and settlement.
- According to law and regulations, deliberation and votion of issues belonging to the authority of the council

Auministration Monitoring Right
- Monitoring enforcement status of administration by enforcement office, and auditing according to control audit right and

investigation right.

Autonomy Right
- In organizing and managing local council, autonomous ruling without external interference from the nation or enforcement

institutions.

Voting Right
- Election incurred by the laws, except for the voting internal members of council and those outside of local government

laws, and by the regulations of  corresponding local government.

Petition Processing Right
- With the introdution of either certain opinion or demand for right form local People with the help of more than one local

council’s member, petition to be submitted, accepted and processed.

Demand Right for Document and Attendance
- In order to monitor the affairs of enforcement offices and deliberation of issues, demands of document submission for

audit, investigation and deliberation of issues and of attendance by the chief of local goverment or concerned public
officals could be made.



의회의운
Counci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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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소집과회기
정례회는 매년 2회 (1차 정례회, 2차 정례회)
임시회는 재적의원 1/3이상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은 15일 이내로 소집
임시회의 소집공고는 집회일 5일전까지 공고
연간 회의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통하여 90일 이내

Council Convention & Session
The regular session shall be convened twice every year. (The 1st regular session, the 2nd regular session)
Extraordinary session shall be convened by the chairman within 15 days upon request of the chief of local autonomous organization
or one third or more of its total members.
Convention notice should be announced 5 days prior to date of a temporary convention.
The number of days a year is less than 90 days with regular and temporary conventions combined.

본회의
본회의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을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
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본회의장에서 의원이 발언하고자 할때는 사전에 허가를 얻어야 하며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
의, 보충 발언, 의사진행 발언, 신상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

Main Conference
The main conference opens when more than one third of the number of registered members attend, and, with the exception of
special rules defined in other laws, approval is made when more than the majoryty of registered members attend and more than the
majoryty of attending members approve.
When a member intends to speak in the main conference hall, he or she should be allowed by the chairman, and could not speak for
more than 20minutes, But speaking for questions, supplements, proceedings, and personal matters could exceed 10 minutes.

합덕 서야고등학교 당진군의회 방청
Hapdeok Seoya High School sat in on the Dangjin Council



의안발의와심의절차
Initiative and Deliberation Procedures for B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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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심의절차

공 포 조례의경우 20일 이내

자치단체이송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

본회의심의 심사보고, 질의·토론, 의결

위원회심사 제안설명, 질의·답변, 
찬반토론, 의결

위원회회부 상임(특별)위원회 회부

본회의보고

접 수 상위법령 위반여부
의안발의 찬성자수와 서명확인

제출 (발의) 자치단체장, 재적의원 1/5이상

Deliberation Procedures for Bill

Proclamation Within 20 days in case of regulation

Delivery to the 
self government

Within 5 days form resolution date

Deliberation in the
main conference

Deliberation and report,
question discussion,  resolution

Deliberation in
commitee

Explanation of submission, question answer,
discussion about spproval or disapproval, resolution

Submission to
committee

Submission to standing(Special) committee

Report to the main conference

Acceptance
Check the exeistence of violation of upper class law and the
number of people who agree to the submission and their signature

Submission
(suggestion)

Self government’s chief more than one fifth 
of the number of registered members



예산안·결산안심의절차
Deliberation Procedures for Budgets and Sett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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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군 수

접 수

본회의보고

본회의보고

제안설명 군 수

상임위심의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등

예결특위심의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본회의심의 심사보고, 질의·토론, 의결

자치단체이송 의결된 날로부터 3일 이내



예산안·결산안심의절차
Deliberation Procedures for Budgets and Sett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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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mission County chief 

Acceptance

Report to the main conference

Notification

Explanation of
Submission

County chief 

Deliberation in
Standing commitee

Explanation of submission investingation 
and report, question answer, etc.

Deliberation in special committee
for budgets and settlements

Explanation of submission investingation
and report, question answer, resolution

Deliberation in the
main conference

Deliberation and report
question discussion, resolution

Delivery to the
self goverment

Within 3 days form resolution date



감사계획서작성 본회의 또는 특별위원회

감사시기및기간결정
(본회의)

특별위원회 구성 결정

보고·서류제출, 증인·
참고인등출석요구서송달

의장경유 3일전 도달

감사보조자선정및
감사출장준비

감사사무 보조자 선정(의회직원)
감사 출장신청 및 허가

행정사무감사절차
Inspection Procedures for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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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의원에게배부

행정사무감사실시

시정및처리결과
보고접수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장에게
서면보고

감사결과시정및
처리요구사항이송

자치단체장 이송

감사결과본회의의결 시정사항 및 처리요구사항 채택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작성, 제출

의장에게 제출

감사계획서본회의승인



행정사무감사절차
Inspection Procedures for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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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bute the results to members

Execution of inspection for administration

Accept the report on the results 
of corrections and processing

Written report to chairman by 
local self government’s

Corrections audit result and move 
of items to be processed

Move to local self
government’s chief

Vote on the audit result 
at main conferences

Adoption of items to be 
corrected and to be pricessed

Draw and submit result report 
for inspection for administration

Submitted to chairman

Approved by main conference for audit plans

Report, submit documents, and send request 
for attendance to witnesses. references, etc.

Arrival 3 days prior via chairman

Designate assistants for audit and
prepare for business trip for audit

Designate(council staff) assistants for auditing affaiirs,
request for business trip for audit and permission

Draw audit plans
Main conference or 
special committee

Decide when and how many 
days to audit (Main conference)

Decided by constitution 
of special committee



의원발의및정족수
Member’s Initiative and Quorum for Re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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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족수안 건 의결정족수

일반의안

임시회집회

개 의

의장·부의장선거

의장불신임안

조례안의재의요구

행정사무감사및조사

의원의자격심사

의원의징계요구

회의의비공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 (법 64조)

집회 요구가 있을시

재적의원 1/3이상 출석 (법 55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
결선투표 다득표자 (회의규칙 8조)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법 55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 찬성 (법 172조 1항)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찬성 (법 64조)

자격상실 : 재적의원 2/3이상 찬성 (법 80조)

제명의경우 : 재적의원 2/3이상 찬성 (법 80조)
기타징계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
원 과반수 찬성 (법 56조)

출석의원 2/3이상 찬성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57조)

재적의원 1/5이상, 10인이상 연서로 발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제출 (법 66조)

재적의원 1/3이상 발의 (법 45조)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

재적의원 1/4이상 발의 (법 55조)

재적의원 1/3이상 연서로 이유를 명기한
서면으로 발의 (법 41조)

재적의원 1/4이상 연서로 의장에게 청구 (법 79조)

징계대상의원 발생시
모욕당한 의원의 징계요구서 제출시 (법 87조)

의원 3인이상 발의 (법 65조)

지방자치단체장 요구 (법 제172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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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rum for InitiativeAgenda Quorum for Resolution

General bill

Temporary Convention

Opening

Chairman
Vice-chairman Vote

Chairman Impeachment

Re-deliberation or Rules

Inspection and Investigation 
of Administration

Qualification Judgment 
of Members

Request for Discipline

Closed Conference

Attendance by more than the majority of registered
member’s and the approval by more than the majority of
attending members  (Article 64)

Joint signature by more than one fifth of registered
members, more than 10 members
Submi ssion by local self government’s chief (Article66)

Proposed by more than one third of registered members (Article39)
Registered  by local self government’s chief 

When members to discipline appear
When insulted members submit request for discipline 
(Article 87)

Proposed by more than three members (Article 65)

Approval by more than the majority of registered members
(Article 55)

Approval by more than two thirds of attending members
When chairman recognizes its necessity (Article 65)

Disqualification : Approval by more than 
two thirds of registered members (Article 80)

Expulsion : Approval by more than the two thirds of
registered members  (Article 80)
Other discipline : Attendance by more than the majority of
registered member, and approval by more than the
majority of attending members  (Article 56)

When request for convention arises

Attendance by more than the majority of registered
members  (Article 55)

Attendance by more than the majority of registered
members, and approval by more than two thirds of
attending members (Article 172 Clause 1)

Attendance by more than the majority of registered
members, and approval by more than two thirds of
attending members (Article 64)

Joint signature by more than one fourth of registered
members and submission to chairman (Article 79)

Proposed by more than one forth of registered members 
(Article 55)

Registered  by local self government’s chief 
(Article 172 Clause 1)

Joint signature by more than one third of registered
members and witten submission with description of
reason (Article 41)

Attendance by more than the majority of registered
members and approval by more han the majority of
attending members
The most vote winner in final voting (Meeting Rule 8)



의정활동이모저모
Other Facts and Episodes of the Council Activities

28 - 당진군의회

「당진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심의회의

삽교호친수공간조성사업현장확인

신평면(하수종말처리장) 현장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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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군의회정책포럼농업분야주제발표
(한국벤처농업대학전준일교수)

당진군의회정책포럼농업분야주제발표
(강남대사회복지전문대학원한동우교수)

당진군의회정책포럼토론자발표

수도권규제완화재촉구결의문낭독 의정자문위원회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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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덕테크노밸리방문

대전시서구의회 방문

광양시의회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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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침수지역현장확인 (송악면한진1리)

국도32호선~지방도633호선도로개설현장확인(당진읍우두리)

배다리뜰상습침수지역현장확인 (고대면장항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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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제방유실지역현장확인 (송산면부곡리)

합덕하수종말처리장현장확인

원용선농어촌도로현장확인 (당진읍시곡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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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수 만요트경기장시설견학

안성농산물유통센터시설견학

부산온천천자연형하천견학

경북 천시장현대화시설견학

강원도원주시시청사공사현장견학

전남장성군의회방문(선진주민아카데미벤치마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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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군의회해외연수
Study training overseas of the council in Dangjin-gun

오클랜드시의회의장(IGNACID DE LA FUENTE)과함께

AMB물류회사방문투자유치

오클랜드항만청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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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군의회해외연수
Study training overseas of the council in Dangjin-gun

샌프란시스코시청앞에서시장(MAYOR GAVIN NEWSOM)과함께

해외연수결과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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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왜목일출
서해에서 유일하게 일출을 맞이할 수 있는 곳으로 동해의 일출이
정열적이라면 왜목마을의 일출은 한순간 주위를 붉게 물들이고
황토빛 불기둥을 만들며 살며시 올라와 소박하고 서정적인 아름
다운 풍광을 자랑한다.

1st Landscape: Oemok Sunrise 

It is the only place in Seohae Ocean where people can welcomes the
sunrise. While the sunrise in Donghae Ocean is passionate, the
sunrise in Oemok Town reddens the surroundings at once and gently
rises by creating a fire torch with a color of yellow earth, boasting a
simple yet lyrically beautiful landscape. 

2경서해대교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7.3Km를 자랑하는 다리로 충남 당진군과
경기도 평택시를 연결하여 서해안고속도로를 이어주며, 아름다운
야경과 함께 당진 한진포구에서 바라보는 아침해돋이 광경이 가
히 일품이다. 

2nd Landscape: Seohae Grand Bridge

It is the longest bridge in Korea, stretching 7.3km. It connects Dangjin-
gun of Chungnam and Pyeongtaek city of Gyeonggi-do through
Seohaean Expressway. The morning sunrise looking from Hanjin
Pogu (harbor), not to mention the night view, is breathtaking. 

3경난지도해수욕장
군내 유일의 해수욕장으로 전국적으로 수질이 좋기로 이름이 나
있으며, 은빛 모래와 기암괴석이 장관을 이룬다. 특히 이곳에 있
는 청소년 수련시설은 300여명을 수용할수 있으며 바다레프팅
등 4계절 수련장으로 각광받고 있다.

3rd Landscape: Nanji Island Swimming Beach

It is the only swimming beach in the county. Nanjido Swimming Beach
is well-known for the quality water with silver-colored sands and
fantastically-shaped stones and rocks. The youth training facilities, in
particular, accommodates nearly 300 people at once and becomes
increasingly popular for all seasons including the sea rafting. 

4경제방질주(방조제)
삽교호·석문·대호방조제로 시원한 드라이브를 즐기며 바다와
담수호를 동시에 바라볼수 있는 해안관광코스로, 봄에는 노란 유
채꽃이 가을에는 갈대가 만발한다.

4th Landscape: Jebangjilju (Tide Embankment)

It is the coastal tourist attraction where visitors can enjoy the sea and
the freshwater lake while relishing the refreshing driving tour to Sapgyo
Lake, Seokmun and Daeho Tide Embankment. In the spring, the
yellow yuchae flowers bloom and the fields of reeds welcome the
visitors in the fall. 

당진8경
Eight Major Landscapes in Da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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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경솔뫼성지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인 안드레아 김대건 신부 탄생지로 연중 피정
인들과 순례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한국의 베들레헴으로 불리며,
이곳에는 순교 100주년 기념비, 신부동상, 성모상, 피정의 집, 김대건
신부 생가 기념관 등 성지 성역화 되어 있다. 

5th Landscape: Solmoe Seongji (Sacred Ground)

It is the birth place of St. Andrew Kim, first Korean catholic priest in
Korea. This is where a throng of pilgrims and hermits continue one after
another, which has been nicknamed as Bethlehem in Korea. This
area has been established as the sacred soil with the monument for
100th year of martyrdom, the statue of St. Andrew Kim, statue of Holy
Mother, Hermit House, the memorial hall of the priest’s birthplace etc. 

6경도비도해양체험
농어촌휴양단지와 함께 난지도로 가는 배편을 이용하는 곳으로 바
지락 잡이, 바다낚시, 민물낚시, 갯벌체험, 생태환경 체험등을 할수
있으며, 당진과 서산을 잇는 대호방조제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다. 

6th Beauty: Dobi Island Maritime Experience

Visitors can reach here by taking the ferry or ships on the way to Nanji
Island as they can to the Agriculture & Fisher Village Recreation
District. They can catch short-necked clams, go sea fishing and
freshwater fish, experience the foreshore and other ecological
environment activities. It is located in the middle of Daeho Tide
Embankment that links Dangjin and Seosan.

7경함상공원
국내 최초로 조성된 함상공원으로 해군 퇴역함정을 활용하여 해군체험
관, 역사관 등 다양한 체험은 물론 선상카페 등으로 새로운 관광의 면모
를보여주며바다와해군을동시에체험할수있는군함테마공원이다.

7th Landscape: Hamsang Navy Carrier Park

It is the first park in Korea established under the theme of military vessels
and carriers. It has utilized the navy warships out of commission and
organized the naval force experience pavilion and the history pavilion as
well as the cafe on the ship to provide various experiences. It displays the
new concept of tourism and visitors can have enjoy themselves by
experiencing the sea and the naval forces at the same time. 

8경아미망루(아미산)
당진군의 최고봉으로 미인의 눈썹같다하여 아미산이라 불리며 삼
림욕장, 수련원 등이 조성되어 있어 가족과 함께 산행을 즐기기
에 더없이 좋다. 정상에 올라서면 당진군 전역은 물론 서해바다
까지 조망할 수 있다.

8th Beauty: Amimangnu (Mt. Ami)

It is the highest peak in Dangin-gun. It name Ami came from its
resemblance to a beauty’s eyebrows. It is suitable for family picnics
with the recreation forest and training camps. At the summit, visitors
can see the entire area of Dangjin-gun and even Seohae Ocean. 

서해안의빼어난아름다움을간직한
아름다운당진, 
당진의대표적인관광지를소개해드립니다.

Beautiful Dangjin that contains the exquisite beauty
of Seohae Ocean.
Now get a glimpse of the representative tourist
attractions in Dangjin.



38 - 당진군의회

1미해나루쌀 (당진군일원)

해나루쌀은 완벽한 수리시설과 낮은 구릉지로 무기물이 풍부한
간척지에서 성장하고 자연발생적으로 불어주는 해풍과 풍부한 햇
볕을 받아 병해충이 적고 벼알이 알차게 여물어 빛깔이 윤택하며
밥을 지을 때 퍼짐성이 좋고 찰기가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1st Taste: Haenaru Rice (Entire area of Dangjin-gun)

Haenaru rice grows on the reclaimed land equipped with finest
irrigation facilities, low hills and full of minerals. Growing under the
natural sea winds and rich sunlight, Haenaru rice has little harmful
bugs and its grains are so well ripen with glossy colors. When cooked,
it spreads well and has a good consistency. 

2미꽈리풋고추 (당진군일원)

최첨단 시설에서 생산되는 청정 꽈리풋고추는 가바와 루틴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혈압을 낮춰주고 모세혈관 강화작용으로 고
혈압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다.

2nd Taste: Kkwari Chili Pepper (Entire area of Dangjin-gun)

The clean Kkwari Chili Pepper produced in the state-of-the-art facility
lowers the blood pressure with rich content of gaba and lutein as well
as curbs the high blood pressure by strengthening the capillaries. 

3미실치회 (석문면 장고항리)

봄철에만 나오는 실치회는 그 시기성 때문에 실치철이 되면 전국
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실치맛을 보기 위해 몰리고 있는 당진에서
만 맛 볼 수 있는 특색음식이다.

3rd Taste: Silchi Hoe(Janggohang-ri, Seokmun-myeon)

Silchi Hoe can be enjoyed only in the spring and only in Dangjin. Its
seasonal trait attracts numerous tourists across the nation in the
springtime.

4미느타리버섯 (당진군일원)

생볏짚을 이용 무공해로 생산되는 느타리버섯은 향과 맛이 좋고
단백질, 비타민, 무기염류 등이 풍부하여 인체의 면역기능을 높이
며 종양예방에도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4th Taste: Neutari Oyster Mushroom (Entire area of Dangjin-gun)

The Neutari Oyster Mushroom cultivated in a chemical-free fashion by
using the fresh rice straws. They are great in scents, tastes and rich in
protein, vitamin and mineral ingredients so that they are known to
improve a human body°Øs immunity and to be superior in preventing
tumors.

당진8미
Eight Major Tastes in Da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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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의대표적인맛고장! 
당진으로미각여행을오십시요!
당진의대표적인‘맛’을소개해드립니다.

The representative town for tasty folk cuisine in 
Seohae Ocean! 
Come visit for the gestation trip in Dangjin!
We introduce the representative ‘tastes’ of Dangjin.

5미면천두견주 (면천면 성상리)

중요무형문화재 제86-나호로 지정된 면천두견주는 아미산 진달
래를 원료로 하여 전통의 비법으로 제조하는 민속주로 전국적으
로 당진의 이름을 알리고 있다.

5th Taste: Myeoncheon Dugyeonju (Seongsang-ri, Myeoncheon-myeon)

Myeoncheon Dugyeonju has been designated as the important
intangible asset no. 86-B. It is the traditional folk liquor that is produced
by the traditional secretes using the azalea flowers from Mt. Ami as the
ingredients. It helps publicize the name of Dangjin across the nation. 

6미가화포도(당진군일원)
충청남도지사의 품질추천 농산물로 비가림 시설재배로 병해충이
없고 당도가 높으며 육질이 연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완숙과를
출하함으로써 맛과 색상이 뛰어나다.

6th Taste: Gahwa Grape (Entire area of Dangjin-gun)

It is the agricultural produce with recommended quality from the
provincial governor of Chungcheongnamdo. It has no harmful bugs
helped by the rain-proof cultivation, is high in sugar content and soft in
flesh. Only the fully ripen grapes are shipped so their taste and colors
are so deep and tasteful.

7미당진사과(당진군일원)
해안성 기후에 배수와 통풍이 잘되고 사질토양에서 재배되므로
맛이 신선하고 당도는 물론 빛깔이 고우며, 전국우수농산물 품평
회에서 우수한 품평을 받고 있다.

7th Taste: Dangjin Apple (Entire area of Dangjin-gun)

It grows in the environment of coastal climate with good drainage and
ventilation and on the sandy soil. Therefore, it tastes fresh, is rich in
sugar content with glossy colors. It continues to receive rave reviews
from the national outstanding agricultural produce fair. 

8미간재미회(송산면 가곡리)
간재미회는 송악면 성구미 일원에서 잡히는 싱싱한 간재미로 회
무침을 하여 새콤 달콤한 맛이 일품으로 전국의 미식가들이 즐겨
찾고 있다.

8th Taste: Ganjaemi Ray Hoe(Gagok-ri, Songsan-myeon)

Ganjaemi (ray) Hoe boasts tasty sour and sweet flavor from the
seasoned raw Ganjaemi with vegetables. These Ganjaemis are freshly
caught from the entire area of Seonggumi of Songakmyeon. A number
of gourmets around the nation come and enjoy the t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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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Home

이메일 E-mail

주 소
Address

성 명
Name

선거구명
Constituency

직 위
Position

의 장
Chairman

부의장
Vice - Chairman

의회운 위원장
Steering Committee

Chairperson

총무위원장
General Committee

Chairperson

산업건설위원장
Industrial Construction 

Committee Chairperson

의 원
Member of
Committee

의 원
Member of
Committee

의 원
Member of
Committee

의 원
Member of
Committee

의 원
Member of
Committee

의 원
Member of
Committee

의 원
Member of
Committee

핸드폰 Cellular Phone

011-457-9909

019-409-2887

011-431-9131

016-454-5885

011-401-3712

011-405-8933

011-274-4808

011-455-8833

011-427-6570

011-9461-2323

017-403-6145

011-9809-4449

353-7887

362-2887

362-6937

353-5133

352-5348

352-5220

354-1020

354-0572

362-0300

356-8168

362-6143

353-1720

cds0506@empal.com

eunho2887@hanmail.net

khyega@hanmail.net

soonsungpekr@hanmail.net

changjun1587@naver.com

y4058933@hanmail.net

ics0905@naver.com

csj6868@hanmail.net

msk6570@hanmail.net

mbc7711@hanmail.net

annsd46@naver.com

paradisehw@hanmail.net

나선거구
Na -

Constituency

다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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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resentation

최동섭(崔東燮)
CHOI DONG SUB

이은호(李殷浩)
LEE EUN HO

최기환(崔基煥)
CHOI KI WHAN

박장화(朴壯和)
PARK JANG HWA

한창준(韓昌埈)
HAN CHANG JUN

윤수일(尹壽一)
YOUN SOO ILL

이철수(李哲秀)
LEE CHEOL SOO

최수재(崔秀在)
CHOI SOO JAE

김명선(金明鮮)
KIM MYOUNG SUN

이재광(李栽光)
LEE JAE KWANG

안석동(安石東)
AN SEOK DONG

최윤경(崔允京)
CHOI YOONG YOUNG

송산면가곡리221
221, Gagok-ri, Songsan-myeon

우강면송산리502
502, Songsan-ri, Ugang-myeon

신평면부수리294
294, Busu-ri, Sinpyeong-myeon

순성면옥호리243
243, Okho-ri, Sunseong-myeon

정미면승산리40-11
40-11, Seungsan-ri, Jeongmi-myeon

당진읍읍내리
벽산아파트102동502호
102-502, Eumnari Byeoksan Apt.,
Dangjin-eup

당진읍채운리176-3 
두양그린빌라C동402호
C-402, Duyang Green Villa, 176-3,
Chaeun-ri, Dangjin-eup

고대면진관리642-2 
산내들아파트102동1201호
102-1201, Sannaedeul Apt., 642-2,
Jingwan-ri, Godae-myeon

합덕읍운산리273-14
273-14, Unsan-ri, Hapdeok-eup 

송악면기지시리153-31
153-31, Gijisi-ri, Songak-myeon

신평면남산리623
623, Namsan-ri, Sinpyeong-myeon

대호지면마중리239
239, Majun-ri, Daehoji-myeon



의회의완전개방으로군민여러분께알권리를부여하고군민의관심과참여속에더욱성숙
된의정을수행하고자합니다.

회기중에는언제라도방청하실수있으므로많은관심을가지시고방청하시기바랍니다.

Grounded on our policy to completely open the council to the public, we try to grant our county
residents with the right to know so as to carry out council matters in a more advanced level under their
interest and participation.

Please do not hesitate and apply for your attendance anytime during the s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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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여러분의방청을환 합니다.
We welcome your visit to the council.

방청문의전화 : 의회사무과☎(041) 350-3921/ 3922, FAX (041) 355-1901
Any inquires for attendance application: 
Council General Affairs Department +82-41-350-3921 / 3922, FAX (041) 355-1901

방 청 인
Audiences

의회사무과
Council General 

Affairs Department

방청인행위제한
Regulations and

limitations

개인 단체
Individual Group
방문 전화신청 의원소개
Visit
Apply by phone
Introduction to the council
members

당일교부(신분증제시)
Ticket issued on the spot
(under the condition of
presenting the applicant’s ID
card)

필요시 휴대폰검사
방청석사정에따라방청제한
A Mobile phone inspection if
necessary
Attendance is subject to
limitation depending on the
seat status.

방청안내
Attendance information

방 청
Attendance

퇴 장
Withdrawal

사무과 직원
Staffs at General Affairs
Department

방청인 준수사항 이행
Attendants are advised to
observe the rules and
regulations.



당진군관광안내도
Tourist Map of Da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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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처 : 당진군 관광개발사업소 (041)350-4791~3
발행일 : 2008년 6월
Design by 상록인쇄사 (041)355-3686

본 당진군 관광지도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으므로 무단복제 및 전재할 수 없습니다.
본 지도는 관광지도의 특성상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간재미회

안섬당제

솔뫼성지(김대건신부탄생지)

랑사

허브체험

기지시줄다리기

복지겸묘

성동산성

신평성당

도비도(농어촌휴양단지)

입한재(송익필사당)

GS EPS
(부곡발전소)

도자기체험

도자기체험

입지여건 Location & Traffic

도 로 : 서울에서 60분, 대전에서 80분, 천안에서 50분, 서해안고속도로(6차선), 「당진~대전」고속도로(4차선) 국도 32.34.38호
(4차선), 지방도 615호(4차선)

항 공 : 인천 종도국제신공항 90분, 청주국제공항 90분, 군산공항 80분
항 만 : 당진항(10선석 준공, 2020년까지 63선석 예정), 인근 평택항과 대산항 이용 편리
철 도 : 경부선(천안역에서 50분), 장항선(신례원역에서 30분), KTX(아산역에서 40분)
용 수 : 242.7천톤/일(보령, 대청, 아산호 광역용수공급)
전 력 : 한국동서발전(300만㎾/h), GSEPS(53만㎾/h), 석문호변 풍력단지 조성계획 : 2008~2010년까지 750㎾급 총 9기 건설

계획
기 타 :『당진-대전간 고속도로』건설중(2008년 개통) 대전 40분, 『당진-천안-울진간 고속도로』실시설계 중 천안 30분

서해안 철도 건설 계획, 『화성(야목)-당진-예산』, 『국도38호선』확·포장 공사 추진중 (송산면 가곡리~서산시 대산읍)    

Road :  60 minutes from Seoul, 80 minutes from Daejeon, 50 minutes from Cheonan, Seohaean Expressway (6 lanes), Expressway between
Dangjin and Daejeon (4 lanes), National road no. 32, 34, and 38 (4 lanes), Local road no. 615 (4 lanes)
Airplane : 90 minutes from Incheon Yeongjongdo International Airport, 90 minutes from Cheongju International Airport, 80 minutes from Gunsan Airport
Harbor : Dangjin Port (10 berths completed, 63 berths to be completed by 2020), convenient to leave from near Pyeongtaek Port and Daesan Port
Railway : Gyeongbu Line (50 minutes from Cheonan station), Janghang Line (30 minutes from Sillewon station), KTX (40 minutes from Asan station)
Water : 2,427,000 ton per day (integrated water supply from Boryeong, Daecheong, Asan Lake)
Electricity : Korea East-West Power (3 million /h), GSEPS(530,000 /h), Plan for Wind Power Complex Establishment near Seokmun Lake: A
total of 9 facilities equivalent of 750 to be constructed during 2008 and 2010
Other Facts : Dangjin and Daejeon Expressway under construction (scheduled to open in 2008): 40 minutes from Daejeon, Dangjin-Cheonan-
Uljin Expressway under designing: 30 minutes from Cheonan, Seohaean railway construction plan Hwaseong (Yamok)-Dangjin-Yesan
National Road No.38 expansion and packaging construction under consideration (Gagok-ri, Songsan-myeon - Daesan-eup, Seosan-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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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목마을
Waemok Sunrise



주민여러분의뜻이의정에최대한반 될수있도록

길잡이역할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We will do our utmost as the guidepost so as to fully 
reflect your opinions in the council decisions. 

Dangjin Gun Council

충남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515번지
515, Eupnae-ri, Dangjin-Eup, Dangjin-Gun, Chungchongnam-do
TEL:(041)350-3921~3 FAX:(041)355-1901
Homepage:http://www.djcounci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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