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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안내

Dang Jin City Council

확실한 변화,

"열린 의회, 일하는 의회"
Definite Change, 'An Open Council and a Working Council' 

안녕하십니까?

당진시의회 의장 김기재입니다.

새롭게 열정을 가지고 출발한 제3대 전반기 당진시의회는 시민 여러분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민의를 수렴하면서 당진의 발전방향을 이끄는 지역의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 25여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와 나아가 주민자치 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당진시는 현대제철, 동부제철, 동국제강 등 철강클러스터 기반과 고대·부곡지구, 석문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각종 산업단지를 성장 동력으로 서해안의 중심도시로 성장하고 있으며 당진항, 서해안고속도로, 당진-대전 간 고속

도로 등 물류 유통망의 발달로 21세기 대한민국을 주도하는 미래 산업도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큰 변화의 시기에 

당진시의회는 시민의 뜻이 반영되는 의정활동으로 시민과 당진시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지방자치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이 있을 때 더욱 발전할 수 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의 대의

기관으로서의 사명과 책임감을 가지고 '확실한 변화, 열린 의회, 일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 여러

분의 따뜻한 성원과 변함없는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진시의회 의장  김  기  재

Kim,Ki-Jae

Chairman of Dangjin City Council

Greetings everyone.

I am Kim,Ki-Jae, the Chairman of Dangjin City Council.

The first half of the 3rd Dangjin City Council has started its term with new passion and will serve to collect 

various opinions from our citizens to meet their expectation for the development of local communities and 

lead the direction to develop Dangjin.The council will be committed to realizing local government and citizen 

autonomy in a mature manner based on its experience for the past 25 year.

Our city of Dangjin is now growing to be a central city of the west coast  together with the industrial cluster 

including Hyundai Steel, Dongbu Steel and Dongkuk Steel and various industrial complexes including Godae 

Bugok Complex and Seokmun National Industrial Complex. Dangjin is also becoming an industrial city for the 

future leading Korea of the 21th century based on the development of logistics and distribution networks 

including Dangjin Port, Seohaean Expressway and Dangjin-Daejeon Expressway. In a time of great change, 

Dangjin City Council will make a happy future for citizens and Dangjin City through council activities that 

reflect the opinion of citizens.

Local government can achieve its development only when active participation and support by its citizens 

are assured. The council asks for your warm support and continuous interest in its activities. We will try to 

become all the time 'Definite Change an open council and a working council' without losing ours original mind 

with sense of duty and a sense of responsibility as a representative organization of citizens.The council wishes 

you and your family all the best. Thank you very m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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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Ethics Charter for Councilors of Dangjin City Council

우리 당진시의회 의원은 시민으로부터 선택받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의회의

명예를 지키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봉사함은 물론, 항상 올바르고 참된 의원상을 정립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의정 활동의 지표로 삼고자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이를 실천해 나가는데 다함께 노력 

할 것을 다짐한다.

1. 우리는 시민의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자세로 시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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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우리는 시정의 선도자로서 직무와 연계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시정을 

    올바르게 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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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토를 정착시킨다.

5. 우리 지역의 책임자로서 항상 연구·노력하는 자세와 합리적인 판단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선도하는데 온 힘을 모은다.

We the councilors of Dang jin City Council shall be dutiful in executing each of their duties as the 

representative selected by the city people so as to maintain the council's honor. Likewise, we make a 

pledge that we shall contribute ourselves to the objective of the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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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ty council activities in an effort to 

wholeheartedly conduct the following.

1. As the servant to the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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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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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ty county administrations shall not seek any financial profits obtained from the job and exert 

    any wrong influence, and lead the city administrations in a righteous and correct way.

4. We as the main subject of the city council administration shall respect each member of the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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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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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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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g Jin City Council

제1대 면의원 선거 1952년 4월 25일  

제2대 면의원 선거 1956년 8월 8일

제3대 면의원 선거 1960년 12월 19일

지방의회 해산 1961년 5월 16일 

제1대 군의원 선거 1991년 3월 26일 

제1대 당진군의회 개원 1991년 4월 15일 

군의원 보궐선거 (합덕읍) 1992년 10월 31일

제2대 군의원 선거 1995년 6월 27일 

제2대 당진군의회 개원 1995년 7월 7일 

제3대 군의원 선거 1998년 6월 4일

제3대 당진군의회 개원 1998년 7월 7일 

제4대 군의원 선거 2002년 6월 13일

제4대 당진군의회 개원 2002년 7월 8일

제5대 군의원 선거 2006년 5월 31일

제5대 당진군의회 개원 2006년 7월 5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10년 6월 2일

제6대 당진군의회 개원 2010년 7월 8일 

제1대 당진시의회 개원 2012년 1월 3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14년 6월 4일  

제2대 당진시의회 개원 2014년 7월 8일  

제7대 전국동시지방선거 2018년 6월 13일  

제3대 당진시의회 개원 2018년 7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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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ne 2, 2010 The 5th Nationwide local Election

July 8, 2010 Launch of the 6th Dangjin Council

January 3, 2012 Launch of the 1st Dangjin City Council

June 4, 2014 The 6th Nationwide Local Election

July 8, 2014 Launch of the 2nd Dangjin City Council

June 13, 2018 The 7th Nationwide Local Election

July 4, 2018 Launch of the 3rd Dangjin City Council

당진시의회

연혁
History of the Dangji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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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기구
Council Organization

의장

ㆍ의회 기본운영 계획 및 수립

ㆍ의회예산,시설,장비 및 물품관리

ㆍ의원 재산등록, 병역사항 관리

ㆍ의장(의원)행사 일정관리

ㆍ의정활동 홍보

ㆍ기록영상 촬영

ㆍ홈페이지 관리

ㆍ당진시의회 SNS 운영

ㆍ정례회 및 임시회 소집 · 운영 · 조정 

 · 회의록 작성 및 열람 · 보관

ㆍ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ㆍ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 및 조사 · 연구

ㆍ청원 · 진정서 접수 처리

부의장

특별위원회상임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

전문위원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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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g Jin City Council

당진시의회

의원정수
Member quota of the Dangjin City Council

석문면

난지섬

행담도

서부두
고대면

송산면

송악읍

신평면

우강면

합덕읍

순성면

면천면

대호지면

정미면

당진1•2•3동

나 선거구

라 선거구

가 선거구

다 선거구

선거구별 가 선거구 나 선거구 다 선거구 라 선거구
비례
대표

의원정수 당진동(1,2,3) 고대면 석문면 대호지면 정미면 합덕읍 면천면 순성면 우강면 송악읍 신평면 송산면

13 4 2 2 3 2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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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전반기

의장단
The first half of the 3rd council delegation

의장

부의장

김 기 재

정 상 영

Chairman

Vice Chairman

Kim ki Jae

Jeong Sang Yeong

(가선거구)

(다선거구)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Chairman of Council Steering Committee

전 재 숙 Jeon Jae Suk (비례대표)

총무위원회위원장

Chairman of General Affairs Committee

조 상 연 Cho Sang Yeon (가선거구)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Chairman of Industry & Construction Committee

김 명 진 Kim Myeong Jin (다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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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g Jin City Council

제3대 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현황
Composition of standing committee

의회운영위원회
Council Sterring Committee

위원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윤 명 수

최 창 용

최 연 숙

김 명 회

Yoon Myeong Su

Choi Chang Yong

Choi Yeon Suk

Kim Myeong Hoe

전 재 숙
Jeon Jae Suk

(비례대표)

(라선거구)

(가선거구)

(라선거구)

(비례대표)

Chariman

Vice Chairman

Council Member

Council Member

Council Member

General Affairs Committee

총무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최 연 숙

서 영 훈

윤 명 수

전 재 숙

김 명 회

Choi Yeon Suk

Seo Yeong Hun

Yoon Myeong Su

Jeon Jae Suk

Kim Myeong Hoe

조 상 연
Cho Sang Yeon

(가선거구)

(라선거구)

(가선거구)

(라선거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Chariman

Vice Chairman

Council Member

Council Member

Council Member

Council Member

Industry & Construction Committee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최 창 용

이 종 윤

임 종 억

정 상 영

양 기 림

Choi Chang Yong

Lee Jong Yun

Lim Jong Ouk

Jeong Sang Yeong

Yang Ki Lim

김 명 진
Kim Myeong Jin

(다선거구)

(가선거구)

(나선거구)

(나선거구)

(다선거구)

(라선거구)

Chariman

Vice Chairman

Council Member

Council Member

Council Member

Council M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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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구성
Organization of Dangjin City Council

시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서는 사무국장과 전문위원, 직원을 두며, 
사무직원은 의장의 추천에 의해 당해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며, 사무국장은 의장을 보좌하여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The city council operates assembly executive office to handle official business, and the executive office hires 
director, expert advisors and employees. Employees are appointed by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according to the recommendation from the chairman of the council. The director of the executive office 
processes secretarial works by the order of the chairman of the council.

상임위원장 Chairman of Standing Committee

의장ㆍ부의장 Chairman and vice-chairman

의원 Assemblyman

의회사무국 Assembly executive office

의회는 3개의 상임위원회(의회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두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임기는 각 2년임.
상임위원장은 소관 상임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감독한다.

The council has three permanent powers of attorneys (Council Steering Committee, General Affairs Committe 
and Industry Construction Committee) and committee president is elected among the committee members 
through secret ballot. Committee vice president is elected by mutual vote. Both committee president and 
vice president hold office for 2 years.
Permanent power of attorney represents standing committee and handles bills and petitions that fall under 
his juris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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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하는 사무를 감독한다.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

There are 1 chairman and 1 vice-chairman. They are elected by the assemblymen through secret vote and 
they hold office for two years.
Chairman represents the council, mediates proceeding and maintains order in the meeting room. The 
chairman can also call for a meeting and manage office under his jurisdiction. Vice-chairman assists chairman 
and fills in for chairman under unusual circumstances.

의원은 그 자치단체 주민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는 대표자로서 지역구 11명과 비례대표 2명의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임기는 4년임.

Assemblymen are selected through direct vote by the residents and they hold office for four years. There are 
11 elected district electorates and 2 proportional represen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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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g Jin City Council

의회의

기능과 권환
Functions and Authority of the Council

“기본에 충실한 의회, 당진시의회가 
시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입법기관

의결기관 시민대표기관

감시기관
자치단체의 법령인 조례제정

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 결정

자치단체의 의사를 
심의결정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는지 등을 감시

의 회 의  기 능
Functions of the council

의 회 의  권 한
Functions of the council

� 의결권 Right of the decide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의 의사를 결정 

•조례를 제정, 개폐,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의·확정 승인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심의·의결

� 선거권 Voting right

•의회 내부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선거권과 지방자치법령 

   이외의 법령과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의하여 주어지는 선거

� 청원처리권 Right to handle petition

•지역주민의 일정한 의견이나 권리요구 등을 지방의원 1인 이상의

   소개로 청원을 제출 받아 수리하고 처리

� 서류제출 및 출석요구건
Right to ask to submit paper and attend meetings

•집행기관의 사무를 감시하고 안건의 심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감사와 조사, 안건의 심사를 위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단체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

� 행정감시권 Right to oversee administration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 집행상태를 감시하고 통제

•감사권과 조사권에 의하여 감사기능 수행

� 자율권 Freedom right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 국가나 집행기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관여나 간섭받지 않고 스스로 규율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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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 운영
Council Management

의회의 소집과 회기 Council Convention & Session

본회의 Main Conference

- 정례회는 매년 2회 (1차 정례회, 2차 정례회)

- 임시회는 재적의원 1/3이상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은 15일 이내로 소집

- 임시회의 소집공고는 집회일 3일전까지 공고

- 연간 회의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통하여 90일 이내

- 본회의는 재적의원1/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본회의장에서 의원이 발언하고자 할때에는 사전에 허가를 얻어야 하며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 보충 발언, 의사진행 발언, 신상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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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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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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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jority of registered members 

    attend and more than the maj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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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exceed 10 min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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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심 의 절 차
Biill processing procedure

의안발의와 심의절차
Initiative and Deliberation Procedures for Bill

본회의 보고   
Report to the present meeting

제출(발의)
Submission
(proposal)

● 자치단체장, 재적의원 1/5이상
     Head of local government, more than 1/5 of the attendees

위원회 회부
Submit to the 

committee

● 상임(특별)위원회 회부
     Submit to the permanent power of attorney (special committee)

위원회 심사
Evaluation by 

the committee

● 제안설명, 질의 · 답변, 찬반토론, 의결 
     Explanation of the proposal, Question and answer Discussion, Decision making

본회의 심의
Evaluation at the
present meeting

● 심사보고, 질의 · 토론, 의결
     Report the evaluation results, Question and discussion Decision making

자치단체 이송
Move to the 

local government

●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
     Within five days of decision making

공        포
Proclamation

● 조례의 경우 20일 이내
     Within 20 days in case of ordinance

접        수
Registration

● 상위법령 위반여부, 의안발의 찬성자수와 서명 확인
     Check whether it violates higher laws
     Confirm the number of consents and check the sign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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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건
Proposal

발의 정족수
Motion quorum

의결 정족수
Decisionmaking quorum

일반의안
General bill

● 재적의원 1/5이상, 10인이상 연서로 발의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법 64조)

임시회집회
Emergency meeting

● 재적의원 1/3이상 발의 (법 45조)

●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
● 집회 요구가 있을시

개의
Opening

● 재적의원 1/3이상 출석 (법 55조)

의장 · 부의장선거
Election of chairman
and vice-chairman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

● 결선투표 다득표자 (회의규칙 8조)

의장불신임안
Non-confidence motion

of chairman

● 재적의원 1/4이상 발의 (법 55조) ●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법 55조)

조례안의 재의요구
Demand for

reconsideration of
ordinance

● 지방자치단체장 요구 (법 제172조 1항)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 찬성 (법 172조 1항)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Audit and inspection of

administrative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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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 (법 64조)

의원의 자격심사
Qualification screening of

assemblyman

● 재적의원 1/4이상 연서로 의장에게 청구
   (법 79조)

● 자격상실 : 재적의원 2/3이상 찬성
    (법 80조)

의원의 징계요구
Demand for disciplinary
action of assemblyman

● 징계대상의원 발생시

● 모욕당한 의원의 징계요구서 제출시 (법 87조)

● 제명의 경우 : 제적의원 2/3이상 찬성 
    (법 80조)

● 기타 징계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법 56조)

회의의 비공개
Closed meeting

● 의원 3인이상 발의 (법 65조)
● 출석의원 2/3이상 찬성

●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57조)

의원발의 및 정족수
Member's Initiative and Quorum for Re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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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당진시의회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Various Activities of the 3rd Council

1. 제3대 전반기 당진시의회 개원식

2. 의원선서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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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례회 개회식

4. 정례회 본회의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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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당진시의회 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회를 소개합니다.
Introduction of council delegation and standing committee

1. 김기재 의장

3. 전재숙 의회운영위원장

4. 조상연 총무위원장

5. 김명진 산업건설위원장

2. 정상영 부의장

1

2

4

3

5



18제3대 당지시의회 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회를 소개합니다.

6. 의회운영위원회

8. 산업건설위원회

7. 총무위원회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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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높은 감시와 균형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입니다.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citizens by surveillance

1. 시정질문

3. 조상연 의원

4. 최창용 의원

5. 이종윤 의원

6. 임종억 의원

2. 서영훈 의원
1

2

5

3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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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4

15
12

7

8

9 10 11

7. 김명진 의원

14. 의원출무일9. 양기림 의원

10. 윤명수 의원

11. 최연숙 의원

12. 전재숙 의원

13. 김명회 의원8. 정상영 의원

15.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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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중심! 맞춤형 의정활동

현장속으로 찾아갑니다.
Field centered council activities! Visit site

1. 당진항 라돈침대 매트리스 적재 장소 현장방문

3. 소로 3-204호선 현장방문

4.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부지 현장방문

5. 당진 전통시장 현장방문

2. 환영철강 인근 현장방문

1

3

5

2

4



22현장중심! 맞춤형 의정활동 현장속으로 찾아갑니다.

6. 시장오거리 현장방문

8. 난지섬 해수욕장 현장방문

9. 경로당 침수안전대책 현장방문

7. 난지섬 연도교 건설사업 현장방문

6

8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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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g Jin City Council

시민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We will listen to the voice of the citizens

1. 김기재 의장

3. 조상연 의원

4. 최창용 의원

5. 이종윤 의원

6. 임종억 의원

7. 김명진 의원

8. 총무위원회 시민과의 간담회

2. 서영훈 의원1

6

7

54

8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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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양기림 의원
13. 최연숙 의원

15. 김명회 의원
14. 전재숙 의원

16. 지역아동센터 임원진과의 간담회
17. 복지시설 방문 및 애로사항 청취

11. 한국부인회 당진지회와의 간담회

1716

9

10

12 13 14

15

11 10. 윤명수 의원
9. 정상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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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포토의정
Council in photographs

1. 제73주년 광복절 경축행사

3. 일본 다이센시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단 의회방문

4. 복지시설 위문방문

2. 농가주부모임 김장나눔행사
1

2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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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70회 충남도민체전 선수단 격려

8. 나라사랑공원 참배

9. 국제미술교류전 작가 의회방문

7. 산업건설위원회 사회기반시설 현장견학

8

6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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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여러분의

방청을 환영합니다
We welcome your visit to the council

● 의회의 완전 개방으로 시민 여러분께 알권리를 부여하고 시민의 관심과 참여속에 더욱 성숙된 의정을 수행

    하고자 합니다. 

● 회기중에는 언제라도 방청하실 수 있으므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시길 바랍니다.

방청문의 : 의회사무국

- Grounded on our policy to completely open the council to the public, we try to grant our city residents with the right   

   to know so as to carry out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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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y inquires for attendance application:

Council General Affairs Department 

TEL (041)-350-4811/4815

FAX (041)-355-1901

TEL +82-41-350-4811/4815

FAX +82-41-355-1901

방청안내
방 청

Attendance
information Attendance

-사무국 직원
  Staffs at General 
  Affairs 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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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청인
Audiences 

-개인 Individual 
-단체 Group 

-방문 Visit

-전화신청 Apply by phone

-의원소개 Introduction to 

  the council members

의회사무국
Council General

Affairs Department

-당일교부(신분증제시)
-Ticket issued on the spot

 (under the condition of
 presenting the applicant's
 ID card)

방청인 행위제한 
Regulations and

limitations 

-필요시 휴대폰검사
-방청석 사정에 따라 방청제한
-A Mobile phone inspection

 if necessary

-Attendance is subject to

 limitation depending on
 the seat status

퇴       장
Withdraw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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