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의회운영
1. 연 혁
◦1949. 7. 4.
◦1952. 4. 24.
◦1952. 5. 5.
◦1956. 8. 8.
◦1956. 8. 20.
◦1960. 12. 19.
◦1960. 12. 30.
◦1961. 5. 16.
◦1990. 12. 31.
◦1991. 3. 26.
◦1991. 4. 15.
◦1991. 12. 31.
◦1995. 6. 27.
◦1995. 7. 11.
◦1998. 6. 4.
◦1998. 7. 8.
◦2002. 6. 13.
◦2002. 7. 10.
◦2006. 5. 31.
◦2006. 7. 5.

제1절 의회현황

법률 제32호로 지방자치법 제정
초대 읍면의회 의원 선거
초대 읍면의회 개원
2대 읍면의회 의원 선거
2대 읍면의회 개원
3대 읍면의회 의원 선거
3대 읍면의회 개원
읍면의회 해산
※ 5.16 군사혁명위 포고령 제4호로 해산
지방자치법 개정(법률 제4310호)
초대 고성군의회 의원선거(14개 선거구 ; 15명)
초대 고성군의회 개원
법률 제4464호로 지방자치법 개정(3개 상임위원회 설치)
2대 고성군의회 의원선거(14개 선거구 ; 15명)
2대 고성군의회 개원
3대 고성군의회 의원선거(14개 선거구)
3대 고성군의회 개원
4대 고성군의회 의원선거(14개 선거구)
4대 고성군의회 개원
5대 고성군의회 의원선거(4개 선거구)
5대 고성군의회 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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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 회 구 성
◦의원수 : 10명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구성현황
제5대 전반기 (2006. 7. 5～2008. 7. 4)
의 장 부의장 위원회명 위원장상간 사임위 위원 원소 관회 실 과
의회운영 제준호 황대열 어경효,공점식, 의회사무과
위원회
김관둘

기획감사실, 행정과, 재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총 무 어경효 박태훈 송정현,황대열, 종합민원실,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 보건소,
김관둘
하학열 송정현 위원회
관광지관리사업소,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
지역경제과, 환경과,
해양수산과, 건설
산업건설 공점식 김홍식 제준호,최을석 녹지공원과,
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농업
위원회
기술센터(농업정책․농업지원
․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

※라 선거구 공점식의원 퇴직(2007.3.30), 최계몽의원 재선거 당선(2007.4.25)
제5대 후반기(2008. 7. 5～ )
의 장 부의장 위원회명 위원장상간 사임위 위 원 원소 회관 실 과
의회운영 최을석 김홍식 최계몽,
황대열, 의회업무전반
위원회
김관둘
기획감사실, 행정과, 재무과,
어경효,
주민생활과,
총 무 최계몽 최을석 하학열, 종합민원실,
문화관광과,
보건소,
제준호 송정현 위원회
관광지사업소,
김관둘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
지역경제과, 환경과, 녹지공원과,
건설재난과,
산업건설 김홍식 황대열 박태훈, 해양수산과,
도시개발과,
특구지원과,
위원회
송정현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농업지
원,․농축산과),상하수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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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회기구표
의

장

부의장

의회운영
위원회
총 무
위원회
산업건설
위원회
전문위원
(3명)

특별위원회
의회사무과장

의사담당
행정요원
3명

사무원
2명

속기사
2명

운전원
2명

비 고

4. 의회청사 현황

◦위치 :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성내리 198번지
본

부 의 원의 회총 무산 업전 문의 원

(단위:평)

계 회의장 의장실 의장실 사무실 운위원회영 위원회 건위원회설 위원실 휴게실 사무과 부속실
209.4 53.8 13.1 13.3 31.4 15.0 15.0 15.0 14.7 13.5 21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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