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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현원

 지 역 별（명)

가선거구

성산면
왕산면
구정면
강동면
옥계면

나선거구

내곡동
강남동

다선거구

홍제동
중앙동
옥천동
교1동
교2동

라선거구

포남1동
포남2동
성덕동

마선거구

주문진읍
연곡면
사천면

바선거구

초당동
송정동
경포동

비례
대표

6 18 3 2 3 3 3 2 2

제1절  연  혁

  ◦ 초 의회(36명) 1955.  9.  1. ~ 1956.  8.  7.
  ◦ 제2  의회(15명) 1956.  8.  8. ~ 1960. 12. 18.
  ◦ 제3  의회(15명) 1960. 12. 19. ~ 1961.  5. 15.
  ◦ 강릉시 제4  의회(21명) 1991.  4. 15. ~ 1994. 12. 31.
  ◦ 명주군 초   의회(10명) 1991.  4. 15. ~ 1994. 12. 31.
  ◦ 시군통합의회 (30명) 1995.  1.  1. ~ 1995.  6. 30.
     ※ 강릉시, 명주군 통합
  ◦ 제5   의회(30명) 1995.  7.  1. ~ 1998.  6. 30.
  ◦ 제6   의회(22명) 1998.  7.  1. ~ 2002.  6. 30.
  ◦ 제7   의회(21명) 2002.  7.  1. ~ 2006.  6. 30.
  ◦ 제8   의회(18명) 2006.  7.  1. ~ 2010.  6. 30.
  ◦ 제9   의회(18명) 2010.  7.  1. ~ 2014.  6. 30.  
  ◦ 제10  의회(18명) 2014.  7.  1. ~ 현재                        

제2절  구  성

  【선거구 및 의원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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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기구 및 조직

1. 기  구

의    장

부 의 장

상 임 위 원 회 특 별 위 원 회

운    영
위 원 회

(6명)

내무복지
위 원 회

(9명)

산업건설
위 원 회

(8명)  ∙ 윤리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8 평창동계올림픽지원 특별위원회
 ∙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 특별위원회
 ∙ 강릉 군비행장 주변마을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사무국장

행정 4급

전문위원

행정5급(3명)

의정 담당 의사 담당 홍보담당

행정 6급 행정 6급 행정 6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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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
수

당  선
경력별

연  령  별 직  업  별 학 력 별

초
선

재
선

삼
선

사선 40대 50대 60대

농
․

축
업

건
설
업

서
비
스
업

기

타

고
졸
이
하

대

졸

대
학
원

18명 10 3 4 1 2 11 5 1 2 1 14 1 10 7

구    분 정원(현원)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22(23) 1(1) 2(3) 5(4) 9(9) 4(5) 1(1)

층  별 배치현황 비  고

3 층
 의장실, 부의장실, 운영위원장실

 본회의장, 시민사랑방

2 층
 내무복지위원장실, 산업건설위원장실

 내무복지위원회의실, 산업건설위원회의실
 대회의실, 의원1인실(201 ~ 2013)

1 층
 사무국장실, 전문위원실, 운영위원회의실, 소회의실

 의회사무실, 방송음향실, 의회도서관, 기사대기실, 문서고

지하층  기계실

2. 조  직

  ◦ 의  장  단 -------------------------------  의 장 이용기, 부의장 최선근
  ◦ 상임위원회 --------------------------------------------  3개 위원회

  《상임위원회 구성 현황》

구  분 의회운영위원회 내무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계 6명 9명 8명

위원장 강희문 조영돈 김남형

부위원장 김남길 허병관 김기영

위  원
기세남, 김기영
허병관, 박건영

 기세남, 이재안, 강희문, 유현민
박경자, 조대영, 최익순

최선근, 한상돈, 김남길
배용주, 박건영, 김복자

 ※ 제10  전반기 원구성 출범(2014.07.01)

  ◦ 의회구성 분포(10대)  

  
  ◦ 정ㆍ현원 현황 

 ※ 정원외 상근인력관리 3명(휴직1, 청경1, 무기계약직2)

  ◦ 의회사무실 배치 현황





제1절 회기운영

제2절 의정일지

제3절 지방의회 의원명단

민선6기 시정백서 2014 ~ 2015

제2장 의회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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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안건
의결

보고 철회 보류 기타
가결 부결

총    계 135 132 1 2

조례안
의원발의 6 6

시장제출 46 45 1

예  산  안 3 3

동  의  안 17 16 1

승  인  안 8 8

건  의  안 2 2

결  의  안 24 24

규  칙  안 1 1

의견청취안 8 8

청    원 -

기    타 20 19 1

제1절  회기운영

1. 안건접수 및 처리현황

  [2014년도]

  [2015년도]

구    분 안건
의결

보고 철회 보류 기타
가결 부결

총    계 162 157 1 2 1 1

조례안
의원발의 23 23

시장제출 63 62 1

예  산  안 4 4

동  의  안 27 25 2

승  인  안 5 5

건  의  안 3 3

결  의  안 18 18

규  칙  안 1 1

의견청취안 2 2

청    원 1 - 1(불채택)

기    타 15 14 1

※ 보류안건 : 2016년도에 의결(가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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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회  기 기  간 본회의 처리안건 비 고

2014년

제234회
임시회

02.26.~03.07.
(10일간)

조례안 2, 동의안 2, 건의안 1, 결의안 2, 
의견청취안 1, 기타 2

제235회
임시회

04.14.~04.18.
(5일간)

조례안 4, 동의안 2, 결의안 3, 기타 2

제236회
임시회

05.08.
(1일간)

결의안 1, 의견청취안 1, 기타 1

제237회
임시회

06.19.~06.27.
(9일간)

조례안 6, 예산안 1, 동의안 1, 승인안 1, 
결의안 2, 의견청취안 2, 기타 2

제238회
임시회

07.02.~07.03.
(2일간)

결의안 1, 기타 3

제239회
임시회

07.25.~08.01.
(8일간)

조례안 6, 동의안 1, 승인안 1, 건의안 1, 
결의안 3, 기타 2

제240회
정례회

09.02.~09.25.
(24일간)

조례안 8, 동의안 1, 승인안 3, 결의안 6, 
의견청취안 2, 기타 5

제241회
임시회

10.27.~10.30.
(4일간)

조례안 7, 동의안 3, 결의안 3, 기타 1

제242회
정례회

11.25.~12.19.
(25일간)

조례안 18, 예산안 2, 동의안 6, 결의안 3, 
규칙안 1, 의견청취안 2, 기타 2

2015년

제243회
임시회

01.26.~02.04.
(10일간)

조례안 2, 동의안 2, 건의안 1, 결의안 2, 
기타 2

제244회
임시회

03.23.~03.27.
(5일간)

조례안 14, 동의안 2, 건의안 1, 결의안 2, 
기타 2

제245회
임시회

05.26.~06.08.
(14일간)

조례안 15, 예산안 1, 동의안 1, 승인안 2, 
결의안 3, 규칙안 1, 기타 2

제246회
정례회

07.13.~08.03.
(22일간)

조례안 8, 승인안 3, 결의안 4, 기타 3

제247회
임시회

09.15.~09.24.
(10일간)

조례안 7, 예산안 1, 동의안 5, 결의안 2, 
기타 2

제248회
임시회

10.23.~10.29.
(7일간)

조례안 13, 동의안 10, 결의안 2, 
의견청취안 1, 기타 1

제249회
정례회

11.25.~12.18.
(24일간)

조례안 26, 예산안 2, 동의안 5, 건의안 1, 
결의안 3, 의견청취안 1, 기타 2

  《회기별 본회의 상정 처리안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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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위원회별 수감부서 지적사항 비 고

2014년

계 135건

의회운영
위 원 회

의회사무국 3

내무복지
위 원 회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관광문화복지국, 
안전행정국, 동계올림픽지원단, 보건소, 
강릉관광개발공사 

65

산업건설
위 원 회 

경제진흥국, 건설교통국, 환경수도사업본부, 
농업기술센터 

67

2015년

계 165건

의회운영
위 원 회

의회사무국 4

내무복지
위 원 회

공보관, 감사관, 행정국, 문화관광국, 
복지환경국, 올림픽대회추진단, 보건소, 
강릉관광개발공사 

94

산업건설
위 원 회

산업경제국, 올림픽도시정비단, 농업기술센터, 
건설수도본부 

67

2. 진정서 접수 및 처리현황

연도별 접  수
처     리 

불수리 기  타
집행기관 이송 위원회 참고 위원회 회부

2014년 14 9 3
1

(타기관)
1

(취소)

2015년 13 12 1

 3. 예산안 심사의결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회계별 확정예산액 비고

2014년

계 686,293

2015년도 당초예산안일반회계 598,590

특별회계  87,613

2015년

계 742,402

2016년도 당초예산안일반회계 650,654

특별회계  91,748

 4. 행정사무감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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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기간 방문국 연수인원 연  수  내  용 비고

2014. 2. 5
~ 2014. 2.12.

러시아
(소치)

10명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참관

2014. 11. 8
~ 2014. 11.15.

중국
(운남성/망시)

7명  중국우호협력도시 방문

 2014. 11. 28
~ 2014. 12. 2.

필리핀
(인당시)

4명
 필리핀 인당시 초청에 따른 
 교류 협력 방문

2015. 4. 4
~ 2015. 4.13.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8명
 친환경도시기반시설 확충 방안을
 위한 국외연수 

2015.11.10.
~ 2015.11.13

일본
(나가노 등)

4명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일본 나가노등 벤치마킹

5. 의원 연찬회 활동

행 사 명 행사일 장소 행   사   내   용

제10대 강릉시의회
개원에 따른

의정연수
2014. 7. 8 녹색도시체험센터

4년간 의정활동을 어떻게 할것인가?
지방의원, 의정활동 전략과 기법

의정연수
2014. 8. 12.
   ~ 8. 14.

제주도
지방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행정사무감사 무엇을 어떻게 할것인가
지방예산의 이해

강릉·안양시의회
의원 합동세미나

2014. 11.17.
    ~11.18.

안양시의회
(소회의실)

양의회간의 정보교류 및 친선도모
행정제도 우수사례 현장견학

의정연수
2015.11.02.
  ~ 11.04.  

거제시
(대명리조트)

청중을 사로잡는 연설기법
예산안심사 전략
의원발의 조례안 작성법

안양·강릉시의회
의원 합동세미나

2015.11.05.
   ~11.06.

강릉시의회
(대회의실)

초청강사 특강
정보교류 및 친선도모
관광시설 체험 견학

 6. 의원 해외연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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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의정일지

일 정 별 주  요  내  용 비  고

2014. 1. 1. 2018 동계올림픽 D-1500일 홍보행사

2014. 1. 2. 신년참배(충혼탑 외 2개소)

강릉시의회 시무식

2014. 1. 3. 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2014. 1. 6. 강릉여고 총동문회 신년인사회

유광현 강원영동병무지청장 접견

원대희 한국전기안전공사 강원동부지사장 접견

신우현 강릉세무서장 접견

2014. 1. 7. 시산제 

중앙고등학교 총동창회장 이․취임식

2014. 1. 8. 기독교연합회 신년 조찬기도회

포남1동 새마을부녀회 월례회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 회장단 접견

김중남 한국농어촌공사 강릉지사장 접견

2014. 1. 9. 최돈설 문화원 부원장 접견

2014. 1. 16. 사회복지인 신년인사회

(사)강원도민회중앙회 정기총회 및 신년인사회

2014. 1. 17. 새누리당 강원도당 신년인사회

2014. 1. 20.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강릉시착한의원연합회 창립총회

2014. 1. 21. 2014 강원경제인대회 및 신년인사회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만찬 간담회

2014. 1. 22.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정기총회

강릉시의회 신년인사회

2014. 1. 23. 포남1동 동민안녕기원제

강릉축산농협 제33기 정기총회

2014. 1. 24. 리모델링 바다열차 시승식

2014. 1. 27.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2014 정기총회

2014. 1. 28. 복지시설 위문(종합사회복지관 외 4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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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별 주  요  내  용 비  고

2014. 1. 28. 설명절 군부대 위문

2014. 1. 29. 김영만 강릉보호관찰소장 접견

강릉시의회 급식 봉사 (노인종합복지관)

2014. 2. 4. 월정사 2014년 신년하례법회

2014. 2. 5. 2014 소치동계올림픽 견학

2014. 2. 19. 원주시 봉사단 격려

안양시의회 의장단 접견

2014. 2. 22. 2014 강릉농업 풍년기원제

2014. 2. 24. 제23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4. 2. 26.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성공 기원 범도민 화합행사

2014. 2. 27. 제87대 강릉향교 전교․장의 이․취임식

2014. 2. 28. 제159차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기원 대회기 순회행사

2014. 3. 1. 제95주년 3.1절 기념행사

3.1절 기념 건강달리기대회

해병대 강릉시전우회 회장단 및 감사 이취임식 

2014. 3. 3. 강릉농악전수관 신축공사 기공식

오죽헌 선비문화체험관 신축공사 기공식

2014. 3. 4.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 건설공사 기공식

2014. 3. 6. 노인일자리사업 발대식

사천하평답교놀이 행사 참석

제23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4. 3. 10. 충효교육원 2014년도 개강식

2014. 3. 11. 초당작은도서관 개관식

2014. 3. 13. 제6회 강릉전통음식학교 개강식

2014. 3. 14. 제7회 강릉시농업평생학습대학 입학식

2014. 3. 19. 2014년도 강릉노인대학 입학식

제41회 상공의 날 기념식 

2014. 3. 21. 강원도어린이집연합회회장 이취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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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3. 23. 2014 강릉시연합회장기 배드민턴대회 및 회장 이․취임식

2014. 3. 25. 제160차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

2014. 3. 27. 월대산작은도서관 개관식

2014. 3. 28. 희망의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강릉녹색도시체험센터 준공식

강동면 번영회장 이․취임식

2014. 3. 29. 제22회 강릉시축구연합회장기 주중챔피언리그 개막식

아케다SGI회장부부 특별현창패 수여식

2014. 3. 30. 솔향강릉리그 생활체육 야구대회 개막식

2014. 3. 31. 여성문화센터 자원봉사단 발대식

2014. 4. 2.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및 강릉시발전기원 제4회 봄 산신대제

2014. 4. 3. 석호생태체험관 기공식

오상록 KIST강릉분원장 접견

2014. 4. 4. 경포현대A 경로당 개축 준공식

안광인 안전보건공단 강원동부지도원장 접견

2014. 4. 7. 덕봉사 다례제

2014. 4. 8. 식목일 행사 참석

2014. 4. 10. 안전보건공단 강원동부지도원 개원식

2014. 4. 11. 올림픽 및 패럴림픽기 게양․사진전시 행사 참석

엄원근 강원지방기상청장 접견

2014. 4. 14. 제23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4. 4. 15. 한국농어촌공사 강릉지사 풍년기원 통수식

2014. 4. 18. 제23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제34회 장애인의날 기념 및 제14회 강릉시장애인어울림한마당행사

허난설헌 추모 425주기 다례제

2014. 4. 19. 난설헌 허초희문화제 개막식

2014. 4. 24. 중국 연변 노인체육 국제교류전 개회식

2014. 4. 26. 제7회 범일국사문화축전 범일국사 다례제

2014. 4. 27. 제1회 전국강릉산악자전거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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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4. 29. 제3차 IOC조정위원회회의 공식만찬

2014. 5. 1. 미국버지니아주 라우던시 수퍼바이저위원장 내방

2014. 5. 2. 양양↔블라디보스톡 국제선 취항식 참석

세월호 합동분양소 조문

2014. 5. 6.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요식

2014. 5. 8. 제23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2014. 5. 9. 2014사랑의 점심나누기 모금캠페인

2014. 5. 13. 강릉단오제 봉안제

2014. 5. 20. 강릉장로교회배 게이트볼대회

2014. 5. 30. 필리핀 인당시 관계자 강릉시의회 방문

2014. 5. 31. 단오제 영신행차 / 신통대길 길놀이

2014. 6. 1. 제22회 너도나도 투호놀이 대회

제47회 전국남녀 시조 경창대회

2014. 6. 2. 단오제 줄다리기행사 개회식

제49회 강원도민체전 선수단 결단식

2014. 6. 3. 강릉단오제 조전제

강릉단오제 제9회 경로윷놀이 대회

어린이와 함께하는 작은단오 행사 참석

2014. 6. 6. 2014율곡대기 리틀K리그 전국유소년축구대회 개회식

제59회 현충일 추념행사

2014. 6. 7. 제22회 강릉시태권도협회장기 태권도대회 및 품새경연대회 참석

제7회 단오맞이 한청실버가요제 참석

2014. 6. 10. 강원도민체전 개회식 참석

2014. 6. 11. 단오제 서화대전 참석

2014. 6. 12. 강릉시의회 운영위원회 개최

2014. 6. 17. 강릉시 릴레이자원봉사 출발식 참석

2014. 6. 19. 제23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강원도시군의장협의회 월례회의 참석

2014. 6. 20. 제19회 강릉시야구협회장기 강원도 초․중 야구대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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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6. 23. 청학기 전국여자중고축구대회 참석

2014. 6. 25. 제64주년 6.25전쟁 기념행사 참석

2014. 6. 26. 2014 대한민국 녹색에너지체험전 개막식

2014. 6. 27. 제23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강릉시의회 제9대의회 폐회식

2014. 6. 28. 2014 강릉 자전거대행진 행사 참석

찾아가는 자원봉사단 행사

2014. 7. 2. 제23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강릉시의회 제10대의회 개원식

2014. 7. 3. 제23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4. 7. 4. 양동신 동해해양경찰서장 접견

2014. 7. 6. 제12회 경포바다마라톤대회 참석

2014. 7. 9. 전국 물놀이 안전지킴이 발대식 참석

2014. 7. 10. 민선6기 지방선거 당선자 교례회 참석

2014. 7. 11. 경포 및 옥계해변 개장식 참석

여름경찰서 현판식 참석

2014. 7. 12. 강릉바다축제 참석

제13회 국민생활체육 전국가족탁구대회

2014. 7. 13. 제5회 국민생활체육회장배 전국스킨스쿠버 대회 참석

2014. 7. 15. 강릉시민연대 간담회

2014. 7. 16. 장애인연합회 간담회

2014. 7. 17. 강릉시 의용소방대 연합회 소방기술경연대회 참석

강릉빙상경기장 기공식

2014. 7. 19. 금강대기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

2014. 7. 23. 한국노총 강릉택시지부 접견

2014. 7. 24. 독립운동가 권익현 선생 흉상 준공식

G1 영동본부 사무소 이전 개소식

제49회 강원도민체육대회 강릉시 선수단 해단식

2014. 7. 25. 제23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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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7. 25. 제13회 강릉국제청소년 예술축전 개막식

2014. 7. 29. 왕산 대기리 산촌체험학교 리모델링 준공식

2014. 7. 30. 정동진 레일핸드바이크 시승식

2014. 7. 31. 옥계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준공식

정동 레일핸드바이크 개통식

2014. 8. 1. 제23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캐나다 GYL 방문단 접견

2014. 8. 5. 강원도시군의장협의회 월례회의 참석

2014. 8. 6. 옥계장학회 회의

명주국제인형극제 개막식

2014. 8. 8. 제7회 안인진항 노란참가자미 축제

2014. 8. 15. 제64회 옥계면민 체육대회

2014. 8. 16. 옥계지명 탄생 100주년 기념 한마음 축제

2014. 8. 18. 세계무형유산등재기원 사진전

2014. 8. 19. 을지연습 근무자 격려 방문

2014. 8. 22.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회식

2014. 8. 23. 옥계면 장학회 장학금 수여식

해병대강릉시전우회 재난구조단 창설 발대식

2014. 8. 25. 한우협회 강릉시지부 한마음대회

서울시 중구의회의원 강릉시의회 방문 접견

2014. 8. 28. 강릉관광개발공사 임원진 접견

2014. 8. 29. 강원 어린이집연합회 원장 연찬회

2014. 8. 30. 제7회 국회의원기 국민생활축구대회

신봉승 문학조명 세미나 및 토크콘서트

제12회 대관령국제힐클라임대회

제4회 국회의원배 볼링대회

2014. 8. 31.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발표회

2014. 9. 1. 시민의 날 타종식

관동대학교 개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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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9. 1. 2018스마일 캠페인 범시민 실천협의회 창립총회

강릉관광개발공사 임원진 접견

시민의날 기념행사

2014. 9. 2. 제240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중추절 사회복지시설 방문

행정동우회 예친회 작품전시회

2014. 9. 3. 중추절 군․경부대 방문(강릉경찰서, 제18전투비행단)

강원도의원 초청 간담회

2014. 9. 4.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주민 간담회

2014. 9. 5. 강릉역 명예역장 일일체험

2014. 9. 11. ICCN 사무국장(최희경) 접견

2014. 9. 12.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 관계관 접견

2014. 9. 13. AG게임 성화출발행사

강원어린집 한마음대회

2014. 9. 15. 가톨릭관동대학교 부총장 접견

2014. 9. 16. 6.25전사자 개토식 행사

2014. 9. 17. 한국정보화농업인연합회 중앙전진대회

성덕동 인구3만 돌파 기념행사

2014. 9. 20. 교산허균 영정 봉안식 및 문화제

제5회 평생학습어울림한마당

2014. 9. 22. 갈골산자 최봉석 명인 접견

제44회강릉예술축전

2014. 9. 23. 제8기계화사단 전몰자추모행사

동해안경제자유구역청 주관 간담회

2014. 9. 24. 제21회 강릉시여성대회

제240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4. 9. 26. 강릉갈골과줄 세미나 및 전승발표회

2014. 9. 28. 제23회강릉시민가요제

2014. 9. 29. 제7회 강릉시장배 시민골프대회 폐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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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9. 30. 제163차 시군의장협의회 월례회

2014. 10. 1.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원장 접견

제19회 강릉시 여류작가 초대전

2014. 10. 2. 대구 북구의회의원 강릉시의회 방문 접견

제5회 백교문학상 시상식

2014. 10. 3. 해파랑길(바우길)걷기대회

제8회 구정면민 한마음 체육대회

제15회 주문진오징어축제

2014. 10. 4. 옥계중 개교 60주년기념 동문화합한마당

2014. 10. 5. 제11회 강동면민체육대회

2014. 10. 6. 노인의 날 행사

제16회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

2014. 10. 6. 금진초등학교 체육대회

옥계면 개발자문위원회 회의

2014. 10. 8. ICCN 총회 참석(이란 이스파한, 10.8. ~ 10.14.)

2014. 10. 17. 강릉시 이통반장 한마음 대회

2014. 10. 18. 남이섬 ‘강릉의 날’ 행사

2014. 10. 20. 강릉 학생문화예술축제

2014. 10. 23.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 개막식

강릉시립미술관 한기주 관장 접견

2014. 10. 24. 강릉시새마을지도자한마음대회

2014. 10. 25. 옥계중앙교회창립100주년 예배

2014. 10. 26. 제53회 대현율곡이선생제 본제

율곡대상 시상식

제52회 한국사진작가협회 강원도 회원전

2014. 10. 27. 제95회 전국제천 강릉시 선수단 격려

제24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4. 10. 30. 제24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강원도 시도의원 한마음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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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 1. 2018스마일캠페인 범시민 걷기대회

왕산면민 체육대회 개회식

국회의원,도의원,시의원 간담회

2014. 11. 4. 강릉시 경로당프로그램 발표회

강릉시 민원콜센터 개소식

2014. 11. 5. 솔향강릉 표지작가 초대전

2014. 11. 7. 제32회 강릉시 농업인의날 행사

2014. 11. 8. 강릉시 자매도시 중국 망시 방문(11.8. ~ 11. 15.)

2014. 11. 17. 도/3개시군 의장․동계특위위원장 간담회

강릉시 및 안양시 의원 합동연수

2014. 11. 19. 옥계면 남양1리 경로당 준공식

2014. 11. 20. 통합과 전진을 위한 강릉시민한마음대회

시정현안 추진에 따른 전체의원 간담회

2014. 11. 21. 어린이의회 개원식

강릉시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세미나

2014. 11. 25. 제24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14. 11. 27. 강릉시립미술관 한기주 관장 접견

2014. 11. 28. 제15회 신사임당 미술대전 시상식

2014. 12. 1. 산업건설위 현장방문 및 봉사활동

2014. 12. 3. 제24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제11회 강릉시사회복지대회

여성문화센터 작품 발표회 및 전시회

2014. 12. 5. 제7회 강릉시 농업평생학습대학 졸업식

2014. 12. 6. 옥계면 사랑나눔 봉사행사

2014. 12. 8. 강릉 차(茶)인의 자리

2014. 12. 9. 와인과 막걸리의 만남 면민 한마음 축제

2014. 12. 10. 제16회 지회장기 장기대회 및 제14회 노인대학 척사대회

제165차 강원도시군의장협의회 월례회

2014. 12. 11. 제16회 임영전통문화예술인의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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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2. 12. 강원도 축구인의 날 행사

2014. 12. 13. 제7회 강릉관광전국사진공모전 시상

2014. 12. 14. “대한민국농악”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기념행사

2014. 12. 15. 제24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4. 12. 16. 강릉노인대학 제30회 졸업식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릉지사장 접견

한국자산관리공사 강원지역본부장 접견

2014. 12. 17. 중국자매도시 언론․관계자 초청 설명회

2014. 12. 18. 강릉대도호부 관아 명칭 확정 현판식

2014. 12. 19. 제24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14. 12. 24. 옥계면 이통반장 대회

그린실버악단 송년 음악회

2014. 12. 29. 구정면 이통반장대회

2014. 12. 29. 강릉JC특우회 회장 이취임식

2014. 12. 30. 옥계번영회 송년의 밤

2014. 12. 31. 2014년 강릉시의회 종무식

포교당 희망의 타종식

제야의 종 타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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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 2. 2015년 신년참배(충혼탑 외 2개소)

2015년 강릉시의회 시무식

김학철 신임 부시장 접견

2015. 1. 5. 강릉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2015. 1. 7. 2015년 시산제

중앙고등학교 신년인사회

2015. 1. 9. 옥계면 신년인사회

2015. 1. 13. 재경강릉시민회 신년하례

2015. 1. 16. 강원도옥외광고협회 강릉시지부 제23차 정기총회

2015. 1. 19. 농업인 단체장 접견(농촌지도자,농업경영인,여성농업인)

23사단 김성일 사단장 접견

2015. 1. 22. 강원도시군의장협의회 월례회

2015. 1. 23. 강릉농협 정기총회

2015. 1. 26. 제24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왕산보건지소 준공식

2015. 1. 27. 단오제위원회 위원장 이취임

강릉시 사회단체장 간담회

2015. 1. 28. 경제자유구역청 보고

2015. 1. 29. 옥계농협 정기총회

스마일캠페인 범시민실천협의회 정기총회

2015. 1. 30.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강원도지회장 이취임식

2015. 1. 31.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필리핀 관계자 초청 세미나

2015. 2. 2.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릉지사장 접견

2015. 2. 3. 농촌지도자 ․ 생활개선강릉시연합회 회장 이취임식

2015. 2. 4. 제24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5. 2. 7. 강릉시야구협회 회장 이취임식

2015. 2. 9. 동계올림픽 빙상경기장 사후활용 벤치마킹

2015. 2. 11. 설명절 군부대 위문(18전투비행단,기무부대, 8군수지원단,32관리대대)

2015. 2. 12. 사회복지시설 위문(늘사랑의집,효도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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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2. 13. 한국여성농업인 강릉시연합회장 이취임식

동계올림픽조형물준비위원회 회의

2015. 2. 14. 강원도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강릉지회 정기총회

2015. 2. 16. 여성단체협의회 접견

2015. 2. 23. 강릉바우길 임원진 접견

강릉시중기연합회 임원진 접견

2015. 2. 25. 강릉시여성단체협의회장 이취임식

2015. 2. 27. 강릉시주민자치협의회장 이취임식

2015. 3. 1. 제96주년 3.1절 기념행사

3.1절 건강달리기

2015. 3. 6.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발대식

2015. 3. 7. 강릉시 풍년기원제 참석

2015. 3. 13. 제8회 농업평생학습대학 입학식

2015. 3. 14. 바우길 걷기 대회(남항진~사천항)

2015. 3. 16. 강릉체력인증센터 개소식

2015. 3. 17. 민족통일강릉시협의회장 이취임식

2015. 3. 18. 제42회 상공의 날 기념식

강릉시립복지원 생활관 준공식

2015. 3. 19. 강릉시생활체육회장 취임식

2015. 3. 20. 옥계농협 조합장 취임식

2015. 3. 23. 제24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5. 3. 24. 중국 망시방문단 공식방문 접견

광산진폐연대 김은하 회장 면담

2015. 3. 26. 동계올림픽 조형물 추진위 회의

2015. 3. 27. 제24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5. 3. 28. 바우길걷기행사(바우길 10구간)

2015. 4. 7. 옥계면 체육회 총회

스페인 알헤메시 자매결연 체결

2015. 4. 8. 동계올림픽 조형물 추진위 창립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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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4. 9. 옥계면 유도회 총회

2015. 4. 10. 2018그루 희망의 나무심기

강릉요양병원 개원식

2015. 4. 14. 2015 강릉노인대학 입학식

2015. 4. 15. 가톨릭관동대학교 총장 취임식

2015. 4. 21. 제5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

2015. 4. 22. 장애인복지관 이용자협의회 접견

2015. 4. 23. 한청 집행부 접견

2015. 4. 24. 대한전문건설협회 강원도회 제17회 회원사 대표자 체육대회

2015. 4. 25. 2015년 노동절 기념행사

2015. 4. 30. 제167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

2015. 5. 2. 난설헌 허초희 문화제

2015. 5. 7. 난설헌 허초희 제426주기 추모 헌다례

2015. 5. 8. 제43회 어버이날 기념식

2015. 5. 9. 2015 바우길 걷기 대회

강릉합창 대축제

2015. 5. 12. 어린이의회 본회의

KBS 전국노래자랑 녹화

2015. 5. 15. 제1회 솔향배 장애인어울림 게이트볼대회

동계올림픽 D-1000일 기념행사 및 경축공연

제1회 시장기 시민컬링대회

2015 강릉 자전거 행진

D-day 카운트 시계탑 제막

스마일캠페인‘천일의 다짐’ 임영대종 타종식

청소년 어울림마당 참석

2015. 5. 17. 불기2559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대법회

2015. 5. 1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릉시협의회 정기총회

2015. 5. 20. 제19회 강원도여류서예가협회전

2015. 5. 21. 강원도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 강릉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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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5. 23. 율곡대기 리틀K리그 전국유소년축구 대회

군관 안보간담회

2015. 5. 25.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회

2015. 5. 26. 제24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올림픽파크 진입도로 기공식

2015. 6. 1. 강릉단오제 봉안제

2015. 6. 2. 강릉장로교회배 게이트볼대회

제50회 강원도민체전 강릉시 선수단 결단식

2015. 6. 3. 옥계 지역현안 간담회

제11차 여성친화도시 전국포럼

2015. 6. 4. 제21회 도지사기 택시가족 체육대회

2015. 6. 5. 옥계환경보존협의회 환경보전행사

옥계라이온스클럽 창립 제31주년 및 회장 이취임식

2015. 6. 6. 현충일 추모행사

제11회 강릉경포배 국민생활체육 오픈배드민턴 대회

2015. 6. 7. 제65주년 6.25체험 음식 시식회

2015. 6. 8. 제24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5. 6. 12. 사천 노동하리 경로당 준공식

2015. 6. 13. 제3회 보행약자 이동권보장을 위한 걷기 캠페인

2015. 6. 15. 제8회 범일국사 다례재

2015. 6. 16.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성화 봉송

2015. 6. 21. 단오 조전제

2015. 6. 22. 건설기계노조 임원진 접견

2015. 6. 25. 옥계면 개발자문위원회 월례회

2015. 6. 26. 씨마크호텔(현대호텔) 준공식

2016. 6. 30. 솔향하늘길(화장장) 개장식

2016. 7. 5. 제13회 강릉경포 바다마라톤대회

2016. 7. 8. 강원도민의 날 행사

2016. 7. 10. 옥계 해변 용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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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7. 10. 경포해변 개장식

경포여름경찰서 현판식

2015. 7. 13. 제246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15. 7. 14. 사천면 노동하리 경로당 준공식

2015. 7. 17. 제246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동해해양경비안전서장 접견

2015. 7. 20. 농촌진흥청 식량과학원 감자분야 전문가 협의회

2015. 7. 21. 강릉관광 홍보 캠페인

2015. 7. 23. 금강대기 전국 중학교 축구대회 개막식

옥계면 장학회 회의

2015. 7. 24. 지역경제세미나 참석

2015. 7. 25. 강릉기차여행 방문단 환영행사

2015. 8. 5.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

제17기 민평통출범식

2015. 8. 6.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 의궤 특별전

2015. 8. 12. 거제시의회의원 강릉시의회 방문

2015. 8. 13. 등명낙가사 학술세미나 참석

2015. 8. 14. 통일준비 한마음 봉화대축제

2015. 8. 15. 제70주년 광복절 기념식

광복절 기념 경축 한마당 참석

2015. 8. 18. 을지연습 근무자 격려

2015. 8. 19. 제4회 대한노인회 강릉시지회장기 한궁대회

2015. 8. 21. 강릉농악 전수교육관 준공식

제50회 강원도민체육대회 강릉시선수단

2015. 8. 22. 제8회 강릉바다축제

제7회 강릉시장기 태권도대회 개회식

2015. 8. 25. 강릉시 여성대회 참석

시승격 60주년 세미나 참석

2015. 8. 27. 제14대 강릉문화원장 취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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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8. 28. 강릉시 축산단체협의회 창립식 및 다짐대회

제13회 GN오픈 전국장애인탁구대회 개회식

제45회 강릉예술축전

2015. 8. 29. 제6회 강릉시민생활체육대회 개회식

노추산 모정탑길 걷기행사

제13회 대관령국제힐클라임대회

2015. 8. 31. 제8회 주민자치센터 우수 프로그램 발표회

2015. 9. 1. 임영대종 타종식

제10회 시민과 함께하는 차 나눔 자리

스마일캠페인 게릴라 콘서트

시승격60주년 시민의 날 행사

제2회 명주인형극제 개막식

2015. 9. 2. 제23회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개회식

2015. 9. 3. 제8회 한국여성농업인전국대회 환영 리셉션

2015. 9. 7. 양양국제공항 중국9개도시 취항식 참석

2015. 9. 8. 강릉시 균형발전 남부권추진위원회 창립총회

2015. 9. 10. 2015 전국장애인볼링 선수권 대회

2015. 9. 14. 제일고등학교 교장 접견

2015. 9. 15. 제24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명사초청 특강 실시

전국어린이집연합회 임원 총회

2015. 9. 16. 강릉축협 조합원 한마음 축제

2015. 9. 17. 북부노인종합복지관 개관식

2015. 9. 18. 강원 노사민정 한마음 체육대회

동해안발전전략심포지엄

2015. 9. 19. 강릉시 기아체험 난민 걷기대회

제6회 평생학습어울림한마당

2015. 9. 21. 제25회 대한노인회강릉시지회장기 게이트볼 대회

종합경기장 리모델링 준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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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9. 22.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

2015. 9. 23. 중추절 군부대 위문 방문(강릉경찰서,18전투비행단)

강원도생활권협의체 공동 협약식

2015. 9. 24. 제24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중추절 사회복지시설 위문 방문(강동면 늘사랑의집, 효도마을)

2015. 10. 3. 교산 허균 문화제 참석

구정면민 한마음체육대회

2015. 10. 4. 솔향강릉 스마일 마라톤대회

2015. 10. 5. 제19회 노인의 날 기념식

2015. 10. 6. 제14회 한송정 헌다례 및 들차회

2015. 10. 7. 제6회 백교문학상 시상식

2015. 10. 8. 제13회 강릉시번영회장기 게이트볼대회

태국치앙라이시방문단 환영만찬

2015. 10. 9. 일본지치부시방문단 환영만찬

2015. 10. 10. 강릉농악정기공개발표회 및 제11회 강릉농악인의 날 행사 참석

2015. 10. 13. 강릉아산병원 신관 준공식 참석

스쿼시장 볼링장 준공식

포남1동 어르신 위안잔치

2015. 10. 14. 도시의 날 기념식

2015. 10. 15. 제20회 강릉시여류작가초대전

2015. 10. 16. 전국체전 성화 출발식

공군 호국영령 전적비 추모행사

전국체전 개막식

2015. 10. 19. 전국체전 강릉시 선수단 격려

2015. 10. 20. 제23회 강릉시 게이트볼연합회장기 게이트볼 대회

옥계면 노인잔치 참석

2015. 10. 21. 강원도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 참석

2015. 10. 22. 전국체전 폐막식

2015. 10. 23. 제24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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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0. 23. 강릉단오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선정 10주년 기념좌담회

2015. 10. 26. 제54회 율곡이선생제 참석

제17회 율곡대상 시상식 참석

2015. 10. 27. 강릉시 경로당 프로그램 발표회

제3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성화 안치행사

2015. 10. 28. 제35회 전국장애인체전 개막식

2015. 10. 29. 제24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5. 11. 1. 제23회 왕산면민 한마음 체육대회

제35회 전국장애인체전 폐회식

2015. 11. 2. 거제시의회 자매결연 협약식 체결

2015. 11. 5. 현내1리 경로당 준공식

안양시의회 의정 합동연수

2015. 11. 6. 제33회 강릉시 농업인의날 행사

2015. 11. 11. 강릉과학일반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 준공식

2015. 11. 16. 강릉시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참석

2015. 11. 18. 강원도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제172차 월례회

강원일보 창간70주년 기념 사진전

2015. 11. 19. 올림픽조형물추진위 간담회

2015. 11. 21. 신통대길 길놀이 행사

2015. 11. 23.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일 지사장 체험

성공체전기념 선수단, 자원봉사자 해단식

동계올림픽 빙상경기장 설명회

2015. 11. 24. 제8회 와인과 막걸리 OK축제

2015. 11. 25. 제249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강릉단오제 유네스코 등재 10주년 기념행사

복선전철 대관령 터널구간 기공식

2015. 11. 26. 원주~강릉 철도건설 지하구간 공사현장 참관

2015. 11. 27. 제8회 범일국사 전국학술 세미나

임영서화전시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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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1. 27. 강릉빙상 한마당 잔치 참석

2015. 11. 28. 제7회 강원도 쇠명인 한마당

2015. 11. 29. 스마일캠페인 경포바우길 걷기행사

2015. 11. 30. 어머니의회 개회식 참석 및 대화의시간 실시

2015. 12. 2. 제249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올림픽 상징조형물 건립 학술심포지엄

2015. 12. 3. 통일염원 평화올림픽 심포지엄

2015. 12. 4. 여성문화센터 수강생 수료식

강릉시 치안협의회 회의 참석

농업평생학습대학 졸업식

제8회 문화예술박람회

제22회 강릉 예술인상 시상식 및 예술인의 밤

2015. 12. 9. 2018 동계올림픽과 강릉문화유산의 힘

2015. 12. 10. 제17회 임영전통문화예술인의 밤

2015. 12. 11. 옥계면 청년회 회장 이취임식 참석

2015. 12. 12. 창작음악극 ‘초희’ 공연 관람

작고문인총서 출판기념회 및 관동문학상 시상식

2015. 12. 14. 제249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명사초청특강 참석

2015. 12. 15.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 참석

제31회 강릉노인대학 졸업식

2015 강릉학생문화예술축제

빙상스포츠 메카 조성을 위한 시민토론회

2015. 12. 17. 경포번영회 한마음 잔치

적십자사 영동희망나눔봉사센터 연말연시 국수 자원봉사

2015. 12. 18. 제249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우리함께 스마일 댄스 페스티벌 참석

강릉시 보육인 대회 참석

2015. 12. 19. 기후변화 적응형 안심회관 준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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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2. 28. 대기리겨울축제 참석

희망2016 나눔 캠페인

한전 강릉지사 권태준 신임 지사장 접견

2015. 12. 29. 옥계 번영회 송년의 밤

2015. 12. 31. 강릉시의회 종무식

임영대종타종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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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성  명 소속위원회
연락처

비고
사무실

강릉 제1선거구 심영섭  사회문화위원회 647-1133

강릉 제2선거구 오세봉  기획행정위원회 648-6020

강릉 제3선거구 김용래  교육위원회 646-5511

강릉 제4선거구 권혁열  농림수산위원회 643-3112

선거구 성  명 소속위원회
연락처

비고
사무실

가 선거구
성산ㆍ왕산ㆍ구정․

강동ㆍ옥계면

이용기 의장 640-4001

기세남 내무복지위원회 640-4010

김기영 산업건설위원회 640-4023

나 선거구
내곡ㆍ강남동

이재안 내무복지위원회 640-4015

한상돈 산업건설위원회 640-4025

다 선거구
홍제ㆍ중앙ㆍ옥천․

교1ㆍ교2동

강희문 내무복지위원회 640-4005

유현민 내무복지위원회 640-4017

최익순 내무복지위원회 640-4011

라 선거구
포남1ㆍ포남2ㆍ성덕동

최선근 산업건설위원회 640-4002

배용주 산업건설위원회 640-4021

박건영 산업건설위원회 640-4026

마 선거구
주문진읍

사천ㆍ연곡면

조영돈 내무복지위원회 640-4006

조대영 내무복지위원회 640-4012

김남길 산업건설위원회 640-4020

바 선거구
초당ㆍ송정ㆍ경포동

김남형 산업건설위원회 640-4007

허병관 내무복지위원회 640-4016

비례대표
박경자 내무복지위원회 640-4013

김복자 산업건설위원회 640-4022

제3절  지방의회 의원명단 

1. 도의회 의원

2015.12.31 현재

2. 시의회 의원                                                 

                                                                   2015.12.31현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