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치 

1. 국회의원 

국회의원 

제1대 | 선 제거14구 무소속 김웅권金바해 ';:)- 51 광탄면신산리 독립운동 
15,059 

(40.7) 

제 대 | 제24 .:!j!-:::_、4f 이동환李폈煥 남 44 임진면문산리 청농졸 파주군수 
4,436 

2 선거구 (11.8) 

제23 
자유당 정대천丁大天 남 

서울시종로구 지유당 15,959 
제3대 | 선거구 44 

종로6가 중앙위원 (41‘ 9) 

제4대 J 처1]23 자유당 정대천丁大天 남 54 
서울시종로구 국민학교 대한노총 26 ,752 

선거구 종로6가 -=;ζ프- 경전노조위원장 (46.0) 

제24 
~-;;「I」,]「~ 황인원黃仁元 ';:)- 탄현면금숭리 

국민대 국방연구학원졸 13,080 
제5대 | 선거구 39 

드E죠즈二 파주군당위원장 (23.7) 

제11 
민정당 황인원黃仁元 L디4 탄현면금와리 

국민대 
제5대민의원 

27,568 
제6대| 지역구 43 

드Eξ즈; (36.2) 

제11 
민주공화당 신윤창申允昌 ';:)-

아동면금촌리 
제6대국회의원 

65,906 
제7대 | 지역구 41 

100 (63.9) 

제12 
민주공화당 박명근朴命根 ';:)- 월롱면영태리 

서울대 경제기획원 35,004 
제8대 | 지역구 42 

운리대 예산국장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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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민주공화당 박명근朴命根 넙 44 월롱연영태리 

서울대 
대통령비서관 

89,465 

| 선거구 문리대 (47.9) 
제9대 I 

처]3 
무소속 이진용주珍鎔 낚 52 

경기도의정부시 
보성전문 제7대국회의원 

35,768 

선거구 의정부동 09.2) 

제3 
민주공화당 박명근朴命根 \↓그 50 

서울시종로구 제8,9대 101,757 

선거구 명륜동 국회의원 (42. 4) 
제10대 1 

경기도의정부시 신민당경기도 제3 
신민당 김형광金炯光 \」그L 43 

94,445 

선거구 의정부동 제3지구당위원장 (39.3) 

제11 
고려대 문종산합여「자고중교 . j 35,8 ’ 34 

민주한국당 이영준李英짧 낚 48 파주읍봉암리 대학원 
선거구 

1년수료 재단이사장 (25.3) 

제11대! 
서울대 

제11 
민주정의당 이용호李龍鎬 납 47 법원읍 법원리 상과대학 | | (주)협진양행 | | 

선거구 걷 • r 대표이사 (40.9) 

파주군· 
λ 동국대 

민한당 이영준李英짧 답 1 7양 l 법정대학 I 제 11대국회의원 | 142, ’1 7 
고양군 5 화도읍 토당리 = 민한당 시무차장 (24.9) 

제12대 1 

파주군· 
서울대 제11대 국회의원 I 61 s29 

고양군 
민정당 이용호李龍鎬 납 51 법원읍법원리 상과대학 민주정의당 (36. ’ 4) 

i,죠"- 재정위원 

중앙대 
한국영화인협회 

제13대 | 파주군 | 공화당 | 최무룡崔JX;龍 | 담 I 60 I 금촌읍 금촌리 | 법학대학 연기분과위원장, 134,219 
조 (주)삼전기업 (41.8) 

대표이사 

제 8,9, 10대 국 

제14대 | 파주군 I 민자당 회의원 국회예산 | 40197 
| 박명근朴命根 | 납 I 63 I 월롱면 영태리 |서울대 졸| 결산특별위원회 (47.3)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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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휴| 주소 |팩」 경력 |짧 
서울대 

제15대 | 파주시 I 자민련 | 이재창李효昌 | 남 I s9 I 금촌동 | |법과대학 || 경기도지사, | | 
장안아파트 졸 환경처장관 (40.7) 

제16대 | 파주시 I 한나라당 | 이재창李깐昌 | 남 I 63 I 

제17대 | 파주시 | 한나라당 | 이재창李在昌 | 남 I 67 I 

제18대 | 파주시 | 한나라당 | 황진하옆앓夏 | 남 I 61 I 

민의원(제5대 국회의원 선거, 1960.07.29) 

참의원(제5대 국회의원 선거, 1960.07.29) 

경기도가평군 
외서면대성리 105 

금촌 2동 

。}동동 

팝스프링 

아파트 

금능동 

서울대 
경기도지사’ | 갱,964 
환경처장관 (37.2) 

졸 

서울대 
법과대학 | | 경기도지사, 환 147,229 
졸 경처장관 (47.0) 

경남대 
| 대학원 | | 제17대 국회의원 156,983 
박사 수료 유엔군 사령관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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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I 성벌 | 연령 |; 정당쩡|쫓 ’~~썽 ‘ ’ 

서울시종로구 
신의식 남 50 자유당 

원서동 129 

경기도인천시 
하상훈 \:)- 69 민주당 

화평동 2225 

이교선 남 57 토-「:!..」까、-ζ=뇨=J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산1-7 

김용성 \:)- 35 민주당 
서울시서대문구 

녹번동 14-4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
황재연빠再淵 염진변 대한생명파주지시장 

김종승金행昇 임진면 화성한의원 

조영주曺永柱 월롱면 농업 

정권근創權根 탄현변 농업 

윤한용尹않容 교하면 농업 

제1대 최병덕崔炳폈‘ 아동면 농업 

(13명) 송영설朱榮염 조리면 농업 

이정구주鼎九 광탄면 농업 

박치현朴致鉉 주내면 농업 

이한성李팽成 주내면 상업 

김만석월萬앓 천현면 운수업 

조경래趙慶!’‘ 파평면 동양문화인쇄사대표 

한천우##天愚 적성면 농업 

. 
3대민의원, 

., . 
신문사 경성법학전문 다Q서l」 

사장 졸 
한국교통민보 179,313 

(1부) 
사장 

중앙고퉁학교 
민주당 

당선 
무직 

졸 
중앙위원, 146,783 

(2부) 
입법의원 

무직 
동경입교대 상공부장관, 

162,734 
당선 

졸 2대민의원 (2부) 

대학 
서울대졸 대학강사 170,282 

ζJ」λζ‘ 

강사 (2부) 

학력 ” 주소 ‘· | 득표수(득표율) 

국졸 문산읍문산리 7-1 3,013(34.5%) 

경희대 문산읍문산리 66 1,868(21.4%) 

국졸 월롱면도내리 596 무투표당선 

고대졸 탄현면축현리 115 1,379(41. 4%) 

경선명졸전문 교하읍와동리 383 1,949(39. 0%) 

국졸 금촌읍아동리 171 무투표당선 

국졸 조리면;성곡리 658 2,171(63.9%) 

국졸 광탄면마장리 112 1,695(42.8%) 

국졸 주내면파주리 470 2,711(40%) 

정치대 주내면연풍리 294 2,606(38.5%) 

농고 천현면법원리 420 2,772(41. 3%) 

단국대중퇴 파평면금파리 422 1,526(58. 6%) 

국졸 적성면장파리 379 2,51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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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력 주소 | 득표수(득표율) 
최병덕崔炳德 금촌읍 농업 국졸 금촌읍아동리 171 2,663(30%) 

송진용末팝짧 금촌읍 피주군여자기술학원장 국졸 금촌읍야통리 135 2,086(23. 5%) 

김종승金짧昇 문산읍 화성한의원 경희대 문산읍 문산리 66-16 2,766(23%) 

윤장희尹章웰 문산읍 진흥공업사장 동성상업 문산읍선유리 671 2,467(20.5%) 

조영주曺永柱 월롱면 농업 국졸 월롱면도내리 596 무투표당선 

정권근鄭權根 탄현면 농업 고대 탄현면축현리 115 무투표당선 

제2대 조규영曺圭뺏 교하면 농업 문산중고 교하읍하지석리 303 2,398(43.8%) 

(14명) 장회주張熙柱 조리면 봉일천우체국장 고대 조리면봉일천리 205 2,608(60%) 

조수천曺守天 광탄면 농업 국졸 광탄면신산리 217 무투표당선 

이오국 주내면 향군파주회장 흥남공고 주내면파주리 200 2,776(33.1%) 

한갑수 주내면 2,470(29.5%) 

노인현盧**鉉 천현면 농협천현조합장 경성부기학원 천현변가야리 270 4,305(53.5JOA>) 

정구학鄭求學 파평면 미시설공병북부급수책 육군병기사 파평면이천리 442 1,664(37.4%) 

이창익주昌益 적성면 농업 삼광농고 적성면가윌리 387 1,901(38.1%) 

2. 지방의원 

1) 도의원 

- - 1거구 주소 약력 

제1대 백남기白南機 민주당 1909년 
파주군 피주군야동면 

중학 3년 수료, 면 회계 , 이장 
(선거일; 제1선거구 금촌리 397 

1956. 피주군 양평군양서연 
08.13) 노재억盧在{흉 민주당 1907년 

제2선거구 법량리 378 
중졸, 연장, 중학교장, 17] 의장 

제2대 
이석구李錫九 무소속 1905년 

파주군 파주군교하면 경기국립농고 졸업, 군수, 농지 

(선거일; 제1선거구 상지석리 5 개량과장, 산업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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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 
민경식閔랬해 신민당 1909년 

파주군 천현면법원리 경기국립직업학교 졸업, 면장, 

12.12) 제2선거구 328 내무위원회위원 

단국대 경영학과 졸업, 고려대 

파주군 
경영대학원 수료, 진흥공업 

윤수만尹꿇萬 민주당 1949년 
써1] 2선거구 

문산읍 사 · 진흥축산 대표, 파주청년 

회의소 회장, 경기도 청년회의 

소 회장, 민주자유당중앙위원 

제3대 경희대 정외과 졸업, 민주평통 
(선거일 

우춘환禹春;煥 민자당 1948년 
파주군 법원읍대능리 자문위원, 국제로타리 3690지 

1991 꺼1] 3선거구 93-3 구 파주클럽회장, 대성여객(주) 

06.20) 대표이사 

중앙대 정외과 졸업, 한국자유 

파주군 
총연맹 파주군지부장, 파주군 

권영일짜寧- 민자당 1935년 
제1선거구 

금촌동 314 축산업협동조합장, 장단군민회 

장, 민주평통자문위원, 밤골농 

장대표, (주)삼진 대표이사 

경희대 정외과 졸업, 민주평통 

우춘환禹春煥 한나라당 1948년 
피주군 법원읍대능리 지문위원, 국제로타리 3690지 

처1] 3선거구 93-3 구 파주클럽회장, 대성여객(주) 

대표이사 

동도고 졸업 , 성균관대 경영대 

제4대 
문산읍문산리 학원 수료, 민자당 중앙상무위 

(선거일; 김남정金南혀 무소속 1943년 
피주군 17-25 원, 파주시체육회 부회장, 피주 

1995. 
체2선거구 청도훼미리맨션 시청소년연합회장, 문산초동학 

06.27) 
1205 교 총동창회장, 파주경찰서 방 

범연합회장 

1935년 
중앙대 정외과 졸업, 한국지유 

파주군 
총연맹 파주군지부장, 파주군 

권영일權웰- 한나라당 
제1선거구 

금촌동 314 축산업협동조합장, 장단군민회 

장, 민주평통 자문위원, 밤골농 

장대표, (주)삼진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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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산종합고 졸업, 조리연장, 봉 

일천중학쿄 운영위원장, 봉일 

이인희李f二照 
자유민주 

1940년 
파주시 

금촌동 79 21 
천초퉁학교 총동창회장, 파주 

연합 제1선거구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위원 , 
저] 5대 파주시 임업협동조합장, 파주 
(선거일. 시산림조합장 

1998. 

06.04)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수료, 

파주시 문산읍내포리 
한니라당 피주시지구당 부위원 

우관영禹윗水 한나라당 1956년 
제2선거구 567-1 

장, 경기도 농업경 영인연합회 

장, 농어민신문 경기도지사장, 

경기도농어촌발전심의위원 

공무원 34년 근무(금촌읍장, 의 

펴주시 
회사무국장, 총무국장), 금촌초 

이원재李元在 한나라당 1942년 
제l선거구 

맥금동 223 퉁학교 총동문회장, 한나라당 

파주시지구당 부위원장, 경민 
제6대 대학겸임교수 
(선거일 

2002. 경기도개인택시조합 이사 및 

06.13) 문산읍당동리 파주시조합장, 제6회 율곡대상 

김광선金'Jt딴 한나라당 1953년 
파주시 169-9 광역정치부문 수상, 고랑포초 

제2선거구 세성아파트 동학교 총동문회장, 장단콩축 

101동 604호 제추진위원회 위원장, 한나라 

당중앙위원회운영위원 

국회의장설 기획비서관(2급) , 

제7대 
아통통 283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국회의 

(선거일-
임우영林佑햇 한나라당 1960년 

파주시 
팝스프링아파트 

원 보좌관, 한나라당 경기도당 

2CD6. 제1선거구 
105-404 

교육위원장, 파주통일로 로타 

05.31) 리클럽 총무, (사)21세기국가 

발전연구원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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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 !로| ‘추소 | r약력 ’ ] 
제7대 

(선거일;1 
| 김광선순尤善 

2006. ' 

05.31) 

2) 시(군)의원 

금촌읍| 

한나라당 1953년 

토-「e. _λL、ζ「뇨 김준수金俊洙 

파주시 

제2선거구 

문산읍당통리 

169-9 

세성아파트 

101동 604호 

~r 46 금촌동 
경기상고 | 
졸업 

경기도개인택시조합 이사 및 

파주시조합장, 제6회 율곡대상 

광역정치부문 수상, 고랑포초 

등학교 총동문회장, 장단콩축 

제추진위원회 위원장, 한나라 

당중앙위원회운영위원 

재향군인회장 

무소속 곽성희郭뿔웰 남 38 금촌동 대건국학대원졸 행정업 | 밝은사회클럽 회장 

무소속 송규범宋奎範 남 48 무문 〕사산 〕。리 ]
덕수상고 

피주jC회장 
졸업 

문산읍 
파주군의회 

조-「깅'-5...、ζ「뇨 윤덕일尹德H 니er 51 문산읍 
문산중 

선거 졸업 

(1995 ‘ 03.27) 

파주읍 무소속 조용호趙짧鎬 남 54 문 문산산읍리 ]
건국대행정 

대학원졸업 
파주읍장 

법원읍 
천현고등 

법원읍 | 무소속 | 우종호禹鍾鎬 | 남 I s1 I 법원리 공민학교 천현농협이사 

졸업 

월롱면 | 무소속 | 심재웅沈載雄 | 냥 I 6s I 월롱면 | 하 」졸C엿)업증。 윌롱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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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현면 | 무소속 | 차익준파益冷| 남 I 6s I 월롱면 
경기공고 | 
졸업 

민자당중앙위원 

교하면 | 무소속 | 오기덕吳基德 | 남 I s3 |교 .당하하 , 면리 」 문산농고 
교하면장 

졸업 

조라면 
조리면 연세대경영 

민자당부위원장 무소속 김윤재金뼈戰 남 54 봉일천리 
대학원졸업 

파주군의회 
광탄면 경기공고 

선거 광탄면 프’~--」ζ-4\- 박해룡朴海龍 남 48 공무원 
0 995.03.27) 

마장리 졸업 

파평면 
파평면 단국대 

통일주체대의원 무소속 조경래짧짧來 남 53 금파리 
중퇴 

적성면 | 무소속 I 윤경현尹!꿋鉉 I 남 I 61 | 저식 「서현 。며리 ι 선린상고 적성면부면장 
졸업 

군내면 
군내면 광운전자고 

문산농협이사 무소속 민태숭빼짧섭 남 49 책연리 
졸업 

파주군의회 
월롱면 문산놓고 

보궐선거 윌롱면 .E’L -까」、-ζ-뇨1 황의형閔짧昇 '8- 56 월롱농협조합장 

(1993. 08. 06) 
영태리리 졸업 

금촌읍 조-「므L」,.._、ζ=뇨누 장석천꿇錫天 \1-그 56 아동동 
」종합 I I 3 042 

고퉁졸학업교 금촌읍장,’ 행정계장 (22.3) 
제1회 

전국동시 
금촌읍 경기대학교 빙상경기연맹 회장, | 2웠 지방선거 금촌읍 프-「깅c_λ←、ζ=뇨『「 김준수金俊* '8- so 

0995.06.27) 
금촌리 졸업 재향군인 회장 (20.7) 

문산읍 인천전문 파군지구당정책실장| 3,3 
문산읍 무소속 박도연朴都뼈 남 36 마정리 

대학교졸업 민주연합 파주지부장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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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획!때I~댁| 령 |斷
문산읍 | 더;스=λ J어 c 파주군의회 

문산읍 I 무소속 | 송규범宋奎範 I 남 I s2 | 선유리 고퉁 초학업교 초대부의장, 
(41 .6) 

문산읍번영회장 

표뽑 1 문산종합 파주읍지도장, 

파주읍 | 무소속 | 유광용劉光用 | 남 I 49 |연몽리 고퉁 초학업교 용지통마을금고 
(38.6) 

운용위원장 

법원읍 I 남산고등 법원읍 | 무소속 | 윤병호尹炳浩 | 남 I 57 I 웅담리 학교졸업 천현연장’ 1 3,973 
천현농업협동조합장 (53.0) 

월롱면 I ~ ι깅Lλ 야L」I。 J 
파주군의회의원, 

월릉변 | 무소속 | 황의형꿈義亨 I 남 I ss |영태리 고퉁학교 
월롱농협조합장 (45.5) 

졸업 

경기공업 탄현우체국장, 제1회 탄현변 
민주평통자문회의 틴현면 I그 까、~ 차익준댄益l흉 \:)" 50 고퉁학교 

(55.7) 전국통시 -「」-「
축현리 

졸업 지문위원 지방선거 

0 995.06.27) 
교하읍 

문산농업 
파주군농촌지도소 | 뮤표 

교하면 무소속 오기덕吳基德 남 57 당하리 」-「4τ~ ·냥ε}」 -끄1 

직무대리 , 교하읍장 당선 
졸업 

조리면 경기대학교 조리연장, 
조리변 | 무소속 I 이찬회李贊폈 I 남 I 5s |봉일천리 

졸엽 파주군복지계장 (64.8) 

광탄면 
경기공업 

파주군의회부의장 ]무투표 
광탄면 | 무소속 | 박해룡朴m龍 | 남 I 52 I 마장리 고퉁학교 

파주군청근무 당선 
졸업 

파평면 단국대학교 
파주군의회의장 

1,851 
파평면 | 무소속 | 조경래趙慶來 | 남 I 56 I 금파리 

졸업 (53.4) 

적성면 선린중학교 적성면장,반공연맹적 3,242 
적성면 I 무소속 | 이종필李鐘짧 | 남 I 54 I 마지리 졸업 성면지도위원장 (7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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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군의회의원, | 뮤당선표 군내면 | 무소속 | 민태승閔泰춰 | 남 I s2 I ll~ 연리 공업고등 
새마을지도자 

「 학교졸업 

문산읍홍익대학교 문산읍발전추진위원회 I 4 044 

문않 | 무소속 | 。!재일李載日 | 남 I s1 I 문사리 | 화공학과 감사,’ 문산북중고 (33.2) 
~'-' 중퇴 장학회총동창회장 

파뿜 |투 ιO!-λ ιLξ 。"'""닙;i 
파주읍장, 

파주읍 | 무소속 | 이하용李夏用 | 남 I 61 | 파주리 고등학교 
파주읍번영회장 (45.7) 

졸업 

볍원읍 | 천현콘둥 I 파주군의회의원, 
법원읍 I 무소속 | 우종호禹행鎬 | 남 I s1 | 대능리 공 조민학업교 

단양농장대표 (54.3) 

월롱변 문〕ι· ]P!:엄 ] | 파주시의회 의원’ | 1없 제2회 윌롱변 무소속 황의형짧義亨 남 61 영태리 τ1즈〕드-.~ 월롱농업협동 조합장 (60.2) 
전국동시 졸업 
지방선거 

문산농업 I 탄현면예비군중대장, I 무투표 (1998.C6.04) 탄현면 
탄현면 무소속 우관제禹寬濟 남 51 만우리 고듯〕학 ’ 1 법무부갱생보호위원 당선 

중퇴 

」JLo-↑、→(숭 I 서울균명 교하읍장, |뮤당선표 교하면 | 무소속 I 조현묵趙賢默 | 남 I s9 |송촌리 고등학교 
교하농협감사 

졸업 

L리변|한양대학교 조리농협조합장,. I 3,528 
조리면 | 무소속 | 송건섭宋建燮 | 남 I s1 |장곡리 경제학과 민주자유당 파주지구당 (52.2) 

졸업 사무국장 

광탄면 1 | 경기공 -업 초대, 2대 파주군의회 I 1,613 
광탄면 | 무소속 I 박해룡朴海龍 | 남 I 55 | 마장리 고등학교 의원 (27.2)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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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평변 I 숭 」L서 u 파평면장, 
파평면 | 무소속 | 이학순李쩡淳 | 남 I so |금파리 고퉁 졸학업교 파평농협이사 (70.1) 

적성면 선린중학교 적성면장 파주시의회 1 2,375 
적성면 | 무소속 | 이종필주웰泌 | 남 I 57 I 마지리 졸업 

부의장 (60.9) 

제2회 
군내면 

광운전자 
파주군의회의원, 

전국동시 군내면 프프’ !」∼--ζ-뇨, 민태숭|쩍짜昇 'f그 55 
백연리 

공업고퉁 
파주시의회의원 (60.3) 

지방선거 학교졸업 

0998. 06. 04) 
한양공업파주시빙상경기연맹회 I 4,o94 

금촌1동 | 무소속 류한철柳않哲 남 46 검산동 -τ7투0°"줄} '-;;) 장 금촌1동체육회 회장 (60.5) 
졸업 

명지대학교 파주시발전기획위원,’ I 무투표 
금촌2동| 무소속 | 임병윤林炳潤 | 남 I s1 | 금촌2동 j 경영학과 문산종고운영위원회 .。 .,d」

중퇴 위원장 

수도공과대 
문산읍 1 | 학(현 홍익 파주시의회 총무보사 I s,656 

문산읍 | 무소속 | 이재일李戰日 | 남 I 56 | 문산리 대)화학 고。고 위풍원학장교,문총산동북문중회장· (59.3) 

학과중퇴 

파주읍 
파주공업 파주초등학교 운영 I 2579 

제3회 파주읍 무소속 지기환삐젤煥 남 41 파주리 고등학교 위원 장파주농업협동 (41.1) 
전국동시 졸업 조합이사 
지방선거 

삼경측량설계사무소 I 2 943 (2002. 06.13) 법원읍 경민대학 
법원읍 무소속 김영기金榮빼 남 46 가야리 대표,새마을운동 

졸업 피주시지부 운영이사 (43.6) 

| 문산종합 랜게살기운동파주시 1 2 582 
교하,n읍 | || 무소속 | | | 김형필金炯빠 I 남 1551 | 여 교다하산읍리 고퉁학교 교하읍협의회 회장 ’ (4 ’2 3) 
제1 ι 졸업 교하읍 예비군 중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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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삼 | 
:~ ‘ • 

|(득득표표율수) --- -- 학력 경력 
. 

교하읍 
광운전자 교하읍 이장(단)협의회 

3,041 교하읍 
공업고등 장지산중학교운영 조E’ L ---」、-격--,二 이준구주俊九 L口-l- 54 

야당리 (52.0) 제2 
학교졸업 위원장 

조리읍 
수송전기 

봉일천 4리이장,조리 2,624 조리읍 
공업고통 프-「L」λ-‘4c-「 선충호申忠鎬 남 47 

봉일천리 농업협동조합감사 (53.5) 제1 
학교졸업 

조리읍 
경기대학교 

파주시조리면장,파주 2,653 조리읍 
국문학과 E’L !-」、-ζ-뇨「 이찬회李贊熙 L口l 62 

봉일천리 시의회의원 (54.9) 저11 2 
중퇴 

월롱면 
문산농업 

1,209 
월롱면 토’므」 -까4、_4f 김성회金j짧會 남 53 

덕은리 
고등학교 월롱농협조합장 

(38.이 
졸업 

저11 3회 

전국동시 탄현연 방송통신 탄현농협 조합장, 1,600 
탄현면 프-「~」λ、-걱「= 신중균申j챔均 남 54 

법흥리 대학중퇴 방위협의회명예회장 (50.6) 지방선거 

(2C02.06.13) 
광탄고둥 한나라당파주시지구당 

2,691 광탄면 
공민학교 부위원장, 광탄농협 광탄변 무소속 백상기白相基 남 62 

마장리 (50. 4) 
졸업 조합장(9,10대) 

파평면 용연초퉁 파평면장, 1,563 
파평면 조’므L -/」、-ζlf 이학순李짱淳 남 54 

금파리 학교졸업 파주시의회부의장 (51.9) 

통국대 
적성면장,삼광고퉁 

적성면 법정대학 1,783 
적성변 E’L ---」、-격 --,二 최승진짧承鎭 \」J- 56 

구읍리 행정학과 
학교운영위원회 

(46.0) 

중퇴 
학부모위원 

군내면 군내면 
광운전자 

파주시의회의장, 253 
토’2..~、-격--i'- 민태승閔泰昇 '<l- 59 

백연리 
공업고등 

장단콩축제추진위원장 (57.4) 진동면 학교졸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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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3회 금촌1동 무소속 류한철柳않哲 남 50 컴산동 
경민대한 |파주시생활체육협의회 14,592 
2년 재학 장, 금촌1동체육회장 (48.2) 

전국통시 

지방선거 명지대학교 

(2002. 06.13) 금촌2동 조므’L {끼、ζ「뇨 임병윤林剛원 남 55 금촌2통 경영학과 파 -주위생공사대표, I 3,716 
τZ픽티 금촌새마을금고 이사장 (51 .0) 

파주시 
열린 

정일고둥 명지건설이사, 문산1리 

다 
문산읍 

우리당 
박찬일朴賢- 남 42 기술학교 이장, 파주시체육회이 

선거구 
문산리 

졸업 사 

피주시 경민대학 
파주시의회의원, 

라 E’ L :!-」、-ζ-뇨1 김영기金榮μ ';:}- 50 
법원읍 

부동산경영 
파주시지방공무원 근무, 

선거구 
가야리 

학과졸엽 
피주시의회총무보사위 

원장 

파주시 신흥대학 금촌1동장, 

가 한나라당 홍덕기tJ\i힐싫 ';:}- 58 。}통통 경상정보 파주시의회 

선거구 계열재학 사무국장 

제4회 서울농업 
전국동시 

지방선거 파주시 
대학(현서 자영업, 

(2006.05.31) 가 한나라당 김양기金陽젤 남 63 금촌2통 
울시링대학 금촌농협협동조합 

선거구 
교)농업 대의원 역임, 2002한일 

경영학과 월드컵외국어통역 

졸업 

파주시 신구대학 
통광펌프카대표, 

라 한나라당 박광섭사光燮 L디4 44 
파주읍 

토목과 
파주시축구협회부회장, 

선거구 
향양리 

졸업 
한나라당중앙위원 

체육분과 

피주시 
한국방송 

다 한나라당 김정대金표大 ';:}- 61 
적성연 통신대학 서 

선거구 
구읍2리 생정학과 I 적 。연장, 파평면장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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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의원, 

한나라당파주지구당 

홍보위원,교하읍 

예비군중대장 

문산종합 

고둥학 

졸업 

교동윤 
59 I ”-
연다산리 

남 鋼핵g
 

김
 

매ι
 뺀

 

시
 

구
 

주
 나
 거
 

파
 

션
 

파주시의회의원, 

한나라당중앙위원(국방 

분과), 공동주택관리위 

원회위원 

경민대학 

부동산 

경영학과 

졸업 

5ζr>l~ 
51 I ” 써 
봉일천리 

남 」

짧
 

-
%
왜
 

색
띠
 

싸
T「
 쐐

 

시
 

구
 

파
 
나
 
샌
 

저] 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20C6.05.31) 

자영업(E. M보습학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법무부범죄예방위원 

챈
 현
 때
 낌
 협
 

보
 넌
나
 
보
 써
권
 
과
 

울
 -
-
。
묻
 
ι
υ하T
 

서
 
r
면
 
서
 
-
공
 

품
 생
 팩 

。
댐
 。

% i...J. 
p 유병석兪炳錫 

열린 

우리당 

파주시 

가 

선거구 

3) 면의회 의원 

(1) 1956년 면의회 의원 당선자 

임진면 11명 , 월롱면 11명, 탄현면 12명, 교하읍 12명, 아동면 12명, 조리면 12명, 광탄면 11명, 

주내면 12명, 천현면 12명, 파평면 11명, 적성변 12명 

황오주黃五周 

이영실李水實 

김재수金在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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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선거구 나01 . 
조의창필宜블 임진변 50 민주당 농업 중졸 

강해룡姜海龍 임진면 56 -\그--까L、ζr뇨『「 농업 國”·
황관주黃冠周 임진면 41 ;~}-유당 농업 ~、-ξEξ프 

농회기수 
l양會技手 

김정흠金正款 임진면 40 ;~l-유당 농업 소졸 이장 

황의풍黃義豊 임진면 40 자유당 농업 소졸 
군산림주사 
山林王事

윤무한尹Dtl쫓 임진면 52 ;~]유당 농업 :::::、-ξEξE 이장 

염연봉廳i!R峰 임진면 46 .!j'-.:'.'」、-즈-ζ「 농업 중졸 이장 

심상묵沈相熟 월롱면 32 ;~]--유당 농업 소졸 

정운익鄭雲益 월롱면 49 ;~]유당 농업 중사수四修 

염병구林炳九 월롱연 39 농민회 농업 소졸 

황재현黃宰웰i 월롱연 39 ;<]유당 정미업 소졸 

문언모文彦행 월롱면 42 ]드’L !」、-강 -i' 농업 소중퇴 if退 

심기택沈없澤 월롱면 56 ~'「,-λL‘-ζ듀뇨 농업 한수i쫓修 

서빈식徐짧植 월롱면 48 ’그’ -까L、ζ「t二 양조업Ml進業 중중퇴 

김봉희金폐熙 월롱면 43 ’그「그 꺼」」τ /•r 농업 소졸 

이한수주I핫秀 월롱면 36 자유당 농업 소졸 면서기 

김억기金憶起 월롱면 53 자유당 농업 한수漢修 

조이규趙理쫓 월롱면 48 띤주당 농업 소졸 

우종호禹않i(Jii 탄현면 61 :;~]유당 농업 중졸 공무원 12년 

김수만金뚫滿 탄현면 34 :;~]유당 농업 소졸 구장區長 6년 

황인철앞f二喆 탄현면 50 :;q유당 농업 소졸 

박관재朴寬在 탄현면 42 "l--유당 농업 소졸 구장區長 6년 

조병호힘秉鎬 탄현변 31 :;~]--유당 농업 소졸 리서기 3년 

차춘기車春基 탄현면 39 :;{j--유당 농업 소졸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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λd'b예 선거구 나01 . 
윤교식尹敎植 탄현면 52 .P「그 까‘; /=-누- 농업 -까L、三E죠 구장 7년 

차순모iii淳*홍 탄현면 35 I그「; 까L‘= /←누 과수원 대졸 공무원 3년 

이정환李鼎煥 탄현연 48 지유당 농업 -·」、-르 E죠t 구장 10년 

이규진李圭鎭 탄현면 52 지유당 농업 -A」、-드;~ 공무원 

윤우영尹祐永 탄현면 48 A유당 농업 중졸 이장 

김영배金英培 탄현면 44 7-}유당 농업 중졸 구장 7년 

임석순林錫淳 교하면 48 _;;~}유당 농업 -·」、-드;ξ프느 면서기 6년 

지성룡itlllι龍 교하면 38 _;;q유당 농업 소졸 구장 1년 

황을주黃ζ}힘 교하면 41 7-}유당 농업 」-'-::.드E죠二 

융규용尹珪容 교하면 50 자유당 농업 중졸 부면장 1년 

오관식吳寬植 교하면 52 자유당 농업 소졸 이장 5년 

이도순李道淳 교하면 49 투-프「L→A」、A「= 농업 소졸 구장 2년 

김교환金敎煥 교하면 39 !:!_’ -까L、ζ「는 농업 -A」、-드-죠프 면서기 8년 

류헌충柳憲術 교하면 39 조므’」 {거∼ζ「뇨 농업 중중퇴 이장 1년 

신규철申圭옮 교하면 42 X뉴유당 농업 걷 ';'-돋흐' 이장 2년 

기광연奇光쩌 교하면 45 7-]---유당 농업 」/→、三~ 이장 3년 

방진영方鎭榮 교하면 32 자유당 농업 」}、-드E죠 

정운장~‘雲長 교하면 42 자유당 농업 소졸 이장 5년 

김용립金容立 아동변 38 지유당 상업 -l‘、-드긍죠크; 이장 

장홍집長弘集 아동면 45 프뜨’ -까」、-ζ-뇨1 5、-드Eε"- 구장 

최병권崔炳뼈 아동면 33 프-「프」)λ」、강「= 농업 소졸 면서기 

이복웅李福應 아통면 35 -I「,;:i_ J」;=/·누- 상업 --」-」-三운죠프; 

김경택金중澤 아통면 45 지유당 공업 」,)-~、드E호; 면서기 

조근행趙譯行 아동면 50 자유당 농업 한수漢修 구장 

조기하趙起夏 아동면 35 프’프」 -까、-격「二 농업 소졸 이장 

정태석鄭太錫 아동면 62 자유당 농업 」}、-으E죠; 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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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선거구 나01 . 
이박하주횡夏 아동면 60 -I그「」 가‘-ζ=뇨누 소졸 

정락진丁앗鎭 아통변 56 지유당 농업 -A」-、드E죠크 이장 

이종림李행林 아통면 52 국민회 농업 소졸 구장 

유영柳햇 아동면 62 ]프, →끼∼-;「뇨 농업 중중퇴 구장 

심구택沈趣澤 조리면 39 프E’ L -/ι∼_.o::는「 농업 -A」-、드;ξ프 

김완식金完植 조리면 33 -I그「二 끼i」」= ι-누- 농업 -/」F」、즈;죠프 

이후영李候水 조리면 42 조’므L -/」.._、ζ-뇨1 농업 -·」、-드Eξ즈 

이의완주義完 조리면 38 자유당 농업 소졸 

윤우학尹禹챙 조리면 55 자유당 농업 5-、드E효 

안용태安龍泰 조리연 35 I므’L :::::.ζli- 농업 -A」-、三,"to프 

송영설宋榮댐 조리면 43 자유당 농업 소졸 

한용우짧容愚 조리면 58 -D「5-、ζ「뇨 농업 중졸 

장택룡張i뽕龍 조리면 58 호-「극'-5-、ζ=뇨극「 농업 중졸 

홍길창洪吉昌 조리면 60 국민회 농업 -·」、-드Eξ" 

안인주安↑二柱 조리면 58 -I그「; {」-=ι-=-「 농업 중졸 

최홍환崔弘煥 조리면 35 지유당 농업 -ιi、-도E죠" 

제갈영諸꿇H용 광탄면 47 지유당 농업 소졸 이장 

신임남申任男 광탄면 45 자유당 농업 소졸 이장 

김정기金표옳 광탄연 41 자유당 농업 -Z」.._、드Eε프 이장 

김정金正 광탄면 40 -n「」까∼-ζ=뇨'1 상업 중졸 공무원 

최경운崔景雲 광탄면 40 -n「-ιL、ζτ=뇨[ 농업 _,_ }、-드E흥= 이장 

우병석禹炳錫 광탄면 37 지유당 농업 소졸 이장 

김회성金熙星 광탄연 45 조E’ L ~、-ζ-뇨1 농업 소졸 사원社貝 5년 

이용구李龍九 광탄면 42 자유당 농업 」}、-드E죠二 이장 5년 

남원민南元敏 광탄면 51 자유당 농업 소졸 이장 

성덕길成찮吉 광탄면 43 자유당 농업 소졸 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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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i「 、 느“ 직업 ‘ 학력 경력 ‘ - -
허병혁許炳蘇 광탄면 43 ,,「c_λLζ「뇨 농엽 소졸 공무원 7년 

유일환劉-煥 주내면 40 7~]-유당 농업 소졸 이장 

김하정金夏廷 주내면 38 r프! -까」∼ζ「뇨 상업 중졸 교사 

김정기金正基 주내변 50 7~)--유당 농업 -·」-、드Eε프 

정태봉鄭泰奉 주내면 36 깜전회 상업 -끼_;-__‘드 E호cf 

성건영/;Ii;建永 주내면 42 7~]-유당 농업 소졸 

이종수李鍾秀 주내면 39 _;;~]-유당 농업 :5、-드 E죠cf 이장 

김태규金台圭 주내면 42 _;;~]-유당 농업 소졸 이장 

정지순郞효淳 주내면 49 _;;~]-유당 상업 -2」-、드;ξ프; 

오일출吳日出 주내면 35 .P「-까L‘--ζ=뇨r 농업 ' 그5ζ-을Z흐 

장영창張7j( 昌 주내면 50 Jlj-유당 농업 소졸 이장 

이서구李瑞求 주내면 41 기F유당 농업 소졸 이장 

이종범李행範 주내면 39 Jlj-유당 농업 -.」-∼三;ξ프= 이장 

노봉현盧j한鉉 천현면 37 프프’ 」 -/ζ←ζ「뇨 농업 소졸 면서기 13년 

김재곤金在찌I 천현면 37 Jlj-유당 농업 소중퇴 

김옥현金玉鉉 천현면 44 .P「-까i‘--ζ뇨,,- 농업 」까-、드E죠 이장 3년 

민상현閔商鉉 천현면 36 I브’ 」 -λL‘격「二 농업 중졸 이장 2년 

윤관수尹寬秀 천현면 32 I그「그 A.」τ/-누- 중학서기 -」:::드Eξ; 면서기 13년 

김기영金基榮 천현변 39 Jlj-유당 농업 소졸 이장 2년 

목영복陸榮福 천현변 34 1프’」 -λ」、ζ「뇨 상업 소졸 잠업기사 

이규서주圭瑞 천현변 59 국민회 농업 한수 이장 4년 

정득봉鄭得鳳 천현면 51 Jlj-유당 농업 한수 이장 2년 

남궁환南홈煥 천현변 57 까F유당 농업 한수 이장 5년 

노광현盧光鉉 천현면 55 프프’ -까」-、강--i- 농업 한수 이장 5년 

장철張껏 천현변 40 자유당 농엽 소졸 면서기 8년 

김정춘金正橋 파평면 44 Jlj-유당 농업 」ι‘-드E죠 공무원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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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A‘i「= 직업 학력 경력 

성의영成義永 파평면 38 -1그「-λL‘ζτ=뇨r 농업 소졸 공무원 

이지숭李智昇 파평면 61 자유당 농업 한수 이장 11년 

윤병일尹炳- 파평면 34 자유당 농업 소졸 이장 

이성세李뿔世 파평연 48 자유당 농업 소졸 이장 15년 

심창섭沈뼈燮 파평면 40 자유당 농업 」까-、드E죠 이장 2년 

심춘섭沈春燮 파평면 48 1프1 -λLζ「뇨 농업 소졸 공무원 

조병기曺秉웰 파평면 54 ;~)유당 농업 한수l쫓修 

이호봉李鎬]반 파평면 54 자유당 농업 소졸 이장 3년 

오창환吳읍煥 파평면 48 1프「-까L、i「:,,_ 농업 소졸 

이수철주秀喆 파평면 42 자유당 농업 소졸 이장 3년 

전용섭全龍燮 적성면 34 지유당 농업 소졸 구장 

이창렬주昌烈 적성면 33 자유당 농업 소졸 경찰 

염희영嚴홍榮 적성면 44 자유당 농업 5-、드;조크; 구장 

경직현慶直願 적성면 50 ;q유당 농업 -·」-、드;ξ프 공무원 

정순인鄭淳仁 적성면 53 -1그r그 까‘」= /·누- 농업 • A、-드E죠 구장 

김치섭金致涉 적성면 38 ;~]유당 상업 중졸 

채종석蔡種錫 적성면 50 농업 소졸 

이윤형李允i1t 적성면 34 자유당 농업 」.s→드E죠코; 구장 

오상규吳尙奎 적성면 36 -1그「」 까」」.q누- 상업 중졸 

유병륜柳秉倫 적성면 34 자유당 농업 소졸 구장 

남원우南元祐 적성면 4 자유당 농업 소졸 공무원 

이재우주在雨 처「서 。여 36 참우회 대서엽代톱業 중졸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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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60년 면의회 당선자 명단(1960년 현재) 

임진면 11명 , 월롱면 9명, 탄현면 13명, 교하면 13명, 아동변 12명, 조리면 12명, 광탄면 11 명, 주 

내면 12명 , 천현면 11 명, 파평면 11명, 적성면 13명 

임진변(11명) 

월롱면(9명) 

탄현면(13명) 

교하면(13명) 

아동변(12명) 

조리면(12명) 

광탄면(11명) 

주내면(12명) 

천현면(11명) 

파평면(11명) 

적성면(13명) 

~휠떻펄를-------
황의겸, 이영실, 황오주, 최호대, 이정규, 이종수, 이두수, 김재은, 김동수, 박을재, 김대석 

이한수, 사길순, 임병구, 정운익, 문상옥, 심상묵, 심해섭, 조이규, 김형년 

차춘기, 이규진, 신백희, 고광식, 송상덕, 김용필, 김영배, 백성기 , 우종렬, 조병호, 구본승, 

김수만,황인철 

임석순, 정운장, 김억석, 오관식, 윤관수, 성대경, 김교환, 유헌형, 권순철, 신규철, 기광연, 

변만성,황을주 

이복웅, 김태호, 이광, 신영성 김응삼, 정태석, 박영숙, 신삼용, 김무산, 장홍집, 김욱 영, 

이봉럼 

홍길창, 송영설, 황보철, 박세양, 한명옥, 김응규, 이후영, 김완식, 이의완, 심구택, 배이남, 

김유석 

성덕길, 이용구, 김동윤, 박경봉, 최준록, 최영윤, 백준기, 우병석, 이완우, 노의현, 민경철 

김익션, 김준남, 김태산, 이흥국, 조중석, 윤장희, 최송윤, 문환기, 김기환, 조재원, 이종범, 

이덕재 

노봉현, 민상현, 목영복, 김선정, 검병두, 김옥현, 민봉현, 최창욱, 윤용태, 김영철, 한명재 

이성세, 검남운, 최동철, 임운봉, 성녹경, 정구학, 윤병일, 이호선, 오창환, 왕영록, 섬창섭 

이재우, 남원우, 오모영, 강신두, 임태응, 전상헌, 이학진, 명영구, 김정해, 김병셜, 김진해 , 

이종민,강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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