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행정구역(계층)개편에 관한 설문조사(전문가 용) 

  최근 정치권과 정부에서 자치행정구역(계층)의 개편과 관련하여 활발한 논의가 일고 있습

니다. 우리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지방자치 및 분권을 위해 공헌해 온 학회로서 이러한 논의

가 올바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자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학회 회원여러분의 의견이 개편논의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3월11일(수)까지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1. 귀하의 자치행정구역(계층)개편에 대한 의견은? (  )

1) 현행유지 2) 현재 틀을 유지하면서 부분적 개편 3)전면적인 개편 필요 4) 모르겠다 

2. 만약에 부분적인 개편을 실시한다면 어떻게 하면 가장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자치단체들 간의 자율적 통합을 할 수 있도록 ‘통합절차법’의 제정으로

2) 자치단체들 간의 자율적 통합 시 국가가 해당 지자체들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3) 국가가 주도하되 자치단체의 경계조정에 초점을 두는 방식으로

4)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만약에 전면적인 개편을 실시한다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자치행정구역(계층)개편 안 중 

어느 안을 선호하십니까?(  )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자치행정구역(계층)개편 안 

1안)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 안: 도를 사실상 폐지하고 전국 시․군․구를 50-60개로 통합

2안) 민주당과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 안: 전국의 도를 없애는 대신 70개 정도의 광역자

치단체를 신설

3안) 시․도와 시․군 2계층제는 유지하되 시․도통합시 행․재정권한 특례부여, 광역시의 자

치구는 폐지

4안) 이회창 자유선진당 안: 광역도를 기반으로 한 일종의 준연방제

1) 1안 2) 2안 3) 3안 4) 4안 5) 없다

안 을 찬성하신다면 찬성하시는 이유는 그리고 반대하신다면 반대 이유는

- 찬성이유 :

- 반대이유 :  

안 을 찬성하신다면 찬성하시는 이유는 그리고 반대하신다면 반대 이유는

- 찬성이유 :

- 반대이유 :  



안 을 찬성하신다면 찬성하시는 이유는 그리고 반대하신다면 반대 이유는

- 찬성이유 :

- 반대이유 :  

안 을 찬성하신다면 찬성하시는 이유는 그리고 반대하신다면 반대 이유는

- 찬성이유 :

- 반대이유 : 

3-5. 선호하시는 개편 안이 ‘없다’고 하셨다면, 자치행정구역(계층)을 향후 어떻게 하는 것

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4. 이러한 자치행정구역(계층)개편을 2010년 민선 5기 지방선거와 맞물려 개편을 실시하자

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는 시기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

1) 타당하다 2) 전혀 타당하지 않다 3)모르겠다

4-1 시기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면 어느 시기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2012년 현 정부 임기 말  2) 2014년(민선 6기 지방선거시) 3) 차차기 정부에서 논의하

는 것이 좋다 

5. 지방자치의 본질에 맞는 자치행정구역(계층)개편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중 어느 요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각각의 경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3가지만 

나열해 주십시오. 

①공동체의 형성 ②행정의 규모 ③재정적 자주성 ④주민참여 및 주민통제 ⑤경제적 규

모 ⑥개발의 효율성 ⑦정치권의 의지와 노력 ⑧대통령과 중앙정부의 의지와 노력 ⑨적

정한 가용재원의 확보 ⑩시민단체의 의지와 노력 ⑪관련 학계의 관심과 지도 ⑫주민편

의성  

 5-1.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    )  (    )  (    )

 5-2.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    )  (    )  (    ) 

6. 지방분권과 자치행정체제(구역)의 개편 우선순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지방분권을 우선적으로 실행

2) 자치행정체제(구역) 개편을 우선적으로 실행



3) 지방분권과 자치행정체제(구역)개편을 동시에 실행

4) 모르겠다 

7. 귀하의 연령대는?  

 1)20대

 2)30대

 3)40대

 4)50대

 5)60대

8. 귀하께서 근무하시는 곳은?   

 1)강원

 2)경기

 3)경남

 4)경북

 5)광주

 6)대구

 7)대전

 8)부산

 9)서울

 10)울산

 11)인천

 12)전남

 13)전북

 14)제주

 15)충남

 16)충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