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론 

행정구역 개편은 행정편의를 해서 인 으로 구역

을 구분하기 때문에 행정기 에 의해 조정이 일어난다.

일부지역의 경우 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을 거치면

서 특정지역의 경우 이 의 행정구역을 개편하여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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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에서는 C시 사례를 심으로 행정구역 개편에 한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행정구역 개편에 있어서의

시사 을 밝 보고자 한다. 연구 상 기업도시지역에는 2개의 면단 지역과 1개의 읍지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 다면

과연 이들 지역은 신도시라는 거 한 메가폴리스로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통합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 아니면 그 로 분리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본 연구는 시작되었다. 본연구에서는 행정구역 개편과 련된 이론들에 한

문헌연구를 하고, 해당 신도시 지역의 련 이슈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정책 시사 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 다. 첫째, 다양한 이해 계자들의 조와 이해가 필요하다. 둘째, 통합 시 통합의 목표

비 을 제시해야 한다. 셋째, 통합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공동체를 존 하는 것이 요하다. 다섯째, 이해 계

집단의 양보와 조정이 필요하다. 여섯째, 행정구역 개편과정은 으로 민주 이고 공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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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examine the case of administrative reorganization centered on the case of specific region 

C and try to clarify implications for the reorganization of administrative district in Korea. The target city for the 

study is composed of two surface units and one town area. Is it right to integrate these areas into a single 

administrative district with a huge megapolis, a new city? Or is it right to separate it? This study has begun with 

these questions. In this study, we conducted a literature review on the theories related to the administrative district 

reform and examined related issues in the new city area. The policy implications that should be considered in 

promoting administrative district reform are as follows. First, cooperation and understanding of various stakeholders 

is needed. Second, the goals and vision of integration should be presented. Third, sufficient review is needed before 

integration. Fourth, it is important to respect community. Fifth, concession and coordination of interest groups are 

necessary. Sixth, the administrative reform process must be absolutely democratic and f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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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으로의 개편이 필요하기도 하다[1]. 행정구역의

개편에 한 논의는 크게 통합론과 분리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 통합론과 분리론은 행정 리상의 효율성과 지

방자치 측면에서의 민의의 반 등에 한 가치 이나

철학이 다름으로 인해 야기되어 진다.

본 연구에서는 C시 사례를 심으로 행정구역 개편에

한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행정구역개편에 있어서

의 시사 을 밝 보고자 한다. 연구 상 기업도시지역에

는 2개의 면단 지역과 1개의 읍지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 다면 과연 이들 지역은 신도시라는 거 한 메

가폴리스로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통합하는 것이옳은 것

인가 ? 아니면 그 로 분리하는것이 옳은 것인가 ? 그것

도 아니라면 행 행정구역을 유지한 채 출장소를 설치

하는것이나은 선택일까? 이러한 질문을가지고 본연구

는 시작되었다. 연구 상 신도시 지역은여러 가지 선택

지를 가지고 있으나 해결이 쉬워 보이지 않는다.

이하에서는 먼 행정구역 개편과 련된 이론들에

한 문헌연구를 하고, 해당 신도시 지역의 련 이슈들

을 살펴보고자 한다. 끝으로 행정구역 개편에 한 정책

함의를 도출하여 다른 지역의 행정구역 개편에 참조

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2. 연  내용 및 방법

2.1 연  내용

본 연구에서는 C시내의 신도시 개발지역을 상으로

행정구역 개편논의에 한 사례 분석을 하고자 한다. 해

당지역의경우행정구역개편논의가약 2년여 진행이되

어왔으며, 그동안 통합에 한 기존의 3개 읍면지역주민

들간의 합의가 이 지지 못했다. 본 연구진들은 해당지

역의 거주민들과의 심층 인터뷰 시청의 자료들을 토

로 그동안의 통합과정을 분석하고 행정구역개편이 성

공 으로 이 지기 한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끝

으로 결론부분에서는 우리나라 기타 지역에서도 빈번히

일어나는 행정구역 개편 논의에의 정책 함의를 제시하

고자 하 다.

2.2 연  방법

본 연구에서는 C시의 행정구역 개편사례 분석을

해서 문헌연구, 해당지역의 거주민들에 한 심층 인터

뷰 등을 진행하 다. 문헌연구는 그동안 행정구역 개편

에 한 문헌과 련 자료들을 분석하 다. 한 C시청

련 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행정구역개편에 한 시사

등을 분석하 다. 한 그동안 행정구역개편에 해

오랫동안 연구해온 지방자치 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

여 한국 행정구역 개편에 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

다.

인터뷰의 내용은 Table 1에 제시한 로 단일행정구역

을 설치, 특정읍면으로 통합 혹은 출장소를 설치하여

행 행정구역 체제를 유지할지 등에 한 내용으로 구성

되어 있다. 인터뷰 상은 시의원, 시청 공무원, 그리고

해당 지역의 주민들, 기업인 등을 상으로 하 다. 특히

특정 읍면으로 통합하는 안에 해서는 거주 지역에 따

라 이해 계가 달라지므로 A면, B면, C읍 등 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모든 지역에 골고루 한사람 이상 참

여시켰다.

Administrative
district restructuring

alternatives

∙Feasibility of establishing the court-Dong
∙Integration into specific municipalities
∙Maintaining the prefectural administrative
system

Major Issues in
Reorganization of
Administrative

Districts

∙Direction of administrative district
reorganization
∙Direction of Opinion Coordination among
Stakeholders in Reorganization of
Administrative Zones

Table 1. Measurements for in-depth interviews

아래 Table 2에 제시한 로 면담에 참여했던 시의원,

시청 공무원, 그리고 A, B, C지역의 거주민, 그리고 해당

지역의 기업 계자 등 총 7명을 인터뷰하 다.

No. sex Division position

1 male City Hall Industry Division 7th grade official

2 male City councilor councillor

3 male A resident representative Local resident

4 male B resident representative Local resident

5 female C resident representative Local resident

6 male
D Corporate General Affairs
Division

Middle
Manager

7 male
E Corporate General Affairs
Division

Middle
Manager

Table 2. Interviewees of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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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도시지역 행 역 개편 사례분

3.1 행 역 개편   차

3.1.1 행 역 개편  

행정구역은 국가의 정치, 행정 목 에 따라 구획하

기 때문에 주민들의 생활을 심으로이 지는 생활권과

는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다소 인 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행정구역과실제 생활권과는 다소 다를 수 있다[2].

우리나라의 경우 1995년 이후 읍을 시로 승격시켜 구분

하는 기존의 인 인 행정구역 개편의문제 을 보완하

고자 45개 시군을 통합하고자 하 다. 그런데 문제는 기

존에 분리되어 있는 지역을 통합하고자 할 때정치 , 역

학 , 문화 차이들로 인해 통합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3]. 행정구역과 주민들의 생활권이 일치되지 않았을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결국은 경제 , 사회 환

경이 변화함에 따라 주민생활권 역시 변화하기 쉬운데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유연하게 조화시키는 것이 행정구

역이가지고있는커다란논 이라고할 수있다[4]. 따라

서 행정의 효율성을 우선시할 것인지, 혹은 주민들의 생

활권역을 우선시 할 것인지가 주요 논의사항이며, 행정

수요와 행정서비스 공 에 있어서 효율성을동시에 모색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하다. 이를 해서는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구역 개편시 참조하여야

한다[5].

3.1.2 행 역 개편 차

행정구역의 개편작업은 행정구역을 법정동으로 신설

하든 혹은 분리한 채 출장소 등을 통해 행정서비스를 집

행받는 방법이 있다[6]. 그러나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 까

지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우선 행정구역 개편에

있어서의 기 을 작성하고 이를 주민들에게공표해야 한

다. 둘째, 건의서를 수받아야 한다. 셋째, 방안을 마련

하여야 한다[7]. 이때 법정동을 신설할 것인지 혹은 통합

시 통합 상 지역을 선정, 통합의사를 확인하고, 통합

상 지역별 추진일정 등을 정하게 된다. 넷째,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때는

보통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주민투표를 거치게 된다. 물

론 지방의회의 조가 잘 이 질경우에는 주민투표과정

을 생략할 수 있으나 개의 경우 주민투표를 거치게 된

다. 다섯째, 추진 원회를 구성 운 하여 다양한 세부사

항 등을 조정하여야 한다[8].

3.2 C시 신도시 행 역 및 

3.2.1 신도시 행 역

해당 신도시 지역은 A읍, B면, C면 일원으로

7008.264㎡으로 R&D 첨단 자, 정보 부품소재산업

단지 등이 입주해 있다. 입주기업은 재 16개이며, 공공

시설은 등학교 2개, 학교 2개, 고등학교 1개 등이 입

주 정이다. 우체국이나 경찰서지구 , 도서 등 역시

입주 정이다. 해당지역의 경우 공동주택의 경우 체

14건 10,201세 를 계획 이며, 공사 아 트 역시 5건

으로 65,108세 정이다. 공아 트는 3건으로 1,501세

가 입주했으며, 미착공 아 트도 6건 3,600세 에 이른

다. 신도시 면 을 기 으로 보면, A읍의경우 30%를 차

지하고 있으며, B면의 경우 49%, C면의 경우 체 신도

시 면 의 21%를 차지하고 있다. 계획인구는 A읍(11%),

B면(26%), C면(63%) 등으로 C면의 인구가 가장 많다.

재 A읍, B면, C면 등은 통합에 한반 를하고 있으

며, C지역의 경우 세 지역주민들을 상으로 하여 의

에 있다. 이 게 갈등이 심할 경우 다양한 선택지를 고

려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해당 신도시 지역의 행정구역

개편에 한 3가지 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3.2.2 신도시 행 역개편  쟁

우리나라 행정구역은 일반 으로 정치 논리가 많이

향을 미쳐왔다[9]. 해당 지역의 정치인이나 료들의

권력구조 등의 정치 지형이 많은 향을 주었다. 사실

행정구역 개편은 많은 이해 계 집단들의 정치 산물이

라고 보여진다. 즉, 행정구역 개편은 기술 문제라고 하

기가 매우 어렵다[10].

사례 상 신도시 지역 역시 마찬가지 다. 해당지역

의 정치인과 공무원, 그리고 지역주민 기업인 집단들

을 각기 다른 이해 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그들의

이해에 따라 반 를 는 찬성을 하고 있었다.

“ 희 A지역에서는 B지역, C지역 주민들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C지역이 면 이 가장 넓다고 자기네 지역으로

통합하자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 희는 그냥

재 그 로가 좋아요. 그동안 아무런 불편없이 살았는데

갑자기 C읍사무소로 가라니요. 안됩니다.”

“ 희는 정말이지 A면 지역 사람들을 이해하기 힘듭

니다. 지난번 시의회에서 주최한 설명회 때에도 B면 사

람들은 그래도 의하고 서로 이야기 하자고 하는데, 도

통 A면 사람들은 이야기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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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희 C읍지역이 면 으로보나 인구수로보나 가

장 많아요. 희 지역으로 통합하는게 여러 가지 면에서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행정구역 개편의 상이 되고 있는 세 지역의

주민들은 각기 다른 이해 계를 가지고 있어서 이들간

의를 이끌어내기는 매우 어려워 보 다.

“ 는 C시에서 25년을 근무했습니다만 이번 행정구

역 개편만큼이나 민원이 많고 처리하기 힘든 경우는 처

음입니다. 세 지역 모두 회의를 할 때 마다 합의를 이끌

어내기 힘들고요. 결국은 주민투표로 가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처럼 행정구역 개편과 련된 이해 계 당사자들간

의를 유도하고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시청 공무원역시

어려움을 호소하긴 마찬가지 다.

“A면 지역 주민들은 제가 마치 C읍 지역만을 변한

다고 생각하시는지, 무조건 반 라고 합니다. 는 C시

의회 의원입니다. 제가 어느 한 지역만의 이익을 변한

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이처럼 지역 정치인들도 지역주민들간 합의를 유도하

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따라서, 행정구역 개

편을 해서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렸던 다른 지역과 마

찬가지로 C시 신도시 지역 역시 합의를 도출하기까지는

일정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 같았다.

3.2.3 법 동 신  란

행정구역을 개편함에 있어 기존 지역을 하나로 묶는

법정동을 새로이 만드는 것은 어느 측면에서 보면 해당

지역공동체의식을 공고하게 할 수 있다. 즉, 하나의 지역

으로 신설하므로서 사회 , 문화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게한다는 것이다. 한 여러개의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을때보다 신속하게 행정수요에 처할수 있

다는 장 도 있다. 한 지역을 분리하는 것은 행정기

의 복 행정인력, 물 자원을 효율 으로 집행할 수

있다는 장 도 있다. 하지만, 해당 사례 지역에서는 A면,

B읍 등에서 많은 주민들이 법정동으로의 신설통합에

한 반 가 많았다.

“ 는 B면에서 나고 이곳에서 고등학교까지 마쳤고

이지역 학에서 공부하고 나서 지 까지 B면에서 살고

있습니다. 재는 B면에서 조그만 공장을 운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얼마 에C읍으로 행정구역을

통합한다느니 는 새로운 법정동을 신설한다느니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구요. 는 다 반 입니다. 지 까지

이지역에서 생활하고 경제활동하며 살아왔는데 갑자기

행정구역이 바뀐다면 불편한 일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

한 A면 주민 표 역시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호소

하고 있었다.

“갑자기 새로운 법정동을 만드는 것은 그야말로 행정

편의주의 인생각아닙니까 ?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무조

건 행정구역을 확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

하는 공무원은 편할 수 있지만 희는 불편합니다. ”.

이들은 지역의 통합은 그 자체로 생활권이나 경제권

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반 의사를 표시했다.

한 일부 료들은 법정동으로 통합 후 신설할 경우 통

합 후 행정조직의 축소등 구조조정에따른 련 조직

인원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에서 반 를 하고 있

었다.

“지역 주민들은 마치 공무원들이 법정동을 신설하려

고 한다든지, 혹은 어느 특정지역으로 통합하려고 유도

한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

드리면 일정지역으로 통합후에 새로운 법정동이 생기면

행정인력이 축소되는 것은 분명하죠. 그럼 업무가 폭주

할 텐데 어느 공무원이 좋아하겠습니까?”

한 통합후 행정서비스 감독의 어려움 역시발생

하는 경우도 있다는 에서도 행정구역을 법정동으로 신

설하는 것에 반발이 있었다.

3.3 C시 신도시 행 역 개편 진안 

3.3.1 1안: 법 동(단 행 역) 치

행정구역 조정 업무처리에 한 규칙에 의하면 규

모 지역개발사업 등 지역 여건의 변화로 불가피하게 법

정동을 신설하도록 하고 있다. 보건소, 우체국, 소방서,

출소 등 정주여건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경우 읍면동

단 로 신설할 수 있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

다. 법정동을 신설할 경우 새로이 청사를 마련해야 하며

공무원의 증원 등으로 추가 산이 필요하게 된다. 나주

신도시나 진주 신도시, 김천 신도시의 경우 법정동

을 신설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C 시 지역의경우 A, B, C 지역 모두 주민들이 단일행

정구역으로의 법정도 설치에 있어 매우 반 를 하고 있

는 상황으로 사실 법정동 설치안은 실 가능성이 매우

낮은 선택지로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신도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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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규모 산업단지가 들어와 있는상황이어서 기업들

은 법정동 설치를 선호하고 있으나 주민들과의 이견이

매우 첨 한 상황이었다.

“ 희기업으로서는사실 법정동 신설에 제일 많은 기

를 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으로 새로운 인구

가 유입되려면 보건소나 우체국이나 학교와같은 새로운

인 라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 게 하기 해서는

새로운 법정동 신설이 가장 좋은 안이라고 생각되기 때

문입니다. ”

이처럼 기업은 지역 주민들과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 간의 간극을 여야하는데 이는 매

우 쉽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물론 실 으로 실 가능

성은 매우 낮지만 기업유치나 새로운 인구를 유입하기

해서는 매우 능률 인 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3.3.2 2안: 특  면(A면, B면, C ) 로 통합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을 폐지하거나 설치, 분리,

통합시에는 행정안 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특정 읍이나 특정

동으로 통합이 될 경우 기존의 동(읍)사무소를 이용하므

로서 법정동을 신설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다만, 기존주민들의 반발이 상되며 갈등도 심

할 것이다. 해당 지역 주민들에 한충분한 의견 수렴과

지자체, 이해 계자들의 의견수렴이 매우 필요하다. 이때

통합의 장단 을 충분히 부각시키고 이에 한 충분한

숙고가 필요하다. 이때 통합에 한 비 을 제시하고 공

유하는 것도 필요하다.

실 으로 A면, B면, C읍 지역주민 모두가 반 하는

안으로 실 가능성이 매우 떨어지긴 하지만 재의 물리

행정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그러나 통

합된 특정지역주민들 외에 다른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수 있고, 공무원들의 행정업

무 가 역시 부담으로 남는다.

3.3.3 3안: 현행 행 역 체 지(  치)

출장소는 읍면동사무소 등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

에 거주하는 주민의 민원편의를 해 본청의 역할을 보

조하는 수단으로 설치하는 경우이다. 지방자치법115조에

의하면 지자체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특정지역의 개발

진을 해 필요하면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자체의 조례로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조례 제정 후

즉시 시행이 가능하다. 과도기 체제의 방식으로 출장소

설치 후 궁극 으로 법정동 신설을 해 별도 차의 이

행이 필요하다. 출장소를 설치하게 되면 본청 인력 견

으로 인해 본청업무가 다소 가 되는 단 이 있다.

출장소 설치는 재 가장 실 가능성이 높은 안이

라고 할 수 있다.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가장 으며, 새

로운 기업이 들어오면서 유입된 인구들이 집 되어 있는

지역의 경우 일시 으로 출장소라도 설치해 달라는 민원

이 지속 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출장소 설

치는 구 인 안이 아니기 때문에 법정동 설치를

한 거쳐 가는 안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간의 갈등의

소지는 내포하고 있다.

4. 결론

이상에서 C시의 신도시 행정구역 개편과 련된 사례

를 살펴보았다. 우선 우리나라 행정구역 개편과 련된

이슈와 개편의 차를 살펴보았다. 한 C시 신도시 지

역의 환경을 분석하고, 해당 지역의 행정구역 개편 추진

안을 세가지로 들어 제시하 다. 물론 해당 지역의 통합

이 재도 진행 이며 합의 을 찾기가 쉽지 않다. 행정

구역을 개편하는작업은 생각보다세심한 배려가 필요다.

이하에서는 통합이든 분리든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정책 시사 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인식의 환이 필요하다. 행정구역 개편작업은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며 해당지역 주민들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 계자들의 조와 이해가 필요하다. 한

정부의 일방 이고 단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주민들

과 시민단체 등의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11]. 한 행정

구역 개편시 내걸었던 인센티 등의 약속 역시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둘째, 통합시 통합의 목표 비 을 제시해야 한다.

통합의 목표와 동기는 정부가 제시하는 것보다 해당지역

의 주민들이 바라는 바를 비 이나 목표로 담는 것이

요하다. 한 통합은 장 만을 가지는 아니라 기존의 해

당지역만의 문화나 역사 등을 상실할 수 도 있다는 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들을 감수하면

서 하게되는 통합의 경우 더 많은 삶의질의변화나미래

에 한 청사진 등을 명확히 제시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비 이 명확할 때 해당지역 주민들의 통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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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반감 등을 일 수 있다[12].

셋째, 통합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통합은 생각보

다 난해하다. 충분한 검토와 신 한 고려가 필요하다. 잘

못된 통합은 오히려 비용만 발생시킨다[13]. 이때는 다각

인 측면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 통합으로 상되는

단 들을 사 에 차단하고 통합의 장 은충분히 제고할

수 있는 략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공동체를 존 하는 것이 요하다. 지방자치에

있어 가장 요한 것은 공동체이다. 지방자치에 있어 행

정의 효율성을 강조하여 공동체를 해체해서는 안된다.

기존의 공동체를 그 로 유지하도록 해주는조치가 필요

하다[14].

다섯째, 이해 계집단의 양보와 조정이 필요하다. 이

해집단은 주민과 지역단체, 경제집단, 이익집단, 정치집

단, 공무원 등 매우 다양하다. 이들은 그들의 이해 계에

따라 통합을 때로는 분리를 반 할 수도 찬성할수도 있

다. 이들 이해 계자들이 모두 모여 서로의 입장을 이야

기하고 양보하고 때로는 의하는 것이 요하다. 이를

해서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기 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15].

여섯째, 행정구역 개편과정은 으로 민주 이고

공정해야 한다. 행정구역 개편은 많은 이해 계당사자들

의 다양한 이해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다양한 이

해 계를 조정하는 과정은 민주 이고 합리 으로 이

져야 한다[12-13]. 이를 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독려해야 하며 어느 하나의 집단의이해 계나 목소리가

우선시되어서는 안 된다[6].

본 연구는 C시 지역의 신도시 지역을 분석하여 우리

나라의 많은 지자체에서 향후에도 제기될 수 있는 지자

체 통합이나 분리에 한 시사 을도출하 다는 에서

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 그러나이러한 정책 함

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해당지역주민들의 인터

뷰를 기반으로 한 질 연구라는 에서 본 연구는 한계

을 가지고 있다. 향후에는 이러한 질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해 양 근 방법을 병행해야 할 것으로

단된다. 특히 해당지역 다수의 주민들을 상으로 그들

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의견을 분석해보고 문제 을

분석해보아야 할 것이다. 한 우리나라 지자체의 행정

구역 통합이나 분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을 밝 내는

후속 연구 역시 매우 요하다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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