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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75% 압도적찬성42% 대선전 33% 대선후

전국적으로 개헌 찬성 여론이 751%

로 반대 여론 96%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호남에서는 개헌 반대 응답자는

64%에불과한반면개헌에찬성하는응

답자는 810%나 돼다른지역에비해개

헌찬성여론이높았다 반면부산울산

경남지역과 충청권에서는 개헌 반대 응

답이 114%와 102%로 다른 지역에 비

해상대적으로많았다

개헌시기와관련 전국적으로 대선전

개헌 응답자가 417%로가장많았고 대

선 후 개헌 응답자는 334%였다 153%

는 모른다고 하거나 응답하지 않았다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대선 전 개헌 응

답자가480%로전국에서가장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는 532%가 대

선후개헌 266%가 대선전개헌을각

각선택했지만 새누리당과국민의당 비

박계 개혁보수신당 지지자는 556%대

238% 567%대 253% 527%대 34

5%로 대선전개헌을주장하는목소리

가훨씬컸다특히 대선후개헌을주장

하고있는민주당문재인전대표지지자

의 566%가 대선 후 개헌을 선택한 반

면 211%만이 대선 전 개헌을 선택했

다 또 문 전 대표 지지자의 146%는 개

헌을반대하는목소리를내현재지지율

수위를다투는문전대표의상황을역설

적으로설명했다

호남의 경우 대선 전 개헌 450%

대선후개헌 360%로 대선전개헌요

구가 더 많았다 개헌 반대 여론은 호남

에서도광주가 36%로가장적었고전북

은 73% 전남은 76%였다 호남의남성

(80%)은 여성(49%)보다 개헌 반대 목

소리가 컸다 호남의 국민의당 지지자는

대선전개헌(557%) 응답자가 대선후

개헌(335%) 보다 많은 반면 민주당 지

지자는 363%대 486%로 대선 후 개

헌목소리가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개헌시원하는권력구조와관련 전국

적으로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선택한 응

답자가 284%로 가장 많았고 이원집정

부제 187% 지방분권형대통령제가 14

2% 의원내각제 135%로 뒤를 이었다

20대이하 169% 30대는 269% 40대는

320% 50대 327% 60대 이상 322%로

고연령층으로갈수록 4년중임대통령제

를 선호했다 또 여성(205%)보다는 남

성(365%)이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선호

했다 다른 정당 지지자와 달리 국민의

당 지지자는 이원집정부제(244%)를 가

장 선호했고 4년 중임 대통령제(227%)

지방분권형 대통령제(200%) 의원내각

제(184%) 순이었다

호남에서도 4년 중임 대통령제가 22

5%로 가장 많은 응답자를 냈으며 지방

분권형 대통령제 210% 이원집정부제

가 205% 의원내각제 126%로 뒤를 이

었다 하지만 권력구조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특히 광주에서는 지방

분권형 대통령제(244%) 이원집정부제

(231%) 4년 중임 대통령제(200%) 의

원내각제(121%) 순으로다른지역과다

른응답형태를보였다

한편 의원내각제는 선거를 통해 구성

되는의회의다수의석정당이내각구성

권을 가지고 행정부를 주도하는 제도다

또이원집정부제는대통령중심제와내각

책임제가 절충된 제도로 내란ㆍ전쟁 등

의 비상시에는 대통령이 행정권을 전적

으로 행사하나 평상시에는 총리가 내정

에 관한 행정권을 행사하며 대통령은 외

교국방등의권한만을가진다대통령은

국민이직접선출하며 총리는의회의다

수당당수가된다 박지경기자jkpark@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박근혜 대통

령의탄핵을바라는것으로나타났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청구를 헌

법재판소가 어떻게 결정해야 한다고 생

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응답자 742%가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 70%이상

이박대통령의탄핵에찬성하고있는셈

이다

반면 탄핵에 반대하는 기각해야 한

다는 답변은 182%에 그쳤다 모름무

응답층은 76%로집계됐다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헌재가박 대

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이우세했지만 박 대통령의

정치적고향인대구경북에서는 인용해

야 한다는 응답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낮았다

지역별로는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

이 광주전라권인 호남에서 86%1%로

가장높았고이어▲수도권 773%▲제

주 770% ▲대전충청권 704% ▲강원

682% ▲부산경남 681% ▲대구경북

62%순이었다

반면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높

은 곳은 대구경북(290%) 강원(22

7%) 대전충청(202%) 등이었다

연령별로는 50대와 60세 이상을 제외

한전연령층에서박대통령탄핵에찬성

하는응답률이 80%이상을웃돌았다

인용해야한다는응답은▲19세29

세에서 868%로 가장 높았고 ▲30세

39세(876%) ▲40세49세(826%) ▲50

세59세(674%) ▲60세 이상(533%)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지지자들

의 박 대통령 탄핵 반대가 높게 나타났

다 민주당(97%)과 정의당(945%) 국민

의당(901%) 개혁보수신당(805%) 지지

자들은박대통령탄핵찬성에압도적이

었으나 새누리당지지층에서는찬성 16

1% 반대 774%를기록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국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지방정

부의 권한과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

고 응답했다 지방분권에 대한 열망은

광주전라권인 호남이 가장 높았고 부

산경남도 다른 지역에 비해 지방분권

에대한바람이강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능에 있어

재정예산 등을 어떻게 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649%가

지방정부의 권한과 자율성확대에찬성

했다

반면 214%는 지방분권보다는현상

태를 유지하거나 중앙정부에 권한을 집

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모르겠다고 답

한응답자는 137%였다

지역별로는광주와전남전북등호남

권이찬성응답자 732%로 가장높았고

▲부산경남(681%) ▲대구경북(65

0%) ▲대전충청(648%) ▲강원(633%)

▲수도권(622%) 순으로찬성답변이높

았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을 제외하고

는 전 연령층에서 60%이상이 지방분권

에찬성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 가운데 30대가 712%로 지방분권

에 대한 의지가 가장높았다 반면 60세

이상에서는 561%만이지방분권에찬성

의견을나타냈다

정당 지지도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

주당지지층중 814%가 정의당과국민

의당 지지자 중에서는 각각 786% 74

1%가 지방분권에 찬성했다 반면 새누

리당 지지층 중에서는 지방분권에 대한

찬성(438%) 답변 보다 반대(492%) 의

견이높았다

최권일기자cki@kwangjucokr

박대통령탄핵여론

한국지방신문협리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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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86% 가장높아수도권제주도順

2040대 80% 50대 67% 인용해야

지방분권인식(전국)

단위
%

지방정부권한

자율성확대

649

현상유지또는

중앙정부

권한집중

214

모름무응답137
총응답자6777명

총응답자6777명������

대선이전 대선이후 개헌반대 모름무응답

�개헌추진시기(전국)

417

334

96
153

�개헌시권력구조개편방안(전국)

4년중임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

분권형대통령제

의원내각제

기타방안

모름무응답

284

187

142

135

77

175

 지방분권인식 30대 71%지방분권열망가장높아

호남영남충청권順찬성비율많아

개헌추진시기

4년 중임 대통령제 28%로가장선호

이원집정부분권형대통령의원내각제順

민주당지지층 53% 대선후개헌해야

문재인 지지자 14%만 개헌 반대

개헌시권력구조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