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론(이승철) 정오표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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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오)

수정(정)

<표 1-1-2> 2번째와 3번째

<표 1-1-2> 2번째와 3번째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의
내용 서로 위치 변경

자치권의 인식 및 범위 – 고유권설(광범) - 전래설(협소)

자치권의 인식 및 범위 – 전래설(협소) - 고유권설(광범)

자치의 중심 – 주민의 권리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자치의 중심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 주민의 권리

4) 향회에서 밑으로 8번째 줄

4) 향회에서 밑으로 8번째 줄 년도수정

하였다(임승빈, 2015). ~~

하였다(임승빈, 2014). ~~

6) 문재인 정부 1번째 줄

6) 문재인 정부 1번째 줄 년도수정

2020년 4월 15일 민선 6기 동시 4대 지방선거를~

2018년 6월 13일 민선 7기 동시 4대 지방선거를~

표에서 밑에서 2번째와 3번째

표에서 밑에서 2번째와 3번째 년도수정과 위치변경

2020. 2. 18 – 중앙행정 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
을 위한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 개정을
위한 법률 제정(지방일괄이양법)

2018. 6. 13 - 제7회 동시 4대 지방선거(임기 4)

47P

51P

5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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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15 - 제7회 동시 4대 지방선거(임기 4)

2020. 2. 18 – 중앙행정 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
양을 위한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 개
정을 위한 법률 제정(지방일괄이양법)

(1) 미국의 시장-의회형에서 위에서 3번째 줄

(1) 미국의 시장-의회형에서 위에서 3번째 줄 추가

~~ 구성 방법 상호 관계 및 권한 등에 따라 강시장-지배인
형, 의회-시지배인형으로 분류된다.

~~ 구성 방법, 상호 관계 및 권한 등에 따라 강시장-의회
형, 강시장-지배인형, 의회-시지배인형으로 분류된다.

(2) 일본의 수장·의회분리형에서 위에서 6번째 줄

(2) 일본의 수장·의회분리형에서 위에서 6번째 줄
년도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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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다원화되어 있다(정일섭, 2014: 151).

하여 다원화되어 있다(정일섭, 2015: 151).

맨 위에서 4번째 줄

맨 위에서 4번째 줄 년도수정

에 대한 전문성이 약화될 수 있다(정일섭, 2014: 155).

에 대한 전문성이 약화될 수 있다(정일섭, 2015: 155).

2. 미국에서 2번째 문단 시작

2. 미국에서 2번째 문단 시작에 내용 삭제

준지방자치단체(quasi-municipality)는 기본적으로 주민이 자
발적으로 하려는 의지로 만들어진다. 기본적으로 주민 의사
와 상관없이 주입법부에 따라~~

준지방자치단체(quasi-municipality)는 기본적으로 주민이
자발적으로 하려는 의지로 만들어진다. 기본적으로 주민
의사와 상관없이 주입법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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