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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는 군사규제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의 지역적 외부성을 검토하고 군사규제정책의 개선을 모색하는데 목적 

을 두었다.1990년대 이래 사유재산권 보호의 목적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축소하거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형태로 군사 

규제가완화되었고， 1999년 ‘접경지역지원법’ 제정을통해 이 지역에 대한보상책이 시행되고있다. 이에도불구하고민원은 

여전히 증가추세에 있으며 도심 군사시설의 교외이전과 선규 훈련장 확보는 국방예산의 부족과 이전계획지역의 주민반대로 

애로를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당국과 중앙/지방정부간의 협력 강화와 군사시설계획의 국토/지 

역계획과의 연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군부대와 지 역사회의 연대의식 확대와 경제적 협 력 강화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군사시설보호구역， 군사규제와 외부성， 접경지역지원법， 군사시설계획과 국토/지역계획 

Abstract : This study aims to discuss military regulations and its regional negative extemalities in the 

‘Military Facilities Protection Area' and to find out how to improve military regulation policy in the future. 

Since 1990s, the military regulations have been alleviated gradually for the purpose of consolidating private 

property rights in forms to reduce the ‘Military Facilities Protection Area' and to permit the civil activities 

patially. And the in 1999 enacted ‘Border Region Support Law' stands for economical support to the 

people and local govemments in the border region to North Korea from the viewpoint of compensation 

against military regulations. Nevertheless , the popular complaints are still increasing. However, the 

problems of relocation of the military facilities in the city to suburban area and acquisition of new military 

training place are still evident because of military budget shortage and counteraction of the residents or 

environmental movement organization. The military authorities have no special altematives but to enhance 

cooperations with the central and local govemment. In this context it is meaningful that the planning 

authorities of the military facility examine strategical coalition with the national/regionalland use planning. 

Furthermore, it is very important for the military bases to build a social solidarity and to improve 

economical cooperation with their surrounding regional society. 

* 이 논문은 2003-2004학년도 청주대학교 학술연구소가 지원한 학술연구조성비(특별연구과제)에 의해 연구되었음 . 
•• 청주대학교 사범 대학 지 리교육학과 (Depaπment of Geography Education, Chon.잉u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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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냉전 종식이라는 세계정세의 변화 속에서 남북 

관계도 변화하고 있다.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해 

폼부림치고 있고 남한은 이를 이해하려는 움직임 

을 보이고 있어 일견 남북한간 화해 분위기가 있 

는 것 같지만 북한을 ‘악의 축’ 으로 보고자 딴 

미국의 강경태도로 인해 한반도에는 군사적 긴장 

이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남한은 

군사억지력을 여전히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실 

정이다. 

과거 냉전시대에 남한은 안보를 국가 최상위 목 

표를 두고 1970년대 초반 이후 원활한 군작전을 

위해 군사보호구역을 설정하여 국가안보를 확보 

하파 하였다. 그러나 1990년 이후 민주화 시대 

가 도래하면서 지방자치제 실시와 더불어 이제까 

지 국익을 위해 희생을 감수해오던 군기지 주변 

지역주민과 해당 지자체들은 각종 민원을 제기하 

기 시작하여 군사규제의 완화를 요구하여왔다. 정 

치권에서도 군사보호구역 내지는 군기지의 조정 

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 국가경제의 

발전으로 토지의 수요가 늘어 토지의 효율적 이용 

을 강조하게 된 것도 이 러한 추세를 촉진하였다고 

볼수있다. 

그러나 군당국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국가안보의 

저해로 인식하고 있다. 불요불급한 기지 및 보호 

구역의 처 리는 고려할 수 있지만 여전히 군사훈련 

및작전활동의 원활한보장을위해 지역적인또는 

정치적인 고려에 의한 무분별한 조정요구와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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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다(강한구 · 성 

채기， 1996). 

이러한 상황은 군의 입장으로 볼 때에도 다양하 

고 복잡한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도시화로 인해 

도심내 군부대의 취약성이 섬화되고 있고， 훈련장 

이 필요하나 환경문제나 지자체의 반대로 용지 확 

보가어려우며，군사시설의 이전이나신규설치에 

필요한 예산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 

생하고 있다. 또한 군사적 현대화에 따른 전략의 

변화로 과거의 과도한 군기지 및 보호구역 운용의 

효용성이 점차 저하되고 있고， 지자체의 조정 요 

구와 군사시설로 인한 환경문제에 대한 개선 요구 

에 보다 많은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야 하는 실정 

이다. 

그렇다고 군사시설이 지역에 피해를 가져오는 

부정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군기지는 

군무원의 고용과 소득， 주변지역 내 서비스업 활 

성화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국가경 

제가 발전하지 않은 시절에는 군기지의 긍정적인 

역할이 두드러지지만 경제가 발전됨에 따라 긍정 

적인효과보다부정적인 영향이 부각되는것이 일 

반적이다. 일례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동두천시 

의 경우미군기지로도시가기형적으로형성된부 

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미군주둔으로 인한 지역경 

제적 기여화 연간총지역생산액의 1/3에 달하여 

미군기지 이전에반대하는목소리가있기도하다. 

또한 자연적 여건으로 낙후될 수밖에 없는 지역 

에서는 여전히 군주둔이 사회경제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군사시설이 대표적인 님비 

현상의 하나로 여겨지는 것은 정부가 안보의 중요 

성만을 강조하여 군사시설의 보호에만 힘쓰고 군 

사시설이 지 역발전에 순기능을 할 수도 있다는 측 

면을 소홀히 하고 발전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용지 및 그 주변지역에 설정되는 보호 

구역의 적정성은 시대적 여건을 감안하여 안보라 

는 국익 내지 공공재와 민간이해관계를 어떻게 조 

화시켜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강한구， 1996). 

과거 사회적으로 금기시되던 군사시설과 보호구 

역이 연구대상으로 떠오르게 된 것은 1990년대 중 

반 접경지역지원법 제정 움직임이 생겨나면서 이 

분야의 정책적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사회적 공감 

대가 형성된 이후부터이다. 대부분의 연구는 경기 

도와 강원도 산하 연구원， 국토연구원에서 이루어 

졌고， 동시에 한국국방연구원에서도 정책개선을 

위한 기초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학술적 

인 연구는 그다지 활발하지 못해 부분적으로 군사 

시설의 부정적 외부성에 주목하여 그 해소방법을 

제안하거나(김천영， 2002; 소성규， 2002; 허훈， 

2003 등) , 접경지역지원법의 효과에 대한 연구(졸 

고， 2001) ， 군사시설 이전사례에 관한 실증적 연구 

(졸고， 2004) 등이 있을 뿐이다. 

본 연구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규제 실태를 조 

감하여 그 지역적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적 개선방 

향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미군 공여지는 

이 모든 점에서 한국군 군용지와는 큰 차이를 나타 

내기 때문에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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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규제 실태 

1)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규제 내용 

군사시설의 취득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군 

용시설설치관련법， 기지이전관련법， 군사시설보 

호 관련법， 주한미군시설관련법의 4개 분야로 나 

누어지며. 본고에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군사시설 

보호 관련법이다. 또한 군사시설보호법은 나머지 

관련볍의 상위법적 성격과 육군시설을 주요대상 

으로 하는 법이며， 해군기지법과 군용항공기지법 

은 해군과 공군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고， 군용전 

기통신법과 방어해면법은 위의 법을 보완하는 성 

격을가지고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관련법에 의거하여 군사시 

설 주변에 설정되어 있다J) 보호구역 내에서는 보 

호구역과 관련된 표지판을 훼손하거나， 군사시설 

에 대한 스파이 행위， 통제구역 안에서의 허가되지 

않은 건축행위 등을 금지하며， 다음 사항의 경우 

작전활동을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관할 행정 

관청의 장은 국방부 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 

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도로， 철도， 교량， 운하， 터널， 수로 등과 그 부속 

공작물의설치또는변경 

-하천 또는 해면의 매립과 준설 및 항만의 축조 

또는변경 

-제한보호구역내의 주택，기타구조물의 신축또 

-통신시설의 설치 및 그사용 

-광물，토석 또는토사의 채취 

1) 육상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구역， 비행안전구역의 도면은 김원길(2000) 논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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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군사규제 관련법의 주요 내용 

훌쌀3혔훌앓 

진지/장애물， 기타 군사목적에 직접 사 「통제보호구역」 
합 잠 1. 군사시설 보호법(‘72) 용되는 시설을 보호하고 군작전의 원활 • 비인가인원의 출입금지 
군 사 

한 수행을 위해 설정한 구역 • 주택 등 구조물 신/증축 금지 

I • 군사분계선 남방 lOkm선 •• 민통선 사이 「제한보호구역」 
시 설 

통제보호구역 보호과 
• 군시설 최외곽←→ 500m선 사이 • 주택 등 구조물의 신/증축 제한 

제한보호구역 
I • 민통선 •• 군사분계선 남방 25km선 사이 「금지사항」 

• 군사시설 최외곽 패n선 사이 • 비인가인원의 출입 

2. 해군기지법(82’ ) 
군항과 해군작전기지의 보호를 위해 설 • 군함의 각종 항로 방해행위 

정한구역 

「제한/허가사항」 

육상 | 
→11...:;....1'---J~ --r........:l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 및 외부 연 l' 항만/해안/하천/해면의 변경 

• 해운영위， 해저시설물의 부설 

해상 U ’ '--' ’ • 어로/해조채취 
-"‘:::....1. ---1 →~ ‘~ ~→1 진해항 통제구역 주변 수역 • 건축물섣치 변경 

3. 군용항공기지법(70) 
비행안전과 군용항공지지의 보호를 위 항공등화에 장애/오인의 우려가 있는 

한구역 

비행안전구역 
• 제트기지 반경 4.4~15.3km내 

• 비 제트기 지 반경 3~12kmol 내 

가지보호구역 
비행장의 경계선 기준 반경 5km까지의 

구역 

4. 방어해면법( ‘63) 
비상시 원활한 행상작전에 필요한 “군 해~굴착， 해면매립， 준설， 해운영위， I 해 상 
‘ 1 .1 ~， l .1= ““ ι~" 

어로등금지/제한 

5. 군용기지통신법( ‘61) 군용통신시설의 중심에서 반경 2km이내 | 
통신장애의 우려가 있는 일제의 시설 

출처 : 강한구 등， 1996; 국토연구원.2001 

-조림또는임목의벌채 

-토지의 개간또는지형의 변경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 , 변경 , 해제는 각 군 참 

모총장 또는 합창의장의 건의에 따라 국방부 장관 

예하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리의 책임은 

관할부대장에 있으며， 구역 내의 각종 민원허가와 

관련한 사항은 사안에 따라 국방부 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이 권한을 가진다. 

2000년 현재 전 국토면적의 1. 3%(1 ,268. 8k따)가 

군용지이며 이중 96.6%가 국공유지이다. 또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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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면적의 6.8%(6 ，781. 26k따)가 군용지를 제외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이며 이중 통제보호구역이 

1770.8k따이고 나머지가 제한보호구역이다. 군사 

시설 용지와 달리 군사시설보호구역 총면적의 

80% 이상이 사유지에 설치되어 재산권이 제약되 

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군사규제를 받는 전체 

토지면적은 전 국토면적의 8.1%에 달하고，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인 군용지와 통제보호구역의 비율 

이 전 국토의 3.1 %, 개발이 제한되는 면적이 전 국 

토의 5.0%인 셈이 된다(국토연구원. 2001). 

지역적으로 볼 때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전방지역 

에 집중하여 2000년 현재 경기도(35.9%) ，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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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 , 인천광역시(7.7%)에 걸쳐 총 90.6%를 점 인 방향으로 처리하되， 작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보 

유하고 있다. 완책을 요구하는 것인데， 작전환경의 변화 등으로 

협의조건의 취소와 철회 및 변경과 추가가 가능하 

2) 비명문화 규제: 작전성 검토 여 민원 신청인에 피해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3) 그 

러나 이러한 논란에 대한 처리절차가 명확하지 않 

군사시설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이 건축 아 형평성과 일관성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 

이나 토지이용 등 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해 관할 행 어 관련법규와 지침의 체계화와 군사시설보호 담 

정관서에 민원을 제기하면 행정관서는 이를 관할 당장교에 대한 교육이 시급한 실정이다. 

군부대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군사 

시설보호 관련법이나 각 군의 민사처리지침 어디 

에서도 명문화된 처리기준이 없어 지역주민과 지 3. 군사규제로 인한 지역적 영향 
자체와의 마찰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군사시설보 

호법 제 10조에서는 보호구역 내에서의 허가 및 기 

타 처분을 하기 위해서 관할 부대장이나 국방부장 

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구체적인 처 

리기준이 없다. 여기에서 협의란 군당국의 작전성 

검토2)로서 건축행위나 토지형질변경행위가 군사 

작전의 수행에 저해되는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 

되므로 군당국 일방의 전횡적인 처분이 가능한 비 

명문화된 규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로 관할부대와 상급 관리부대와의 

견해가 다를 경우 무엇이 우선하는가가 불명확하 

여 민원에 대한 긍정적 처리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는 것이다. 그렇다고 관할 지자체에 대한 군당국의 

검토사항의 통보가 실질적으로 민원에 대한 최종 

적인 처분권은 아니며， ‘동의’ , ‘부동의’ , ‘조건부 

동의’ 라는 군당국의 통보를 감안하여 관할 행정기 

관이 허가처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행정 

기관에 실질적인 결정권한이 없다고 보아도 과언 

이 아니다. ‘조건부 동의’ 란 민원의 내용을 긍정적 

1) 지역주민의 직간접적 피해 

민원은 지역의 관할 군부대에 제기되거나 여기 

에서 해결이 안될 경우 국방부와 합참의 군기지 및 

보호구역 관련부서에 접수되기도 한다. 민원 건수 

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강한구， 19%). 

향후 재산권 행사 규제에 대한 불만과 쾌적한 생 

활환경 욕구가 증대되고， 도시의 팽창으로 군부대 

가 도시 내에 있게 되는 상황이 증가하고， 지자체 

의 지역개발이 확대됨에따라군관련민원은더욱 

다양해지고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일례로 국방부 군사시설국과 합참 군사시설보호 

과 게시판에 오르는 민원의 내용을 살펴보면， 작전 

활동으로 인한 소음 및 사고로 인한 군기지 주변지 

역의 주민과 가축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와 기타 규 

제로 인한간접적인 피해가주종을 이루고 있다. 

규제와 관련된 민원은 군기지나 보호구역의 규제 

로 토지이용이 제한되거나， 고도제한과 신개축 제 

2) 작전성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군사시설， 군수지원， 군사보안 동의 항목에 있어 민원사항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토한다는 것 
이다. 김혁중(2003) ， p.91 

3) 예를들어 건축행위를허가하더라도건축고도를제한하거나군사시설 노출을막기 위한울타리 설치를요구하는것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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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규제의 실태와 지역적 영향 

한 등 택지개발의 어려움으로 주민생활의 사유재 

산권을 침해하거나， 비정상적인 우회도로 설치로 

불편함을 초래하고， 산업의 입지가 제한됨으로써 

토지이용의 비효율이 초래되는 것과 관계가 있다. 

합참 홈페이지 게시판에 퉁재되어 그 내용을 파 

악할 수 있는 민원만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면， 규 

제완화(재산권)， 보호구역 해제， 기지 및 시설이전， 

업무처리 지연과 불공정성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 

다. 국토연구원(2001)이 경기도를 대상으로 보호 

구역 민원 실태를 분석한 내용 또한 보호구역 조 

정， 군사시설 이전， 행정위탁에 관한 사항， 규제 완 

화， 피해보상 및 방지대책， 협의처리의 형평성 등 

으로 그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 4) 

이러한 직간접적 규제의 결과로 군사시설보호구 

역의 경제적 낙후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경기북부 지역은 전체의 47.2%가 군사시설보호구 

역이며， 파주군과 연천군은 80010 이상으로， 전방지 

역에서는 인구가 감소하거나 사회기반시설 부족 

과 지 역경제의 취약성을 나타내고 있다. 

군사기지 주변의 주민이 제기하는 민원 중에서 

국방에 영홍t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살펴보면， 사 

유지에 설치된 군부지의 반환5) 기지 폐쇄 및 이 

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규제완화， 군사훈련 

중지 및 축소 등으로 다양하며， 군사시설 설치 예 

정지 역에서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피해를 

보는 것을 우려하여 적극 반대하고 있는 실정 이다. 

합참(1995)이 제기된 민원에 대해 처리한 결과를 

보면， 동의 6, 비동의 72 , 답변 15 , 관계기관 협의 

제안 21 , 해제건의 2. 기타 6으로 비동의 건수가 월 

등히 높다. 비동의 내용을 보면 군사작전상 이전 

및 해제， 규제완화가 불가하다가 캔， 현행법 규정 

상 불가가 13, 예산부족이 3, 기관 협의필요가 2건 

등이다. 부동의의 경우 민원인에 자세한 설명이 없 

어 납득하기 어렵거나규정상불가의 경우에도군 

부대간뿐아니라지휘관교체에따라일관성이 없 

는 경우가 많아 민원인의 불만을 사고 있다(강한 

구， 1996). 

이는 민원에 대한 군당국의 처리시스댐의 미구 

축으로 인한 행정절차의 복잡성， 법적으로 정해진 

처리기간의 지연， 민사담당 전문요원 부족과 표준 

화된 처리지침 부재 등에 연유한다. 또한 군사시설 

획득업무는 국방부 시설국에， 군사시설 보호업무 

는 합참에 부여하여 군사시설 업무가 분산됨으로 

해서 군사규제가 군당국의 편의 위주로 다루어지 

는 경향이 많고， 군기지와 보호구역의 밀접한 관계 

가 훼손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며， 민원 업무의 

조정에 많은 시간과 노력의 투입이 불가피해지는 

경향이있다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내 

규제를완화해 왔음에도불구하고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나 관련 지방자치단체들은 충분치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 군사시설과 훈련으로 인한 

사고나각종환경피해 등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보 

상이 충분치 않고， 소음 등 거주환경의 악화에 대 

한 피해보상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다. 또한 사전분석제도6)를 통해 규제내용을 사전 

4) 민원 항목별 경기도 지 역사례는 국토연구원(2001) pp. 35-37, 강원도 지 역사례는 pp.39-42 참고 
5) 군에 의한 무단 점유지 문제는 국유지와의 교환 또는 수용의 형태로 2003년까지 해결되었음 
6) 사전분석제도란 군당국이 전술적인 판단 아래 관할 보호구역내의 건축물의 고도제한과 허가행위의 행정위탁 여부 등을 관할 지 
자체에 통보하여 민원인이 매번 군당국에 질의하지 않더라도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도변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공개 
제도를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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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할 지자체에 위탁함으로써 투명성과 사무처 

리의 형평성이 제고되기는 하였지만 적용지역이 

아직 일부지역에 국한되어 있어 군사규제에 대한 

민원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기는 역부족이다. 

군당국 자체의 계획 또는 지자체의 강력한 요구 

에 의한 도심 내 군사시설 이전은 군사규제 또한 

해소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지자체가 크게 환 

영하는 바이지만 그 비용부담을 두고 양자f의 의 

견 차이가 심각하다. 재정이 충분치 못한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해당 부지를 무상양여 받기를 원하고 

있지만국방부는 이를매각하여 이전해 갈신규부 

지 매입 에 사용하고자 한다. 현재 국유재산 관리를 

재정경제부에서 총괄하고 있지만 부대별로 위닥 

하여 일종의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어 지자체 

의 입장이 관철되기 위해서는 기존 법의 개정이나 

신규법의 제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2) 군사시설보호의 문제점 

과거 취락지역의 외곽에 위치하던 군사시설이 

도시화로인해 도시지역에 위치하게 됨에따라군 

사시설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기가 어려워지고 있 

다. 시가지의 고층화와 각종 전자장비의 발달로 

인해 군사시설이 과도하게 노출되어 군사보안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교통이 복잡한 도시 내에서 

군사작전의 기동성이 많은 장애를 받고 있고， 훈 

련장이나 탄약고 인근에 취락이 발달함에 따라 군 

사훈련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 가능성이 높아지 

고있다. 

이에 따라 도심 군사시설의 이전이 필요하지만 

地理學論輩 제45호 (2005.2) 

막대한 이전비용의 부담으로 지연되고 있고， 신규 

대체부지 획득도 해당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반대 

로 용이하지 않아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군사시설 

계획에 심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 그렇다고 그대로 

존속시킬 경우에는 도시의 발전을 저해하고 지역 

주민에 대한 규제가 불가피하여 끊임없는 마찰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려면 해당 지자체와 

의 협의로 군사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할 수밖에 

없어 장기적으로군본연의 임무를수행하기 어려 

워진다. 

기존 군사시설의 입지 조정의 문제 외에도 군사 

전략의 변화로 새로운 군용지를 확보해야 하는 경 

우도 생겨나고 있다. 무기의 현대화로사거리가 연 

장되고 파괴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기존 훈련장의 

효율성이 떨어져 새로운 훈련장 마련이 시급하지 

만 이 또한 환경문제 지자체 또는 지 역주민의 기 

피현상으로용이하지 않은실정이다 7) 

이와 같이 군사시설 이전이 어려워진 데에는 관 

련 제도에 문제점이 있거나 이전지 주민에 대한 지 

원대책이 미흡한 것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전 비용이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에 의거 매각 

비용으로 충당되어져야 하나 군용지 대부분이 임 

야 지목으로 되어 있어 이전비를 확보하기에 크게 

부족한 실정이고， 이전용 토지 획득을 위한 토지수 

용 보상채권 발행권이 군당국에 없고 국공유지도 

우선 제공되지 않고 있다(강한구 등， 2003). 따라 

서 군당국은 이전을 위해 지역주민， 지자체， 타 중 

앙부처 등과 복잡한 협의와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 

는 실정에 놓여있다 8)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전부지 획득을 위해 군당국에 채권발 

7) 2002년 육군의 경우 151개소의 훈련장 및 사격장이 부족하며， 면적을 기준으로 확보율은 60%에 불과하다고 한다. 강한구 권오 
봉(2002) ， p.50; 훈련장 확보에 관한 군당국의 기본입장에 대해서는 장호열(2002) 참고 

8) 군부대 이전절차의 복잡성에 대해서는 졸고(2004) pp.434-43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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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권을 부여한다던가 국유지를 우선 제공하는 등 

의 관련법규 개정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3) 군사활동과 환경보전 

양자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엇갈린 평가가 공존 

하고 있다. 첫 번째 시각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 

정으로 군이 환경보전에 일조하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군사활동으로 인한 환경 피해가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전자는 군당국 

이 주장하는 바이고， 후자는 피해를 받는 지 역주민 

과 환경관련 시만단체의 입장이다. 

군이 환경보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근거는 군사보호구역에서 민간인의 출입과 경제 

활동 행위가 크게 제약된다는 것에서 찾아질 수 있 

다. 그 결과 비무장지대나 민통선 북방의 민북지 역 

에서 동식물 자연생태계가 잘 보전되고 있으며， 그 

남방의 접경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자연생태 

계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것이다. 비무장지대 

의 생태적 가치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주류를 

이루지만 시계청소를 위해 매년 봄 남북 양측에서 

화공을 실시하여 본래의 식생이 제거되고 초지로 

변모한 것이 생태적으로 잘 보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에 

서 발생하고 있는 환경문제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불법쓰레기 매립과 방치 , 오폐수의 

무단 방류， 기름유출로 인한 수질 및 토양오염， 훈 

련장과 비행장의 소음 둥 그 형태도 다ÒJ하다. 이 

외에 군작전 활동을 위한 도로 건설과 참호 구축， 

사계청소， 대규모 사격훈련 둥으로 생태계 파괴도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군이 특수성을 이유로 환경 

오염 조사와 공개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환경오 

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환경안보’ 9)에 대 

비하기 위한 기반구축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이 

다. 군부대 자체적으로 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 

그리고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 외에 관련 지자체도 

군부대 환경문제를 정비하기 위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의 

문제제기를 사후에 처리하는 것보다 사전에 차단 

하고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경기도에서 경기북부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 지역의 51%가 군사지역일 정도로 

군사시설이 밀집하고 있는데 환경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오폐수를 

정화처 리하지 않고 무단방류하는 군부대가 73%이 

고， 쓰레기를 불법 소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부 

분적으로 간이유류저장시설의 경우 토양오염과 

지하수오염에 노출되어 있는 군부대가 많은 것으 

로 조사되었다(경기개발연구원， 2001). 

대규모 군사훈련장의 경우 별도의 조치를 취하 

지 않으면 훈련의 강도와 빈도에 비례하여 식생 소 

설， 사면 경사도 변화， 강우로 인한 토양의 유실이 

국지적으로 차이가 발생하여 훈련에 적합지 않은 

곳으로 변모하게 된다. 훈련장을 지속가능하게 활 

용하기 위해서는 훈련과 복원을 반복하여 관리하 

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10) 그래야 현재 사용하고 

있는 훈련장이 적합하지 않게 되어 신규 훈련장을 

찾는 것이 불필요하고 훈련장 신규확보의 어려움 

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9)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군사활동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군사적 안보 못지 않게 군의 책임과 역할로 
생각하지는개념이다 

10) 김두일， 2002 ， ‘'GIS를 이용한 군 훈련장의 자연환경관리 , in: 한국국방연구원 제4회 군 환경보전 학술세미나.5-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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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군주둔으로 발생하는 문제의 유형 

출처 : 강한구 등， 1996 

4.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정책적 개선 
방향 

군사시설 및 보호구역의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 

하는 이론적 근거는 부정적 외부성의 해소에서 찾 

아야할것이다. 이 지역이자발적으로국방시설을 

유치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아무리 국가안보라 

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도 그 편익과 비용 

측면에서 외부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즉， 비군사지 

역이라 하더라도 국가안보의 편익을 누리는 소위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며， 비용의 측면에서는 모 

든 지역이 균등분담하는 것이 아니라 비자발적으 

로 군사지역화된 지역이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 

고비군사지역일경우누릴수있는지역발전의 기 

회를 박탈당한다는 점에서 또한 비군사지역의 무 

임승차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김천영. 2002; 

허훈， 2003). 따라서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자체와 

주민이 외부성 개선을 요구하는 것을 단지 군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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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 영향이 있을수있다는점에서 일방적인 희생 

을 강요하고 님비현상으로 치부하는 사고방식은 

문제가있다고본다. 

국가안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군사시설 유지가 불가피한 한 외부성의 문제를 완 

벽히 해소하는 것이 어려운 일일 수 있을지 모르 

나， 군사시설 및 보호구역의 운용을 법과 제도적인 

차원에서 개선하고 규제의 완화 및 군사지 역에 대 

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작전성 확 

보와 국토이용의 효율화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 

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1) 군사시설 및 보호구역 운용의 개선 

(1) 단기 정책: 군사시설 운용의 효율성 제고 

이제까지 개별적인 민원의 증가가 군사활동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군 내부적으로 

도 소규모 기지의 노후와 분산에 따른 관리수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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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 국방예산의 감소 추세， 기획관리체계 미비 

및 법적 기반 취약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 국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개선과 관리체계 

의혁신이시급하다. 

단기적으로는 현행 틀 내에서 군사시설을 효율 

적으로 운용하는 체계를 확립하고， 관련 법규와 제 

도，조직 정비 및 재원확충을통해 기지운영을원 

활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할 것이다(강한구 

등， 1996). 

@ 합리적인 기지운영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는 기지 및 보호구역에 대한 재평가로 그 결과에 

따라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이 때 검토해야 할 사 

항은 각각의 군사시설 및 보호구역의 군사적 가치 

와 이로 인한 각종 피해 즉 사회적 비용이다. 이 둘 

을 합산한 점수가 기준점수 이하일 경우에는 해제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는데， 일차적인 구조조정의 

대상은 군사적 가치가 낮고 사회적 비용이 높은 경 

우이다. 

군사적 가치는 전략 및 전술적 가치와 유지비용 

및 예산절감 가능성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전략 

및 전술적 가치의 평가항목으로 군기지의 입지， 기 

능성， 확장 가능성， 사계/시계 확보， 보호구역의 안 

정성이 고려되어져야 한다. 사회적 비용은 군기지 

폐쇄시 개발효과와 유지시 피해비용을 감안한 기 

회비용과，군기지 주변지역의 생산과고용등지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역할을 종합하여 산출되어 

질수있다. 

군기지를 정비함에 있어서는 일차적으로 군사시 

설과 인구밀집지역을 최대한 분리시키려는 노력 

을 경주하고， 부득이 한 경우 획일적인 공간적 규 

제보다는 정주환경과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도심 군사시설을 

외곽지역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확대하여 도시를 

정비하고 시민의 불편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11) 이 

전이 불가능한 비행장이나 군사훈련장의 경우 특 

정군사시설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거나， 대체부지로 국유지를 제공하여 국방이 저 

해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 군기지와 관련한 민원처리와 군기지 이전을 

포함하는 기지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관련 볍규와 조직을 정비하고 소요재원을 조달하 

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군사시설 관련 법규가 복 

잡하고 불명확하여 정비를 요하는데， 시행규칙의 

구체화와 유사법규 통폐합 및 기지주변 대책법 제 

정이 그 해결방법이 될 것이다. 

현재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부서간에 난맥 

상을 들어내 조정이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군사 

시설과 보호구역업무를 통합하여 총괄 통제기구 

를편성해야하고군과지자체의 협의기구를구성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부대이전시 부지소요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 민간인 피해보상에 대한 정 

부지원제도， 군사시설의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법적 개선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나 단기적으로 이 

에 소요되는 재원은 폐쇄(이전) 군부지 매각수입 

특별회계 운영을 통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2) 장기 정책: 군사시설계획과 국토계획의 연계 
이제까지 군사적 토지이용이 국토종합계획이나 

11) 1966년에서 2001년까지 전국 대도시에서 227개 군부대가 교외로 이전하였으며， 이중 51. 5%가 1987년에서 2001년까지 집중되었 
다. 강한구 · 권오봉(2002) ， p.51; 군부대 이전사업의 예산과 토지확보에 대한 문제점과 법적， 제도적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조진 
철(2002)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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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계획에 연계되지 않음으로써 군사시설과 

보호구역의 운영이 안정화되지 못하였다. 군사시 

설계획과 국토계획을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장기 

적으로 군구조의 변동까지 감안하여 군사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러기 위해 

서는 미래의 군기지 및 보호구역 소요를 판단하는 

국방종합발전계획의 수립이 불가피하다. 국방종 

합발전계획에는제대별 지역별주둔적합지역의 

선정과 발전， 군사시설의 통폐합을 포함하는 단계 

별 조정계획 및 시설의 현대화가 수반되어야 할 것 

이다(육군본부， 2002). 

군사시설의 이전과 관리 보호구역의 조정을 합 

리화하기 위해서는 제도 정비와 종합대책이 필요 

한데， 선계획-후개발 체제를 갖추기 위해 2003년 

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이 그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국 

토계획법은 종래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 

을 통합한 것으로 도시(군)계획에 관한 사항， 용도 

지역제 개편과 행위제한 토지적성평가제， 개발허 

가제， 기반시설연동제， 제2종지구단위계획제， 토 

지거 래허가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토개발정책의 변화에 부응하여 종래 

제외되었던 군사시설 또한 계획의 대상에 포함시 

켜 군사시설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군사작전 환 

경을 보장하고， 지 역개발 촉진 및 주민의 정주생활 

환경의 개선을 도모하며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적 

극적으로 보전하여야 할 것이다. 

군사시설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군사시설 

및 보호구역의 설정과 관리를 도시(군)계획의 대 

상에 포함시켜 군사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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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민원발생을 근원적으로 최소화하는 것이 요구 

된다 12) 이를 위해서는 군 작전 및 보안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계획단계에서 관련 지자체와 협의 

하여 도시(군)계획에 반영하여 필수적인 규제지역 

을 협의하고 기타지역은 해제하여 토지이용의 효 

율화를 증대시켜야 할 것이다. 

토지적성평가의 결과를 감안하여 환경훼손을 최 

소화하면서 군작전과 보안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 

에 보호구역을 선정하여 이전하거나 확장하고， 군 

사시설 설치계획의 적정성과 기반시설 확보 여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 

가 규정을 자발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 

이다. 작전이나 보안상 취약하거나 민원이 심각한 

군사시설 및 보호구역은 토지적성평가와 도시(군) 

계획을 기초로 이전대상지를 선정하여 계획적 입 

지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국방종합계획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시설의 이전과 신규용지 매수 및 소 

요비용 등을 마련해야 하고， 기존부지의 처분과 활 

용및 이전사업에 대한정부의 지원방안등을수립 

해야할것이다. 

부대단위별로 운용되고 있는 군사용지 중 부대간 

의 광역적 운용이 가능한 사격장과 훈련장 등은 통 

합하여 시설을 확장하고 현대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기타 기존 군사시설을 통합하여 작전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적정규모의 군사용지를 확보하고 

필요시 다른 용지와의 교환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2)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규제 완화와 지원 

규제 완화에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축소와 이 

12) 일종의 토지 pool제도로 국가가 군용지를 포함한 국토이용계획을 수립하고， 군당국은 군사시설의 위치와 규모를 제기하는 것으 
로 이해할 수 있다. 군사시설이 이전하던지 주민이 이주하던지 국가 차원의 계획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군당국의 기본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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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내에서의 행위규제 완화가 포함된다. 규제받 

고 있는 이 지 역에 대한 지원내용에 대해서는 개별 

군사시설별 직간접적 피해에 대한 보상적 성격의 

대책과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한 특정지역에 대한 

광역 지원으로 나누어 그 실태와 개선방향을 살펴 

보았다. 

(1)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규제 완화 

첫째， 1993년 개정된 군사시설보호법에는 보호 

구역을 최소한으로 설정해야 하고(제4조 2항) , 불 

요불급한 보호구역은 신속히 해제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제4조). 1972년 군사시설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이러한 조항이 삽입되기 이전에도 실질적으 

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지속적인 축소가 이루어 

져왔고， 개정된 이후 대폭적으로 축소되었다. 그 

변천과정을보면; 

-1972년 : 접경지역 군사분계선에서 27km까지， 

기타지역 군사시설 최외곽에서 1km로설정 

-1981년 : 보호구역을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 

구역으로 구분， 군사분계선과 민간인통제선 사이 

를 통제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민통선을 군사분 

계선 남방 5-20km로 설정 

-1993년 : 군사보호구역 축소 및 완화 조항 삽입 ,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한 민원업무의 일부를 관 

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 조항 삽입 

- 1997년 : 민간인 통제선 폭을 최장 15km로 조정 

하여 민통선 축소 조정， 통제보호구역 중 전략촌 

및 통일정책상 필요한 지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 접경지역 보호구역의 폭을 남방 25km로 축 

소， 기타지 역 군사시설 최외곽에서 500m로 축소 

향후 군사시설보호구역을 개정법의 정신에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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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조정하는데 가장 전향적인 방안은 통제보호 

구역만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존치시키고， 광범 

한 제한보호구역을 폐지하며， 군사분계선에서 남 

방 25km까지 설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군기지 

중심으로 축소하는 것이다. 국토연구원 등에서는 

보호구역의 설정범위를 군사분계선에서 15km로 

하고， 빈통선 남방에서 25km에 달하는 제한보호구 

역을 해제하며， 개별 군사시설의 보호구역 범위를 

최외곽 500m로 대체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국토 

연구원， 2001).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는 군 

용지의 변화를 보면， 한국군 용지는 꾸준한 증가추 

세를 보이는 반면， 주한미군 용지는 1995년 전체 

군용지의 약 10%이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를 보이고 있다. 현재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총면적 

은 전 국토면적의 6.8% 정도로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의 전방지 역에 대부분 집중되어 있다. 

보호구역의 전체면적은 1977년까지 7 ，200k따， 

1978-87년 8 ，200k따로 증가， 1988-1993년 7 ，500k따 

유지 ， 1994년 이후 대폭 해제로 2000년 현재 6,800 

k따대를 유지하고 있다(국토연구원， 2001). 한국군 

군용지가 훈련장 확대 둥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 

고 있는데 비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정치권의 변 

동에 따라 대폭적으로 해제되고 있는 것이 특징적 

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해제 사유를 살펴보면， 

택지조성(70년대 이후) , 도시개발(70-80년대) , 재 

산권 보장(80년대 이후)， 환경정비 (80년대 후반) , 

부대이전(80년대 후반 이후)， 탄약고 조정(90년대) 

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강한구 등， 1996). 

둘째，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서의 행위규제 또 

한 민원 해소 차원에서 1993년， 1997년 군사시설 

보호볍 및 동 시행 령 개정을 통해 완화하는 조치를 



취해왔는데， 일부 통제구역에서의 규제강도 완화， 

생활환경 낙후를 방지하기 위한 택지 재개발 및 공 

공시설 건설 관련 규제 완화， 재산권 보장 확대를 

주내용으로하고있다. 

-보호구역의 비군사적 이용가치가 클 경우 규제 

완화(상기 시행령 저116조) : 민통선 이북의 통제구 

역에서 전략촌， 안보관광지역， 남북교류협력사업 

계획지역 등이 조성되는 곳에서는 제한보호구역 

화가능 

-보호구역에서 군사활동에 저해하지 않는 범위 

에서 관할행정관청의 장은 군과의 협의없이 기존 

건물의 재개축， 일차산업에 필요한 100m2 이하의 

가건물 및 200m2 이하의 비닐하우스 건축 허용， 입 

목의 간택별， 농지개량시설의 설치와 변경 및 구획 

정리，신규농지 조성을허가할수 있대상기법 제 

10조) 

-보호구역 내에서 도시계획상 택지개발 예정지 

구， 농공단지. 농지 개간 가능지역， 공유수면 매립 

지 등의 허가권한에 대해서는 군사활동에 지장이 

경미한한관할행정관청의 장에게 위탁가능 

-법적 협의기간 준수(관할 부대장 10일， 국방부 

장관 35일)와 협의절차 합리화를 위한 사전분석제 
col 
.....l-l::l 

향후 군사시설계획이 지역계획과 연계되면 도시 

계획에서 보호구역내 각종 개발사업을 다루는 도 

시계획위원회에 군당국 전문가가 참여하여 심의 

함으로써 규제를 투명하게 하고 협의기준의 표준 

화로 합리적으로 조정함과 아울러 사전분석제를 

제한보호구역 전체로 확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 

체에 위탁하여야할것이다. 이로써 협의기간단축 

과 행정처분의 형평성 제고 등으로 민원을 감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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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수있을것이다. 

(2)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지원 

공공 목적의 토지이용 규제시 국가차원의 보상 

은일반적이다. 발전소주변지역，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한강수계 상수원 보호구역， 댐 주변지 

역，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지원이 그러한 예들이다. 

그런데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지원이나 보상 

이 충분치 않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군사활동에 영향을 받는 지 역에 대한 

지원은 국가 차원에서 보전할 필요가 있다. 

@ 접경지역 지원 

지자체(경기도， 강원도) , 중앙정부(통일부， 건교 

부， 환경부) 주도로 군사밀집으로 규제를 받는 군 

사시설보호구역이 넓어 경제적으로 낙후된 접경 

지역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하고자 1999년 접경지 

역지원법이 제정되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경기도 

와 강원도가 지자체 차원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군당국 및 중앙정부 차원의 

규제완화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기폭제가 되기도 

하였다. 

이 법은 남북 분단，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으 

로 인해 접경지역이 낙후된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통일 전까지 운용되었던 독일 

의 접경지역지원볍(1971)의 기본사고를 원용하여 

만들어졌다. 남북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 

제발전 및 복지향상， 자연환경의 보전과 관리， 평 

화통일의 기반 조성의 목적을 가진 이 법은 각종 

사업의 시행과정을 원활히 하고， 기업 입주시 조세 

감면 및 기존 업체의 경우 보조금 지급의 혜택을 

부여하며， 지역기반시설의 확충 등의 지원책을 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현실적인 한계를 지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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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향후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재정적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특 

별법적 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제3조에서 국토이 

용계획법，수도권정비계획법，군사시설보호법에 

우선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실제 무한정한 지역개 

발에 제동을 걸고 있고， 여전히 군사시설보호법의 

규제를 받아야 등}는 설정 때문에 명백한 한계를 가 

지고 있다. 선계획 후개발을 표방하는 접경지 역종 

합계획을 강제하는 것도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방 

과 환경 관련 부처와 협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으 

로 여전히 절차상의 복잡성을 피할 수 없다(졸고， 

2001). 

군사지역이 아닌 경우를 가정한 경제발전 수준 

에서 실제 저발전한 수준을 빼면 군사지역화됨으 

로써 발생한 경제적 손실을 대략 추정해 볼 수 있 

으며 이러한 외부성 해소를 지원규모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13) 그러한 의미에서 접경지역종합계 

획에서의 재정 확보와운용에 있어서도문제가 있 

다. 정부의 재정지원 규모를 보변 경기도， 강원도， 

인천광역시의 접경지역 전체에 투입하는 예산이 

2003년부터 10년간 5조원에 불과하고， 그나마 국 

가분담율이 50% 정도에 머무르고 있고 나머지는 

시도와 민간이 충당한다. 이로 볼 때 지원법은 지 

역경제가 정상화 되는데 크게 미흡하다고 볼 수 있 

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별로 ‘나 

누어먹기’ 식으로 지역 숙원사업에 지원재정을 배 

정하고 사업효과에 연동하여 지원iï}는 원칙이 제 

시되지 않아 지원재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 

다는점이다. 

@ 개별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 

군사시설의 이전과 입지 선택을 주민이 기피하 

지 않고 순조롭기 진행되기 위해서는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는 군사시설로 인한 직접 

적인 환경권 피해와 재산권 제약， 그리고 군용지 

대체 활용을통한세수확대의 기회를박탈하는등 

여러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해소하는 의미를 가지 

고있다. 

군사훈련 등을 통한 직접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배상수준을 상향조정하여야 할 것이고， 비행장과 

사격장에서의 소음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 탄 

약고 주변지역의 위험성 군부대로 인한 환경오염 

을낮추기 위해서 방음벽이나폐수처리장등피해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훈련을 적절한 수준으로 

변경하거나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보호구역내에서 개별 가계이전 목적의 지원을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에 대해 토지의 소유기간과 

거주 여부를 고려하여 상속세， 증여세， 토지세， 양 

도세 감면 등의 세제 지원14)을 고려하는 것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 지역적인 차원으로볼 때에는군 

사시설 입지로 인한 지역경제의 낙후를 보상하기 

위한 지원방안으로 주민의 숙원사업을 지원한다 

던가， 지자체에 대한 지방교부금을 확대 지원할 수 

도 있을 것이다. 개별 군사시설 차원에서는 군용시 

설 중 가능한 경우 문화공간과 체육시설 등을 지 역 

주민에게 개방하거나， 지역행사에 참여하고 지원 

하거나， 기지주변지역에 재해복구나 농사 등에 일 

13) 경기북부지역의 경우군사지역으로설정됨으로써 규제로 인한발생한 경제적 손실이 8조 8천억원에서 26조원에 이른다고보고 
있다. 허훈， 2001 , pp.108-9. 

14) 현재는 통제보호구역에서 전/답/과수원/대지 외의 토지에 대해 지방세를 변제해 주고， 제한보호구역에서는 임야에 대해 지방세 
를 분리과세 하여 보상이 충분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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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이 필요할 경우 대민사업을 확대하여 지역주민 

과의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지 역 

경제 차원에서도 군부대의 건설공사나 물품 조달 

시 지역업체를 우대하거나 민간시설을 군사목적 

으로 임차하여 군예산의 절감과 더불어 지역경제 

를활성화시키는데 일조할수있을것이다. 

이러한 지원의 내용이 시혜적 성격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의 당연한 권리임을 인식하여 군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군의 운영지침에 

명문화하고 사안별이 아닌 통합적 성격의 주변지 

역지원법의 제정을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역기능 

이상의 순기능을 보완함으로써 군사시설 기피현 

상을 예방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5. 맺음말 

군당국은 군사시설과 보호구역에 대한 민원의 

증가가 작전환경의 악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 

하고 있고， 지 역주민과 지자체는 채산권의 보장을 

당연한 권리로 인식하고 군사시설로 인한 지역발 

전 기회의 박탈을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사회변화와 더불어 군사시 

설보호법을 체계화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군의 순 

기능적 역할을 확대하여 국가안보와 지역발전이 

같은 비중의 가치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1990년 이후 군사시설보호 관련 법규와 제 

도의 개선을 통해 보호구역의 범위가 축소되고 규 

제가완화되어왔다. 또한접경지역지원법 등의 지 

원법률이 제정됨으로써 군사지역의 외부성 해소 

에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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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규제완화의 와중에서 군당국은 아무런 

대책없이 무한정 양보하다가는 국가안보라는 본 

래의 목적이 훼손당할까 우려하여 군사시설보호 

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검토하기 시작 

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로 군사시설종합계획을 국 

토계획이나 지역계획에 연계하여 군용지 확보에 

안정을 기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와 지원의 

합리화를도모하기 위한제반정책을수립하며，환 

경개선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군당국의 노력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 

련부처간의 긴밀한 정책협의를 통한 정책적 지원 

이 있어야긍정적인방향으로문제가해결될수있 

다. 특히 군사시설의 현대화와 부지확보를 위해서 

는 국방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고 국유재산 

관리에 있어서도 보다 합리적인 개정이 있어야 군 

사시설 이전이 용이해질 수 있다. 

군당국은 지자체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관한 공 

동협의체를 효율적으로 운용함으로써 민원의 합 

리적 처리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민원처리지침과 

기준의 합리화와 사전분석제의 확대가 군당국에 

서 취해야할일차적인과제라할수있다. 또한개 

별 군부대는 주변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하 

고 나아가 공동체적 유대를 강화시키기 위해 군사 

활동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를 적극적으로 보상 

하고， 군주둔으로 지 역사회가 경제적으로 보다 활 

성화될 수 있는 순기능을 확대시키는 방안을 모색 

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정책적 제언을 한다면， 현재 북한과 

의 군사적 대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에서 군사 

시설보호가 정책적 개선 차원에서 논의되는 한계 

를 지니지만， 향후 남북한간 정세변화로 군축이 불 

가피하거나 통일이 될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군사 

시설의 재배치가 논의될 것이고 이에 따라 군사시 



군사규제의 실태와 지역적 영향 

설보호구역이 조정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 

비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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