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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국방2020계획으로 군부  축소에 따른 첨단화된 훈련장으로 통합할 필요성이 두되어 경기도 

지역을 심으로 실태를 악하고 연구하 다. 연구결과 첫째 지역개발계획과 조화된 훈련장 보유기 을 재

설정하여야 한다. 둘째 폐기되거나 방치된 훈련장은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처리 차 통해 

정리하여야 한다. 셋째 군과 주민이 화할 수 있는 담 의체와 담부서, 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넷째 

사격장 등 민원소지가 있는 훈련장은 지하화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특별법 제정이나 조례규정 반 으로 원

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 자료는 국방부와 경기도에서 정책을 입안하고자 할 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ABSTRACT

The study is about the national defense 2020 plan. According to the reduction of military bases, It should be needed to be 

integrated as a high-tech camp. So we researched and  did a fact-finding survey  mainly in Gyeonggi Province. After the research, 

first, It should be reset the regional development planning and the retention criteria of harmonized camp. Second, the neglected and 

scrapped camps should be put into order to activate the local economy by handling procedure. Third, it should have dedicated 

consultative bodies, exclusive departments and professional staff to communicate with  the military authorities and the citizens.

Fourth, if there are any causes of civil appeals such as shooting ranges should be in the underground. Lastly, To get support 

smoothly, it should be reflected by enacted special laws  and ordinance regulations. This material could be used when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has a discussion with Gyeonggi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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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세계 으로 정보화의 속도는 엄청난 속도로 진행되

고 있다. 이러한 때에 북한의 이 최고조에 달하는 

등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세가 매우 불안하다. 특히 김

정은 정권은 언제 어떤 일이 벌일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주변국의 

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우리군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1〕ㆍ〔2〕즉 국방부는 2020국방개

의 일환으로 육군ㆍ해군ㆍ공군을 국방 력에 맞도록 

축소할 정이다. 그 에서도 가장 큰 비 을 차지하

는 것이 육군이다. 육군은 야 군 1개와 1개의 군단, 

20개의 사단을 이고자 한다.〔3〕왜냐하면 이제까지 

보병 주로 력을 운 하 으나 무기체계의 변화와 

술의 변화로 기계화 주의 부 로 개편할 필요성이 

두됨에 따라 병력을 이면서 장비로서 부족한 

력을 보완하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 하에서 육

군은 부  수가 축소되는 것과 아울러 그동안 훈련을 

할 때 소음과 농작물 피해로 인하여 각종 민원이 발

생하고 있는 훈련장의 실태를 면 하게 진단하여 어

떻게 하면 경제 이고 효율 으로 운 하여야 할 것

인지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두된 것 같다.〔5〕

그런데 육군 체를 분석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

움이 있어 육군의 력에서 가장 요하게 생각하는 

서부 선인 경기도 일 의 부 수 축소에 따라 그 동

안 지역에 산재되어 있거나 리가 부실하여 지속

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훈련장을 통합하거나 한 

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1〕ㆍ〔8〕 

본 연구의 목 은 향후 2020 국방개 에 부합되고 

육군의 력향상에 도움이 되면서 경기도의 장기계획 

발 과 조화를 이루고 지역주민들의 불만과 불평을 

해소하여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상생

할 수 있는 정보화시 에 따른 훈련장의 효율 인 

리방안을 연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범 는 육군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훈련장

을 악하기에는  여건에서 어려움이 있어 육군 

력에서 가장 요한 경기지역의 훈련장 에서 사격

장 등 몇 개로 한정하고자 한다.

연구의 차는 경기도 일 에 있는 육군이 유하

고 있는 훈련장의 황을 군에서 연구하고 발표한 자

료를 심으로 수집하여 정리하고 제시한다. 다음은 

수집된 훈련장을 심으로 부 의 통ㆍ폐합과 병행한 

훈련장 사용방안을 검토한 군 발표 자료를 검토하여 

미래의 효율 인 훈련장 리방안을 도출한다. 마지막

으로 분석된 자료를 활용하여 경기도의 개발계획과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계획과 충돌하지 않고 조화롭게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본 론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동북아시아의 주변국 을 

분석하여 볼 필요가 있다. 

먼  국은 자체 치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정찰

성, 성 요격의 능력을 구비하고 한국군의 략 네

트워크를 괴할 능력이 있다. 한 나름 로의 네트

워크  수행이 가능하며 합동타격 수단  원거리 정

타격 수단을 집 으로 운동할 수가 있다. 그리고 

가장 이 되는 것은 무한정한 인 자원으로 규

모 지상군이 지속 운용가능하고, 항공모함, 상륙함정 

등 력투사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한반도 어느 지역

이든지 선형성이 가능하고 우세한 해ㆍ공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3〕 

러시아는 단기간 내에 규모 지상군 투입은 제한

되나 태평양함   강력한 술 공군능력을 집 할 

수 있으며, 자체 치정보시스템, 성 요격 능력, 우

수한 정찰 감시능력으로 정보 과 정  타격   우

주  공군 우세가 달성 가능하며, 네크워크  수행이 

가능하여 합동타격 수단  원거리 정 타격 수단을 

집 으로 운용이 가능하다.〔3〕

일본은 우세한 해ㆍ공군의 집  운용으로 해상  

공  우세 달성이 가능하며, 고도의 정보 과 정  타

격  수행이 가능하고, 단기간 군사력 증강능력 보유

로 장기 에는 불리할 것으로 본다.〔3〕 

우리에게 가장 큰 이 되는 북한은 김정은의 권

력승계에 따른 내부 문제를 남 도발로 표출할 우려

가 있으며, 한반도 비핵화의 이행 거부와 핵무기 지속 

보유를 한 계획된 제한  도발과 남북경 과 련

하여 경제  지원 강요를 한 기 조성  제한  

도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며, 통일 과정에서 주변 강

국의 무력개입에 따른 면  도발도 배제할 수가 없

을 것으로 사료된다. 능력  도발형태는 극한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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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운용과 테러나 사이버 공격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측된다.〔3〕이러한 때에 우리군은 군부 를 축소하

고 장비를 통한 력을 상승시킬 국방2020개 을 추

진하고 있다. 따라서 앞에서도 언 했듯이 우리 군의 

주 력이 배치되어 있는 경기도 지역의 군부 와 훈

련장의 요성은 더 한층 요하므로 그 운용 실태를 

알아보고자 한다. 국방 2020개 에 따른 육군부  감

축계획은 <표 1>과 같다. 

표 1. 육군 부  감축계획
Table 1. Army troops reduction plan

Type Field Armies Corps Division

present 

tense
3 10 40

Future 

Plans
2 6  20

Decrease -1 -4 -20

육군은 2020계획에 의거 보병 주의 력운 에서 

첨 화된 장비발달로 기계화 주로 변경될 것에 비

하여 야 군은 1개, 군단은 4개, 사단은 20여개 축소

할 정이다. 따라서 작 지역의 종심이 확 되게 되

는데 군단은 정면×종심이 30㎞×70㎞이던 것이 100㎞

×150㎞로 7배로 증가하고, 사단은 정면×종심이 15㎞

×30㎞에서 30㎞×60㎞로 4.5배 증가하여 넓은 지역을 

담당하게 된다. 담당지역이 넓은 것은 발달된 장비와 

무기체계로 충분하게 지역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은 재 경기도에 군부 가 유하고 

있는 토지 황을 제1청사와 제2청사로 구분하여 알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경기도 내 군유지 황(단  : ㎢)
Table 2. Land held in Gyeonggi province military 

status

Category
Total 

area

Occupy 

Army

Occupancy 

rate(%)

Total 10,182 371 3.35

Building 

No. 2
 4,284 260 6.07

The first 

buildings
 5,893  81 1.37

경기도에서 육군이 유하고 있는 토지는 체면

의 3.35%를 차지하고 있다. 이 에서 제2청사가 있

는 지역은 6.07%로 제1청사의 1.37%보다는 4.4배

가 넓은 지역임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제2청사 지역

의 육군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훈련장에 한 정확한 

실태 악과 리가 더 시 한 실정이다.〔9〕 한 경

기도 주요 시ㆍ군별 군부  주둔 황은 다음과 같다.

표 3. 시ㆍ군별 군부  주둔 황(단  : 만㎡)
Table 3. Group for troops and military status at the 

time

Cate

gory
Paju

Yeonch-

eon

Yangz-h

ou
Goyang

Milit

ary

4 

divisionsc

orps 

Direct 

control

4 

divisions 

corps 

Direct 

control

3 

divisions 

corps 

Direct 

control

3 

divisions 

corps 

Direct 

control

Area 1,905 1,214 493.8 676.2

군부 가 시ㆍ군별 주둔 황을 보면 주시가 4개 

사단과 군단직할 부 로 가장 넓은 지역(1,905)을 차

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연천군은 4개 사단과 군단직

할부 (1,214)이며 이어서 고양시와 양주시가 넓은 군

부 와 훈련장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군부

가 집 되어 있는 시ㆍ군은 상 으로 인구가 많고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상 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군과 지역주민이 불만과 상

생이 어려운 곳이다. 다음은 경기도에 주둔하고 있는 

군단별 훈련장 황이다.

표 4. 부 별 훈련장 보유 황(단  : 개)
Table 4. Status of training camp held by Bag

Total 1corps 6corps 5corps

19,052 4,986 11,577 2,489

육군이 보유하고 있는 부 별 훈련장을 보면 6군단

이 11,577개(61%)이고, 1군단이 4,986개(26%) 그리고 

5군단이 2,489개(13%)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에서 6

군단이 치한 의정부와 송우리 일 는 경기도에서 

가장 개발이 많은 지역으로 잦은 군부 와 지역주민

들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곳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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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훈련장의 사용실태와 복 훈련장 황도 아울러 

확인하 다. 다음은 경기도에 주둔하고 있는 군단별 

민원처리 황이다.

표 5. 군단별 민원처리 황(단  : 건)
Table 5. Status of complaints by legion

Categ-

ory
Total Consent

Conditio-

nal 

consent

No 

Consent

계 18,958 10,476 3,476 5,006

1corps 13,861  7,849 2,137 3,875

6corps  3,695  1,884  856   955

5corps  1,402   743  483   176

경기도 지역 할부 의 3년간(2005년-2007년) 민

원처리 황이다. 총 18,958건  동의 10,476(55.3%)이

며, 조건부 동의 3,476(18.3%)로 조건부 동의 이상이 

73.6%(13,952)이다. 반면 26.4%(5,006)는 부동의 이거

나 취하 등 거부되어 재산권 행사에 심 한 향을 

미치고 있다. 부동의 되고 있는 내용을 세부 으로 보

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동의 비율은 2005년 23.6%, 

2006년 21.8%, 2007년 19.8%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둘째 공공사업과 민간사업을 비교해 보면 공공사업의 

부동의는 12.4%, 민간사업의 부동의는 22.3%로 공공

사업의 부동의 비 이 훨씬 다. 이는 공익을 한 

사업으로 할부 에서 작 성 검토를 할 때 많은 배

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제2청사와 

제1청사지역의 부동의 비 을 보면 제2청사 지역의 

민원 건수는 98%이고 제1청사 지역의 민원 건수는 

2%미만인데 제1청사 지역의 부동의는 34.6%, 제2청

사지역의 부동의는 19.6%로 반 로 나타나는데 이는 

군부  기지, 비행장, 훈련장 등 군사시설이  요구 

등 상당부분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이 많은 것으로 분

석되었다. 마지막으로 할부 별로 보면 부동의 비율

이 가장 높은 부 가 41.7%, 가장 낮은 부 는 3%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주요 민원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기계화 사

단의 양평군 원평지역 사격장이 포병  차사격 훈

련장 민원으로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지역 주민

들이 차의 진입을 막고 교외이 을 강력하게 요구

하고 있다. 둘째 포천시 지역민들은 평사격장과 승

진사격장의 소음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

는 실정이다.〔4〕

Ⅲ. 훈련장 리실태

경기도 일 에 산재되어 있는 훈련장을 가능한 한 

곳으로 통합하여 경제  운용과 운용유지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소부 의 기능 술훈련

장과, 개인ㆍ공용화기 사격장은 사단이나 여단으로 권

역화하고 부  훈련장인 제병 동훈련  합동훈련

장, 과학화 훈련장, 공ㆍ지ㆍ훈련장 등은 군단 이상 

제 별로 권역별별로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따

라서 기존의 훈련장 소요기 을 검토하여 통합하거나 

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먼  소요기 을 보면 육군

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 훈련장 확보기 이 타당한 

것인지를 먼  검토하여야 한다. 

첫째 육군의 표 훈련장에서 제 별 훈련장 확보기

에 따른 기  재설정에 한 사항이다.

육군의 훈련장 확보기 을 보면 실제 과다하게 설

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가용토지에 비해 실제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다는 의미이다. 경기도 지역 

육군보유 훈련장 총면 은 16,518㎢인데 육군확보기

에 따른 경기도지역 훈련장 총 소요면 은 18,694㎢로 

2,176㎢가 부족한 실정이다. 통합하여 훈련장을 이

는 방안도 요하지만 육군의 훈련장 소요기 을 재

설정하는 것도 요하다.〔3〕

둘째 병사에 한 기본훈련이나 주특기별 훈련을 

주둔지에서 통합하여 실시하고 사격장을 포함한 

사격장은 지하화 하여 민원발생을 여야 한다. 따라

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훈련여건을 보장하기 

하여 지역별로 훈련장을 통합하여 리하고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민피해를 이기 해 가  주

민과 마찰이 은 지역으로 훈련장을 이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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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제 별 훈련장 확보기
Table 6. Hourly secure training center based on article

Category Designation
Secure 

basis

1.3

Army

Corps FTX-class training 

center

Notice the joint training 

camp

Ground anti-aircraft firing 

range

1

2

2

corps Co-battalion regiment wafer 1

Divisi-on

ㆍBrig-ad

e

Division, Brigade General 

Training Center

Training ground clearance

Functional Training Center 

Soldier adept

Comprehensive training 

camp recruits

Automated-personal firearms 

Range

1

1-2

1

1

사단

3-5개

Regim-en

t

ㆍ 

Battali-on

Zero-range personal 

firearms

Basic Course Training 

Center Soldier

1

1

셋째 기존 훈련장 에서 사용하지 않고 폐기되어 

방치된 훈련장이 의외로 지역에 많이 있다. 따라서 지

역주민들은 이러한 폐기된 훈련장에 해 사용도 하

지 않으면서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을 과다하게 수용하

으며 수용 후에도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어 불

만을 표출하고 있는 실정이다.〔6〕

넷째 군 훈련으로 인하여 가축과 사람에 한 피해

가 발생한 사실이 있음에도 군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한 조치가 없는 경우가 있다. 물

론 과거에 비해 어느 정도의 화나 상담 등의 업무

가 이루어지지만 근본 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 의 

조치는 없다.

다섯째 지역주민들은 개인 재산권에 해 해당법률

을 알고 행정 서에 문의 하는 등 상당부분의 해결방

안을 모색하지만 군은 이에 응할 수 있는 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유는 해당 분야 문가의 부재인데 

지휘 들은 본인들의 임기 에만 문제없으면 된다는 

사고와 실무자들은 나의 일이 아니니까 하는 자세가 

문제로 볼 수 있다.〔6〕

여섯째 부분은 군부  훈련장들이 지역발 계획

과 복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안보보다

는 지역발 에 우선하는 행정을 하고 있다. 과거에는 

군부 와 조하는 자세에서 이제는 지역주민들 입장

에서 군을 비 하는 분 기로 각종 개발에 해될 때

에는 군부 와의 계가 매우 곤란한 상황이 가끔씩 

발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제정세와 북한과의 계를 고려할 때

에 군부  지휘 들도 향 인 사고를 가질 필요가 

있다. 군이 유하고 있는 토지를 계속 고집하기 보다

는 지역발 에 동참하면서 군에서는 얻을 수 있는 것

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Ⅳ. 효율 인 훈련장 리방안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훈련장 리 실태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 지역에 배치된 부 의 통ㆍ폐합과 이에 

따른 훈련장 보유기 을 정보화시 에 부응할 수 있

는 환경으로 재설정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즉 사격장

은 부분 지하화하고 술훈련장은 권역별로 통합하

여야 한다. 

첫째 육근의 훈련장 소요기 을 산정함에 있어 분

산보다는 정보화시 에 응할 수 있는 통합개념을 

용해야 한다. 2020계획에 의거 부 의 축소에 따라 

화된 부 시설과 병행하여 훈련장도 첨단화하여

야 한다. 즉 각종 장비와 측정, 실험 등을 주둔지와 

필수 훈련장에서 통합 으로 실시하여 경기도의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을 최소화하여 서로가 함께 살아가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과거에는 외곽에 있던 군사

시설과 훈련장이 지역발 으로 인하여 도심에 인근하

여 있는 곳이 의외로 많이 있다. 따라서 미국, 국, 

랑스, 스 스 등 선진국의 과학화되고 첨단화된 훈

련장을 도입하여 통일을 비한 통합된 훈련장을 만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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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육군이 보유하고 있는 훈련장 에서 가장 민

원요소가 많은 것이 사격장이다. 그 다고 시를 

비한 사격훈련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이제 도심인근

이나 외곽에서도 각종 개발로 원주택과 귀농ㆍ귀

으로 주민들이 거주하지 않는 곳이 거의 없다. 따라서 

사격훈련이 있는 날이면 지휘 들도 긴장하고 지역주

민들도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해 과

감한 지하화 사격장을 건설하여야 한다. 이미 선진국

에서는 지하화된 사격장을 도입하여 시행하는 나라도 

많다. 사격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인명피해도 우려되

므로 향후 미래를 비한 첨단화된 지하사격장이 

실히 요구된다고 본다.

셋째 경기일원에 사용하지 않고 폐기된 훈련장의 

정확한 실태를 악하여 군에서 사용할 것인지 아니

면 지역주민들에게 돌려  것인지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즉 군에서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무 심 내지 

나 에 활용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유만 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만약 폐기된 훈련장을 생산 으로 

처리를 잘하는 것만으로도 군과 지역민들의 계가 

훨씬 원만하고 좋아질 것으로 본다.

넷째 사격이나 술종합 훈련과 헬기 등 장비로 인

하여 지역주민과 가축의 피해가 가끔 발생하고 있으

나 이를 담하여 해결할 인원이나 부서가 없는 것이 

실이다. 설령 있다하더라도 문제를 해결하여 민원을 

해소시킬 문 인 인원이 부족하다. 따라서 북한과 

치하고 있는 안보상황에서 군부 의 주둔은 지속될 

것인데, 담부서와 담인원을 정하여 필요한 내용을 

교육하고 연구하게 하고 정인원을 확보하는 것도 

좋은 해결책이 된다고 생각한다.

다섯째 지역주민들은 재산권행사를 해 행정 서

에 민원을 제기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화를 

하여 련지식을 습득하고 있으며 한 학교나 지

역주민센터에서 부동산에 한 실무교육을 받고 있다. 

그러나 군에서는 제분야의 일부인원을 제외하고는 

담인원이 없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지휘 들이 

부동산분야에 한 지식과 사고가 미흡하여 지역주민

들과 작 성문제로 토의를 할 때 하게 응하지 

못하는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제분야와 지휘 들

에 한 교육을 군 양성학교나 보수과정에 반 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여섯째 훈련장들이 과거에는 도심에서 떨어져 지역

발 과는 무 하 으나 도심의 팽창과 확장으로 상당

부분이 훈련장과 인 하게 되었다. 따라서 지역발 을 

해 훈련장을 이 하거나 소음 등 해소하기 해 사

에 지방자치단체장들과의 유 계가 있어야 상황

발생이 될 때 하게 응하여 해결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역단체장들과의 마찰로 곤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을 명심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방부와 육군의 정책을 입안하고 계획

하는 책임자들도 본인이나 국방부의 입장만 고집하는 

것을 이제는 지양하고 부 입장에서도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것인지의 실리를 취하고 지역주민들도 만

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

여야 한다. 

Ⅴ. 결 론

국방 2020계획으로 우리군의 첨단화된 정 군을 만

들기 한 개 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부 수의 축

소에 따른 정보화시 에 부응할 수 있는 훈련장 리

에 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본 연구를 

하게 되었다. 육ㆍ해ㆍ공군이 모두 요하지만 그 

에서도 육군인데, 육군 력 에서 가장 큰 비 을 차

지하는 3군지역인 경기도를 기 으로 보유하고 있는 

훈련장의 황을 알아보고 실태를 진단하고 효율 인 

방안을 제시한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방부의 2020계획에 따라 육군ㆍ해군ㆍ공군

의 규모와 부 수가 축소됨에 따라 산재되어 있는 훈

련장에 한 검토가 필요하다. 즉 훈련장 통합 방안과 

훈련장 보유기 을 과감하게 정리하여 정보화시 에 

합하고 첨단화된 소요기 을 용한 훈련장을 보유

하여야 하고 한 경기도의 지역개발계획과의 조화되

는 훈련장이 될 수 있도록 조정 방안을 제시할 필요

성이 있다.

둘째 그 동안 리하지 않아서 방치되거나 훈련장

으로서 용도가 폐기된 곳 등 정확한 실태를 악하여 

정리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와 의하여 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그 

토지에 한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 지역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개발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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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군 입장에서도 경기도 제2청사에 있는 군을 

담하는 부서가 있듯이 군에서도 외부서를 담당하

고 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을 편제에 반 하고 문

가를 배치하여 원활하게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민

군 의체를 구성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넷째 훈련장을 통합하여 리하고 사격장 등 민원

발생 소지가 많은 분야는 과학화되고 첨단화된 훈련

장이 지하에 치함으로써 민원소지를 과감하게 여

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군은 2020계획에 따라 군부 를 이 하는데 

정부의 산지원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도심지와 인

근에 있는 훈련장을 통합함으로써 남는 훈련장을 처

분하여 이 비용에 충당하여 첨단화되고 과학화된 통

합훈련장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훈련장을 리하는데 국토의 계

획  이용에 한 법률, 국방ㆍ군사시설이 사업에 

한 법률과 특별회계법 등 기존법률로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특별법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반

하거나 제정하여 배되는 내용이 없도록 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경기도와 국방부가 상호 토의나 논의할 

때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향후 특별법 제정을 추

진할 때에도 정치권에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 자료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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