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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건의

❚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 규제 피해 규모 실태를 파악한 결과,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해제에 따른

지가 상승분을 통해 추정된 규제 피해 규모는 약 2,500억 원임
￭ 규제 피해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규제 해제의 효과를 분석하여 규제에 따른 피해 규모를 산정
하였으며, 분석 방법으로는 합성통제방법과 비연속 시계열 분석을 활용하였음
• 분석대상 지역 내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해제가 지가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규제 피해
규모를 객관적으로 산출하고자 하였음
• 규제 피해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의 분석 사례 지역을 선정하였으며,
관측변수로는 읍면동 단위의 평균 공시지가를 활용하였음
• 피해 규모 추정을 위한 실증분석 방법으로는 합성통제방법과 비연속 시계열 분석 방법을
택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라는 개입에 따른 공시지가 변화를 분석하였음
￭ 고양시와 김포시, 파주시의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해제에 따른 지가 상승분을 통해 피해규모
를 파악한 결과 약 2,500억 원으로 추정됨
• 고양시의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이후 공시지가 상승이 있었던 가좌동 포함 총
12개 동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약 2천 270억 원으로 추정됨
• 김포시의 경우 양촌읍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이 유발한 피해규모는 약 122억 7천만
원으로 추정됨
• 파주시의 경우 광탄면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이 유발한 피해규모는 약 111억 3천
4백만 원으로 추정됨
❚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 거주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규제 피해 및 정부의

피해보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피해보상 촉구를 위한 지역 간 연대의 필요성에 동의함
￭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 거주 주민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들은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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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한 피해 및 정부의 피해보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피해보상 촉구를 위해 지역 간
연대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였음
• 규제 피해에 대해 응답자의 66.7%가 피해를 인지하고 있으며,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함
• 규제가 지역의 경제활동과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생활여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함
• 규제에 대한 정부의 피해보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피해보상 방식으로는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 건설을 선호하였음
• 규제에 대한 정부의 피해보상을 촉구하기 위해 지역연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
❚ 규제 피해보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및 지역 연대방안 모색
￭ 규제 피해보상을 위해 지역 발전을 위한 개발사업 발굴, 기반시설 조성 등의 정책적 지원방안
을 모색할 필요
•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개발사업 발굴을 위해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의
도시기본계획을 기반으로 각 지역의 특화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개발사업을 추진
• 고양시는 전시･컨벤션, 방송융합콘텐츠 산업 등의 선도전략산업 육성을 추진하며, 김포시는
고부가가치 첨단지식산업, 파주시는 환경친화적 R&D, 소프트웨어 중심 첨단산업 육성을 추진
•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 철도 등 교통망 확충을 중심으로 한 기반시설 조성
방안을 모색, 추진할 필요
￭ 지역 연대 로드맵을 바탕으로 규제 피해보상을 위한 지역 연대방안을 구축
• 규제 피해보상을 위한 지역 연대방안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안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하여, 중장기적 차원까지 로드맵을 수립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함
• 먼저 단기적으로는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 간 MOU 체결, 인접 접경지역 간 협의체 구성을
통해 인접지역 간 지역 연대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중기적으로는 현재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의 역할 및 범위를 확대하여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수요를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창구 역할로 기능하도록 함
• 장기적으로는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통해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관리하고,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는 역할을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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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피해보상 및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중심으로 법제도적 개선방안

모색
￭ 접경지역 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 타법보다 우선함을 명시
• 현행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3조에서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적용의 예외가 되는
법으로 ｢국토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을 명시
• 동법이 접경지역의 이용･개발과 보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함을 명시하기 위해 동법
제3조의 단서를 삭제
￭ 지역 맞춤형 접경지역 지원을 위해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함
• 접경지역 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지역 맞춤형 접경지역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인접 지역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체를 구성
￭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협의회 규약 및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
•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현행 협의회 규약상 휴전선에 인접한
10개 지역의 구성에서, 접경지역에 속하는 15개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약을 개정
•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시 협의회에서도 의견을 수렴, 전달할 수 있도록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을 개정하여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의장이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하기 위해 개정 지방자
치법에 근거하여 규약을 제정
•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 등 인접한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 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하여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관리하고 발전방안을 모색
•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해서는 개정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하여
가칭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안)｣을 정할 필요

키워드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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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수도권 접경지역 시･군은 군사시설보호규제와 수도권 규제 등 여러 중첩규제로 인해 지역개발과

주민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수도권 접경지역은 수도권에 적용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규제와 각종 환경규제
외에도, 접경지역에 적용되는 군사시설보호규제 등으로 인해 중첩규제의 적용을 받고 있음
￭ 이로 인해 수도권, 특히 수도권 내 접경지역 시･군은 지역개발과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
을 겪고 있음
❚ 특히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의 경우 낙후도가 심각한 경기 북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수도권 내 접경지역 시･군 중에서도 경기 북부 지역은 지역의 심각한 낙후도로 인해 각종
지원을 받고 있음
￭ 그러나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의 경우 낙후도가 심한 경기 북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중첩규제로 인해 지역 주민이 받는 유･무형적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되

어 있으나,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수도권 내 접경지역에 대한 중첩규제로 인해 지역 주민이 받는 유･무형적 피해에 대한 정부
보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여전히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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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경지역 규제 피해에 대해 합리적 수준의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피해규모를 산출하고, 정

책적 지원방안 및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의 규제 피해에 대해 중앙정부에 합리적 수준의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지역의 규제 피해 규모를 정확히 산출해야 함
￭ 아울러 해당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정책적 지원방안 및 관련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정책대안을 마련할 필요

2) 연구의 목적
❚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은 낙후도가 심각한 경기 북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나, 중첩규제로 인해 경제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피해 실태를 조사하여 정
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에 속하는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를 대상으로 규제로 인한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중앙정부에 합리적인 보상을 요구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과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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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서북부 접경지역 규제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 공간적, 시간적 범위
￭ 공간적 범위 :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고양시, 김포시, 파주시)
￭ 시간적 범위 : 2021년 현재
❚ 내용적 범위
￭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 규제 실태 및 관련 법제도 현황을 검토함. 세부적으로는 접경지역 관련
규제 개관, 접경지역 규제 관련 법제도,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 규제 현황 등을 검토
￭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 규제 피해액 산정과 거주민 인식조사를 통해 규제로 인한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 규제 피해규모를 산정함
￭ 현행 법제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규제 피해보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및 지역 연대 방안, 규제
피해보상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함
<표 1-1> 연구의 범위
구 분

내 용

공간적 범위

∙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고양시, 김포시, 파주시)

시간적 범위

∙ 2021년 현재

내용적 범위

∙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 규제 실태 및 관련 법제도 현황 검토 : 접경지역 관련 규제 개관, 접경지
역 규제 관련 법제도 현황 검토,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 규제 현황 검토
∙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 규제 피해규모 산정 :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 규제 피해액 산정,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 규제 피해 인식조사
∙ 규제 피해보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및 법제도적 개선방안 : 현행 법제의 문제점 검토, 규제
피해보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및 지역 연대 방안 도출, 규제 피해보상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
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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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방법
❚ 학제간 연구
￭ (경제학) 경제학적 관점에서 계량적 분석을 통해 객관적 피해 규모를 산출
￭ (행정학)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 내 지방자치단체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한 대응 방안 모색
￭ (법학) 입법론적 연구를 통해 관련된 현행 법령의 문제점과 제도적 개선방안 도출
❚ 계량적 분석 및 주민 대상 설문조사
￭ 지역의 규제 피해 규모를 객관적으로 산출하기 위해 경제학적 관점에서 규제 피해 규모 산출에
관한 방법론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의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여 객관적
피해 규모 산출
￭ 지역의 규제 피해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조사하여 규제 피해에 대한 인식 수준을 파악함과
동시에 유･무형적 규제 피해에 대한 보상에 있어 주민들의 선호를 분석
❚ 입법론적 연구
￭ 군사시설보호규제에 관한 현행 법령의 문제점과 미비점을 검토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현행법
의 개정안을 통해 제시

3) 연구의 흐름
❚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의 규제 실태 현황 분석, 규제 피해규모 산출을 위한 계량적 분석 및 설문

조사 결과 분석,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상생 연대 로드맵 수립 등 정책적
지원방안 및 군사시설보호규제 관련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도출 등 법제도적 개선방안 모색
￭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의 규제 실태 현황 분석
￭ 규제 피해규모 산출을 위한 계량적 분석 및 설문조사 결과 분석
￭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 간 연대와 협력에 기반한 지역상생 연대 로드맵 수립
￭ 군사시설보호규제 관련법의 문제점 및 제도적 개선방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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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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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 검토
1) 선행연구 검토
❚ 군사시설보호규제에 따른 지역 피해에 대해 지원 법률 제정, 피해실태 파악 및 민군관계 재정립,

피해보상 방안 마련 등의 관점에서 여러 선행연구가 이루어져 왔음
￭ 경기연구원(2004)의 연구에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운영에 따른 지역사회 파급효과를 분석하
고,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방향을 제시하였음1)
•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운영 현황 및 실태, 지역사회에의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연구목적으로 함
•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조사, 사례분석,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활용하였음
• 주요 연구내용은 경기북부 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현황 분석,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유형별
민원실태 분석, 군사시설보호 관련 법제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변지역
지원법률 제정의 필요성과 제정방향, 법률(안) 제시 등으로 이루어짐
￭ 경기연구원(2008)의 연구에서는 군사시설로 인한 피해실태를 파악하고 민군관계 재정립 방안
을 모색한 바 있음2)
• 군부대와 지역사회 간의 갈등 및 협력관계를 분석하고, 군사시설 및 각종 군사활동에 따르는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피해를 계량적으로 산정하여 피해보상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연구목적으로 함
•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조사, 사례분석, 설문조사,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활용하였음
• 주요 연구내용은 경기도내 군사시설 및 군사활동 현황 분석, 군부대와 지역사회의 갈등과
협력관계 분석, 군사시설 및 군 훈련으로 인한 지역사회피해 계량분석, 민군관계 재정립
방안 모색 등으로 구성됨
￭ 강원연구원(2013)의 연구에서는 군사시설 및 군사활동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피해규모를 추정
하고 피해보상 방향을 검토하였음3)

1) 경기연구원(2004).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연구, 경기연구원.
2) 경기연구원(2008). 군사시설로 인한 피해실태 및 민군관계 재정립 방안 연구, 경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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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시설 및 군사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피해규모를 추정하고,
피해보상 방향을 검토하는 것을 주요 연구목적으로 함
• 문헌조사, 통계분석,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연구방법으로 활용하였음
• 주요 연구내용은 접경지역 현황 및 규제 실태 파악, 접경지역 규제 실태와 피해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 논의, 군사시설 보호 관련 규제 피해액 추정과 보상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모색 등으로 구성됨
￭ 고양시정연구원(2019)의 연구에서는 고양시를 중심으로 규제 피해규모를 산출하고 중앙정부
에 대한 직간접적 피해보상안을 제시하였음4)
• 고양시의 중첩규제로 인한 유무형의 피해 산출 및 중앙정부에 대한 직간접적인
피해보상안을 모색, 제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함
• 문헌조사, 설문조사, 계량분석 등을 연구방법으로 활용하였음
• 주요 연구내용은 고양시 규제 현황 분석, 시민 설문조사를 통한 규제 피해액 추정, 고양시
규제피해액 산정, 규제피해보상 및 상생발전방안 등으로 구성됨

2) 연구의 차별성
❚ 본 연구에서는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을 연구 범위로 하여, 지역간 연대를 통한 규제 피해보상

방안을 도출하는 데에서 연구의 차별성을 찾을 수 있음
￭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단일 지역에 한정하여 군사시설보호규제로 인한 피해규모를 파악하고
피해보상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보다 효과적인 피해보상을 위해서는 지역 간 연대를 통한 보상
방안을 도출할 필요
• 앞서 검토한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단일 시 혹은 도 지역에 한정하여 군사시설보호규제로
인한 피해규모를 파악하고 피해보상 방안을 검토하였음
• 그러나 같은 접경지역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지리적 근접성이나 지역의 특성 등에 따라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며 피해보상 방안 또한 다르게 도출될 수밖에 없음

3) 강원발전연구원(2013). DMZ 60년의 기회비용 : 군사시설보호규제를 중심으로, 강원발전연구원.
4) 고양시정연구원(2019). 수도권 접경지역 규제피해 산정기준 마련 연구, 고양시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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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피해보상을 위해서는 상황이 비슷한 지역 간의 연대를 통해
지역에 필요한 보상 방안을 마련하고 요구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내 서북부 지역 중 접경지역에 속하는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를 분석 대상으로 하여 지역의 규제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지역 간의 연대를 통한
피해보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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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제도 현황

1. 접경지역 관련 규제 개관
1) 접경지역의 개념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및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접경지역의 개념과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서는 “접경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5)
• 접경지역은 1953년 7월 27일에 체결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치된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이남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
• 비무장지대는 제외하되 비무장지대 내 집단취락지역은 접경지역으로 봄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접경지역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함6)
•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
╺ 인천광역시 : 강화군, 옹진군
╺ 경기도 :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 강원도 :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 민간인통제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
╺ 경기도 :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5)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법률 제17520호, 시행 2021.4.21.).
6)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628호, 시행 202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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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 춘천시
• 비무장지대 내 집단취락지역
╺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에 위치한 집단취락지역
❚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서는 국가안보를 위해 지역발전과 개인 재산에 불이익을 받아 온 군사

접적지역 및 인근지역으로 접경지역의 개념을 규정함
￭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서는 국가안보를 위해 지역발전과 사유재산에 불이익을 받아온 군사
접적지역 및 그 인근지역으로 접경지역의 개념을 정의함7)
• 행정안전부의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서는 접경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시설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중첩규제로 지역발전이 정체되어 낙후도가 심한 지역이라고 봄
• 국가안보를 위해 지역발전과 사유재산에 불이익을 받아온 군사 접적지역 및 그
인근지역으로 접경지역의 개념을 정의함

[그림 2-1] 접경지역의 범위

자료 : 행정안전부(2011.7),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7면.

7) 행정안전부(2011.7).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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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경지역의 규제현황
❚ 접경지역에 대한 주요 규제는 ｢국토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법｣상 규제임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자체는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기 때문에, 해당 법 자체로 규제의 역할을 하지는 않음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3조에서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음8)
• 동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해당 법이 접경지역의 이용, 개발, 보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다고 명시함
• 그러나 ｢국토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경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가해지는 주요 규제는 ｢국토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규제로 정의할 수 있음
• 접경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규제는 개별법에 의해 행해지고 있으며, 개별 규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녹지지역, 농업진흥지역, 국공립공원,
상수원보호구역, 야생생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등임9)
• 국토기본법 제8조(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에서는 동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이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국토 관련 계획에 우선하며 기본이 된다고 명시함(단, 군사에
관한 계획 제외)
• 접경지역 중 수도권에 해당하는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각각
과밀억제권역(고양시), 성장관리권역(김포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파주시, 포천시,
강화군, 옹진군)으로 지정됨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해 행위제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음
• 접경지역에 해당하는 지역 중 군사시설보호구역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해

8)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법률 제17520호, 시행 2021.4.21.).
9) 행정안전부(2011.7).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16-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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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보호규제가 적용되고 있음
• 군사시설보호규제는 해당 구역이 통제보호구역인지, 제한보호구역인지에 따라 개인에게
행위제한이 가해짐
• 통제보호구역의 경우 출입과 건축물의 신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제한보호구역은 모든
개발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됨
╺ 다만, 통제보호구역의 경우 주택의 증축, 농업용 시설, 공공시설(신･증축)의 경우
군부대의 동의가 있을 경우 가능함
╺ 제한보호구역도 마찬가지로 군부대의 동의가 있을 경우 개발행위가 가능함

<표 2-1>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의미 및 행위제한 내용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 제6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
관이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통제보호구역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의 인접지역과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기능보전이 요구되는 구역
나. 제한보호구역 : 보호구역 중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
자료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법률 제16568호, 시행 2020.8.28.).

• 법에 규정된 통제보호구역 및 제한보호구역의 지정범위는 다음 <표 2-2>와 같음

<표 2-2> 통제보호구역 및 제한보호구역 지정범위
구분

내용

통제보호구역

∙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 다만, 통일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지역, 취락지역 또는 안보관광지역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 가능
∙ 상기 지역 외의 지역에 위치한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다만, 방공기지의 경우에는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으로 함

제한보호구역

∙ 군사분계선의 이남 25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 이남지역. 다만,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이 없거나 군사작전상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의 지정에서 제외하여야 함
∙ 상기 지역 외의 지역에 위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다만, 취락지역에 위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으로 함
∙ 폭발물 관련 시설, 방공기지, 사격장 및 훈련장은 당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
로부터 1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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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구분

내용

제한보호구역

∙ 전술항공작전기지는 당해 군사기지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지원항
공작전기지 및 헬기전용작전기지는 당해 군사기지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범위 이내
의 지역
∙ 군용전기통신기지는 군용전기통신설비 설치장소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2킬로미터 범위 이내
의 지역

자료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법률 제16568호, 시행 2020.8.28.).

￭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는 수도권으로의 인구와 산업 집중을 막기 위해 과밀억제권역, 성장관
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음
• 과밀억제권역(고양시)
╺ 동법 제6조에서는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고양시가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됨
╺ 과밀억제권역에서는 동법 제7조에 따라 학교, 공공청사, 연수 시설,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증설과 공업지역의 지정이 제한됨
• 성장관리권역(김포시, 파주시)
╺ 동법 제6조에서 정의하는 성장관리권역은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 입지와 도시개발을 적정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김포시와 파주시가 성장관리권역에 해당됨
╺ 성장관리권역에서는 동법 제8조에 따라 학교, 공공청사, 연수 시설,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증설이나 허가가 제한됨
╺ 성장관리권역에서 공업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지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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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경지역 규제 관련 법제도 현황
1) 접경지역 규제 관련 법제도 현황
❚ 접경지역에는 각종 개별법에 의한 토지이용 규제로 인해 지역의 경제발전이 어려운 실정
￭ 접경지역에서는 개별법에 의한 각종 토지이용 규제로 인해 지역의 자유로운 경제발전이 어려
운 상황이므로, 합리적 수준의 규제완화가 필요함10)
• 군사시설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녹지지역, 농업진흥지역, 국･공립공원,
상수원보호구역, 야생생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경기, 강원, 인천의 접경지역에
걸쳐 개별법에 의한 각종 토지이용 규제가 적용되고 있음
╺ 경기도 김포시, 파주시, 인천광역시 강화군, 연천군, 화천군 등은 규제지역비율이 지역
전체면적의 150%를 상회하며, 비율이 가장 높은 강원도 철원군의 경우 200%를 상회함
•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경우 접경지역 외 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비율은 해당 지역
전체 면적의 4.5% 수준에 불과하나, 접경지역에 해당하는 15개 시･군의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 비중이 2007년 기준 평균 52.6%이며11), 2021년 기준으로 평균
52.39%임.
╺ 고양시의 경우 전체 행정구역 면적은 268.1km2이며, 이 중 군사시설보호구역은
135.9km2로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 비중은 50.69%임.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각종 규제지역의 면적 총계는 351.5km2으로 전체 행정구역 면적
대비 비중이 131.0%를 기록함
╺ 김포시의 경우 전체 행정구역 면적은 276.6km2이며, 이 중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은
198.8km2로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 비중은 71.8%임. 각종 규제지역의 면적 총계는
435.3km2로 전체 행정구역 면적 대비 157.3%를 기록함
╺ 파주시의 경우 전체 행정구역 면적은 673.2km2이며, 이 중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은
601.7km2로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 비중이 89.3%를 차지함. 각종 규제지역의 면적
총계는 1062.9km2로 전체 행정구역 면적 대비 63.3%를 기록함

10) 행정안전부(2011.7).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15면.
11) 행정안전부(2011.7).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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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광역시･도 및 접경지역의 주요 토지이용 규제 비교

구분

행정
구역
면적

규제
지역
계

인천
강화
옹진
경기
동두천
고양
파주
김포
양주
연천
포천
강원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584.3
411.4
172.9
3127.3
95.7
268.1
673.2
276.6
310.4
676.3
827.0
5929.4
1116.4
889.5
908.9
705.3
1645.0
664.3

667.4
551.9
115.5
4256.6
75.3
351.5
1062.9
435.3
405.2
1048.7
877.7
8270.3
917.7
1729.7
1145.6
934.2
2393.6
1149.5

규제
지역
비율
(%)

군사
시설
보호
구역

자연
환경
보전
지역

농림
지역

(단위 : ㎢)

녹지
지역

114.2 275.2
0.1
255.5 14.6
134.2 180.9
0.0
241.8 14.6
66.8
94.3
0.1
13.7
0.0
136.1 1997.3 174.9 1270.1 469.7
78.7
9.6
0.0
39.8
25.4
131.1 135.9
0.0
30.2 149.5
157.9 601.7 69.3 230.1 48.6
157.4 198.8
1.8
83.0
76.4
130.5 176.6
0.0
91.9 118.2
155.1 640.3 103.2 235.9 24.4
106.1 234.4
0.6
559.2 27.2
139.5 2480.1 851.8 3618.1 358.8
82.2
20.8 117.9 462.0 308.1
194.5 897.3 152.3 532.0 19.1
126.0 387.3 38.8 696.9 10.6
132.5 387.5 51.5 467.3
2.0
145.5 372.0 296.5 1147.3 10.7
173.0 415.2 194.8 312.6
8.3

농업
진흥
지역

국
공립
공원

상수원
보호
구역

야생
생물
보호
구역

백두
대간
보호
지역

121.8
114.4
7.4
316.2
0.5
34.5
104.9
64.6
17.6
42.1
52.0
207.2
6.9
128.6
10.5
25.6
7.6
28.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265.0
0.0
0.0
0.0
0.0
244.6
20.4

0.0
0.0
0.0
7.9
0.0
0.0
4.8
0.0
0.0
2.8
0.3
6.4
1.7
0.4
1.4
0.3
1.3
1.3

0.2
0.2
0.0
20.5
0.0
1.4
3.5
10.7
0.9
0.0
4.0
3.3
0.3
0.0
0.1
0.0
0.0
2.9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479.6
0.0
0.0
0.0
0.0
313.6
166.0

자료 :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은 행정안전부 보통교부세 산정내역(2021년) 자료의 2019년 기준; 행정구역면적,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비도시지역), 녹지지역(도시지역), 국공립공원 면적은 시･도별 2020년 통계연보(2019년 기준), 상수원보호구역
(2020년 기준), 야생생물보호구역(2017년 기준)은 환경부, 백두대간보호지역(2021년 기준)은 산림청 자료; 농업진흥지역은
인천 강화군, 경기도, 강원도는 시･도 및 시･군･구별 2020년 통계연보(2019년 기준), 옹진군은 옹진군 내부자료임.
행정안전부(2011.7)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16면을 바탕으로 경기연구원에서 최신자료로 수정함.

￭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빈번한 상황으로, 보호구역 설정시
지역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점에 기인한 결과임12)
•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에 따라 군사시설 이전, 보호구역 범위 조정, 규제완화, 행정위탁,
피해보상, 협의 등 관련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함
• 이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시

지역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일률적 범위로 설정하거나 구역 범위를 과다하게 규정한 데 기인하는
문제임
•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구역 설정 문제는 이후 구역이 해제되더라도 부분적 해제로 인해
대규모 택지개발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지역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12) 소성규(200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의 평가와 과제”, 법과정책연구, 제8권 제2호, 6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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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피해의 범위는 개인과 지역의 경제생활뿐만 아니라
소음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환경오염, 각종 물리적 피해 등 광범위함13)
╺ 군사시설 주변지역의 경우 부대 운용에 따른 훈련 피해, 소음 피해, 농어업 피해 등을
겪고 있으며, 군사시설의 설치 및 운용에 따른 생활 및 사업 활동 저해, 지역개발 등에
미치는 장애 등의 피해를 겪고 있음
╺ 특히 군사시설의 설치만으로도 지역주민들의 자유로운 경제생활과 사업 활동을 저해하게
되며, 지역개발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표 2-4> 군사시설 주변지역 피해
구분

부대 운용

내용
훈련 피해

도로 파손, 토사 유출, TV수신 장해

소음 피해

비행장 소음, 사격장 소음

농어업 피해
시설 설치 및 운용

농업 피해, 어업 피해

생활/사업 저해
개발 등 장애

시설 존재하는 지역 불리
방대한 토지 점유, 운용시 생활 장애

자료 : 한국국방연구원(2012).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법(가칭) 제정을 위한 사례조사 및 지표개발 연구, 46면.

￭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제도는 법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왔음
•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범위는 1972년 군사시설보호법 제정 이후 여러 차례의 법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지정 범위가 축소되어 왔음

<표 2-5> 군사시설보호구역 제도 변화

구분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72.12.26
법 제정
(군사시설보호법)
27km 이내
(통제･제한 구분
없음)

1981년 개정

1993년 개정

1997년 개정

‘07.12.21
법 제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20km 이내

20km 이내

15km 이내

10km 이내

27km 이내

25km 이내

25km 이내

25km 이내

자료 : 경기도(2021). “2020년 경기도 규제지도”, 35면.

13) 한국국방연구원(2012).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법(가칭) 제정을 위한 사례조사 및 지표개발 연구, 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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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접경지역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권역 구분에 의해 각종 입지규제가 적용되어,

군사규제 및 수도권규제가 중첩되어 적용됨14)
• 수도권 접경지역의 경우 수도권을 대상으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에 근거한 각종
규제가 중첩되어 적용되고 있음
╺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인 경기도나 인천시의 접경지역의 경우 동법에 근거하여
공장총량 등 공업입지 규제나 대학의 신･증설 금지, 연수시설 등의 신설이 제한됨

3.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 규제 현황
❚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현황은 다음과 같음
￭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인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의 행정구역 면적 대비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면적 비중은 평균 66.32%로 나타남
•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면적 현황은 다음 <표 2-6>과 같음
╺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의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을 합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전체
면적은 고양시 102.4km2, 김포시 198.79km2, 파주시 596.81km2으로 나타남
╺ 행정구역 면적 대비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 비율을 살펴보면, 고양시는 38.44%,
김포시는 71.87%, 파주시는 88.65%를 기록하였음

(단위 : %, km2)

<표 2-6>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
구분

행정구역
(A)

군사시설보호구역(B)

보호구역
비율(%)
(B/A)

합계
(B=b1+b2)

고양시

266.41

38.44

102.4

김포시

276.60

71.87

파주시

673.23

88.65

통제보호
(b1)

제한보호
(b2)

비행안전
구역

행정위탁

-

102.40

19.14

30.01

198.79

38.59

160.20

1.37

74.54

596.81

175.55

421.26

1.23

63.98

자료 : 경기도청(2021). “(20년 4월 기준) 경기도 시군별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

14) 행정안전부(2011.7).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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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 규제 피해액 산정
1) 규제 피해액 산정 방법론 개관
￭ 본 장에서는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의 군사보호구역 규제 피해 규모를 실증적으로 추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자 함
￭ 규제 피해 규모를 직접적으로 추정하는 것은 자료 및 방법의 한계 상 제약이 크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간접적으로 추정하고자 하며, 구체적으로 "규제"의 "해제"라는 일련의 처치
(treatment)의 효과를 분석하는 접근(approach)을 취하고자 함. 즉, 해당 분석대상 지역
내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해제가 지가(land price) 등 활용 가능한 가격 변수에 미친 영향을
바탕으로 규제에 따른 피해 규모를 살펴보고자 함
￭ 피해 규모를 산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부분은 피해라고 규정할 만한 어떠
한 결과가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에 의한 것인지, 즉, 원인(특정 요인)과 결과(특정 변화) 간
인과관계가 정교하게 설정될 필요가 있다는 것임. 군사보호구역 지정과 어떠한 결과(본 연구에
서는 피해규모)가 서로 상관되어 있음이 엄밀하게 검정될 필요가 있다는 것임
￭ 본 절의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 규제 피해액 산정에서는 상기 인과관계를 최대한 고려하고자
하였음. 군사보호구역 지정(해제)라는 외생적 개입과 이에 따른 결과 간 엄밀한 인과성이 담보
되지 않는다면, 피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임. 다만,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가장 최선의
인과관계가 담보되었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음. 이후 보다 자세하게 논의하겠지만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준실험설계에 의한 정교한 인과관계 통제 방법을 고려하여, 원인과
결과 간 인과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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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규모를 실증적으로 추정하는 데 있어서 존재하는 또 다른 어려움은 피해 규모를 담보할
수 있는 결과 변인의 활용에 있음. 이러한 문제는 정책 평가에서 두루 활용되고 있는 성과지표
가 목표를 정확하게 포착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와 맞물리는 바, 보다 구체적으로, 피해라고
말할 수 있는 사항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실증적 변인의 활용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임. 이에 공신력 있는 가격 변수의 활용이 불가피한 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고 있는 표준
공시지가 정보는 상기 한계점을 최대한 보완하기 위한 변인으로서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
하였음. 즉,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토지 가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
여 매년 공표하는 지가로서, 해당 변인 내에는 사회경제적, 환경적 요인을 포함한 관찰되지
않은 기회비용이 모두 고려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임
￭ 먼저, 고양시의 분석 사례 지역으로 가좌동을 선정하였는데, 이는 본 지역이 다른 읍면동 수준
의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2018년 12월 13일 81,875제곱미터의 군사보호구역 해제 이후,
모든 지역이 군사보호구역과 무관한 지역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임. 즉, 이 지역은 당초 군사보
호구역과 무관한 지역을 제외하면, 상기 시점 해제 이후 지역 내 군사보호구역이 사라짐. 반면,
당초 지역 내 군사보호구역이 존재하였던 지역의 경우, 부분적으로 해제되어 여전히 군사보호
구역이 잔존하고 있는 특징을 띠고 있음
￭ 규제 피해 규모를 추정하기 위한 관측변수로서 본 연구에서는 읍면동 단위의 평균 공시지가를
활용하고자 함. 구체적으로, 상기 시점의 군사보호구역 해제 이후 더 이상 군사보호구역이라는
외생 요인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해당 지역 가좌동의 평균 공시지가 변화가 군사보호구역
해제의 영향에 기인하고 있음을 가정하고 있음
￭ 본 장의 실증분석을 위해 분석방법으로 고려한 것은 합성통제방법(synthetic control
method)과 비연속 시계열 분석(Interrupted time series analysis)임. 상기 두 가지 방법
모두 군사보호구역 해제라는 일련의 개입에 따른 관측변수 변화를 분석하는 기법이며, 개입에
따른 변화가 곧 개입의 영향임을 상정하고 있음
￭ 개입에 따른 변화가 반드시 개입의 영향이 아닐 개연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기
위하여 회귀불연속설계 등 정교한 통계 기법을 부가적으로 적용하고자 함15)

15) 개입과 변화 간 인과관계를 보다 담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란요인을 통제하기 위한 변수를 추가하는 방법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분석단위의 괴리(행정동과 법정동)로 인하여 이를 적용하지 못하였음을 밝히고자 함. 이러한 실증적 지역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 단위별로 구득 가능한 자료들이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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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두 가지 방법의 차이는 전자가 개입이 발생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반사실적으로
비교하는 반면, 후자는 개입이 일어난 특정 지역만을 관측할 수 있다는 데 차이가 있음. 후자
역시 개입이 발생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다른 지역 간 비교가 가능하지만, 특정 지역만을 관측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존재함
￭ 상기 각각의 분석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음. 먼저 합성통제방법의 경우,
어떠한 특정 정책이 특정 시점 이후부터 특정 지역에서만 시행된다고 할 때 정책 시행을 처치
(treatment)라고 할 때, 반사실적(counterfactual) 구성을 통하여 이러한 정책 시행에 따른
처치효과(treatment effect)를 알아보기 위한 분석 방법임. 여기에서 반사실적 구성은 정책
시행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 처치와 무관한 결과와 처치에 따른 결과가 같다는(최대한 유사하다
는) 가정 하에 처치 이후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처치를 받지 않는 경우 처치 이후의 관측
되는 결과를 가상으로 구성하는 것을 말함. 이를 위하여 처치 이전 기간 동안 처치지역(처치집
단)과 가상으로 구성하는 집단의 결과가 동일함을 만족시키는 가중치를 통하여 처치를 받지
않는 경우 처치 이후의 관측되는 결과를 구성하는 데 이때 구성되는 처치를 받지 않는 집단이
합성통제집단(synthetic control group)임. 이는 Abadie, Diamond, & Hainmueller(2010)
의 예를 통하여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음. 즉, 처치 시점 이후 통제집단과 합성통제집단
간 관측변수 추세 차이를 이용하여 정책 효과를 분석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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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합성통제방법의 예

자료 : Abadie, A., Diamond, A., & Hainmueller, J. (2010). “Synthetic control methods for comparative case
studies: Estimating the effect of California’s tobacco control program”,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105(490), 493-505.

￭ 다음으로, 비연속 시계열 분석 방법은 특정 지역의 특정 정책(처치)과 같은 외생적 사건
(event)이 발생하였을 때, 처치 시점 이전과 이후의 추세의 기울기 변화를 통해 시계열의 추세
변화에 대해서 분석하는 방법임
￭ 하기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는 상수항(절편)이며 관측기간 내 관측변인의

초기값으로도 해석할 수 있음. 다음으로,  는 외생적 처치(정책, 본 연구에서의 군사보호구역
해제) 이전의 관측변수의 추세 기울기,  는 외생적 처치 직후 관측변수의 수준 변화,  는 외생
적 처치 전후 기울기의 차이를 각각 의미함
￭ 다음으로,

는 외생적 처치 이전 처치집단(사례 분석지역)과 통제집단(처치가 없었던 다른 지

역)간 관측변수 수준 차이,
차이,

는 외생적 처치 이전 처치집단과 통제집단 간 관측변수 기울기

는 외생적 처치 직후 처치집단과 통제집단 간 관측변수의 수준 차이, 그리고

은 외생

적 처치 전과 비교한 외생적 처치 이후 처치집단과 통제집단 간 기울기 차이를 각각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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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비연속 시계열 분석 방법의 도식

자료 : Linden, A. (2015). “Conducting interrupted time-series analysis for single-and multiple-group comparisons”,
The Stata Journal, 15(2), 480-500., p. 482.

￭ 각 방법으로부터 도출되는 규제 피해 규모는 전자의 경우 처치(해제) 이후 처치집단과 합성통
제집단의 평균공시지가 차이를 바탕으로 간접적으로 산출하고자 하며, 후자의 경우, 처치 이후
처치집단의 평균공시지가 변화분을 바탕으로 산출하고자 함. 이와 관련해서는 이후 보다 구체
적으로 설명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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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 규제 피해액 산정
(1) 고양시 사례
￭ 먼저, 합성통제방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좌동을 처치집단으로 하고,
처치시점은 가좌동의 잔존 군사보호구역이 완전히 해제된 2019년(2018년 말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처치 시점은 2019년임)이 됨. 또한 합성통제집단을 구성하기 위한 통제집단
donor pool에는 군사보호라는 일련의 개입과 무관한 9개 동(신원동, 북한동, 내곡동, 대장
동, 화정동, 정발산동, 마두동, 백석동, 산황동, 일산동, 주엽동)으로 구성함
￭ 처치 시점인 2019년 이전 가좌동의 평균 공시지가와 최대한 유사한 추세를 지난 합성통
제집단을 다음과 같이 1번 지역 0.447, 7번 지역 0.37, 8번 지역 0.128, 9번 지역 0.054
만큼을 구성하고, 처치 시점 이전년도인 2018년 이후 평균 공시지가가 어떻게 변화되었
는지 관측한 결과, 처치집단인 가좌동과 합성통제집단의 평균 공시지가는 지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표 3-1> 합성통제집단의 구성
지역

가중치

1

.447

7

.370

8

.128

9

.054

￭ 주목할 만한 특성은 처치집단인 가좌동의 평균 공시지가가 합성통제집단의 평균 공시지가에
비하여 더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임. 즉, 두 집단의 평균 공시지가의 차이는 가좌동 군사보호구
역 해제라는 일련의 처치에 따라 처치가 없었던 지역에 비하여 평균 공시지가가 더 크게 증가
한 데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그렇다면, 처치 시점 이후의 두 집단 간 평균 공시지가의 차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군사보
호구역 해제에 따른 이익(benefit)이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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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발생하지 않았을 일련의 기회비용으로 이해할 수 있음. 해제 시점 이후 각 연도별 두
집단의 공시지가 차이는 2018년 12월 13일 일련의 군사보호구역 면적에 대한 해제가 이루어
지지 않았을 경우, 규제가 여전히 이루어진 데 따른 피해 규모로 이해할 수 있음

[그림 3-3] 처치집단과 합성통제집단의 관측변수 추세 비교

￭ 다만, 상기의 논리가 타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처치집단인 가좌동의 군사보호구역 해제 이후 평균
공시지가의 상승이 군사보호구역 해제의 영향에 기인하고 있는지를 엄밀하게 검증하여야 함.
구체적으로, 평균 공시지가의 상승이 적어도 해제에 기인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임
￭ 이를 위하여, 반증검정(falsification test)을 수행한 결과, 군사보호구역과 관련이 없는 지역
과 비교하여 볼 때, 이러한 평균 공시지가 증가가 해제의 유의한 영향에 따른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음. 다른 지역 역시 대체적으로 처치 시점 이후 평균 공시지가의
추세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 이를 직접적으로 지지하고 있음. 또한, 처치시역과 비교하
여 볼 때, 평균 공시지가의 수준이 높은 동시에, 관측기간 내 상대적으로 크게 성장한 다른
통제집단 donor pool 지역의 추세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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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반증검정에 따른 사후/사전 RMSPE 비율 히스토그램

주 : 가좌동의 사후/사전 RMSPE 값은 2.002587로 히스토그램의 왼쪽에 분포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처치효과의
유의성이 낮음을 의미함. 히스토그램의 오른쪽에 있을수록 처치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이 높음. 이러한 결과는 통제집단을 구성하
기 위한 통제집단 donor pool의 특성 충족과 현실적 특성의 괴리에 의한 것으로, 합성통제방법이 본 연구에서 적절하지 않음
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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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합성통제방법 처치효과 추정 결과
시점

처치효과 추정치

표준화된 p-val

2019년

11572.85

.556

2020년

12321.06

.444

2021년

12130.17

.556

[그림 3-5] 플라시보 검정 결과

주 : 앞서 살펴본 가좌동의 사후/사전 RMSPE 비율에 대한 히스토그램의 결과와 유사하게, 가좌동의 처치효과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크게 도출되지 않은 특성을 띠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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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처치지역과 통제집단 donor pool 내 다른 지역의 평균공시지가 추세

주 : 처치집단인 가좌동은 10번 지역임. 다른 지역에 비하여 평균 공시지가가 높지 않은 특성이 나타나고 있음.

￭ 그렇다면, 특정 집단과 비교 집단 간 비교를 수행하는 합성통제방법 적용으로는 피해 규모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함. 이는 합성통제집단을 구성하기 위한 통제집단 donor
pool 지역의 경우, 당초 군사보호구역이 없었던 지역의 특성을 띠며, 다른 지역에 비하여 평균
적으로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고, 평균 공시지가도 높은 특성이 나타남을 상기할 때 이들 지역
과의 비교가 타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 이에, 두 번째 방법인 비연속 시계열 분석 방법을 적용함. 이는 다른 지역과의 비교가 아닌
가좌동의 군사보호구역 해제 시점 이후 평균 공시지가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판단하
기 때문에, 해제라는 처치에 의한 평균 공시지가 변화를 엄밀하게 검정하고 추정할 수 있음.
반사실적 가정을 바탕으로 하여 가상의 통제집단과의 비교를 바탕으로 하는 합성통제방법과
비교하여 볼 때, 해당 지역의 관측변수 변화의 통계적 유의성을 추정한다는 점에서 다른 특징
을 띠고 있음
￭ 2019년을 처치 시점으로 하여, 2010-2021년의 기간 간 가좌동의 평균 공시지가의 추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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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한 결과, 2019년을 전후로 명확한 기울기의 변화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음. 그렇다면,
이러한 기울기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면, 최소 2018년 12월 13일 가좌동 일부 지역의
군사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공시지가의 유의한 변화로 이해할 수 있음

[그림 3-7] 비연속 시계열 분석 결과(1)

<표 3-3> 비연속 시계열 분석 결과(1)
변인 및 통계량

추정치

표준편차

p-val

처치 시점 이전 기간 평균 관측변수 증가분(△)

6051.83

803.93

0.000

처치 시점에서의 관측변수 증가분(△)

11692.50

5681.66

0.074

처치 시점 이후 기간 평균 관측변수 증가분(△)

23766.17

3318.33

0.000

상수항

443595

4806.13

0.000

총 기간 평균 관측변수 증가분(△)

29818

3244.99

0.000

관측치 수

12

F-statistics

179.63

Prob > F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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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결과를 살펴본 결과, 관측기간인 2010-2021년의 기간 동안 가좌동의 평균 공시지가의
초기 관측치는 443,595원이며, 처치 시점 이전기간인 2010-2019년 동안 평균적으로 평균
공시지가는 6051.833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처치 시점인 2019년에는 평균 공시지
가가 11,692.5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후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처치
시점 이후 기간인 2019-2021년에서는 평균 공시지가가 23,766.17원만큼 증가하였으며, 모
든 관측기간에서 약 29,818원만큼의 평균 공시지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관측결과를 바탕으로, 가좌동 지역의 군사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평균 공시지가 증가분
으로부터 규제 피해 규모를 산출하면 다음과 같음. 즉, 2018년 12월 13일 81,875제곱미터에
대하여

처치

시점

이후

기간에

증가한

평균

공시지가인

23,766.17원을

곱한

1,945,855,168.75원이 바로 이 지역에 대한 해제에 의한 평균 공시지가 증가에 따른 이익이
기 때문에, 해제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나타나지 않았던 기회비용으로 해석할 수 있고, 결과적
으로는 상기 금액을 가좌동 지역의 81,875제곱미터만큼의 군사보호구역이 유발한 피해 금액
으로 이해할 수 있음
￭ 2019년을 처치 시점으로 하여, 2010-2021년의 기간 간 가좌동의 평균 공시지가 변화(log평
균공시지가)의 추세 역시 2019년 전후 명확한 기울기 변화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음. 즉,
처치 시점 이전기간인 2010-2018년 동안 평균적으로 1.3%만큼의 평균공시지가가 증가한
반면, 처치 시점 이후 기간인 2019-2021년에서는 4.19%만큼의 평균 공시지가가 증가하였음

<표 3-4> 비연속 시계열 분석 결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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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및 통계량

추정치

표준편차

p-val

처치 시점 이전 기간 평균 관측변수 증가분(△)

.0130

.0018

0.000

처치 시점에서의 관측변수 증가분(△)

.0222

.0114

0.087

처치 시점 이후 기간 평균 관측변수 증가분(△)

.0419

.0058

0.000

상수항

13.0030

.0108

0.000

총 기간 평균 관측변수 증가분(△)

.0549

.0055

0.000

관측치 수

12

F-statistics

175.33

Prob > F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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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비연속 시계열 분석 결과(2)

￭ 이러한 양상은 평균 공시지가 규모에 대하여 회귀불연속설계(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를 적용한 분석결과에서도 유사하게 관측되는 바, 처치시점인 2019년 이전과 이후의
평균 공시지가의 유의한 차이가 바로 그것임. 또한 불연속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기 때문
에, 이러한 처치는 상기 가좌동 지역의 군사보호구역 해제라는 외생적 처치의 영향으로 해석할
개연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개연성은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분석사례 지역을 제외한 통제집단
donor pool 내 지역의 처치시점 전후 평균 공시지가의 변화가 유의하지 않게 도출된 분석결
과를 통해 보다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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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분석사례 지역 회귀불연속설계 분석 결과
구분

2019년 이전

2019년 이후

관측치 수

9

3

관측치 평균

4,680,000

539,572

관측치 표준편차

17986.609

30516.113

평균 공시지가의 평균 차이

71769.667

평균 공시지가의 평균 차이의 p-value

.000

<표 3-6> 분석사례 지역을 제외한 통제집단 donor pool 내 지역 회귀불연속설계 분석 결과
구분

2019년 이전

2019년 이후

관측치 수

81

27

관측치 평균

1040000

1183000

관측치 표준편차

861000.000

959091.260

평균 공시지가의 평균 차이

144000.000

평균 공시지가의 평균 차이의 p-value

0.489

￭ 다음으로, 다른 통제지역과의 다중(multi) 비연속 시계열 분석을 수행한 결과, 처치 기간 이전
두 집단의 평균 공시지가의 증가분(12,133.67원)과 두 집단 간 관측기간 초기 평균 공시지가
의 차이(-547272.3원)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할 뿐, 다른 변인 특히 처치 시점 이후의 두 집단
의 기울기 차이 등의 변인은 전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이는, 초기 평균 공시지가의
차이를 포함하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처치지역과 통제지역 간 평균 공시지가의 수준과
변화율 등의 괴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 Linden(2015)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
하여 모형의 결과를 개선하기 위하여, 관측변수의 수준이 유사한 통제집단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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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비연속 시계열 분석 결과(3)
변인 및 통계량

추정치

표준편차

p-val

처치 시점 이전 기간 평균 관측변수 증가분(△)

12133.67

49102.52

0.805

처치집단과 통제집단 간 관측변수 초기치 차이(△)

-547272.3

234773.1

0.022

관측기간 초기 처치집단과 통제집단 간 관측변수 차이(△)

-6081.833

49107.22

0.902

처치 시점에서의 두 집단의 관측변수 증가분(△)

23387.72

385685

0.952

처치 시점 이후 기간 평균 두 집단 관측변수 증가분(△)

47521.72

242672.8

0.845

처치 시점에서의 두 집단 관측변수 증가분 차이(△)
처치 전과 비교한 처치 개시 후 두 집단의 관측변수
기울기 차이(△)
상수항

-11695.22

385714.9

0.976

-23755.56

242689

0.922

990867.3

234738

0.000

총 기간 처치집단의 평균 관측변수 증가분(△)

29818

2742.52

0.000

총 기간 통제집단의 평균 관측변수 증가분(△)

59655.39

231006.5

0.797

관측치 수

120

F-statistics

220.94

Prob > F

0.000

[그림 3-9] 비연속 시계열 분석 결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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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적으로, 고양시의 사례 지역인 가좌동의 2018년 12월 13일 군사보호구역 개별 해제지역
의 2010-2021년 간 평균 공시지가 변화를 관측하여, 이를 바탕으로 피해 규모를 산출해 보고
자 함. 먼저, 가좌동의 해당 시점 47개 군사보호구역 해제 지역의 관측기간 2010-2021년
간의 공시지가 자료(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https://www.realt
yprice.kr:447/notice/gsindividual/siteLink.htm에서 2021.7.31.에 인출한 자료)를 구
축함
￭ 이들 47개 지역의 평균 공시지가 변화의 추세를 살펴보면 다음 그림과 같음. 즉, 처치효과가
나타나는 첫 해인 2019년을 기점으로, 2019년 이전년도의 기간(2010-2018년)에는 평균 공
시지가가 대체적으로 지속적인 하락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반면, 처치 시점 전년도 이후 기간
(2018-2021년)부터는 증가하는 추세가 관측되고 있음. 처치 시점 전년도 이후 기간 중 2019
년에 비하여 2020년에는 다소 감소하였지만, 이후 크게 반등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대조적임에도 불구하고, 처치 시점 이전년도부터의 기간에서는 전반적으로 평균 공시지가의
증가 추세가 뚜렷하게 관측되고 있음. 또한, 처치 시점 이전년도인 2018년의 평균 공시지가
179,129.4원과 비교하여 2019년에는 187,533원으로 약 8,403.92원 증가한 양상 역시 해
제 효과의 개연성을 지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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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가좌동 군사보호구역 해제 지역의 평균 공시지가 변화 추세

주 : 2010-2021년임.

￭ 2010-2018년, 2018-2021년의 평균 공시지가 변화분을 각각 도출하면, 38,164.9원 감소,
33,339.34원 증가가 나타남. 전자의 경우 이들 지역에 대한 군사보호구역 규제에 따른 미개발
관련 기회비용을, 후자의 경우 이들 지역의 군사보호구역 해제에 의한 평균공시지가 상승 이익
을 각각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면 두 비용 모두 군사보호구역 규제에 따른 단위면적당
피해금액으로 이해할 수 있음. 이에 단위면적당 평균 공시지가 변화분은 상기 두 비용 규모를
합친 71504.2원/제곱미터)이 되며, 이에 81,875제곱미터를 곱한 5,854,406,375원이 이들
지역의 군사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피해 규모라고 할 수 있음
￭ 종합적으로, 비연속 시계열 분석결과로부터 가좌동 지역의 군사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평균
공시지가 증가분으로부터 규제 피해 규모를 산출한 결과, 1,945,855,168.75원, 가좌동 세부
지역별 평균 공시지가 변화 추세로부터 5,854,406,375원의 피해액이 각각 산출됨
￭ 추가적으로, 고양시의 2018년 12월 13일 군사보호구역 23개 지역 중 상기 분석한 가좌동을
제외한 22개 지역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비연속 시계열 분석과 회귀불연속 설계를 적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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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보호구역 해제와 평균 공시지가 간 담보된 인과성을 바탕으로 이들 지역의 군사보호구역
피해규모를 산출해보고자 함. 고양시 내부자료에 따르면, 이들 지역은 앞서 분석한 가좌동을
포함하여, 구산동, 법곳동, 탄현동, 문봉동, 사리현동, 설문동, 성석동, 식사동, 장항동, 중산동,
지영동, 풍동, 고양동, 관산동, 내유동, 대자동, 벽제동, 선유동, 신평동, 원당동, 주교동, 토당
동임
￭ 이들 개별 지역에 대해서, 먼저 비연속 시계열 분석을 적용한 결과 2019년 처치 시점 전후
평균 공시지가의 유의한 증가와 처치 이후 평균 공시지가의 유의한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는
지역은 22개 지역 중 총 11개 지역임(주교동, 토당동, 중산동, 장항동, 사리현동, 지영동, 설문
동, 문봉동, 성석동, 구산동, 법곳동: 다른 지역은 처치 시점 전후 평균 공시지가가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거나, 처치 이후 평균 공시지가의 유의한 증가가 나타나지 않음). 추가적으로, 이들
처치 이후 정책과 결과 간 인과관계의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회귀불연속 설계를
적용한 결과 상기 11개 지역은 모두 인과관계의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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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고양시 2018년 해제 지역(가좌동 제외) 평균 공시지가의 비연속 시계열 분석 결과(1)
구분

주교동

토당동

중산동

장항동

사리현동

지영동

처치 시점 이전 기간 평균 관측변수
증가분(△)

2759.58***

4203.18**

16708.88***

3852.46

4560.7***

5020.45***

7556.11**

8664.97***

155617***

3702.8*

10389.55***

처치 시점에서의 관측변수 증가분(△)
처치 시점 이후 기간 평균 관측변수
증가분(△)

16447.69*** 58354.81*** 49676.81*** 124871.3***
15143.92*** 41893.32*** 55038.12***

구분

설문동

문봉동

성석동

구산동

법곳동

처치 시점 이전 기간 평균 관측변수
증가분(△)

8887.73***

7008.03***

4750.9***

-1592.56

-2795.08**

처치 시점에서의 관측변수 증가분(△)

10490.28**

18134***

11327.39***

10835.67*

17484.19**

처치 시점 이후 기간 평균 관측변수
증가분(△)

9220.76**

10230.47***

9767.1***

15512.07*** 18738.08***

주 : * p<0.1, ** p<0.05, *** p<0.01

<표 3-9> 고양시 2018년 해제 지역(가좌동 제외) 비연속 시계열 분석 결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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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고양시 2018년 해제 지역(가좌동 제외) 평균 공시지가의 회귀불연속설계 분석 결과
구분

주교동

사리현동

지영동

평균 공시지가의 평균 차이

48149.11

38623.11

49177.22

평균 공시지가의 평균 차이의 p-value

0.005

0.005

0.005

0.005

0.005

0.005

구분

설문동

문봉동

성석동

구산동

법곳동

평균 공시지가의 평균 차이

73037.44

70412.67

49599.89

16792.33

19451.78

평균 공시지가의 평균 차이의 p-value

0.005

0.005

0.005

0.033

0.034

토당동

중산동

장항동

125000.00 205000.00 304000.00

주 : 관측치 수, 평균, 표준편차는 별도로 제시하지 않음. 이는 자면의 한계와 더불어 군사보호구역 해제 전후 평균 공시지가가 유
의하게 변화되었는지의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정보만을 제시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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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각 지역별 피해규모를 산출하면 다음과 같음. 이는, 해당 군사보호
구역 해제 규모에 해제 시점 이후 평균 공시지가 변화분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됨

<표 3-11> 고양시 2018년 해제 지역(가좌동 제외) 추정 군사보호구역 피해규모(원)
구분

주교동

토당동

중산동

장항동

사리현동

지영동

추정 피해규모

436,260,69
4.04

1,487,165,0
80.48

46,095,518,
660.92

112,360,97
0,026.20

3,654,498,4
59.84

11,605,616,
767.96

구분

설문동

문봉동

성석동

구산동

법곳동

추정 피해규모

7,135,533,1
52.36

15,165,197,
567.19

22,159,085,
332.18

716,424,95
2.95

4,212,105,1
7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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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주시 사례
￭ 파주시의 사례에서도, 앞서 살펴본 고양시의 사례와 유사하게 군사보호구역 해제라는 외생적
개입과 지역의 평균 공시지가 변화 간 엄밀한 인과성이 담보되는 사례 지역에 대한 피해규모를
산정하고자 함. 군사보호구역 지정에 의한 피해규모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피해가 군사
보호구역 지정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선결되어야 하기 때문임
￭ 이에, 우선적으로 2018년 군사보호구역이 해제된 각 읍면동 단위 지역을 대상으로, 군사보호
구역 해제라는 외생적 개입과 평균 공시지가 변화 간 유의한 연관성을 검증하고자 함. 구체적
으로, 각 지역별 평균 공시지가 변화가 2018년 말 해제 전후 유의하게 변화되었는지 살펴보고
자 함. 이를 위하여 앞서 적용한 회귀불연속설계를 적용함
￭ 적용결과, 2018년 말 파주에서 군사보호구역이 해제된 모든 행정구역의 평균 공시지가는
2019년을 기점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결과는, 이들 지역의
2019년 전후 평균 공시지가가 군사보호구역 해제에 의한 변화일 개연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표 3-12> 파주시 2018년 해제 지역 평균 공시지가의 회귀불연속설계 분석 결과
구분
평균 공시지가의 평균
차이
평균 공시지가의 평균
차이의 p-value

야당동

상지석동

동패동

문산읍

301000.00 47801.44 250000.00 5220.44
0.024

0.005

0.024

0.024

파주읍
7537.33
0.005

조리읍

탄현면

광탄면

17934.44 12136.66 11697.00
0.005

0.005

0.005

주 : 관측치 수, 평균, 표준편차는 별도로 제시하지 않음. 이는 지면의 한계와 더불어 군사보호구역 해제 전후 평균 공시지가가 유
의하게 변화되었는지의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정보만을 제시한 것임.

￭ 이에, 상기 회귀불연속설계 분석결과에서 유의하게 나타나는 8개 개별 지역별 비연속 시계열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2019년 유의한 연속이 나타나는지, 또한 이후 유의한 증가가 나타나는
지 살펴본 결과, 8개 지역 중 광탄면의 경우 두 범주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파주시의 군사보호구역 피해규모 산정과 관련된 사례 분석 지역은 광탄면임. 이 지역은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군사보호구역 해제라는 외생적 개입과 관측변수인 평균 공시지가 변화
간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정책과 결과 간 어느 정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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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파주시 2018년 해제 지역 평균 공시지가의 비연속 시계열 분석 결과
구분

야당동

상지석동

동패동

문산읍

처치 시점 이전 기간 평균 관측변수
증가분(△)

67521.28***

6470.19*

58719.72***

336.18

처치 시점에서의 관측변수 증가분(△)

-68036.31

3297.55

-69077.64*

1242.52

처치 시점 이후 기간 평균 관측변수
증가분(△)

-35662.28***

216617.1***

-33643.22***

1960.81**

구분

파주읍

조리읍

탄현면

광탄면

처치 시점 이전 기간 평균 관측변수
증가분(△)

977.56**

1251.23***

1191.8**

1150.01***

처치 시점에서의 관측변수 증가분(△)

422.0

3649.77

2404.66

3241.91**

처치 시점 이후 기간 평균 관측변수
증가분(△)

1249.93**

6777.26***

2581.2**

1554.98*

변인 및 통계량

추정치

표준편차

p-val

처치 시점 이전 기간 평균 관측변수 증가분(△)

1150.01

143.84

0.000

처치 시점에서의 관측변수 증가분(△)

3241.91

962.13

0.010

처치 시점 이후 기간 평균 관측변수 증가분(△)

1554.98

745.45

0.070

상수항

51145.93

591.95

0.000

총 기간 평균 관측변수 증가분(△)

2705

-

-

주 : * p<0.1, ** p<0.05, *** p<0.01

<표 3-14> 광탄면 비연속 시계열 분석 결과(2)

관측치 수

12

F-statistics

169.25

Prob > F

0.000

￭ 하기 그림과 같이 2019년을 처치 시점으로 하여, 2010-2021년의 기간 간 광탄면의 평균
공시지가의 추세를 관측한 결과, 2019년을 전후로 기울기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남을 확인
할 수 있음. 상기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기울기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기 때문에,
최소 2018년 말 광탄면 일부 지역의 군사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공시지가의 유의한 변화로
이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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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광탄면 비연속 시계열 분석 결과(2)

￭ 상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파주시 광탄면 지역의 군사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평균 공시지가
증가분으로부터 규제 피해 규모를 산출하면 다음과 같음. 즉, 2018년 12월 13일 7,160,307
제곱미터에 대하여 처치 시점 이후 기간에 증가한 평균 공시지가인 1,554.98원을 곱한
11,134,134,178.86원이 바로 이 지역에 대한 해제에 의한 평균 공시지가 증가에 따른 이익
이기 때문에, 해제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나타나지 않았던 기회비용으로 해석할 수 있고, 결과
적으로는 상기 금액을 광탄면 지역의 7,160,307제곱미터만큼의 군사보호구역이 유발한 피해
금액으로 이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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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포시 사례
￭ 김포시의 경우, 2020년, 2021년 초 군사보호구역이 해제된 사례만이 존재하므로, 처치 시점
이후의 시계열 길이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2020년 초 해제 지역을 살펴봄.
￭ 김포시에서 2020년 초(2020.1.16.) 해제된 지역은 양촌읍(흥신리), 대곶면(송마리), 하성면
(봉성리)의 세 개 지역임16)
￭ 이에, 상기 두 지역의 사례 분석과 유사하게, 개별 지역에 대한 비연속 시계열 분석과 회귀불연
속설계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사례 지역을 선정하고, 선정된 사례지역에서의 군사보호구역
해제라는 외생적 개입에 의한 평균 공시지가 변화를 통해 피해규모를 산정하고자 함
￭ 먼저, 상기 세 개 지역의 비연속 시계열 분석결과, 양촌읍의 경우 2020년 전후 공시지가 변화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공시지가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므로, 이 지역을 사례 지역으로
선정함

<표 3-15> 김포시 2020년 해제 지역 평균 공시지가의 비연속 시계열 분석 결과
구분

양촌읍

대곶면

하성면

처치 시점 이전 기간 평균 관측변수 증가분(△)

10440.03***

5001.97**

2600.47***

처치 시점에서의 관측변수 증가분(△)

7021.53**

490.66

1179.46

처치 시점 이후 기간 평균 관측변수 증가분(△)

13133.97***

7046.03***

2715.52***

주 : * p<0.1, ** p<0.05, *** p<0.01

￭ 상기 세 개 지역의 비연속 시계열 분석 결과를 그림으로 나타낸 결과, 양촌읍을 제외하고,
2020년 처치 시점 전후 유의한 변화가 관측되지 않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음

16) 참고로, 김포시는 모든 지역에서 군사보호구역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보호구역과 무관한 소위 비교통제집단을 설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특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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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김포시 2020년 군사보호구역 해제 지역 비연속 시계열 분석 결과(2)

￭ 하기 양촌읍의 회귀불연속 설계 결과 역시 상기 2020년 처치 시점 전후 평균 공시지가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보여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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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김포시 분석사례 지역 회귀불연속설계 분석 결과
구분

2020년 이전

2020년 이후

관측치 수

10

2

관측치 평균

202000.00

278309.00

관측치 표준편차

31726.48

16669.34

평균 공시지가의 평균 차이

76228.700

평균 공시지가의 평균 차이의 p-value

.012

￭ 이에 김포시 양촌읍 지역의 군사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평균 공시지가 증가분으로부터 규제
피해 규모를 산출하면 다음과 같음. 즉, 2020년 초(2020.1.16.) 934,232제곱미터에 대하여
처치 시점 이후 기간에 증가한 평균 공시지가인 13,133.97원을 곱한 12,270,175,061.04원
이 바로 김포시 사례 지역에서 관측된 군사보호구역에 따른 피해규모라고 할 수 있음

(4) 소결
￭ 지금까지의 논의는 특정 사례에 대한 분석이라는 점에서 전체적인 피해 규모를 산정하지 못하
였다는 한계점과 동시에, 공시지가 변화가 오직 군사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것임을 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노정하고 있지만, 군사보호구역 해제라는 명확한 외생적 개입에 따른
평균 공시지가의 유의한 변화를 바탕으로 군사보호구역 피해 규모를 산정하였다는 점에서 통
계적 정교함과 엄밀성이 담보되고 있는 장점이 있음. 또한 가상의 시나리오 분석이 아니라,
과거 및 현 시점에서 발생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교하게 실증하여 도출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
가 있음. 차후 연구에서는 군사보호구역 해제 및 개입이라는 정책적 원인과 결과를 보다 명확
하게 반영할 수 있는 변인 선정에 대한 탐색이 더욱 심도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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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 규제 피해 인식조사
1)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 규제 피해 인식조사 설계 및 개요
(1)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 규제 피해 인식조사 설계
❚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 규제 피해 인식조사 배경
￭ 설문조사는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군사시설보호규제로 인한 규제 피해 실
태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조사하여, 향후 정책 개선 방향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자 실시하였음
• 설문조사는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일반국민 3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통해 진행하였음
╺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 3개 시/성/연령 인구비례 할당추출을 실시하여 표본할당을
진행하였음
╺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69세 일반국민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 해당 지역 거주자 300명의 유효 표본을 확보함
╺ 조사 방법은 조사 참여의 편리성 및 응답의 신뢰성,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따른 대면
조사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를
진행하였음
╺ 설문지는 연구진이 초안을 작성한 후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여 수정･보완하였음
╺ 설문조사 개요를 정리하면 <표 3-17>과 같음
• 설문조사는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 주민들이 군사시설보호규제로 인한 규제 피해 실태에
대해 갖는 주관적 인식을 조사하여, 향후 정책 개선 방향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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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7> 설문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 대상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고양시, 김포시, 파주시) 거주 만 19세~69세 일반국민 남녀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Web Survey)

유효 표본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 거주자 300명

표본 할당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 3개 시/성/연령 인구비례 할당추출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 ±5.7%p

조사 기간

2021년 8월 19일~8월 24일(6일간)

조사 기관

㈜글로벌리서치

❚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 규제 피해 인식조사 설계
￭ 설문조사는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군사시설보호규제로 인한 규제 피해 실
태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조사하여, 향후 정책 개선 방향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자 실시하였음
•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 규제 피해 인식조사 문항은 거주지역 주민들이 인식하는 규제의
유형적 피해, 무형적 피해, 피해보상 방안 등을 중심으로 설계하였음
╺ (규제 피해 현황)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 규제 피해 현황에 대해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의
의미 인지 여부, 규제 필요 정도 및 규제의 목표 달성 정도를 파악하였음
╺ (유형적 피해 인식)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로 인해 지역에 발생한 유형적 피해, 규제가
경제활동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규제로 인해 지역에 발생한 지가 하락, 경제성장
지연, 생활 편의시설 부족, 일자리 부족 등 유형적 피해 정도를 파악함
╺ (무형적 피해 인식)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로 인해 지역에 발생한 무형적 피해, 규제가
지역 주민 삶의 질 및 생활여건에 미치는 영향, 규제로 인해 지역에 발생한 소음,
환경오염, 교통 등 생활 불편, 불안 등 정신적 피해 정도를 파악함
╺ (규제 피해보상 방안) 규제로 인해 발생한 유･무형적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 필요 여부,
정부의 바람직한 피해 보상 방식, 현금 지원시 월평균 적정 지원액, 시설 지원시 희망
지원시설, 규제 해제시 세금 납부 의향 및 적정 세금액 등을 파악함
╺ (지역연대 방안) 군사시설보호규제에 따른 피해보상을 위한 지역 간 연대 필요 정도,
중앙정부로부터 시설 건설 지원시 선호 방식, 현 거주지역 전반적 생활 여건 만족도,
현 거주지역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등을 조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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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에 활용된 영역별 문항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3-18>과 같음
<표 3-18> 설문조사 설계
구분

내용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의 의미 인지 여부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
규제 피해 현황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필요 정도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목표 달성 정도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로 지역에 발생한 유형적 피해 여부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가 지역 주민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가 지역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
규제로 인한
유형적 피해 인식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로 인해 지역에 발생하는 유형적 피해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로 인해 발생한 유형적 피해 정도 : 지가 하락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로 인해 발생한 유형적 피해 정도 : 경제성장 지연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로 인해 발생한 유형적 피해 정도 : 생활 편의시설 부족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로 인해 발생한 유형적 피해 정도 : 일자리 부족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로 인해 지역에 발생하는 무형적 피해 여부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가 지역 주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가 지역 생활여건에 미치는 영향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
규제로 인한
무형적 피해 인식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로 인해 지역에 발생하는 무형적 피해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로 인해 발생한 무형적 피해 정도 : 소음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로 인해 발생한 무형적 피해 정도 : 환경오염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로 인해 발생한 무형적 피해 정도 : 교통 등 생활 불편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로 인해 발생한 무형적 피해 정도 : 불안 등 정신적 피해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로 인해 발생한 유형적 피해에 대한 정부의 피해보상 필요 여부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로 인해 발생한 유형적 피해에 대한 정부의 바람직한 피해보상 방식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로 인해 발생한 유형적 피해에 대한 월평균 적정 지원액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로 인해 발생한 유형적 피해에 대한 희망 지원시설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
규제에 대한
피해보상 방안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해제에 따른 세금 청구시 납부 의향 여부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해제에 따른 세금 청구시 월평균 적정 세금액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로 인해 발생한 무형적 피해에 대한 정부의 피해보상 필요 여부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로 인해 발생한 무형적 피해에 대한 정부의 바람직한 피해보상 방식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로 인해 발생한 무형적 피해에 대한 월평균 적정 지원액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로 인해 발생한 무형적 피해에 대한 희망 지원시설
국민 재산권 행사를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해제, 도시개발 촉진 주장에 대한 동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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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구분

내용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의 군사규제 피해보상을 위한 지역 간 연대 필요 정도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
규제에 대한
지역연대 방안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 대상으로 중앙정부 시설 건설 지원받을 경우 지원 선호 방식
현 거주지역 전반적 생활 여건 만족도
현 거주지역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2)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 규제 피해 인식조사 개요
❚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 거주민 300명을 대상으로 거주지역, 성별, 연령에 따라 표본을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응답자 특성은 다음과 같음
￭ 조사 대상은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인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69세
연령에 해당하는 일반국민 남녀로 정의하였으며, 거주지역, 성별, 연령에 따라 표본을 구성하
였음
• 만 19세~69세의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 3개 시에 거주하는 일반남녀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거주지역, 성별, 연령에 따라 표본을 할당하여 응답자를 구성하였음
￭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재산 보유 여부, 거주지역, 성별, 연령, 직업, 월평균 가구소득, 혼인
여부, 동거 가구원 수 등을 기준으로 응답자 특성을 살펴봄
•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재산 보유 여부, 거주지역, 성별, 연령, 직업, 월평균 가구소득, 혼인
여부, 동거 가구원 수 등에 따른 응답자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먼저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재산 보유 여부의 경우 해당 구역 내에 재산을 보유한 응답자가
24명(8.0%)으로 나타났으며, 재산을 보유하지 않은 응답자가 276명(92.0%)를 차지하였음
• 거주지역의 경우 고양시가 163명(54.3%)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김포시는
70명(23.3%), 파주시는 67명(22.3%)로 비슷한 비중으로 구성됨
• 성별의 경우 남성 응답자가 152명(50.7%), 여성 응답자가 148명(49.3%)으로 비슷한
비중으로 구성됨
• 연령대의 경우 50대 이상이 115명(38.3%)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40대
73명(24.3%), 30대 58명(19.3%), 20대 54명(18.0%)의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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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관리/전문직에 종사하는 응답자가 122명(40.7%)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정주부(59명,
19.7%), 서비스/판매/기능직(43명, 14.3%)의 순으로 나타남
• 월평균 가구소득의 경우 400만원 이상이라는 응답자가 152명(50.7%), 200~400만원
미만이 94명(31.3%), 200만원 미만이 54명(18.0%)을 기록하였음
• 혼인 여부의 경우 기혼(191명, 63.7%), 미혼(103명, 34.3%) 등의 비중을 보임
• 동거 가구원 수는 4인 이상(123명, 41.0%)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3인(108명,
36.0%), 2인(46명, 15.3%), 1인(23명, 7.7%)의 순으로 나타남
• 이상의 응답자 특성에 대해 세부 항목별로 사례 수와 비율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음
<표 3-19> 응답자 특성

보호구역 내
재산 보유 여부

거주지

성별

연령

직업

월평균 가구소득

구분

사례 수(명)

비율(%)

전체

300

100.0

있음

24

8.0

없음

276

92.0

고양시

163

54.3

김포시

70

23.3

파주시

67

22.3

남성

152

50.7

여성

148

49.3

20대

54

18.0

30대

58

19.3

40대

73

24.3

50대 이상

115

38.3

자영업자

21

7.0

서비스/판매/기능직

43

14.3

사무/관리/전문직

122

40.7

가정주부

59

19.7

학생

25

8.3

무직/기타

30

10.0

200만원 미만

54

18.0

200~400만원 미만

94

31.3

400만원 이상

152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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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구분

혼인 여부

동거 가구원 수

사례 수(명)

비율(%)

미혼

103

34.3

기혼

191

63.7

기타

6

2.0

1인

23

7.7

2인

46

15.3

3인

108

36.0

4인 이상

123

41.0

❚ 조사결과 해석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음
￭ 각 통계표 내 비율 및 평균값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되어 세부 항목과 총계가 일치하
지 않을 수 있으므로, 단순 합산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
￭ 조사 결과의 직관적 이해를 위해 리커트 5점 척도 응답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였음
• 리커트 5점 척도 응답에 대해 매우 부정, 부정의 비율을 합산하여 ‘부정’으로, 매우 긍정,
긍정의 비율을 합산하여 ‘긍정’으로 정의함
• 조사 결과를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리커트 5점 척도의 개별 응답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였으며, 환산 방식은 다음 <표 3-20>과 같음. 즉, 응답 환산 점수가
100점에 가까울수록 긍정 응답의 비중이 높음을 의미함

<표 3-20> 리커트 5점 척도 – 100점 환산식
척도 문항

①

②

③

④

⑤

10점 환산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

▼

▼

▼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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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 규제 피해 인식조사 결과
(1)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 규제 피해 현황
❚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의 의미를 인지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3인 66.7%가 인지

하고 있다고 밝힘
￭ 설문지에 군사시설보호규제의 의미를 제시하고, 응답자가 해당 규제의 의미를 알고 있었는지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6.7%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 한편, 응답자의 33.3%는 해당 규제를 모른다고 응답하였으나 규제의 필요성이나 지역에서
받는 피해 등에 대해서는 응답할 수 있으므로 조사를 지속하였음

[그림 3-13]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의 의미 인지 여부

(N=300, 단위 : %)

❚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가 어느 정도로 필요한지 조사한 결과, 평균 3.66점으로 응답자의 총

64.7%는 필요하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불필요하다는 부정 응답은 총 8.3%에 그침
￭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의 필요 정도에 대해 응답자들은 5점 만점에 평균 3.66점으로 필요도
를 응답하였으며, 전체 응답자의 64.7%는 필요하다는 긍정의 응답을, 8.3%는 불필요하다는
부정의 응답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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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매우 필요하다는 강한 긍정의 응답자 비중은 10.7%, 필요하다는 긍정의 응답자 비중은
54.0%로 나타나 절반 이상의 응답자들이 해당 규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

[그림 3-14]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의 필요 정도

(N=300, 단위 : %, 점, 5점 척도, 100점 환산)

❚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가 본래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고 보는지 설문한 결과, 평균 3.25점으

로 응답자들은 해당 규제가 보통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고 인식하였음
￭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가 본래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평균 3.25
점으로 전체 응답자의 42.0%는 달성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음
•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한다는
규제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고 인식하는지 설문하였음
• 그 결과 해당 규제가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는 긍정의 응답은 42.0%,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정의 응답은 19.3%로 나타났으며, 보통이라는 응답이 38.7%를 차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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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의 목표 달성 정도

(N=300, 단위 : %, 점, 5점 척도, 100점 환산)

(2)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 규제로 인한 유형적 피해 인식
❚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에 지정되어 있는 군사시설보호규제로 인해 재산상 피해인 유형적 피해를

받는지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2.3%는 유형적 피해를 받는다고 응답하였음
￭ 군사시설보호규제로 인해 지역에 발생하는 유형적 피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2.3%
는 피해를 받고 있으며, 71.0%는 받지 않고, 16.7%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함
• 유형적 피해를 받는다고 응답한 12.3%의 응답자들은 해당 규제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집단으로 해석할 수 있음
• 특히 응답자들을 보호구역 내 재산 보유 여부에 따라 구분해 본 결과, 보호구역 내 재산을
보유한 응답자의 경우 해당 규제로 지역에 유형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응답이 58.3%로
나타남
• 반면 보호구역 내 재산을 보유하지 않은 응답자의 경우 유형적 피해 여부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인식하는 비중이 74.6%를 차지하여, 보호구역 내 재산 유무에 따른 유형적 피해
인식 차이가 크게 나타났음
• 71.0%의 응답자는 군사시설보호규제로 인해 지역에 발생하는 유형적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응답하여, 규제에 따른 피해보상의 직접적 이해관계자가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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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로 지역에 발생하는 유형적 피해 여부

(N=300, 단위 : %)

❚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가 지역 주민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평균 2.58점을 기록

하였으며, 응답자의 47.3%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가 지역 주민들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평균 2.58점으로 나타나 보통보다 부정적인 쪽에 가까운 결과가 도출됨
• 응답자의 총 47.3%는 매우 부정적 영향(4.0%), 부정적 영향(43.3%)을 미친다고 응답하여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들이 규제가 지역 주민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였음
• 반면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총 7.7%에 불과하였고, 45.0%의 응답자들은 보통 수준이라고
응답하였음
• 보호구역 내 재산 보유 여부에 따라 응답 경향을 구분해 보면, 재산을 보유한 응답자들의
경우 평균 2.25점, 미보유 응답자들은 평균 2.61점을 기록하여 규제가 지역 주민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재산을 보유한 응답자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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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가 지역 주민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N=300, 단위 : %, 점, 5점 척도, 100점 환산)

❚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가 지역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평균 2.55점을 기록하였

으며, 응답자의 총 50.3%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가 지역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응답자의 총 50.3%는 부정
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으며,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은 7.7%에 그침
• 응답자의 총 50.3%는 매우 부정적 영향(5.3%), 부정적 영향(45.0%)을 미친다고 응답하여,
응답자의 절반이 규제가 지역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였음
• 반면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총 7.7%에 불과하였고, 42.0%의 응답자들은 보통 수준이라고
응답하였음
• 보호구역 내 재산 보유 여부에 따라 응답 경향을 구분해 보면, 재산을 보유한 응답자들의
경우 평균 2.21점, 미보유 응답자들은 평균 2.58점으로 나타나 규제가 지역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재산을 보유한 응답자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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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가 지역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N=300, 단위 : %, 점, 5점 척도, 100점 환산)

❚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로 인해 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유형적 피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

들은 지가 하락, 경제성장 지연, 생활 편의시설 부족, 일자리 부족의 순으로 응답하였음
￭ 응답자들은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로 인해 지역에 발생하는 가장 심각한 유형적 피해를 지가
하락으로 보았으며, 경제성장 지연, 생활 편의시설 부족, 일자리 부족의 순으로 응답
• 유형적 피해에 대해 지가 하락, 경제성장 지연, 생활 편의시설 부족, 일자리 부족 등의
선택지를 제시하고 가장 심각한 피해라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응답하게 한 결과, 지가 하락을
1순위로 응답한 경우가 37.7%로 가장 많았음
• 특히 보호구역 내 재산을 보유한 응답자들의 경우 58.3%의 응답자가 지가 하락이 가장
심각한 피해라고 응답하였으며, 재산을 보유하지 않은 응답자들도 마찬가지로 지가 하락을
가장 심각한 피해로 보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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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로 인해 지역에 발생하는 유형적 피해

(N=300, 단위 : %, 복수응답)

❚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로 인해 지역에 발생한 유형적 피해의 세부 유형별 심각도를 조사한 결

과, 경제성장 지연, 지가 하락, 생활 편의시설 부족, 일자리 부족의 순으로 나타남
￭ 앞선 문항에서 제시한 유형적 피해의 세부 유형별로 피해의 심각도를 리커트 5점 척도로 응답
하도록 조사하여 100점으로 환산한 결과, 경제성장 지연, 지가 하락, 생활 편의시설 부족,
일자리 부족의 순으로 나타남
• 경제성장 지연(62.0점), 지가 하락(61.8점), 생활 편의시설 부족(61.0점)의 경우
피해의 심각도 인식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일자리 부족(58.3점)만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보호구역 내 재산 여부에 따른 유형적 피해의 심각도 인식에 있어 재산을 보유한
응답자들이 네 가지 피해의 세부 유형별로 미보유자에 비해 심각성을 높게 인식함
• 거주지별로 구분해본 결과, 고양시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은 경제성장 지연(60.9점)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한 반면, 김포시의 경우 지가 하락과 생활 편의시설 부족(각
66.1점), 파주시의 경우 경제성장 지연(64.2점)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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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로 인해 지역에 발생한
유형적 피해 정도

(N=300, 단위 : %, 점, 5점 척도, 100점 환산)

❚ 유형적 피해의 세부 유형별로 심각도를 살펴보면, 지가 하락 문제의 심각도는 평균 3.47점, 응

답자의 53.0%가 심각함을 인식하고 있음
￭ 지가 하락이라는 유형적 피해의 심각성에 대해 응답자들은 5점 만점에 평균 3.47점으로 심각
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3.0%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음
• 지가 하락에 대해 응답자의 53.0%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반면,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자
비중은 12.0%에 그침
• 보호구역 내 재산을 보유한 응답자들의 경우 평균 4.17점을 기록하였으며 매우 심각함,
심각함 등 심각성을 인식하는 응답이 총 91.7%로 응답자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음
• 거주지역별로 구분할 경우 김포시(3.64점), 파주시(3.54점), 고양시(3.37점)의 순으로 지가
하락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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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로 인해 발생한
유형적 피해 정도 : 지가 하락

(N=300, 단위 : %, 점, 5점 척도, 100점 환산)

❚ 경제성장 지연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평균 3.48점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52.7%가 군사시설

보호규제로 인해 경제성장이 지연되는 피해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음
￭ 경제성장 지연이라는 유형적 피해의 심각성에 대해 응답자들은 평균 3.48점으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절반 이상인 52.7%의 응답자가 경제성장 지연의 심각성을 인지함
• 경제성장 지연 문제의 심각도 인식 수준은 평균 3.48점으로 나타나, 3.47점의 지가 하락과
함께 유형적 피해 중 상대적으로 높은 심각도 인식 수준을 보임
•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2.7%가 경제성장 지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12.7%로 나타남
• 보호구역 내 재산을 보유한 응답자들은 심각성을 평균 3.92점으로 인식, 미보유자들의
3,44점보다 심각성을 훨씬 높게 인지하고 있음
• 거주지역별로 구분해 볼 경우 파주시(3.57점), 김포시(3.50점), 고양시(3.44점)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대체로 근소한 차이만을 보이고, 세 개 지역 모두 보통보다 높은 수준으로
경제성장 지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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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로 인해 발생한
유형적 피해 정도 : 경제성장 지연

(N=300, 단위 : %, 점, 5점 척도, 100점 환산)

❚ 생활 편의시설 부족의 심각성은 평균 3.44점을 기록하였으며, 48.0%의 응답자가 편의시설이

부족한 데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음
￭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로 인한 생활 편의시설 부족의 심각성에 대해 응답자들은 평균 3.44점
으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48.0%의 응답자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음
• 생활 편의시설 부족의 심각성에 대해 응답자의 총 48.0%는 심각하다, 13.0%는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하였음
• 보호구역 내 재산 보유 여부에 따라 구분해 보면 재산 보유자의 경우 응답자의 50.0%가
심각함을 인식하고, 미보유자의 경우 47.8%가 심각함을 인식하여 평균 3.58점과
3.43점으로 나타나 다른 문항에 비해 심각성 인식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거주지역에 따라서는 김포시(3.64점), 파주시(3.51점), 고양시(3.33점)의 순으로 생활
편의시설 부족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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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로 인해 발생한
유형적 피해 정도 : 생활 편의시설 부족

(N=300, 단위 : %, 점, 5점 척도, 100점 환산)

❚ 마지막으로 일자리 부족의 심각성은 평균 3.33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으며, 응답자

의 39.0%가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음
￭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로 인해 발생한 유형적 피해 중 일자리 부족의 심각성에 대해 응답자들
은 평균 3.33점으로 응답하였으며, 전체 응답자의 39.0%가 심각성을 인식하였음
• 일자리 부족의 심각성은 평균 3.33점을 기록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로 인해 발생한
유형적 피해의 심각성 세부 문항 중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음
• 보호구역 내 재산을 보유한 응답자들은 평균 3.67점, 미보유자들은 3.30점으로 응답하여
재산 보유자들이 일자리 부족의 심각성을 더 높게 인식하였음
• 거주지역별로 구분해볼 경우 파주시(3.55점), 김포시(3.30점), 고양시(3.26점)의 순으로
나타나 파주시 거주 응답자들이 상대적으로 일자리 부족 문제를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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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로 인해 발생한
유형적 피해 정도 : 일자리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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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 규제로 인한 무형적 피해 인식
❚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로 인해 지역에 발생한 무형적 피해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1.7%는 무형적 피해가 있다고 밝힘
￭ 규제로 인한 무형적 피해가 있는지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1.7%는 피해가 있다고 응답하
였음
• 응답자의 31.7%는 피해가 있다, 42.0%는 피해가 없다, 26.3%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
• 보호구역 내 재산 보유 여부에 따라 구분해 보면, 재산을 보유한 응답자들의 경우 전체의
70.8%가 무형적 피해를 인식하고 있으며, 미보유자들의 경우 전체의 28.3%만이 무형적
피해를 인식하고 있음. 따라서 재산 보유 여부에 따라 무형적 피해 인식에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음
• 응답자의 거주지역에 따라 구분해 보면, 파주시 거주 응답자의 경우 46.3%가 무형적 피해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김포시 31.4%, 고양시 25.8%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3-25]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로 지역에 발생한 무형적 피해 여부

(N=300,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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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가 지역 주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평균 2.53점으로 나

타났으며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8.3%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로 인한 무형적 피해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규제가 개인이 인식하는
주관적인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평균 2.53점으로 보통보다 부정적인 수준으
로 인식함
• 응답자의 48.3%는 해당 규제가 지역 주민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였으며, 46.7%는 보통,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은 5.0%에 그침
• 보호구역 내 재산 보유 여부에 따라 구분해 보면, 재산 보유자들은 평균 2.21점,
미보유자들은 평균 2.55점으로 응답하여 재산 보유자들이 규제가 지역 주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더 부정적으로 인식함
• 거주지역에 따라 구분해본 결과, 파주시(2.40점), 김포시(2.43점), 고양시(2.62점)의
순으로 규제가 주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였음
• 연령별로는 50대 이상(2.43점), 직업군으로는 자영업자(2.38점)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함

[그림 3-26]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가 지역 주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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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가 지역의 생활여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평균 2.49점으로 나

타나 지역 주민의 삶의 질보다 더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음
￭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가 지역의 생활여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53.3%는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 이러한 결과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보다도 다소
낮은 수치로, 응답자들은 규제가 지역 주민의 삶의 질보다 생활 여건에 미치는 영향을
상대적으로 약간 더 부정적으로 인식함
• 보호구역 내 재산 보유자들의 경우 평균 2.21점, 미보유자들은 평균 2.52점으로 응답하여
재산 보유자들의 부정적 인식이 더 강한 경향을 나타냈음
• 거주지역에 따른 구분 결과 앞선 문항과 마찬가지로 파주시(2.39점), 김포시(2.43점),
고양시(2.56점)의 순으로 지역 생활여건에 미치는 영향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 연령별로는 50대 이상(2.43점), 직업군으로는 사무/관리/전문직(2.39점)에 속하는
응답자가 지역 생활여건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함

[그림 3-27]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가 지역 생활여건에
미치는 영향

(N=300, 단위 : %, 점, 5점 척도, 100점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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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로 인해 지역에 발생하는 무형적 피해를 조사한 결과, 교통 등 생활 불편,

소음, 불안 등 정신적 피해, 환경오염의 순으로 피해를 심각하게 인식하였음
￭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로 인해 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무형적 피해를 선택지로 제시하고, 피해
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응답하게 한 결과 교통 등 생활 불편, 소음, 불안 등 정신적
피해, 환경오염의 순으로 나타남
• 지가 하락이나 경제성장 지연 등 경제적 피해로 나타날 수 있는 유형적 피해와는 달리,
무형적 피해는 생활 속의 불편이나 불안, 이로 인한 스트레스 등 정신적 피해로 나타날 수
있음
• 해당 규제로 인해 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무형적 피해를 선택지로 제시하고, 피해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응답하게 한 결과 교통 등 생활 불편을 1순위로 응답한
경우가 37.0%로 가장 많았음
• 한편, 보호구역 내 재산 보유 여부에 따라 구분해본 결과 재산 보유자들은 교통 등 생활
불편과 소음을 비슷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환경오염, 불안 등 정신적 피해의 순으로
나타남. 반면 재산 미보유자의 경우 교통 등 생활불편, 소음, 불안 등 정신적 피해,
환경오염의 순으로 응답하여 재산 보유자들은 불안보다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

[그림 3-28]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로 인해 지역에 발생하는
무형적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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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로 인해 지역에 발생하는 무형적 피해의 세부 유형별 심각도를 조사한 결

과, 교통 등 생활 불편, 소음, 불안 등 정신적 피해, 환경오염의 순으로 나타남
￭ 앞선 문항에서 제시한 무형적 피해의 세부 유형별로 피해의 심각도를 리커트 5점 척도로 응답
하도록 조사하여 100점으로 환산한 결과, 교통 등 생활 불편, 소음, 불안 등 정신적 피해,
환경오염의 순으로 나타남
• 교통 등 생활 불편(63.6점)은 다른 세 가지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피해 정도를
보였으며, 소음(59.8점)과 불안 등 정신적 피해(59.7점)는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환경오염(53.8점)은 상대적으로 낮은 피해 정도를 보임
• 보호구역 내 재산을 보유한 응답자들은 네 가지 무형적 피해 유형 중 소음(66.7점)을 가장
심각한 피해로 인식하는 반면, 재산 미보유 응답자들은 교통 등 생활 불편(63.7점)을 가장
심각한 피해로 인식하고 있음
• 한편 거주지별로 구분해본 결과 세 개 지역 모두 네 가지 무형적 피해 유형 중 교통 등
생활 불편을 가장 심각한 피해로 인식하였으며, 교통 등 생활 불편의 피해 정도에 대한
평균점수는 김포시 68.9점, 파주시 66.8점, 고양시 60.0점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3-29]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로 인해 지역에 발생한
무형적 피해 정도

(N=300, 단위 : %, 점, 5점 척도, 100점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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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형적 피해의 세부 유형별로 심각도를 살펴보면, 소음 문제의 심각도는 평균 3.39점으로, 응답

자의 46.3%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음
￭ 소음이라는 무형적 피해의 심각성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은 5점 만점에 평균 3.39점으로
응답하여 보통보다 높은 수준으로 심각성을 인식하였음
• 전체 응답자의 46.3%는 소음 피해를 심각한 정도로 인식하고 있으며, 41.3%는 보통,
12.3%는 심각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음
• 보호구역 내 재산을 보유한 응답자들은 소음 피해의 심각성을 평균 3.67점, 미보유자들은
평균 3.37점으로 응답하여 재산 보유자들이 심각성을 더 높게 인식함
• 거주지역에 따른 구분도 다른 문항과 비슷하게 파주시 3.46점, 김포시 3.43점, 고양시
3.34점의 순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는 50대 이상이 3.31점으로 전 연령층 중 소음 피해를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였으며, 직업군별로는 학생이 3.12점으로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였음

[그림 3-30]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로 인해 발생한
무형적 피해 정도 :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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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형적 피해의 세부 유형 중 환경오염의 심각성은 평균 3.15점으로 나타나, 응답자들이 네 가지

세부 유형 중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음
￭ 환경오염의 심각성에 대해 응답자들은 평균 3.15점으로 응답하여, 무형적 피해의 네 가시 세
부 유형 중 상대적으로 심각성을 낮게 인식하였음
• 전체 응답자의 32.0%만이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절반에 가까운 49.3%의 응답자는 보통 수준, 18.7%의 응답자는
심각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음
• 보호구역 내 재산 보유 여부에 따라서는 다른 문항과 마찬가지로 재산 보유자들이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3.42점으로 인식하는 반면, 재산 미보유자는 3.13점으로 인식하여
재산 보유 여부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보임
• 거주지역에 따른 구분의 경우 파주시 거주 응답자들이 3.19점, 김포시와 고양시는 각
3.14점으로 응답하여 파주시 거주 응답자들이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근소하게 높게
인식하였으나 다른 두 개 시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음
• 연령별로는 40대(3.22점), 직업별로는 가정주부(3.32점)가 심각성을 가장 높게 인식함

[그림 3-31]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로 인해 발생한
무형적 피해 정도 : 환경오염

(N=300, 단위 : %, 점, 5점 척도, 100점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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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 등 생활 불편에 대한 피해의 심각성은 평균 3.54점으로 나타나 응답자들이 무형적 피해에

대한 세부 유형 중 가장 심각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음
￭ 교통 등 생활 불편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에 대해 응답자들은 3.54점으로 응답하여, 보통보
다 심각한 수준으로 피해의 심각도를 인식하고 있음
• 전체 응답자의 53.3%가 교통 등 생활 불편으로 인한 피해를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36.3%의 응답자는 보통 수준이라 응답하였고, 피해가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10.3%에
그침
• 대부분의 문항에서 보호구역 내 재산 보유 여부에 따라 재산 보유자가 미보유자에 비해 피해
정도를 높게 인식하는 반면, 교통 등 생활 불편의 피해 심각성에 대해서는 재산 보유자
3.50점, 미보유자 3.55점으로 재산 보유 여부에 따른 차이가 없었음
• 거주지역에 따른 구분의 경우 김포시 거주자들이 평균 3.76점으로 피해 심각성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파주시(3.67점), 고양시(3.40점)의 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50대 이상(3.67점), 직업별로는 가정주부(3.71점)이 심각성을 가장 높게
인식하였음

[그림 3-32]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로 인해 발생한
무형적 피해 정도 : 교통 등 생활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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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과 같은 정신적 피해의 심각성은 평균 3.39점으로 나타나, 무형적 피해의 세부 유형 중 소

음과 비슷한 정도의 심각도로 인식하고 있음
￭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로 인해 생겨나는 불안 등의 정신적 피해 심각성에 대해 응답자들은
평균 3.39점으로 응답하여, 소음과 비슷한 정도의 심각성 인식을 보임
• 전체 응답자의 42.7%는 불안 등 정신적 피해가 심각한 정도라고 응답하였으며, 43.4%는
보통 수준, 14.0%는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하였음
• 보호구역 내 재산 보유 여부에 따라 구분해보면, 재산을 보유한 응답자들은 평균 3.58점,
미보유자의 경우 3.37점으로 응답하여 재산 보유자가 피해의 심각성을 다소 높게
인식하였음
• 거주 지역에 따라 구분해보면, 김포시(3.49점), 파주시(3.43점), 고양시(3.33점)의 순으로
규제로 인한 정신적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함
• 연령대별로는 30대(3.53점), 가정주부(3.68점)가 상대적으로 정신적 피해의 심각성을 높게
인식하는 결과가 도출되었음

[그림 3-33]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로 인해 발생한
무형적 피해 정도 : 불안 등 정신적 피해

(N=300, 단위 : %, 점, 5점 척도, 100점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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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 규제에 대한 피해보상 방안
❚ 규제로 인해 지역에 발생한 유형적 피해에 대해 응답자의 60.3%는 정부의 피해보상이 필요하

다고 응답하였음
￭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에 대한 피해보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먼저 규제로 인해 지역에 발생
한 유형적 피해에 대해 정부의 피해보상이 필요한지에 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0.3%가 피해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정부의 피해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운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3.0%,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6.7%로 나타남
• 보호구역 내 재산 보유 여부에 따른 응답 경향의 차이가 매우 확연하게 나타났는데, 재산
보유자의 경우 지역에 발생한 유형적 피해에 대해 정부의 피해보상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7.5%인 반면, 재산 미보유자의 경우 58.0%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임
• 거주지역에 따라 구분해볼 경우 김포시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이 피해보상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7.1%로 가장 높았으며, 파주시(64.2%), 고양시(55.8%)의 순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는

30대(65.5%),

직업별로는

무직/기타(70.0%)에

속하는

응답자들이

피해보상의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함

[그림 3-34]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로 지역에 발생한 유형적 피해에 대한
정부의 피해보상 필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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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에 발생한 유형적 피해에 대한 정부의 바람직한 피해보상 방식을 조사한 결과, 사회기반시

설(SOC) 건설, 조세감면, 현금지원, 일부 규제완화의 순으로 나타남
￭ 정부의 바람직한 피해보상 방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SOC 건설, 조세감면, 현금지원, 일부
규제완화의 순으로 응답하여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대한 높은 선호도를 보임
• SOC 건설(31.3%), 조세감면(29.7%), 현금지원(21.0%), 일부 규제완화(17.3%)의 순으로
나타나 응답자들은 사회기반시설 건설이나 조세감면을 상대적으로 더 선호함. 네 가지
선택지 외의 응답은 기타로 분류하였는데, 규제완화와 현금지원을 동시에 희망하거나
주어진 선택지 모두 바람직한 방식이라고 응답하였음
• 응답의 경향은 보호구역 내 재산 보유 여부, 거주지에 따라 차이를 보였음
• 보호구역 내 재산 보유 여부에 따라 구분해 보면, 재산을 보유한 응답자들은
현금지원(29.2%), 조세감면(25.0%), SOC 건설과 일부 규제완화(각 20.8%)로 현금지원을
가장 바람직한 피해보상 방식으로 보았음. 한편 재산 미보유자의 경우 SOC 건설(32.2%),
조세감면(30.1%), 현금지원(20.3%), 일부 규제완화(17.0%)의 순으로 응답하여 개인에게
즉각적으로 편익이 돌아오는 현금지원보다는 지역 전반에 이익이 되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을 선호하였음
• 응답자의 거주지역에 따라 구분해 보면, 고양시의 경우 조세감면(36.2%), 김포시와
파주시는 SOC 건설(각 34.3%)을 가장 선호하였음

[그림 3-35]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로 지역에 발생한 유형적 피해에 대한
정부의 바람직한 피해보상 방식

(N=300,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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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에 발생한 유형적 피해에 대해 현금으로 지원할 경우 월평균 적정 지원액을 조사한 결과,

월평균 62.3만원으로 조사되었으며 50만원 이상(39.7%), 20~50만원 미만(30.2%)로 나타남
￭ 유형적 피해에 대해 정부가 현금으로 피해를 보상할 경우 희망하는 월평균 적정 지원액을 조사
한 결과, 응답자들은 월평균 62.3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음
• 본 문항은 응답자들이 희망하는 지원액 규모를 살펴보기 위해 응답자들이 월평균 적정
지원액을 만원 단위로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음
• 응답자들은 최소 1만원부터 최대 500만원까지로 응답하여,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적정
지원액을 정리하면 월평균 62.3만원으로 조사됨
• 응답자의 39.7%는 50만원 이상을 적정 지원액으로 보았으며, 30.2%는 20~50만원 미만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음
• 보호구역 내 재산 보유자들의 경우 월평균 68.6만원을, 미보유자는 61.5만원을 적정
지원액으로 응답하였음
• 거주지역별로 구분해 보면 김포시(71.6만원), 파주시(63.4만원), 고양시(55.0만원)의
순으로 나타나 김포시 거주 응답자들이 인식하는 적정 지원액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3-36]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로 지역에 발생한 유형적 피해에 대한
월평균 적정 지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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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에 발생한 유형적 피해에 대해 기반시설을 지원할 경우 희망 지원시설을 조사한 결과, 철도,

생활 편익 증진시설, 도로, 문화시설 확충의 순으로 나타남
￭ 정부에서 유형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기반시설을 지원할 경우 희망 지원시설을 조사한 결과
철도(37.0%), 생활 편익 증진시설(32.0%)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 응답자들은 유형적 피해에 대한 시설 지원시 철도 확충(37.0%)을 희망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생활 편익 증진시설 확충(32.0%)이 뒤를 따랐음
• 도로 확충(15.0%)이나 문화시설 확충(14.7%)의 경우 상대적으로 철도나 생활 편익
증진시설에 비해 낮은 선호도를 보였으며, 기타 응답은 주어진 선택지 모두 중요하다는
응답이었음
• 보호구역 내 재산 보유 여부에 관계 없이 응답자들은 철도 확충과 생활 편익 증진시설
확충을 선호하였음
• 거주지역에 따른 구분도 마찬가지로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응답자들은 철도 확충, 생활 편익
증진시설 확충의 순으로 희망 지원시설을 응답하였음
• 응답자들이 가장 희망하는 지원시설인 철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연령대별로는
30대(41.4%), 직업별로는 자영업자(42.9%)가 상대적으로 다른 연령대나 직업군에 비해
철도 확충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37]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로 지역에 발생한 유형적 피해에 대한
희망 지원시설

(N=300,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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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해제에 따른 세금을 청구할 경우 납부 의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16.7%

의 응답자가 납부 의향이 있다고 밝힘
￭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를 해제함에 따른 세금 청구시 납부 의향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16.7%가 납부 의향을 밝혔으며, 62.7%는 납부 의향이 없고, 20.7%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
였음
• 응답자들은 전체의 16.7%만이 세금 청구시 납부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으며, 60% 이상의
응답자는 세금 납부 의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됨
• 보호구역 내 재산 보유 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재산 보유자의 경우 응답자의 33.3%가 세금
납부 의향이 있다고 밝힌 반면 미보유자의 경우 15.2%만이 세금 납부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 거주지역에 따라 구분해 보면 김포시(18.6%), 고양시(16.6%), 파주시(14.9%)의 순으로
세금 납부 의향을 나타냈음
• 연령별로는

50대

이상(21.7%),

직업별로는

서비스/판매/기능직(20.9%)에

속하는

응답자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연령대나 직업군에 비해 세금 납부 의향이 있음

[그림 3-38]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해제에 따른 세금 청구시 납부 의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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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해제에 따른 세금 청구시 월평균 적정 세금액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은 월평균 4.7만원

을 납부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를 해제한다고 가정하고 군사시설보호에 필요한 세금을 청구할 경우
월평균 적정 세금액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은 월평균 4.7만원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음
• 앞선 문항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해제에 따른 세금 납부 의향이 ‘있다’고 밝힌 응답자
50명만을 대상으로, 규제 해제에 따른 세금 청구시 월평균 적정 세금액에 대해 조사하였음
• 조사결과, 월평균 적정 세금액을 1만원(56.0%)으로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2만원(16.0%), 3~10만원 미만(10.0%)의 순으로 나타남
• 보호구역 내 재산을 보유한 응답자들은 월평균 11.1만원의 세금을 부담할 수 있다고 밝힌
반면, 미보유자의 경우 3.4만원으로 응답하여 재산 보유 여부에 따라 세금 부담 액수에 큰
차이를 보임
• 거주지역에 따라 구분해본 결과 파주시(5.3만원), 고양시(4.7만원), 김포시(4.2만원)의
순으로 적정 세금액을 응답하였음

[그림 3-39]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해제에 따른 세금 청구시 월평균 적정 세금액

(N=50, 단위 : %)

제3장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 규제 피해규모 산정

85

❚ 규제로 인해 지역에 발생한 무형적 피해에 대해 응답자의 56.3%는 정부의 피해보상이 필요하

다고 응답하였음
￭ 다음으로 규제로 인해 지역에 발생한 무형적 피해에 대해 정부의 피해보상이 필요한지에 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6.3%가 피해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전체 응답자의 56.3%는 무형적 피해에 대한 정부의 피해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6.7%,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7.0%로 나타남
• 보호구역 내 재산을 보유한 응답자들은 필요하다는 응답이 75.0%로 3/4를 차지한 반면,
재산 미보유자의 경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54.7%로 나타나 재산 보유 여부에 따라 무형적
피해에 대한 정부의 피해보상 필요성 인식에 다소 차이를 보임
• 거주지역에 따라 구분해 보면 김포시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65.7%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고양시(55.2%), 파주시(49.3%)의 순으로 필요성에
공감하였음
• 정부의 피해보상이 필요하다는 응답 기준으로 살펴보면, 연령대별로는 30대(62.1%),
직업군으로는 사무/관리/전문직(64.8%) 응답자들이 필요성을 가장 높게 인식함

[그림 3-40]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로 지역에 발생한 무형적 피해에 대한
정부의 피해보상 필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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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에 발생한 무형적 피해에 대한 정부의 바람직한 피해보상 방식을 조사한 결과, 사회기반시

설(SOC) 건설, 조세감면, 현금지원, 일부 규제완화의 순으로 나타남
￭ 정부의 바람직한 피해보상 방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SOC 건설, 조세감면, 현금지원, 일부
규제완화의 순으로 응답하여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대한 높은 선호도를 보임
• SOC 건설(33.7%), 조세감면(29.0%), 현금지원(21.0%), 일부 규제완화(15.7%)의 순으로
나타나 응답자들은 사회기반시설 건설이나 조세감면을 상대적으로 더 선호함
• 응답의 경향은 보호구역 내 재산 보유 여부, 거주지에 따라 차이를 보였음
• 보호구역 내 재산 보유 여부에 따라 구분해 보면, 재산을 보유한 응답자들은
현금지원(33.3%), 조세감면(29.2%), SOC 건설과 일부 규제완화(각 16.7%)로 현금지원을
가장 바람직한 피해보상 방식으로 보았음. 한편 재산 미보유자의 경우 SOC 건설(35.1%),
조세감면(29.0%), 현금지원(19.9%), 일부 규제완화(15.6%)의 순으로 응답하였음. 유형적
피해에 대한 정부의 바람직한 피해보상 방식 문항과 마찬가지로, 개인에게 즉각적으로
편익이 돌아오는 현금지원보다는 지역 전반에 이익이 되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을
선호하였음
• 응답자의 거주지역에 따라 구분해 보면, 고양시의 경우 SOC 건설(35.0%), 김포시도 SOC
건설(35.7%), 파주시는 조세감면(32.8%) 방식을 가장 선호하였음

[그림 3-41]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로 지역에 발생한 무형적 피해에 대한
정부의 바람직한 피해보상 방식

(N=300,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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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에 발생한 무형적 피해에 대해 현금으로 지원할 경우 월평균 적정 지원액을 조사한 결과,

월평균 43.0만원으로 조사되었고 20~50만원 미만(31.7%), 50만원 이상(23.8%)으로 나타남
￭ 무형적 피해에 대해 정부가 현금으로 피해를 보상할 경우 희망하는 월평균 적정 지원액을 조사
한 결과, 응답자들은 월평균 43.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음
• 본 문항은 응답자들이 희망하는 지원액 규모를 살펴보기 위해 응답자들이 월평균 적정
지원액을 만원 단위로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음
•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적정 지원액을 정리하면 월평균 43.0만원으로 조사되어, 유형적
피해에 대한 월평균 적정 지원액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을 보임
• 응답자의 31.7%는 20~50만원 미만을 적정 지원액으로 보았으며, 23.8%는 50만원 이상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음
• 보호구역 내 재산 보유자들의 경우 월평균 37.5만원을, 미보유자는 43.8만원을 적정
지원액으로 응답하여 미보유자가 생각하는 적정 지원액이 더 높게 나타남
• 거주지역별로 구분해 보면 김포시(78.3만원), 고양시(32.2만원), 파주시(10.5만원)의
순으로 나타나 김포시 거주 응답자들이 인식하는 적정 지원액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3-42]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로 지역에 발생한 무형적 피해에 대한
월평균 적정 지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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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에 발생한 무형적 피해에 대해 기반시설을 지원할 경우 희망 지원시설을 조사한 결과, 교통망,

소음 절감 시설, 환경오염 절감 시설, 상담 센터의 순으로 나타남
￭ 정부에서 무형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기반시설을 지원할 경우 희망 지원시설을 조사한 결과
교통망 확충(57.0%), 소음 절감을 위한 시설 확충(23.0%)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
였음
• 응답자들은 무형적 피해에 대한 시설 지원시 교통망 확충(57.0%)을 희망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소음 절감을 위한 시설 확충(23.0%)이 뒤를 따랐음
• 환경오염 절감 시설 확충(15.0%)이나 정신적 피해 지원을 위한 상담 센터(4.0%)의 경우
상대적으로 교통망 확충이나 소음 절감 시설 확충에 비해 낮은 선호도를 보임
• 보호구역 내 재산 보유자의 경우 교통망 확충(58.3%), 환경오염 절감 시설 확충(20.8%)을
선호하였으며, 미보유자의 경우 교통망 확충(56.9%), 소음 절감 시설 확충(23.6%)을
선호함
• 거주지역에 따른 구분도 마찬가지로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응답자들은 교통망 확충과 소음
절감 시설 확충의 순으로 선호하였음
• 교통망

확충의

경우,

연령대별로는

50대

이상(62.6%),

직업별로는

사무/관리/전문직(65.6%) 응답자들이 가장 선호하였음

[그림 3-43]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로 지역에 발생한 무형적 피해에 대한
희망 지원시설

(N=300,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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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규제를 해제하여 도시개발을 촉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응답자들은 평균 3.33점으로 응답하였으며, 45.0%가 동의하였음
￭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규제를 해제하여 도시개발을 촉진, 국민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
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응답자들의 동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 3.33점으로 보통
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응답자의 45.0%는 해당 주장에 대해 동의한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19.0%의
응답자들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부정적으로 응답하였음. 또한 36.0%의 응답자들은
보통이라고 응답하여 유보적인 입장을 취함
• 보호구역 내 재산 보유 여부에 따라 구분해 보면 재산 보유자는 평균 4.17점으로
‘동의한다(4점)’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응답한 반면, 미보유자는 평균 3.25점으로 응답함
• 거주지역에

따라서는

큰

차이는

없는

가운데

파주시(3.40점),

고양시(3.32점),

김포시(3.27점)의 순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는 50대 이상(3.44점), 직업군별로는 서비스/판매/기능직과 가정주부(각
3.44점)의 동의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3-44] 국민 재산권 행사를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해제, 도시개발
촉진 주장에 대한 동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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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 규제에 대한 지역연대 방안
❚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에 대한 피해보상을 촉구하기 위해, 지역 간 연

대의 필요성에 대한 동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 3.62점으로 조사되었음
￭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에 가해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에 대한 피해보상을 촉구하기 위해,
지역 간 연대의 필요성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조사한 결과 평균 3.62점으로 보통보다 높은
수준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응답자의 61.0%는 지역 간 연대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으며, 30.7%는 보통이라고
응답하였고, 지역 간 연대의 필요성에 동의하지 않는 응답자는 전체의 8.3%에 그침17)
• 보호구역 내 재산을 보유한 응답자들의 경우 지역 간 연대 필요성에 동의하는 정도를 평균
4.13점으로 응답하였으며, 미보유자들은 3.58점으로 응답하여 차이를 보임
• 거주지역에 따라서는 김포시(3.74점), 파주시(3.60점), 고양시(3.58점)의 순으로 나타나
지역 간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음
• 연령대별로는 30대가 평균 3.74점, 직업별로는 가정주부가 평균 3.73점으로 지역 연대의
필요성에 가장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45]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의 군사규제 피해보상을 위한
지역 간 연대 필요 정도

(N=300, 단위 : %, 점, 5점 척도, 100점 환산)

17) 향후 지역 간 연대를 위한 추가 연구에서는 연대의 필요성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이유 파악이 필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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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중앙정부의 시설 건설을 지원받을 경우, 3개 지역 개별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각각 건설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응답이 53.3%로 나타남
￭ 중앙정부의 시설 건설을 지원받을 경우 3개 지역에 개별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각각 건설하는
방안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건설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선호를 조사함
• 응답자의 53.3%는 개별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각각 건설하는 방식의 지원을 선호하였으며,
46.7%는 경기 서북부의 3개 접경지역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건설하는 방식의
지원을 선호함
• 보호구역 내 재산 보유 여부에 따른 응답 경향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음
• 거주지역에 따라서는 고양시의 경우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건설하자는 응답이
52.8%로 다소 높게 나타난 반면, 김포시는 개별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각각 건설하자는
응답이 68.6%, 파주시의 경우도 52.2%로 나타나 김포시와 파주시는 개별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건설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음
• 연령대별로는 20대는 개별적으로 필요한 시설 건설이 68.5%인 반면 50대 이상은 공동으로
활용하는 시설 건설이 57.4%로 확연한 차이를 보였으며, 직업별로는 학생의 76.0%는
개별적으로 필요한 시설 건설을 선호한 반면 서비스/판매/기능직의 경우 60.5%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 건설을 선호함

[그림 3-46]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 대상으로 중앙정부 시설 건설 지원받을
경우 지원 선호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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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자들이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전반적인 생활 여건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 3.21

점으로 나타나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임
￭ 현재 거주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생활 여건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평균 3.21점으로
응답하였으며 전체 응답자의 39.3%가 만족한다고 밝힘
• 전체 응답자의 39.3%는 지역의 전반적인 생활 여건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42.3%의
응답자들은 보통, 18.3%의 응답자들은 만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하였음
• 보호구역 내 재산 보유 여부에 따라 응답 경향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재산 보유자의
경우 만족도를 평균 2.63점으로 응답하여 보통보다 낮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인 반면
미보유자는 3.26점으로 응답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임
• 거주지역별로 구분해볼 경우 고양시 거주 응답자의 생활 여건 만족도가 평균 3.3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파주시(3.12점), 김포시(3.01점)의 순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는

20대의

만족도가

3.3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직업군별로는

서비스/판매/기능직 종사자들의 생활 여건 만족도가 3.3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3-47] 현 거주 지역 전반적 생활 여건 만족도

(N=300, 단위 : %, 점, 5점 척도, 100점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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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교통망 확충, 생활 편의시설 확충,

경제특구 개발, 클러스터 조성 순으로 응답하였음
￭ 현재 거주 지역의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교통망 확충(52.0%)이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여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으며, 생활 편의시설 확충(18.7%), 경제특구 개발
(16.7%), 클러스터 조성(12.0%)의 순으로 나타남
• 제시된 네 가지 선택지 중 교통망 확충을 선택한 응답자의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교통망 확충에 대한 응답자들의 높은 선호도를 확인할 수 있었음
• 보호구역 내 재산 보유자들의 경우 교통망 구축(45.8%), 경제특구 개발(41.7%), 클러스터
조성(12.5%)의 순으로 응답한 반면, 미보유자들의 경우 교통망 구축(52.5%), 생활
편의시설 확충(20.3%), 경제특구 개발(14.5), 클러스터 조성(12.0%)의 순으로 응답하여
상댖거으로 생활 편의시설 확충을 중요시함
• 거주지역별로 구분해 보면 3개 시 모두 교통망 구축을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응답한 것은
공통적이나, 교통망 구축의 응답 비중이 고양시(47.2%), 파주시(43.3%)는 비슷한 비중을
보인 반면 김포시는 71.4%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즉 김포시의 경우 다른
정책보다 교통망 확충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해석됨
• 교통망 구축에 대해 연령별로는 30대(55.2%), 직업별로는 자영업자(57.1%)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음

[그림 3-48] 현 거주 지역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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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의 일부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로 인한 객관적 피해

규모를 파악한 결과, 고양시는 약 2천 270억 원, 김포시는 약 122억 7천만원, 파주시는 약
111억 3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추정됨
￭ 규제 피해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규제 해제의 효과를 분석하여 규제에 따른 피해 규모를 산정
하였으며, 분석 방법으로는 합성통제방법과 비연속 시계열 분석을 활용하였음
• 규제 피해 규모를 직접적으로 추정하는 것은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한계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규제 해제로 인한 효과를 통해 규제 피해 규모를 간접적으로 파악함
• 분석대상 지역 내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해제가 지가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규제 피해
규모를 객관적으로 산출하고자 하였음
• 규제 피해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의 분석 사례 지역을 선정하였으며,
관측변수로는 읍면동 단위의 평균 공시지가를 활용하였음
• 피해 규모 추정을 위한 실증분석 방법으로는 합성통제방법과 비연속 시계열 분석 방법을
택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라는 개입에 따른 공시지가 변화를 분석하였음
￭ 고양시 사례분석을 통한 규제 피해규모 산정 결과,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피해
규모를 약 2천 270억 원으로 추정하였음
• 합성통제방법을 적용하여 고양시 가좌동을 처치집단으로 하고, 가좌동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라는 사건을 중심으로 합성통제집단과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가좌동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이후 평균공시지가 상승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조치의 영향이라
보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함
• 비연속 시계열 분석 방법을 통해 가좌동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시험 이후 평균 공시지가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살펴본 결과, 2018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이후 증가한
평균 공시지가에 따라 산출된 약 19억 4천 6백만원이 해당 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피해규모로 추정됨
• 추가적으로 2018년 12월 13일 기준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된 22개 지역에
대해 군사시설보호구역 피해를 분석하였음. 그 결과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이후
공시지가 상승이 있었던 가좌동 포함 총 12개 동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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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규모는 약 2천 270억 원으로 추정됨18)
￭ 김포시의 경우 양촌읍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피해규모는 약 122억 7천만원으로
추정됨
• 2020년 초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된 세 개 지역 중 비연속 시계열 분석과
회귀불연속설계 분석결과를 고려하여 양촌읍을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였음
• 양촌읍의 경우 비연속 시계열 분석 결과 2020년 전후 공시지가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공시지가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음
• 양촌읍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이 유발한 피해규모는 약 122억 7천만원으로
추정됨19)
￭ 파주시의 경우 광탄면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피해규모는 약 111억 3천만원으로
추정됨
• 2018년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된 모든 행정구역에 대해 회귀불연속설계 분석을
시행한 결과, 8개 지역 중 광탄면이 2018년 해제 이후 2019년에도 유의하게 연속과 증가가
모두 나타나 피해규모 산정 사례 지역으로 분석하기에 적합함
• 즉, 광탄면의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평균공시지가 변화 간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되었음을 의미함
• 광탄면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이 유발한 피해규모는 약 111억 3천 4백만원으로
추정됨20)
￭ 특정 사례를 대상으로 한 분석이므로 3개 시 전체의 피해규모를 산정하지는 못했다는 한계점
이 있으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공시지가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함
•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객관적 피해규모를 산정함에 있어, 본 연구에서 활용한 분석
방법은 3개 시 전체가 아닌 각 시의 특정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역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3개 시 전체의 피해규모를 산정하지는 못했다는 한계가 있음
• 그러나 가상 시나리오 분석이 아닌,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공시지가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 데 의의가 있음
18) 가좌동 등 12개 동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피해규모의 총합은 226,974,231,634원으로 추정됨.
19) 양촌읍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피해규모는 12,270,175,061원으로 추정됨.
20) 광탄면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피해규모는 11,134,134,178원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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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 거주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주관적 피해규모를 파악한 결

과 응답자들은 규제로 인한 피해 및 정부의 피해보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피해보상을 촉
구하기 위한 지역 간 연대의 필요성에도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 거주 주민들을 대상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로 인한 규제 피해 실태
에 대한 주관적 피해 인식을 조사하였음
•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 3개 시에 거주하는 일반국민 3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통해
주관적 피해 인식을 조사하였음
• 설문조사 문항은 규제 피해 현황, 유형적 피해 인식, 무형적 피해 인식, 규제 피해보상 방안,
지역연대 방안 등을 중심으로 설계하였음
• 응답자 300명을 대상으로 거주지역(시), 성별, 연령에 따라 표본을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음
￭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 규제 피해에 대해 응답자의 2/3이 피해를 인식하고 있으며,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있음
•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의 의미를 인지하고 있는지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2/3인 66.7%가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함
• 규제의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총 64.7%가 필요하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함
• 규제가 본래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가를 조사한 결과, 평균 3.25점으로 보통보다 긍정적인
수준으로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는 결과가 도출됨
￭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 규제가 지역의 경제활동과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
고 있음
•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로 인해 실제 재산상 유형적 피해를 받는지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2.3%는 유형적 피해를 받는다고 응답함
• 규제가 지역 주민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평균 2.58점, 지역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평균 2.55점으로 응답하여 부정적 인식을 보임
• 규제로 인해 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유형적 피해의 심각도에 대해서는 지가 하락, 경제성장
지연, 생활 편의시설 부족, 일자리 부족의 순으로 응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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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 규제가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생활여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
하고 있음
•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로 인해 지역에 발생한 무형적 피해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1.7%는 무형적 피해가 있다고 응답함
• 규제가 지역 주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평균 2.53점, 지역의 생활여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평균 2.49점으로 응답하여 부정적 인식을 보임
• 규제로 인해 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무형적 피해의 심각도에 대해서는 교통 등 생활 불편,
소음, 불안 등 정신적 피해, 환경오염의 순으로 응답함
￭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 규제에 대한 정부의 피해보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는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 건설을 선호하였음
•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로 인해 지역에 발생한 유･무형적 피해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정부의 피해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정부의 바람직한 피해보상 방식에 대해서는 유･무형적 피해 모두 철도 등의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를 해제하여 도시개발을 촉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응답자들은 평균 3.33점으로 응답하여, 보통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해당
주장에 동의하고 있음
￭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 규제에 대한 피해보상을 촉구하기 위한 지역연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각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개별적으로 건설하는 방식을 좀 더 선호함
• 규제 피해보상 촉구를 위한 지역 간 연대의 필요성에 대한 동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
3.62점으로 조사되어 보통보다 높은 수준으로 지역 간 연대의 필요성을 인식함
• 중앙정부의 시설 건설을 지원받을 경우, 3개 지역 개별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지원받는
방안을 선호하는 응답자 비율이 53.3%를 기록함
• 거주 지역의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교통망 확충을 선호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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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규제 피해보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및 법제도적 개선방안

1. 현행 정책 및 법제의 문제점
1)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과 타법과의 관계로 인해 실질적인 접경지역 지원에 많은 한계가 있음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항으로 인해 실질적인 접경지역 지원에
많은 한계가 있음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3조에서는 “이 법은 접경지역의 이용･개발과 보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 여러 선행연구와 신문기사 등을 통해 지적되어 온 바와 같이, 현행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법적 지위상 ｢국토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접경지역 지원에 많은 한계가 있음

2) 접경지역 지원을 위한 정책 시스템의 비효율성
❚ 현행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상 접경지역 지원의 주체가 중앙정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각 접

경지역별 정책적 수요를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음
￭ 현행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상 접경지역 지원의 주체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중앙정부 중심으
로 구성되어 있음
• 행정안전부 장관은 동법 제5조와 제9조, 제17조 등에 따라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 등을 총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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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장관은 동법 제7조에 따라 자연환경 보전대책 수립을 담당함
￭ 현행 접경지역지원법상 지원의 주체가 중앙정부로 한정되어 하향식 지원에 그치고 있어, 개별
접경지역의 서로 다른 정책적 수요를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음
• 같은 접경지역이라 하더라도 지역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 접경지역별로 지역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 정책이 다를 수밖에 없음
• 그러나 현행 접경지역지원법상 지원의 주체는 중앙정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중앙정부가 결정하여 지원하는 하향식(top-down) 지원이 주로 이루어져, 개별 접경지역의
서로 다른 정책적 수요를 반영하여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같은 광역자치단체 내에 속하거나,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상황이 비슷한 접경지역의 정책적 수요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상황이 비슷한 지역을 함께 지원한다면 높은 효과성이 기대됨
￭ 같은 광역자치단체 내에 속하거나, 혹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경우 여러 경제적, 행정적, 지리적
상황이 비슷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당 지역들의 정책적 수요를 파악할 필요
• 광역자치단체 내에 공통적으로 속하거나, 혹은 광역자치단체는 다르더라도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들의 경우 경제적, 행정적, 지리적 상황이 비슷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상황이 비슷한 인접 접경지역의 정책적 수요를 함께 파악할 필요가 있음
• 경제적, 행정적, 지리적 상황이 비슷한 지역끼리는 정책적 수요가 유사하게 형성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끼리 묶어서 지원할 경우 보다 높은 정책 효과성을 기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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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제 피해보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및 지역 연대방안
1) 규제 피해보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 규제 피해보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은 정책 대상에 따라 개인과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현금 지원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므로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
￭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은 정책 대상이 개인인지,
지역인지에 따라 구분해볼 수 있음
•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지원은 주로 해당 규제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피해를 입은
개인을 위한 피해보상이 될 수 있음
•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지원은 지역 발전을 위한 개발사업 발굴, 기반시설 조성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 개인에 대한 피해보상과 연계한 지역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
•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피해가 있다고 인식하는 개인의 경우,
지역발전을 위한 지원보다는 현금 지원을 필요로 함
• 그러나 현금 지원에 대해서는 법제도적 근거가 충분치 않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접경지역 거주 주민들을 위한 피해보상을 위해서는 지역에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
￭ 본 소절에서는 개인에 대한 현금 피해보상보다는, 지역 발전을 위한 개발사업 발굴 및 기반시
설 조성 등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지원방안 위주로 논의하고자 함

(1)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개발사업 발굴
❚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개발사업 발굴을 위해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의 도시기본계

획을 검토하였음
￭ 고양시는 경제발전을 위해 화훼산업, MICE･관광산업, 방송통신산업, 첨단의료산업 등 선도전
략산업을 중심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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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산업발전의 기본방향은 일자리창출을 중심으로 시민참여, 지역경제 활성화 등으로
구성됨
╺ 맞춤형 일자리창출 강화
╺ 방송영상산업 육성 지원 체계화
╺ 꽃전시회 등 시민참여, 국제화 확대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담지원조직 강화
╺ 전시컨벤션산업 관련 프로그램 강화
╺ 창조문화산업기반 확대를 위한 창조적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 전략산업 연계를 통한 국제교류의 활성화
╺ 일자리가 풍부한 창조적 스마트 도시 구현
• 고양시에서는 선도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추진계획을 제시하였음
╺ 화훼산업 육성 : 생산기반 확충, 화훼산업 고도화, 관광･유통과 연계한 산업 육성
╺ 전시･컨벤션산업 육성 : 인프라 확충, 도시 마케팅을 통한 산업기능 강화, 킨텍스
지원시설 부지의 조속한 개발로 체류형 MICE 산업 정착, 전문인력 양성 등
╺ 방송융합콘텐츠 산업 육성 : 시설 확충, 기업유치 활성화, 주요 방통융합시설 연계체계
구축, 산업집적단지 구축, 마케팅 강화, 방통융합콘텐츠 제작 활성화 등
╺ 사회적기업 육성 :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운영 및 사회적기업 협의회와 연계한 사업 추진
등
╺ 평화통일을 준비･선도하는 도시기반 구축 : 남북교류협력의 배후 거점 역할 지향,
문화예술인프라 등의 전략적 활용을 통한 남북교류 추진 등
• 최근 고양시에서는 데이터산업 특구 지정을 통해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자족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 자족기능이 부족한 도시 특성을 고려하여, 데이터산업 특구 지정을 통한 신산업 육성으로
자족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함
╺ 데이터산업 특구 지정으로 기업 유치를 활성화하고, 관련 일자리 창출 도모

21) 고양시(2016.07). 2030년 고양도시기본계획, 366-3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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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는 고부가가치 첨단지식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계획적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친환경산업을 조성하는 등의 방향을 제시함22)
• 김포시에서는 공업 분야의 산업 육성 기본방향으로 다음 두 가지를 제시하였음
╺ 고부가가치 첨단지식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
╺ 계획적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친환경산업 조성
• 김포시는 산업촉진계획으로 다음의 세 가지 계획을 제시하였음
╺ 고부가가치 첨단지식산업으로 산업구조 개편
╺ 공업입지의 개편 및 친환경적 산업 육성
╺ 산업지원 정책 강화
• 이외에도 김포시는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 부문에 있어 편리한 상업･업무환경 조성,
물류유통기능 도입, 재래시장 활성화 등의 계획을 제시하였음
╺ 쾌적하고 편리한 상업･업무환경 조성
╺ 물류유통기능 도입을 통한 물류기능 강화
￭ 파주시는 경제발전을 위해 환경친화적 R&D, 소프트웨어 중심의 첨단산업도시, 첨단산업 육
성 등을 추진하고자 함23)
• 제조업 발전의 기본방향은 친환경적 산업 중심의 청정도시 조성, 공업지역 외 개별입지
공장의 정비에 있으며, 세부 추진전략은 아래 네 가지로 제시하였음
╺ 환경친화적 R&D, 소프트웨어 중심의 첨단산업도시 조성
╺ 첨단산업 중심의 자족도시 도모
╺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젊은 벤처 중심의 강소기업 육성
╺ 공업지역의 정비 및 육성
•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기북부제1산업벨트와 연계한 광역 산업 거점 마련, OLED 관련
신성장산업 육성, 바이오첨단의료산업 유치 및 활성화 등의 계획을 제시하였음
╺ 특히 광역 산업 거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고양시 문화컨텐츠, 의료기기 산업 및
개성공단과의 광역 연계체계를 구축하려는 계획을 밝힘
22) 김포시(2015.06). 2020년 김포도시기본계획 변경, 148-151면.
23) 파주시(2017.12). 2030 파주도시기본계획, 466-4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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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경우 철도 등 교통망 확충이 가장 선호

되는 피해보상 방식임
￭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은 지역을 대상으로 사회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개인인 경우 실제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재산을 보유하여, 규제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음. 그러나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로 인해 개인이
입은 재산상 피해를 정부가 보상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함
• 한편,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지역이 입은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역
차원의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지원해주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 주민 설문조사에서도 피해보상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 건설을 가장 선호하고 있으며, 구체적
으로는 철도 등 교통망 확충을 가장 선호하고 있음
• 규제로 인한 피해 인식조사 결과, 유･무형적 피해를 막론하고 응답자들은 사회기반시설(SOC)
건설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규제로 인한 피해 인식 조사 결과, 유･무형적 피해를 막론하고 응답자들은
사회기반시설(SOC) 건설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조사 결과, 규제로 인한 유형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기반시설을 지원할 경우 철도,
생활 편익 증진시설, 도로, 문화시설 확충 등의 순으로 선호하고 있음
╺ 규제로 인한 주관적 피해규모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규제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기반시설을 지원할 경우 교통망 확충, 소음 절감 시설, 환경오염 절감 시설, 상담 센터
설립 등의 순으로 선호함
• 군사시설이나 공공시설로 활용되던 부지를 확보하여 지역 사회기반시설로 건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과거 군사시설이나 공공시설로 활용되던 부지를 확보하여 지역에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할 수 있음
╺ 일례로 고양시의 경우 수색비행장 등 현재 활용빈도가 낮은 시설을 이전하여 재개편하고,
해당 지역에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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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제 피해보상을 위한 지역 연대방안(지역 연대 로드맵 구축)
❚ 규제 피해보상을 위한 지역 연대방안은 실현 가능한 방안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하여 로드맵을 구

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규제 피해보상을 위해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 간 지역 연대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식의 연대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 간 지역 연대를 위해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기 위한 상호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음
• 현재 김포시, 파주시가 참여하고 있는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의 역할과 범위를 확대하여,
고양시도 참여함으로써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 간 공통의 이해관계와 정책적 수요를 전달할
필요
• 마지막으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가능해진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통해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 3개 시의 피해보상 및 정책적 지원을 담당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지역 연대 로드맵 구축을 위해 상기 제시된 지역 연대방안을 단기, 중기, 장기적 관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먼저 단기적으로는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 간 MOU 체결, 인접 접경지역 간 협의체 구성을
통해 인접지역 간 지역 연대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중기적 차원에서는 현재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의 역할 및 범위를 확대하고 위상을
제고하여 접경지역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수요를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하도록 함
• 장기적으로는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과 같이 인접 접경지역 간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통해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관리하고,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는 역할을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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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 간 MOU 체결, 인접 접경지역 간 협의체 구성 및 접경
지역발전협의회의 활성화
❚ 단기적으로는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 간 MOU 체결을 통해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의 공통된 이

해관계와 정책적 수요를 중앙에 전달할 필요
￭ 규제 피해보상을 위한 지역 연대방안에 있어, 가장 단기적으로는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 간
MOU를 체결하여 상호 협력을 증진함
•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과 같이 지리적 유사성과 정책적 이해관계가 유사한 지역 간 MOU를
체결하여 상호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함
• MOU 체결을 통해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 간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중앙정부에 정책적
지원을 요청하는 창구로 활용할 수 있음
￭ 규제 피해보상을 위해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 간 MOU 체결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 내 기초자치단체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의
정책적 수요를 표출할 수 있는 장의 역할을 하도록 함
•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 간 MOU 체결과 협의체 구성을 통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에
대한 의견을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창구로 기능하도록 함
￭ 현행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명시된 접경지역발전협의회와 연계하여 협의회의 활발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에는 접경지역 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수당 등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과 같이 접경지역 중 지리적으로 인접하거나 여건이 비슷한 지역 간
MOU를 체결하여 상호 협력을 증진하고, 접경지역발전협의회와 연계하여 협의회의 회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이를 통해 접경지역에 속하는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MOU 체결을 통해 지역 간 협력을
증진하고, 협의체를 구성하여 중앙정부에 의견을 표명하며, 현행 접경지역발전협의회의
활발한 운영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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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의 역할 및 범위 확대
❚ 현행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의 범위를 확대하여 접경지역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지방자치단

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역할을 확대하여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함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의 범위를 확대하여, 접경지역에 속하는 모든
시･군이 참여하는 종합적 협의체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함
• 2008년에 설립된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휴전선과 인접해 있는 접경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도록 하여 접경지역의 균형발전 및
광역행정의 추진을 목적으로 함24)
• 그러나 협의회의 구성이 휴전선과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인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경기도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강원도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으로
구성되어 있어25),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상 민간인통제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인 경기도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강원도 춘천시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그러나 접경지역에 속하는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처한 상황이 접경지역의 지리적 범위보다는
지역의 공통된 경제적 여건이나 광역자치단체의 특성 등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군사분계선으로부터의 거리로 적용되는 접경지역의 구분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할 경우
접경지역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의 범위를 확대하여, 접경지역에 속하는 15개 시･군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협의체로 기능하도록 해야 할 것임
￭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의 역할 또한 현재보다 확대하여 개별 접경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방
안을 모색하고, 접경지역 발전계획안을 심의하여 협의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제7조에서는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의 처리사무를
접경지역 피해사례 조사･연구 및 대책수립, 접경지역 공동발전방안 마련 및 추진, 접경지역
각종 규제완화를 위한 공동대응 방안 마련과 추진, 행정정보 교환, 구성 자치단체간
교류확대를 통한 우의증진 등으로 명시하고 있음26)

24)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규약｣(2020.6.18. 일부개정).
25)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규약｣(2020.6.1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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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처리사무로 명시된 접경지역 공동발전방안의 마련과 추진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접경지역의 공통된 특성에 맞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수립하는
접경지역 발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5조에 정의된 발전종합계획 수립에 관해, 동법
제9조에 정의된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에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장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함

(3) 인접 접경지역간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 현행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휴전선에 인접한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립되었음
￭ 현행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의 설립목적을 통해 인접 접경지역 간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의 근거를 찾을 수 있음
•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제2조에서는 협의회의 설립목적을 휴전선과 인접해 있는
접경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도록 하여 접경지역의
균형발전 및 광역행정의 추진이라고 밝히고 있음27)
• 현재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휴전선과 인접한 접경지역의 지방자치단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향후 구성 범위를 확대한다면 접경지역의 특성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운영할 수 있음
❚ 접경지역 간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접경지역의 공통된 사무를 처리하고 발전방안을 모색･추진하는

역할을 하며, 접경특화발전지구의 운영과 관리를 담당할 수 있음
￭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는 특별지방자치
단체의 설립이 가능해짐
• 최근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광역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됨28)
26)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규약｣(2020.6.18. 일부개정).
27)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규약｣(2020.6.18. 일부개정).
28) ｢지방자치법｣(법률 제17893호, 2021.1.12. 전부개정) 제199조부터 제211조까지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동법의
제정이유에 따르면, 광역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근거가 법에 명시되어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음. 이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특별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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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29)
• 경기연구원(2020)의 연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접경지역이 공유하고 있는 지정학적
특성을 바탕으로 한 접경지역권 기초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음
• 경기연구원(2020)의 연구에서는 기초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방안 중 하나로
접경지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도입을 제시하였으며, 접경지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로는 남북 교류협력,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주여건 개선, 문화관광 조성 및
생태환경 자원 보전 및 활용 등을 예시로 들었음
╺ 접경지역권 비전과 전략에 따라 제시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도입기능과 사무, 사무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표 4-1>과 같음
<표 4-1> 접경지역권 비전과 전략의 검토와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기능과 사무
기능

남북교류협력 기능

지역개발 기능

사무

비고

도로･교통 기반시설 설치 및 관리

∙ 접경지역 교통망 관리(버스노선 등)
∙ 접경지역 평화열차 개설 및 관리
∙ 지방도로개설 및 관리

스포츠, 문화교류
청소년 등 인적교류
인도적 지원

∙
∙
∙
∙

남북 경제협력

∙ 제2의 개성공단 등 산업단지 개발 및 관리

생활 SOC 설치 운영 및 관리

∙ 복지시설, 문화시설 등 각종 생활 SOC 확충

지역개발사업

∙ 접경지역 공동지역개발 사업 개발 및 실행

도시계획사업의 수행

∙ 토지이용계획 등 접경지역간 연계된 도시계획사업

지역산업의 육성 지원

∙ 제2의 개성공단 산업단지 개발 등 일반산업공단 개
발 및 관리(물류단지 등)
∙ 통일경제특구 조성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 지원

∙ 접경지역 특화산업 공동 개발 및 육성 지원

중소기업의 육성

∙ 지역특화산업에 초점을 맞춘 중소기업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능

친선 스포츠 경기
문화단체 친선교류(전시회, 음악회 등)
청소년 단체 등 방문 교류
북한지역 재해에 대한 지원(농수산물 지원 등)

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하고, 설치 시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지방
의회와 집행기관의 조직･운영 등은 규약으로 정하는 등의 세부 내용을 법에 규정하였음.
29) ｢지방자치법｣(법률 제17893호, 2021.1.12. 전부개정).

제4장 규제 피해보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및 법제도적 개선방안

111

<표 계속>
기능

사무

비고

문화 및 관광

관광 및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관광자원에 대한 홍보

∙ 평화공원 설치 및 운영 등 관광자원 공동개발 및
운영
∙ 관광자원 홍보사무 중 국제적인 사무중심

공원의 설치 및 관리
자연환경보전 계획 수립

∙ DMZ 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 접경지 자연환경보전 공동 관리

임진강 등 공동수해방지

∙ 임진강, 한탄강 등 수자원 관련 협력 및 재해방지

가축 전염병 예방 및 방지

∙ 접경지역 가축 공동 전염병 예방 및 방지

생태 및 환경보호
재해방지

자료 : 경기연구원(2020). 기초연합형 특별자치단체 도입방안, 경기연구원, p.118-119.

• 한편, 접경지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에 관련하여,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중심으로 중앙정부(행정안전부), 경기도, 접경지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간 기능과 사무의
배분을 다음과 같이 예시하였음30)
╺ 중앙정부(행정안전부) :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지침 마련, 승인, 예산 및 제도적
지원
╺ 경기도 :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사업의 시행지원
╺ 접경지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시･군 시행사업의 통합적 조정 및 시행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7조에서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며, 접경지역
의 자족기능 체계를 구축하고자 접경특화발전지구 조성 계획을 제시하고 있음31)
• 행정안전부는 접경특화발전지구 조성 목적에 대해 다음 두 가지를 제시함32)
╺ 접경지역의 우수한 자연환경 훼손 및 난개발 방지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역
핵심성장거점 구축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 한반도 통일시대 대비 장기적 관점에서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특화발전지구
조성으로 자족기능 체계 구축
• 접경특화발전지구 조성의 기본방향은 다음 <표 4-2>와 같음

30) 경기연구원(2020). 기초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방안, 경기연구원, p.120 내용을 일부 발췌.
31)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법률 제17520호, 2020.10.20. 일부개정).
32) 행정안전부(2011).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p.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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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접경특화발전지구 조성의 기본방향
구분

내용

종합적인 계획하에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

∙ 특화발전지구 조성 계획은 남북한 및 주변 정세에 따른 단계적이고 세부적인 방안
을 마련하여 장기적･미래적 관점에서 추진
∙ 접경지역의 핵심성장거점으로서 범정부적으로 각 부처 업무에 따라 공동으로 사업
참여

자족성에 근거한 특화발전지구
조성 추진

∙ 국토 중앙으로서의 기능과 지역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
∙ 수행 주체는 국가 및 지자체 중심의 공공에서 점진적으로 민간으로 확대하여 자립
성 강화

국토의 중앙지대로서 남북
완충지대 조성

∙ 다가올 한반도 통일시대에 대비하여 남북 각자가 직면하게 될 갑작스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완충지 역할의 공간 필요

국토 중앙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친환경적인
국토이용 구상

∙ 미래의 통합국토 자원의 국토이용 효율화를 고려하여 추진, 한반도 중심지대로서
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 구상
∙ 특히, 우수한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자연환경보전대책을 고려한 지구 지정
및 사업계획 수립

자료 : 행정안전부(2011).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p.93.

￭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도록 시행령에 명시하고 있음33)
• 시행령 제18조(접경특화발전지구의 지정)에서는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접경지역 경제의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고, 인근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남한과 북한의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
╺ 철도･도로･항만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교통･물류의 중심축 형성이 가능한 지역
╺ 지역 생활권 거점도시로의 개발이 필요한 지역
￭ 접경특화발전지구 관리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통해 운영과 관리의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성격이 비슷한 유형의 발전지구를 묶어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형태로 관리한다면 운영과
관리의 효율성과 함께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행정안전부의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제시된 접경특화발전지구 구상은 <표 4-3>과
같이 산업형, 물류･에너지형, 관광형 등으로 구분됨

33) 행정안전부(2011).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p.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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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형, 물류･에너지형, 관광형 등 각 특화발전지구의 특성별로 구분하여 유형별로
묶어서 관리한다면 개별 특화발전지구의 효율적 운영･관리 및 특화발전지구 간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표 4-3> 접경특화발전지구 구상
구분

산업형 특화발전지구

위치

물류･에너지형 특화발전지구

관광형 특화발전지구

파주시 도라산역 일원

철원군 동송저수지 일원

고성군 남북출입사무소 일원

사업기간

2021~2030년

2021~2030년

2013~2020년

사업규모

총 1,000,000m2

총 1,257,000m2

총 1,026,000m2

주요시설

첨단영상시설, 판매시설, 배후주
거시설, 지원시설, 공원

물류시설, 판매시설, 공원, 배후주
거시설, 지원시설 등

컨벤션시설, 배후주거시설, 휴양
시설, 판매시설, 지원시설, 공원
등

∙ 중국･러시아 등으로 연계되는
거점 확보를 위한 물류기지 구축
∙ 국토 중동부지역의 교통거점으
로서의 역할 확대

∙ 강원도 고성군의 남북출입사무
소를 중심으로 관광형 교류발
전지구 조성
∙ 금강산-설악산 연계관광 및 동
해의 청정해역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시베리아 횡단철도
와 연계하여 국제적인 관광수
요 흡수

주요내용

∙ 첨단 디스플레이 부품산업을
중심으로 남북한 산업협력기
반 구축
∙ 남･북간 인적자원 교류센터 설립

자료 : 행정안전부(2011).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p.95-97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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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제 피해보상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1)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정
￭ 실질적인 접경지역 지원을 위해서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3조를 개정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 타법보다 우선함을 명시할 필요
• 현행법에서는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동법이 접경지역의 이용･개발과 보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함과 동시에, 예외가 되는 법으로
｢국토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을 명시하고 있음
• 접경지역 지원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동법 제3조를 개정하여 접경지역 지원을 위한
사항에 있어서는 ｢국토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을
제외한다는 조항을 삭제해야 할 것임
• 해당 조항을 삭제할 경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는 다음 <표
4-4>와 같음

<표 4-4>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접경지역의 이용･개발과 보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
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수도권정비계
획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접경지역의 이용･개발과 보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
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단서 삭제>

자료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법률 제17520호, 2020.10.20. 일부개정) 및 경기연구원 작성.

2) 지역 맞춤형 접경지역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협의기능 활성화
(1)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의 역할 확대
￭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참여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를 넓혀 접경지
역에 해당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로 기능하도록 함
•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의 역할 확대를 위해 먼저 협의회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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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에는

휴전선과

인접해

있는

접경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인 10개 지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경기도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강원도 춘천시는 포함되지 않음
• 접경지역에 대한 규제 피해보상 촉구 및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의
적극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한 바, 규약을 개정하여 접경지역에 속하는 15개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협의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
• 해당 규약을 개정할 경우 다음 <표 4-5>와 같이 개정(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표 4-5>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3조(구성)
협의회는 휴전선과 인접한 인천광역시 강화군･옹진군, 경
기도 파주시･김포시･연천군, 강원도 철원군･화천군･양구
군･인제군･고성군으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협의회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서 규정하는 접경지역인 인천광역시 강화군･옹진군, 경기
도 파주시･김포시･연천군･고양시･양주시･동두천시･포천
시, 강원도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춘천시
로 구성한다.

자료 :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규약｣(2020.6.18. 일부개정) 및 경기연구원 작성.

￭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협의회에서도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함
•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가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협의회의 의견을 수렴, 전달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현행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상 접경지역 관할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작성하는 발전계획안에 대해 심의하는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에 협의회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따라서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을 개정하여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회장도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이를 통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대한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의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로 기능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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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8조(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통일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
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
산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및 국무조정실의 차관급
공무원(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
는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으로 한다)
2.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
3. 지역개발, 국토계획, 관광, 물류, 환경, 그 밖에 접경지
역의 발전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12명의 범위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이 위촉하는 사람

제8조(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좌동)
2. (좌동)
3. (좌동)
4.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회장

자료 :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규약｣(2020.6.18. 일부개정) 및 경기연구원 작성.

(2) 인접지역 간 분과 협의체 구성
￭ 지역 맞춤형 접경지역 지원을 위해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에 대한 충분
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 동법 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참여와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정책을 마련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 현재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상 지방자치단체에도 책무가 명시되어 있으나,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등 중앙정부 중심의 접경지역 지원 거버넌스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역할이
크지 않은 것이 현실임
• 지역 맞춤형 접경지역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해당 접경지역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요구되는 바, 지역 간 협의체 구성을 통해 접경지역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
• 이를 위해 동법 제4조 제4항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명시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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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상 국가 등의 책무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접경지역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관계 지방자
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접경지역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조화롭게 이룰 수 있도록 계획과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
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접경지역의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좌동
② 좌동
③ 좌동
④ 지방자치단체는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
여야 한다.

자료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법률 제17520호, 2020.10.20. 일부개정) 및 경기연구원 작성

3)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 접경지역의 발전 및 공통된 사무처리를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설립시 별도의 규약을 정해야 함
• 장기적으로는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 등 인접 접경지역 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접경지역 연대 로드맵의 단기, 중기적 차원에서는 접경지역 지원을 위한 협의체 구성,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의 역할 확대 등을 먼저 추진함
╺ 향후 장기적으로는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 등 인접한 접경지역 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하여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각종 정책사업을 관리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도록 함이 바람직함
• 개정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설치시 필요한 규약의 세부사항을
참고하여,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규약을 정할 수 있음
╺ 개정 지방자치법에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와 설치시 필요한 규약의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 향후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99조 및 제202조 등을 근거로 하여 가칭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안)｣을 정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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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서북부 접경지역 규제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표 4-8> 개정 지방자치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 관련 조항
제12장 특별지방자치단체
제199조(설치)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지방
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구성 지방자치단체”라 한다)는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 따라 규약에 대하여 승인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④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시ㆍ도 사무의 위임이 필요할 때에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무의 위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 또는 시ㆍ도 사무의 위임이 포함된 규약에 대하여 승인할 때에는 사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⑥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 후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규약의 내용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일 때에는 그 승인사항을 시ㆍ도지사
에게 알려야 한다.
제200조(설치 권고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특별지방자치
단체의 설치, 해산 또는 규약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권고가 국가 또는 시ㆍ도 사무의 위임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는 사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01조(구역)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합한 것으로 한다. 다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구성 지방자치단체 구역의 일부에만 관계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구역의 일부만을
구역으로 할 수 있다.
제202조(규약 등) 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규약에는 법령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목적
2.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명칭
3. 구성 지방자치단체
4.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5.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위치
6.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
7.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를 위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8.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 조직, 운영 및 의원의 선임방법
9.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의 조직, 운영 및 장의 선임방법
10.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
11.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 개시일
12. 그 밖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
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 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제199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③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일 때에는 그 승인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자료 : ｢지방자치법｣(법률 제18092호, 시행 202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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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론 및 정책제안
1. 결론
2. 정책제안

제 5장

결론 및 정책제안

1. 결론
❚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의 규제 피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증자료를 중심으로 객관적 피해규모

를 파악한 결과,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로 인한 피해는 약 2,500억 원으로 추정됨
￭ 규제 피해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합성통제방법과 비연속 시계열 분석을 활용하여 군사시설보
호구역 규제 해제의 효과를 분석, 규제로 인해 지역에서 입은 피해 규모를 산정함
￭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지가 상승 관련 피해 규모를 분석한 결과 고양시 가좌동
등 12개 동 지역의 피해 규모는 약 2천 270억 원으로 추정되며, 김포시 양촌읍은 약
122억 7천만원, 파주시 광탄면은 약 111억 3천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됨
￭ 본 분석은 특정 사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3개 시 전체의 피해규모를 산정하지는 못했으나,
가정에 기반한 시나리오 분석이 아닌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지역의 공시지가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피해규모를 보다 정확하게 산정했다는 의의가 있음
❚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주관적 피해규모를 파악한 결과

응답자들은 정부의 규제 피해보상 필요성에 공감하며, 피해보상 촉구를 위한 지역 간 연대의 필
요성에도 동의함
￭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 거주 주민들을 대상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로 인한 피해 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규제로 인한 유･무형적 피해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
￭ 응답자들은 규제에 대한 정부의 피해보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피해보상의 방식으로는
철도 등의 사회기반시설 건설 지원을 선호하였음
￭ 또한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 규제에 대한 피해보상을 촉구하기 위한 지역연대의 필요성에 공감
하며, 중앙정부의 지원시 각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개별적으로 건설하는 방식을 선호하였음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안

123

2. 정책제안
❚ 규제 피해보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및 지역 연대방안 모색
￭ 규제 피해보상을 위해 지역 발전을 위한 개발사업 발굴, 기반시설 조성 등의 정책적 지원방안
을 모색할 필요
•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개발사업 발굴을 위해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의
도시기본계획을 기반으로 각 지역의 특화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개발사업을 추진
•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 철도 등 교통망 확충을 중심으로 한 기반시설 조성
방안을 모색, 추진할 필요
￭ 지역 연대 로드맵을 바탕으로 규제 피해보상을 위한 지역 연대방안을 구축
• 규제 피해보상을 위한 지역 연대방안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안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하여, 중장기적 차원까지 로드맵을 수립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함
• 먼저 단기적으로는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 간 MOU 체결, 인접 접경지역 간 협의체 구성을
통해 인접지역 간 지역 연대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
• 중기적으로는 현재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의 역할 및 범위를 확대하여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수요를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창구 역할로 기능하도록 함
• 장기적으로는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통해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관리하고,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는 역할을 하도록 함
❚ 규제 피해보상 및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중심으로 법제도적 개선방안

모색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 타법보다 우선함을 명시하기 위해, 동법 제3조 단서 삭제
• 현행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3조에서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적용의 예외가 되는
법으로 ｢국토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을 명시
• 동법을 개정하여 예외가 되는 법 조항을 삭제하고, 동법이 접경지역의 이용･개발과 보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함을 명시할 필요
• 이를 위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3조 조문의 단서를 삭제하여 접경지역 지원의
실효성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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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협의회 규약 및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
•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현행 협의회 규약상 휴전선에 인접한
10개 지역의 구성에서, 접경지역에 속하는 15개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약을 개정
•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시 협의회에서도 의견을 수렴, 전달할 수 있도록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을 개정하여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의장이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지역 맞춤형 접경지역 지원을 위해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함
•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역 맞춤형 접경지역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인접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체를 구성
￭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하기 위해 개정 지방자
치법에 근거하여 규약을 제정
• 지역연대 로드맵의 장기적 목표로는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 등 인접한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 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하여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관리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도록 함
•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해서는 개정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하여
가칭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안)｣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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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Regulation Status and Support Plan
for the Northwestern Border Region of Gyeonggi-do
Cities and counties on the border of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re having difficulty
developing regions and exercising their property rights due to various regulations, including
regulations on military facility protection and regulations on the Seoul metropolitan area's
maintenance plan law. In particular, among cities and counties in the border area within the
metropolitan area, there is a problem that it is relatively difficult to receive support in the
northwestern part of Gyeonggi-do, which has a severe underdeveloped degree. Regulations
on border areas within the metropolitan area have raised the need for compensation for
tangible and intangible damage to local residents, but no actual compensation has been made.
Therefore, in this study, the scale of regulatory damage was calculated for the northwestern
border areas of Gyeonggi-do such as Goyang, Gimpo, and Paju and policy support measures
and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were prepared.
In this study, economic methodologies and surveys were used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and status of regulations in the northwestern border region of Gyeonggi-do and to
calculate the scale of regulatory damage in the border region. First, the scale of regulatory
damage was analyzed through the effect of the release of military facility protection zones
on land prices through the synthetic control method and the discontinuous time series
analysis metho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increase in land prices due to the lifting
of regulations on military facility protection zones in Goyang, Gimpo, and Paju was estimated
to be about 250 billion won. In addition, as a result of a survey of residents living on the
northwestern border of Gyeonggi-do, respondents agreed on the need for regulatory
damage and government compensation, and responded that solidarity between regions is
necessary to urge compensation. In particular, respondents recognized that regulations on
border areas negatively affect regional economic activities, economic growth, quality of life
and living conditions of local residents.
Policy support measures such as discovering development projects for regional
development and creating infrastructure were reviewed to compensate for regul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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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mage. In the case of Goyang, it is necessary to foster exhibition conventions, broadcasting
convergence contents industries, Gimpo to promote high value-added high-tech knowledge
industries, Paju to promote environmentally friendly R&D, and software-oriented high-tech
industrie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seek ways to create infrastructure centered on
the expansion of transportation networks such as railroads for the development of the
northwestern border region of Gyeonggi-do.
Regional joint measures for compensation for regulatory damage should be implemented
by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a roadmap step by step, starting with practically feasible
measures. First, in the short term, an MOU between the northwestern border regions of
Gyeonggi-do should be signed to lay the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solidarity between
neighboring regions, and a consultative body between local governments in the border region
should be formed. In the medium term, the role and scope of the current border regional
mayors' council should be expanded to deliver the policy demands of local governments in
the border region to the central government. In the long run, it is necessary to seek project
management and development measures for the development of the border region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special local government in the northwestern border region of
Gyeonggi-do.
Finally, the study sought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focusing on the
Special Act on Border Area Support for regulatory damage compensation and development
of border areas. First, clues in the provisions of the law should be deleted to specify that
the Special Act on Border Support takes precedence over other laws, and a consultative
body between related local governments should be formed to support regional border areas.
In addition, in order to expand the role of the Mayor's and Gun Council in the border region,
the Council Convention and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the Border Region will be revised.
Finally, in order to establish a special local government on the northwestern border of
Gyeonggi-do, a protocol must be enacted in accordance with the revised Local Autonom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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