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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Analysis of Civil-military Conflict and Political
Management: Focusing on the Political Management of Government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how political management has been implemented to the relocation of military base in South Korea. The relocation of military base can be defined not only as a strategic aspect of the military but also as a
process of organizing relationships with various members of the community. The government needs to implement high levels of political management as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property are complex and many officials participate in public
conflicts. In other words, the relocation of military base can be defined as a kind of
dynamic political management process in which policy manager resolves public conflicts through strategic planning. In this regard, the relocation of the ROK Army 35th
Infantry Division, the United States Forces Korea and the Special Warfare Command
can be defined as an example of securing legitimacy and support from the community through political managemen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entrepreneurial advocacy, managing policy development management, negotiation, public deliberation and
leadership, public sector marketing and strategic communication can be considered as
the strategic tools necessary for successful public conflic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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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 지방정부 그리고 군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상호의
존 관계를 형성하면서 공존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역사회와 군이 상호 간 밀접
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지만, 제도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정보공개, 위험,
시설입지, 이념가치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민군갈등이 발생하고 있다(이석
호･김용훈, 2006; 김지수･심준섭, 2018). 또한 갈등기간은 약 1년에서 약 20년으
로, 갈등 분야에 따라 상이하다(김강민, 2014, pp. 88-90). 이러한 민군갈등의 원
인은 민과 군의 상호간 신뢰 붕괴, 경제적 보상문제,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국가
안보적 관점의 충돌 등과 같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내부적 요인들 때문이다. 이에
더하여, 민주화와 1990년대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인해 형성된 지방정
치 환경은 민군갈등의 외재적 배경으로 작용되고 있다(이석호･김용훈, 2006; 김
재관･심재정, 2007; 김길수, 2013; 김강민, 2014; 이삼주 외, 2016). 이와 같은
상황의 연장선상에서, 최근 정부가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부대
통폐합과 부대시설 현대화 사업 등으로 촉발된 부대이전 정책이 지역개발을 추
진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이해와 상충하게 되었다. 이러한 부대이전 갈등은 정치
적, 경제적, 사회적 요인이 내재된 복합적 공공갈등의 특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
에, 정부는 갈등해결을 위한 거래적 혹은 경제적 측면의 접근뿐만 아니라 부대이
전에 대한 정당성과 지지를 지역사회로부터 확보해야 한다.
부대이전 정책은 지역주민에 대한 경제적, 환경적 피해를 유발하고, 지방정부
의 지역개발 정책 등과 충돌하기 때문에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요인이 복잡하
게 투영되어 있는 공공갈등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지지와 정책의 정당성 확보
를 위한 정부의 정치적 관리가 요구된다. 즉, 군부대가 이전하는 과정에서 지역
사회 구성원의 반발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책의 정당성과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서 정부의 정치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정치적 관리는 비단 정책
과정에서 정책 도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부대이전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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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군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와 군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내재되어 있고, 현재 주둔
지역의 사회에서 새롭게 신뢰와 공생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육군 부대이전 사례
3가지를 선정하였다. 부대이전 갈등 분석 대상은 전라북도에 주둔 중인 육군 제
35향토보병사단, 경기도 미군 평택기지, 그리고 경기도 이천의 특수전사령부 이
전 사례이다.
이러한 3가지 부대이전 사례에 대해서, 본 연구는 Moore(1995)의 정치적 관리
요인을 활용하여 정부가 갈등이 심화된 상태에서 부대이전을 성공적으로 추진
할 수 있었던 배경을 분석하였다. Moore(1995)의 정치적 관리 요인은 기업가적
옹호, 정책개발관리, 협상, 공적숙의와 리더십, 정책홍보 및 전략적 커뮤니케이
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Moore가 제시한 정치적 관리는 정책이 지지와 정당성
을 확보하는 과정을 정책홍보, 정책관리, 의사소통, 숙의과정 그리고 관리자의
리더십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와 같은, Moore의 정치적 관리는 정책의 성공
적인 채택 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틀을 제시하고 있다.
군부대 입지갈등은 이해관계자들의 목표, 부대이전으로 인한 편익과 비용의
불일치 그리고 부대이전 예정지에 대한 경합성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이 심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단순한 경제적 보
상으로 해결하는 갈등 해소 방식은 분명한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또한 중
장기적으로는 지역주민, 지방정부, 그리고 군부대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신
뢰를 구축하고, 경제적, 사회적 공존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군부대 입지과정에
서 정당성과 이해관계자들의 지지 확보가 필요하다. 즉, 군부대 이전으로 인한
경제적 보상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특성 등이 부대이전 갈등에 내재하고
있으므로, 정책관리자에 의한 정치적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요인인 복잡하게 투영된 부대이전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전하는 과정을
Moore의 정치적 관리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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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논의
1. 민군갈등과 군부대 입지 갈등

민군갈등은 공적인 분야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표 차이에 따라 발생
하는 갈등이기 때문에, 공공갈등의 한 종류로 정의된다. 즉, 민군갈등은 공공부
문에서 발생하는 공익과 사익의 충돌 혹은 공익과 공익의 충돌 측면에서 논의되
고 있다(임동진, 2011; 정정화, 2011; 임정빈, 2012; 임효숙･조예진･최흥석, 2016;
Kriesberg, 2007; Lan, 1997; Duke, 1996). 그리고 정부의 정책 사업들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로 인하여 갈등이 심화, 증폭되는 특성(윤종설･주용환,
2014; 김용수･정창화, 2015; 황창호･이남국, 2019)을 내재하고 있다. 이러한 점
을 고려해볼 때, 민군갈등은 공공갈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국방정책의 측
면에서 접근한다면, 민군갈등은 민과 군이 국방정책의 형성, 결정, 집행 과정에
서 동기 혹은 입장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공공갈등이다.
민군갈등은 주로 경제적, 사회적 등의 관점에서 재산권, 삶의 질 등과 같이
개인적으로 지향하는 가치가 국가안보적 관점에서 국방정책을 결정하고 수행해
야하는 군의 가치와 상호 충돌하는 경우 발생한다(김재관･심재정, 2007; 박성기･
김석주, 2012; 김학린･이봉우, 2013; 박길수･박효선, 2014). 즉, 민군갈등은 민주
주의의 성숙과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인하여 민군관계의 상호대립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며, 국가안보라는 공익성과 지역주민의 사익성이 충돌되면서 발
생한 공공갈등이다(박길수･박효선, 2014, pp. 143-144).
이와 같은 민군갈등의 발생 원인은 민군관계의 특수성과 민군갈등에 참여하
는 행위자들의 다양성 그리고 지향하는 가치의 차이로부터 기인한다. 민군갈등
은 지역주민, 중앙정부, 지방정부, 군 등 다양한 행위자들의 입장이 내재되어 있
고,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복합 갈등의 특
성을 보인다. 따라서, 각 행위자가 추구하는 목표가 상이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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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군갈등의 분야에 따라 NIMBY와 PIMPY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박성기･김석
주, 2012; 김강민, 2014). 이러한 복잡한 민군갈등의 특성과 원인으로 인하여,
민군갈등은 이념, 복지, 보훈 갈등, 재산권, 개발, 제도의 개선, 피해보상, 군의
주둔과 활동으로 인한 외부 불경제의 발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존재하고 있다(이
석호･김용훈, 2006; 임정빈, 2012; 김강민, 2014; 정진관, 2015; 김지수･심준섭,
2018).

위에 언급하고 있는 다양한 민군갈등 중에서 군부대 입지 갈등은 군의 주둔과
군사활동으로 인해 야기되는 부정적 외부효과에 대한 보상적인 문제와 지역주
민의 삶의 질, 지방정부의 지역개발정책 그리고 중앙정부의 국방정책 등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요인들이 작용된다.
<표 1> 군부대 입지갈등의 특성과 원인

구분

특성

원인

내용
∙정치적 특성
- 국가안보와 전략상 군부대 이전의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입지, 지역개발 정책의 필요성, 민원 대응
∙경제적 특성
- 군부대 주둔으로 인한 지가 하락
- 세원의 감소
-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장 문제
∙사회적 특성
- 군부대 주둔으로 인한 환경문제
- 인구의 감소
- 도시발전
∙군부대 이전으로 인한 관계자들의 목표 차이
- 지역주민: 재산권 침해, 지가 하락, 삶의 질 하락
- 지방정부: 도시개발정책 차질, 민원 소요 발생
- 군: 군 전략상 특정 지역 주둔 필요
∙비용과 편익의 불일치
-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집단과 편익의 수혜자가 되는 집단의 불일치
∙토지의 희소성
- 군부대 입지 갈등은 토지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토지의 경우 희소성을
내재하므로 관계자간 경합성이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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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군부대 민군갈등 현황을 군사시설(국유재산관리, 군사용사유지, 부대
및 시설물 이전 등)과 환경 및 소음(각종 소음피해, 환경오염 및 훼손 등)에 대한
민원제기 건수(2013년~2016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군부대와 관련된 갈등이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그 제기 건수 역시 매년 2천 건 이상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 군사시설과 환경 및 소음 관련 민원제기 추이

구분
군사시설(건)
(국유재산관리, 군사용사유지, 부대 및
시설물 이전 등
환경 및 소음(건)
각종 소음피해, 환경오염 및 훼손 등)
합계(건)

(

2013

년

2014

년

년

2015

2016

년

1,830

1,802

2,047

1,663

615

695

687

624

2,445

2,497

2,737

2,287

출처: 2014, 2015, 2016, 2017 국방통계연보의 내용을 재구성

이 가운데 군부대 입지갈등은 군부대의 군사활동과 주둔으로 발생하는 외부
효과, 그리고 군부대의 이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때, 군부대 이전은 군 전략상
부대계획으로 인한 이전 소요, 지역 개발로 인한 지역의 이전 요구, 새로운 부대
의 신설 등으로 구분되는데, 부대의 임무를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위치를 변경하는 개념이다(이승준, 2015, pp. 211-212). 이러한, 군부대 입지 갈
등은 이해관계자 간 지향하는 목표의 차이, 군부대 입지가 유발하는 비용과 편익
의 불균형 그리고 군부대 입지 지역에 내재된 희소성으로 인해 발생한다(이석
호･김용훈, 2006; 김재관･심재정, 2007; 장원석, 2008; 박성기･김석주, 2012; 김
길수, 2013; 이삼주 외, 2016; 김지수･심준섭, 2018).
먼저, 군부대 입지와 관련된 행위자들의 목표 혹은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갈등
측면이다. 지역주민은 군부대 입지로 인한 경제적 보상이 있으나, 군부대 훈련으
로 인한 삶의 질 저하 문제와 지가 하락 등의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군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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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방정부는 지역정책과 지역공공서비스 공
급과정에서 군과 이견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군부대의 전략적 특성상
특정지역에 군의 주둔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대이전 문제는 국가안보적 차원과
직결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지역사회와 군의 입장차이로 인하여 군부대 입지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군부대 입지는 자치구역 내에
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 중앙정부, 지방정부, 군 등이 상호작
용하면서 갈등이 심화된다는 점이다. 즉, 군부대의 주둔은 지역사회의 동의와
군의 군사적 전략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력, 의사소통
등의 형식을 통해서 상호작용이 발생한다. 이때, 상호 간 목표와 가치관의 차이
로 인하여 갈등이 심화되는 경향이 존재한다.
다음으로, 군부대 입지 갈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의 불균형성이다.
이는 군부대 고유의 특성인 외부불경제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군부대의 특성
상, 군부대의 주둔과 군사활동으로 인하여, 소음, 오염, 폭발 등과 같은 환경문제,
도시발전, 범죄 등의 사회적 문제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로 인
하여,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김길수, 2013; 이삼주 외,
2016). 즉, 군부대 주둔 지역의 지가 하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
는 지역이 존재하고 있는 반면에, 안보와 같은 편익을 얻는 수혜자의 범위는 광
범위하다. 따라서, 비용과 편익구조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비용과 편익의 불일치가 군부대 입지 갈등의 한 원인으로 작용된다. 그러나 모든
군부대가 외부불경제를 야기하는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서 전투부대의 경우
에도 지역사회에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도 있다. 또한, 행정지원부대나 교육
부대 그리고 기타 비전투부대의 경우에도 경제적 이익을 창출한다(이승준, 2015;
남궁승필･박상혁･김승현, 2018).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군부대 입지 갈등은
상황에 따라 유치에 대한 찬반 여론이 존재한다는 특징이 있다.
마지막으로,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 혹은 주둔 예정지의 희소성 측면이
다. 즉, 토지의 희소성이 군부대 입지갈등의 한 원인이 된다. 군부대가 입지하게
되는 지역은 결국, 지역주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지방정부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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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볼 때, 군 주둔 예정지의 토지가 개발대상 및 세원이 된다. 이는 지방자치단
체장의 정치적 입지와 이후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군부대 입지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은 군 부대입지 예정지의 토지를 중심으로
갈등이 진행되는데, 이와 같은 부대입지 갈등의 원인은 토지의 희소성 때문이다.
2. Moore의 정치적 관리(Political Management)

공공가치(public

에 대한 개념은 학자마다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Bozeman, 2007; Stoker, 2006; O'Flynn, 2006; Moore, 1995). 최근 공공가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공공가치의 개념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
의와 합의는 도출되지 않고 있다(주은혜, 2018, pp. 198).
<표 3>과 같이 공공가치에 대한 개념을 다양한 학자들이 제시하고 있지만,
Moore(1995)는 공공가치를 능률성, 효과성, 사회적 혹은 정치적으로 바람직한
결과, 절차적, 본질적 정의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공공가치를 정부 성과에 의하
여 형성되고 이러한 성과에 반영되는 가치의 차원들로 보고 있다(김명환, 2018;
value)

Moore, 2014).
<표 3> 공공가치의 개념

구분
Moore (1995)
Bozeman (2007)

Stoker (2006)

O’Flynn (2006)

공공가치(public value)의 개념
∙능률성, 효과성, 사회적 혹은 정치적으로 바람직한 결과
∙시민들이 부여받아야 하는 권리, 혜택 및 특전
∙사회 국가 및 구성원에 대한 시민들의 의무
∙정부와 정책이 기반을 두어야 하는 원칙에 대한 규범적 합의의 제공
∙공공서비스의 사용자 혹은 생산자의 개별적 선호들의 합 이상인 것으로
선출직 및 임명직 공무원들과 주요 이해 관계자들 사이의 숙의를 통해서
공동으로 형성되는 것
∙공동으로 표출되고 정치적으로 조정된 시민들의 선호를 반영하는
다차원적인 산출물로, 결과뿐만 아니라 신뢰와 공정성을 유인하는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것

출처: 김명환(2018:68)의 표를 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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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공가치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공공가치의 창출(public value
creation)을 위해 공공관리자와 공공조직이 정당성과 지지, 운영 능력, 공공가치
의 기준을 충족해야한다 점을 제시하고 있다(이정철･이정욱, 2015; 권인석,
2018; 김명환, 2018; Moore, 1995). 이때, Moore는 공공가치의 창출을 위한 전략
적 노력의 일환으로 정치적 관리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정치적 관리(Political
Management)란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 정책의 정당성과 지지를 확보하고, 외부
의 다양한 정책 행위자 혹은 이해관계자를 동원하기 위해 정치적 환경에 개입하
는 관리전략으로 정의된다(이정철･이정욱, 2015; 송현진･이정욱･조윤직, 2017;
Moore, 1995). 즉, Moore는 공공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공공관리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Moore, 1995, pp. 1).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정치적 관리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기는 새
로운 정책 도입과 정책의 변동, 관계부처 간 협력 그리고 외부기관 혹은 민간부
문과 공동생산이 필요한 경우다(Moore, 1995). 특히, 정책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제를 설정하여 집행하는 개념이 아니라 복잡한 정치적 환경에서 정치적 정당
성과 지지를 확보해야 성공적으로 실행될 수 있다. 즉, 정책과 공공서비스의 주
요 목표가 공공가치의 창출이라는 점에서 볼 때, 정당성과 지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정치적 정당성과 이해관계자의 지지가 전제된 정책 아이디어가 지원
과 자원을 제공받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책관리자는 정책의 성공을 유도하
기 위해 정책의 정당성과 정책 관계자들의 지지를 외부환경으로부터 확보해야
한다(이정철･이정욱, 2015; 김혜원･이정욱, 2017; Moore, 1995). 이를 위해서,
Moore는 Creating Public Value: Strategic Management in Government(1995, pp.
105-189)라는 저서를 통해 기업가적 옹호, 정책개발관리, 협상, 공적숙의 및 리더
십과 사회적 학습 그리고 공공부문의 마케팅과 같이 다섯 가지의 정치적 관리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Moore(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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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Moore(1995)의 정치적 관리 전략

정치적 관리 전략
목적
기업가적 옹호
정책의 채택
(Entrepreneurial Advocacy)
정책개발관리
(Managing Policy
고품질의 정책개발
Development)
협상
협상력 강화
(Negotiation)
공적숙의
(Public Deliberation),
사회적 학습
정책문제에 대한 사회학습
(Social Learning),
및 시민적 각성
리더십
(Leadership)
공공부문 마케팅
(Public Sector Marketing), 정책에 대한 대중적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지지와 협조 확보
(Strategic Communication)

수단
∙의사경로 선택
∙자문, 정책분석 및 연구
∙정책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
∙경성적, 연성적 접근
∙리더십의 발현,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 유도
∙마케팅 전략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출처: 이정철･이정욱(2015192-193)의 표를 재편집

먼저, 기업가적 옹호(Entrepreneurial Advocacy)는 정책입안자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이 채택될 수 있도록 주요 행위자들의 지지와 승인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전략적 활동이다. 즉, 정책이 지지와 정당성을 확보하고 승인되기 위해
서 정책과 직접, 간접적으로 연관되고 정책행위자를 파악하고 나아가 이들이 어
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정책의 지지와 정당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의 수행을 위해서 공공관리자는
의사결정 경로의 시간적 범위와 개방 혹은 폐쇄 정도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이슈 프레이밍 전략을 활용하여 정책관련 논의와 갈등의 범위를 결정한다. 즉,
정책관련 토론의 장을 형성하고 갈등의 범위를 설정한다. 예를 들어, 이슈프레이
밍은 진보 혹은 보수, 발전과 보호 등 특정한 프레이밍에 따라서 이슈와 관련된
논의의 장과 참여자가 결정되고 갈등의 증폭 혹은 축소 여부를 활용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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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이에 더하여, 기업가적 옹호 단계에서는 의사경로 결정이나 이슈프
레이밍 이외에도 정책 입안자에게 정책적 환경이 유리하게 조성되는 때를 기다
리는 전략과 설득 혹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회적 인식이나 통념을 변화시키는
전략을 수행할 수 있다(송현진･이정욱･조윤직, 2017, pp. 256).
정책개발관리(Managing Policy Development)는 공공관리자가 정당성, 정확성
을 내재하는 양질의 의사결정 확보 능력을 보유하고 질적 수준이 제고된 정책을
개발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때 공공관리자는 정책개발관리를 위해서 자문 혹
은 위원회를 활용하게 된다. 즉, 자문이나 위원회를 통해서 정교한 정책분석과
연구적인 활동들이 전문가들을 통해서 활용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활동 이외
에도, 정책관리체계 측면에서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개선하기 위한 능
력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공공관리자는 인사 조직과 같은 운영상의 조정 등
개별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수준을 초월하여 다양한 수준의 의사결정
간 정합성을 관리해야한다(이정철･이정욱, 2015, pp. 190-191)
협상(Negotiation)은 정책 행위자들 혹은 이해관계자들의 상호작용 시에 발생
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반대자들의 지지를 획득하는 전략이다. 정치적 관리의
대상이 되는 정책문제는 형성과정에서 다양한 행위자들과 이해관계자들이 참여
하는데, 각 행위자들이 추구하는 가치나 이해관계의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 협상은 상이한 선호와 이해관계에 놓여있는 참여자
들의 의사가 표출되고 나아가 의사결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활용되는 전략이
다.
이때, 정치적 관리에서 정책관리자의 협상 전략은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연성적 전략과 경성적 전략의 활용 여부이다. 연성적 전략은 문제
의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개방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와는
반대로, 경성적 전략은 정책 관리자가 상대방에 대해 유리한 전략적 입지를 구축
하기 위해서 본인의 전략에 호응하도록 유인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협상 전략에는 BATNA(Best Alternative To a Negotiated Agreement)의 활용이
있다. BATNA는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에 상대방이 선택 가능한 대안을 약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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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거나 정책관리자의 대안을 강화하여 목적을 달성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즉,
BATNA는 진행 중인 협상이 결렬되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 혹은
협상을 대체할 수 있는 차선책으로 정의할 수 있다(하혜수･이달곤, 2019, pp.
179).

정책관리자는 BATNA를 통해서 협상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
책관리자가 협상의 주도권을 선점하고 협상을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
서 정책 참여자의 범위를 확장하여 설정하거나 새로운 이슈들을 포함시키는 전
략을 시행할 수 있다. 이러한 협상 전략들은 정책관리자가 정책 반대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협상 능력을 제고하고 직간접적 이해관계자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전
략이다(이정철･이정욱, 2015; 박주원･조윤직, 2017).
공적숙의(Public Deliberation), 사회적 학습(Social Learning) 그리고 리더십
(Leadership)은 주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제3자 혹은
외부의 강요에 의한 강제적 동원이 아닌 자발적 협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공적숙의는 정책관리자가 주도적으로 문제해결을 지향하는 것
이 아니라,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숙의의 장을 형성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집단적인 문제해결을 지향하는 거버넌스
의 특성이 공적숙의에 내재되어 있다. 사회적 학습 역시, 공적숙의와 마찬가지로
대중의 참여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시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특정 문제를 확인하
고 학습하는 주체적인 노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사회적 학습이 급격하게 진행될
경우 정부에 대한 불신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반대로 사회적 학습의 속도가
느리게 진행되는 경우 정책문제를 관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확보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김혜원･이정욱, 2019, pp. 110). 마지막으로, 리더십은
위에서 언급한 공적숙의와 사회적 학습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서 강조된다. 즉, 정책관리자가 시민들이 해결책을 주도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적숙의 환경을 형성하는 리더십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공공부문 마케팅(Public Sector Marketing)과 전략적 커뮤니케이
션(Strategic Communication)은 정책과 관련된 직, 간접적 이해관계자들의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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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인하여 정당성과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러한 전략은 정책관리
자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제고하는 동시에, 주민들이 해당
정책을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유인한다. 특히,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적
극적 참여와 시민들의 신념 혹은 가치관 등의 변화가 필요한 경우에 공공부문
마케팅과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이때, 전략적 커뮤니케이
션은 정책관리자의 일방적인 정보전달 혹은 의사전달이 아니라 쌍방향적 커뮤
니케이션을 의미한다. 정책 추진과정에서 정책관리자가 다양한 이해관계에 노출
된 정책행위자들의 의사를 파악하고 이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전략적 커뮤니
케이션은 중요한 정치적 관리 전략이다.
3. 선행연구 및 분석틀
가. 군부대 입지갈등 선행연구

군부대 입지갈등을 분석한 선행연구는 주로 사례 분석을 통해서 갈등의 발생
원인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군부대 입지갈등 사례
연구는 정부나 군의 갈등관리 체계와 갈등이 해결되는 일련의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부대입지 갈등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정부는 제도적 기반
을 구축해야 하며, 갈등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부대입지 갈등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정부의 거버넌스 역
량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군 부대입지 갈등 사례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제도적, 관리적, 거버넌스적 측면으로 분류하여 연구경향을
분석하였다.
먼저, 군 부대 입지갈등의 예방과 해소를 위해서 정부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
고, 기존의 제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한 연구들이 있다(송건영,
2012; 김길수, 2013; 권경득 외, 2014; 양철호, 2014; 이삼주 외, 2016). 부대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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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의 주요한 원인은 보상문제, 정보공개, 갈등조정 및 중재 등과 관련된 제도
의 미비에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점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부대입지 갈등 제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보상체계 정립의 중요성을 강
조하고 있다. 부대이전과 관련된 보상 문제는 지역주민들의 협력을 유인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적합한 보상체계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
다.
다음으로, 부대이전 갈등을 관리적 측면에서 분석한 연구가 있다(박성기･김성
주, 2012; 부형욱, 2012; 김학민･이봉우, 2013; 박길수･박효선, 2014; 김강민 외,
2015; 이경록, 2015; 정진관, 2015; 김영환･박효선, 2019). 관리적 측면의 연구들
은 갈등관리시스템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갈등관리
시스템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즉, 부대이전과 관련된
다양한 행위자들의 이익이 충돌하고 있는 공공갈등의 상황에서 갈등관리시스템
의 부실한 운영이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개선하여 전략
적인 갈등관리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군부대 입지 갈등을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적 해결방식의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는 연구가 있다(허훈, 2008, 2015; 박종길, 2013;
홍성만, 2014; 박성재･신미애, 2015; 이승준, 2015; 김지수･신준섭, 2018). 거버넌
스 측면에서 부대입지 갈등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부대이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양한 행위자들의 이해관계를 분석하면서, 이해관계자들
의 참여와 상호협력 그리고 갈등 조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부대이전
갈등과 관련이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력을 유인하여, 공동적인
문제해결을 통해 부대이전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제시한 선행연구들의 시사점들은 부대이전 갈등에서 발생한 문제점
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고 공공갈등을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부대 이전 갈등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되고 있는 동시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관여하고 있으
므로, 이에 대한 정책관리자의 정치적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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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치적 관리의 필요성 측면에서 볼 때,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군부대
이전 갈등 차원에서 정당성과 지지 확보를 위한 정치적 관리 측면의 분석이 부족
했다고 볼 수 있다. 즉, 부대이전 과정에서 부대이전의 채택을 위한 노력, 부대이
전을 관철하기 위해 필요한 적실성이 내재된 정책분석, 다양한 이해관계들에 대
한 협상전략,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공적숙의의 기회 부여 여
부와 이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관리자의 리더십, 마지막으로 부대이전을 성공적
으로 진행하기 위한 홍보와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의 측면에서 부대이전 갈등과
정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즉, 군부대이전이 정치적 관리의 측면에서 다양한 이
해관계자들로부터 정당성과 지지를 확보해나가는 과정을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정책관리자인 정부 혹은 국방부의 역할이 어떻게 작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할 필
요가 있다.
나. 분석틀 및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부대이전 갈등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서 3가지 사례를 선정하였
고, 해당 사례에 대한 갈등관리 과정을 정치적 관리의 측면에서 분석할 것이다.
먼저, 3가지 갈등사례는 전북의 육군 제35향토보병사단, 미군 평택기지, 경기
도 이천의 특수전사령부 이전 사례로 선정하였다. 1948년 창군이래, 우리나라의
수많은 군부대들이 군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통폐합되었으나, 3가지 갈등사례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갈등 당사자의 다양성과 복잡한 이해관계가 해당
사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3가지 부대이전 갈등사례 분석은 해공군
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육군부대의 개편 상황에 대해 시사
점을 제공할 수 있다. 즉, 최근 국방개혁과 군 부대의 개편으로 인하여 육군 부대
의 개편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부대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갈등과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정치적 관리 전략은 현 정부와 향후의 정부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3가지 부대이전 사례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23

국방정책연구 제35권 제3호･2019년 가을호(통권 제125호)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부대이전 갈등 사례가 해결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부대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문제 혹은 지역
사회 구성원과 주둔 부대의 부대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분석한
것이 아닌, 부대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즉, 부
대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을 정부와 국방부가 정치적 관리 전략을 통해 해결
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국방부의 정치적 관리 전략을 분석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
서는 Moore(1995)의 정치적 관리 전략을 분석 요인으로 활용하였다. 즉, 기업가
적 옹호, 정책개발관리, 협상, 공적숙의와 사회적 학습 그리고 리더십, 마지막으
로 공공부문 마케팅과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3가지의 군부대 이전 사례에
적용하여, 이들이 지역사회로부터 정당성과 지지를 확보하는 과정을 분석하였
다. Moore의 정치적 관리 전략을 분석틀로 활용한 이유는 본 연구의 갈등사례가
해결되는 과정이 정치적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군부대 이전이 추진되고 있었던 당시, 지역사회와 군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
었다. 부대이전이 필요했던 군과 사회적, 경제적 편익이 감소될 가능성을 염려한
지역사회의 입장 그리고 부대이전과 관련된 다양한 직간접적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상충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갈등 상황을 관리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당시 정부와 국방부의 정치적 관리가 전략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다.
Moore(1995)의 정치적 관리는 정책 도입, 정책 개발, 공적숙의, 갈등 해결을
위한 협상, 정책홍보 측면에서 공공갈등 과정을 분석할 수 있는 이론이다. 이러
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Moore가 제시한 정치적 관리 요인을 통해서
군 부대이전 사례를 분석하였다. 즉, 부대이전이라는 새로운 정책이 지역사회에
서 도입될 예정이었고, 부대이전과 관련이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이 필
요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부대이전 갈등 상황에 대한 정부의
관리 전략을 Moore(1995)의 정치적 관리 전략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정부 혹은 국방부가 정책관리자의 입장에서 부대이전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은 이해관계자로부터 정당성과 지지를 확보해나가는 과정과 동일하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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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군부대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된다는 점
과 정책 관계자들의 입장에 따라서 갈등의 심화정도가 크기 때문에 정부나 국방
부가 정책관리자이자 정치적 관리자의 입장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
다. 특히, 지역주민과 지방정부 그리고 군은 상호가 지향하는 목적이 상이할 뿐
만 아니라, 군부대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전문성, 즉 정보 지식 측면에서 차이
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문화도 상이할 수 있기 때문
에, 정부나 국방부는 이러한 이질성을 고려하여 정책의 성공적인 집행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대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을 분석하기 위해, 당시 간행된
보고서, 신문자료, 부대이전과 관련된 논문을 분석하였다. 또한, Moore의 정치적
관리 요인을 단일 사례에 국한하여 분석하지 않고, 3가지 부대이전 사례를 선정
하여, 정치적 관리 요인으로 분석하였다.

<그림 1>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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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부대이전 갈등 개요

지역사회는 군부대 자체가 내재하고 있는 외부불경제로 인한 피해, 재산권 침
해 등과 같은 부정적 측면을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군부대의 주둔이 인구 유입
과 소비시장을 형성하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점 역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군은 국가안보시설과 임무 특성상 군부대 입지의 당위성을 강조하
고 있다(이병인･김용훈, 2009). 이에 대해, 정부와 국방부는 지역주민과, 지방정
부 그리고 군의 갈등관계를 조정하고 중재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
한 이해관계자의 특징들은 본 연구의 사례인 세 곳의 군부대 입지사례와 연관된
이해관계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
먼저, 전라북도 방위를 담당하는 육군 제35향토보병사단 이전 갈등은 사단의
주둔 지역이 전주시가 추진했던 북부지역 개발 사업계획 대상 지역과 중첩되면
서 발생한 사례이다. 당시, 전주시의 도심이 확장되고 지역개발 정책이 추진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1991년 전주시가 35사단의 이전을 국방부에 건의하는 동
시에, 35사단 사령부의 이전에 대한 지역 여론을 조성하였다. 이후, 1999년 전주
시가 국방부에 정식적인 이전 요청을 하였고, 2002년 국방부가 이전 협의를 정
식으로 승인하였다. 2004년에는 전주시가 35사단과 부대이전 기본합의서를 체
결하였으나, 다른 지방정부인 병영시실 입지 대상지역인 완주군과 훈련시설 입
지 대상지역인 임실군이 반대하였다. 당시, 임실군은 사단의 훈련시설만 입지하
는 대안에 반대하였다. 이후, 전주시, 임실군, 35사단이 협의하여 35사단으로 사
단 이전 합의 각서가 체결되었고, 2013년 임실군으로 이전하였다.
35사단 이전 갈등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는 북구권 지역개발을 추진하고 있었
던 전주시, 지역경제발전과 인구유입을 위해 적극적인 35사단의 유치를 표방한
임실군, 노후화된 군사시설을 개선과 주둔지역의 적합성 여부를 고민해야 했던
국방부와 35사단 그리고 전주시와 임실군의 지역주민이다.
다음으로, 평택 미군기지는 다른 군부대들과 비교했을 때, 외국군의 주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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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부대이전 갈등에 미군의 이해관계가 포함된다. 또
한, 국내의 주한미군 철수 여론이 맞물리게 되면서, 평택 미군기지는 국내외 정
치적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었던 갈등사례이다. 이러한 평택 미군기지 이전은
지방정부 입장에서 미군 기지 반환으로 인하여 해당 부지를 개발할 수 있으며,
전국에 존재하는 미군 기지를 통폐합하면서 민원소요를 감소시킬 수 있었다. 또
한, 당시 미군은 주둔 기지의 시설 노후화를 극복하려는 방안의 연장선상에서
기지 이전을 검토하고 있었다.
이러한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된 논의는 정치적 상황으로 인하여 시작되었다.
1987년 노태우 대통령 후보가 용산기지 이전 공약을 제시하였고 당선 후에 용산
미군기지의 정식 이전을 검토되면서, 본격적으로 문제화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2003년 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FOTA)에서 용산기지 이전에 대한 합의가 체결되
었다. 또한, 2004년 국회에서 주한미군 기지 이전에 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
하였으며 국방부는 2006년 이전 대상 용지를 매수하였다. 2017년에는 신청사
개관식을 열었으며, 2020년까지 용산기지 시설의 대부분이 이전을 계획하고 있
다.
평택 미군기지 이전은 미군부대의 주둔 문제와 이전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다른 군부대 입지 사례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군기지를 희망하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청 그리고 평택시가 존재하고 있으며,
상인연합과 부동산 소유자들은 평택 이전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었던 반면에,
토지수용농민과 시민단체 등은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에 반대하고 있었다. 특히,
주한미군의 철수 문제가 이전문제가 결합되면서 갈등의 정도가 심화되었다. 평
택 미군기지 이전 갈등은 부대이전으로 인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특성이 복
합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사례이나, 외국군 주둔의 문제가 포함되면서 이해관계
자의 수와 범위가 확장되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주둔하고 있었던 특수전사령부의 이전은 정
부가 발표한 2005년 8･31부동산 대책의 영향 때문이었다. 즉, 당시 특수전사령
부 주둔 지역이 대규모의 신도시 건설계획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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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이 특수전사령부의 이전 배경으로 작용되었다. 특수전사령부는 2007년
훈련 및 전략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경기도 이천으로 주둔지역을 발표하였으나,
군부대의 특성상 지방정부인 이천시와 지역주민의 반대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
후, 2008년 이천시, 경기도의회와 이천시 의원, 지역주민 대책위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가 개최되었고, 2009년 토지보상협의회가 개최되었으며, 동년 4월 22일에
정부는 특수전사령부의 이전 계획을 발표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전사 이전 갈등은 중앙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하여 부대이전이 촉발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직접적으로 갈등의 당사자로 부각되지는 않았고, 국방부와 토지공사가 이해관계
자로 구성되었다. 갈등과 연관된 지방정부는 특전사의 유치를 희망하는 강원도
삼척, 충북 괴산, 충남 예산, 경기도 이천시가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경기도 이천
시가 선정되면서 지방정부의 갈등행위자는 축소되었다. 지역주민은 당시, 정부
의 일방적인 이전계획에 반대하고 있었으며, 지가하락과 재산권 행사의 제한 등
을 반대 근거로 제시하고 있었다. 특수전사령부 이전 갈등은 부대이전을 지역발
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로 활용하려고 했던 이천시와 지역주민 그리고 군
의 입장이 상충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세 곳의 군부대 입지갈등은 종합하여 정리하자면, 먼저 군부대 이전에 성공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사례에 따라서, 갈등기관, 참여하는 이해관계자, 보상 금액
등이 상이하고, 현재까지도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나 부대이전의 달성 정도로 볼
때, 부대이전은 성공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즉, 정부의 협상안과 보상을
지역주민 그리고 지방정부가 인정하면서 부대 이전이 종결되어 갈등이 해소되
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세 곳의 군부대 입지 갈등 사례는 부대이전에 대한 지역사회의 이해
관계가 발생 원인으로 작용되었다. 즉, 구 주둔지와 주둔 예정지의 구성원들이
부대이전에 대해 상이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으며, 이와 같은 입장 차이가 부대
이전 갈등에 내재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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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부대이전 갈등의 원인과 이해관계자

구분

갈등원인

이해관계자
∙지역주민
- 전주시민, 임실군민
∙지역주민의 입지 및 유치 갈등
∙시민단체
∙지방정부의 지역개발
- 유치 반대 위원회 등
35사단
∙군의 노후화된 군사시설 개선 및 주둔 ∙지방정부
적합지 확보
- 전주시, 임실군
∙국방부
∙35사단
∙지역주민
- 평택시민
∙중앙정부의 군사시설 이전 요구
∙시민단체
∙지역주민의 입지 및 유치 갈등
- 미군기지 반대위원회 등
평택 ∙지방정부의 지역개발
∙지방정부
미군기지 ∙군의 노후화된 군사시설 개선 및 주둔 - 경기도청, 평택시
적합지 확보
∙국방부
∙미군주둔에 대한 반대 여론
∙주한미군대책기획단
∙주한미군
∙지역주민
- 이천시민
∙시민단체
∙중앙정부의 부동산 정책
- 마장면비대위 등
특수전 ∙지역주민의 입지 및 유치 갈등
∙지방정부
사령부 ∙지방정부의 지역개발
- 경기도, 이천시
∙주둔 적합지 확보
∙국방부
∙특전사
∙토지공사

구 주둔지역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군부대 입지갈등은 부대이전으로 인한 지
방자치단체장의 지지율 증가와 지방정부의 지역개발정책이 동시에 작용되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갈등배경이 부대이전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되었다. 또한, 지
역발전과 해당 토지의 개발은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도 경제적 이익이 수반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군부대 이전을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한편, 주둔 예정지역의
입장에서 부대이전은 지가하락, 민원의 발생 그리고 환경적 측면 등 에서 부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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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을 반대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부대이전에 대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입
장의 차이가 부대이전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본 연구의 군부대 입지 갈등 사례의 행위자는 지역주민과 해당
군부대만의 갈등이 아니라, 두 곳 이상의 지방정부, 시민단체, 국방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포함되어 있어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례에 따라 참여하는
행위자들의 수가 상이할 수 있지만, 주로 지역주민, 지방정부, 해당 군부대가 행
위자로 포함되어 있다. 그 이유는 세 곳의 갈등사례 모두, 부대이전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민원제기와 지방정부의 정책적 반대 등과 같은 정치적, 사회적 요인
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Ⅳ. 부대이전 성공 사례 분석
1. 기업가적 옹호(Entrepreneurial Advocacy)

부대이전은 군이 주둔했던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지
역사회와 신뢰, 공존 관계 등을 형성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재산권과 삶의 질 등 다양한 권리가 침해될 수 있으며, 지방정부의 지역개발 정
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부대 이전 시 다양한 행위자들의 의사경
로를 개방적으로 설정하여 행위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부대이전의 정당성과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
먼저, 1998년 12월 35사단의 이전을 요구하는 위원회의 서명운동 전개를 비롯
하여 전주시장과 시의회의 방문에 대해서 국방부는 비용 충당이 전제되는 경우
전주 부근으로 사단을 이전에 협조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으나, 35사단 이전을
두고 전주시는 이전을 희망하는 입장이었고, 임실군은 유치를 희망하는 입장이
었다. 특히 임실군 주민의 경우는 피해에 대한 보상과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었
다. 따라서, 2005년 35사단 이전논의가 지역주민의 반대로 중단이 되었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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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국방부가 주민들의 추가적인 동의나 이전과 관련된 정보를 미공개한 상태에
서 진행되어 주민들의 반발이 증폭되었다. 이후, 2009년 1월에는 반대의견을 보
이는 주민들이 35사단 이전 실시계획 승인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전형준
외, 2015; 이삼주 외, 2016; 김정윤, 2017). 이와 같이, 35사단 부대이전 초반기에
는 국방부가 정보의 공개나 의사경로를 적극적으로 개방화하지 않았다.
35사단 부대이전 갈등이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국방부는 증폭된 부대이전 갈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방적인 의사경로를 구축하기 시작한다. 이 과
정에서 국방부는 두 지방정부의 행정적 입장과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다시 한
번 직면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방부는 지역주민의 의견
개진에 대해서 회피로 일관하기보다는 적극적 답변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자 했다. 또한, 국방부는 전주시가 제기하는 사단이전 민원을 처리하였다. 한편,
국방부는 사단 사령부의 전체 이동, 훈련장 입지 등 임실군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했다. 당시 임실군은 훈련장의 단독 이전이 아닌, 부대전체에
대한 이동을 요구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이후, 국방부는 전주시, 전주시의회,
국회청원 등을 받아들여 합동실사 등 이전 부지에 대한 실사조사를 시행하였다
(김재관･심재정, 2007; 전북일보, 2008. 5.1).
평택 미군기지 이전 갈등의 경우를 살펴보면, 35사단 이전 갈등과 마찬가지로
부대이전 초기에는 정부의 일방적인 평택기지 이전 정책으로 지역주민의 반대
에 직면하게 되었다(박홍엽･홍성만, 2012). 특이한 점은, 다른 군부대 입지갈등
과는 다르게 주한미군이 갈등의 당사자로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
는 외교적 측면을 고려해야 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할 수 있는 체계
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서, 2003년 10월에 국무총리가 주축이 되는 주한미군대책위원회가
출범했는데, 외교, 국방, 국무조정실장,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등 총 1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실무위원회를 추가로 설치되었다. 또한, 평택시는 미군기지 이전
에 관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미군기지평택전특별위원회, 미군기지이전대책협
의회 등을 구성하여 중앙정부와 소통하려고 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미군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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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정책에 대한 주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방의 의견이
반영되는 부분은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고 있었다. 하지만 국회에서 미군기지이
전협정이 통과된 이후에는 정부가 평택에 거주하는 토지협의매수 농가의 협상
조건을 중재하고 지역진흥계획 등을 제안하여, 시민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했다(주한미군대책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03; 중부일보, 2003. 7.28; 평택신문, 2003. 10.9; 최승범, 2009; 박홍엽･홍성만,
2012).

특수전사령부의 갈등 사례 역시, 부대이전 초기에는 국방부의 의사결정 경로
가 개방적이었다고 볼 수 없다. 2007년 4월 11일, 국방부는 차관, 각 본부장, 각
군 참모차장 등이 회의에서 송파신도시부대이전을 결정하였고, 이를 언론을 통
해서 홍보하였다. 이에 대해, 이천시와 경기도는 지역주민과 지방정부의 의견
반영이 결여된 결정이라는 점에서 특전사의 이전을 반대하였다(인천일보, 2007.
4.12; SBS, 2007. 4.11; 국민일보, 2009. 4.13; 박홍엽･홍성만, 2012; 윤종설,
2012). 그러나, 이후 부대이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자 국방부는 개방적인 의사경로 형성을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이천
시, 국회의원, 도지사 등 당시 이전 대상지역인 이천시의 정치적 행위자들이 반
대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 국방부장관은 2007년 4월 16일에 부대 이전에 관한
면담을 국회의원과 이천시장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특수전사령부의 이전
의 필요성과 긍정적 결과를 적극적으로 설명하였다. 이후, 국방부 앞에서 이천
지역주민 1350여명이 특수전사령부 반대 시위를 진행했는데, 국방부 장관은 이
천 시위 대표단과 면담을 통해서 신속하게 협의체를 구성하는 동시에 이전문제
를 검토해보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6월 22일에는 국방부, 토지공사, 이천시,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의체가 구성되어 공개적인 설명회가 개최되
었고, 공개회의로 진행되었다(한국경제, 2007. 5.7; 중부일보, 2007. 7.5; 홍성만,
2014).

기업가적옹호 관점에서 볼 때, 정부는 부대이전 초기에 폐쇄적인 의사경로를
채택하였다. 이는 일방적인 정부나 국방부의 정책형성으로 볼 수 있으나, 군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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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의 특수성에서 기인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후, 갈등이 증폭되고 지역주민
과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 도래하였다. 즉, 부대이전 후기 단계에서
정부와 국방부는 정책관리자의 입장에서 개방적인 의사경로를 채택하였다. 즉,
군부대의 특성상 처음부터 개방적인 의사경로를 구성하지는 않았으나, 갈등이
심화되고 지역주민과 지방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에 직면하면서, 정부는 적
극적인 개방적 의사경로를 채택하여 부대이전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행태를 보였다.
<표 6> 기업가적 옹호 전략

구분

부대이전
초기
35사단
부대이전
후기
평택
미군기지

부대이전
초기
부대이전
후기

부대이전
특수전 초기
사령부 부대이전
후기
기업가적 옹호
전략 종합

기업가적 옹호 전략
∙폐쇄적 의사결정경로 채택
- 부대이전 반대 소송 발생
- 지역주민과 지방정부의 이전 반대
∙개방적 의사결정경로 채택
- 국방부, 전주시, 전주시의회 등 합동실사
- 지역주민과 지방정부의 입장을 수용하기 시작
∙폐쇄적 의사결정경로 채택
- 지역주민, 지방정부, 미군부대 주둔 반대 시민단체의 참여 등으로
갈등 증폭
- 지역주민과 지방정부의 이전 반대
∙개방적 의사결정경로 채택
- 주한미군대책위원회의, 미군기지평택전특별위원회,
미군기지이전대책협의회 출범
- 농가의 협상조건을 중재하고 지역진흥계획 등을 제안하여, 시민들의
이해관계를 반영
∙폐쇄적 의사결정경로 채택
- 정책형성 과정에서 지역주민 및 지방정부의 의견 수렴 미흡
- 지역주민과 지방정부의 이전 반대
∙개방적 의사결정경로 채택
- 국방부, 토지공사, 이천시,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의체가
구성되어 공개적인 설명회가 개최되었고, 공개회의로 진행
∙부대이전 초기에는 정부 혹은 국방부가 폐쇄적인 의사경로를 채택
∙갈등이 증폭되고 지역주민과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과
부대이전의 정당성과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부대이전 후기 단계에 돌입하자 개방적인 의사경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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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개발관리(Managing Policy Development)

부대이전은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정주생활, 재산권, 환경 등의 측면에서 피해
를 주는 비선호시설로 인지되고 있지만, 군의 입장에서 볼 때, 작전, 훈련 등의
이유로 부대이전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이병인･김용훈, 2009). 즉, 지역주민의
삶에 군의 주둔이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기 때문에 부대이전 과정에서 지역사회
의 반대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한편, 부대이전은 주둔 부대의 특성이 전략적으
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특정지역에 주둔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부대이전으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측면의 정책분석과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단의 구성이 필수적이다.
35사단의 이전을 위해서, 당시 국방부는 부대이전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주시의 지원을 받아 KIDA(한국국방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였다. 지역주민의
피해 최소화, 사유지 개발제한 등이 이 과정에서 고려되었고, 환경적 특성의 중
요성을 감안하여 환경 영향평가를 위해 시추 104개소 등과 토질, 토양 오염조사
397지점에 대해 조사가 실시되었다(전형준 외, 2015; 이삼주 외, 2016). 또한 이
전대상 지역인 임실 지역에 대해서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사의 분석에
따라서 금액을 산정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영농보상비가 결정되었으며, 주거
이전비, 이주정착금, 평균 이전비, 축산업의 경우 휴업손실액, 시설이전비, 가축
운반비를 측정하여 보상기준으로 활용하였다(김길수, 2013, pp. 108).
평택 미군기지는 주한미군의 주둔 문제가 결부되어 복잡한 갈등양상을 보이
고 있었다. 특히, 정부는 성공적인 이전을 위해서 부대이전 시 발생하는 긍정적
인 외부효과를 창출해야 했다. 또한, 주한미군 주둔 자체를 부정하는 반대 세력
과 부대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보상문제를 복합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부담에
정부가 직면하고 있었다. 이러한 복잡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시 정부는
주한미군대책기획단을 구성하여 주한미군대책위원회에 대한 실무지원, 이전지
역 지원, 이전재원 조달 방안 등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미군의 기지 이전
사업을 총괄하였다. 또한, 국방부에서는 2004년 4월 미군기지이전추진단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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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부지확보, 기지건설, 정부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지 이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최승범, 2009, pp. 70). 그리고 평택기지 이전을 위한 비용측
정은 한미가 공동으로 작성한 시설종합계획을 토대로 진행되었는데, 건설비, 사
업지원비, 환경정화사업 관련 비용, 시설철거, 이주단지 조성, 금융 및 관리비
등의 비용을 예산으로 추가함으로써, 부대이전을 위해 예산을 마련하고자 노력
했다(윤영미, 2011, pp. 80-81). 한편, 정부는 평택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범정부
적인 협력과 지원체계를 구축했으며, 당시 갈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갈등관리정
책연구팀을 구성하였다(김정윤, 2017, pp. 36).
특수전사령부는 부대이전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정책분석과 보상제도
를 활용하였다. 특히, 보상제도는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안이며, 부대 주변
의 경제적, 사회적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갈등당사자의 의견
청취와 상황을 정책개발에 반영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특수전사령부
이전을 위해서 2007년 2월 한국국방연구원에 전문적인 정책분석을 의뢰하였고,
이를 통해 도출된 다양한 부대이전의 효과들을 지역주민에게 적극 설명하고자
노력했다(이연욱, 2008, pp. 66).
특수전사령부 협상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국방부의 의견이 충돌하
는 모습을 보였으나, 국방부는 부대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천시 지역주민
과 이천시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특히, 이천시는 2020 도시기본계획
과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 확정에 대한 예산지원, 오염총량관리 계획의 조기승
인, 도로 전철 건설 지원과 택지개발 지원 등과 같은 숙원사업을 요구하였는데,
국방부가 관계부처인 건설교통부, 환경부 등과 협력을 통해 이천시의 제안을 긍
정적으로 검토하였다. 이에 더하여, 국방부는 군부대 입지의 긍정적인 외부효과
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도 3호선의 조기완공, 하수처리장 건설
지원, 택지개발의 추진, 성남･여주 간 전철 건설 조기 착수, 주민복지시설 건립,
교육시설 개선, 군인아파트 건설, 군부대 주변도로 및 상수도 확충 등의 지원사
업을 반영하였다(윤종설, 2012; 홍성만, 2014; 정우열, 2017).
정책개발관리의 경우를 살펴보면, 정부는 부대이전을 위해서 전문적인 정책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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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과 부대이전에 소요되는 직간접적 예산의 확보에 주력하였다. 특히, 예산은
부대이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부대이전으로 파생되어 발생하는 외적 비용
과 함께,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을 예산으로 편성하였다.
<표 7> 정책개발관리 전략

구분

정책개발관리 전략
∙국방부는 이전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KIDA(한국국방연구원)에
용역 의뢰
∙환경적 특성의 중요성을 감안, 환경 영향평가를 위해서 시추 104개소
등과 토질, 토양 오염조사 397지점에 대한 조사 실시
35사단
∙이전대상 지역인 임실 지역의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사의 분석에
따라 금액 산정. 이에 근거하여 영농보상비,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평균 이전비, 축산업의 경우 휴업손실액, 시설이전비, 가축운반비를
측정하여 보상기준으로 활용
∙주한미군대책기획단을 구성하여 주한미군대책위원회에 대한 실무지원,
이전지역 지원, 이전재원 조달 방안 등 마련
∙국방부는 미군기지이전추진단을 구성하여 부지확보, 기지건설, 정부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지 이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
평택 미군기지 ∙평택기지
이전을 위한 비용측정은 한미가 공동으로 작성한
시설종합계획을 토대로 진행. 건설비, 사업지원비, 환경정화사업 관련
비용, 시설철거, 이주단지 조성, 금융 및 관리비 등의 비용을 예산으로
추가
∙전문적인 정책분석을 한국국방연구원에 용역 의뢰
∙국방부는 군부대 입지의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특수전사령부 하수처리장 건설지원, 성남-여주 전철조기 착수, 군인아파트 건설, 국도
3호선 조기완공, 주민복지시설 건립, 교육시설 개선, 군부대 주변도로 및
상수도 확충 등의 지원사업을 마련
정책개발관리전략 ∙부대이전의 성공을 위해 전문적인 정책분석과 부대이전에 소요되는
종합
직간접적 예산 확보에 주력
3. 협상(Negotiation)

민주화 시대의 도래와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도의 시행으로, 국방부와 군의 일
방적인 부대이전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군부대가 정치적, 경제적, 사
회적 특성이 복합적으로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부대이전으로 갈등이 종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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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 부대이전 이후에 군의 주둔으로 인한 갈등의 여지가 존재한다. 따
라서 정책형성 시, 이에 대한 고민과 협력 그리고 집단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노
력이 반영되어야 한다.
35사단 이전 갈등과정에서, 국방부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보다는 간접적 이
해관계자의 특성을 보이고 있었다. 당시, 부대이전 갈등의 주요 행위자는 전주시
민, 임실군민, 전주시, 임실군, 35사단으로 볼 수 있는데, 갈등의 과정에서 이해
관계자의 입장 차이로 인해 갈등의 폭이 심화된 상황이었다. 특히, 임실군에서는
사단 이전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인한 갈등, 보상 문제와 관련된 갈등이
점차 심화되었다. 이 상황에서 국방부는 이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적극적
개입으로 자세를 변화하여 협력적 개입으로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2004년
전주시와 군이 협의할 수 있도록 중재하였고, 임실군 지역 현지 합동 실사를 주
관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서, 임실지역 이전을 확정되었으며, 이후 2005년 11월
국방부의 정책심의회를 통해서 당사자 간 합의를 도출하였고, 이주단지조성, 주
민생계지원 그리고 일자리 지원 및 마련 등에 대한 보상금액이 협상안으로 제시
되자, 이전 협상이 종결되었다(심재정, 2007; 조극래･허훈, 2018). 주목할 점은
부대이전에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하는 지역주민과 지방정부에 대해서 국방부가
직접적으로 협상안을 도출하기보다는 갈등당사자 간 공동해결을 위한 장을 마
련해주었다는 점이다. 특히, 이전 당사자인 35사단은 국방부에 이전 진행 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보고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국방부는 지침사항을 하달했다. 또한
국방부와 상급부대 관계자가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시행하면서 사단의 입장이
지지되도록 노력했다(김재관･심재정, 2007).
평택 미군기지 갈등 과정에서, 정부는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설명회
와 간담회를 활용하여 개방적인 협상 전략을 추구했다. 또한, 반대세력에 대한
협상전략으로, 이전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보상안과 평택시 발전을 지원하는 법
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적 지원을 협상안으로 활용했다(김정윤, 2017, pp.
39-37). 즉, 지역 주민에게 제시된 보상안이 주민에게 실질적인 보상될 수 있도록
정부가 대책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세입자, 임차농, 소액보상차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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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한편, 정부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보상과 이주대책의
법제화를 제시하였다. 정부는 이정착 지원금, 생활안정 지원금, 대체농지의 알
선, 상가용지에 대한 특별분양, 일자리 제공, 양도소득세 경감, 임대주택 지원을
지역주민에 대한 보상적 협상안으로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협상안이 제시되면
서, 2005년 8월경 상당수의 주민들이 협상에 동참하게 되었다(서보경, 2007; 최
승범, 2009; 박홍엽･홍성만, 2015).
특수전사령부 이전 갈등 시, 정부는 부대이전의 당위성과 반대세력에 적극적
으로 대응할 수 있는 논리를 마련하는 동시에, 경제적 보상안을 협상전략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의 노력과 지역공모제를 실시하여 종합
적으로 부대이전 협상을 위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였다. 즉, 정부는 2009년 2월
토지보상협의회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협상안을 마련하였고, 국방부 대표, 이천
시 대표, 토지공사 대표로 구성한 다자간 협의체를 3번 개최했으며 참여자들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다자간 협의
회를 보완하고자 지역공모제를 시행하여 다른 지방정부가 경제적 혜택의 대상
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공고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이천시와 비상대책위를
비롯한 반대세력은 정당한 보상이 있다면 협상에 응하겠다는 의견을 개진하였
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협상안을 통해서 반대세력을 협상의 장으로 유인할 수
있었다(홍성만, 2014; 정우열, 2017).
35사단, 평택 미군기지 그리고 특수전사령부 이전 과정에서 정부가 활용한 협
상 전략을 종합해보자면, 국방부와 군은 일방적으로 부대이전을 주장하는 행태
를 최대한 지양하고, 부대이전의 목표와 의도를 충분히 밝히는 동시에 이해관계
자들과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연성적 협상 전략을 채택하였다. 즉, 협상과정
에서 일방적으로 군이 경제적 보상안을 제시하고 반대세력이 불응하는 경우, 보
상안을 조정하는 수준을 넘어서 반대세력 특히 지역주민의 고충과 보상안에 대
한 불만을 정부가 수용하여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이로 인하여, 부대이전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집단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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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협상 전략

구분

협상 전략
∙국방부의 정책심의회를 통해서 당사자 간 합의를 도출하였고,
이주단지조성, 주민생계지원 그리고 일자리 지원 및 마련 등에 대한
보상금액이 협상안으로 제시
35사단
∙부대이전에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하는 지역주민과 지방정부에 대해서
국방부가 직접적으로 협상안을 도출하기보다는 갈등당사자 간
공동해결을 위한 장을 마련
∙설명회와 간담회를 활용하여 개방적인 협상 전략을 추구
대한 협상전략으로 이전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보상안과
평택 미군기지 ∙반대세력에
평택시 발전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적 지원을
협상안으로 활용
∙부대이전의 당위성과 반대세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논리를
마련하는 동시에 경제적 보상안을 협상전략으로 제시
∙다자간
3번 개최했으며 참여자들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피력할
특수전사령부 수 있는협의체를
기회의 장을 마련
∙다자간 협의회를 보완하고자 지역공모제를 시행하여 다른 지방정부가
경제적 혜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공고
∙경제적 보상을 포함하여 부대이전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동시에 적극적인
대화와 토론의 장을 마련
협상 전략 ∙협상과정에서
일방적으로 군이 경제적 보상안을 제시하고 반대세력이
종합
불응하는 경우, 반대세력과 지역주민의 고충과 보상안에 대한 불만을
수용하여 새로운 대안을 제시
4. 공적숙의와 리더십(Public Deliberation and Leadership)

부대이전은 지역사회에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
다. 지역주민의 기본권과 삶의 질이 희생될 수 있으며, 지방정부는 인구감소로
인하여 세원이 약화되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부대이전
에 대해 지역사회가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상황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로부터 부대이전의 정당성과 지
지를 획득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상호 의견이 교환되고, 합의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숙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이때, 숙의(deliberation)란 참여자들이 토의 혹은 논쟁, 경청 그리고 학습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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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집합적 의사결정 역량을 제고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특히, 숙의는 참여
자들의 대표성과 숙의의 과정을 강화하여 정책결정과정의 합리성을 강화하며,
정책결정의 절차적, 내용적 합리성을 향상시킨다(김주환･하동현, 2019; 강지선,
2019; Elstub, 2014; Fishkin, 2009). 이와 같은 숙의는 정치적 관리에서 주민의
참여를 통해 진행되므로, 부대이전 과정에서 숙의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그
과정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공적숙의는 앞에서 논의한 기업가적 옹호의 의사결정 경로 개방과 차이점이
있다. 의사결정 경로는 정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여부와 참여자의 참
여 범위 등을 설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공적숙의는 참여자들의 집단적인
문제해결을 의미한다.
35사단의 경우, 토론의 장이 몇 차례 존재했으나 당사자인 지역주민의 불참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숙의에는 한계가 있었다. 즉, 공적숙의를 위한 기회의
마련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관리자의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중
앙정부나 국방부의 주도로 추진된 공적숙의의 장 형성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공적숙의에 국방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한다기보다는 실무적인 사항은 35사단에
위임하고, 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침을 하달하였다. 그리고 정치적 논리와 개입을
사전에 차단하여 제3자의 입장을 견지하려는 전략을 활용했다(김재관･심재정,
2007, pp. 226).

사단 이전 갈등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지방정부의 참여를 통한 숙의의 기회
가 충분하게 주어졌다고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즉, 사전에 충분한 숙의의
기회가 마련되지 못해 지역주민과 지방정부의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 반대에 직
면하게 된다. 지역주민과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간담회 등이 실시되기도 하
였으나, 갈등 당사자들의 참여가 부재한 상황이었고, 이로 인한 갈등이 증폭된
상황이었다.
2007년 6월 7일에 전북도지사가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전주시장, 임실군수,
35사단의 관계자를 초빙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2009년 12월 전라북도,
전주시, 임실군 공무원, 언론사 편집국장, 교수 등이 참여하는 갈등조정협의회를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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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 걸쳐 개최했으나, 갈등의 당사자인 임실군민이 제외되었다(전형준 외,
2015; 김정윤, 2017). 35사단 이전 갈등의 경우 정부나 국방부의 정책관리자 측
면의 숙의의 장 형성과 리더십의 발휘 노력이 다른 부대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했고, 오히려 전북도지사가 지자체장, 35사단장과의 간담회를 주재하여 갈
등 조정을 위한 노력을 전개했다(조극래･허훈, 2018).
평택 미군기지는 이전 초기단계에 정부의 독단적인 추진으로 인하여 이해관
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할 수 있는 숙의의 장을 마련하지 못했다. 평택
미군기지는 다른 부대이전 사례와 다르게 미군부대의 주둔이라는 외교적 특수
성이 작용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따라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논의할 수 있는 숙의의 장을 정부가 마련할 필요가 있었었으나,
평택 미군기지는 정책 초기 단계에서 숙의의 장 형성이 부실하게 전개되었다.
그러나 부대이전 추진과정에서 반대세력의 입장이 조직적 활동을 통해 구체
화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해당 지역주민 간담회, 소그룹회의, 대표
자 회의, 공식협상 등 약 200회의 다양한 숙의의 장을 마련하였다. 이에 더하여,
정부는 지역주민과 지역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보상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주민
과 시민단체, 평택시의회를 대상으로 4회에 걸친 사업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평택지원특별법에 대한 공청회의 기회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서, 협의매수를
성공적으로 진행했으며, 정부는 반대단체들에 대한 방문과 TV토론을 시행하였
다. 이외에도 반대 입장을 견지하는 단체들에 대해서, 2004년 4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주민대표, 반대단체, 지역주민에 대해서 250회에 이르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였다(박성재, 2013; 박홍엽･홍성만, 2015). 평택 미군기지의 경우는 초창
기에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제한으로 인하여 갈등이 심화되었으나, 기지 이전 후
반기로 돌입할수록 정부는 공적숙의의 장을 마련하는 전략을 활용하였다.
특전사 이전 갈등 역시, 다른 부대이전과 마찬가지로 미흡한 사전협의에서 시
작되었다. 부대이전에 대한 국방부의 발표 이후, 이천시장과 이천시 의회가 반대
하였으며, 지역주민의 반대시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부대이전의 긍정적 창출효과를 홍보하였으나, 반대여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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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이연욱, 2008). 이후, 지역주민, 주민대표, 이천시, 국방부, 토지공사 등이
참여하는 다자간협의회가 개최되었으며 국방부는 국방시설본부에 송파이전사
업단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요구에 대응하였다. 또한, 지속적으로 이전지역 대
상 주민들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민원 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응
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
다(정우열, 2017).
특전사 이전 갈등은 국방부가 부대이전 초창기에 사전협의 차원에서 미흡한
공적숙의 형성 노력을 보였다. 그러나 이후 이전 과정에서는 각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경청하기 위한 숙의의 장을 형성하는 일종의 조직적 리더십을 보였다.
국방부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지역주민 집단적 반대와 지방정부의 정치적 반대
에 직면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급 중앙정부 부처나 다른 지방정부에 갈등 관리
를 의존하기보다는 적극적인 중재와 대응을 시도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이 다른 부대이전 사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갈등기간이 단축되었던 요인으로
작용되었다.
지금까지 정리한 부대이전의 공적숙의와 리더십 측면에서 살펴보면, 부대이전
의 초창기에는 공통적으로 미흡한 공적숙의로 인하여 갈등이 시작되었다는 점
을 확인할 수 있다. 부대이전 사업 당시 존재했던 미흡한 공공갈등관리 제도와
군사시설의 특성상 적극적인 정보공개에 대해서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정부는 갈등 초기에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지역주민과
지방정부의 참여를 보장하여 갈등의 폭을 최소화해야 했다.
평택 미군기지와 특전사 부대이전 사례의 경우, 갈등이 심화되었던 과정에서는
적극적인 태도로 전략을 전환하여 공적숙의의 장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과 이해관
계자들의 참여를 유인하는 적극적인 리더십의 행태를 보이게 된다. 각 지역에
따라서 이해관계자의 수, 요구사항, 협상전략, 공청회나 간담회 일정 및 횟수에
따라서 갈등해소에 소요된 시기는 차이가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35사단 이전 사
례와 비교했을 때, 평택 미군기지와 특전사의 경우, 중앙정부 혹은 국방부가 공적
숙의를 위한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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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공적숙의와 리더십 전략

구분

공적숙의와 리더십 전략
∙부대이전과 관련된 토론회와 간담회가 몇 차례 개최되었으나, 상황에 따라,
갈등 당사자(지역주민, 지방정부)가 불참하여, 실질적인 숙의 형성에 한계
35사단
∙지역주민과 지방정부의 참여를 통한 숙의와 리더십 전략 미흡. 이로 인하여,
지역주민과 지방정부의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 반대에 직면
∙이전 초기단계에서 정부의 독단적인 추진으로 인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할 수 있는 숙의의 장을 마련 미흡
∙정부는
지역주민 간담회, 소그룹회의, 대표자 회의, 공식협상 등 약
평택 미군기지 200회의해당
다양한 숙의의 장을 마련. 보상협의회, 사업설명회, 공청회 실시.
또한, 반대단체들에 대한 방문과 TV토론을 시행하고, 주민대표, 반대단체,
지역주민에 대해서 250회에 이르는 대화의 장을 마련
∙미흡한 사전협의로 인하여 갈등이 발생. 이에 대하여, 국방부는 부대이전의
긍정적 창출효과를 홍보하였으나, 반대여론이 지속적으로 증가
∙지역주민, 주민대표, 이천시, 국방부, 토지공사 등이 참여하는
특수전사령부 다자간협의회가 개최되었고, 국방부는 국방시설본부에 송파이전사업단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요구에 대응. 또한, 지속적으로 이전지역 대상
주민들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민원 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며,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
∙평택
미군기지와 특전사 부대이전 사례의 경우, 갈등이 심화되었던
협상 전략 과정에서는
적극적인 태도로 전략을 전환하여 공적숙의의 장을 형성하기
종합
위한 노력과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유인하는 적극적인 리더십의 행태 지향
5. 정책홍보와 전략적 의사소통(Public Sector Marketing and Strategic
Communication)

민주화 이전 정부와 같이, 부대이전에 대한 일방적인 통보와 강압적 집행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 따라서, 정부는 부대이전의 당위성과 긍정적인 면을 지역
사회에 홍보해야 한다. 그러나 군부대의 특성상 정보비공개, 전략적 고려를 통한
특정 지역 주둔의 당위성 등으로 인하여, 부대이전의 홍보가 다른 공공시설 입지
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할 수 있다. 이러한 미흡한 홍보를 보완하기 위해서 전략
적인 의사소통을 추진하여 부대이전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이를 통해, 지역주민과
지방정부로부터 지지를 확보하여 부대이전의 성공적 집행을 도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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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의 경우, 전라북도라는 자치구역 내부에서 지역 간 이전 및 유치갈등이
발생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국적인 관심이 적었다. 실재로 국방부의 적극적
홍보보다는 35사단이 주축이 되어 사단개방행사, 안보정세 설명회 등 전라북도
지역 방어 및 군 통합작전 수행의 측면에서 사단 이전의 당위성을 지역 주민에게
홍보하였다(김재관･심재정, 2007, pp. 227).
35사단 이전 초창기에는 국방부가 지역주민과 지방정부에 대해 적극적인 홍
보와 정보공개를 지양하여, 이해관계자인 전주시와 임실군 그리고 해당 지역주
민들의 반대에 직면했다(조극래･허훈, 2018). 그러나 부대이전 갈등이 심화되고
갈등기간 역시 장기간으로 돌입하면서, 국방부는 더 이상 방관적 태도로 일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협상과 갈등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때,
국방부는 직접적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홍보하는 전략을 지양하고, 35사단과 해
당 지역주민 그리고 지방정부를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했으며, 나아가 협상과 소
통 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였다. 비록 직접적으로 협상에 참여한 것은 아니
지만, 중개자의 입장에서 정책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여 홍보와 갈등 당사자 간
의사소통이 진행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평택 미군기지는 외교적, 안보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내재된 사례이기 때문에,
특정지역 간 혹은 정부와 지역주민의 갈등 성격을 넘어서서 전국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미군기지 이전 문제가 아닌 미군주둔 자체를 부정하는 반
대입장을 견지했던 시민단체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갈등의 정도가 심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이 부대이전 초창기에 의사소통체계가 확립되지 않았던 상황과 맞
물리게 되었다. 즉, 미군기지 이전에 반대입장을 보였던 단체가 적극적인 집회와
시위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반대 단체가 미군기지 이전의 부당성을 홍보
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국방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전략적인 의사소통 전략이 요구되었다.
이후, 정부는 지역주민들에게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부
미군기지 이전준비단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부대이전 추진상황과 내용을 공개하
였다. 또한, 공중파(KBS1) 방송을 통해서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지역주민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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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대상으로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 신뢰를 형성하려는 노력을 경주하였다
(박성재, 2013). 전략적 의사소통 측면에서도 정부는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을 최
대한 수용하는 자세를 보였으며,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던 단체의 홍보활동
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활동을 시도하였다(김정윤, 2017). 특히, 공식적인 소통의
기회를 21회 실시했으며, 비공식적인 측면에서도 20여 회 실시하였다(박성재,
2013). 평택 미군기지 이전은 부대이전 초기단계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홍보
와 의사소통의 행태를 보였지만, 갈등이 심화되고 점차적으로 해소단계에 도달
하면서 국방부는 적극적인 홍보와 소통의 주체로 참여했다. 또한, 이러한 홍보
활동이 정부의 입장을 지역주민과 지방정부에 전달하는 동시에 상호 소통에 긍
정적인 역할로 작용되었다.
마지막으로 특전사의 이전사례를 살펴보면, 35사단과 평택 미군기지와 마찬
가지로, 특전사 역시 부대이전 초기에는 적극적인 홍보와 전략적 의사소통체계
가 부실하여 갈등이 심화되었다. 특전사 이전 사례는 미군기지 이전문제와 비교
했을 때, 전국적인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갈등의 참여자
와 시민단체의 개입이 타부대이전 사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갈등 해소의 기간을 단축되었다.
당시 정부는 특수전사령부 이전의 당위성을 홍보하고, 이에 대한 지지를 확보
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시도하였다. 즉, 정부는 특전사가 다른 야전부대에
비해서 간부를 위주로 편성된 부대이기 때문에, 낙후된 지역에 대해 경제효과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과 특전사 이전 시 정부의 대규모
종합지원 대책이 비선호시설 입지가 야기하는지가 하락 등의 문제를 상쇄시킬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홍보하였다(이연욱, 2008; 정우열, 2017). 이에 더하여,
정부는 전략적 의사소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다자간 협의체를 구성하였고,
지역주민, 지방정부, 국회의원 등에게 부대이전 홍보물을 배포했으며 추가적인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부대이전 지역공모제를 실시하여 전국적인 홍보에
주력했다.
특전사 이전 갈등은 다른 부대이전 사례과 비교했을 때, 갈등 기간이 약 3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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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35사단과 평택 미군기지의 갈등기간보다 짧았다. 부대이전 초창기에 존재했
던 미흡한 의사소통 체계와 홍보가 공통적으로 존재하고 있었으나, 특전사의 경
우 국방부의 적극적인 민원 대응과 홍보 그리고 전략적 의사소통으로 인하여
갈등기간이 단축될 수 있었다.
정책홍보와 전략적 의사소통 측면에서 부대이전 사례를 분석해보면, 먼저 부
대이전 정책 형성과정과 집행과정에서 정부와 지역주민 그리고 지방정부 간 갈
등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갈등의 발생 원인은 주로 부대이전 정책 형성과
정에서 국방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의사소통 전략의 부재에 있었다. 이로 인하여,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으며 부대이전이 장기간 지연되었다. 하지만
이후, 국방부가 적극적인 홍보와 전략적인 의사소통을 지향하면서 상호간 문제
의식이 공유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한 협상안이 도출되면서 부대이전이 시행될
수 있었다.
<표 10> 정책홍보와 전략적 의사소통

구분

정책홍보와 전략적 의사소통 전략
∙부대이전 초창기에는 국방부가 지역주민과 지방정부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와 정보공개 지양
∙국방부의 적극적 홍보보다는 35사단이 주축이 되어 사단개방행사,
35사단
안보정세 설명회 등 전라북도 지역 방어 및 군 통합작전 수행의 측면에서
지역 주민에게 홍보
∙중개자의 입장에서 정책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여 홍보와 갈등 당사자 간
의사소통이 진행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역할 수행
∙공중파(KBS1) 방송을 통해서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지역주민과
전국민을 대상으로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 신뢰를 형성하려는 노력을 경주
∙전략적 의사소통 측면에서도 정부는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을 최대한
평택 미군기지 수용하는 자세를 보였으며,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던 단체의
홍보활동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활동을 시도
∙공식적인 소통의 기회를 21회 실시했으며, 비공식적인 측면에서도 20여
회 실시
∙전략적 의사소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다자간 협의체를 구성하였고,
, 지방정부, 국회의원 등에게 부대이전 홍보물을 배포했으며
특수전사령부 지역주민
추가적인 설명회를 개최
∙부대이전 지역공모제를 실시하여 전국적인 홍보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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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책홍보와
전략적 의사소통
전략 종합

정책홍보와 전략적 의사소통 전략
∙부대이전 정책 형성 시에 국방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의사소통 전략의 부재
∙부대이전 후반기에는 국방부가 적극적인 홍보와 전략적인 의사소통을
지향하면서 상호간 문제의식이 공유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한 보상안이
도출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부대이전 정책이 지역사회로부터 정당성과 지지를 확보해나가
는 과정을 Moore(1995)의 정치적 관리 요인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부대이전
갈등은 지역이기주의의 측면과 같은 단편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즉, 부대이전 갈등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특성이 복합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공공갈등이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부대이전
갈등에 대한 정치적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부대이전은 군사적 전략 측면에서만
접근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부대이전은 해당 군부대가 기존의 지역사회와 정치
적, 경제적, 사회적 공존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지역 사회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공존관계 그리고 상호 신뢰를 형성하는 역동적인 정치과정의 일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정부와 같은 정책관리자가 고도의 정치적 관리
전략을 시행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Moore의 정치적 관리 요인인 기업가적
옹호, 정책개발관리, 협상, 공적숙의 및 리더십 그리고 공공부문 마케팅과 전략
적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분석 요인으로 구성하여, 육군 제35보병사단, 평택 미군
기지, 특수전사령부 이전이 어떻게 정당성과 지지를 지역사회로부터 확보해나갔
는지를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육군 35보병사단, 평택 미군기지, 특전사는 부대이전에 성공했다
고 평가할 수 있다. 부대이전 과정에서 정부와 국방부가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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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실책이 존재하고 있었다. 또한, 정보의 공개 역시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여 갈등의 정도가 심화되었다. 그러나 정부와 국방부는
부대이전 사업이 진행될수록 소극적인 방관자적 입장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인
대응전략으로 입장을 선회하였고, 이 과정에서 정당성과 지지를 지역사회로부터
확보함으로써 성공적으로 부대이전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위의 내용을 근거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부대이전
정책이 형성되어 집행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정책관리자의 정치적 관리가 시행
되어야 한다. 부대이전은 지역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특성이 복잡하게
작용되고 있는 민군갈등의 일종으로써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기 때문에
이들의 이해관계를 파악하여 정책의 지지와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서, 개방적인 의사결정을 설정하고 정책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적실한 정책
분석과 인력 그리고 예산 등과 같은 관리적 요인의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다수
의 이해관계자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다양한 의견의 경청을 통해 보상안
등과 같은 협상안을 제시할 역량이 필요하며, 숙의민주주의가 부각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양질의 의사결정을 산출하기 위한 숙의의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 즉,
부대이전은 군사적 특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 초기에 적극적인 정보공
개와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 보장이 불가능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부대이
전 초기에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이 발생했으나, 이후 당국의 정보공개와 지역사
회 구성원의 참여가 보장되면서, 갈등이 해소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
라서, 정부 혹은 국방부는 군사보안이 침해되지 않는 선상에서, 다양한 이해관계
자가 공적숙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관리적 대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의 참여를 유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정책관리자의 리더십 역시
필요하다. 정치적 관리의 마지막 단계로, 부대이전 과정에서 적극적인 홍보와
전략적 의사소통을 통한 정부의 사전적 갈등관리가 시행되어야 한다. 군부대의
특수성상 완전한 정보공개가 어려울 수 있으나, 지역사회에서 군이 다양한 행위
자들과 공존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정보공개와 홍
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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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정부 혹은 국방부의 메타거버넌스(metagovernance) 역량이 확보
되어야 한다. 메타거버넌스는 정부가 정치적 권위, 규칙, 제도를 통해 거버넌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중재, 다수의 참여자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역량
격차, 정보와 같은 자원 등을 제공하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거버넌스의
실패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거버넌스의 거버넌스(governance of
governance)로 정의된다(이명석, 2017; 구주영･나태준, 2018; 이재은, 2018;
Sørensen, 2006; Jessop, 1995). 정부나 국방부가 부대이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
에서 정치적 관리가 필요하지만, 이때 발생하는 행위자 간 갈등이나 정보의 불균
형 그리고 숙의의 장 마련과 상호 참여의 기회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메타거버넌
스의 역할을 수행하여 정치적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즉, 다양한 행위자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버넌스를 형성해도, 행위
자간 정보의 격차, 갈등사안에 대한 입장 등으로 인하여 거버넌스가 실패할 가능
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정부는 갈등과 관련된 이해자들이 거버넌스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조정, 중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정치적 관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격차 등을 해소할 수 있도
록 관리적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즉, 정부가 행위자들에게 갈등과 관련된 사안
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Moore의 정치적 관리 전략에 입각하여 부대이전 정책이 추진되었다면, 부대
이전 정책 시행의 지연이 방지되었을 것이다. 또한, 정부는 부대이전 정책 지연
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치안유지 업무 등), 경제적, 사회적(공동체의 와
해, 반목 등) 비용을 대폭 축소할 수 있었을 것이다.
Ⅵ.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추진과제

본 연구는 부대이전 과정에서 필요한 정부의 정치적 관리에 대한 분석과 이를
근거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으나, 본 연구의 한계 또한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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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본 연구의 분석은 육군의 전투 부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해군과 공
군기지 그리고 육군의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기관 역시 부대이전 과정에서 갈등
이 발생한 사례가 존재하고 있으며, 또한 향후에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공군의
경우는 공군기지의 항공기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지역사회와 극심
한 갈등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육군학생군사학교와 육군종합행정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이 이전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대는 주둔 예정지의 주민들과 갈등을 경
험한 사례가 있다(대전일보, 2007. 4. 19; 뉴시스, 2007. 5. 21; 연합뉴스, 2007.
6.27; 연합뉴스, 2008. 1. 12).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육군의 전투부대 이외의
부대이전 갈등 사례가 정치적 관리 측면에서 연구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부대이전 갈등과정을 분석 기간으로 설정하였다. 하
지만 부대이전이 완료된 이후, 부대운영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환경적 측면, 토지 이용 등 지역주민의 민원이 존재할 수 있으
며, 지방정부의 지역개발 정책과 상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갈
등이 부대이전 이후 발생한 경우, 어떻게 성공적으로 관리되었고, 혹은 실패되어
갈등이 심화되었는지를 정치적 관리 요인을 통해 연구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문헌조사를 통해 사례를 분석하였다. 즉, 부대이전 갈
등의 당사자인 부대 관계자, 지역주민 그리고 공무원 등 당시 이해관계자의 인터
뷰를 진행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갈등 사례 분석 연구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인터뷰가 보완되어, 그들의 입장차이와 이러한 입장 차이가 발
생한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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