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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 공유
주일 미군과 주한 미군에 관련된 혜택 및 비용
미국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 GAO-21-270 의
요약정리

GAO 의 조사 동기
미 국방부와 국무부 모두 미국과 미국의
우방인 일본과 한국 간의 협력이 지역 및
국제적 도전과제를 푸는데 필수적이라고
보고한다. 이들 국가에 몇 십년에 걸쳐 전방
주둔해 온 미군은 이러한 보안 동맹을
강화해 왔다. 미 국방부는 일본에 세계 최대
규모인 약 55,000 명의 전방 주둔군을
보유하고 있다. 미 국방부는 한국에 약
28,500 명의 전방 주둔군을 보유하고 있다.
미 국방부는 양국에 매년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고, 이러한 미군 주둔을
지원하기 위해 수만 에이커에 달하는
훈련장부터 단일 안테나 기지에 이르는
수십여 곳의 시설을 유지하고 있다.
2020 년 회계 연도의 국방수권법안은
GAO 가 미군의 일본 및 한국 전방 주둔에서
파생되는 안보 혜택 그리고 2016 년부터
2019 년까지 발생한 안보 혜택 관련 비용에
대해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였다.
이 보고서는 (1) 일본과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에서 비롯되는 미국의 국가적 및
지역적 안보 혜택, (2) 2016 년부터
2019 년까지 미군이 일본과 한국 주둔에
담보한 예산, (3) 2016 년부터 2019 년까지
일본과 한국이 제공한 직간접 부담 공유
기여도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
목적을 위해 GAO 는 미 국방부와 국무부
관리들 그리고 9 명의 민간 전문가를
인터뷰하였고, 다양한 전략 문서 및 전문
자료를 검토하였으며, 미 국방부
관리들로부터 제공받은 관련 비용 자료를
분석하였다.
GAO-21-270 보기.
보고서의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Diana Maurer (TEL. (202) 512-9627;
maurerd@gao.gov) 나 Jason Bair (TEL.
(202) 512-6881; bairj@gao.gov)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GAO 의 조사 결과
GAO 는 미국의 국가적 및 지역적 안보면에서 주일 미군과 주한 미국으로부터
비롯되는 6 가지 혜택을 확인하였다. 미국 관리들과 전략 문서들은 이러한 혜택을
언급하였고, 민간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이에 동의하였다.
주일 미군과 주한 미군에 의해 비롯되는미국의 국가적 안보 혜택
지역 안정 및 보안

비핵화 및 비확산

공격을 저지하고 호의적 세력 균형을
보장함으로써 지역 안정 및 보안유지에
기여한다.

북한의비핵화를 이루고 나아가 전반적으로
비확산을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에 동참한다.

강력한 동맹관계

방어 역량 및 상호운용성
일본과 한국의 방어 역량과 미군 및 무기
시스템과의 상호운용성을 향상시킨다

사태 대응

미국이 일본 및 한국과 맺은 양국 관계를
강화시킨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에 대해 군사 및 비군사 사태(예:
자연재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바람직한 거버넌스와 경제적 번영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전략적 비전으로서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조성한다.

출처: GAO 의 미국 및 미군 주둔국 전략 문서, 전문 자료 그리고 미 국방부 및 국무부 관리들 및 민간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분석. | GAO-21-270

미 국방부는 2016 년부터 2019 년까지 육군, 해군, 공군 및 해병대의 예산에서
주일 미군에는 24 조원 (209 억 달러), 그리고 주한 미군에는 15.3 조원을 (134 억
달러) 담보하였다. 규모순으로 군대 직원, 운영 및 관리, 가족 주택 운영 및 관리,
가족 주택 건설, 그리고 군사 시설 건설의 5 개 영역에서의 군대 활동으로 인한
예산을 담보하였다.
2016 년부터 2019 년까지 미 국방부가 주일 미군 및 주한 미군을 지원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연도별

단위: 백만 달러
일본

한국

출처: GAO 의 미 국방부 자료 분석. | GAO-21-270

미 국방부에서 제공한 데이터에 의하면 2016 년부터 2019 년까지 일본은
14.4 조원 (126 억 달러), 한국은 6.6 조원 (58 억 달러) 상당의 현금 및 현물을
부담하였다. 이러한 직접적 재정 지원은 노동, 건설 및 공과금과 같은 특정 비용
지불에 사용되었다. 미 국방부 관리들에 의하면 직접적 재정 지원 외에 일본과
한국은 주둔하는 미군이 사용하는 토지 및 시설의 무상 제공 뿐만 아니라 세금 및
관세 공제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간접 비용도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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