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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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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t-country Nationals in South Korea and Japan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ovide practical evidences needed to
enhance the labor management system of host-country nationals. In South
Korea, the korean employees in the USFK have become a key alliance issue
as it develops into an important subject in the SMA negotiations. And, there
is a growing social interest about its labor management system.
Therefore, this research provides the understanding of the labor management system of host-country nationals in South Korea by comparing it with
Japan's. South Kore and Japan are the only countries that share defense
costs by signing the special measure agreement. The labor management authority, function, and organization are used to compare and analyze the labor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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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주한미군 기지 재배치로 인한 부대의 통･폐합으로 인해, 일부 폐쇄된 기
지의 주둔군 근로자의 해고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주둔미군 지원인력인 주둔
군 근로자와 그들에 대한 노무관리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최
재훈, 2018).
주둔군 근로자는 주둔군 지원협정(SOFA)에 의거 미군의 주둔을 지원하기 위
해 채용되는 현지인 근로자를 의미한다. 주둔군 근로자는 다양한 직종분야에 종
사하면서 미군의 원활하고 안정적 주둔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미국과의 동맹
발전에 기여한다. 특히, 서무, 회계, 통역 등 사무업무와 건축, 토목, 기계 등 기술
업무 같이 주둔국의 현지 상황과 환경의 이해가 꼭 필요한 직종은 주둔군 근로자
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한국은 90년대부터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건
비 지원을 시작으로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다(남창희, 2002). 2017년 기준으로
12,549명의 근로자가 주한미군에 고용되어 있다. 주한미군이 직접 주둔군 근로
자를 채용하며, 인건비의 69.9%를 방위비분담금으로 한국정부가 부담한다.
주둔군 근로자에 관한 논의는 미국과의 방위비분담 협상에서 국가예산의 부
담을 유발하는 요인인 동시에, 근로자의 생존성과 연계되는 동맹의 중요한 문제
로 대두되면서 미국과의 동맹의 핵심적인 이슈로 자리 잡았다.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역할분담요구가 증가할수록, 주둔군 근로자에 대한 논의가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주한미군 지원인력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둔군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제도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동맹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지만, 주둔미군 지원인력의 노무관리제도에 대한 논의나
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부재한 실정이다. 기존의 논의는 주로 방위비
분담의 중요성으로 인해, 방위비분담의 문제점과 방위비의 적정 규모를 탐색하
는 연구를 중심으로 수행되었고(이대우, 1998; 남창희, 1999; 박정은, 2006; 박휘
락, 2014), 주둔군 근로자에 대한 논의도 근로자의 인건비에 국한되어 이루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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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남창희, 2002).
이에 본 연구는 기존연구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주둔미군 지원인
력인 주둔군 근로자의 노무관리제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일본은 한
국과 함께 미국의 전세계 동맹국 중 유일하게 주둔군 지위협정에 우선하는 특별
협정을 체결하여 방위비를 분담하는 국가이다. 즉, 주둔미군 지원인력의 노무관
리제도를 비교하여 살펴볼 수 있는 유일한 사례를 의미한다.
한국과 일본의 주둔군 노무관리제도를 중심으로 노무관리 권한과 기능, 조직
을 비교함으로써, 노무관리제도의 차이와 장･단점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미국과의 방위비분담협상 결과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주둔군 근로자 문제
에 대비하고, 주한미군 근로자 노무관리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는 데 필요한
실용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주둔군 지위협정과 방위비분담금
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논의를 제시하였다. Ⅲ장과 Ⅳ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고용
방식과 지위 등 근로자 현황과 노무관리제도를 각각 설명하며, Ⅴ장에서는 한국
과 일본의 노무관리제도를 비교분석 하였다. 끝으로, Ⅵ장에서는 결론과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Ⅱ. 이론적 논의
1. 주둔군 지위협정(SOFA)과 방위비분담금(SMA) 형성 배경
가. 주둔군 지위협정(SOFA)

주둔군 지위협정(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의 정식명칭은 ‘대한민국
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다. 이는 주한미군의 법적인 지위를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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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법적인 근거가 되는 조약이다.
SOFA는 1966년 7월 9일 서울에서 한국 외무부 장관과 미국 국무장관의 서명
에 의해 체결되었으며, 1967년 2월 9일에 발효되었다. SOFA는 본 협정문 외에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 합의양해사항(Agreed Understanding), 교환각서
(Exchange of Letters)로 구성되어 있다. 본 협정문과 합의의사록에 대해서는 국
회비준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SOFA는 조약으로서 법률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SOFA는 체결 시 본 협정문에 기본 사항을 정한 후 합의의사록에
상세한 내용을 정하는 형태로 체결되었다(노동부, 2001). 미국은 의회의 동의 없
이 연방정부가 SOFA를 체결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헌법 제60조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음은 SOFA의 개정 연력이다. SOFA의 1차 개정은 1991년 2월에 이루어졌
다. ‘합중국 지위에 관한 협정과 관련 합의의사록의 시행에 관한 양해사항’(이하
양해사항)을 체결하는 동시에, 기존의 합의양해사항과 교환각서를 폐지는 등 본
협정문과 합의의사록을 개정하는 형태로 개정하였다.
SOFA의 2차 개정은 2001년 1월 18일 서명되어, 같은 해 2월 28일 국회 비준
을 통과하였다. 2차 개정은 기존의 협정문 모두를 대상으로 직접 개정하는 형태
를 취하였다. 이를 통해, SOFA는 전문과 31개조로 된 ‘본 협정문’과 부속서로
분류되는 ‘합의의사록’과 본 협정문 및 관련 합의의사록에 대한 ‘양해사항’으로
탈바꿈하였다. 그밖에 ‘교환서한’이 있다. 2차 개정 이후, SOFA는 개정 없이 지
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나. 방위비분담금(SMA)

방위비분담금(SMA: Special Measure Agreement)이란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
둔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일부 재정적 지원을 분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로는 방위비분담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비용만을 의미하며, 넓은 의미
로는 방위비분담금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에 지원되는 기지, 세제감면, 카투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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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등 직간접적 비용을 모두 포함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과 1966년 주한미군지위협정 체결
로 주한미군에게 토지와 시설을 무상으로 공여하고 공공요금을 제공하여 왔으
며, 주한미군 운영과 유지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88년
6월 제20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내용의
공식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1991년 한미 양국은 방위비분담금협약을 체결하였다. SOFA 제5조 제1항은
시설과 구역을 제외한 주한미군 유지 경비를 모두 미국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데, SOFA 규정에 위배되는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 비용부담을 위해 예외 방식인
분담금 특별협정(SMA)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방위비분담은 <표 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건비, 군수 분야, 군사건설 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방위비분담금 항목

항목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방법
현금(100%)
현금(12%)
현물(88%)
현물(100%)

내용
주한미군사가 고용한 한국인 고용원 인건비
막사 훈련장 환경시설 등 주한미군의 비전투시설 건설
탄약저장, 항공기 정비, 수송지원 등 용역 및 물자지원

방위비분담금은 2~5년 주기로 한국과 미국 간의 협상을 통하여 연도별 지원규
모(총액제)가 결정된다. 지난 10년간 체결된 방위비분담금의 최대 연 증가율은
8.2%이며, 10년간 총지출 증가율은 약 36.7%이다(국방부, 2018). 2018년 기준,
인건비는 100% 현금으로 지원하며, 군사건설비는 현금 12%와 현물 88%, 군수
지원비는 현물 100%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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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무관리의 개념

노무관리는 크게 인사관리와 노사관리와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인사
관리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의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고, 교육훈련
을 통해 그들의 직무능력을 배양하며, 보수 및 임금과 승진 등을 통해 직무동기
를 부여하는 일련의 행위이다. 인사관리 요소는 채용, 보수 및 임금, 교육훈련,
평가, 승진, 해고가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며(Youndt et al., 1996), 이들 요소의
관계는 순차적이나, 상호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계되
어 이뤄진다(강성철 외, 2015).
채용은 노동시장에서 인재를 신규 임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고용계약의 형태
에 따라 정규직 고용과 계약직 고용, 일용직으로 구분된다. 보수 및 임금은 근로
자의 노동의 대가, 즉 금전적 보상을 의미한다. 교육훈련은 근로자의 직무수행능
력 향상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함양을 위한 활동을 의미하며, 미래
수행할 직무에 대한 능력 확보(강제상 외, 2015)와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
한다. 평가는 근로자의 성과, 직무능력, 조직 내 평판 등을 측정하는 것이며, 이
를 기반으로 승진이나 보수 및 임금의 향상 등이 이루어진다. 해고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고용관계 종결을 의미한다. 고용관계 종결의 종류는 법률에 의한
고용관계 종결과 근로자에 의한 고용관계 종결, 사용자에 의한 고용관계 종결로
구분된다.
노사관리는 기업경영을 매개로 하여 성립되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 즉 노
사관계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넓은 의미에서는 산업에서의 노동조합과 기
업의 관계 또는 국민적 수준에서 노동문제로 포괄되는 노사관계로 구별되며, 좁
은 의미로는 특정 직무에서의 관리자와 근로자간의 관계로 볼 수 있다(김식현,
1997). 노사관리의 목적은 첫째, 분배구조의 갈등해소와 근로자 욕구불만의 갈등
해결 등을 통한 노사관계와 산업평화 유지와 둘째, 인적자원 중심의 경쟁력 강화
가 목적이다(신철우 외, 2018).
인사관리는 개인단위 근로자를 대상으로 노동력의 효율적 관리 또는 직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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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관리를 의미하지만, 노사관리는 근로자인 근로자와 사용자인 기업 또는 경영
자의 관계를 담고 있다. 즉, 인사관리는 근로자 개별단위에 관한 것이며, 노사관
리는 단체협약과 같이 기업과 노동조합과의 관계를 대상으로 한 집단에 관한
것이다(김식현, 1997).
3. 기존 논의의 검토

지금까지 주둔군 지위협정(SOFA)에 관한 논의는 주로 법적인 측면에서 지위
협정 자체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에 초점이 맞추어져 연구가 이루어졌다. 한･미
행정협정의 불평등한 내용을 찾고,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룬다. 주둔군 지위협정 전반을 논의하거나(김홍길, 2002; 이
장희 외, 2001), 주둔군 지위협정내의 형사 재판권에 관한 문제(박성민, 2011;
손봉선, 2000), 그 외 환경적 문제와 자동차 관리 문제 등(박기남, 2001; 박상현,
2013) 주둔군 지위협정에 관한 다양한 주제가 논의 되었다.
특히, 이장희 외(2001)는 형사 관할권과 환경, 노무, 검역, 시설･구역, 민사소송
절차, 비세출자금기관 등 주둔군 지위협정 담고 있는 광범위한 분야에 대한 검토
와 평가를 통해, 바람직한 주둔군 지위협정 개정방향을 논의하였다. 노무 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NATO SOFA’와 ‘미-일 SOFA’의 경우와 같은 간접고용제
로의 전환과 근로자들의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의미 보장
에 관한 내용의 개정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간접고용제도를 근로자의 권익측면
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제도라고 주장하였다(이장희 외, 2001)
주둔국 지위협정에 관한 논의와 함께, 이와 연계된 방위비분담에 관한 연구도
지속 수행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는 방위비분담의 배경과 방향을 설명하거나
방위비분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 있다(박휘락, 2014). 방위비분
담에 관한 개념연구(현인택, 1991), 방위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정원열 외,
2016; 함성득, 1998), 우리나라의 적정 방위비분담(남창희, 1999)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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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남창희(2002)는 주둔군 근로자 인건비를 중심으로 일본과 한국의 방위
비분담 정책체계를 분석하였다. 일본과 한국의 방위비분담 구조와 인건비 지원
과정에 대한 정책의 환경과 정책결정 과정을 분석하였다. 일본과 한국의 인건비
지원의 배경과 미국으로부터의 압력의 행사 방식은 사실상 동일하며, 일본과 한
국이 협상에 임하는 태도와 집행방식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추가비용부담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인 반면,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신뢰를 얻
기 위해 적극적으로 방위비분담을 수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주둔군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제도를 심층적으로
고찰하고 분석한 연구는 전무하다. 노무관리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
고,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의 주둔군 근로자 인건비와 일자리 문제 등이 지속적
으로 제기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본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무엇보다
미국의 동맹국 중 일본과 한국이 유일하게 주둔군 지위협정에 우선하는 특별협
정을 체결하여 방위비를 분담하는 국가이므로(남창희, 2002), 한국과 일본의 주
둔미군 지원인력의 노무관리제도 비교를 통한 제도의 이해와 시사점 도출은 의
미가 있다.
Ⅲ.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노무관리
1. 근로자 분류 및 현황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는 세출직과 비세출직, 초청계약자에 의한 고용으로
구분된다. 세출직은 의회 활동으로 승인된 재정으로서 명시된 목적에 한해 사용
할 수 있는 국가 예산을 통해 고용된 근로자이며, 비세출직은 식료품점, 리조트,
기타 비세출 관련 사업을 통해 물품 판매, 서비스 수수료, 시설 사용료 등으로
창출된 자금을 통해 고용된 근로자이다. 또한, 초청계약자에 의한 고용은 미 본
토에서 미 정부와 계약을 체결하고 주한미군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민국에 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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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법인이나 개인(초청계약자)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를 지칭한다.
’18년 7월 기준 주한미군사 한국인 근로자 현황은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세출직은 총 9,519명이며 자체충당자금 고용(주로 미군 위락시설 종사) 비세출
직은 3,032명이다. 주한미군의 노무관리 측면에서 세출직과 비세출직 간의 차이
는 존재하지 않으나, 비세출직은 주로 취사 및 취사 서비스(33.1%)와 보급
(17.3%), 일반 서비스 및 지원(11.5%) 직군 비율이 높아 시간제근로자 등 비정규
직 형태의 고용 소요가 발생한다.
<표 2> 주한미군사 한국인 근로자 현황

구분

세출직

AAFES

비세출직

총계

1,639

1,639

공군
육군

934

505

1,439

5,738

836

6,574

국방부

DHL

172

KSC

2,082

2,082

82

82

해병
해군
총합계

358

172
20

378

153

32

185

9,519

3,032

12,551

출처: 한국인 근로자 현황, 주한미군(2018).

임금체계 및 현황을 보면 임금체계는 직군별 각 13개 급(Grades)과 13개 호봉
(Steps)으로 분류되며, 월별 임금수준은 상여금 및 수당 지급에 따라 상이하다.
’18년 3월 미군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집행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자
1인당 평균 연봉은 6,150만 원이다.
2. 근로자 노무관리 권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법적 근거는 SOFA 제17조(노무)와 합의의사록,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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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각서에 기반하고 있다. SOFA 노무조항 내용 분석은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다. 노무조항에서 사용되는 “고용주”의 개념은 SOFA 제17조, 제15조에 따라
주한미군 외에 비세출자금기관과 초청계약자가 포함되며, “고용원”이란 “고용
주”에게 고용되어 있는 한국인근로자들을 의미한다. 반면, 한국 노무단(KSC)은
준군사조직이라는 점에서 SOFA 제17조제1항(나)에 따라 SOFA 노무조항을 적
용받지 않고, 1967년 별도로 우리나라 외무부장관과 주한 美 대사간에 체결된
“한국노무단원 지위에 관한 협정”을 적용하고 있다.
<표 3> SOFA 노무조항 세부내용

조항
SOFA
17 1

제 조 항
SOFA
17 2

제 조 항
SOFA
17 3

제 조 항
합의 의사록
제17조 2항
합의 의사록
제17조 4항
양해사항
제17조 3항
양해사항
제17조 4항
SOFA
17 4

제 조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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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본조에 있어서(가) “고용주”라 함은, 합중국 군대(비세출자금기관을 포함한다) 및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자(초청계약자)를 말한다. 다만, (1) 한국노무단('케이에스
씨')의 구성원 및 (2)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의 개인이 고용한
가사 사용인은 제외된다.
고용주는 그들의 인원을 모집하고 고용하며 관리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의 모집
사무 기관은 가능한 한 이용된다. 고용주가 고용원을 직접 모집하는 경우에는, 고용
주는 노동행정상 필요한 정보를 대한민국 노동청에 제공한다.
본조의 규정과 합중국 군대의 군사상 필요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합중
국 군대가 그들의 고용원을 위하여 설정한 고용 조건, 보상 및 노동관계는 대한민국
의 노동 법령의 제 규정에 따라야 한다.
합중국 정부는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혹은 그러한 고용이 합중국 군대의 군사상
필요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용을 종료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사상 필요
로 인하여 감원을 요하는 경우에는, 합중국 정부는 가능한 범위까지 고용의 종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고용주가 합중국 군대의 군사상의 필요 때문에 본조에 따라 적용되는 대한민국 노
동법령을 따를 수 없을 때에는 그 문제는 사전에 검토와 적당한 조치를 위하여 합동
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한다.
“군사상 필요”는 합중국 군대의 군사목적 수행을 위하여 해결조치가 긴급히 요구되
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 용어는 전쟁, 전쟁에 준하는 비상사태, 그
리고 미국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군의 임무변경이나 자원제약과 같은 상황에 대
처하기 위한 합중국 군대의 준비태세 유지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말한다.
합의의사록 제4에 규정된 대한민국 노동법령으로부터의 이탈은 이의 합동위원회
회부가 비상사태 시 군사작전을 심각히 저해할 경우 반드시 회부되지 아니하여도
된다.
쟁의는 조정을 통하여 대한민국 노동청에 회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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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미군 직접고용제도(direct-hire)를 채택하고 있다. 미군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고용과 관련된 모든 행정 및 관리 기능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보유한다. 즉, 채용 직위/규모 등 소요제기, 지원자 모집 및 추천, 지원자 평가
및 선발, 고용계약 체결/임명 등 모든 책임과 권한이 미군에게 있다.
임금체계는 세출직과 구분 없이 관리하며, 임금수준은 美 국방부 지침과 주한
미군사 인사국의 임금조사를 통해 결정되며, 임금체계 및 관련 규정은 美 공무원
관리체계 및 규정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한국 방위비분담금(SMA) 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는
세출직 인원에 해당하여 산출한다. 지난 5년간 평균 인건비 총액의 약 69.9%를
한국 정부가 부담하였으며, ’17년 기준 한국 측 방위비분담금으로 인건비가 지급
된 세출직 근로자수는 약 5,945명(美측 부담 약 3,040명)이다. 인건비 항목은 인
건비 부담제한이 설정되어 있는데, 주한미군사가 고용한 한국인 고용원 세출직
인건비 전체의 75% 한도 내에서 지원하도록 협정이 체결되어 있다.
Ⅳ. 주일미군 일본인 근로자 노무관리
1. 주일미군 일본인 근로자 현황

주일미군 일본인 근로자는 ‘기본노무계약(MLC)’, ‘선원계약(MC),’ ‘제기관노
무협약(IHA)’ 등으로 구분되어 고용된 주둔군 근로자는 주일미육군, 주일미해
군, 주일미공군 등 부대에서 배정된 업무를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각 군 사령부와 부대 등의 사무원, 기술 요원, 운전 기사, 경비원
등은 기본노무계약을 체결하며, 비전투적인 근무로 주일 미군용 선박에 탑승하
는 선원은 선원계약, 시설내 식당, 매점 등 지위협정 제15조에 규정하는 여러
기관의 웨이트리스, 영업 사원 등은 제기관노무협약을 체결한다. 즉, 기본노무계
약을 통한 고용자의 근무지는 부대인 반면, 제기관노무협약을 통한 고용자의 근
203

국방정책연구 제35권 제4호･2019년 겨울호(통권 제126호)

무지는 주로 위락시설이다.
주둔군근로자의 직종은 계약의 종류와 무관하게 사무 및 기술관계 직종, 기능
및 노무관계 직종, 경비 및 소방관계 직종, 의료관계 직종, 간호관계 직종 등
5개로 구분된다. 여기서 사무 및 기술관계 직종은 주로 서무, 회계, 통역 등 사무
관계, 건축, 토목, 기계 등 기술관계 업무를 수행한다. 기능 및 노무관계 직종은
건물이나 시설의 보수, 점검, 운전 등 기술관계와 청소, 판매, 웨이터, 웨이트레스
등과 같은 업무에 배정된다. 경비 및 소방관계 직종은 경비원, 소방원 등 주로
보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의료관계 직종은 치과위생직, 의료기술직으로
병원 또는 진료소 등에서 의료관계를 수행하며, 간호 관련 직종은 간호직, 간호
보조직으로 역시 병원이나 진료소에서 간호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주둔군 근로자 수는 ’17년 기준 24,960명이다. 주둔군 근로자의 군별 및 계약
유형별 인원은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4> 주둔군 근로자의 계약유형별 인원

구분

육군

해군

공군

소계

MLC/MC

3,448

11,227

5,064

19,739

IHA

227

2,354

2,640

5,221

3,675

13,581

7,704

24,960

합계

출처: 일본인 근로자 현황, LMO(2018).

2. 일본의 주둔군 근로자 노무관련 조항 및 배경

일본은 일본과 미국 간의 상호 협력 및 안전 보장 조약 제6조에 따라 미국에
시설과 구역을 제공하고, 미국은 주일미군을 일본에 주둔시키고 있다. 주일미군
이 그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노동력은 “일본과 미국 간의 상호 협력 및
안전 보장 조약 제26조”와 “일본의 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2조의4”에 따라
일본 당국의 도움으로 충족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일본 정부는 미일주둔군 지위협정(SOFA) 제12조 4항에 따라 미국과 3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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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계약(기본노무계약, 선원계약, 제기관노무계약)을 체결하고, 일본인을 고용
하여 미군에게 제공한다. 일본은 주둔군 근로자에 대한 노무제공, 이를 위한 채
용, 채용 후의 인사, 임금, 복리후생, 단체교섭 그리고 퇴직자 대책에 이르는 모
든 절차가 미일 정부 간에 체결된 관련 조약 및 협정과, 노동법 및 국가 공무원법
등 국내법, 주둔군노무자관리기구 설치법, 퇴직자와 관련된 주둔군관계퇴직자임
시조치법, 주둔군근로자 관련 방위성의 내규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무엇보
다 인력의 제공과 근로자의 채용, 근로자에 지급할 비용(임금) 조달, 근로자와
노무에 관한 협의(단체교섭) 등은 일본 정부가 담당하고 있다.
현재의 노무조항은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다. 노무제공과 고용계약 체결,
단체교접권의 주체는 미일지위협정 제12조와 미일 신노무계약(1956. 9. 18.)에
따라 일본 정부이다.
과거 근로자에 대한 급여 및 수당지급을 주일미군에서 부담하였으나 지금은
일본 정부가 모두 부담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1978년 주둔군근로자에게 지급할
인건비 가운데 복리비와 관리비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인건비에 대한 지원은 미
일지위협정 제24조를 확대 해석한 것으로 일본 정부는 이를 ‘지위협정 틀 내의
지원’이라 규정했다.
<표 5> 주둔군근로자에 대한 일본 노무관리 관련 조항(노무조항)

관련 근거
구분
과거
현재
노무제공 주체 미일지위협정 제12조 의거 일본 정부
좌동
고용계약체결 미일 신노무계약(1956. 9. 18.) 의거
좌동
주체
일본 정부
미일합동위원회 합의(1978, 1979)
미일지위협정
(1960) 제24조 1항
및 1회 미일지위협정에 대한
노무비 지급 의거 미국이 부담
특별협정(1987~2016) 의거 일본
정부 지원
신노무계약(1956. 9. 18.)
단체교섭 미일
좌동
의거 일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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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지위협정에 대한 해석을 확대한 지 10년이 경과한 1987년, 지위
협정의 규정을 보완하는 특별협정을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지급될 수당과 기본
급을 미국을 대신해서 지급하기 시작했다. 구체적으로 일본 정부는 1987년에는
노무자에게 지급될 조정수당의 50%를 지급했으며, 이듬해인 1988년에는 이 협
정을 개정하여 전액(100%)을 지원했는데, 이는 1990년까지 계속된 후, 기본급
등 44개 항목으로 통합되었다. 1991년부터는 노무자에게 지급하는 기본급과 각
종 수당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1995년부터는 전액을 지원하기 시작했으며, 현
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3. 일본의 주둔군 근로자 노무관리

일본 정부는 주둔군근로자를 고용하고 이를 미군에 제공하는 간접고용방식
(indirect-hire)을 구현하고 있다. 우선, 방위성장관은 주일미군과 노무제공을 위
한 계약을 체결하고, 주둔군근로자가 결성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추진하며,
주둔군근로자노무관리기구(LMO)가 수행한 제도개선 조사와 분석을 통해 근로
자의 고용, 급여, 복리후생 업무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주일미군 당국은 방위성과 노무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주둔군근로자노
무관리기구와 근로자에 대한 복리후생 시책을 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셋째, 주둔군근로자노무관리기구는 방위성, 주일미군과 노무관리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근로자에 대한 복리후생 시책을 추진한다.
넷째, 주일미군의 각급 부대는 주둔군근로자의 사용자로서 이들을 지휘 감독
하는 임무를 맡고 있으며, 주둔군근로자노무관리기구의 지역본부와 근로자에 대
한 인사 및 급여지급 절차와 관련하여 협의한다.
다섯째, 방위성장관의 지휘를 받는 ‘지방방위국과 지방방위사무소는 주둔군근
로자가 결성한 노동조합지부와 단체교섭에 임하는 한편, 주일미군의 각급부대
또는 주둔군근로자노무관리기구의 지부와 근로자에 대한 인사 및 급여와 관련
된 절차 등에 관해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주둔군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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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이를 종합하면, 일본정부는 근로자에 대한 인사조치의 심사 및 실시, 근로자의
급여의 계산 및 지불, 근로자에 대한 복지후생 시책 실시, 근로자가 결성한 노동
조합과 단체 교섭 업무를 담당한다. 주일미군은 근로자의 채용과 배치전환, 제
재, 해고 등과 같은 인사조치 결정 등 주둔군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 훈련, 안전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

출처: 防衛省, (2010).
<그림 1> 주둔군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 체계도

4. 주일미군 일본인 근로자 노무관리 기구(LMO)

주둔군근로자의 고용, 제공, 노무관리, 급여 및 복리 후생에 관한 업무를 수행
하는 조직으로 주둔군근로자노무관리기구(LMO)를 2002년 4월 1일에 설립하였
다. 기관위임 사무로서 실시해 온 주둔군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 등 사무에 대해
서는 지방분권 추진계획에서 미일안전보장조약 등에 따라 일본이 지닌 노무제
공 의무를 이행하기위한 사무이며, 국가 및 지방공공 단체와의 역할 분담을 명확
히 한다는 관점에서 국가가 직접 집행하는 사무로 정리되면서 기관위임사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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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폐지되었다. 그리하여 국가가 고용주로서 스스로 실시해야 하는 사무는 국
가가 직접 수행하기로 하고, 기타 사무는 국가의 사무 및 사업의 축소와 효율화
를 도모한다는 관점에서 독립행정법인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
했다. 그리하여 주둔군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 업무는 2002년 4월에 독립행정법
인 ‘주둔군 근로자노무관리기구’로 이관되었다.
이후 LMO는 2007년 1월 9일 방위청이 성으로 전환됨에 따라 주무장관을 내
각총리에서 방위성 장관으로 변경했다. 2015년 4월 1일에는 행정집행법인으로
전환되었다.
2017년 현재, 주둔군 근로자노무관리기구는 287명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과장급 이상은 27명이며 과장급 이하 직원은 260명이다. 과장급 이하
직원 260명 가운데 76%인 186명은 주둔군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 업무에 배정
되어 있다. 주둔군 근로자노무관리기구 직원 1명당 주둔군근로자 수는 평균
140.5명인 것으로 집계된다.
LMO는 주둔군근로자를 고용하여 주일미군에 근로자를 제공하고 노무관리를
담당한다. 또한, 주둔군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주둔군근로자에 대한 복리
후생 시책을 실시한다.
주둔군 근로자노무관리기구는 2005년부터 2017년까지 13년간 연평균 6,460
명을 채용 및 퇴직 조치를 실시했으며, 승격 및 배치전환 등 인사조치도 연간
17,660건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채용인원 수는 2005년 2,795명에서 2017년도에
는 4,199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퇴직자 수도 채용인원과 유사하게
소폭이나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승격 및 배치전환 건수는 연도별로 증
가 감소를 반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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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한국과 일본의 노무관리제도 비교

한국과 일본의 주둔군 근로자 노무관리제도를 비교하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
할 수 있지만, 본 연구는 양국의 노무관리제도의 ‘권한’과 ‘조직구조’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권한’은 한국과 일본의 주둔군 근로자 노무관리 제도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
하고 있는 조직 간의 권한의 집중과 위임의 정도를 의미한다. 오영석(2000)에
따르면 권한은 수평적 차원과 수직적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수평적 차원이
란 같은 수준에 있는 조직 간 권한의 분포를 의미하며, 수직적 차원이란 상하관
계에 있는 조직 간 권한의 분포 정도를 의미한다. 또한, 조직구조는 직위나 권한
관계 등을 구성하는 틀을 의미한다(박경원 외, 1998). 조직구조가 중요한 이유는
조직구조가 조직의 정책결정과 집행, 조직의 방향과 전략, 문제해결방식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Fredrickson, 1986).
1. 권한의 위임

노무관리는 채용부터 교육, 인사, 급여 등 전반에 걸쳐 이루어진다. 주둔군 근
로자 노무관리 권한에 있어서 한국은 권한을 주한미군에게 모두 위임하는 형태
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일본은 선별적으로 그 권한을 위임하는 형태는 보이고
있다.
먼저, 채용책임에 관한 권한 배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채용 직위와 규모 등
소요제기부터 지원자 모집 및 추천, 지원자 평가 및 선발, 고용계약 체결 및 임명
등 모든 노무관리에 관한 권한이 주둔군인 주한미군에게 있다. 반면, 일본의 경
우 지원자 모집 및 추천과 고용계약 체결 및 임명은 일본정부가 하며, 채용 직위
및 규모 등 소요제기와 지원자 평가 및 선발에 대한 권한을 주일미군에게 위임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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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인사관리 권한이다. 우리나라는 승진/강등/배치(전환)/교육/해고 등 인사
결정 및 통보, 통보된 변경사항의 인사 조치, 인사기록 유지 및 관리 등 모든
권한이 주둔군인 미군에게 위임되어 있다. 반면, 일본은 승진/강등/배치(전환)/교
육/해고 등 인사 결정 및 통보만 미군에게 위임하며, 통보된 변경사항의 인사
조치, 인사기록 유지 및 관리 등의 직접 권한을 행사한다.
셋째, 급여 및 보상 관련 권한위임 또한 한국과 일본이 상이하게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경우 급여표/보상 체계 등의 작성 및 준비, 급여 기준별 근로자 분류
및 개인별 급여율 결정, 급여 지급, 매년도 급여조정(인상률/인상금액) 결정 등
모든 권한이 주한미군에게 위임되어 있다. 반면, 일본의 경우, 급여 기준별 근로
자 분류 및 개인별 급여율 결정과 매년도 급여조정(인상률/인상금액) 결정이 위
임되고, 급여표/보상 체계 등의 작성 및 준비와 급여지금은 일본정부가 직접 수
행한다.
이러한 권한과 기능 위임 설정의 차이는 한국과 일본 정부가 주둔군 근자로
노무관리를 위해 채택하고 있는 고용방식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입장
에서 볼 때 한국의 주둔군 근로자 고용방식이 ‘직접고용방식’이라면, 일본의 고
용방식은 ‘간접고용방식’이라 할 수 있다. 고용의 방식에 따라 노동조건을 규정
하는 방식도 각각 다르다. 이에 따라 주둔군과 주둔국간의 각기 다른 노무관리에
대한 권한과 기능 설정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2. 주둔군 근로자 노무관리 조직구조

주둔군 근로자 노무관리에 있어 일본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점은 노무관리
조직구조에 있다. 우리나라는 주둔군 근로자 노무관리는 위한 별도의 조직이 없
으며, 국방부와 외교부, 노동부가 노무관련 사안에 따라 담당자를 지정하여 근로
자를 관리하고 있다. 사안에 따라서, 주한미군과 정부가 위원회를 구성하는 형태
로 문제를 해결한다.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 노무
관리에 역할은 주한미군이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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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일본의 경우, 근로자노무관리기구(LMO)는 입법된 독립행정법인인 주둔
군근로자노무관리기구의 업무방법서에 독립행정법인 주둔군근로자노무관리기
구의 업무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에 따라 업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놓고 있으며, 노무관리 사무 가운데 방위성이
관장하는 사무를 제외한 인사 절차, 급여의 계산, 복리후생의 실시, 주둔군근로
자의 고용에 관한 조사, 분석, 개선방안 작성 등의 실무적 사무를 관장한다.
이러한 노무관리 조직구조의 차이는 한국와 일본이 채택하고 있는 주둔군 근
로자 고용제도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미국이 주한미군 근로
자를 직접고용하고 있는 직접고용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노무관리가 대부분 주
한미군에게 위임되어 있고, 이에 별도의 노무관리 조직을 운영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일본의 경우 간접고용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간접고용
제하에서는 실질적으로 인력지원책임이 있는 일본 정부가 노무관리업무를 전담
하여 수행한다. 즉, 미군의 임무수행 보장을 위한 안정적 인력 공급을 위해 노무
관리 조직 설립과 운영이 필요하며, 주둔군 근로자의 고용과 노무관리 전반에
관한 업무 수행을 별도의 조직이 전담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방위성과 미군, 노무관리기구 간의 유기적인 노무관리 체계 확립을 통
해 주일미군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노무관리기구는 일본 방위성과 주일
미군 간의 연락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Ⅵ.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노조는 고용불안정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
하며 노무조항의 개선을 통한 한국인 근로자의 고용안정 강화를 주장하여 왔다.
특히, 일본이 주둔미군에게 지원인력을 제공하기 위해 채택하고 있는 간접고용
제도(indirect-hire)로 전환을 통한 정부의 근로자 노무관리를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조직구조를 분석의 틀로 한국과 일본의 주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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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노무관리를 살펴봄을 통해 주둔군 근로자 고용제도 전반에 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했다. 한국과 일본의 주둔군 근로자 노무관리의 가장 큰 차이는 주둔
국과 주둔군 사이에 노무관리 권한과 기능의 위임에 있다. 또한, 주둔군 근로자
를 관리하는 조직구조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주한미군 지원인력의 노무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정부는 향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 주체가 될 수 있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현재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채용, 인사, 급여, 교육 등 노무관리에 대한 권한이 모두
미군에게 있다. 이는 미군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주이며, 우리나
라는 미군의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를 지원할 뿐이다.
반면, 일본은 1995년부터 주일미군 일본인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모두 부담
하고 있으며, 자국민 근로자에 대한 고용주체로 노무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 결국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노무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선행조건
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우리나라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 정부가 근로자에 대한 고용주체가 될 수 있
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조치는 정부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또한, 주둔미군 지원인력의 노무관리제도는 미국과 관계가 작용되고 있다는 점
에서, 노무관리의 변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국정부와의 논의와 공감대 형성
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둘째, 주둔미군 지원인력의 노무관리를 위한 조직신설과 이를 위한 법률적 근
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는 주한미군에서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사관리와
노사관리 등 노무관리 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 정부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한 주체로 전환된다면, 현재 주한미군이 수행
하고 있는 노무관리에 관한 모든 역할과 업무가 우리나라 정부로 이관되어야
한다. 즉, 무엇보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과 인력이 필
요하다는 의미이다.
일본의 경우, 약 2.4만 명의 주일미군 지원인력을 관리하기 위해서 287명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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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약 1.2만 명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가 주한미군에 의해 고용되어 있으므로, 100여 명 규모의 노무관
리 조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노무관리 조직의 역할은 채용, 인사,
급여, 교육 등 인사관리측면뿐만 아니라 노사관계의 창구 역할 등 노무관리 전반
에 관한 역할이 포함된다.
이러한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주둔미군 지원인력의 노무관리제도에
국한되어 논의가 진행되어, 노무관리제도 변화가 노무관리의 효율성과 동맹관계
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 다양한 견해를 포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특히, 주둔미군
지원인력의 노무관리제도 변화에 대한 미국의 입장과 의견이 충분히 고려되어
야 하며,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한 지원을 전제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그간 사회적 관심이 적었던 주둔미군 지원
인력의 노무관리제도를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의 주둔군 근로자의 노무관리 전
반에 관한 내용을 분석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국가 간 제도비교를 통해
제도의 차이와 장･단점, 그리고 이에 대한 근거를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사관리와 노사관계 등 노무관리에 대
한 관심이 촉진되고,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과 한･미 동맹 발전의 근간이 되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처우 개선 등 다양한 정책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후속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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