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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전후 70년의 세계와 동아시아의 평화”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일제 식민지로부터 해방 된지 70년이 흘
렀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오늘의 동아시아는 평화와 발전의 협력 공동체를 이룩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남북한 간의 적대적 대결상태나, 한·일, 중·일간의 역사적 화해와 과거 청산이 해결되지
못한 채 군사적 긴장상태만 강화되고 있어, 또 다른 전쟁이나 핵전쟁마저 위협하는 반 평화적
인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독일의 나치와 일제 파쇼를 패망시킨 연합군의 국가들은 승전 70년의 축제를 벌이고 있지만, 한·
중·일 동아시아의 시민들은 점점 강화되는 일본의 우경화나 불안해지고 있는 남북한 대결체제,
그리고 미일 중소 강대국들의 군사적 경쟁을 바라보면서 동아시아의 안보와 평화의 길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동아시아의 평화와 역사적 화해를 위해 여러 나라의 시민사회 단체들과 함께 대화와
연대의 마당을 열어 온 “역사NGO포럼” 은 2015년 역사NGO세계대회를 “전후70년의 세계와
동아시아 평화” 라는 주제로 아시아와 유럽, 미주의 여러 전문가와 시민운동가들과 함께 개최
하며, 동 아시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NGO들의 현 단계 과제와 역할이 무엇
인지를 모색하는 논의를 전개하고 저 합니다.
특히 한일 협정 50주년을 맞아, 동아시아의 역사적 화해와 평화 공동체 형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잘못된 한일관계, 미결의 과거 청산을 반성하면서, 바람직한 새로운 관계 형성을 위한 여
러 과제들을 짚어보며 시민사회단체, NGO의 연대를 강화하는 모임들도 함께 가지려 합니다.
2015년 7월 10-11일, 고려대학교 서울 캠퍼스의 인촌기념관 강당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프로그램으로 대회를 진행코자 하오니 뜻있는 여러 기관 단체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대합니다.
2015. 7. 9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역사NGO포럼 상임대표 이삼열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소장 이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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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개요

개

요

대 회 명

제6회 역사NGO세계대회

일

시

2015년 7월 10일(금) - 12일(일)

장

소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주

제

전후 70년의 세계와 동아시아 평화 : 시민사회의 참여와 역할

슬 로 건
공동주최

역사의 매듭, 평화로운 미래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역사NGO포럼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유럽역사교육자연합 (EUROCLIO)

협력기관

에버트재단 한국사무소
피스보트 (PeaceBoat-일본 NPO)

참 가 자

전문가, 활동가, 교사, 청년 등
개막식 및 국제심포지엄(문화가 함께하는 전체회의), 주제별 워크숍,

주요프로그램

청년포럼, 문화행사, 역사전시회, 역사문화 탐방(필드워크),
참가자 교류회 등

목

적

동아시아 평화정착을 위한 역사NGO들의 역할 증대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해온 역사NGO들간의 네트워크 강화
평화교육을 통한 글로벌 미래세대 양성
상생에 기반을 둔 역사인식 위에 평화로운 사회 건설

특

징

동아시아 갈등에 관한 상호 학습의 장
시민사회 풀뿌리 운동에 관한 경험 나눔의 장
갈등극복과 화해를 향한 역사인식 공유의 장
평화의 미래를 향한 지구적 실천의 장
평화교육을 통한 글로벌 미래세대 양성의 장
문화와 예술을 매개로한 화합과 평화 모색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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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프로그램 일정 (7. 9-7.12)

(∎)한영일 동시통역

프로그램명
오리엔
테이션

환영만찬
한일시민단체 대토론회
폐막식
참가자교류회

분과
워크숍

전시회

필드
워크

장소

7월 9일
19:00~20:30

라마다앙코르
동대문호텔

7월 10일
14:00~18:00
7월 10일
18:30~20:00
7월 11일
09:30~15:30
7월 11일
16:00~18:00
7월 11일
18:30~20:30

개막식 및 국제심포지움

메인
행사

일정

인촌기념관 강당
인촌기념관
VIP식당
인촌기념관
대회의실 101
인촌기념관
대회의실 101
국제관
카페테리아

언어

∎

∎
∎

Ⅰ 국제NGO네트워크와 협력을 위한 아시아 - 유럽 화상회의
주관: 역사NGO포럼 · EUROCLIO (유럽역사교육자연합)

7월 9일
16:00~18:30

라마다앙코르
동대문호텔 회의실

Ⅱ 역사화해를 위한 풀뿌리 교류
주관: 아시아평화시민네트워크

7월 10일
09:30~12:30

고려대 문과대학
315

Ⅲ 청년포럼: 전쟁, 여성인권 그리고 평화
주관: 대학생동아리 AIESEC

7월 10일
10:00~12:30

고려대 문과대학
314 A

Ⅳ 소통과 화해 대화 체험 프로그램”
주관: 동아시아갈등해결국제연대·브리지포피스 (일본)

7월 10일
10:00~12:30

고려대 문과대학
314 B

영어

Ⅴ 동아시아 역사대화와 교과서
주관: 역사NGO포럼 기획위원회

7월 10일
09:00~13:00

라마다앙코르
동대문호텔 회의실

영어

Ⅵ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 체제 극복과 동아시아 평화
주관: 동아시아역사시민네트워크

7월 10일
10:00~12:30

고려대 문과대학
132

Ⅶ 식민지 조선의 사회경제조사-통합과 차별의 지적 토대
주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7월 10일
10:00~12:30

고려대
아시아문제연구소
대회의실(3층)

해방70주년 기념 전시회:
일본군 ‘위안부’ 역사적진실과 정의
주관: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

7월 9일~12일

인촌기념관
앞마당

Ⅰ 서울시내 역사문화 투어

7월 12일
10:00~15:00

인사동, 경복궁

7월 12일~13일

강원도 일대

Ⅱ 한국전쟁 전적지 방문 (1박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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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7월 9일 (목)

▣ 국제NGO네트워크
취지: 2차 대전 종전 70년을 맞아 식민지 문제 극복과 역사교육에 대한 동아시아와 유럽의 경
험을 공유 및 비교하며, 역사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 논의한다. 특히 동아시아가 처한 역
사갈등의 원인을 진단하고 그 문제 극복과 화해를 위해 유럽과 동아시아의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진행방식: 대표 발제자의 기조발제로 본 워크숍의 의미와 취지 및 논점을 제시하고, 이어서 사
회자가 준비한 질문들에 대해서 패널리스트들의 응답과 토론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내

용

장소/시간

언어

국제NGO네트워크와 협력을 위한 동아시아 - 유럽 화상회의
주관: 역사NGO포럼 · EUROCLIO(유럽역사교육자연합)
“동아시아와 유럽이 경험한 전후 70년의 세계와 역사교육:
역사화해와 국제협력 모색”
진행: 강성호 (한국, 역사NGO포럼 운영위원장)
(동아시아 패널리스트)
1. 이삼열 기조발제 (한국, 역사NGO포럼 상임대표)
2. 이정옥 (한국, 대구가톨릭대 교수)
3. 우쯔미 아이꼬 (일본, 게이센대학교 명예교수)
4. 유카 이부키 (일본, 전 고등학교 교사, NGO활동가)
5. 프란시스 로 (말레이시아, 사인스 말레이시아대학교 교수)
(유럽 패널리스트)
1. 조나단 에벤조할 (유럽역사교육자협회-Euroclio 사무국장)
2. 스테파누스 스티거 (유럽역사교육자협회-Euroclio 기획팀장)
(온라인 참가자)
3. Paolo Ceccoli (이탈리아, 역사교사, 유로클리오 이사)
4. Milos Vukanovic (몬테네그로, 국립역사박물관 학예관)
5. Jacek Staniszewski (폴란드, 역사교사/교육부 연구관)
6. Jelka Razpotnik (슬로베니아, 사학자/교재 출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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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마다앙코르
호텔 회의실
16:00-18:30

영어

7월 10일 (금)

분과별 프로그램

▣ 풀뿌리 교류 워크샵
동아시아 한중일의 역사갈등 영토갈등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한중일) 지역 기반의
풀뿌리 역사연구와 대화를 통해 공동의 역사인식을 지향한다. 시민들의 ‘역사대화와 평화교육
을 위한 동아시아 풀뿌리역사NGO 네트워크’ 구축과 교류를 지원하고 나아가 아시아평화실현
에 기여하고자 한다. 우선적으로 일본과 중국의 지역기반 역사NGO 민간연구단체 역사활동 그
룹을 발굴하고 교류하는 기회를 마련한다. 정례적으로 교류를 추진하며 차후 역사NGO대회에
참가하는 유럽과 북미 및 동남아시아 지역 단체들과도 교류기회를 모색해 간다.

프로그램

장소/시간

언어

3. 중국 연변 및 동북3성 지역 역사찾기 활동_이경호 (중국, 연변 후사모)

문과대학

한

4. 일본군‘위안부’와 여성인권 활동_야마모토 세츠코 (일본, 저널리스트)

315

중

09:30-12:30

일

역사화해를 위한 풀뿌리 교류 _ 주관: 아시아평화시민네트워크
1부 역사대화와 평화만들기
사회 이대수 (한국, 아시아평화시민네트워크 운영위원장)
1. 동북아평화를 위한 중국조선족의 활동_장경률 (중국, 연변조선문학회)
2. 일본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_오카다 다카시(일본, 일한100년시민네트)

2부 활동 사례 소개
1. 한반도와 일본열도 관련 역사찾기 (오덕만. 위례역사문화연구회)
2. 청소년 및 성인 역사문화 교육 (신영주. 수원지기학교)
3. 지역역사문화운동 (김홍영. 춘천역사문화연구회)
4. 한일시민단체 교류 (김남규. 대구KYC)
5. 유네스코 문화유산 만들기 (손병주. 성남역사문화연구회)
6. 한국전쟁 민간 희생자 (조동문. 한국전쟁 유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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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포럼
전쟁속에서 상대적 약자로서 유린되는 여성인권의 피해와 여성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사례를 알아보며 궁극적으로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청년세대의 역할을
조망한다.

프로그램

장소/시간

언어

고려대
청년포럼: Over HER Tears 2015 ‘전쟁과 여성인권 그리고 평화’
주관: 대학생동아리 AIESEC KOREA

문과대학
314 A
10:00-12:30

▣ 전문가 워크샵
동아시아 역사관련 연구자들이 함께 모여 역사대화를 시작하며 장기적으로 공동의 아시아
역사교재를 만들고자 한다.

프로그램

장소/시간

언어

동아시아 역사대화와 교과서 _주관: 역사NGO포럼 기획위원회
라마다
이정옥 (한국, 대구카톨릭대학교 교수)

앙코르호텔

신주백 (한국, 연세대학교 HK연구교수)

회의실

프란시스 로 (말레이시아, 사인스말레이시아 대학교 교수)

영어

09:00-13:00

팜 반 뚜이 (베트남, 하노이대학교 교수)

▣ 동아시아역사시민네트워크 세미나
동아시아 역사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1952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형성배경, 문제점 분석과
그것의 극복방안을 논의함으로써, 동아시아 평화질서를 확립하는 미래지향적 정책방안을
모색한다.

프로그램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 체제 극복과 동아시아 평화
_주관: 동아시아역사시민네트워크
사회: 윤대원(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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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시간

언어

고려대
문과대학
132
10:00-12:30

한
국
어

1주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역사적 분석과 극복방안

발제: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토론: 장박진 (국민대학교 교수)
2주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국제정치적 분석과 극복방안
발제:

박태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토론:

김준형 (한동대학교 정외과 교수)

3주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국제법적 분석과 극복방안
발제: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

토론:

도시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고려대
문과대학
132

한
국
어

10:00-12:30

종합토론 사회: 신수식(경희대학교 겸임교수, 동아넷 정책위원)

▣ 소통과 대화 프로그램
동아시아 청년들의 대화와 상호 이해를 통해 서로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발견하고 역사화해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시도한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갈등해결 전문가와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온라인을 통한 방법론을 적용한다.

프로그램

장소/시간

소통과 화해 대화 체험 프로그램 [온라인 활용]
_주관: 동아시아갈등해결국제연대(한국) · Bridge For Peace (일본)

언어

고려대
문과대학

영어

314 B

동아시아 지역 참가자: 14-20명
진행 FT: Libby and Len Traubman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연결)

10:00-12:30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학술회의
20세기 전반 동아시아에서 형성된 제국과 식민지는 제국적 질서로의 통합과 식민지 차별이라
는 이중성이 동시에 작동하는 관계였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의 작동을 가능하게 했던 지적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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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하나가 식민지에 대한 광범한 사회경제조사 활동이었다. 제국과 식민지의 차이가 객관적으
로 계측되는 됨으로서 일본은 제국 내부를 통합하려는 실천을, 식민지는 차이를 통해 민족적,
지역적 특수성을 강조함으로서 서로 길항하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이에 본 학술대회는
동아시아 지역의 통합과 차별의 이중적 관계를 지탱하는 지적토대로서 식민지 조선의 사회경
제조사의 현재적 의미를 탐색하고자 한다.

프로그램

장소/시간

언어

식민지 조선의 사회경제조사-통합과 차별의 지적토대
_ 주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사회: 조영준 (한국학중앙연구원)
1. 조선총독부의 통계행정기구 변화와 통계자료 생산
발표: 송규진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토론: 조경희 (성공회대학교)
2. 제1차 대전 이후 경제 불황과 사회조사-주택, 실업, 빈민
발표: 김윤희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토론: 이형식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3. 1928년 경북지역 가뭄과 사회조사 :
발표: 송병권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토론: 이헌주 (국사편찬위원회)
4. 일제의 통계조사와 조선인 ‘대항담론’의 형성
발표: 조명근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토론: 방광석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7월 10일 (금)

개막식과 국제심포지엄

▮참가대상: 연구자, 활동가, 일반인
▮장소: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 강당
▮지원언어: 한․일․영 동시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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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아세아문제연
구소 3층
10:00-12:30

한
국
어

시

간

13:30 - 14:00

내

용

등록
개막식
연출: 장서현 (한국, 역사NGO포럼 운영위원)

14:00 – 14:30

개회사_ 이삼열 (역사NGO포럼 상임대표)
환영사_ 이종화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소장)
축사1 _ 김학준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축사2 _ 스벤 슈베어젠스키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한국사무소 소장)
축사3 _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사진촬영 - 대표단 및 내빈

14:35 -14:40

Ⅰ 역사의 매듭 - 주제영상

영상제작: co-op Media

Ⅱ 국제심포지움
“전후 70년의 세계와 동아시아 평화: 시민사회의 참여와 역할”
발표1. 최상용 (한국, 전 주일대사)
주제: “동아시아의 평화와 한ㆍ중ㆍ일 협력”
발표2. 우쓰미 아이꼬 (일본, 게이센대학교 명예교수)
14:40-16:20

주제: “동아시아의 전후 질서와 역사화해를 위한 일본의 역할과 기여
발표3. 베르날 헤레라 몬데로 박사

Dr. Bernal Herrera Montero

(코스타리카, 코스타리카 대학교 부총장)
주제: “전후 70년의 세계와 평화 구축 과제: 남미의 관점”
발표4. 조나단 에벤조할 (네덜란드, 유럽역사교육자연합-유로클리오
사무국장)
주제: “국경 너머 함께 하는 역사교육–평화 구축 방안?”
Ⅲ 평화로운 미래 - 평화음악회
• KBS국악관현악단
16:30-17:00

성의신(해금), 유기준(대금), 신주희(소금), 김희진(가야금), 김혜진(타악)
• 객원: 김재일(바리톤), 조주선(판소리), 김광호(피리), 박경훈(건반),
박진형(피리)

17:00-18:00

종합토론
좌장: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 헤이그 국제상설재판소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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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1일 (토)

한일시민단체 대토론회

▮취지
일본의 아베정권의 퇴행적인 역사인식은 고노담화와 무라야마 담화 등 일본정부가 그동안
표명해 온 미래지향적인 역사인식을 후퇴시키며 한․일 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2015년 한일 협정 50주년을 맞이하여 아직까지 미해결과제로 남아있는 진상규명, 한일협정
체제, 일본군 ‘위안부’문제 등을 살펴보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한 시민사회의 과제에
대해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참가대상: 연구자, 활동가, 일반인
▮장소: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 대회의실
▮지원언어: 한․일․영

동시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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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09:00 – 09:30

내

용

행사장 셋팅 및 등록
한일관계 50년의 반성과 과제: 국제적 협력의 강화와 걸림돌 극복을 위해”
사회: 정은정 (한국, 동북아역사재단 교육팀)
[1부] 한일 과거사문제에 관한 현황과 대응
주제발표1. 대일과거사문제 진상규명 노력과 한계
한국발표 정혜경 (한국, 대일항쟁기위원회 조사1과장)
일본발표 고바야시 히사토모 (일본, 전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 사무
국장)

09:30-12:30

주제발표2. 한일협정 50년 체제의 반성과 새로운 관계설정
한국발표 장완익 (한국, 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 위
원장)
일본발표 야노 히데키 (일본, 일한관계 재구축캠페인 2015 사무국장)
주제발표3.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의 국제적 협력과 걸림돌
한국발표
일본발표
12:30-14:00

안신권 (한국,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나눔의 집 소장)
양징자

(일본,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전국행동

대표)

점심시간
[2부_ 종합토론]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의 과제
사회 _ 이신철 (한국, 아시아평화와 역사연구소장)
_ 노히라 신사쿠 (일본, 피스보트 공동대표)
• 발표자와 지정토론자, 청중들

14:00-15:30

• 지정토론(한국): 김종수(1234간토시민연대 대표), 이국언(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대표), 송도자(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 함
께하는 통영거제시민모임 대표), 이경희(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
는 마창진시민모임 대표), 안이정선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대표), 임국평(평택-에히메시민교류회 사무국장), 김선실(한국정신대문
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최봉태(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
원회 전위원장) (해외): 조나단 에벤조아(유로클리오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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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막식
▮참가대상 : 연구자, 활동가, 일반인
▮장소 : 인촌기념관 대회의실
▮지원언어: 한․일․영 동시통역
시

간

내

용

사회: 강성호 (한국, 역사NGO포럼 운영위원장)
폐회사 Closing remarks
이삼열 (역사NGO포럼 상임대표)
분과별 결과보고
신주백

(연세대학교 HK교수, 한국)

이대수 (아시아평화시민네트워크, 한국)
고뱌야시 히사토모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 사무차장, 일본)

16:00 – 18:00

대회 총괄평가 보고 Wrap-up reports
송규진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
샌드아트 영상 「나와 우리의 이야기를 기억해 주오」
샌드아트작가 최은영
선언문 낭독 Declaration of conference statement
베르날 헤레라 몬데로 (코스타리카 대학교 부총장, 코스타리카)
양징자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 전국행동 대표, 일본)
김두힘 (역사NGO포럼 국내사업 담당, 한국)
폐막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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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막 국제심포지엄 발표문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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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발제 (한국)

동아시아 평화와 한중일 협력
최상용 (전 주일대사)

1. 한중일 협력을 위하여

우리가 동아시아 전후 70년을 회고하고 앞으로 동아시아의 평화를 전망함에 있어서 한중일 협
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예나 지금이나 한중일 3국은 구미(歐美)와 함께
세계의 중심축을 이루어 왔다. 특히 근・현대사에서 3국은 각기 세계를 향하여 뚜렷한 모델을
제시해왔다. 일본은 명치유신을 통하여 비(非)서양국가 최초로 자력(自力)으로 근대국가를 만들
었고 중국은 개혁・개방을 통하여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성공사례를 보
여주고 있다. 그리고 한국은 최빈국에서 출발하여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를 이루었고 특히 아시
아에서 최초로 “밑으로부터의 운동”으로 권위주의 독재와 싸워 민주주의를 쟁취한 나라이다.
한중일 3국의 인구는 세계의 23%, GDP는 세계의 20% 이상이고 외화보유액은 세계의 약
50%이며 3국간에 주 2000편 이상의 비행기가 날고 있고 연 1700만 가까운 3나라 국민이 왕
래하고 있다. 이러한 인적.물적 상호의존성은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 3국이 협력하
여

EU NAFTA ASEAN과 같은 지역 공동체의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동아시아평화의 보증은

물론 세계평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공동체론은 학문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의미있
는 진전이 없고 현실적으로 세계의 다른 지역에 비해 체제이념 군비경쟁 영토분쟁 민족주의 등
장애요인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3국 협력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기대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안중근이 죽음을 앞두고 집필한 「동양평화론」을 떠올리게 된다. 그의
동양평화론의 핵심은 다름 아닌 한중일 3국의 연대이며 3국 공동은행설립과 3국 공동평화군
창설 등의 구상을 담고 있다. 유럽통합론을 반세기나 앞서는 선구적인 제안이었으나 그 후 역
사의 진행은 그의 한중일 3국 평화구상을 역행하고 말았다.
지금 동북아의 국제정치는 크게 요동치고 있다. 이 지역의 협력과 통합의 길을 걷기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지역의 직접 당사국인 한중일 3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다. 어떤
경우라도 또 다른 냉전으로 돌아가는 잔인한 선택은 피해야 한다. 그런데 習近平 국가주석의
“중국 민족 부흥의 꿈” 과 安倍晋三 총리의 “적극적 평화주의” 그리고 朴槿惠 대통령의 “동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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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평화구상”이 함께 갈 수 있는 한중일 협력의 뚜렷한 비젼이 보이지 않는다. 지금 동북아 3
국의 15억 국민은 대결과 화해 갈등과 통합 전쟁과 평화의 기로에 서 있다.
역사의 흐름을 통찰하고 역사의 교훈을 살리는 것은 일차적으로 그 시대의 지적(知的), 정치적
지도자의 책무이다. 원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그 나라를 망치는 것은 민중이 아니라 지도자
의 오판과 무능이기 때문이다. 역사의 큰 전환점에서 3국의 지도자들이 화해와 통합과 평화의
방향으로 리더쉽을 발휘해주길 바랄 뿐이다.
우선 한중일 3국은 先易後難 의 기능적 접근의 지혜를 활용하여 동아시아의 평화와 3국의
공동번영을 위해 지속가능한 의제(agenda)들을 발굴해 나가야 한다.

1) 정치현안으로 한국정부는 2015년 안에 한중일 정상회담을 한국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
해야 한다.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의 의장국으로서의 의무이기도하다. 원래 2013년에 한국이 3국
정상회담을 개최했어야 하는데 기회를 놓쳤고 2014년에도 한일간에 역사문제를 둘러싼 관계악
화와 중국의 소극적 태도로 성사되지 못했다.
2) 문화교류는 정치적 쟁점이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나는 오래전부
터 한중일 3국의 예술인으로 구성된 상설 오케스트라 가칭 Beseto Orchestra의 창설을 제안해
왔다. 역사문제 군사문제 영토문제 등으로 얽혀있는 3국이 음악예술로 지속적인 문화교류를
추진해간다면 역내 15억 국민은 물론 세계를 향한 동아시아의 매력적인 메시지가 발신될 수
있으며 그 오케스트라에 북한예술인이 참가하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한반도 평화에도 기여
할 것이다. 상설오케스트라가 만들어지기 전이라도 수시로 3국의 예술인들이 도쿄돔에서, 천안
문광장에서, 그리고 서울광장에서 3국의 화합과 공동번영을 기원하는 흥겨운 공연을 할 수 있
으면 좋겠다.
3) 학술적인 분야에서 한중일이 공유할 수 있는 사상적 철학적 자원을 공동으로 연구하는 것도
금방 눈에 띄지는 않지만 3국의 문화 교류에 도움이 될 것이다. 예컨대 17세기 중국의 黃宗義,
18세기 조선의 박지원(朴趾源), 19세기 일본의 요꼬이쇼낭(横井小楠 )의 비교연구는 흥미로운
테마가 될 수 있다. 이들이 공유하는 사상은 당시 포괄적인 지식체계였던 유교에 내재한 프라
그마트즘(pragmatism), 당시의 언어로 말하면 실학(實學)이다. 그들은 實事求是의 관점에서 서
양문명을 주체적으로 수용한, 동아시아의 탁월한 공공철학자 (public philosopher)들이다.

2. 한일파트너십을 위하여

1) 「21세기 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
한일관계에 관한 연구결과나 나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본다면 역사문제에 관한 한일관계
의 쟁점을 해결함에 있어서 두 나라 국민이 대만족할 만한 묘책은 없다. 이런 때 일수록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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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모범답안을 찾기보다는 1965년 이래 한일관계사에서 두 나라간의 상호이해의 면에서 가장
바람직하고 현실적인 합의사항이 무엇이었나 하는 것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역사문제를 포함한 한일 간의 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가장 획기적인 결정은 1998년
10월 도쿄에서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과 일본의 오부치게이조(小淵惠三) 총리대신 간에 합의를
본 「21세기 새로운 파트너십 공동선언」(이하 공동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
는 이 「공동선언」과 그 후의 한일관계의 눈부신 진전을 높이 평가하여 「1998년 체제」라는
표현이 쓰이고 있다. 국교정상화 후 한일관계를 「1965년 체제」라고 한다면 1998년 한일파
트너십선언은 한일관계사에서 새로운 기점(起點)으로서의 의미가 충분하다는 뜻이다. 「공동선
언」은 원칙적 합의와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
지는 것은 일본정부의 「식민통치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명문화한 것과 한국정부가
일본의 대중문화를 한국에 개방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우선 역사문제는 한국정부가 강요한 것이 아니라 무라야마(村山富市) 총리담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무라야마 총리의 역사담화는 일본의 현실에서 기대할 수 있는 양질(良質)의 역사관
을 담고 있다. 사회당위원장으로서 연립정권의 총리가 된 무라야마씨가 일본이 아시아 여러 나
라(諸國)에게 끼친 고통에 대해 반성과 사죄를 했는데, 그 담화에는 아시아諸國이지 한국이 구
체적으로 기술되지 않았다. 이 무라야마 담화의 내용을 일본이 한국에 행한 식민통치에 대한
반성과 사죄로 구체화, 명문(明文)화 하고 두 나라 정상(頂上)이 합의한 것이 바로 「공동선
언」의 역사조항이다.
그 다음 일본의 대중문화를 한국에 개방하겠다는 결정은 한일관계사에서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당시 한국내에서는 일본대중문화의 국내개방이 시기상조라는 여론이 팽배했으며, 만
화.애니메이션 등 일본문화산업의 높은 경쟁력에 대한 위기의식이 감돌고 있었다. 그때 나는
문화개방에 찬성하고 대체로 다음과 같은 논지로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바 있다. “문화교류는
역사의 어느 특정시점에서의 우열(優劣)로만 볼 것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를 잇는 끝없는
상호학습의 과정입니다. 일본의 에도(江戸)시대에는 한국이 일본에 대해서 문화를 전수하기도
했고 한국의 산업화시대에는 일본의 앞선 경험을 배웠습니다. 이처럼 문화교류는 서로가 배우
는 기나긴 과정입니다.” 문화개방은 인적교류의 확대로 이어져 국교정상화가되던 해 1년에 1만
명이던 것이 문화개방이후엔 1일 1만명 왕래의 시대를 열게 되었고, 2005년 한일우정의해에는
역사문제로 격심한 긴장관계 속에서도 1년에 약 750건의 문화행사가 성공리에 이루어졌다. 일
본의 대중문화의 한국시장개방이 없었던 들 한류(韓流)는 상상도 할 수 없다.
지금 한일 관계는 극도로 악화되어있고 앞으로도 한일 간에는 역사문제로 크고 작은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그때마다 두 나라 지도자들은 「21세기 한일파트너십 공동정신」으로 돌아가
막스 웨버가 지도자의 자질에서 그토록 강조했듯이 확고한 책임윤리(Verantwortungsethik)를
갖고 미래 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위해서 합리적으로 대화하고 교섭한다면 극복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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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가지 역사문제>를 생각한다.

첫째는 독도문제이다. 두 나라가 공식적으로 독도를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자국의 영토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일본의 한국식민지통치
의 기득권의 주장에 다름 아니다. 국제정치의 경험에서 보면 영토문제는 언제나 Zero-sum적
극한대치의 상황으로 가기 쉬우며 끝내는 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따라서 독도
문제에 대한 실현가능 한 최선의 해결은 현상의 평화적인 유지이다. 이 경우 현상이란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지배의 현상을 포함하는 것이며 이 현상을 파괴함으로써 두 나라의 긴장이
고조되어 왔던 것이다. 일본은 2005년 3월 시마네 (島根)현의 타케시마의 날 제정, 교과서에
한국의 “불법점령”이라는 표현의 삽입, 독도인근해역에서의 수로측량시도 등 독도의 현상유지
를 파괴하는 일련의 방침들을 발표했고 이에 대해 한국이 강력히 반발함으로서 사태가 더욱
악화되었다. 독도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현상유지(status quo)를 파괴하
는 언동이나 정책을 상호 자제하는 것이 현명하다.
둘째는 교과서문제이다. 역사문제는 역사적 사실의 확인과 역사해석에 관한 문제이다. 1차
자료에 의해 확인된 사실은 누구나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하나, 역사해석을 하나로 강요할 수는
없다. 나라마다 사람마다 역사를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역사해석의 다양
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지적 관용을 가져야 한다. 중요한 것은 랑케(Ranke)가 하나의 역
사적 사실은 하나의 신(神)이라고 했듯이 확인된 사실을 은폐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역사는 모래 위에 쓰는 글처럼 바람에 없어지거나 손으로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한일 두 나
라의 역사학자들이 역사적 사실을 밝히고 확인된 사실을 공유하는 작업을 꾸준히 해나가야 한
다. 다행이 민간레벨에서는 두 나라의 전문가들이 공동연구의 결과를 세상에 내놓고 있어 역사
인식의 공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어느 나라든 국사(國史)는 애국사(愛國史)의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분야의 사회과학 전문가들과의 학제적(學際的)연구를 통하여 균형 잡힌 역사해석
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가 대사로 재임하던 당시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이 교과서문제였
지만 사실과 논리로 서로를 설득하면 어느 정도의 합의를 이룰 수 있다는 자신을 갖게 되었다.
결국 후쇼社의 역사교과서의 채택률은 0.039%에 그쳤다.
셋째 야스쿠니신사참배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내에서는 어느 정도 해답이 나와
있다. 우선 와타나베(渡辺恒雄)씨의 관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가장 판매부수가 많은
일본의 보수적 주류신문인 요미우리(讀賣)신문의 회장 겸 주필이다. 그는 자신의 체험을 바탕
으로 야스쿠니참배문제를 일본인 자신의 문제로 파악하고 총리의 참배는 단호히 반대해왔다.
일본 역대 총리 중 처음으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일본보수정치의 원로 나카소네(仲曽根康
弘)씨는 주변국의 반발에 이유 있다고 보고 참배를 하지 않았다. 자민당의 후꾸다(福田康夫)전
총리는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河野洋平)담화의 수정 움직임을 비판했다. 일본의 국가목표와
관련하여 이른바 「普通國家」론을 제기한 제1야당 민주당 당수였던 오자와(小澤一郎)씨도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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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범의 분사(分社)를 요구하고 있다. 경제단체인 「경제동우회」도 총리의 야스쿠니참배를
반대한바 있다. 이 정도의 분위기 성숙을 고려한다면 제3추도시설이든 분사(分社)든 또는 총
리의 참배자제(自制)든 어떤 형태로든 대답이 나올 것이다. 2004년 내가 日本신문에 게재한
칼럼이 미야기현 여자학원대학의 입학시험에 논술시험문제로 출제되었는데, 요지는 한국이 일
본총리의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과 이웃나라에
대한 배려는 결코 모순되는 것이 아니며 일본에 이 양자를 조화시킬 수 있는 리더십이 형성되
기 바란다는 것이었다. 아베(安倍) 총리도 식민통치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약속한 무라
야마(村山) 담화와 종군위안부의 존재를 인정한 코노(河野) 담화를 받아들인다고 했고, 야스쿠
니참배를 자제하고 있다.
이상에서 나는 한일간의 쟁점을 푸는 출발점으로 두 나라 정부가 합의한 「21세기 한일파트
너십 공동선언」의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역사문제와 관련된 3가지 쟁점에 대해서도 국
가이익의 상호인정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선택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하여 두 나라
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은 한일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적어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염두
에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① 한국과 일본은 아시아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의 이념을 갖고 있는 두 나라라는
점. 이 점은 한일 간의 모든 쟁점을 극복할 수 있는 공통의 기반이 됨.
② 일본은 보수적인 너무나 보수적인 나라라는 점. 지구상에서 1500년 이상 왕조가 한 번도
변하지 않은 나라, 역사에서 변화보다 연속성을 중시하는 나라라는 점.
③ 한국의 주장이 현실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으면 그것을 이해할 만한 일본국민이
결코 적지 않다는 점. 2001년 교과서 파동 때 문제의 역사교과서 채택율이 0.039%에 그쳤
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를 반대하는 일본국민이 53%였던 점.
④ 두 나라사이에 쟁점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지만, 두 나라 지도
자가 공식 비공식적으로 대화하면서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려는 의지가 있다면 극복 못할
것이 없다는 점.
⑤ 지도자들이 문제해결을 위한 수단, 방법의 선택에 있어서 사려(思慮, prudence)를 잃지 말
것. 특히 역사문제에 있어서 절제된 言行은 두 나라 국민의 상호준중의 기본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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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발제 (일본)

전후사 속의 ‘화해’
-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이 왜 결핍되었는가
우쯔미 아이코 (게이센여학원대학 명예교수)

처벌받지 않은 식민지 지배
전후 70년의 아베담화와 연관하여, 침략과 식민지지배에 대한 반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
다.침략과 식민지지배에 대한 반성은 1995년의 ‘무라야마 담화’이후, 2005년의 ‘고이즈미 담
화’, 한국 병합 100년인 2010의 ‘칸 담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것은 일본의 대외적인 공적
입장이 되고 있다. 이 기초에 있는 것이 극동 국제군사재판(동경재판)이다. 일본은 1951년 샌
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조인하고, 독립했으나, 이 조약의 11조에서 동경재판의 ‘판결’을 승인하
고 있다. 정부의 공식 입장은 동경재판에서 재판 받은 일본의 침략 전쟁의 죄를 인정하고, 국
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받아들여진 것이다.
아베수상 뿐만 아니라 일본의 뿌리 깊은, 아시아 태평양 전쟁은 ‘침략전쟁이 아니었다’라는
역사인식은, 동경재판의 변호 측의 주장이었다. 키요세 이치로가 이끈 변호인단은 ‘ABCD포위
망 속에서 자존자위의 싸움이었다’ 라고 재판에서 주장해왔다. 그러나 판결에서 변호 측의 주
장은 인정받지 못했고, 28명(중간에 면소나 사망으로 판결 시에는 25명)의 지도자들은 전원이
유죄였다. 7명에게는 교수형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에서 이 재판의 판결을 승인한다(Judgement를 accept한다)라고 되어
있다. (11조)
동경재판은 일본의 침략은 문제 삼았으나, 대만, 조선의 식민지 지배는 문제삼지 않았다. 일
본의 식민지에서의 범죄는 문제삼지 않았던 것이다. 피고석에는 미나미 지로 조선총독, 코이소
쿠니아키 조선총독, 이타가키 세이시로 조선군사령관도 있었으나, 그들에게 추궁되었던 죄는
다른 지역에서의 전쟁범죄다. 시오하라 토키사부로라는 황민화(皇民化)정책을 추진한 학무국장
도 있었으나, 그들은 키무라 해이타로의 변호인 석에 앉아있었다.
연합국이 일본의 식민지 문제를 처벌하지 않았던 것이다. 전후 일본인의 식민지 인식에 심
각한 문제를 남겼다. 처벌되지 않은 조선식민지지배는 역사청산이라는 과제를 남긴 것이다. 그
에 더하여 자국민에 대한 정부, 군부에 의한 범죄, 그리고 천황의 전쟁책임도 재판에서는 문제
되지 않았다. 점령군이 일본의 자주재판을 금했기 때문에, 독일과 다르게 연합국의 재판이 종
료한 후, 일본인 자신이 전쟁범죄를 계속 재판할 수 는 없었다.
이러한 방식의 전쟁재판은 일본의 전쟁책임, 특히 식민지 인식에 큰 문제를 남겼다. 전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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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에서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에 식민지지배의 인식이 전후에도 이어져 왔다. 처벌되지 않았던
식민지 인식을 일본은 언제 언급하고 생각해 왔는가. 여기에 역사무제를 둘러싼 한일의 단절이
있다.

‘배제된 한국’
일본이 식민지 지배의 문제를 직시하지 않았던 또 한가지 배경에는 ‘관대한 강화’가 있다.
샌프란시스코강화회의에서는 50개국에게 초빙(招聘)장을 보냈다. 이것은 ‘연합국공동선언’에
서명한 국가들이 중심이었으며, 이 국가들은 일본의 ‘적국’이었다. 코스타리카와 폴란드도 이
‘선언’에 서명했다.
이승만정권은 1949년에 정권을 수립하고 바로, 한국도 연합국의 일원으로서 평화조약에 참
가하기 위하여 미국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한다. 이에 강력하게 반발한 것이 일본이었고, 구체적
으로는 요시다 시게루 수상이었다. 요시다의 반대이유 중 하나는 재일조선인의 존재가 있었다.
요시다는 ‘재일조선인은 비합법활동을 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이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는
한국이 강화조약에 서명하게 되면 재일 조선인이 연합국의 국민이 되어, 일본에 대한 입장이
강해지기 때문에 재산반환문제가 발생하는 등 실리적인 문제 등, 한국이 연합국의 일원으로서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 참가하게 됨으로서 발생할 일본 국내의 문제를 호소했다.
일본은 한국이 교전국은 아니었다고 하며, 연합국의 일원이 되는 것에 반대하고, 미국과 영
국이 동의한 것이다. 영국은 1910년의 한국병합은 합법적이었다라는 입장이었다. 일본과 영국,
미국의 제국국가의 연계가 한국을 배제시킨 것이다. 국제적인 ‘냉전구조’와 함께, 일본국내에서
의 재일조산인과 노동운동 등의 투쟁이 일본이 거부한 배경에 있었다.
또한 가장 큰 문제는 일본이 1940년의 한국병합이 합법적이었다는 인식이고, 한국은 병합
은 불법 무효하다고 주장해 왔다.
한국, 중국, 북한이 배제된 평화조약이 체결되고, 일본은 독립하여 국제사회에 복귀했다. 미
국의 달라스국무성 고문은,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과 같은 틀 안에서, 중국과 한국하고 2국가간
에 조약을 맺을 것을 후원했다. 한일조약은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의 틀을 답습한 형태로 만들
어졌다. 배상은 경제협력방식으로 변경되고, ‘배상’이라고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식민지 청산 과정은 매우 애매했다.
한일회담에서 어떠한 의논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문서가 공개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조약의
체결 당시에는 상세한 부분이 불명했으나, 2005년 한국에서 문서가 공개되고, 지금 일본에서
도 문서공개 재판이 이루어지며, 많은 문서가 공개되고 있다. 그 중에서 강제동원노동자나 ‘위
안부’ 등 BC급 전범 등 전시동원의 피해자 문제가 거의 논의되지 않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져
왔다. 한국은 경제협력협정에서 한국에 지불된 유상, 무상 5억달러 중에서 한국정부가 법률을
만들고, 피해자에게 보상을 했다. 그러나 3년의 시한입법, 보상금액부족 등으로 보상을 받은
피해자는 전체의 3분의 1도 되지 않았다.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에서 연합국은 특히 미국은 당초, 일분으로부터 큰 금액의 현금에 의
한 배상을 예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냉전, 그 중에서도 한국전쟁이 미국의 대일정책을 변화시
킨다. 1950년 11월 ‘미국의 대일평화조약에 관한 7원칙’이 만들어진다. 먼저 ‘무배상’이라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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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이었으나, 이 무배상에 아시아와 과거 포로, 민간억류자들이 반대했다. 아시아제도를 다니고
있던 달라스에게 필리핀의 키리노대통령은 전쟁피해를 호소하고, 100억달러의 배상을 요구하
기도 했다. 달라스는 그러한 요구를 받아 배상의 조문(條文)을 정정하게 되고, 그 결과 생산
물, 역무의 제공으로서의 배상으로 바뀌었다. 일본에게는 ‘배상이라는 이름의 장사’라고 할 정
도로 쉬운 배상으로 바뀐 것이었다. 중국과 한국을 배제한 조약에서 이러한 배상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는 아시아의 피해자에 대한 개인보상의 문제가 빠져
있었다. 연합국의 전 포로와 네덜란드인이며 인도네시아에서 억류되었던 민간인에게는 현금으
로 개인보상이 이루어 졌습니다. 당사자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있지만….
일본은 전후처리의 문제에서 이러한 문제를 남기면서, 독립하고, 일본기업은 배상을 기반으
로 하여 1960년대 후반부터 동남아시아에 진출해왔다.

남겨진 식민지주의의 청산
‘관대한 강화’는 냉전이라는 상황 속에서 미국의 요구이기도 했다. 배상을 경제협력 방식으
로 바꾼 것은 일본이 가중적인 배상의 짐을 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미국이 한국전쟁의 후배지(後背地)인 일본의 경제적 자립을 요구하게 된다. 배상에 의한 일본
의 과중한 짐은 미국의 점령경비를 증가시키게 되고, 배상을 하지 않으면 아시아 사람들은 납
득하지 않는다. 아시아의 국가들을 어느 정도 만족시키고, 일본의 경제적 자립이 가능한 방식,
그것이 경제협력방식에 의한 배상이었다. 그 과정에서 해결되지 않고 남겨진 문제가 식민지 청
산의 문제이다.
한국의 경우 한국전쟁으로 인한 국내경제의 피폐(疲弊)라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한일예비
회담은 1951년 10월 20일부터 시작되었으나, 조약체결을 둘러싼 14년간의 공방에는 일본의
식민지지배를 합법이라고 하는 일본측의 강경한 제세가 있었다. 1953년의 한일회담에서는 일
본측 수적대표를 맡은 쿠보타 칸이치로의 유명한 ‘쿠보타 발언’(일본의 조선지배는 조선에게도
유익했다고 하는 내용의 발언)이 있었다. 그는 회담결렬 후, 일본정부에게 ‘이승만 타도’까지
건의했다고 한다. 일본측은 이승만정권과는 회담을 진지하게 할 의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도 경제협력이라는 방식의 자금제공이 정해졌으나, 식민지지배의 청산은 미루어졌다.
그 전형적인 사례가, 조약의 제2조에 있는 ‘1910년 8월 22일 이전에 대일본제국과 대한제
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은 이미 무효라는 점이 확인된다’의 ‘이미’이다. 지금도 이
부분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1910년의 한국병합의 조약은 유효했는가, 무효였는가 이다. 한국이 참가하지 못한 샌프란시
스코평화조약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문제이다.
한국은 일관적으로 ‘무효였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대등한 입장에서 체결된 법적
으로도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이 문제는 ‘이미 무효’라는 단어로 애매하게 처리된 것이다.
이 문제가 왜 이제 와서 주목 받기 시작 했는가? 한국의 민주화 투쟁이 고조되면서, 80년대
에 피해자가 증언하기 시작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한
국에서도 자신들의 피해를 말할 수 있는 사회적 상황이 만들어 졌고, 일본에서도 1960년대 후
반에는 이러한 아시아의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받아들이자는 재일 조선인이나 일본인 시민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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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타난 것이다. 아시아에 대한 가해책임을 묻는 일본의 시민이 청산되지 않았던 일본의 전
쟁책임의 문제를 되묻기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베트남 반전운동 속에서 확산된 운동은, 80년대에는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전쟁희생자 생각
하고, 마음에 담는다’라는 과거의 일본이 침략한 아시아지역에서 무엇을 했는지, 그 피해자의
목소리를 일본에 전달하는 시민운동이 되었고, 그 후 10년 이상 활동이 이어졌다. 그 안에서
많은 일본인은 처음으로 아시아 피해자 측에서 바라본 아시아태평양전쟁을 알게 되었고, 충격
을 받은 일본인도 적지 않았다. ‘위안부’문제뿐만이 아니라, 강제연행도, 군인・군속의 문제도,
사할린에 남겨진 조선인의 문제도 있었다. 피해자의 이야기는 지금까지 상상할 수 없었던 식민
지・점령이라는‘대동아공영권’에 확산된 일본의 전쟁범죄가 피해자의 얼굴을 통해서 구체적으
로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아시아에 대한 가해책임이라는 단어도 정착되어 왔다.
그러한 운동 속에서 70년대 후반부터 피해자들의 ‘우리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다’라는
목소리를 듣게 된다. 그들은 개인 보상을 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조약으로 끝난 문
제라고 주장하고,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개인보상은 가능한 것일까.
1991년 3월에 국회에서 다카시마 유슈외무대신 관방심의관이 시베리아에 억류된 일본인 문
제로, 일소공동선언에서의 청구권을 포기한 것에 대하여 ‘우리나라 국민 개인으로부터 소련 또
는 그 국민에 대한 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같은 해 8
월 27일의 참의원예산위원회에서 야나이 슌지 조약국장이 ‘한일청구권협정에 있어서 양국간의
청구권의 문제는, …한일양국이 국가로서 가지고 있는 외교보호권을 상호 포기했다는 것입니
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청구권 자체를 국내법적인 의미에서 소멸시켰다는 것은 아닙니다’라
고 답했다.
일본인 피해자에게 ‘개인청구권이 있다’라고 답변은, 아시아 피해자도 개인청구가 가능하다
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하여 1990년대에는 개인의 배상을 요구하는 전후 보상의 운동이
일어나고, 전후 보상재판이 증가했다. 전후보상재판은 90년대부터 2000년대로 이어졌고, 현재
는 90건 정도의 재판이 끝난 상태이다. 판결에서는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판결’을 자
세히 읽어보면 니시마쯔건설과 강제연행된 중국인 재판에서는 개인보상에 대해 재판에서는 기
각할 수밖에 없으나, ‘개인의 구체적인 청구권에 대해서 책무자 측이 임의의 자발적인 대응은
피할 수 없다’라고 개인배상의 권리는 부정하지 않고 있다.
한국측에서 자세한 보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한국에서는 전’위안부’의 피해자,
피해자, 강제징용 된 사람들이 헌법재판소 등에 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이 인정되고 있다. 대
법원은 전 강제징용노동자들의 개인청구권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6월 24일에는 광
주의 고등법원에서도 피해자의 호소를 인정하고 있다.
한국은 정부도 사법도 ‘한일조약에서 개인배상의 청구권은 잃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일본은 ‘이미 해결되었다’라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문제점은 분명하다. 동경
재판에서 심의 받지 않고, 샌프란시스코조약에서 의논으로부터 제외되고, 한일조약에서 애매한
해석인 상태로 남겨진 일본의 조선식민지지배의 청산문제이다. 한일의 연구자들의 공동작업은
이미 시작되고 있으나, 정부간의 의논은 전혀 없다. 이번 세계유산 문제에서도 이 해석에 대한
차이는 명확했다.
한일 간에 정부와 기업이 자금을 준비하여 재단과 같은 것을 만들자는 방안도 있던 것 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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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직 넓게 공유될 정도의 것은 아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일본에서는 연합국의 포로에게는 배상금을 지불했다. 지금까지도 무라야마
토미이치 수상이후, ‘역사우호계획’이라는 형태로 영국, 호주, 네덜란드의 포로와 민간 억류자
를 일본에 초청하는 사업이 10년 이상 이어지고 있다. 근년에는 미국의 전 포로도 초대되어,
외무대신이 사과하고 있다. 전후 70년의 올해는 예년보다 2배정도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있다
고 외무대신은 답변했다.
왜 같은 아시아의 피해자와 마주보지 못하는 것일까? 가해자인 국가, 기업이 과거의 역사사
실을 인정하고, 사죄의 의사를 확실히 하고, 그 사죄의 표시로서 보상, 배상을 지불한다—이것
은 이미 니시마쯔건설이 중국인의 피해자와 했던 ‘화해’이다.
정부기〮업으로서 역사사실을 고려한 사죄와 배상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시민들의 운명은 피해자의 심정에 어디까지 상상력을 발휘하여 공감할 수 있는가, 그 상
상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과 일본 사이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시대이다.
‘모래시계’등 일제시대와 전후를 드라마화한 작품도 많고, 피해자의 심정에 다가갈 수 있는 조
건은 널리 퍼져 있다.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과 그것과 일체화한 미일안전보상조약이 만들어낸 대미종속이라는 일
본의 전후 체제, 그 안에서 배제되어온 것이 동아시아를 향한 일본의 과거 청산입니다. 이것에
착수하는 것은 아시아와의 우호관계를 만들어갈 뿐만 아니라, 오키나와로 상징되는 대미종속으
로부터 일본이 자립할 길을 모색하는 것이 아닐까?
한일조약에서도 해결하지 못했던 과거청산은, 경제적인 관계가 깊어지는 상황 속에서 발전
없이 방치되어 왔다. ‘무라야마 담화’와 ‘칸 담화’에서 외교적으로는 일본이 ‘침략’과 ‘식민지지
배’를 인정하고 있으나, 정책의 검토, 변경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정부의 책임으로 전후 처리
기구를 만들었어야 했다. 아시아 역사자료센터는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있는 디지털
자료센터이다.
전후70년, 일본은 점령, 지배를 받은 사람들에게 ‘정말 큰 상처를 입혔다. 그것은 일본의 실수
이며, 사죄하고 싶다’라고 제대로 된 역사사실을 포함한 피해자가 납득 가능한 사죄가 필요하다.
현재,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일제강점하’의 피해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그것을 더욱 진
행하여, 자료의 발굴을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증언을 기록해야 한다. 이러한 역사사실을 기초
로, 정부가 정책을 변경하도록 만들어야 하지만, 때로는 어려움에 부딪히고, 도망치고 싶은 경
우도 발생할 것이다. 하지만, 피해자는 도망가지 못합니다. 한일 시민들도 연계하여, 끈기 있게
운동을 지속해 온 것도 피해자의 모습에 접했기 때문일 것이다.
친하면 친할수록,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서로의 역사체험에 대하여 어디까지 지식과 이해력,
상상력이 닿을지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지식과 풍부한 상상력을 가지고 운동해온 사람
들이 이곳에 모인 NGO 여러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호와 연대의 연결고리를
강하게 하고, 동아시아 평화를 만들어내는 활동을 해 나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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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발제 (남미)

전후(戰後) 70년, 그리고 동아시아에서의 평화구축 과제
라틴 아메리카의 관점(觀點)
베르날 헤레라 몬테로 (코스타리카 대학교 부총장)

I. 라틴 아메리카 : 평화에 대한 양면적(兩面的) 관계
라틴 아메리카는 세계평화에 대한 기여(寄與), 좀 더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평화에 대한 관계
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가장 양면적(兩面的) 지역이라고 할 수는 없을지라도, 아마도 가장 양
면적 지역들 중 한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의심할 바 없이, 이 지역은 지역적 및 지구적(地球
的) 수준에서 평화 구축(構築)을 위해 많은 중요한 기여를 했다는 점을 열거(列擧)할 수 있다.
몇 가지 중요한 사례를 보자.
1. 라틴 아메리카는 '라 아야 국제 형사 법원' (La Haya International Penal Court)에 대한 존
중이 가장 폭넓게 확산된 지역들 중 한 곳이며, 그 법원 조직에 대한 중요한 자발적(自發的)
이용자들 중 하나이기도 하다. 볼리비아와 칠레,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 코스타리카와 나카라
과 사이의 여러 국경 소송들이 그곳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다. 얼마 전에는 나카라과 대 콜롬비
아, 칠레 대 페루의 국경소송이 그곳에서 해결됐다. 현재 활동 중인 심판관들 중 두 명이 라틴
아메리카 출신이다.
2.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법원의 결정들이 이 법원을 사용하는 모든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
의해 현재까지 수용(受容)돼 왔다는 점이다. 의심할 바 없이 평화를 지키거나, 아니면 적어도
전쟁을 회피하는 중요한 도구들 중인 하나인 ‘국제법’을 이처럼 준수하는 것은 지난 70여년 동
안 라틴 아메리카의 정치사(政治史)에서 중요한 특징이었다. 이것은 또한 인권 보호를 전문으
로 하는 자체적인 국제 법원을 창설하는 것으로까지 연결됐다. 그것은 1979년 가동(稼動)에
들어간 코스타리카에 위치한 ‘미주간(美洲間) 인권 법원’(Intern-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을 가리킨다.
3. 라틴 아메리카란 군대를 갖지 않은 25개 국가들 중 9개 국가를 포함한다. 코스타리카는
1948년 군대를 폐지했다. 그후 1980년대에 들어 이 나라는 중앙아메리카 및 카리브해에서 군
대 폐지 운동을 시작했다. 아마도 이런 운동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그 모범을 따랐을 것이다.
군대를 갖지 않은 16개 국가들 중 대부분의 국가는 바티칸, 마셜 군도(群島), 모나코, 리히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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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타인, 안도라 등 매우 작다.
4.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대부분의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대인 지뢰나 핵무기 등을 제한하거
나 금지하는 평화 구축 및 유지에 관련되는 이슈들을 다루는 국제 조약에 서명했다. ‘어린이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등과 같은 인권 보호를 실행하려
는 국제 조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런 추세가 당연한 것이라고 보아서는 안 된
다. 예컨대, 미국은 앞서 언급된 대인지뢰 금지 조약이나 심지어는 어린이 권리에 관한 협약
등 지난 수십 년간 체결된 평화 및 인권에 관련된 여러 조약에 서명하지 않았다.
5. 평화 구축을 위해 라틴 아메리카가 행한 또 다른 중요한 기여는 이 지역이 핵무기가 없는
두 개의 지구상 대규모 지역 중 하나라는 점이다. 이것은 유럽, 북아메리카, 동아시아를 포함
한 아시아 등 다른 지역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 중 핵개발 능력을
가진 두 나라인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이 핵무기를 개발하려 했다면 그것이 가능했을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6. 라틴 아메리카는 지난 30여년 동안 모든 군사 정권을 민주적인 체제로 바꾸는 매우 성공적
인 과정을 경험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최후의 군주국가였던 브라질의 군주체제가 19세기말
에 폐지됐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리고 쿠바의 경우를 예외로 한다면, 모든 라틴 아메리카 국
가들이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대의제(代議制) 정권에 의해 다스려지는 민주국가들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확실히 이것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과정이지만, 라틴 아메리카의
사례는 좀 더 추가적인 특징들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이런 과정에서 군사정권을 민주정권으로
대체하거나, 심지어는 내전을 종식시킨 것은 모종의 ‘진실 위원회’의 발족으로 발전했다. 이 위
원회는 정부 및 그 적대세력에 의해 저질러진 최악의 범죄를 발견하려 했고 이들 범죄를 기록
했다. 이 과정은 예컨대 유럽 및 아시아에서 일어난 민주화 과정에서는 대체로 보기 어렵다.
7. 라틴 아메리카는 지난 70년 동안 이웃 국가에 대해 상당한 정치적 또는 경제적 영향력을
얻으려 하는 시도를 전혀 경험하지 못했다. 이것은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과정이다. 멕시코, 아르헨티나, 특히 브라질 같은 나라들이 그런 시도를 하려는 유혹을 느꼈을
수도 있는 이 지역에서 이런 시도가 없었다는 것은 평화를 위해서는 괄목할 만한 성취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본인이 말한 것은 본인이 라틴 아메리카를 대체로 평화로운 지역임을 보여주려 노력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몇 가지 관점에서 이것은 사실이다.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이후
지난 70년 동안(이 70년은 이번 대회에서 논의하는 기간이다) 기간 중 1969년 7월 온두라스
대 엘살바도르의 전쟁(불과 4일 동안 진행됐다) 및 1982년 4월에서 6월까지 지속된 아르헨티
나 대 영국의 말비나스 전쟁(즉, 포클랜드 전쟁. 약 1,000명의 사망자를 냈다)을 제외하면, 라
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관여된 국가간 전쟁은 없었다.
이런 사실들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이들 모든 사실과 데이터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 26 -

-26 -

라틴 아메리카를 평화로운 지역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 비록 국가간 전쟁이 거의 없었다고
하지만, 다른 장소들에서는 여러 시기에 군이 개입된 사회적 충돌이 있었다.
여러 나라에서 게릴라들과 정부군이 충돌했고 가끔은 이 충돌이 장기간 진행되기도 했다. 니카
라과 및 엘살바도르에서는 내전 상황이 전개되기도 했다. 아르헨티나 및 과테말라에서는 게릴
라와의 전쟁이 (국민에게) 군사적 억압을 가하는 계기로 작용해 묘사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을 조성했다. 페루에서는 게릴라의 활동이 잔혹성 측면에서 정부군에 조금도 지지 않을 정
도였다. 콜롬비아에서는 평화과정이 잘 진행되고 있지만, 충돌은 현재도 전개되고 있다.
이 모든 군사적 폭력은 무섭기는 했지만, 매우 창궐하거나 최악이라고 할 수는 없었다. 이런
폭력은 경우에 따라 높은 수준의 정치, 경제, 또는 비행(非行)에 관련됐다. 이런 폭력은 많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 중 많은 사람들에게 일상적인 일이 됐다. 지난 70년 기간 중 여러 시점
에서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 중 많은 지역은 군사독재의 통제 아래에 있었고 이들 군사정권은
체계적으로 인권을 유린했다.
중앙 아메리카 국가인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등 3개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살인
범죄율을 갖고 있다. 이런 폭력의 많은 부분은 다수의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사회경제적 구
조를 특징짓는 극도의 불평등에 그 뿌리를 갖고 있다. 이런 나라들에서는 빈곤층의 배척(排斥)
및 주변화(周邊化) 수준이 최근 들어서야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축소되기 시작했다.
라틴 아메리카는 지구상 가장 빈곤한 지역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가장 불평등한 지역임에는
틀림이 없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평화에 대한 중요한 장애물인 폭력
의 가장 나쁜 형태는 이 같은 사회경제적 구조에 의해 만들어지는 불평등 및 부당행위에서 유
래한다.

II. 라틴 아메리카 평화의 몇 가지 기본적 특징
라틴 아메리카에서 평화와 폭력 사이의 매우 복잡한 상호작용의 기본적인 윤곽을 정의하려 한
다면, 최소한 전반적으로 몇 가지 일반적인 특징이 확인된다.
1. 라틴 아메리카는 지난 70년 동안 평화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세계의 능력 향상에 매우 중요
한 기여를 해 왔다.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 중 이웃 국가와의 문제를 풀고 의견차(意見差)를 해
소하기 위해, 새 영토와 자원을 얻기 위해, 우호적인 정부를 세우거나 (자국의) 지정학적 중요
성을 확대하기 위해 전쟁을 수단으로 사용한 나라는 거의 없었다.
2. 1945년 이래 현재까지의 기간 중 평화 구축과 유지를 위해 라틴 아메리카가 행한 또 다른
중요한 기여(寄與)는 확대되는 국제법 체제 및 다국적 기구들을 지원하려는 의지력에 관련돼
있다. 이러한 법체제 및 기구들은 평화를 조장(助長)하기 위한 명백한 의도 아래 만들어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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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국제법에 대한 이런 지지(支持)는 조약에 대한 서명 및 다국적 기구(機構)에 대한 참여
뿐만 아니라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모든 시도를 포기하거나 팔레스타인 국가를 폭넓게 인정하
는 행동을 통해 표현됐다.
3. 그와 동시에 라틴 아메리카는 전체 인구 중 상당 부분, 경우에 따라서는 인구의 대부분을
배척(排斥), 빈곤, 억압의 상황에 몰아넣음으로써 지역적 국가적 대륙적 평화에 중요한 장애물
을 세웠다. 이러한 상황은 모든 종류의 폭력 및 인권 침해의 중요한 근원을 구성하는 사회경제
적 및 문화적 권력 구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4. 이런 사회경제적 및 문화적 구조 중 전체는 아니라 할지라도 상당한 부분은 식민주의 및
제국주의의 옛 형태 및 최근 형태에서 파생한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식민
주의가 300여 년간 진행되던 동안 인디언 및 흑인을 억압하고 배척하는 전반적인 구조가 자리
잡게 됐고, 이런 구조는 인구 중 상당한 부분, 때로는 대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억압 및 배척이
계속되도록 했다. 스페인 및 포르투갈로부터의 정치적 독립 이후에는 식민지 시대를 지배하던
지방(地方)의 ‘소수독재 정치체제’(올리가르키)가 새 나라가 세워진 후에도 권력을 유지했으
며, 미국의 항구적(恒久的)인 지원 아래 전통적 구조를 바꾸려는 중요한 노력을 봉쇄했다. 그
결과 전통적 구조는 많은 경우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은 채 현재까지 온존(溫存)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를 파괴하고 새롭고 더 나은 구조를 건설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노력들 중 상당 부
분은 혼자 움직이는 지방의 소수독재자들(올리가르키)이나 미국 정부와 긴밀하게 연합한 그들
에 의해 매우 공개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봉쇄됐다. 이 소수독재자들은 주로 쿠데타를 통해 정
권을 잡은 다음 군사독재를 강요했다. 지난 70년의 기간 중 쿠데타나 군사공격의 중요한 사례
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1954년의 과테말라, 1955년 및 1976년의 아르헨티나, 1973년의 칠레
및 우루과이, 1983년의 그레나다, 1991년 장 베르트랑 아리스티드 정권이 붕괴됐던 아이티, 또
다시 아이티의 2004년, 2002년의 베네수엘라(이후 쿠데타는 다시 뒤집혔다). 동아시아를 포함
해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는 지난 70여년 동안 역사에서 유사한 경험들이 발견될 수 있다.

III. 평화 구축 및 유지를 위한 라틴 아메리카의 교훈
평화 구축 및 유지의 관점에서 무지개처럼 다양한 라틴 아메리카의 경험들은 우리에게 이런
문제들에 관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해준다. 본인은 여기에서 몇 가지 교훈을 짧게,
그리고 독창성(獨創性)이 있다는 가식(假飾)을 없앤 채 말하겠다. 본인은 이런 교훈이 대화와
토론에 유용하기를 희망한다.
본인은 항구적이고 유의미한 사회적 평화(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구조를 제거한 토대 위에 세
워져야 한다)는 유토피아일 수 있다는 말로써 이번 발표를 끝내려 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것은 그 본래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다. 유토피아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지평선이지만,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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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존재 및 매력이 매우 현실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심만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어떤 방향으
로 가야 한다는 것을 규정할 수 있다. 유토피아는 취해야 할 가능한 방향을 보여준다. 그 방향
이란 분명히 정부, 국가, 회사 등 힘 있는 자들에 의해 선택되거나 육성되는 것이 아니다. 유
토피아는 성장하는 시민사회의 여러 영역들에 의해 선택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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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Symposium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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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Years of Post-World War and
the Task of Peace-Building in East Asia"

Many countries of East Asia have been liberated from the imperial Colony of Japan at the
end of the 2nd World War 70 years ago. However the East Asian region around the
Korean Peninsula has not yet established any cooperative Community of Peace and
Development, but is now threatened by another war or even nuclear war, due to the
continued antagonistic division and military confront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also the unsettled historical reconciliation among China, Korea and Japan.
Although those allied countries that defeated German Nazism and Japanese Imperialism are
celebrating their victory of the 2nd World War 70 years ago, Citizens of Korea and East
Asia cannot but search for the way of security and peace, as we are faced with the
gradually intensifying threat of right wing power in Japan and the growing tension of the
Korean Peninsula.
"History NGO Forum for Peace in East Asia" has been established in 2009 based in Korea
and facilitated the International Forum of dialogue and solidarity to collaborate with the civil
society and NGOs of various countries every year, and is now about to organize its 6th
International Conference with the experts and leaders of civil society in order to strengthen
the networksand solidarity and look for the present task and role of NGOs in building the
peaceful system of East Asia.
Specially as this year 2015 marks the 50 years anniversary of the Korea-Japan agreements
to normalize their relationship, this International Conference has set also the discussion
program to reflect on the mistaken and unfair relationship of Korea and Japan and the
unsolved liquidation of the past history and seek a way of constructing new desirable
relationship learning from good historical experiences in Europe and other regions.
This 2015 International Conference will be held on 10-12 July 2015 at Inchon Memorial Hall
of the Korea University Campus and co-hosted by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d
the Asiatic Research Institute of Korea University.

President of International NGO History Forum Samuel Lee
Director Asiatic Research Institute Korea University Lee Jong-W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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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ference Timetable
(∎) Simultaneous Interpretation for Korean, English, Japanese

Activity name
Orientation

Plenary
sessions

Workshops

Exhibition

Time/Date
19:00-20:30, July 9

Opening & International Symposium

14:00-18:00, July 10

Welcome Dinner

18:30-20:00, July 10

Civil Society Forum on Korea-Japan
Historical Reconciliation

09:30-15:30, July 11

Closing Session

16:00-18:00, July 11

Network gathering
East Asia-Europe on-line conference for
networking and cooperation
Organizers: History NGO Forum and
EUROCLIO
Best practices of grassroots model cases
for reconciliation
Organizer: citizen Network building for
East Asia Peace
Youth Forum: War, Women and Human
rights
Organizer: AIESEC Korea
Trans-Asian Dialogue for Communication
Skills & Reconciliation
Organizers: International Network for
Peace and Conflict Resolution (Korea) &
Bridge for Peace (Japan)
History dialogue and textbook of East
Asia
Organizer: History NGO Forum for Peace
in East Asia
Overcoming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Regime and Building Peace in
East Asia from the perspective of state’s
obligation of colonial rules
International Seminar on History and
Peace in East Asia
Organizer: Asiatic Research Institute,
Korea University
Exhibition on victims of comfort women
Organizer: Asia Peace and History
Education Network

18:30-20:30, July 11

Field Work One-day tour to Seoul

16:00-18:30, July 9

09:30-12:30, July 10

10:00-12:30, July 10

Place
Ramada Encore Hotel
Meeting room
Auditorium (1st)
Inchon Memorial Hall
VIP restaurant
Inchon Memorial Hall
Room 101
Inchon Memorial Hall
Room 101
Inchon Memorial Hall
Cafeteria, International Hall
Ramada Encore Hotel
Meeting room 2nd Fl.

Language

∎

∎
∎

English

Room No. 315
College of Liberal Arts
Korea University
Room No. 314 A
College of Liberal Arts
Korea University

10:00-12:30, July 10

Room No.314 B
College of Liberal Arts
Korea University

English

09:00-13:00, July 10

Ramada Encore Hotel
Meeting room

English

10:00-12:30, July 10

Room No. 132
College of Liberal Arts
Korea University

10:00-12:30, July 10

3rd Fl, Asiatic Research
Institute, Korea
University

July 9-12

Garden of Inchon
Memorial Hall

10:00-15:00, July 12

Insa-dong, Gyungbok
Pa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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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ning & International Symposium

Contents

Place/Time
Inchon

Registration

Language

Memorial

Hall
13:00-14:00

▪Opening Ceremony

MC: Seohyun Jang
(Steering Committee, History NGO Forum)
◦ Opening Remarks by Samuel Lee, President of
International NGO History Forum, Korea
◦ Welcome Remarks by Jong-Wha Lee, Director of Asiatic
Research Institute, Korea University
◦ Congratulatory Remarks by Hakjoon Kim, President of

Si mu lta n e o u s
Inchon
Memorial Hall
14:00-14:50

Interpretation
Korean
English
Japanese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Congratulatory Remarks by Jongkul Lee, Member of
National Assembly of Korea
◦ Congratulatory Remarks by Sven Schwersensky
President of Friedrich-Ebert-Stiftung, Korea

Photo session & Symposium Setting

14:50-15:00

▪International Symposium
"70 Years of Post-World War and the Task of Peace
Building in East Asia: Role of Civil Society and NGOs"
◦Speaker 1 : Sangyong Choi (Former Korean Ambassador

Simultaneous
Inchon
Memorial Hall
15;00-18:00

to Japan & Korea University Professor, Korea)
"East Asian Peace and Korea-China-Japan Cooperation"
◦Speaker 2 : Aiko Utsumi (Visiting Professor, Asia-Pacific
Research Center, Osaka University of Economics and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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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pretation
Korean
English
Japanese

Japan)
" Historical Reconciliation and Peace in East Asia: The role
of Japan“
◦Speaker 3 : Jonathan Even Zohar (Director, European
Association of History Educators-EUROCLIO, the
Netherlands)
"History Education beyond Borders–A Tool for Peace?"
◦Speaker 4: Bernal Herrera Montero (Vice-Rector, University
of Costa Rica)
"70 Years of Post-World War and the Task of Peace
Building. A perspective from Latin America"

Promoting peace and harmony through cultural performances

Panel Discussion with Q&As
Chair: Janghie Lee (Co-president, History NGO Forum /
Professor Emeritus, Law School of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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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peration among Korea-China-Japan and Korea-Japan Partnership

Sangyong Choi,
Former Korean Ambassador to Japan,
Professor Emeritus, Korea University
1. Pursuit of Korea-China-Japan cooperation
Recalling the past 70 years after the war in East Asia and in assessing the
prospects for peace in the region, one cannot overemphasize the importance of
cooperation among Korea, China and Japan. As they have in the past, Korea, China
and Japan form a central axis of global hegemony along with Europe and America.
In particular, in the recent period of modern history, the three countries have
exhibited outstanding models of proactive governance. Japan through Meiji reforms
was the first non-Western country to have successfully develop into a modern
nation-state without Western assistance. China exhibited a marvelous success story
as a socialist market economy emphasizing reform and opening, thus attracting the
attention of the whole world. Korea started out as the poorest State, but achieved
industrialization, democratization and information; and for the first time in Asia, its
egalitarianism “movement from below,” achieved democratization by struggling with
dictatorial and authoritarian regimes.
The total population of Korea, China and Japan amounts to 23% of the world;
20% of the world’s GDP; 50% of the foreign reserves. Flights connecting the three
exceed 2,000 per week; and the number of travellers who come and go among the
three countries hovers around 17,000,000 per year. This kind of personal and
material interdependence will not cease in the future, either. If the three countries
march toward a regional community such as EU, NAFTA and ASEAN, peace in
East Asia will certainly be guaranteed and furthermore, it will decisively contribute to
global peace.
However, the theory of a united East Asian Community centered around the th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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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ies of Korea, China and Japan failed to make meaningful progress either
conceptually or in terms of policy implementation; and realistically, the region
remains enmeshed in intractable embroilments with such obstacles of ideological
competition, arms race, territorial disputes, unbridled nationalism, and so forth; thus,
it is extremely difficult to anticipate an optimistic outlook for a tripartite cooperation.

I am reminded of "Theory of East Asian Peace" Ahn Joong Keun wrote just prior
to his execution. The core of his peace theory was none other than solidarity of
Korea, China and Japan; the establishment of a common bank and building the
three-nation joint peace army. His pioneering suggestion antedated the theory of
European integration by half a century, but unfortunately, the history thereafter
marched against his vision of peaceful cooperation among the three nations.

Presently, multilateral relations in East Asia is fraught with instability. If there is to
be any progress to be seen for regional cooperation and integration, Korea, China
and Japan, the major regional countries should play

their distinctive roles. At any

rate, the three must avoid the tragic path of reverting back io another cold war
period. However, “The Dream of Chinese National Resurgence" proposed by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Positive Pacifism" by Japanese Prime Minister Shinjo
Abe, and "Peace Initiative in East Asia" by President Park Geunhye, do not share a
clear vision of joining hands to promote Korea-China-Japan cooperation.

Currently,

1.5 billion people of the three countries stand at the crossroads of confrontation or
reconciliation, conflict or integration, and war or peace.
It is primarily the responsibility of intellectuals and political leaders of the era to
review the flow of history and revive its lessons. In principle and in reality, it is the
leader’s misjudgments and incompetence that destroyed a country, and not the
actions of compliant citizens in the grassroots. My wish is that the heads of the
three countries exert their leaderships in the direction of reconciliation, integration
and peace at this great turning point in history.
Above all, leaders of these three countries should utilize the functional wisdom of
"easier-first,

and

harder-later”

to

seek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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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tainable agenda

for

peace

and

co-prosperity in East Asia.
1) As a politically pending issue,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make efforts to
hold the Korea-China-Japan summit in Korea in 2015. This is the duty of the host
of the tripartite summit. Essentially, Korea should have hosted the summit in 2013,
but missed the opportunity; in 2014, the summit failed to take place due to the
aggravated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concerning past issues, and passive
stance of China.
2) Cultural exchanges would serve to relax political confrontation and military
tensions. I made a suggestion long ago that the "Beseto Orchestra" be launched,
that consists of artists from the three countries. If the three nations that are
otherwise embroiled in past, military and territorial issues, among others, proceed to
establish cultural exchange by way of music and art, then it would not only render
an attractive message to the 1.5 billion people of East Asian region, but also to the
world. If North Korean artists could take part, this would also advanc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Even before the orchestra is created, it would be great if artists
of the three countries could perform in Tokyo Dome, Tiananmen Square and Seoul
Plaza for harmony and co-prosperity of the three nations.
3) Joint studies of thoughts and philosophical resources in Korea, China and
Japan will promote shared understanding in academic fields, and gradually contribute
to cultural exchanges. For example, it will be a very exciting topic to compare and
study China's Huang Zongxi(黄宗羲) of the 17th century, Chosun's Park Ji Won(朴趾
源) of the 18th century, and Japan's Yokoi Shonan(横井小楠) of the 19th century.
These

scholars

shared

pragmatism

inherent

in

Confucianism,

which

was

a

comprehensive intellectual system of the period called Shilhak(실학, 實學, practical
science). These scholars were outstanding public philosophers in East Asia, who
subjectively accepted Western civilization from the viewpoint of Shilsa Gushi(實事求
是. meaning, "seek the practical and righteous").
2. In search of Korea-Japan partnership
1) Joint declaration of the 21st century Korea-Japan part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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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ed from what I have researched and experienced, there cannot be a
satisfactory resolution to the past issue. It is my view that rather than seeking an
exemplar answer, it would be better to think about a desirable yet feasible
agreement that could be reached by the two nations since 1965.
The most epochal decision in solving pending problems as well as the past issues
between the two nations was the 'Joint Declaration of the 21st Century Korea-Japan
Partnership' (hereafter, joint declaration) signed in October 1998 in Tokyo between
Korean President Kim Daejung and Japan's Prime Minister Geijo Obuchi(小淵惠三).
Experts evaluate this 'Joint Declaration' highly, and characterize its remarkable
advances made on the Korea-Japan relations.
If the 1965 system can be described as the Korea-Japan relations after
normalization, the 1998 Korea-Japan Partnership Declaration marks a new starting
point for the bilateral relations. The 'Joint Declaration' contains both agreements in
principle and concrete action plans. The most significant parts are the Japanese
government’s clear expression of 'poignant repentance and apology for the colonial
rule' and the Korean government’s decision to open up its market the Japanese
mass culture.
First of all, regarding the past issue, it is grounded upon the statement by Prime
Minister Murayama(村山富市). Prime Minister Murayama's statement on past issue
contains a high-quality view of history that can be expected from Japan. Mr.
Murayama, Chairman of the Socialist Party, became Prime Minister as a coalition
government. He expressed repentance and apologies for the pain that Japan had
inflicted upon its neighbors but addressed it to Asian countries in general. The
statement did not mention Korea explicitly. It was this history clause in the 'joint
declaration' that made the Murayama Statement into repentance and apology
pertaining to Japan's colonial rule over Korea.
The decision to open up Korea’s market to Japan's mass culture will be long
remembered in the history of Korea-Japan relations. At that time, Korea's prevalent
public opinion was that it was too early to open up the Korean market to Japanese
mass culture. There was a sense of crisis against the high competitive edge of the
Japanese culture industry such as comics and animation. At that time, I suppo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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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al opening and urged the Korean government to make a resolute decision with
the following argument:
"Cultural exchange should not be judged either superior or inferior at a certain
point of time, but must be viewed as an endless process of mutual learning that
connects past, present and the future. During the Edo Period, Korea transmitted
culture to Japan, and during Korea's industrialization period, Korea learned Japan's
advanced experience. Cultural exchange, thus, means a long period of mutual
learning."
Opening up of cultual market led to expansion of human exchange. The number
of people visiting to and from the two nations stood at 10,000 persons per year at
the time of normalization of relations recorded 10,000 persons per day after the
cultural opening. In 2005, the year of Korea-Japan Friendship, about 750 cultural
events were held per year even amidst fierce tension due to the past issue. If
Korea did not open its market to the Japanese mass culture, the Korean Wave
might have been unimaginable.
The Korea-Japan relation is now at its worst state. Small or big conflicts may
occur between the two countries over the past issue. Whenever conflicts break out,
leaders of the two countries should equip themselves firmly with Max Weber’s ethics
of accountability (Verantwortungsethik), which is required as a qualification to be a
leader, and return to the spirit of 'the Joint Declaration of the 21st Century
Korea-Japan

Partnership,'

and

endeavor

to

promote

and

negotiate

in

a

future-oriented view of Korea-Japan relations.
2) A thought on <three past issues>
First is about the Dokdo islets. Korea and Japan officially contend that these islets
belong to their own territory historically and in terms of international law. From the
standpoint of Korea, Japan's contention is nothing but a vested rights assertion
arising from Japan's colonial rule over Korea. Viewed from international politics,
territorial issues were always very apt to turn into a zero-sum situation of extreme
confrontation and apt to lead to wars. Therefore, the best feasible solution to the
Dokdo issue is to maintain the peaceful status quo. In this case, the status 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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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s the maintenance of Korea's effective rule over Dokdo; efforts to destroy this
status quo have heightened tens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Japan made a series of announcements that destroyed the status quo by
Shimane(島根) Prefecture's establishment of Takeshima Day in March of 2005,
insertion of Korea's alleged 'illegal occupation' into textbooks, and attempts to
measure water lanes near Dokdo. Korea's strong resistance to these Japanese
measures worsened the situation. For a peaceful solution of Dokdo issue, the two
nations should restrain from using confrontational words or policies that might
destabilize the status quo.
Second is about the textbook issue. The matter concerns verification of historical
facts and interpretation of history. Everyone of course should rationally acknowledge
facts that are verified by primary materials, but interpretation cannot be forced to
accept certain ways. The perspective of history can vary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State or the person. Therefore, one should have a certain degree of intellectual
tolerance with regards to diversity in interpretations of history. Historian Ranke said,
a historical fact is a god. What is important is that one should not conceal nor
distort verified facts. This is because history cannot be deleted as if it were writing
on sand to be wiped out with the wind or crossed out by the hand. Historians in
both countries should continue to discover historical facts and share verified
evidence. Fortunately, experts in both countries have contributed much to the proper
sharing of historical perceptions by producing joint researches at civilian levels.
In any country, national history tends to become patriotic histor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ttempt a balanced history interpretation through interdisciplinary
research by social science experts. During my ambassadorship in Japan, what
troubled me most was the textbook issue. However, I became confident that a
certain degree of consensus could be achieved by mutual persuasion through facts
and logic. The rate of adoption of Fushosha textbooks recorded mere 0.039%.
Third is about whorship at the Yasukuni Shrine. Reasonable answer to this issue
is already available in Japan. One needs to pay attention to Mr. Watanabe's(渡辺恒
雄) viewpoint.

He is chairman and chief editorial

writer

of

the mainstream

conservative Yomiuri(讀賣) Shinbun, that has the largest circulation in Japan. B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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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his experience, he saw the issue of worshipping at the Yasukuni Shrine as his
own

issue

and

resolutely

opposed Prime Ministers'

visits

there.

The senior

conservative politician Nakasone(中根康弘), who visited the Yasukuni for the first
time as Prime Minister among others, judged that resistance by neighboring
countries has convincing reasons, and then stopped visiting there. Former Prime
Minister Fukuda(福田康夫) of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criticized the moves to
revise the Murayama and Gono(河野洋平) Statements. Mr. Ozawa(小澤一郎), leader
of the first opposition Democratic Party, who put forth the theory of 'normal state'
with regards to Japan's national goals, also demanded separate memorial services
for A-class war criminals.
‘Society of Economic Friends’(經濟同友會), which is an economic organization,
also opposed Prime Ministers' Yasukuni visits. Considering this mature climate of
response, the answers will come out in the shape of either a third facility for
mourning, or separate memorial services, or restraint of visits by the Prime
Ministers. In 2004, a column of mine contributed to a Japanese newspaper was
given as an exam question for discussion at a women's university in Myagi
Prefecture. The gist of the column was that therer are reasons for Korea’s
opposition to the Yasukuni visits by Japan's Prime Ministers, that being considerate
to the neighboring countries is not contradictory to patriotism to one's native country,
and that it is desirable for Japan to promote the kind of leadership that could
harmonize these two principles. Prime Minister Abe(安倍) also said that he accepts
the Murayama Statement which promised painful repentance and apology for Japan's
colonial rule, and the Kono Statement which acknowledged the existence of military
'comfort women'. In addition, it seems that Abe is restraining his own visits to the
Yasukuni.
In summary, I ascertain the principles of the 'Joint Declaration for the 21st
Century Korea-Japan Partnership' agreed upon by the two countries as the starting
point to solve points of dispute. And I have made suggestions that one can make a
rational choices based on mutual recognition of the national interests with regard to
the three issue relating to the past. In this connection, responsible leaders of the
two countries need to keep at least the following several points in mind to improve
Korea-Japan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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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Korea and Japan are the two countries in Asia that share democracy and market
economy. This is the common basis upon which all the points at issue can be
overcome between the two countries.
② Japan is a conservative, much too conservative country. This is a country, where
there has never been a change in dynasty for over 1,500 years and rather than
change continuity is highly regarded.
③ If Korea's contention is persuasive enough realistically and logically, then the
number of Japanese who would understand Korean position will never be few.
When there occurred a textbook conflict in 2001, the adoption rate of textbooks in
question accounted for only 0.039%; the rate of the Japanese people who oppose
Prime Minister's visit to the Yasukuni reached 53%.
④ The conflict between the two countries existed in the past, present and also will
exist in the future. However, if the leaders of the two countries have the will to
solve the conflict formally and informally in a rational manner, there will be no
conflict that cannot be overcome.
⑤ Leaders should not lose prudence in choosing steps and methods to solve
problems. It should be remembered that in past issues prudent words and actions
regarding past issues can become the basis of mutual respect for the two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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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nciliation” within the Post-war History: Why the Reflection on Colonization Is in
Deficiency.
AikoUtsumi, Honorary Professor in Keisen Women’s College
Colonization and Occupation, Which Were Never Indicted
The

biggest

issue

in

regards

with

the

Abe

declaration

for

the

th

70 anniversaryoftheofficialcessationoftheWorldWarII(WWII)istheself-reflectionontheaggressionan
dthecolonization.
The self-reflection on the aggression and the colonization has continued from
Murayama Declaration in 1995, Koizumi Declaration in 2005, finally to Kan Declaration in
2010,

the

th

100 anniversaryofJapan-KoreanTreatyof1910.ThesedeclarationshaveconsolidatedJapaneseforeignp
olicy.InternationalMilitaryTribunalfortheFarEastsetthebasisforthepolicy.
Japan joined San Francisco Peace Treaty in 1951, of which article 11 approves the
judgment of the tribunal even though it is independent now. The official position of
Japanese government is to recognize Japan’s aggression during the war, which was already
indicted in the tribunal and henceforth to join the current international system. The
argument, which is still strongly supported by a lot of Japanese people as well as Prime
Minister Abe that the pacific war was not the war of aggression, was the lawyers’
argument in Tokyo tribunal. The defense counsel led by Kiyose Ichiro had argued in the
tribunal that“the war was just a fight for the self-defense in the middle of siege ring from
ABCD.” However, in the actual judgment, the argument was not accepted, and all of the
28 (some people were dismissed or dead during the detention, so in the actual tribunal
there were 25 of them.) military leaders were condemned. Among them, 7 people were
sentenced to death.
In article 11, San Francisco Peace Treaty clearly mentions that it accepts the
judgment from the tribunal.
Tokyo tribunal aroused the problem of war of aggression. However, it did not
prosecute Japanese colonization of Korea and Taiwan. According to the tribunal, there was
no problem in Japanese crimes within the territory of its former colonies. During the
tribunal, in the dock, there were former Chosungovernor-general Minami Jiro, KoisoKuniaki,
and former commander of Choosun military ItagakiSeishiro. They were indicted for the war
crimes in different region not in the colony, Korea. ShioharaTokisaburo, who had served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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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hief director of the education and management bureau, and who preceded the
assimilation policy for Japanese empire was even sitting with the defense counsel with
Kimura Heitaro.
This is because the Allied side did not want to indict the problem in regards with
colonization. This left a blemish on Japanese post-war recognition of colonies. The
colonization of Chosun, which was never indicted, left the huge challenge called liquidation
of the past. Moreover, the government towards its own people, the crimes committed by
the military government, and the war responsibility of the Emperor were also not indicted
or not even mentioned during the tribunal. Since the U.S occupation banned Japan’s
autonomous trial, unlike Germany, Japan could not continuously hold a plea after the
tribunal ended under Allied control.
This way of the war tribunal left colossal problem in Japanese war responsibility,
especially its recognition of its colonies. Because of the colonization, which was not
indicted during the tribunal, ignorance for the colonization during the war has continued.
When has Japan mentioned and even given a though of its awareness for colonization,
which was not punished or even prosecuted? The severe rupture between Japan and Korea
surrounding the historical problems lies down in this question.
Excluded Korea
There is another reason for Japan not to face up to problems of colonization: a
generous treaty of peace. San Francisco Peace Treaty invited 50 countries to ratify the
treaty. Most of the invited countries were parts of the joint declaration by the Allied
nations, and enemies of Japan, as well. Costa Rica and Poland also signed the treaty.
Seungman Rhee established its own South Korean government in 1949 and actively
appealed to the U.S in order to participate in the peace treaty ratification as one of the
Allied power. Japanese government, led by Prime Minister Shigeru Yoshida strongly
opposed to such movement of South Korea. One of the main reasons for Japanese
opposition for Korean participation in the treaty ratification was the existence of Japanese
Koreans, or Korean residents in Japan. Yoshida stated, “Japanese government concerns
illegal activities conducted by Korean residents in Japan.” He also appealed that when
Korea signed the treaty, Korean residents in Japan would be nationals of Allied country,
who would have stronger power of influence against Japan. Practical problems such as
recapture of property would occur in Japan accordingly, if Korea participated San Francisco
Peace Treaty as a member of Allied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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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argued that Korea was not one of the warring powers, and thus, would have
not become one of them. The U.S and the U.K agreed with Japan. The U.K further argued
that the Japan-Korea Treaty of 1910 was legal in terms of international law. The liaison
among three imperial powers: Japan, the U.K, and the U.S excluded Korea from the
discussion of post-war international order. Japanese denial was based on the international
system surrounding “Cold War” and domestic struggles by laborers and Korean residents in
Japan.
The biggest problem, however, lies in Japan’s argument against Korea, which has
argued that the Japan-Korea Treaty in 1910 was illegal; Japan believes that the treaty was
legal under the name of international law.
The treaty without the participation of China, South and North Korea was ratified,
and Japan returned to the international society after it earned its independence from the
U.S. Dulles, the U.S secretary of state supported the bilateral treaty between Korea and
China. Treaty on Basic Relations between Japan and Republic of Korea was an imitation of
San Francisco Peace Treaty. Compensation transformed into economic cooperation. The term
“compensation” was never used. The liquidation of the past in regards with Japanese
colonization of Korea was vague and ambiguous in this sense.
Although we have had no idea what kind of ideas were exchanged during the
Korean-Japanese conference for the treaty because most of the documents had been closed
to public, now we have sense of what had been discussed since Korea opened its
documents to the public in 2005, and Japan has gone through several trials to open the
documents to the public. It is clear that there was no discussion about forced laborers from
Korea, comfort women, Korean BC war criminals, or other victims of wartime mobilization.
Korea have indemnified for victims and made law for the indemnification with the $50
millions provided with and without a cost. However, only less than one-third of all victims
received the government indemnification because of the lack of compensation money and of
the three-year of a legislation deadline.
In San Francisco Peace Treaty, the Allied powers, especially the U.S was originally
planned the large amount of ready money as a compensation from Japan. However, the
Cold War, specifically Korean War changed the U.S’ foreign policy towards Japan. In
November 1950, the United Stated established Seven Principles in regards with the peace
treaty negotiations with Japan. Originally, the principle contains the policy of no
compensation. However, the strong opposition followed by the former POWs, Asian
countries, and civilian internees. ElpidioQuirino, the president of Philippines from 1946 till
1948 appealed to Dulles of its war damage, and required 10 billion dollar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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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nsation. Dulles accepted the request and wrote the provision of the compensation, and
proposed compensation in kind or in service. This was an easy compensation for Japan;
Japan

even

called

the proposed

compensation

as “a

business with

the name of

compensation.” Since this kind of compensation policy was suggested without the
acquiescence of China and Korea, San Francisco Peace Treaty was lack of the problem of
individual compensation for victims from Asia. The individual compensation in cash for
Allied POWs or Dutch and Indonesian civilian internees was fulfilled although most of
them were not satisfied.
Japan earned independence without complete solution to the above post-war
problems. Japanese business advanced to Southeast Asian from the late 1960s on the basis
of the compensation.
Liquidation of Remained Colonialism
“A Generous Treaty of Peace” was also a request from the U.S within the situation
of Cold War. The U.S did not want Japan to have burdens from weighted indemnification,
and thus changed the principle of compensation into a way of economic cooperation. After
Korean War, the U.S wanted Japan, which was a hinterland of Korea to be economically
independent. The heavy weight of Japanese burden for compensation would increase the
U.S security force during the occupation, but Asian countries wanted the compensation from
Japan. In order to satisfy other Asian countries, which asserted the compensation from
Japan and to make Japan economically independent from the U.S, compensation in a way
of economic cooperation was the ideal. The liquidation of colonialism left behind due to
the above international political situation.
The impoverished economy from Korean War was a big problem for Korea. A
preliminary

conference

for

Japan

and

Korea

started

from

October

20thin1951.However,afirmattitudeofJapanthatJapanesecolonizationofKoreawaslegalhadbecomeahur
dlefor14yearsofpoliticalbattleforatreaty.IntheKorea-Japanconferenceof1953,Japaneserepresentative
KubotaKanichirostatedthattheJapanesecolonizationofKoreawasbeneficialtotheentireKoreanpeninsul
ar(KubotaRemark).Afterthebreakdownoftheconference,KubotaevenadvisedJapanesegovernmenttoo
verthrowthegovernmentledbySeungmanRhee.Likewise,theJapanesesidedidnotshowanenthusiasminn
egotiationsandconferenceswithSeungmanRhee.Undersuchsituation,Koreawasfundedunderthenameo
feconomiccooperationbuttheliquidationofcolonialismwaspostponed.
A typical example of the postponed liquidation is the article 2 of Treaty on Basic
Relations between Japan and Republic of Korea (Korea-Japan Treaty of 1965); “It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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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irmed that all treaties or agreements concluded between the Empire of Japan and the
Empire of Korea on or before August 22, 1910 are already null and void.” The word
“already” is still a political and diplomatic issue.
It arouses a question whether Japan-Korea Treaty of 1910 was valid or not. This is
not the kind of question, which had already risen in San Francisco Peace Treaty.
Korea constantly has argued that the treaty is not valid. Japanese government argues
that the treaty is valid because two subjects in the treaty were in equal position. The
problem became ambiguous because of the wording within the treaty of 1965: “already null
and void.”
Why did the problem suddenly receive attention now? This is because the victims
have raised their voices since 1980s when struggles for Korean democratization were
mounted. Those who wanted to speak out about their experiences were encouraged to do so
after the social change to democracy. In Japan, as well, since the late 1960s, civil
movements by Korean residents in Japan or by Japanese have appeared and argued that
listening and accepting the voices from Asian victims of war. Civil society of Japan has
started various activities in order to raise the awareness for the war responsibility.
The movement escalated with the anti-Vietnamese war sentiment, and transmitted into
a broader movement under the slogan called “A movement, which take victims of war
from the Asian-Pacific region to heart.” The movement has conducted various activities
such as disclosing Japan’s aggression within Asian region, and conveying the voice of
victims to Japan for ten years. Under such circumstances, a number of Japanese discovered
a description of Asia Pacific War from the victims’ point of view for the first time and
were shattered by the discovery. There were numerous problems such as forced military
labor, Koreans left in Sakhalin, and civilians attached to military, not to mention the
problem of comfort women. Japan’s wartime crimes under the name of “the Greater Asia
Co-prosperity Sphere,” which was an unprecedented event of colonization and aggression
become clear to Japanese people through victims’ voices.
Under these movements, from the late 1970s, people could hear that the victims
have

never

received

any

kind

of

compensation.

They

wanted

the

individualized

indemnification. However, Japanese government maintained its argument that the problems
of compensation were all resolved through the treaty of 1965, and never actively responded
to victims’ requests. The question rises; is individual indemnification even possible?
In March, 1991, a secretariat deputy director general, Takashima Yusyu made a
speech on Soviet-Japan Joint Declaration specifically on Japanese renunciation for the claim
on those who were interned in Siberia. He stated, “Japanese government does not think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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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dividual Japanese citizens should also give up their claims on their detainment against
Soviet

government

or

the

Soviet

individuals.”

In

August

27th,1991,YanaiSyunji,adirectorofabureauofconvention,alsostatedasthefollowinginhisupperhousebu
dgetcommitteespeech;theproblemofrighttoclaimbetweenJapanandKoreawithinthenegotiationonlyme
ansthatbothstatesabandonedtheirrespectivediplomaticprotection,anddoesnotmeanthatindividualrightt
oclaimhasbeennullified.
The response of Takashima Yusyu that the Japanese victims have individual rights to
claim against Soviet Union on their detentions further means that Asian victims also have
individual rights to claim against Japan. With this logic, in 1990s, movements for postwar
compensation for individual rights to claim, and the trials on the postwar compensation
increased in number. The trials continued until 2000s, and 90 of them have been settled.
The rulings did not accept the appeal. However, if one takes a close look at the rulings,
they do not reject the individual right to claim stating that “a debtor’s arbitrary and
voluntary maneuver against a specific individual right to claim is unavoidable.” Nonetheless,
the ruling dismissed the individual right to claim in a case Chinese forced labor vs.
Nishimatsu Construction Company.
I believe that there will be more detailed statement from Korean side, but there have
been lawsuits filed by forced laborers and comfort women, and accepted by Constitutional
court. The Supreme Court in Korea admits forced laborers’ individual right to claim. In
Gwangju, the high court of justice also accepted the appeal from victims in June 24th.
Unlike Korean government and law, which argue that Korea-Japan Treaty of 1965
does not reject the individual right to claim for compensation, Japan still sticks to the
argument that the claim for compensation has already solved. The problem is clear; it is
the liquidation of Japanese colonialism of Korea, which was excluded from San Francisco
Treaty, was never discussed during th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for the Far East, and
was remained ambiguous in Korea-Japan Treaty of 1965. The joint research with scholars
from both Korea and Japan has already started, but there is no intergovernmental
interaction. The difference on interpretation of the treaty of 1965 was clear during the
discussion of UNESCO world heritage registration.
There was an idea of establishing a foundation funded by both governments and
business, but the idea was not widely shared.
As I mentioned before, Japan already paid indemnification to POWs from the Allied
powers. Since Prime Minister Murayama Tomiichi came to power, “Plan for History
Amity,” which invites POWs and civilian internees from the U.K, Australia, and Netherland
has continued for more than 10 years. This year, the former POWs from the U.S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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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ited, and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made an apology to them. The minister replied that
the budget for the plan is twice as much as that for last year commemorating the
70thanniversaryoftheformalcessationofthewar.
Why can’t Japan face up with its Asian victims? Reconciliation defined by
Nishimatsu Construction Company with Chinese victims illustrates that assailants such as a
state or a business should admit a historical fact, confirm its intent for apology, and pay
compensation or indemnification to express the apology.
As for being a government or a business, it is important to make the apology and
compensation for victims clear in regards with historical facts. How can we, the civil
societies sympathize with the victims and even imagine the victims’ hardships? This
imagination is crucial. This is the ear when a lot of people travel between Japan and
Korea. There are countless conditions, which enable people to sympathize with victims such
as K-dramas like “Hourglass” that dramatized postwar era and Japanese colonization of
Korea.
Japan’s liquidation of the past towards East Asia was excluded within the following
conditions; San Francisco Peace Treaty, and the followed Security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which caused Japanese subordination to the U.S. Launching the
liquidation will create friendly relations with Asia, and will be a way to earn independence
from the dominant-subordinated relationship with the U.S as well.
Liquidation of the past, which even Korea-Japan Treaty of 1965 could not clear up,
was neglected under the situation of growing economic cooperation. Although Murayama
Declaration of Kan Declaration diplomatically admit Japan’s aggression and colonization,
there was no change in Japan’s political course neither in its attitude. Japan should have
established an organization, which could deal with postwar issues. Japan Center for Asian
Historical Records has various digitalized data opened to the public.
It has been 70 years after the tragic war. Japan is required to propose a proper
apology that victims would accept with appropriate historical facts. Japan is also obliged to
say, “We have caused a deep would to you. It was a big mistake of Japan, and we would
like to make an apology,” to those who have suffered from Japan’s occupation and
colonialism.
Currently, damage investigation under Japanese colonization is launched in both
Korea and Japan. We need to precede the investigation with discovering the historical
materials, and with recording the voice of victims. On the basis of the history, it is crucial
to make the government change its policy. However, we all recognize that sometimes it is
difficult to do so, or even some people would want to give up the work. However,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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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uld remember that the victims cannot run away. The reason why citizens from both
Korea and Japan have cooperated for the liquidation of the past is because they
havenoticedthatthevictimscannotgiveup.
In order to maintain the close and friendly relationship between Japan and Korea, I
strongly believe that it is crucial to understand the power of influence of each other’s
knowledge, understanding, and imagination in respective historical experience. The people
with knowledge, understanding, and imagination are you, who are here to discuss about the
problem in this NGO forum. Now I suggest that we need to strengthen hour connecting
link of amity and solidarity for the perpetual peace in 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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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Years of Post-World War and the Task of Peace Building in East
Asia”
A perspective from Latin America
Bernal Herrera
University of Costa Rica
bernalhe@yahoo.com
I. Latin America: an ambivalent relation with peace
Latin America is, possibly, one of the most ambivalent regions in the world, if not the most
ambivalent, in terms of its contributions to world-peace and, more generally, its relation to
peace.
There is no doubt that the region can list many important contributions to peace building,
both at regional and global levels. Let's see some important examples.
1. Latin America is one of the regions where adherence to La Haya International Penal
Court is most prevalent, and one of the main, if not the main, voluntary user of that
organization. Different border litigations, such as the ones between Bolivia and Chile, El
Salvador y Honduras, and between Costa Rica and Nicaragua, are currently being
discussed there, and very recently other border litigations between Nicaragua and Colombia,
and between Chile and Peru, were settled there. As of today, two of its judges are from
the region.
2. Even more important, the court's decisions have been, up until now, being accepted by
all Latin American countries using that Court. This adherence to International Law, doubtless
one of the main tools for keeping peace, or at least for avoiding war, it is a significant
feature of Latin American political history during the last seven decades, and leaded to the
creation of an international court of its own, specialized in the defense of human rights: the
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 located in Costa Rica, which started its functioning in
1979.
3. Latin America includes nine of the twenty five countries that do not have an army. Costa
Rica abolished it in 1948. Later, in the 1980´s, the country launched a campaign in both
Central America and the Caribbean to do the same, which was one of the reasons, but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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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nly one, for other countries to follow its example. Of the other sixteen countries with
no army, most are very small ones, like Vaticano, Marshal Islands, Monaco, Lietchenstein,
and Andorra.
4. Generally speaking, most Latin American countries have signed most of the international
treaties dealing with issues related to peace building and maintenance, such as those
limiting or forbiding personal mines, nuclear weapons, and so. The same situation happens
with international treaties that try to enforce human rights, such as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This tendency can not be taken as grante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or example, has not signed almost none of the treaties developed during the last
decades, relating to peace and human rights, as the already mentioned treaty against
personal mines, nor even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5. Another important contribution concerning peace building is that, in stark difference with
Europe, North America and Asia, including East Asia, Latin America is one of the two large
regions of the world free of nuclear weapons. This is so, despite the fact that there are at
least two Latin America countries, Argentina and Brasil, where the development of their
nuclear capabilities would have made possible to try to develop nuclear weapons.
6. Latin America has experienced, during the last three decades or so, a very successful
process replacing all previous military regimes, with democratic systems. Given that in Latin
America the last monarchy, that of Brasil, was abolished at the end of 19th century, this
implies that, with the arguable exception of Cuba, all Latin American countries are, at least
formally, democracies ruled by representative regimes. Certainly this is a process shared
with countries around the world, but the Latin American case exhibits an additional feature:
in most of these processes, the replacement of a military regime by a democratic one, or
even the conclusion of a civil war, was crowned by the appointment of some “Truth
Commission”, that tried to find out and registered the worst crimes committed by both the
government and its enemies. A process largely absent, for example, in democratizing
processes such as the ones that took place in Europe and Asia.
7. Latin America has not experienced, during the last seventy years, any attempt by any of
its nations to try to to acquire some sort of considerable political or economical power over
its neighbors, a kind of process often present in other regions of the world. In a region
where countries like Mexico, Argentina and, very specially, Brasil, could had been tempted
to do so, this is a remarkable achievement in favor of peace.
All what I have been saying could give the impression that I will try to present La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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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ca as a mostly peaceful region. In some respects, this is true. In the seventy years
since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 the span of time discussed in this conference, with
the exception of the war between Honduras and El Salvador in July 1969, which lasted just
four days, and the Malvinas War, involving Argentina and Great Britain, which lasted from
April to June 1982, and left about one thousand dead persons, there has been no wars
among states involving Latin American countries.
Nonetheless, valuable as they are, all these facts and data do not allow to define Latin
America as a peaceful region. On the one hand, although there have been almost no wars
among countries, in different places there have been social conflicts which found military
expression at different times.
Guerrilla movements militarily confronted the national armies in various countries, sometimes
for extended periods of time. In some cases the situation provoked authentic civil wars, as
in the cases of Nicaragua and El Salvador. In other cases, like in Argentina and, even
more, Guatemala, the fight against the guerrillas unleashed military levels of repression
which are hard to describe, understand and digest. In the case of Peru, the guerrilla
movement competed with the army in terms of brutality. And in the case of Colombia, the
conflict is still going on nowadays, despite a very promising peace process.
All this military violence, terrible as it has been, is far from being the most prevalent, or
even the worst one. It is well known the high, in some cases extremely high, levels of
political, economic and delinquency-related violence. A violence that marks the daily life of
wide sectors of the population in many Latin American countries. On the political side, at
different points of the last seven decades decades, large parts of Latin America were under
the control of military dictatorships, which systematically violated human rights. Common
delinquency is also a very important source of violence and insecurity. Guatemala, Honduras
and El Salvador, all of them Central American countries, have some of the highest rates of
homicides in the world. A large part of all this violence has its main root in the extreme
levels of inequality that characterize the socioeconomic structures of most Latin American
countries, whose traditional levels of exclusion and marginality only recently have started to
diminish in a sustained and significant way.

While not being the poorest region of the

world, Latin America is the most unequal one, and it is reasonable to say that in Latin
America, as in other regions of the world, the worst forms of violence, the main obstacles
to a significant peace, derive from the deep inequities and injustices created by these
socioeconomic 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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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Some basic features of Latin American relation with peace
If we try to define the basic lines of this very complex interaction of peace and violence in
Latin America, some general features can be affirmed, at least in a general way.
1. Latin America has made a very important contribution to the world´s capacity to build and
maintain peace during the last seventy years: the almost total absence of wars among
nations.

Almost no Latin American countries have used war as a way to solve problems

and differences with neighbors, acquire new territories and resources, install friendly
governments, or enlarge its geopolitical weight.
2. Another important Latin American contribution to peace building and maintenance during
the period starting in 1945, is its will to support the growing body of international law and
multinational organizations, created with the explicit intention to foster peace. This support
for the rule of international law has been expressed not only by signing treaties and
participating in multinational organizations, but also in actions such as abstaining of any
attempt to develop nuclear weapons, or in its wide recognition of the Palestinian State.
3. At the same time, Latin America has built significant obstacles to local, national and
regional peace, and therefore to global peace, by maintaining large sectors of its population,
in some cases the majority of the population, in conditions of exclusion, poverty and
oppression, determined by socioeconomic and cultural power structures that constitute very
significant sources of all sorts of violence and human rights violations.
4. A good deal, but not all, of these socioeconomic and cultural power structures, derive
from old and recent forms of colonialism and imperialism. During the three centuries of
Spanish and Portuguese colonialism in Latin America,

whole structures of oppression and

exclusion of indians and blacks were put in place, which has sustained the continued
oppression and exclusion of these, and other, important sectors of the population,
sometimes the majority. After political independence from Spain and Portugal, the local
oligarchies that dominated colonial times, kept the power in the new nations, and with the
constant support of the USA, blocked most significant threats to traditional structures, which
in many cases have survived until now, under new clothing. Some of the most significant
efforts to break these structures, and to build new and better ones, were openly and very
effectively blocked by local oligarchies, acting by themselves or in close alliance with the
USA government, mostly through coup de etaits that imposed military dictatorships. During
the last seven decades, some of the most significant examples of coups or invasions are
the following: Guatemala in 1954, Argentina in 1955 and 1976, Chile and Uruguay in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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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nada in 1983, Haiti, where Jean Bertrand Aristide was toppled down in 1991 and again
in 2004, Venezuela in 2002, a coup which was reversed.

Similar experiences can be found

in the history of the last seventy years in many other world regions, including East Asia.

III. Latin American lessons for peace building and maintenance
The quite varied rainbow of Latin American experiences in terms of

peace building and

maintenance, allow us to obtain some significant lessons on these issues. Here I will
summarize a few, very briefly and without any pretense whatsoever of originality, but hoping
they can be useful for the dialogues and discussions taking place in this activity.
I will finish this presentation saying that lasting and meaningful social peace, based on the
elimination of all the structures that impede it, may well be an utopia. But even if it is so,
this does not diminish any of its value. Utopia is a horizon that may never be reached, but
because its presence and attraction are very real, it can define, if we decided to do so, in
which direction we should walk. Utopias show possible directions to take, directions that will
surly not be taken or fostered by powers such as governments, states and corporations, but
that could be conceivably taken by growing sectors of civil society.

- 55 -

-55 -

History Education beyond
Borders – A Tool for Peace?
Jonathan Even-Zohar
EUROCLIO Director

European Association of History Educators

www.euroclio.eu

European Union
“A Political Experiment on the
top of a Vast Mass-grave”

European Association of History Educators

www.euroclio.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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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question: Does Teaching
History Develop Peace?

European Association of History Educators

www.euroclio.eu

History Education is a Mirror of:

PRIDE

Scientific
Achievements

Arts and
Culture

National Heroes
Victories

Wealth and
Power

European Association of History Educators

www.euroclio.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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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Education is a Mirror of

Pain

Wars and victimhood
Occupation
Colonialism

Human Right
Violations

European Association of History Educators

www.euroclio.eu

But, does History Education include…

Example Lithuania

What is missing?
Not mentioned
In the same period almost
200.000 Jewish people were
killed in Lithuania and 200.000
Polish people were expelled.

Possible
responsibility for

Official Brochure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in Lithuania

inflicting pain
European Association of History Educators

www.euroclio.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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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what about other history?
Issues in which we consider not to be involved

Nation Centrism

A different map?
European Association of History Educators

www.euroclio.eu

In 1992 – EUROCLIO was established to
address:
•
•

•

•

History education is dependent
of the political environment
History education is a traditional
subject with concentration on
listing and memorizing facts
History education is not
supporting the growing
internationalization of the
society
There is a tendency for
decreasing curriculum time for
history education (especially in
professional education)

European Association of History Educators

www.euroclio.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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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mission is: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responsible and
innovative history, citizenship and heritage education
as a way to promote critical thinking, mutual respect,
peace, stability and democracy.

European Association of History Educators

www.euroclio.eu

48 Independent Member Associations of
History and Citizenship Educators and 22
Associated Members from 47 countries

European Association of History Educators

www.euroclio.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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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llars of EUROCLIO work

European Association of History Educators

www.euroclio.eu

European Association of History Educators

www.euroclio.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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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ible” History Education
Helping students understand that History is:
 Interpretation: based on finding evidence, from (historical)
sources, cross-reference them, to create peer-reviewed,
arguments which answer questions.
 Complex: every answer leads to new questions, with many
inter-relationships and layers. Within the complexity, a
narrative is an instrument of selection.
 Value-based: responding to relevance and attitudes prevalent
today.

 Multiperspectivity
European Association of History Educators

www.euroclio.eu

“Responsible” History Education
Developing School History in relation to:
 Public History and Historical Culture
 Academic History & Research
 (Political) Use and Abuse of History
 Values, Attitudes and Dispositions
 Developing Historical Consciousness

European Association of History Educators

www.euroclio.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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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vative History Education
 Implementing a
Renewed Historical
Paradigm

EUROCLIO Director Jonathan Even-Zohar talks with students during a school
visit in San Sebastian as part of an international training.

 Developing
Competencies:
Knowledge, Skills and
Attitudes

European Association of History Educators

www.euroclio.eu

Innovative History Education
Balance between Political,
Cultural, Economic and Social
Perspectives
Gender

New Historical
Human Rights
Paradigm
Global History Approach

Migration
Diversity

Everyday Life

Balance between Geographical
Dimensions
European Association of History Educators

www.euroclio.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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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ing Competences
 Including critical thinking:
ability to analyse, to
interpret, to judge and to
question
 Fostering of history:
developing questions, tasks
and activities
 Innovative pedagogy
How to engage students?
European Association of History Educators

www.euroclio.eu

2010: Manifesto for High-Quality History,
Heritage and Citizenship Education
It does not attempt to transmit
a single truth about the past.

It recognises that its significance
is related to current experiences
and challenges.

It introduces global
perspectives

It raises awareness on the fact that
the past is perceived differently.

It embraces cultural, religious and
linguistic diversity.

Selected Principles from the Manifest on High-Quality History, Heritage and Citizenship Education, adopted by the EUROCLIO General Assembly in 2014,
Background Image: M.C. Escher, Relativity, 1953
European Association of History Educators

www.euroclio.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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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History Education Really a Tool for Peace?
Cases from Europe
• Former Yugoslavia – Civil Society for Regional Cooperation
• Cyprus – Working across Dividing Lines
• Black Sea Region – Capacity and Trust Building
• Northern Ireland – Remembrance for Reconciliation

European Association of History Educators

www.euroclio.eu

With MANY Results: Educational
Resources

Developed as part of a
collaborative process

Quality control by peers and
external assessors

21 publications in 17
different languages
European Association of History Educators

www.euroclio.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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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iana – Your Portal to the Past
Gives access to innovative online learning resources that provide multiple perspectives
on the past, and promote student’s historical thinking and acquisition of transversal
competences.

•

Free access to open education
resources that are directly
applicable.

•

Developed by an international
community of professional
history educators.

•

Peer reviewed and piloted

European Association of History Educators

www.euroclio.eu

BUT HOW?
Capacity Building

Collaborative Work

Local Ownership

Professional Approach
Dialogue & Trust

Process-Orientation

External Monitoring

European Association of History Educators

www.euroclio.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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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 PRODUCTS
Civic CourageAbility to peacefully
Trust
disagree
Relative Silence
Dialogue
Peer
and critical
Equality learning
Ability
to
peacefully
disagree
Skills
and
Civic
Courage
reflection
Pilot
equality Competencies

Working
Environment
Working Environment

DialogueImpartial
and critical reflection

Use of impartialTrust
Language

Language
StableConditions
and Responsive
Stable and Responsive

TIME

Conditions

Sense
of Responsibility
Responsibility
European Association of History Educators

www.euroclio.eu

Innovative educational material
development

European Association of History Educators

www.euroclio.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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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an Association of History Educators

www.euroclio.eu

It works!
•

“An ability to pull together the hearts and minds of history teachers”,
teacher trainer, UK

•

“An absolutely sound instinct when it comes to addressing the most
burning questions of our time”, historian, Germany

•

“A critical approach in civic and democratic spirit”, teacher, Bosnia

•

“An ability to transfer best practice and lessons learned from one region
to others”, teacher, Latvia

•

“An important long-term role in forging future generations’ perceptions
of the Europe in which they live”, education expert, UK

European Association of History Educators

www.euroclio.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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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 Europe still with many
challenges – related to history
•

Xenophobia (image of election poster of Swiss Nationalist Party)

•

Neo-Nazism (image of swastika on Croatian football pitch)

•

Discrimination in Culture (image of black peter)

•

Extremism (images of Breivik attack and Copenhagen attack)

•

Abuse of History (images of monuments in Skopje)

European Association of History Educators

www.euroclio.eu

Some suggestions for East Asia
• Foster the role of history educators as active
civil society.
• Focus on the process of historical dialogue as
a key outcome
• Find the common ground for political
partnerships
• Develop history education that helps students
understand the world they live in.
European Association of History Educators

www.euroclio.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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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low EUROCLIO
@EUROCLIO, @HistEduNews
twitter.com/EUROCLIO
twitter.com/HistEduNews

EUROCLIO – European Association of History Educators
linkedin.com/company/euroclio---european-association-of-history-educators

EUROCLIO
facebook.com/groups/EUROCLIO
European Association of History Educators

www.euroclio.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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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際シンポジウム
(日本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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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戦後70年の世界と東アジアの平和＂

第二次世界大戦が終戦し東アジアの国々が日本の植民地から解放されてから70年が経ちました
が、朝鮮半島をめぐった今日の東アジアは平和と発展の協力共同体形成に失敗しただけでなく、
南北間の敵対的対決状態と韓日間の歴史的和解と過去清算が解決されないまま軍事的な緊張状態
ばかり強まっており、新たな戦争と核戦争の可能性を生み出す反平和的な状態に直面していま
す。
ドイツのナチスは 日帝ファッショを敗亡させた連合軍の国家たちは勝戦70年の祝祭を開いていま
すが、韓中日東アジアの市民はだんだん強まっている日本の右傾化と不安定になっている南北の
対決体制、そして米日中露強大国の軍事的競争状態を見つめながら東アジアの安保と平和の道程
はいったいどこにあるのか問わずにはいられなくなりました。
今まで東アジアの平和と歴史的和解のためにいろんな国の市民社会の団体とともに対話と連帯の
場を開いてきた＂歴史NGOフォーラム＂

は2015年世界大会を＂戦後70年の世界と東アジアの平

和＂というスローガンでアジアとヨーロッパ、欧米の専門家と市民運動家とともに開催し、東ア
ジアの平和体制のための市民団体、NGOの現段階での課題と役割が何かについて模索する論議を
展開したいと思います。
特に韓日協定50周年を迎え、東アジアの歴史的和解と平和共同体形成の障害となっている間違っ
た韓日関係、未解決の過去清算を反省しながら、理想的で新しい関係形成のための課題について
考えて市民団体、NGOの連帯を強化する集まりも設けたいと思います。
2015年7月10-11日、高麗大学ソウルキャンパスの仁村記念館講堂で次のような内容のプログラム
で大会を進行する予定ですので興味のある機関、団体、多くの方の積極的な参与と協力を期待し
ます。

東アジア平和のための歴史NGOフォーラム常任代表 李三悅
高麗大学アセア問題研究所 所長 李鍾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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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プログラム別 日程
(∎) 韓ㆍ英ㆍ日

同時通訳

日程

場所

言語

7月 09日
19:00~20:30

ラマダアンコ
ール東大門ホ
テル 会議室

開幕式および開幕シンポジウム

7月 10日
14:00~18:00

仁村記念館講
堂

歓迎晩餐

7月 10日
18:30~20:00

仁村記念館
VIP食堂

韓日市民団体大討論会

7月 11日
09:30~15:30

仁村記念館講
堂

∎

閉幕式

7月 11日
16:00~18:00

仁村記念館講
堂

∎

参加者交流会

7月 11日
18:30~20:30

国際館カフェ
テリア

Ⅰ 国際NGOネットワークとの協力のため
の東アジア-ヨーロッパテレビ会議
主管:歴史N GOフォーラム、EUROCLIO
(ヨーロッパ歴史教育者連合)

7月 09日
16:00~18:30

ラマダアンコ
ール東大門ホ
テル 会議室

Ⅱ 歴史和解のための草の根交流
主管: アジア平和市民ネットワーク

7月 10日
10:00~12:30

高麗大学
文科大学

Ⅲ 青年フォーラム：戦争、女性の人権そし
て平和
主管: 大学生サークル AIESEC

7月 10日
10:00~12:30

高麗大学
文科大学

Ⅳ ＂疎通と和解のための対話プログラム＂
主管: 東アジア葛藤解決国際連帯、ブリッ
ジフォーピース（日本）

7月 10日
10:00~12:30

高麗大学
文科大学

英語

Ⅴ 東アジア歴史対話と教科書
主管: 歴史NGOフォーラム企画委員会

7月 10日
09:00~12:30

ラマダアンコ
ール東大門ホ
テル 会議室

英語

7月 10日
10:00~12:30

高麗大学
文科大学

7月 10日
10:00~12:30

高麗大学
文科大学

7月 9日~12日

仁村記念館
前庭

7月 12日
10:00~15:00

仁寺洞、景福
宮

プログラム名
オリエンテ
ーション

メイン行事

分科別ワー
クショップ

展示会
フィールド
ワーク

Ⅵ 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体制克服と東
アジアの平和
主管: 東アジア歴史市民ネットワーク
Ⅶ 植民地朝鮮の社会経済調査-統合と差別
の知的土台
主管: 高麗大学アセア問題研究所
開放70周年記念展示会
日本軍＇慰安婦＇の歴史的真実と定義
主管：アジア平和と歴史教育連帯
ソウル市内歴史文化ツアー

- 58 -

-73 -

∎

英語

▣ 開幕式 & 開幕シンポジウム

時間
13:30 - 14:00

内容
登録
開幕式

14:00 – 14:50

司会: チャン・ソヒョン（韓国、歴史NGOフォーラム運営委員）

開会辞_ 李三悅（歴史NGOフォーラム常任代表）
歓迎辞_ 李鍾和 (高麗大学アセア問題研究所 所長)
祝辞_ 金學俊（東北アジア歴史財団理事長）、エバート財団代表 、国会、教育部等

14:50 -15:00

Ⅰ＂歴史の結び目＂-主題映像
Ⅱ

映像製作: co-op Media

開幕シンポジウム
“戦後70年の世界と東アジアの平和：市民社会の参与と役割”

発表1. 崔相龍 (韓国、前駐日大使)
主題: ＂東アジア平和と韓中日協力＂
発表2. 內海愛子 (日本、恵泉大学名誉教授)
15:00-18:00

主題: ＂東アジアの戦後秩序と歴史和解のための日本の役割と寄与＂
発表3. ジョナダン・エバン・ゾハ Jonathan Even-Zohar
（オランダ、ヨーロッパ歴史教育者連合会（ユーロクリオ）事務総長）
主題: ＂ヨーロッパの戦後秩序と歴史和解の教訓＂
発表4. ベルナル ヘレラ モンテロ博士 Dr. Bernal Herrera Montero
(コスタリカ、コスタリカ国立大学、副総長)
主題: ＂戰後７０年の世界と平和構築課題：南米の觀点で＂
Ⅲ

文化公演 ＂小さな音楽会-平和な未来＂

平和音楽会
16:40-17:10

• KBS国楽管弦楽団
ソン・イシン(奚琴), ユ・ギジュン(大芩), シン・ジュヒ(小芩),
キム・ヒジン(伽倻琴), キム・ヘジン(打楽)
• 客員: キム・ジエイル(バリトン), ジョ・ジュソン(パンソリ), キム・グァンホ(笛),
パク・キョンフン(鍵盤), パク・ジニョン(笛)

17:10-18:00

総合討論
座長： 李長熙 (歴史NGOフォーラム共同代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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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アジアの平和と日中韓の協力」

崔相龍(前駐日大使 · 高麗大 名譽敎授)

１．日中韓協力の為に
私達が東アジア戦後７０年を迎え、これから東アジアの平和を展望する事において、日中韓の
協力の重要性はどれだけ強調しても強調しすぎにはならないだろう。今も昔も日中韓の三国は欧
米と共に世界の中心軸となってきた。特に近・現代史で三国はそれぞれ世界を向かって明確なモ
デルを提示してきた。 日本は明治維新を通じて非欧米国家で初めて自力で近代国家を作り、中国
は改革・開放を通じて全世界が注目する社会主義市場経済の成功事例を示している。 そして韓国
は、最貧国から出発し、産業化、民主化、情報化を達成し、特にアジアで最初に"下からの運動"
で権威主義独裁と闘い、民主主義を勝ち取った国だ。
日中韓の三国の人口は世界の23%であり、GDPは世界の20%以上である。外貨保有高は、世界
の約50%であり、三国間では一周間で約2000便以上の飛行機が往来し、年間約1700万人近くの三
国の国民が往来している。 このような人的、物理的な相互依存性は今後も止まないだろう。 こ
の三国が協力し合い、EU

NAFTA

ASEANといった地域共同体になれば、東アジア平和の保証

はもとより世界平和に決定的に貢献する事が出来る。
しかし、日中韓の三国を中心とする東アジア共同体論は学問的にも政策的にも意味のある進展
がなく、現実的に世界の他の地域に比べて体制の理念、軍備競争、領土紛争、民族主義などの障
害要因が複雑に絡み合っているため、三国協力に対する楽観的な展望を期待するのは非常に難し
い。
今この瞬間、私は安重根が死を控えて執筆した"東洋平和論"を想起する。 東洋平和論の核心は
他ならぬ日中韓、三国の連帯であり、三国共同銀行設立と3国共同の平和軍隊の創設などの構想が
盛り込まれている。 欧州統合論を半世紀もリードする先駆的な提案だったが、その後時の流れに
より彼の日中韓、三国の平和構想を逆行してしまった。
現在の北東アジアの国際政治は大きく揺動している。地域の協力と統合の道を歩むためには、
何よりこの地域の直接的な当事者である日中韓、三国の役割が、今どの時代よりも注目を集めて
いる。 どんな場合でも、第二の冷戦になる様な残忍な選択は避けなければならない。
習近平国家主席の"中国民族復興の夢"と安倍晋三首相の"積極的平和主義"そして朴槿恵大統領の"
北東アジア平和構想"は日中韓が共に協力し合う様な明確なビジョンが無い。 今、北東アジア三
国を合わせた15億人の国民は、対決と和解、葛藤と統合、戦争と平和の岐路に立たされている。
歴史の流れを洞察し、歴史の教訓を生かすことは、一次的にその時代の知的、政治的指導者の
責務だ。 原理的にも現実的にもその国を滅ぼすのは民衆ではなく指導者の誤った判断と無能だっ
たからだ。是非とも歴史の大きな転換点で三国の指導者らが和解と統合と平和の方向にリーダー
シップを発揮してほし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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その為にはまず、日中韓の三国は先易後難の機能的アプローチの知恵を活用し、東アジアの平
和と三国の共同繁栄に向けて持続可能な議題(agenda)を発掘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
1)政治の懸案として韓国政府は2015年内に日中韓首脳会談を韓国で開催できるように努力しな
ければならない。それは韓国が三国間の首脳会談での議長国としての義務を負う事でもある。 も
ともと2013年に韓国が三国間首脳会談を開催し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のだが機会を逃し、2014年
にも日韓間に歴史問題をめぐる関係の悪化と中国の消極的態度で実現しなかった。
2)文化交流は、政治的争点や、軍事的緊張を緩和するのに役立つ。 私はかなり前から日中韓の
三国の芸術人で構成された常設オーケストラ（仮称：Beseto Orchestra）の創設を提案してき
た。 歴史問題、軍事問題、領土問題などで絡んでいる三国が音楽芸術で持続的な文化交流を推進
していけば、15億の三国はもちろん、世界に向けた東アジアの魅力的なメッセージが発信され、
もしそのオーケストラに北朝鮮芸術人が参加するプログラムが作られれば、朝鮮半島の平和にも
貢献できるだろう。例え随時でも、三国の芸術人たちが東京ドーム、天安門広場、そしてソウル
広場で三国の和合と共同繁栄を祈願する軽快な音楽を奏する事が出来ればどれだけ良いだろう
か。
3)学術的な分野において、日中韓が共有できる思想的、哲学的資源を共同で研究する事も、即効
性は無くとも三国間の文化交流に役立つだろう。 例えば、17世紀の中国の黃宗羲、18世紀朝鮮
の朴趾源、19世紀日本の横井小楠の比較研究は興味深いテーマとなり得るだろう。これらが共有
する思想は当時、包括的な知識体系だった儒教に内在したプラグマティズム(pragmatism)、即ち
当時の言語で言うと実学に当たる。 彼らは実事求是の観点で西洋文明を主体的に受け入れた、東
アジアの卓越した公共哲学者(public philosopher)たちだ。
2.韓日パートナーシップのために
1)「21世紀韓日パートナーシップ共同宣言」
日韓関係に関する研究結果や、私自身の体験をもとに言えば、歴史問題に関する日韓関係の争
点解決において両国国民が大満足できる妙案はない。 このような時こそ、新しい模範答案を模索
するよりも、1965年以来の日韓関係史で両国間の相互理解の面で最も望ましく、現実的な合意事
項は何だったかを考えてみる必要がある。
歴史問題を含む日韓間の懸案問題を解決する上で、最も画期的な決定は、1998年10月に東京で
韓国の金大中前大統領と日本の小淵惠三前総理大臣の間に合意得た「日韓共同宣言」(以下共同宣
言)と言える。 専門家たちの間で、この「共同宣言」とその後の韓日関係の眩しい進展を高く評
価して「1998年体制」という表現が使われている。 国交正常化後、日韓関係を「1965年体制」
としたら、1998年の共同宣言は、日韓関係史で新しい起点としての意味を十分に成し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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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共同宣言」は原則的合意と具体的な行動計画が盛り込まれているが、その中でも最も重要な意
味を持つものは、日本政府の「植民地統治に対する痛切な反省と謝罪」を明文化したのと、韓国
政府が日本の大衆文化を韓国に開放するという決定を下した事だ。
まず、歴史問題は韓国政府が強要したのではなく、村山富市前首相の談話を基にしている。 村
山前首相の歴史談話は、日本で現実的に期待のできる良質な歴史観が盛り込まれている。 社会党
委員長として連立政権の首相になった村山氏が、日本がアジア諸国に与えた苦痛に対して反省と
謝罪をしたが、その談話の対象はアジア諸国であり、韓国は具体的に記述されていなかった。 こ
の村山談話の内容を、日本が韓国に行った植民地統治に対する反省と謝罪で具体化、明文化し、
両国の首脳が合意したのがまさに「共同宣言」の歴史条項だ。
その次に、日本の大衆文化を韓国に開放するという決定は、日韓関係史の中で長く記憶されるだ
ろう。 当時韓国内では、日本大衆文化の国内開放は、時期尚早という世論が澎湃としており、漫
画、アニメなどの日本文化産業の高い競争力に対する危機意識が漂っていた。 その時私は文化の
開放に賛成し、次のような論調で政府の決断を促した経緯がある。 「文化交流は歴史のある特定
時点での優劣で見るのではなく、過去・現在・未来につなぐ果てしない相互学習の過程である。
日本の江戸時代には韓国が日本に対して文化を伝授したりもして、韓国の産業化時代には日本の
経験を学んだ。このように文化交流はお互いが学ぶ長い過程である。」文化の開放は人と人との
交流の拡大へとつながり、国交正常化となった年に両国の往来が年に一万人だったが、文化開放
後には1日に一万人にもなる時代を開くようになった。2005年の日韓友情の年には歴史問題で激
しい緊張関係の中でも1年に約750件の文化行事が成功裏に行われた。 日本の大衆文化の韓国市
場の開放がなかったなら、韓流は想像もできない物である。
現在、日韓関係は極度に悪化しており、今後も日韓間には歴史問題で大小の対立が起こりかねな
い。 その度に両国の指導者たちは「共同宣言の精神」に戻ってマックス・ウェーバが指導者の資

質であれほどまでも強調したように、確固たる責任倫理(Verantwortungsethik)を持ち、未来志向
的な日韓関係のために合理的に対話、交渉が出来れば、克服できないものは無いのではないだろ
うか。
2)「３つの歴史問題」を考える
まず最初に、独島問題だ。独島を両国が公式的に、歴史的にも国際法的にも自国の領土だと主張
している。 韓国の立場から見て日本の独島領有権主張は、日本の植民地統治の既得権の主張に他
ならない。 国際政治の経験から見れば、領土問題はいつもZero-sum的極限の対峙の状況に行き
やすい。戦争につながる場合も少なくなかった。 したがって、独島問題について実現できる最善
の解決は、現状の平和的な維持だ。 この場合、現状という独島に対する韓国の実効支配の現状を
含め、この現状破壊することで、両国の緊張が高まってきたのだ。 日本は2005年3月に島根県の
「竹島の日」を制定し、教科書には韓国の「不法占領」という表現を挿入、独島近隣の海域での
水路測量計画など、独島の現状維持を破壊する一連の方針を発表した。これに対し韓国が強く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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発したことで、事態がさらに悪化した。 独島問題の平和的解決のためには今からでも現状維持
(status quo)を破壊する言動や政策を相互自制するのが賢明である。
二つ目としては、教科書問題だ。 歴史問題とは大きく、歴史的事実の確認と歴史解釈に関する問
題だ。 1次資料によって確認された事実は、誰もがその事実を認めなければならないが、歴史解
釈を一つに強要することはできない。 国ごとに人によって歴史を見る観点が違う可能性があるか
らだ。 したがって歴史解釈の多様性については、ある程度の知的寛容を持たなければならない。
重要なのはランケ(Ranke)が一つの歴史的事実は一つの神としたように、確認された事実を隠蔽・
歪曲してはならないという点だ。 歴史は砂の上に書いた文字のように、風に飛ばされ消えたり、
手で消すことができないからだ。 日韓両国の歴史学者たちが歴史的事実を明らかにし、確認され
た事実を共有する作業を絶えず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 幸いにも、民間レベルで両国の専門家ら
が、共同研究の結果を出しており、歴史認識の共有に大きく貢献している。 どの国であれ、「国
史」は「愛国史」の傾向があるため、他の分野の社会科学専門家たちとの学際的研究を通じて、
バランスの取れた歴史解釈を試みることが必要である。 私が大使を務めていた当時、最もつら
かったことが教科書問題だったが、事実と論理で互いを説得すれば、ある程度の合意を達成でき
るという自信を持てるようになった。 結局、扶桑社の歴史教科書の採択率は0.039%に止まっ
た。
三つ目としては、靖国神社の参拝問題だ。 この問題については日本国内ではある程度答えが出て
いる。 まず、渡辺恒雄氏の観点に注目する必要がある。 彼は最も販売部数の多い日本の保守
的、大手新聞の読売新聞の会長兼主筆である。彼は自分の体験をもとに靖国参拝問題を日本人自
身の問題で把握して首相の参拝は断固反対してきた。日本の歴代首相として初めて靖国神社を参
拝した日本の保守政治の元老、中曽根康弘氏は、周辺国の反発に理由あると見て参拝をしなかっ
た。自民党の福田康夫元首相が村山談話と河野談話の修正の動きを批判した。日本の国家目標と
関連する、いわゆる「普通国家」論を提起した第1野党民主党党首の小沢一郎氏もA級戦犯の分社
を要求している。経済団体である「経済同友会」も首相の靖国参拝を反対したことがある。この
程度の雰囲気成熟を考慮するなら、第三の追悼施設であれ、分社であれ、または首相の参拝自制
であれ、いかなる形であっても、答えが出てくるだろう。 2004年に私が日本新聞に掲載したコ
ラムが宮城県女子学院大学の入学試験に論述試験問題で出題されたが、要旨としては、「韓国が
日本の首相の神社参拝を反対する理由を説明し、自分の国を愛する愛国心と隣国に対する配慮は
決して矛盾するものではなく、日本にこの両者を調和させられるリーダーシップの形成を望む」
というものだった。 安倍首相も植民統治に対する痛切な反省と謝罪を約束した村山談話や従軍慰
安婦の存在を認め河野談話を受け入れるとして、靖国参拝を自制している。
以上の様な事で、私は日韓間の争点を解決する出発点として、両国の政府が合意した「共同宣
言」の原則を、もう一度確認し、歴史問題と関連された3つの争点についても、国家利益の相互認
定を基にした合理的な選択の可能性を提示した。これと関連し、二国の責任ある指導者たちは、
日韓関係の改善のために少なくとも下記のような事項を念頭に置く必要があるだろ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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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韓国と日本はアジアにおいて、民主主義と市場経済という共通の理念を持っているという点
だ。この点は、日韓間のすべての争点を克服できる共通の基盤になる。
②日本はあまりにも保守的な国だという点。地球上で1500年以上王朝が一度も変わらない国、歴
史で変化より連続性を重視する国という点だ。
③韓国の主張が、現実的にも論理的に説得力があれば、それを理解する日本国民は決して少なく
ないということ。2001年の教科書波紋の時、問題の歴史教科書採択率が0.039%にとどまり、首
相の靖国参拝を反対する日本国民が53%だったという点。
④両国の間の争点は、過去にも現在にもあり、今後も起こり得るものだが、両国の指導者が公
式・非公式的に対話しながら合理的に問題を解決しようという意志があるのなら、克服できない
ことは無いということ。
⑤指導者たちが問題解決のための手段、方法の選択において「思慮」を失わないという事。特
に、歴史問題において、節制された言行は両国国民の相互を尊重する上での基本になるという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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戦後史の中の「和解」――植民地支配への反省がなぜ欠落したのか
内海愛子（恵泉女学園大学名誉教授）

裁かれなかった植民地支配
戦後七〇年の安倍談話との関連で、侵略と植民地支配への反省が大きな焦点になっている。
侵略と植民地支配への反省は、１９９５年の「村山談話」以降、２００５年の「小泉談話」、
韓国併合１００年の２０１０年の「菅談話」でも引き継いでおり、これは日本の対外的な公的な
立場になっている。この基礎にあるのが極東国際軍事裁判（東京裁判）である。
日本は１９５１年、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に調印し、独立したが、この条約の第１１条で
東京裁判の「判決」を承認している。政府の公式の立場は、東京裁判で裁かれた日本の侵略戦争
の罪を認めて、国際社会の一員として迎えられたのである。安倍首相だけでなく日本に根強い、
アジア太平洋戦争は「侵略戦争ではなかった」という歴史認識は、東京裁判の弁護側の主張であ
る。清瀬一郎弁護団長ひきいる弁護団は、「ＡＢＣＤ包囲網のなかの自存自衛のたたかいだっ
た」と、裁判で主張してきました。しかし、判決では弁護側の主張は認められず、２８人（途
中、免訴や死亡で判決時には２５人）の指導者たちは全員が有罪でした。７人には絞首刑の判決
が下りています。
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ではこの裁判の判決を承認する（Judgementをacceptする）とあり
ます（十一条）
東京裁判は日本の侵略は問題にしましたが、台湾、朝鮮の植民地支配はとりあげていません。日
本の植民地での犯罪もり上げなかったのです。被告席には南次郎朝鮮総督、小磯國昭朝鮮総督、
板垣征四郎朝鮮軍司令官らもいたが、彼らが問われたのは別な地域での戦争犯罪です。塩原時三
郎という皇民化政策を推進した学務局長もいましたが、かれは木村兵太郎の弁護人の席に座って
いました。
連合国が、日本の植民地支配を取り上げなかったことなかったのです。戦後の日本人の植民地
認識に大きな問題を残した。裁かれなかった植民地支配は、歴史清算の課題を残したのである。
さらに自国民への政府、軍部による犯罪、そして天皇の戦争責任も裁判では問題になっていませ
ん。占領軍が日本の自主裁判を禁じたこともあり、ドイツと違って連合国の裁判が終了した後に
日本人自身が戦争犯罪を継続的に裁いていくことはありませんでした。
こうした戦争裁判のありかたは、日本の戦争責任、とりわけ植民地認識におおきな問題を残し
ました。戦争裁判で裁かれなかったことで、植民地支配の認識が戦後も引き継がれてきた。問わ
れなかった植民地認識を日本はどこで取り上げ、考えてきたのか。ここに歴史問題をめぐる日韓
の断絶があり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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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排除された韓国」
日本が植民地支配の清算に向き合ってこなかったもう一つの背景に、「寛大な講和」がある。サ
ンフランシスコ講和会議では、５０カ国に招聘（しょうへい）状を送っています。これは「連合
国共同宣言」に署名した国が中心ですが、ちなみにこれらの国が日本の「敵国」です。ちなみ
に、コスタリカもポーランドもこの「宣言」に署名しています。
李承晩政権は１９４９年に政権ができるとすぐ、韓国も連合国の一員として平和条約に参加し
ようとアメリカに積極的に働きかけています。これに強力に反対したのが日本、具体的には吉田
茂首相です。吉田の反対理由の一つに、在日朝鮮人の存在がありました。吉田は、「在日朝鮮人
は非合法活動をしており、日本政府はこれを憂慮している」とか、韓国が、講和条約に署名する
と在日朝鮮人が連合国の国民になり、日本に対して立場が強くなるので財産返還問題も起こるな
ど実利的な問題もある」など、韓国が連合国の一員として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会議に参加する
ことによる日本国内の問題を訴えています。
日本は韓国は交戦国ではないなど、連合国の一員となることに反対し、アメリカとイギリスが
日本に同意したのです。イギリスは、１９１０年の韓国併合は合法的だったという立場だった。
日本とイギリス・アメリカの帝国国家の連携が、韓国を排除したのです。国際的な「冷戦構造」
とともに、日本国内における在日朝鮮人や労働運動などの闘いが、日本の拒否の背景にありまし
た
また、最も大きな問題は日本は一九一〇年の韓国併合は合法だったという認識があり、韓国は併
合は不法無効と主張してきましたた。
中国,朝鮮・韓国が排除された平和条約が締結され、日本は独立し国際社会に復帰しました。ア
メリカのダレス国務省顧問は、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と同じ枠組みのなかで、中国や韓国と
二国間で条約を結ぶように後押しをしています。日韓条約は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を枠組み
にした形でつくられています。賠償は経済協力方式に変わり、「賠償」とは認めていない。この
点でも、植民地の清算は、きわめて曖昧な経過をたどっています。
日韓会談でどのような議論が行われたのか、文書が公開されていなかったので条約の締結当時
は詳細は不明でしたが、２００５年に韓国で文書が公開され、いま日本でも文書公開の裁判がお
こなわれ、多くの文書が公開されています。その中で強制動員労働者やいわゆる「慰安婦」やＢ
Ｃ級戦犯など戦時動員の被害者の問題がほとんど議論されていないことが明らかになってきまし
た。韓国は、経済協力協定で韓国に支払われた有償・無償五億ドルのなかから、韓国政府が法律
を作り、被害者に補償を出しています。しかし、三年の時限立法、補償金額少ないことなど、受
け取ったのは被害者の三分の一にも満たないものででした。
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では、連合国はとくにアメリカは当初、日本からかなりの額の現金に
よる賠償を予定だった。ところが、冷戦、なかも朝鮮戦争がアメリカの対日政策を変えさせま
す。１９５０年１１月「アメリカの対日平和条約に関する七原則」が出されます。はじめは「無
賠償」という方針でしたが、この賠償ゼロに反対したのがアジアと元捕虜・民間抑留者です。ア
ジア諸国をまわったダレスに、フィリピンのキリノ大統領は戦争被害を訴え、一時は１００億ド
ルの賠償を求めたといいます。ダレスはそうした要求をうけて、賠償の条文を訂正するの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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が、そこでだされたのが、生産物・役務の供与としての賠償だったのです。日本にとっては「賠
償という名の商売」というぐらい、楽な賠償にかわりました。中国と韓国を排除した条約で、こ
うした賠償がすすめられたため、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ではアジアの被害者への個人補償の
問題が抜け落ちました。連合国の元捕虜とオランダ人でインドネシアで抑留された民間人には、
現金で個人賠償を支払っています。その額が少なかったので、当事者は満足していませんが
ーー。
日本は、戦後処理の問題でこのような問題を残しながら独立し、日本企業は、賠償をてこに１
９６０年代後半から東南アジアへ進出していきました。
残された植民地主義の清算
「寛大な講和」は、冷戦のなかのアメリカの要求でもありました。賠償を、経済協力方式にし
たのは、日本に加重な賠償の重荷を背負わせないためだったのです。朝鮮戦争がおこると、アメ
リカが朝鮮戦争の後背地でもある日本の経済的自立を求めるようになります。賠償による日本へ
の過重な重荷はアメリカの占領経費を増やすし、賠償をしなければ、アジアの人びとは納得しな
い。アジアの国ぐにをある程度満足させ、日本の経済的自立ができる方式、それが経済協力方式
による賠償でした。このなかで置き去りにされていたのが植民地の清算の問題です。
韓国の場合は朝鮮戦争による国内経済の疲弊という問題を抱えていました。予備会談は日韓１
９５１年１０月２０日から始まっていますが、条約締結をめぐる一四年間の攻防には、日本の植
民地支配を合法とする日本側の強硬な姿勢がありました。１９５３年の日韓会談では日本側首席
代表を務めた久保田貫一郎氏の有名な「久保田発言」（日本の朝鮮支配は朝鮮にとっても利益で
あったとする主旨の発言）がありました。彼は、会談決裂後、日本政府に「李承晩の打倒」まで
建議しています。日本側は李承晩政権とは会談を真面目にやるつもりなどなかったようです。結
局、朴正煕（パク・チョンヒ）政権に変わって１９６５年に条約が締結されます。ここでも経済
協力という方式の資金供与が取り決められたが、植民地支配の清算がのこされました。
その典型的が、条約の第二条にある「一九一〇年八月二十二日以前に大日本帝国と大韓帝国と
の間で締結されたすべての条約及び協定は、もはや無効であることが確認される」の「もはや」
です。今日でもこれが大きな問題になっています。
一九一〇年の韓国併合の条約は有効だったのか、無効だったのかです。韓国が参加できなかっ
た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ではふれられなかった問題です。
韓国は一貫して「無効だった」と主張しています。日本政府は、対等な立場で締結され法的に
も有効という立場です。この問題は、「もはや無効」という言葉で、曖昧にされたのです。
この問題がなぜいま立ち上がってきたのか。韓国の民主化闘争が高まるなかで、八〇年代に被
害者が証言し始めたのです。いままでは言いたくても言えなかったその人たちが、韓国でも自分
たちの被害を語れる社会的な情況ができてきたし、日本でも１９６０年代後半にはこうしたアジ
アの被害者の声を受け止めようという在日朝鮮人や日本人の市民運動が起きてきました。アジア
への加害責任を問う日本の市民が、清算されなかった日本の戦争責任の問題を問い直そうと活動
を始めま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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ベトナム反戦運動のなかで広がった運動は、八〇年代には、「アジア・太平洋地域の戦争犠牲
者に思いを馳せ、心に刻む会」という、かつての日本が侵略したアジア地域で日本は何をしたの
か、その被害者の声を日本に届ける市民運動となり、その後、１０年以上も活動が続きました。
そのなかで多くの日本人は初めてアジアの被害者の側から見たアジア太平洋戦争を教えられ、衝
撃を受けた日本人も少なくありません。「慰安婦」問題だけでなく、強制連行も、軍人・軍属の
問題も、サハリンに置き去りにされた朝鮮人の問題もありました。被害者の話はいままで想像力
の及ばなかった植民地・占領という「大東亜共栄圏」にひろがる日本の戦争犯罪が、被害者の顔
を通して具体的に見えてくるようになったのです。アジアへの加害責任という言葉も定着してき
ました。
奏した運動の中で７０年代後半頃から被害者たちの「私たちは何の補償も受けていない」とい
う声を耳にしました。彼らは個人補償を求めていました。
しかし、日本政府は条約で終わっていると主張し、被害者の声に耳を傾けませんでした。個人補
償は可能なのか。
１９９１年年３月に、国会で高島有終外務大臣官房審議官が、シベリアに抑留された日本人の
問題で、日ソ共同宣言における請求権の放棄について「我が国国民個人からソ連またはその国民
に対する請求権までも放棄したものではない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と答弁しました。同
じ年の８月２７日の参議院予算委員会で、柳井俊二条約局長が、「日韓請求権協定におきまして
両国間の請求権の問題は、……日韓両国が国家として持っております外交保護権を相互に放棄した
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したがいまして、いわゆる個人の請求権そのものを国内法的な意味で
消滅させたというものではございません」と答えています。
日本人被害者に「個人請求権がある」という答弁はまた、アジアの被害者にも、個人請求がで
きると考えられます。こうして１９９０年代には個人の賠償を求める戦後補償の運動が立ち上が
り、戦後補償裁判が増えてきます。戦後補償裁判は、

90年代から2000年代と続き、現在は90件

くらいの裁判が終わっています。判決では訴えは退けられましたが「判決」をよく読むと、西松
建設と強制連行された中国人裁判では、個人賠償については、裁判においては棄却せざるをえな
いが、「個別の具体的な請求権について債務者側において任意の自発的な対応をとることは妨げ
られない」と、個人賠償の権利は否定していません。
韓国から詳しい報告があると思いますがでは、韓国では元「慰安婦」の被害者、被爆者、強制
徴用の人たちが憲法裁判所などに訴えを起こしてその訴えが認められています。大法院は、元強
制徴用労働者たちの個人請求権を認める判断をだしています。６月２４には光州の高等法院でも
被害者の訴えを認めています。
韓国は、政府も司法も「日韓条約で個人賠償の請求権は失っていない」としているのに対し
て、日本は「解決済み」という立場を変えていません。問題点ははっきりしています。東京裁判
で審理されず、サ条約で議論からはずされ、日韓条約では曖昧な解釈のまま残された日本の朝鮮
植民地支配の清算の問題です。日韓の研究者達の共同作業はすでに始まっていますが、政府間の
話し合いはまったくありません。今回の世界遺産の問題でもこの解釈のちがいがはっｋりしまし
た。
日韓で、政府・企業が資金を出しあって財団のようなものをつくるというような案もある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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うですがまだ全体に共有されるものにはなっていません。
先ほどもふれましたが、日本では連合国の捕虜には賠償金払っています。いまでも、村山富市
首相以降、「歴史友好計画」という形で、イギリス、オーストラリア、オランダの捕虜や民間抑
留者を日本に招待する事業が１０年以上続いています。近年ではアメリカの元捕虜も招待され、
外務大臣がおわびしています。戦後７０年の今年は例年の２割り増しの予算が組まれていると、
外務大臣は答弁しています。
なぜ、同じようにアジアの被害者に向き合えないのでしょうか。加害者である国・企業が過去
の歴史事実をみとめ、謝罪の意志をはっきりさせ、その謝罪の印としての補償、賠償を支払
うーーこれはすでに西松建設が中国人の被害者にやった「和解」です。
政府・企業として、歴史事実をふまえた謝罪と賠償をはっきりさせることが大事なのだと思い
ます。私たち市民の運動は、被害者の心情にどこまで想像力をめぐらせることができるのか、こ
の想像力は重要だと思います。日韓の間を、これだけ人びとが往来する時代です。「砂時計」な
ど日帝時代と戦後をドラマ化したものもおおく、被害者の心情に思いめぐらせる条件は広がって
いる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
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とそれと一体化した日米安全保障条約が作り出した対米従属という
日本の戦後体制、その中で排除されてきたのが東アジアへの日本の過去清算です。これに取りく
むことは、アジアとの友好関係を築き上げていくだけでなく、沖縄に象徴される対米従属から日
本が自立する道を模索することではないのでしょうか。
日韓条約でも解決ができなかった過去清算は、経済関係が深まっていく一方で置き去りにされ
てきました。「村山談話」や「菅談話」で外交的には、日本が「侵略」と「植民地支配」を認め
ているが、政策の検討、変更にはつながっていません。政府の責任で戦後処理の機構をつくるべ
きだったのです。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は世界中の人びとに開かれたデジタルの資料センター
です。
戦後７０年、日本は占領、支配を受けた人たちに「本当に迷惑をかけた。それは日本の過ちで
あり、謝罪をしたい」と、きちんとした歴史事実をふまえた被害者が納得できる謝罪が必要で
す。
現在、韓国でも日本でも「日帝強占下」の被害調査が進んでいますが、これをさらにすすめ、
資料の発掘をすると共に被害者の証言を記録していく。こうした歴史事実をもとに、政府に政策
の変更をさせ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が、時には困難にぶつかり、にげ出したくなることもあ
るでしょう。しかし、被害者は逃げられません。日韓の市民達も連携して長く粘り強い運動を続
けてきたのもこうした被害者の姿に接しているからでしょう。
親しければ親しいほど、近ければ近いほど、お互いの歴史体験に対してどこまで知識と理解力
と、想像力が及ぶのか、それが重要なことだと思います。知識と豊かな想像力をもって運動を
担ってきた人たちがここに集ったＮＧＯの人たちである、わたしはそう考えています。今後も、
友好と連帯の絆を強め、東アジアに平和を作り出す活動をしていきましょ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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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後（戰後）70年、そして東アジアにおいての平和構築の課題
ラテンアメリカの観点
ベルナルエレーラ
コスタリカ大学
Bernal Herrera
University of Costa Rica
bernalhe@yahoo.com
I.ラテンアメリカ：平和の両面的関係
ラテンアメリカは、世界平和への貢献、より一般的に言って平和に対する関係という観点から見
ると、最も兩面的地域と言うことはできないものの、おそらく最も両面的地域の中のひとつと言
うことができる。疑問の余地なく、この地域は地域的および地球的レベルで平和構築のために、
多くの重要な寄與をしたという点を列擧することができる。いくつかの重要な事例を見てみよ
う。
1.ラテンアメリカは「ラヤ国際刑事法院」（La Haya International Penal Court）に対する尊
重の念が最も広く拡散された地域の一つであり、その法院の組織に対する重要な自発的利用者の
一つでもある。ボリビアとチリ、エルサルバドルとホンジュラス、コスタリカとニカラグアと
いった諸国間の国境の訴訟がそこで、現在議論されている。少し前にニカラグア対コロンビア、
チリ対ペルーの国境訴訟がそこで解決に至った。現在在籍している審判官の内二人がラテンアメ
リカ出身である。
2.より重要なことは、この法院の諸決定がこの法院を使用しているすべてのラテンアメリカ諸国
によって現在まで受容されてきたという点である。疑う余地もなく、平和を保つことや、または
少なくとも戦争を回避する重要な手段中の一つである「国際法」をこのように遵守することは、
さる70年の間、ラテンアメリカの政治史において重要な特徴であった。これはまた、人権の保護
を専門とする独自的国際法院を創設することにまで至るのである。それは1979年に稼動に入った
コスタリカにある「米洲間人権法院「（Intern-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である。
3.

ラテンアメリカという地域は、軍隊を保持していない25カ国の国家のうち、9カ国を含んでい

る。コスタリカは1948年に軍隊を廃止した。その後1980年代に入り、この国は中央アメリカおよ
びカリブの軍隊廃止運動を開始した。おそらくこの運動のために他諸国がその模範に従ったので
ある。軍隊を保持していない16カ国のうち、ほとんどの国はバチカン、マーシャル諸島、モナ
コ、リヒテンテンシタイン、アンドラなど非常に小さ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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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一般的に言うと、ほとんどのラテンアメリカ諸国は、対人地雷や核兵器などを制限または禁止
する平和の構築と維持に関わる問題を扱う国際条約に署名した。「子どもの権利に関する条約」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などのような、人権の保護を実行しようとする国
際条約に対しても同様である。しかし、このような風潮が当たり前と見てはならない。例えば米
国では、前述された対人地雷禁止条約やさらには子どもの権利に関する条約など、過去数十年間
に締結された平和と人権に関する諸条約に署名しなかった。
5.平和構築のためのラテンアメリカが行ったもう一つの重要な貢献といえば、この地域が核兵器
のない二つの地球上の大規模な地域の一つであるという点である。これはヨーロッパ、北アメリ
カ、東アジアを含んだアジアなどの他の地域とは格段の差がある。ラテンアメリカ諸国の中で核
開発能力を持つ二国であるアルゼンチンとブラジルが核兵器を開発しようとした場合、それは可
能であったがそういうことはしなかった。
6.ラテンアメリカは、過去30年以上にわたり、すべての軍事政権を民主的な体制に変える非常に
成功的な過程を経験した。ラテンアメリカにおいて最後の主権国家であったブラジルの君主体制
が19世紀末に廃止されたという点を考慮し、さらにキューバの場合を例外とすれば、すべてのラ
テンアメリカ諸国が、少なくとも形式的には代議制の政権によって治められている民主国家であ
るということを意味する。確かにこれは、世界の多くの国でも見られる過程である。しかしラテ
ンアメリカの事例は、より付加的な特徴がある。大部分このような過程で軍事政権を民主政権に
置き換え、さらには内戦を終息させたのは、某種の「真実委員会」の発足に発展した。この委員
会は、政府およびその敵対勢力によって犯された最悪の犯罪を探そうとし、その犯罪を記録し
た。この過程は、例えばヨーロッパおよびアジアにおいて起きた民主化の過程では見られない。
7.ラテンアメリカは、過去70年の間に近隣の諸国に相当の政治的または経済的な影響力を得よう
とする試みを全く経験したことがない。これは、世界の他地域ではよく見られる過程である。メ
キシコ、アルゼンチン、特にブラジルなどの国々がそのような試みをしようと衝動に駆られたこ
ともあるが、当地域でこのような試みがなかったのは、平和のためには著しい成就と言える。
今まで私が述べたことは、自分自身がラテンアメリカをおおよそ平和な地域であることを示そう
と努力しているという印象を与えることができる。いくつかの観点から、これは事実である。第
二次世界大戦の終結後、過去70年間（この70年というのは、今回の大会で議論する期間である）
の期間中、1969年7月に起こったホンジュラス対エルサルバドルの戦争（わずか4日間進行され
た）と1982年4月から6月まで持続したアルゼンチン対イングランドのマルビナス戦争（即ち
フォークランド戦争。約1,000人の死者を出した）を除けば、ラテンアメリカ諸国が関与した国家
間の戦争はなかった。
このような事実は、重要な意味を持つ。しかしこのすべての事実とデータにも関わらず、私は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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テンアメリカを平和の地域と規定することはできない。国家間の戦争がほとんどなかったと言っ
ても、他の場所においては諸時期に軍が介入した社会的衝突があった。
諸国においてゲリラと政府軍が衝突した。ある時はこの衝突が長期間進行されたこともある。ニ
カラグアとエルサルバドルにおいては、内戦の状況が展開されたこともある。アルゼンチンとグ
アテマラでは、ゲリラとの戦いが（国民に）軍事的抑圧を加える契機として作用し、理解に苦し
む状況を作った。ペルーではゲリラの活動が、残虐性の面において政府軍に少しも負けないくら
いであった。コロンビアでは和平の過程が順調に進んでいるが、衝突は現在も展開されている。
このすべての軍事的暴力は恐怖感を覚えるものの、非常に流布したり、最悪であるとは言えな
かった。このような暴力は、場合によっては、高いレベルの政治、経済、または非行に関連して
いた。このような暴力は、多くのラテンアメリカ諸国において多くの人々に日常的なことになっ
た。過去70年間に、諸時点でラテンアメリカの国々の多くの地域は軍事独裁の制御下にあった。
これらの軍事政権は、組織的に人権を蹂躙した。
中央アメリカの国のグアテマラ、ホンジュラス、エルサルバなどの3カ国は、世界で殺人犯罪率が
最も高い。このような暴力の多くの部分は、多数のラテンアメリカ諸国の社会経済的構造を特徴
づける極度の不平等にそのルーツがある。このような国において、貧困層の排斥および周辺化の
レベルが、最近に入り持続的で意味のある方法で縮小され始めた。ラテンアメリカでは、地球上
で最も貧困な地域と言えるが、最も不平等な地域であることは間違いない。他の地域と同様に、
ラテンアメリカでも平和の主要な障害である暴力の最も悪い形態は、このような社会経済的構造
によって作られる不平等と不当行為に起因する。

II。ラテンアメリカの平和のいくつかの基本的特徴
ラテンアメリカにおいて平和と暴力間の非常に複雑な相互作用の基本的な輪郭を定義すれば、少
なくとも全体的に、いくつかの一般的な特徴が確認できる。
1.ラテンアメリカは、過去70年の間に平和を構築し、維持する世界の能力向上に非常に重要な貢
献をしてきた。ラテンアメリカ諸国の中で近隣諸国との問題を解決し意見の相違を解消するた
め、新しい領土と資源を得るため、さらに友好的な政府を立てたり（自国の）地政学的重要性を
拡大するために戦争を手段として使用した国はほとんどなかった。
2. 1945年以来、現在までの期間内で平和の構築と維持のためにラテンアメリカが行ったもう一つ
の重要な貢献は、拡大している国際法の体系と、多国籍の機構をサポートしようとする意志力に
関連している。このような法体制と機構は平和を助長するための明白な意図の下に作られたもの
である。国際法に対するこのような支持は、条約の署名と多国籍の機構への参加だけでなく、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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兵器を開発しようとするすべての試みを放棄し、パレスチナ国家を幅広く認める行動を通じて表
現さ
れた。

3.同時にラテンアメリカは全人口の大部分、場合によっては、人口の大部分を排斥、貧困、抑圧
の状況に追い込むことによって、地域的、国家的、大陸的平和に重要な障害物を立てた。このよ
うな状況は、すべての種類の暴力と、人権侵害の重要な根源を構成する社会経済的および文化的
権力構造によって決定されるものである。
4.このような社会経済的および文化的構造の中、全体でなくても大部分は、植民地主義と帝国主
義の古い形態と最近の形態から派生する。ラテンアメリカにおいてスペインとポルトガルの植民
地主義が300年以上進行された時に、インディアン及び黒人を抑圧して排斥する全般的な構造が定
着し、このような構造は人口中の相当な部分、時には大部分に対する継続的な抑圧と排斥が継続
された原因になった。スペインとポルトガルからの政治的独立の後には、植民地時代を支配して
いた地方の「少数独裁政治体制」が、新しい国が建てられた後にも権力を維持したのであり、米
国の恒久的な支援の下、伝統的な構造を変えようとする主要な努力を封鎖した。その結果、伝統
的な構造は、多くの場合、新しい服に着替えたまま現在まで温存している。
このような構造を破壊し、新しくてより良い構造を構築するための最も重要な取り組みのうち、
相当の部分は、単独で動く地方の少数独裁者たちや、米国政府と緊密に連合したかれらによって
非常に公然ながらも効果的に封鎖された。この少数独裁者は、主にクーデターを通じて政権を
握ってから軍事独裁を強要した。過去70年の期間中、クーデターや軍事攻撃の重要な事例を挙げ
ると、次の通りである。1954年のグアテマラ、1955年および1976年のアルゼンチン、1973年の
チリとウルグアイ、1983年のグレナダ、1991年ジャンベルトランアリスティド政権が崩壊された
ハイチ、再びハイチの2004年、2002年のベネズエラ（以降クーデターは再び覆された）。東アジ
アを含め世界の諸地域では、過去70年間の歴史から同じような経験が見られる。
III。平和の構築と維持のためのラテンアメリカの教訓
平和の構築と維持の観点から、虹のように様々なラテンアメリカの経験は、私たちにこのような
問題についての重要な教訓を与えてくれる。私はここではいくつかの教訓を短く、そして独創性
がある虚飾をあえてなくして話したい。私はこのような教訓が、対話と議論に有用であることを
希望する。
私は恒久的で有意味な社会的平和（それを妨害するすべての構造を除去した土台の上に築かなけ
ればならない）は、ユートピアであり得るという言葉を述べ、今回の発表を終えようと思う。と
いってもこれはその本来の価値を毀損しない。ユートピアは決して到達できない地平線である
が、その存在と魅力が非常に現実的であるため、私たちは決心さえすれば、それは私たちがどの
ような方向へ行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を規定することができる。ユートピアは取るべき
な方向を示している。その方向とは明らかに政府、国、会社など力のある人々によって選択され

- 73 -

-88 -

たり育成されたりするものではない。ユートピアは成長している市民社会のさまざまな領域で選
択することができると考え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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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시민단체 대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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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시민단체 대토론회

▮취지
일본의 아베정권의 퇴행적인 역사인식은 고노담화와 무라야마 담화 등 일본정부가 그동안
표명해 온 미래지향적인 역사인식을 후퇴시키며 한․일 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2015년 한일 협정 50주년을 맞이하여 아직까지 미해결과제로 남아있는 진상규명, 한일협정
체제, 일본군 ‘위안부’문제 등을 살펴보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한 시민사회의 과제에
대해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참가대상: 연구자, 활동가, 일반인
▮장소: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 대회의실
▮지원언어: 한․일․영

동시통역

시 간
09:00 – 09:30

내

용

행사장 세팅 및 등록

한일시민단체 대토론회
“한일관계 50년의 반성과 과제: 국제적 협력의 강화와 걸림돌 극복을 위해”
[1부] 한일 과거사문제에 관한 현황과 대응
사회: 정은정 (한국, 동북아역사재단 교육팀)
주제발표1. 대일과거사문제 진상규명 노력과 한계
한국발표 정혜경 (한국, 대일항쟁기위원회 조사1과장)
09:30-12:30

일본발표 고바야시 히사토모 (일본,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 사무차장)
주제발표2. 한일협정 50년 체제의 반성과 새로운 관계설정
한국발표 장완익 (한국, 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
일본발표 야노 히데키 (일본, 일한관계 재구축캠페인 2015 사무국장)
주제발표3.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의 국제적 협력과 걸림돌
한국발표

안신권 (한국, 일본군‘위안부’ 역사관 나눔의집 소장)

일본발표

양징자 (일본,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 전국행동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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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14:00

점심시간

[2부] [종합토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의 과제
사회: 이신철 (한국, 아시아평화와 역사연구소장)
노히라 신사쿠 (일본, 피스보트 공동대표)
지정토론(한국): 김종수(1234간토시민연대 대표), 이국언(근로정신대시민
14:00-15:30

모임 대표), 송도자(통영거제시민모임 대표), 이경희(마창진시민모임 대
표), 안이정선(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대표), 최봉태(전 대한
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 임국평(평택-에히메시민교류
회 사무국장), 김선실(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지정토론(해외): 조나단 에벤조아(네덜란드, 유로클리오 사무총장)
발표자와 청중들

[토론 의제]

1. 아시아연대회의에서 채택한 일본정부에 대한 제언을 어떻게 하여 사회에 확산시킬 것인가?
2. 일본군 위안부 이외의 과거사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까?
-

종합적 해결과 개별적 해결 등

3. 한일 시민사회가 국제사회와 협력하기 위해서 어떤 걸림돌을 극복해야 할까? (유럽과 아시
아 시민들과의 연대를 위해서 해야할 일은 무엇인가?
4. 전후70년의 아베수상 담화에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할까, 또 어떻게 의미가 있는 내용을 갖추
게 할 것인가
-

외국의 사례와 외국의 입장에서 전후 70년 아베 수상의 담화와 관련된 의미는 무엇인가?

5. 미디어 대책을 비롯한 대응 활동을 어떻게 조직해 나갈 것인가?(다른 운동 또는 제3국 시
민단체들과의 연계, 향후 대책 등)

- 77 -

-92 -

韓日市民団体大討論会

▮趣旨
日本の安部政権の退行的な歴史認識は河野談話と村山談話など日本政府が今まで表明してきた未来志向的
な歴史認識を交代させ韓日の葛藤をより深刻化させている。2015年韓日協定50周年を迎えいまだに未解決
課題として残っている真相究明、韓日協定体制、日本軍＂慰安婦＂問題などをあつかい、韓日関係のため
の市民社会の課題に対して方案模索を試みる。
▮参加対象: 研究者、活動家、一般人
▮場所: 仁村記念館講堂
▮支援言語：韓日英同時通訳
時間
09:00 – 09:30

内容
会場セッティングおよび登録

韓日市民団体大討論会
“韓日関係50年の反省と課題: 国際的協力の強化と障害克服のために”
[1部]

韓日過去史問題に関する現況と対応

主題発表１. 対日過去史問題の真相究明努力と限界
韓国発表

鄭惠瓊(韓国、対日抗争期委員会 調査1委員)

日本発表 小林久公（日本、強制労働真相究明ネットワーク事務次局長）

09:30-12:30
主題発表２. 韓日協定50年体制の反省と新しい関係設定
韓国発表 張完翼 (韓国, 大韓弁護士協会日帝被害者人権特別委員会

委員長)

日本発表 矢野秀喜 (日本, 日韓つながり直しキャンペーン 2015 事務局長)
主題発表３. 日本軍 “慰安婦”問題解決の国際的協力と障害

12:30-14:00

韓国発表

安信權 (韓国、日本軍慰安婦歴史館 나눔의 집 所長)

日本発表

梁澄子 (日本, 日本軍「慰安婦」問題解決全国行動

代表)

昼食

[2部] [総合討論] 未来志向的韓日関係解決のための市民社會の課題
14:00-15:30

議題提案
李信澈 (韓国、アジア平和と歴史研究所 所長)
野平晋作 (日本, ピースボート共同代表)
• 指定討論(韓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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キム・ジョンス(1234関東市民連帯)、イ・グックオン(勤労挺身隊ハルモニとともにする市民
団体)、ソン・ドジャ(日本軍慰安婦ハルモニとともにするトンヨン巨済市民団体)、イ・ギョン
ヒ(日本軍慰安婦ハルモニとともにするマチャンジン市民団体)、アン・イジョンソン(勤労挺身
隊ハルモニとともにする市民団体)、イム・グックピョン(ピョンテク-愛媛市民交流会)、キム
・ソンシル（韓国挺身隊問題対策協議会共同代表）、チェ・ボンテ（大韓弁護士協会日帝被害
者人権特別委員会

前委員長）

(海外)：ジョナダン・エベンジョア(ユーロクリ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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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한국)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진상규명을 위한 한국사회의 노력과 전망
정혜경(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조사1과장)
1. 강제동원의 이해
2. 피해자와 한국사회의 노력
3. 일제말기 강제동원 문제해결을 통한 동아시아평화공동체의 길 - 한일관계의 복원을 위한
새로운 출발

1. 강제동원의 이해
- 강제동원 : 일본이 아시아태평양전쟁(1931〜1945)을 수행하기 위해 국가권력에 의해 제국
영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적·물적·자금동원정책으로 본격적인 인력 동원은 1938년 국가총동
원법 제정(1938.4. 제정. 1938.5.공포) 이후 실시되었다. 동원지역은 일본의 식민지 및 점령
지, 전쟁터 등이다.
- 현재 특별법에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라 함은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

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군인․군무원․노무자․군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
은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말한다.”(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라는 조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 강제동원 피해는 피해자 1인이 동원지역과 유형에 따라 2〜3회 중복 동원되는 경우가 일반
적이다. 동원 규모는, 7,827,355명[군인 209,279명, 노무 및 군무원 7,618,076명. 군위안부 등
성동원피해자 포함되지 않음]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정부의 공식 통계를 토대로 한국 정부가
분석한 통계로서 중복동원인원을 포함한 연인원 숫자이다.

2. 피해자와 한국사회의 노력
1) 피해자의 권리 찾기
- 해방 이후 한국사회가 아시아태평양전쟁으로 동원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부터이다. 1965년 한일협정 체결 이후 이와 관련해 실시한 대일보상금
청구가 1970년대에 이루어졌다. 이 때 실시된

‘대일민간청구권 자금’에 의한 인적․물적 보상

을 통해 8,552명[25억 6,560만원]에 대해 인적 피해 보상을, 74,967건[66억 2,209만원]의 물
적 보상을 지급했을 뿐이다. 정책적 차원의 홍보도 부족했고, 지급대상자가 제한(현지 사망)되
어 있었으며, 피해를 신고당사자가 스스로 증명해야 했으므로 소수에 그쳤다. 그러나 이 일은
피해자들이 결집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들은 한국정부가 아닌 일본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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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고, 이들의 활동에 일본의 시민단체가 지원하면서 조직 세를 키워나갈 수 있었다.
- 소송은 일본에 거주하던 재일동포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1952년 6월 14일 당시 스가모
(巢鴨)형무소에 수감 중이던 한인 BC급 전범 29명이 타이완인 전범 1명과 함께 일본국을 상
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시작되어 그 후 사할린잔류자귀환청구소송(1975) 등 해외 거주 한국인
이 중심이 된 소송은 1990년부터 한국에 거주하던 피해자단체의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들이
전개한 수많은 소송은 '기각'으로 결론이 났다. 오랜 소송에 지친 피해당사자와 유족들은 점차
법정을 떠나 한국 사회로 방향을 돌렸다.
2) 아시아평화공동체 구축의 첫 단계 : 한국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 기관 설립
- 2000년 9월 피해자단체와 연구단체, 시민단체 대표들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진상규명모임
을 발족하고, 2001년 10월 12일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
에 발의(대표발의자 김원웅 의원)한 후, 12월 11일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 등에 관
한 특별법 제정추진위원회(이하 법제정추진위원회)를 발족해 노력한 결과, 법안은 여러 차례
수정을 거친 후 2004년 2월 13일 국회본회의에서 가결 통과되었다.
- 2004년 11월 10일 출범한 위원회는 특별법 제3조 규정(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에 따라 설치되었다. 법이
규정한 위원회 업무는 피해 진상조사, 피해와 관련한 국내외 자료수집․분석 및 진상조사 보고
서 작성, 유해발굴 및 수습,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 사료관 및 추도공간 조성,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호적등재 등이다. 조사범위는 ‘만주사변부터 태평양전쟁시기까지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속․노무자․군위안부 등으로 강제동원 되어 피해를 입은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이다.
(법 제2조, 3조)
〇 강제동원피해 진상조사 :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업무. 진상조사를 통해 강제동원피해에 대
한 사실 규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특별법(법률 제7174호) 제16조 규정에 의해
2005년 3월 25일 진상조사 개시가 결정됨으로써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되었다.
- 진상조사 필수 과제 선정 및 추진 * 완결 과제 20건, 미결 과제 284건

- 신청에 의한 진상조사 접수 및 추진(’05.4~’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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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상조사 보고서 등 발간 * 진상조사보고서 31권, 실태조사보고서 4권, 사진자료집, 구술

기록집 등 총 61권 발간(‘05.4～’13.12)
〇 관련 기록물 수집 : 위원회가 수집, 발굴, 분석한 명부는 총 339종, 175만명(중복 인원 포
함)에 달하며 모두 전산화하여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175만명분의 명부와 34만건에 달하는
자료를 합하면, 위원회는 전 세계 조선인 강제동원 기록(명부) 최다 보유기관이다.

< 수집자료 활용 흐름도 >

〇 피해조사 및 지원금 지급 : 2005년 2월부터 2008년 6월까지 3회에 걸친 신청 접수를 통해
총 226,638건의 피해조사신청을 접수하여 218,639건을 피해자로 판정하였다. 태평양전쟁 전
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8669호)에 의해 위로금 등 지급 업무가
개시되어 2014.8말 현재 95,736건을 처리하였다.
〇 유해조사 및 발굴·봉안 : 2004년 12월 한일 정상간(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총리) 합의
에 따라 2005년 2월부터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골봉환 문제를 논의할 한일정부간 협의체가 발
족하였다. 협의를 통해 현재 일본 내에 한국인 유골 2700여위(노무자 등)가 보관 중이라는 사
실이 확인되었고, 군인군속으로 사망한 조선인의 유골 중 일부인 1,147위가 안치된 일본 도쿄
메구로(目墨)구의 사찰, 유텐사(祐天寺) 유골 봉환을 위해 협상을 개시했다. 협상의 결과,
2008년부터 도쿄(東京) 유텐사(祐天寺)에 보관 중이었던 군인․군무원 유골 가운데 423위를 4
차에 걸쳐 국내로 봉환했다. 2010년부터 시작한 노무자 유골봉환 협의는 봉환 원칙 및 절차에
대한 대체적인 합의에 이르렀으나 2012년말 한일관계가 악화되면서 중단된 상태이다.
〇 사할린 묘지 실태 조사, 유해봉환, 기록물 수집 : 위원회는 남사할린 탄광지역 등 강제동원
피해자 집단매장 지역 및 공동묘지 등의 실태조사를 통해 강제동원 사망・행방불명자 관련 자
료 확보 및 향후 사할린 전 지역 유골 봉환을 위한 방향 수립에 기여할 목적으로 ‘사할린 현지
집단매장지역 및 공동묘지 실태조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기초조사('07, ‘08년) 및 연구용역

사업('09년)을 실시한 후, 2011년 부터 66개 공동묘지를 대상으로 全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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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는 현재 홈페이지에 콘텐츠 사할린 한인묘 현황파악 및 찾기 서비스를 통해 공개하
고 있다. 자료수집사업과 유골봉환도 병행 진행하고 있다.
(http://www.jiwon.go.kr/sahalin_finder2013/main.asp)

3. 일제말기 강제동원 문제해결을 통한 동아시아평화공동체의 길 - 한일관계의
복원을 위한 새로운 출발
1) 피해자측의 문제 인식
- 일제말기 조선인 강제동원은 식민지 문제가 근본원인이라는 점, 인력동원과 물자·자금동원
이 맞물려 있으므로 피동원자의 대부분이 식량공출능력이 없는 하층민이라는 점, 관련국들의
전후 민주화가 만족할만한 수준에를 이르지 못했다는 등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
한 해결방안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가지고 있지만, 피해자에게 적극성을 요구하고 있다.
가해자의 해결의지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피해자측의 적극적인 의지(피해당사자)가 노력(해당
정부)으로 이어질 때, 가해자측에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례 : 이스라엘과 독일
의 사례. 피해국 이스라엘의 노력(Yad Vashem. 1953년 이스라엘 국회가 입법을 추진한 상설
조사기구 및 기념시설의 총체)이 없었다면, 독일의 과거청산작업(미래재단)은 현재와 같은 모
범사례로 평가받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과 가해국이 재단을 설립했다는 점, 두 기관 모두 상
설기구라는 점이다.
- 이에 비해 이스라엘과 같은 피해국 처지인 한국의 경우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피
해자측의 적극적인 의지(피해당사자)가 구체적인 실천(해당 정부)으로 이어져서 가해자측(일
본)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훼손되었고, 피해 진상규명은
2004년 위원회 발족 이전까지 피해자 스스로의 몫이었다. 정부가 대일협상용으로 명부를 작성
하기는 했으나 정작 회담에는 활용하지 못했다.1)
- 위원회가 발족한 이후에도 피해진상규명작업은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2008년 이후부터 1년 또는 6개월 단위의 한시적인 기간 연장이나 업무제한(진상조사 업무 중
단)등 지속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을 한국 정부 스스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상규명
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정부와 기업 상대의 권리 찾기는 ‘우리만의 외침’으로 그치
기 쉽다.
- 장기간에 걸친 가해국의 무반응은 피해자들의 힘을 약화시키기에 충분하다. 시간이 지나면
서 피해국간의 공동 대응이나 피해자들의 연대는 느슨해지고 있다. 해당국가의 역사배경 및 일
본의 분리 대응정책에 따라 피해국의 대응은 한국·중국 대 타이완·동남아·태평양국가의 양상으
로 대분되며, 한국과 중국도 강고한 연대 체제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가장 큰 책임은 한국 정부에 있다. 정부가 60년간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에 대한 역할을
방기하고, 피해당사자들에게 전가한 책임은 매우 크다. 위원회 설립 이후에도 한시기구에 제한
된 기능만을 강요해 대일협상력을 약화시킨 책임도 면할 수 없다. 오랫동안 유족사회가 가지고
있는 정부에 대한 불신과 한시기구인 위원회의 불안정성은 유족사회에 조급함과 불안감을 가
중시켜 왔다.
- 피해자측(피해당사자, 정부)의 진상규명 의지가 분화되고 희석화되는 데 비해, 가해국

일본

1) 1953년에 한국정부가 수합한 일정시피징용자명부(신고 명부)와 1957〜1958년에 신고 받은 왜정시피징용자명부(신고 명부)
등 2종의 명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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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봉인·망각·왜곡·미화’의 역사인식을 심화, 확산하고, 원폭피해를 내세워 국제적인‘피해자 이
미지 확립’에 성공했다. 일본정부는 물론, 강제동원 관련 기업들도 ‘전후 기업청산과정’을 이유
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양국이 문제 해결의 의지와 노력을 배가하지 않는다면, ‘가해자
가 사라진 기형적인 피해문제’만 남게 된다. 피해자는 물론이고 동아시아 전체의 손실이다.
2) 일제말기 강제동원 문제해결을 통한 동아시아 평화공동체의 길
강제동원피해문제는 일본의 침략전쟁에서 출발했다. 제국주의와 파시즘이 나은 산물이다. 그러
므로 해결방안은 바로 동아시아 사회의 민주화와 평화공동체 구축이다. 반전평화의식을 갖지
않으면 다시금 전쟁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 사회의 민주화, 공공의 민주화가 정착하지 않으
면 언제든 강자의 논리로 약자를 침탈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한국 정부의 담당 기관 설치
운영은 피해자에 대한 위로를 넘어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는 물론 동아시아 평화 정착에 토대
를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국은 위원회를 설립 운영함으로써 강제동원피해문제에 대해
서는 일본에 비해 도덕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피해자의 3%(동원자 782만명을 대상으로 할
때)의 피해조사를 마쳤고, 유해조사 및 봉환은 겨우 물꼬를 튼 상태이지만, 이러한 성과를 일
본 및 중국과 공유하고 타이완이나 동남아시아의 피해국과도 공유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했다.
광복 70년을 맞아 한국이 그리고 동아시아가 할 일은, 첫째, 피해자와 유족의 동의를 전제로
한 정책 수립과 운영. 둘째, 진상규명을 위한 한국정부의 통합적이고 적극적인 역할. 셋째, 피
해국간 연대이다. 이러한 연대활동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가해자측에 실천을 촉
구할 수 있다. 가해자측이 해야 할 최소한의 역할은 가해자로서 역사인식을 명확히 하고, 동아
시아의 평화공동체 구축에 적극 협조하는 일이다. 진정성을 토대로 관련 기록 제공은 물론, 강
제동원 희생자 유골조사 및 봉환, 사할린․한센병 환자․시베리아포로․BC급 전범 문제 해결, 교과
서문제 해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조사 활성화 등에 나서는 일도 일본정부와 기업이 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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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한국)

日帝強占期における強制動員の真相究明の為の韓国社会の努力と展望
チョン・ヘギョン
(国務総理所属、対日抗戦期強制動員被害調査及び
国外強制動員被害者等支援委員会 調査１課長)
１．強制動員について
２．被害者と韓国社会の努力
３．日帝末期強制動員問題解決を通した東アジア平和共同体への道－日韓関係復元のための新し
い出発

１．強制動員について
強制動員：日本がアジア・太平洋戦争（１９３１～１９４５年）を随行する為国家権力によって
帝国領域を対象に実施した人的・物理的・資金動員政策に本格的な人力動員は１９３８年の国家
総動員法制定の後実施された。動員地域は日本の植民地及び占領地、戦地などである。
現在、特別法には“日帝強占の下での強制動員の被害というものは、満州事変以後太平洋戦争に至
る時期に日帝により強制動員された軍人、軍務員、労働者、軍慰安婦などの生活を強要された者
が被った命、身体、財産などの被害を言う。”という条文で規定されている。
強制動員被害の被害者は一人あたり動員地域と形態により２～３回に渡り重複動員されている状
態が一般的だ。動員規模は７８２７３５５人（軍人２０９２７９人、労務及び軍務員７６１８０
７６人。軍慰安婦など性動員被害者は含まれていない。）と明らかになっている。日本政府の公
式的な統計を土台に韓国政府が分析した統計は重複動員人員を含め延べ人員数である。
２．被害者と韓国社会の努力
①被害者の権利探し
解放以降、韓国社会がアジア・太平洋戦争に動員された被害者について関心を示し始めたのは１
９９０年代からだ。１９６５年の日韓協定締結以降、これに関連し１９７０年代に対日補償金請
求が実施された。この時実施された‘対日民間請求権資金’による人的、物理的保障を通し８５５２
人（２５億６５６０万ウォン）について人的被害補償を、７４９６７件（６６億２２０９万ウォ
ン）の物理的保障が支給されただけだった。政策的次元の広報も不足なだけに支給対象者が制限
（現在死亡）されていて、被害を申告当事者が自ら証明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点から少数で
終わってしまった。しかしこの事が、被害者が結集するきっかけとなった。彼らは韓国政府で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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なく、日本政府を対象に訴訟を提起し、これらの活動に日本の民間団体の支援も加わり、組織を
大きくさせる事ができた。
訴訟は日本に居住していた在日同胞を中心に始まった。１９５２年６月１４日、当時巣鴨刑務所
に収監されていた韓人BC級戦犯２９人が台湾人戦犯１人と共に日本国を相手に提起した訴訟を初
めとし、以後のサハリン残留者帰還請求訴訟（１９７５年）など、海外に居住する韓国人が中心
となって行った訴訟は、１９９０年以降、韓国に居住している被害者団体の訴訟へとつながっ
た。これらが展開した数多くの訴訟は‘棄却’という形での結論が出された。長くかかる訴訟に疲れ
た被害当事者と遺族達は徐々に法廷を去り韓国社会へと方向を翻した。
②アジア太平洋共同体構築へのファーストステップ：韓国政府としての次元での真相究明機関の
設立。
２０００年９月被害者団体と研究団体、市民団体大小たちが日帝強占期の強制動員真相究明の集
まりを発足させ、２００１年１０月１２日には日帝強占の下での強制動員被害真相究明などに関
する特別法案を国会に提出の後、１２月１１日、日帝強占の下での強制動員被害真相究明などに
関する特別法の制定推進委員会（以下「法制定推進委員会」という。）を発足し努力の結果、い
くどと修正を繰り返された法案は２００４年２月１３日の国会本会議をもって議決された。
２００４年１１月１０日、委員会は特別法第３条規定に基づき設置された。規定された委員会の
業務は次の通りだ。関連した韓国国内外の資料の収集と分析、真相調査報告書制作、遺骨の発掘
と収拾、被害者及び遺族の審査、資料館と追悼施設の造成、規定により決められた戸籍搭載など
だ。調査範囲としては‘満州事変から太平洋戦争までの間、日帝により軍人・軍属・労働者・軍慰
安婦・などとして強制動員され、被害を受けた生命、身体、財産などの被害’である。（特別法第
２条３条）
○強制動員被害真相究明調査：委員会の業務の中で最も重要な事項。
真相調査を通じ強制動員被害について事実究明が可能となるからである。委員会は特別法（法律
第７１７４号）第１６条規定に基づき２００５年３月２５日真相調査の開始が決定された事によ
り本格的な業務が始まった。

「真相調査必須課題選定及び推進＊完結課題２０件、未完結課題２８４件」

遂行内容
総動員政策
人的動員 労働状態
物質的動員
災害災難 集団虐殺
前後処理 対北共同事業
帰還 未帰還
総計

必須課題
１２
１８３
１１
２６
２４
４８
３０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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完結課題
０
１３
０
５
０
３
２０

未完結課題
１２
１７０
１１
２１
２４
４５
２８４

「申請による真相調査並びに推進（２００５年４月～２０１３年１２月）」

区分
合計
申請受付
職権調査

合計
５７
５２
５

調査開始
小計
完了
判定不可
３３
１
４
２８
１
４
５
－
―

却下
２０
２０
―

取消し

保留

０
０
―

検討

０
０
―

０
０
―

真相調査報告書など発刊 ＊真相調査報告書３１巻、実態調査報告書４巻、写真資料集、口述記録
集など全６１巻発刊（２００５年４月～２０１３年１２月）
○関連記録物収集：委員会が収集、発掘、分析した名簿は全３３９種、１７５万人（人員には重
複あり）
に達し、総て電子化した上で業務に活用している。１７５万人分の名簿と３４万件に達する資料
を合わせると、本委員会は全世界の朝鮮人強制動員記録（名簿）の保有機関とも言える。
＜収集資料活用の流れ＞

○被害調査並びに支援金の支給：２００５年２月から２００８年６月まで３回に渡る申請受付を
通じ総２２６６３８件の被害調査申請を受理し、２１８６３９件を被害者として判定した。太平
洋戦争前後に国外強制動員被害者など支援に関する法律（法律第８６６９号）に基づき慰労金な
どの支給業務が開始され２０１４年8月末現在９５７３６件を処理した。
○遺骨調査と白骨奉安：２００４年１２月首脳間（廬武鉉前大統領と小泉純一郎前総理大臣）協
議により２００５年２月より強制動員による被害者の遺骨奉還問題を話し合う日韓政府間の協議
組織を発足した。協議を通して現在日本国内に居住する韓国人の遺骨約２７００体（労働者な
ど）保管中という事実が確認され、軍人軍属として死亡した朝鮮人の遺骨の内一部である１１４
７体が安置されている、東京目黒区を視察、祐天寺へ保管されていた軍人・公務員の遺骨の内、
４２３体を４回に渡り韓国へと奉還した。２０１０年より始まった労務者の遺骨奉還協議は奉還
の原則及び順序に関し全体的な協議となったが、２０１２年末に日韓関係の悪化をきっかけに中
断されている状態だ。
○サハリン墓地の実態調査、遺骨奉還。記録物の収集：委員会は南サハリンにおける炭坑地域な
ど強制動員被害者集団埋葬地域並びに共同墓地などの実態調査を通じ強制労働による死亡・行方
不明者の関連資料確保と今後サハリン全土における遺骨奉還のためのシステム樹立に貢献する目
的で’サハリン現地集団埋葬地域及び共同墓地の実態調査’事業を実施している。基礎調査（２００
７年、２００８年）及び研究用役事業（２００９年）を実施の後、２０１１年から６６ヶ所の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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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墓地を対象に全數調査を実施している。調査の結果は現在、本委員会ホームページ中「サハリ
ン韓人の墓の現状把握及び調査サービス」にて公開し、ここでは資料収集事業と遺骨奉還も並行
して行っている。
３．日帝末期強制動員問題解決を通した東アジア平和共同体への道－日韓関係復元のための新し
い出発
①被害者側の問題認識
問題の特徴としては、主に次の３つの点を挙げる事ができる。日帝末期朝鮮人強制動員は植民地
問題が根本的な原因という点、人力動員と物資・資金動員が咬み合っていて、被動員者の大半が
食糧供出能力の無い下層民だという点、関連国家の戦後民主化が満足のいくレベルに達しなかっ
たという点である。これらの解決策は、加害者と被害者の両者共にあるが、特に被害者には積極
性を要求している。加害者の問題解決への意志が不十分な状態では被害者側の積極的な意志（被
害当事者）が努力（該当政府）により続く時、加害者側に圧力として作用する事ができるからで
ある。
例えばイスラエルとドイツの間では、被害国であるイスラエルの努力（Yad Vashem：１９５３
年イスラエル国が立法を推進した常設機構及び記念施設の総体）が無かったらドイツの過去清算
事業（“記憶・責任・未来”財団）は現在の様に模範的事例として評価を受けることが難しいだろ
う。このような点と加害国が財団設立したという点、そしてこれら二つの施設は常設帰国である
という点が事例として挙げられる。
これに比べ、イスラエルの様な被害国の立場である韓国は対照的な姿である。被害者側の積極的
な意志（被害当事者）が具体的な実践（該当政府）に繋がり加害者側（日本）に影響を及ぼした
過程は１９６５年の日韓請求権協定により毀損され、被害の真相究明は２００４年の委員会発足
まで被害者自らがこなさなければならない仕事となった。政府が対日協商用にと名簿を作成した
りしたが、実際会談で使われる事は無かった。
委員会が発足した後にも被害真相究明作業は満足のいくレベルに達する事が出来なかった。２０
０８年以降に１年又は６ヶ月単位の臨時機構や、延長、業務制限（真相調査業務の中断）など持
続性を期待することの難しい状況を韓国政府自らが提供している為だ。真相究明が続かない状態
での日本政府と企業を相手とした権利の回復は“私達だけの叫び”として終わってしまいやすいの
だ。
長期間にわたる加害国の無反応は被害者達の力を弱化させる事になる。時の流れと共に被害国間
の共同対応や被害者達の結束は緩んできている。該当国家の歴史的背景及び日本の分離対応政策
により被害国の対応は、韓国・中国対台湾・東南アジア・太平洋国家という形で別れ、韓国と中
国も強固な連隊体制を作る事が出来なくなっている。この様な状況になった最も大きな責任は韓
国政府にある。政府は６０年間強制動員被害の真相究明についての役割を放棄し、被害当事者た
ちに転嫁した責任は大変大きい。委員会列率以降にも臨時機構に制限された機能網を強要し対日
協商力を弱化させた責任も免れる事は出来ない。長い間遺族社会の感じている政府への不信感と
臨時機構である委員会の不安定感は遺族社会に焦りと不安感を鼓張させたの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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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者側（被害当事者、政府）の真相究明の意志が分化され希釈化されたのに比べ、加害国であ
る日本は“封印・忘却・歪曲・美化”としての歴史認識を深化し、拡散させ、原発被害を掲げ“国際
的な被害者イメージ確立”に成功した。日本政府は勿論、強制動員の関連企業も“戦後の企業請求過
程”を理由として責任を認めていない。両国が問題解決への意志と努力を積極的に受け入れない限
り、“加害者が消えた奇形的な被害問題として残るであろう。これは被害者は勿論、東アジア全体
の損失である。
②日帝末期強制動員問題解決を通した東アジア平和共同体への道
強制動員の被害問題は日本の侵略戦争が始点として始まった。帝国主義とフェシズムの集大成で
ある。その点から解決法案としては、まさに東アジア社会の民主化と平和共同体の構築が鍵とな
る。反戦・平和意識が無ければ、また戦争被害者を作ってしまうからである。社会の民主化、公
共の民主化が定着しなければ、いつでも強者の論理に弱者は侵奪されてしまう。このような点か
ら韓国政府の担当機関の設置又運用は被害者に対しての慰労に留まらず、未来志向的な日韓関係
は勿論、東アジアの平和定着に土台を敷くという評価する事が出来る。韓国は委員会を設立・運
営する事により強制動員被害問題において日本に比べ道徳的に優位な立場にある。被害者の３％
（動員者７８２万人を対象とする時）の被害調査は終え、遺骨調査及び奉還問題はまだ初段階で
はあるが。この様な成果を日本及び中国と共有し台湾や東南アジアの被害国とも共有出来るよう
な与件は準備できている。
光復から７０年を迎え、韓国がそして東アジアができる事は、まず最初に被害者と遺族の同意を
前提とする政策樹立と運営である。次に、真相究明の為の韓国政府は統合的で積極的な役割を果
たす事である。最後に被害国間の連隊である。この様な連隊活動の持続的で積極的な推進を通せ
ば、加害者側に実践を追及する事ができる。加害者側がしなければならない最低限の役割として
は、加害者として歴史的認識を明確にし、東アジアの平和共同体の構築へと積極的に強調する事
だ。真相究明を土台とし、関連記録の提供は勿論、強制動員被害者の遺骨調査及び奉還、サハリ
問題、ハンセン病患者、シベリア収容所問題、B・C級戦犯問題、教科書問題、地方自治団体次元
での調査の活性化などは、日本政府と企業が積極的に解決へと取組まなければならない。
国家総動員法：１９３８年４月に制定、翌月５月公布。
対日抗戦期強制動員被害調査及び国外強制動員被害者などの支援についての特別法第２条第１項
より引用
韓国での解放はすなわち光復、日本における終戦（１９４５年８月１５日）を言う。
韓人とは韓国人、朝鮮人を含む。
提出に当たっての代表議員はキム・ウォンウン議員。
強制動員被害の真相究明をし、被害者及び遺族の審査と決定などに関する事項を審議と議決のた
めの規定。
http://www.jiwon.go.kr/TJRS_SVR/sahalin_finder2013/main.do（韓国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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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일본)

한일관계 50년에 대한 반성과 역사화해
- 과거사문제에 관한 현황과 과제 고바야시 히사토모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 사무차장)
1. 들어가며
저는 학창 시절 1965년 한일회담 반대투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때 외치던 슬로건 중 ‘남한 학
생들과 연대하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한국 정부를 미국의 괴뢰 정권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학생들과 연대하자’라는 슬로건이 없었습니다. 부끄럽지만, 당시 학생
운동가 대부분은 한반도를 식민지화했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 아픔도 식민지 지배의 실태도 전
혀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문제 의식은 미국의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반대였고, 한반도
의 유일한 정부로써 대한민국을 인정하는 한일조약 반대였습니다. 식민지 지배에 대한 과거 청
산은 문제의식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일관계 50년에 대한 반성’이란 바로 제가 젊었던 시절
부터 오늘날에 이르는 저의 미숙한 삶의 반성이기도 합니다.
2. 한일회담을 둘러싸고 ‘법적으로 해결됐다’고 반복하는 일본정부와 계속 침묵하는 한국 정부
(1) 2011 년 8월 30일 한국 헌법 재판소는, 한국의 원폭 피해자와 일본군 ‘위안부’의 배상청
구권 문제가 한일청구권 협정에 의해 해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청구권 협정 3조에 의해 협
의를 실시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한국 정부는, 두 차례에 걸쳐
일본 정부에 협의를 요청하고 있지만 그 협의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위안부’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해결을 요구하며 국장급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
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협정 3조에 근거한 ‘위안부’문제의 해결은 시간
이 걸리고 고령의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직접적인 협의로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조약 해석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협의와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며, 동시에 두 협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2012년 5월 24일 한국 대법원은 일본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과 체불임금지불을 요구한 소
송판결에서, 한일 회담에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일
본의 사역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3) 한일 회담에서 해결한 것은 한국 정부의 재산권과 외교 보호권 포기이며, 개인의 재산권
과 손해 배상 청구권은 남아있다는 견해는 일본 정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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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일본이 일본에 남겨진 한국인 재산의 소유권을 소멸시킨 것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한국 정부가 외교 보호권을 포기 한 결과, 한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 등 일본에 남겨진 한국인
의 재산을 소멸시키기 위해 국내법을 제정했습니다. 그것이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해결
과 동시에 경제협력에 관한 대한민국과 일본간의 협정 제2조의 실시에 따른 대한민국 등의 재
산권에 대한 조치에 관한 법률 (1965년 법률 제144호)」입니다. 이 법은 표제에도 있듯 ‘재산
권’에 대한 것이며, 손해 배상 권한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4) 식민지 지배의 반성과 사죄는 한일 회담 협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강한 것이
1995년의 ‘무라야마 담화’이며, 1998년의 ‘한일 공동 선언’입니다. 한일공동선언은 “오부치 총
리 대신은 금세기의 한일양국 관계를 회고하고, 일본이 과거 한때 한국 국민들에게 식민지 지
배로 입힌 막대한 손해와 고통을 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에 대해 통절
한 반성과 진심이 담긴 사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5) 이 50년 동안의 발자취와 현황을 바탕으로 우리는 과거사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일
본 사회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① 식민지 지배의 사실을 규명하고 일본의 역사
로써 기억할 것. ② "한국인 재산 소멸 조치법 (1965 년 법률 제144호)」과는 다른 입법 조치
에 따라 임금체불 문제와 손해 배상의 지불을 가능하게 할 것. ③ 한일 시민 교류를 활발히 하
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 식민지 지배 사실을 규명하고 일본의 역사로 기억할 것
(1)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의 세계 유산 등록 문제에 대한 성명에 대해 강제동원
진상규명 네트워크와 조선인 강제노동 피해자 보상입법을 목표로 하는 한일 공동 행동은 지난
6월 11일 ‘「메이지 일본의 산업 혁명 유산」의 세계 유산 등록 문제에 대한 성명을 '냈습니
다.
그 의도는 이러한 산업유산 현장이 어떤 장소였는지를 밝히고, “세계 유산 신청 시설에서 근무
했던 조선인의 수, 그 중 사망자수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 있다. 불필요한 혼란을 피하기 위
해서라도 사료에 근거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보를 밝혀내야 한
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강제 동원이 있었던 곳은 미쓰이 미이케 탄광, 미쓰비시 다카시마 탄광 (타카시 마갱, 하시마
갱), 미쓰비시 중공업 나가사키 조선소, 일본제철 야하타 제철소도 4곳입니다. 가마이시의 철
광산 및 제철소에도 연행이 이루어졌는데 이번의 등록장소와 관련이 있지만 직접적인 현장은
아닙니다.
조선인 강제동원 인원은 미쓰이 미이케 탄광에 약9300명, 미쓰비시 다카시마 탄광 (타카시마
갱, 하시마갱)에 약4000명, 미쓰비시중공업 나가사키 조선소에 약 6000명, 일본제철 야하타
제철소에 3000명 이상, 하치만 제철소 운반 청부업 공제 조합에도 3000명 이상이 동원되고,
관련하여 미이케에서는 미이케 염료, 전기화학 오무타 공장 등에 미쓰비시 나가사키 조선소에
서는 미쓰비시 나가사키 제강, 미쓰비시 나가사키 무기등의 공장이나 지하공장 건설현장에 동
원이 있었습니다. 관련 현장을 포함하면 4곳에 동원된 조선인 수는 3만명이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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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 사망자는 판명된 ??에서 미쓰이 미이케 50명, 미이케 염료에서 8명, 전기 화학 오무타
4명, 미쓰비시 다카시마 (하시마) 약50명, 미쓰비시 나가사키 조선소에서 약70명을 포함해
180명정도입니다. 하치만과 다카시마 탄광의 타카시마 갱등 사망자의 대부분이 지금도 행방불
명이고, 나가사키에서는 피폭당해 사망한 경우도 다수 있었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면 사망자 수
는 300명을 넘어 설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이 현장은 중국인 3100명, 연합군포로 4000명이 강제노동당한 현장이었습니다. 중국인은
미쓰이 미이케 탄광에 약2500명, 미쓰비시 다카시마 탄광 (타카시마갱, 하시마갱)에 약400명,
하치만 제철 관련 하치만 항만에 약200 명 등 총 3100명이 연행되었습니다. 미쓰이 미이케에
서는 500명 정도가 사망하고, 이 3곳에서의 중국인 사망자 수는 550명 정도입니다.
연합군 포로는 미쓰이 미이케 탄광에 약2000명, 전기 화학 오무타 약 400 명, 미쓰비시 나가
사키 조선소에 약500명, 닛테츠하치만제철에 약1350명 등 총4000이
넘는 사람들이 연행되었으며, 사망자는 400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 현장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에게 체불한 임금은 알려진 바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쓰
이 미이케 제련소에서 약 6000엔, 미쓰이 미이케 염료에서 약 8 만엔, 전기 화학 공업 오무타
에서 약 8만엔 닛테츠 하치만에서 약 30만엔, 미쓰비시 나가사키 조선소에서 약 86만엔, 미쓰
비시 다카시마 탄광에서 약 22만엔입니다.
닛테츠 하치만에 대해서는 공탁에 관한 자료가 발견되어 누구에게 어느 정도의 체불금이 있었는
지 밝혀졌습니다. 미쓰비시 다카시마 탄광도 1200여명의 명단이 발견되었습니다.
(2) "일본군 '위안부'관련 자료 21 선」에 대해
이 자료집은 지난해 참고자료 제12회 일본군 '위안부'문제 아시아 연대 회의에서 채택된 '위안
부'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 정부에 대한 제언"에 언급되고 있듯 문제 해결을 위한 사실 인정과
일본 정부의 책임에 대해 알기 쉽게 21개의 자료를 선택한 것입니다.
특히 이 자료집이 채택하고 있는 다음의 세 자료에 대해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① "야전 주보(酒保) 규정 개정에 관한 건'에 대해
이 문서는 육군성 의량(衣糧)과가 기안하고 각 국장 및 과장의 품의를 거쳐 육군 장관이 결재
권한을 위임하여 육군 차관이 결재하고 있습니다.
야전 주보(酒保)규정의 개정 이유로 「(규정에서) 위안시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안시설" 안에 "위안소"가 포함되어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정부는 "특수 위안소"라고 써 있지
않기 때문에 "위안소"가 아니라며 이를 '위안부' 관련 자료로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문서를 정부가 '위안부'관련 자료로 인정한다면, 고노 담화에서 인정한 "군의 관여 '
라는 단계에서 "군이 실시한'이라는 수준까지 사실을 인정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출처
방위성 "대일기갑신(大日記甲輯)쇼와 12 년」 「야전
아 역사 자료 센터 [자료 코드 C01001469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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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보(酒保)규정 개정에 관한 건, "아시

① 1991 년에 외무성이 미국에서 입수한 자료
이 문서는 지난해 12 월 정보 공개 청구에 의해 밝혀진 것으로 외무성 동북아과가 작성한 것
으로, 서두에 「일본인 대리업자가 그럴싸한 말로 속여 조선인 여자를 위안부로 모집한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고 적혀 있으며, 본인의 의사에 반한 연행 (강제 연행) 사실을 보여주
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를 정부가 입수 했음에도, 외무성은 그것을 숨기고 있었던 것이 자료
조사에서 드디어 밝혀진 것입니다.
② '한국 합병에 관한 조약’과 일본 제국 "형법"
1910년 8월 22일 체결하고 같은 달 29일에 천황이 재허 (裁可) 공포한 이 조약에 의해 일본
은 한국을 합병하고 식민지화 했습니다.
이 협약이 적법한 것이었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 대립이 있지만, 합법적이던 아니던 이 협약
을 준수할 의무가 일본 정부에게는 있었습니다.
이 조약 제 6조는 "일본 정부는 ... 한인의 신체 및 재산에 대해 충분히 보호하고, 그 복리증진
을 도모 할 것”이라고 조선인의 보호를 일본 정부는 약속 하고 있습니다.
'위안부'피해 여성은 신체의 자유를 빼앗긴 생명의 위기에 노출되어 성폭력을 당하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제도는 이 협약에도 위반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부터 이 협약을
지키지 않은 법적책임이 일본 정부에는 있었으며,일본 정부는 이를 인정해야합니다. (출처 국
립 공문서관 "서명 원본 메이지 43 년 · 조약 제4호 한국 합병에 관한 조약", 아시아 역사 자
료 센터 [자료 코드 A03020879400)
또한 형법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법 226조는 ‘국외로 이송 할 목
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괴한 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국외로 이송할 목적으로 사
람을 매매하여 국외 이송한 자 또한 마찬가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취라는 것은 폭행 · 협박하여 데려가는 것, 유괴라는 것은 그럴싸한 말로 거짓으로 속여 데
려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며, 당시에도 범죄였습니다. 또한
가불의 댓가로 국외로 데려가는 것은 국외 이송 목적 인신매매 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본
제국의 통치하에 있던 조선에서 다른 나라로 '위안부'를 보내는 것도 범죄였습니다.
'위안부'국외 이송은 대체로 이 형법을 위반하고 헌병과 경찰은 형법에 따라 '위안부'의 이송을
방지하고 단속 책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긴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약취, 유괴, 인
신 매매한 여성을 군 위안소로 보낸 군과 이와 관련된 정부 기관, 사업주는 이 범죄의 정범에
해당합니다. (출처 국립 공문서 관 "서명 원본 메이지 40년 법률 제45호 형법 개정, '아시아
역사 자료 센터 [자료코드 A03020700700)
4. "한국인 재산 조치법 (1965년 법률 제144호)」에 대해
2010년 일본 오쿠라쇼 大蔵省대장성 (역자 주: 일본의 과거 중앙 행정기관으로 2001년 중앙
성청 개편으로 사라짐 )에서 국립 공문서관에 이관된 한일관계 문서인 "경제 협력 · 한국 32
국내법 관계 (예상 문답)" 사본이 지난 6월 12일에 공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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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에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해결되었다는 한국인의 재산처리를 결정 한 국내
법 "한
국인 재산 조치법 (1965년 법률 제144호)」을 제정과 관련, 이 법을 설명하기 위한 가정 문
답과 국회 설명 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일 회담에서 법적 처리로 무엇이 해결되고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는지 해명하기 위한 귀중한
자료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 국내법에 의해 소멸시키는 재산 목록과 소멸시키지 않는 재산의
해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일 회담 50년이 지난 지금, 반드시 어떠한 전후 처리과정이었는
지 파악하는 데도 중요합니다.
5. 나오는 말
일본이 패전한 지 70년이 되었지만, 일본에서 이 70년은 일본이 민주주의와 평화의 길을 걸을
것인지, 헌법을 바꾸어 다시 독재와 전쟁의 길을 걸을 것인지 대립해 온 70년이었습니다. 이
싸움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게 평화 외에 길은 없는 것입니다.
일본이 왜 패전에 이르렀는지 그 역사적 교훈을 이쯤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
다. 일본은 원래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 자원이 적은 나라는 전쟁을 하기 위해
자원을 찾아 다른 나라를 점령합니다. 이것은 침략입니다. 자원을 찾아 속속 점령 지역을 확대
해가지만, 전지가 확대되어 갈수록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각지에서 군대는 고립되고 파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군대의 증강은 자원 획득을 위한 노동력을 고갈시킵니다. 그래서 외
국인 노동자의 강제 동원 없이는 일본은 전쟁 할 수 없는 나라인 것입니다. 이런 나라는 평화
로운 환경에서 무역을 활발히 해서 자원을 얻어 경제를 발전하는 길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
이 일본이 체험한 역사적 교훈입니다.
그 역사적 사실을 교훈으로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내일이란 없습니다. 그들은 "다시 일
본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보지 않으면 모르냐?"고 하지만, 그 "다시"는 지구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인류의 멸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일 관계 50년 전후 70년의 발자
취를 생각할 때 역사적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앞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교훈을 마음속
에 새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 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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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일본)

韓日関係50年の反省と歴史和解
－過去史問題に関する現況と課題 －
小林 久公 (強制動員真相究明ネットワーク 事務局次長)
1. はじめに
私は、学生時代に1965年の日韓会談反対闘争に参加しました。その時、叫んでいたスローガンの
一つに、「南朝鮮学生と連帯しよう」というものがあります。私たちは、韓国政府をアメリカの
傀儡政権として認めていませんでした。それで「韓国の学生と連帯しよう」というスローガンを
私たちは持っていませんでした。恥ずかしいことに、その時代の学生運動の活動家たちの多く
は、朝鮮半島を植民地としたことは知っていましたが、その痛みも、植民地支配の実態もまった
く知らなかったのです。ですから、私たちの問題意識は、アメリカの米日韓の軍事同盟強化反対
であり、朝鮮半島の唯一の政府として大韓民国を認める日韓条約反対というものでした。植民地
支配に対する過去清算は問題意識にありませんでした。それで、「韓日関係50年の反省」とは、
まさに私の青春時代から今日に至る私の未熟な人生の反省でもあります。
2. 日韓会談をめぐって「法的には解決済み」を言い続ける日本政府と沈黙を続ける韓国政府
(1) 2011年8月30日、韓国憲法裁判所は、韓国の原爆被害者と日本軍「慰安婦」の賠償請求権問
題が、日韓請求権協定により、解決したか否かについて同協定3条による協議を行わないのは違憲
との決定を出しました。その後、韓国政府は二度にわたり、日本政府に協議を申し入れています
が、その協議は開始されていません。
「慰安婦」問題について、韓国政府は日本政府に解決を求め、局長級協議が行われています
が、解決に至っていません。一説に、協定3条に基づく協議による「慰安婦」問題の解決は、時間
がかかり、高齢な被害者のことを考えると、「慰安婦」問題解決のための直接的な協議で解決す
る方が適切だとの判断がありますが、条約解釈の紛議を解決するための協議と、「慰安婦」問題
解決のための協議は質的に別なものであり、同時平行的に二つの協議が行われるべきであると、
私は考えます。
(2)

2012年5月24日、韓国大法院は、日本企業に損害賠償と未払賃金の支払を求めた訴訟の判決

で、日韓会談で「個人の請求権は消滅していない」との判断を下しました。その結果、日本の使
役企業を相手にした損害賠償訴訟が進んで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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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日韓会談で解決したのは、韓国政府の財産権と外交保護権の放棄であり、個人の財産権と損
害賠償請求権は残されているとの見解は、日本政府の一貫した立場です。
したがって、日本国が日本に残された韓国人財産の所有権を消滅させたのは、日韓請求権協定
で韓国政府が外交保護権を放棄した結果、韓国人労働者の未払金など日本に残された韓国人の財
産を消滅させるために、国内法を定めました。それが「財産及び請求権に関する問題の解決並び
に経済協力に関する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協定第２条の実施に伴う大韓民国等の財産権に対
する措置に関する法律（1965年法律第144号）」です。
この法律は、表題にもあるとおり「財産権」についてものであり、損害賠償権については定め
ていません。
(4) 植民地支配の反省と謝罪は、日韓会談での協議から除外されました。それを補強したのが
1995年の「村山談話」であり、1998年の「日韓共同宣言」です。日韓共同宣言は「小渕総理大臣
は、今世紀の日韓両国関係を回顧し、我が国が過去の一時期韓国国民に対し植民地支配により多
大の損害と苦痛を与えたという歴史的事実を謙虚に受けとめ、これに対し、痛切な反省と心から
のお詫びを述べた」ものです。
(5) この50年間の歩みと現状を踏まえて、私たちは、過去史問題の解決に取り組まなければなり
ません。日本社会での問題解決の努力として、① 植民地支配の事実を究明し、自分たちの歴史と
して記憶すること。② 「韓国人財産消滅措置法（1965年法律第144号）」とは別な立法措置によ
り、未払金問題や損害賠償の支払いを可能にすること。③ 日韓市民の交流を盛んにすることが必
要だと考えています。
3. 植民地支配の事実を究明し、自分たちの歴史として記憶すること
(1)

「明治日本の産業革命遺産」の世界遺産登録問題についての声明について

強制動員真相究明ネットワークと朝鮮人強制労働被害者補償立法をめざす日韓共同行動は、去
る６月１１日に「『「明治日本の産業革命遺産」の世界遺産登録問題についての声明』出しまし
た。
その意図は、これらの産業遺産現場が、どのような場所で有るのかを明らかにし、「世界遺産
申請施設で労働していた朝鮮人の人数、そのうちの死亡者数は、事実誤認に基づく点がある。無
用な混乱を避けるためにも、史料にあたり正確な理解をもとに、議論し情報を発信するべきであ
る」と考えたからです。
強制動員のあった場所は、三井三池炭鉱、三菱高島炭鉱（高島坑、端島坑）、三菱長崎造船所、
日本製鉄八幡製鉄所も4カ所です。釜石の鉄鉱山と製鉄所にも連行がなされましたが、今回の登録
場所との関連はありますが直接の現場ではありません。
朝鮮人強制動員の人数は、三井三池炭鉱へ約9300人、三菱高島炭鉱（高島坑、端島坑）へ約
4000人、三菱長崎造船所へ約6000人、日本製鉄八幡製鉄所へ3000人以上、八幡製鉄所運搬請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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業共済組合にも3000人以上が動員され、また関連して、三池では三池染料、電気化学大牟田工場
などに、三菱長崎造船では三菱長崎製鋼、三菱長崎兵器などの工場や地下工場建設現場への動員
がありました。関連現場を加えれば、この4か所への動員朝鮮人数は3万人を超えます。
朝鮮人死亡者は判明分で、三井三池で50人、三池染料で8人、電気化学大牟田で4人、三菱高島
（端島）で約50人、三菱長崎造船で約70人の180人ほどです。八幡や高島炭鉱の高島坑等の死者
の多くが、いまも不明のままであり、長崎では被爆死も多数ありました。調査がすすめば、死亡
者数は300人を超えるものと思われます。
さらに、これらの現場は、中国人3100人、連合軍俘虜4000人の強制労働の現場でありました。
中国人は、三井三池炭鉱に約2500人、三菱高島炭鉱（高島坑、端島坑）に約400人、八幡製鉄関
連の八幡港湾に約200人の計3100人が連行されました。三井三池では500人ほどが亡くなり、3か
所の中国人の死亡者数は550人ほどです。
連合軍俘虜は、三井三池炭鉱に約2000人、電気化学大牟田に約400人、三菱長崎造船に約500
人、日鉄八幡製鉄に約1350人の計4000人を超える人々が連行され、死者は400人を超えました。
そして、この現場で働いた人々の労働賃金の未払い分が、分かっているだけで次のようにあり
ます。三井三池製錬所で約6000円、三井三池染料で約8万円、電気化学工業大牟田で約8万円、日
鉄八幡で約30万円、三菱長崎造船で約86万円、三菱高島炭鉱で約22万円です。
日鉄八幡については供託に関する資料が発見され、だれにどれくらいの未払い金があるのかが明
らかになっています。三菱高島炭鉱についても1200人ほどの名簿が明らかになっています。
(2) 『日本軍「慰安婦」関係資料21選』について
この資料集は、昨年の第参考資料12回日本軍「慰安婦」問題アジア連帯会議で採択された、
「慰安婦」問題解決のための「日本政府への提言」に述べられている問題解決のための事実認定
と日本政府の責任について、分かりやすく21の資料を選択したものです。
特に、この資料集が取り上げている次の三点の資料について少し触れたいと思います。
① 「野戦酒保規程改正に関する件」について
この文書は、陸軍省衣糧課が起案し、各局長と課長の稟議を経て、陸軍大臣から決裁権限を委任
された陸軍次官が決裁しています。
野戦酒保規定の改正理由として「( 規程で) 慰安施設を為し得ることも認むるを要する」の
でとしています。
「慰安施設」の中に「慰安所」が含まれていることは明らかですが、政府は「特殊慰安所」と書
いていないので「慰安所」のことではないとして、これを「慰安婦」関係資料と認めることを拒
んでいます。
それは、この文書を政府が「慰安婦」関係資料と認めたならば、河野談話の事実認定の「軍の関
与」というレペルから、「軍が実施した」というレベルへ事実認定を発展させなければならなく
なるからです。
(出典 防衛省 『大日記甲輯昭和12 年』「野戦酒保規程改正ニ関スル件」、アジア歴史資料セ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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ター[ レファレンスコード C01001469500 ] )
② 1991年に外務省が、アメリカから入手していた資料
この文書は、昨年12月に情報公開請求によって明らかになったものでいが、外務省北東アジ
ア課が作成したもので、冒頭に「日本人の代理業者が甘言を弄して朝鮮人女子を慰安婦に募集し
た様子が詳しく書かれている」と書かれており、本人の意思に反した連行(強制連行)の事実を示
す文書の一つです。この文書を、政府は入手していながら、外務省はそれを隠していたことが資
料調査でやっと明るみに出てきたのです。
③ 「韓国併合に関する条約」と日本帝国「刑法」
1910 年8 月22 日に締結し、同月29 日に天皇が裁可・公布したこの条約により、日本は韓
国を併合し、植民地と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
この条約が適法なものであったかどうかについては意見の対立がありますが、合法であったにせ
よ、無かったにせよ、この条約を順守する義務が日本政府にはありました。
この条約第六条は、「日本国政府は…韓人の身体及財産に対し十分なる保護を与へ、且、その福
利の増進を図るへし」と、朝鮮人の保護を日本政府は約束しています。
「慰安婦」被害女性は、身体の自由を奪われ、生命の危機にさらされ、性暴力にあう日々を過ご
しました。日本軍「慰安婦」制度は、この条約にも違反しているものでした。当時から、この条
約を守らなかった法的責任が日本政府には発生しており、そのことを日本政府は認めるべきで
す。(出典 国立公文書館 「御署名原本・明治四十三年・条約第四号・韓国併合ニ関スル条約」、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レファレンスコードA03020879400 ])
また、刑法についても同様のことが言えます。刑法の226
人を略取又は誘拐したる者は、2

条は、「帝国外に移送する目的を以て

年以上の有期懲役に処す。帝国外に移送する目的を以て人を売

買し又は被拐取者( ひかいしゅしゃ) もしくは被売者( ひばいしゃ) を帝国外に移送したる者ま
た同じ」としています。
略取( りゃくしゅ) とは、暴行・脅迫などを用いて連れていくこと、誘拐( ゆうかい) とは、だ
ましたりして甘い言葉で誘って連れていくことです。これらの行為は、本人の意思に反したもの
であり、当時においても犯罪でした。また、前借金( ぜんしゃっきん) でしばって国外に連れて
行くことは、帝国外移送目的人身売買罪にあたります。従って、日本帝国の統治下にあった朝鮮
から外国に「慰安婦」を送り出すことも犯罪でした。
「慰安婦」の国外移送は、総じてこの刑法に違反し、憲兵や警察は刑法に基づき「慰安婦」の移
送を防止し、取り締まる責任があったにも関わらず、それをしなかった法的責任があります。略
取、誘拐、人身売買された女性を軍慰安所に入れた軍とこれにかかわった政府機関、事業主はこ
の犯罪の正犯にあたります。(出典 国立公文書館 「御署名原本・明治四十年・法律第四十五号・
刑法改正」、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レファレンスコードA03020700700 ])
4. 「韓国人財産措置法（1965年法律第144号）」につい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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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年に大蔵省から国立公文書館に移管された日韓関係文書の、「経済協力・韓国32

国内法関

係(想定問答)」の複写が、去る6月12日に公開されました。
この文書には、日韓請求権協定により解決済みとされた韓国人の財産の処理を決めた国内法「韓
国人財産措置法(昭和40年法律第144号)」の制定に当たり、この法律を説明するための想定問答
と国会説明資料が含まれています。
日韓会談で法的処理として、何が解決され、何が解決されていないかの解明のために、貴重な資
料と思われます。特に、この国内法により消滅させる財産の一覧と消滅させない財産の解説が含
まれています。日韓会談から50年の今、是非、どのような戦後処理であったのかを知る上でも貴
重です。
5. おわりに
日本が戦争に負けて70年になりますが、日本でのこの70年間は、日本が民主主義と平和の道を
歩むのか、憲法を変えて再び独裁と戦争の道を歩むのかの闘いの70年間でした。この闘いは現在
も続いています。しかし、日本は平和に生きるしか道はないのです。
日本がなぜ敗戦に至ったのか、その歴史的な教訓をここでもう一度確認することが必要です。日
本は、そもそも戦争をして勝てる国ではないのです。資源の少ない国は、戦争するために資源を
求めて外地を占領します。これは侵略です。資源を求めて次々と占領地を拡大しますが、戦線が
拡大して補給ができなくなり、各地で軍隊が孤立し壊滅せざるを得ません。また、軍隊の増強
は、資源獲得のための労働力を枯渇させます。それで、外国人労働者の強制動員なしに日本は戦
争できない国なのです。このような国は、平和な環境のもとで貿易を盛んにして資源を得て、経
済活動で発展する道以外に有り得ないのです。それが、日本が一度体験した歴史的教訓です。
その歴史的事実を教訓と出来ない人たちがいますが、その人たちに明日はありません。「もう一
度、日本は痛い目に遭わなければ分からないのか」と言いますが、その「もう一度」は、この地
球上ではありえないことです。それは、人類の絶滅に直結しているからです。日韓関係50年と戦
後70年の歩みを考えるとき歴史の事実を正確に把握し、生きるべき人々の教訓をそこから汲み
取っていくことがますます必要になっていると考えます。(2015年6月17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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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3 (한국)

한일협정 50년 체제의 반성과 새로운 관계설정
장완익(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

1. 한일협정 50주년을 맞이하여
1965년 6월 22일 한국과 일본이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하여 국교를 정상화한지 50년이 지났다.
기본조약과 한일청구권협정 등 부속 협정으로 이루어진 65년 체제를 평가하고 전망하기로 한
다. 모두가 알다시피 65년 체제의 근간이자 가장 큰 문제는 기본조약 제2조2)와 청구권협정
제2조 제1항3)다. 한국병합조약이 체결 당시부터 무효인지 아니면 당시는 유효이나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으로 실효되어 1965년 조약 체결 당시에는 이미 무효라는 것인지, 대한민국 국민
의 일본국과 일본 기업 등에 대한 청구권이 소멸되었는지 아니면 외교적 보호권만 포기한 것
인지 등에 관하여 지난 50년간 한일 양국 정부간 및 한국의 피해자와 일본 정부 및 기업 사이
에 긴장 관계가 형성되었으며, 이에 대한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헤매기만 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다.
2. 일본에서의 문제 제기
한국의 일본군 위안부와 일제 시기 군인,군속,노무자 등 강제동원피해자들은 1990년대 일본
법원에 일본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등을 제기하기 시작하였다.4)
1987년 한국의 민주 혁명과 1989년부터 해외여행이 자유롭게 되면서 한국의 피해자 및 유족
과 일본의 시민 단체의 교류가 가능해졌으며, 이에 영향을 받아 1990년부터 수많은 소송이 제
기된 것이다. 이들 소송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것이며, 노무자의 경우는 일본 기업만을 상
대로 제기하거나 일본 정부를 공동 피고로 하여 제기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들 소송의 결과
는 피해자들의 기대와 전혀 달랐다. 1970년대의 손진두 소송 등 피폭자 소송에서 일본 정부가
1945년 이후의 책임을 인정하여 승소한 것을 제외한다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은 전패
하였으며, 일본 기업과는 세 차례 화해(일본 강관, 신일철, 후지코시)하였으나 나머지 소송들
2)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
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4) 1970년대 일본으로 밀항한 피폭자가 피폭자건강수첩 교부 소송을 제기하거나, 사할린 억류 한국인이 귀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대만의 경우 역시 197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일본 정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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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모두 패소하였다.

3. 한국에서의 문제 제기
가. 일본 기업 상대 소송
10년 정도의 일본에서의 l소송 과정에서 일본 사법부에 대한 기대를 접게 된 한국 피해자들은
2000년 들어서면서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그 첫 소송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
대로 한 2000년 5월 1일의 부산지방법원 소송이며, 이 소송에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원고들의
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미쓰비시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피해자 유족들이
2002년 10월 11일 한일회담 문서공개 소송을 하게 되었다. 정보공개 소송 1심에서 원고들이
일부 승소하여 쌍방 항소한 상태에서 한국 정부가 정보 공개 소송의 취지를 받아 들여서 2005
년 8월 26일 한일 회담 문서를 모두 공개하였다.(원래 청구권협정 문서 공개만 요구하였으나
한국 정부는 한일회담 문서 전체를 공개하였다)
그러나 미쓰비시 중공업 사건은 원고들이 1, 2심에서 소멸시효 도과, 일본 판결의 승인 등을
이유로 패소하였으며, 2005년 제기된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한 소송도 신일철이 과거의 일본제
철의 책임을 승계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패소하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두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과 의견을 달리하여 2012년 5월 24일 두 사건을 모
두 파기환송 하였다. 대법원은 일본 판결5)의 승인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 판결의 전제가 “일본
의 한반도와 한국인에 대한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규범적 인식”인데, 한국 헌법의 정신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규범적인 관점에서 불법적인 강점에 지나지 않아 일
본의 불법적인 지배로 인한 법률관계 중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그 효력
이 배제되므로, 일본판결 이유는 일제강점기의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고 있는 대한민
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여 승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6)
또한 신일철주금의 파기환송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한국 현행 헌법 전문의 ‘항구적인 세계평화
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라는 내용을 추가로 지적하면서 당시 일본 정부가 『국가총동원
법』등의 비상수단까지 동원하여 수행하였던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이 국제법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침략전쟁이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국제사회가 인식을 같이 하였고, 이런 침략전쟁 및
이를 수행하는 행위의 정당성을 부인하는 것은 세계 문명국가의 공통적인 가치이며...중략 ...
일본국 헌법 역시 그와 같은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고 판시7)하여 강제동원을 ‘침략전쟁을 수
5) 미쓰비시 중공업 소송의 원고 5명 모두, 신일철주금 사건 소송의 원고 4명 중 2명이 일본에서도 소송을 제기하
여 패소하였기 때문에 하급심은 일본 판결의 기판력을 인정하였다. 이들 원고 7명은 모두 사망하였으며, 생존해
있는 원고 2명은 한국에서만 소송을 제기하였다.
6)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판결 및 같은 날 선고 2009다68620 판결
7) 서울고등법원 2013. 7. 10. 선고 2012나449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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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는 행위’라고 보았다. 강제동원은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이자 침략전쟁을 수행하는
행위인 것이다.
이는 일본 판결이 한국에서만 승인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모든 문명국가가 승인하지 않을 것
이며, 또한 일본 자국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판결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 할 것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한국 판결이 모든 문명국가가 지지할 수 있는 판결이라는 자신감을 표현한 것이
라 할 것이다.8)
나. 헌법 소원
(1) 일제 시기에 징용되어 군속으로 동원되었다가 부상을 입은 일본 거주 한국인과 유족들이
1998년 6월 22일 헌법재판소에 중재요청불이행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이들은 재일한국인 피징용부상자들의 보상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한일 양국 정부 사이의 의견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중재를 일본 정부에 요청할 것을
한국 정부에 청원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이러한 부작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 헌법소원은 2000년 3월 30일 각하되었다. 한국 정부가 중재를 요청할 헌법상 의무가 없다
는 것이었다.
(2)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2006년 7월 5일, 원폭피해자들은 2008년 10월 29일 헌법소
원을 하였고, 헌법재판소는 2011년 8월 30일 피해자들의 부작위위헌확인 결정을 하였다. 이번
에는 한국 정부가 일본과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에 따라 분쟁해결의 절차로 나아갈 헌법상 의
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3) 두 헌법 소원의 차이가 무엇이길래 다른 결론이 나왔을까?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9) 와 관
련되어 재일한국인들은 중재 요청(제3조 제2항)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것이었고, 일본군
위안부 등은 제3조 제1, 2항을 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하였는데?
헌법재판소가 거의 동일한 사안에서 정반대의 결정을 한 것은 그 사이에 2005년 8월 26일 한
일회담 문서 공개로 한국 정부의 입장10)이 변경되었다는 사정 변경도 있겠지만, 한국의 사법부
8) 대법원 판결은 한국의 제헌 헌법 전문과 부칙100조, 101조 현행 헌법 전문을 그 근거로 일본 판결을 승인하지
않았으나, 서울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은 일본 판결이 문명국가에서는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여, 한국의
헌법 정신을 떠나서도 한국 판결이 정당함을 강조하고 있다.
9) 1. 본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 체약국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었던 분쟁은 어느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타방체약국의 정부로부터 분쟁의 중
재를 요청하는 공한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의 기간내에 각 체약국 정부가 임명하는 1인의 중재위원과 이와 같
이 선정된 2인의 중재위원이 당해 기간 후의 30일의 기간내에 합의하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당해 기간내에 이
들 2인의 중재위원이 합의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과의 3인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는 중
재위원회에 결정을 위하여 회부한다. 단, 제3의 중재위원은 양 체약국중의 어느편의 국민이어서는 아니된다.
3. 어느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당해 기간내에 중재위원을 임명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제
3국에 대하여 당해 기간내에 합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중재위원회는 양 체약국 정부가 각각 30일의 기간내에
선정하는 국가의 정부가 지명하는 각 1인의 중재위원과 이들 정부가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한다.
4. 양 체약국 정부는 본조의 규정에 의거한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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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일제 식민지배의 성격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다. 일제 식민지 피해 청산을 위한 노력
(1). 1948년 한국 정부 수립 직후 ‘반민족행위처벌법’11)이 제정되어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
회가 한국병합에 협력하거나 일제 통치에 협조한 자를 조사하였으나, 정부측의 방해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활동을 마쳤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한국에서는 2004년 일제시기의 과거
청산을 위하여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과 ‘일제강점하 친일반민
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12)이 제정되었으며, 2005년에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
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특별법에 따른 3개의 위원회가 활동하게 되었다.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처벌하지 못한 지난날의 잘못을 거의 60년 만에 바로 잡기 위하여 두 위
원회가 4년여씩 활동한 것이다. 또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를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활동을 할 예정이다.13)
(2). 친일 관련 두 위원회의 친일반민족행위 결정과 친일재산 국가귀속 결정에 대하여 그 후
손들은 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이나, 그 근거가 된 특별법이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에 위
헌확인 청구를 제기하였다. 이들 대부분의 행정소송에서 한국 정부가 승소하였으며, 특별법도
모두 합헌 결정을 받았다. 이들 쟁송의 전제가 일제 식민지배의 성격이 무엇인가였기 때문에
사법부는 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3). 그러한 점에서 헌법재판소가 2011년 3월 31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대하여 합헌 결정14)을 한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창설 25주년을 맞아 실시한 ‘헌재 주요 결정 10선’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으로 선정된 바 있다.
“우리 선조들은 일제의 을사조약에 동조한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행위로 인해 국권을 상실하
였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친일행위로 인해 징용되거나 일본군위안부로 강제동원되는 등 수많
은 고초를 겪었다. 민족 자결의 주장을 펼치며 일제의 부당한 통치에 항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생명과 신체의 안전 등을 포함한 기본적 권리를 박탈당하거나 침해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그로 인한 역사적 상흔의 상당 부분들은 해방 후 반세기 이상이 지난 오늘날에 이르기
까지도 여전히 치유되지 않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반민법에 따른 일제과거사 청산 작업도
실효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역사적․법적으로 엄중히 평가
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현재까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즉, 일제
과거사의 청산 문제, 그 가운데에서도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의 처리 문제는 오늘에까
10)
11)
12)
13)
14)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
법률 제3호, 1948.9.22. 제정
2005. 1. 27.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으로 전면 개정
대일항쟁기조사지원위원회를 한시적 위원회가 아니라 상설 위원회로 만들기 위한 법률안이 여럿 발의되어 있다.
헌법재판소 2011. 3. 31.자 2008헌바141, 2009헌바14․19․36․247․352, 2010헌바91(병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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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우리 사회의 비중있는 사회적 과제로 남아 있다고 하겠다”
“지난 세기 인류사회를 휩쓸고 갔던 강대국의 식민지배와 약탈 현상은 제국주의 및 파시즘의
발호에 기인한 역사적 산물이었다. 따라서 식민지배의 극복 후 보편적으로 이루어졌던 과거사
청산의 작업들은 그와 같은 이념에 대한 동조와 추종을 단죄하여 공동체를 보호하고 그 과오
와 폐해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문명사적 반성의 산물이라 할 것이다. 여기에는 다시는 공동
체 내에서 그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계하는 결의와 성찰이 담겨 있다. 그렇다면 일제 과
거사 청산으로서의 친일재산 환수 문제는 그 시대적 배경에 비추어 역사적으로 매우 특수하고
이례적인 공동체적 과업이라 할 것이므로, 설령 이러한 소급입법의 합헌성을 인정한다고 하더
라도 이를 계기로 진정소급입법이 빈번하게 발생해 그로 인한 폐해가 만연될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는 충분히 불식될 수 있다”
이러한 취지는 판결은 행정소송에서도 마찬가지였다. 2011년 일본군 위안부, 원폭피해자 헌법
소원 관련 위헌 결정이나 이에 뒤이은 2012년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이러
한 한국에서의 2000년대 들어서 이어진 일제 식민지배 청산 작업의 결과물이라 할 수있다. 이
에 따라 사할린 억류자, BC급 전범이 헌법재판소에는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며, 일
본 기업을 상대로 한 새로운 소송도 많이 제기되었다.
4. 65년 체제는 지속될 수 있는가?
한국 피해자들은 1990년대부터 일본과 한국에서 몸으로 싸워서 65년 체제에 저항하였다. 이러
한 저항은 일본에서는 실패하였고, 한국에서의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
결과 한국 대법원은 한일청구권협정은 식민지배 책임문제를 다루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으며,
한국 헌법의 정신으로부터 일제의 한국 지배가 불법 강점이라고 하여 기본조약상의 한국병합
조약 등에 대한 ‘이미 무효’의 해석을 둘러싼 논의에 대하여 확고한 입장을 보여주었다. 다만
이러한 대법원 재판이 일본 기업들의 재상고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나 올해 안에 확정
되리라 기대하고 있다.
50년간 지속된 65년 체제가 종말을 고할지도 모른다면 우리는, 혹은 한일 정부는 이에 대비하
여야 할 것이다. 그 전제는 일제의 식민지배에 대한 철저한 반성 위에서 우리의 논의를 시작하
여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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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3 (한국)

「日韓協定50年体制の反省と新しい関係設定」
ジャン・ワンイク(大韓弁護士協会日帝被害者人権特別委員会

委員長)

1.日韓協定50周年を迎えて
1965年6月22日、韓国と日本が日韓基本条約を締結して国交を正常化させて以来、50年の歳月が
過ぎた。 基本条約や日韓請求権協定などの付属協定で行われて来た65年体制を評価し、展望する
こととする。 誰もが知っているように、65年体制の根幹であり最も大きな問題は、基本条約第2
条と請求権協定第2条第1項であるだ。

韓国併合条約が締結当時から既に無効であったのか、若

しくは当時は有効で大韓民国政府の樹立と共に失効し、1965年の条約締結当時にすでに無効とい
う事なのか、国民の日本国と日本企業などに対する請求権が消滅したのか、又は外交的保護権だ
け放棄されたのか。これらの事に関し、50年の間、日韓両国政府間及び韓国の被害者と、日本政
府や企業の間に緊張関係が形成されており、問題解決への糸口を見出せずにいるというのが現状
であるだ。
2.日本での問題提起
1990年代、日本の裁判所に日本政府と企業を相手とする損害賠償訴訟などの提起が、韓国の日本
軍慰安婦、植民地時代の軍人・軍属・労務者など、強制動員による被害者達により始まった。
1987年、韓国の民主革命を封切に1989年から海外旅行が自由となり、韓国の被害者や遺族と日本
の市民団体の交流が可能になった。これに影響を受け、1990年から数多くの訴訟が提起された。
これらの訴訟は日本政府を相手にしたものであり、労務者の場合は日本企業だけを相手に提起し
たり、日本政府を共同被告として提起したりもした。しかしこれらの訴訟の結果は、被害者の期
待とは全く違った。 1970年代の孫振斗(ソン・ジンド)訴訟など、被爆者訴訟で日本政府が1945
年以降の責任を認め、勝訴した事を除くと、日本政府を相手にした訴訟は全敗し、日本企業とは
三度に渡り和解(日本鋼管、新日鉄、不二越)したが、残りの訴訟は全て敗訴となった。
3.韓国での問題提起
①日本企業を相手に訴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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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年程度の日本での１訴訟の過程で、日本の法務省に対し期待が出来なくなった韓国人の被害者
達は、2000年に入り韓国の裁判所に訴訟を提起するようになった。

その初の訴訟が三菱重工業

を相手とした2000年5月1日の釜山地方裁判所訴訟であるだ。この訴訟において「日韓請求権協定
で原告の請求権が消滅した」という三菱の主張を覆すため、原告らを含めた被害者遺族が2002年
10月11日、日韓会談文書公開訴訟をすることになった。 情報公開訴訟の1審で原告らが一部勝訴
をし、双方控訴した状態で韓国政府が情報公開訴訟の趣旨を受け入れた。2005年8月26日、つい
に日韓会談文書を全て公開した。(請求権協定文書だけの公開を要求したが、韓国政府は日韓会談
の全文書を公開した。)
しかし、三菱重工業事件は、原告が1・2審で消滅時効、日本の判決の承認などを理由で敗訴して
おり、2005年に提起された新日鉄住金を相手とした訴訟も、新日鉄が過去の日本製鉄としての責
任を継承しないという理由などで敗訴した。
最高裁は両事件について下級審との意見を異にし、2012年5月24日、二つの事件をすべて破棄還
送した。 最高裁判所は日本の判決 の承認問題と関連し、日本の判決の前提は"日本による朝鮮半
島と韓国人に対する植民支配が合法的という規範的認識"だが、韓国の憲法の根本においては、日
帝強占期に日本の朝鮮半島の支配は規範的な観点から不法的な強占に過ぎない。そのため、日本
の不法な支配による法律は大韓民国の憲法精神とは相いれない関係であり、その効力は成さない
ため、日本の判決理由は、日帝強制占領期の強制動員自体を不法と見ている大韓民国憲法の核心
的価値と正面から衝突していて、承認できないと判断したのであった。
また、新日鉄住金の差し戻し審でソウル高等裁判所は、韓国現行憲法の前文である“恒久的な世界
平和と人類共栄に貢献することで”という部分を追加で指摘し、“当時の日本政府が『国家総動員
法』などの非常手段まで動員して起こした日中戦争と太平洋戦争が、国際法的に容認できない侵
略戦争であったという点については、国際社会が認識を共有しており、このような侵略戦争若し
くはこれを遂行する行為の正当性を否定することは世界文明国家の共通的な価値であり、中略…
日本国憲法も彼と同じ価値を追求している”と判示して、強制動員を“侵略戦争を遂行する行為”と
みなした。強制動員は植民地支配と直結した不法行為であり、侵略戦争を遂行する行為であると
いうことであるだ。
これは日本の判決は韓国だけで承認されないのではなく、全ての文明国家においても承認されな
いものであり、また日本自国でも容認できない判決だという点を指摘したものと言える。 言い換
えるのならば、韓国の判決が全ての文明国家が支持できる判決という自信を示したものと言え
る。
②憲法訴願
(1)植民地時代に徴用され軍属として動員中、負傷を負った在日韓国人と遺族は、1998年6月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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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憲法裁判所に仲裁要請不履行の違憲確認を求める憲法訴願を請求した。 彼らは韓国政府に対
し、在日韓国人被徴用負傷者の補償請求権が日韓請求権協定で解決しているかどうかについての
日韓両国政府間の意見の違いを解決するための仲裁を日本政府に要請する様に請願したが、韓国
政府がこれに応じないため、このような不作為が違憲だと主張した。
2000年3月30日に却下された。

しかし、この憲法訴願は

韓国政府には仲裁を要請する憲法上の義務がないというもので

あった。
(2)日本軍“慰安婦”被害者たちは2006年7月5日、原爆被害者たちは2008年10月29日にそれぞれ憲
法訴願をし、2011年8月30日、憲法裁判所は被害者たちの不作為の違憲確認の決定をした。今回
は韓国政府が日本や日韓請求権協定第3条に沿って、紛争解決の手続きに進むことに憲法上の義務
があると判断したのである。
(3)この二つの憲法訴願には一体どんな違いがある為に、異なった結論となったのだろうか?
日韓請求権協定第3条と関連し、在日韓国人は仲裁要請(第3条第2項)を行わなかったことが違憲で
あるという事であり、日本軍慰安婦などは第3条第1・2項を行わなかったことが違憲だという事で
あったのに、何故だろうか？
憲法裁判所がほぼ同一の事案で正反対の決定を下したのは、2005年8月26日の日韓会談文書の公
開により、韓国政府の立場が変わったという“事情変更”もあるが、韓国の司法部が2000年代に
入って、日帝植民地支配の性格について更なる検討が行われた事が大きな要因として挙げられ
る。
③日帝植民地の被害清算に向けた努力
(1)1948年に韓国政府樹立直後“反民族行為処罰法” が制定され、反民族行為特別調査委員会は、
韓国併合に協力をした者、若しくは日帝統治に協力した者を調査したが、政府側の妨害で何の成
果も出せずに活動を終えた。これに対する反省で、韓国では2004年、植民地時代の過去の清算に
向けて“日帝強占下における強制動員の被害真相究明などに関する特別法”と“日帝強占下における
親日反民族行為の真相究明に関する特別法” が制定されており、2005年には“親日反民族行為者財
産の国家帰属に関する特別法”が制定され、特別法による三つの委員会が活動することとなった。
親日反民族行為者を処罰しなかった過去の過ちを、ほぼ60年ぶりに正すため、両委員会が4年の歳
月をかけ活動した。また、日帝強制動員による被害者のために活動している委員会は、今年の末
まで活動を行う予定であるだ。
(2)親日関連の両委員会の親日反民族行為決定と親日財産国家帰属決定に対して、その子孫らは、
決定を取り消すという行政訴訟や、その根拠となった特別法が違憲だと主張し、憲法裁判所に違
憲確認請求を提起した。これらの大半は行政訴訟であり、韓国政府が勝訴している。特別法に関
しても合憲決定を受けた。これら争訟の前提が、「日帝植民地支配はどんな性質を持ったもの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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あったのか」の為、司法部はこれに対し、熟考する機会を得たのであった。
(3)そのような点で2011年3月31日、憲法裁判所は“親日反民族行為者財産の国家帰属に関する特
別法”について合憲の決定を下したという事実は、非常に重要な意味を持つ。この決定は、憲法裁
判所が創設25周年を迎え、実施した“憲法裁の主要決定10撰”で最も重要な決定に選ばれたことが
ある。
「我が先祖らは、日帝の乙巳条約に同調した親日反民族行為者の行為によって、国権を喪失した
だけではなく、その様な親日行為によって徴用をされ、日本軍慰安婦として強制動員されるな
ど、数多くの苦難を経験して来た。民族自決の主張を展開し、日本帝国主義の不当な統治に抵抗
したという理由だけで、生命と身体の安全などを含めた基本的権利を剥奪され、侵害されたりも
した。それにもかかわらず、歴史的傷痕の相当部分は、解放後の半世紀以上経った今日に至るま
で、依然癒されていない。前述の通り、反民法による日本の過去史清算作業も実効的に行われた
と見ることはできない。これに親日反民族行為者を歴史的・法的に厳しく評価し、社会正義を実
現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社会的要求が現在まで絶えず提起されて来た。つまり、日本日帝に
よる植民地の歴史清算問題、その中でも親日行為の対価で取得した財産の処理問題は、今日まで
韓国社会の重い社会的課題として残っている」
「先世紀において、人類社会を蔓延った大国の植民地支配と略奪現象は帝国主義やファシズムの
跋扈に起因した歴史的産物だった。したがって、植民地支配克服後の普遍的に行われて来た歴史
清算の作業は、そのような理念に対する同調と追従を断罪して共同体を保護し、その過ちと弊害
を繰り返さないための文明史的反省の産物と言える。ここでは、共同体内でそのようなことが繰
り返されない様に警戒する決議と省察が練り込まれている。 それならば、日本の過去に対する清
算としての親日財産の返還問題は、時代的背景に照らした歴史的に非常に特殊で異例な共同体的
課題と言えだろう。たとえこの様な遡及立法の合憲性を認めるとしても、これ発端とした真遡及
立法が頻繁に発生し、弊害が蔓延するだろうという一部の憂慮は、充分に拭い去る事ができる。

このような趣旨は、判決は、行政訴訟でも同じだった。

2011年に日本軍慰安婦、原爆被害者の

憲法訴願関連の違憲決定や、それに続いた2012年の強制動員による被害者に対する最高裁の判決
は、2000年代に入って続いた韓国での日帝による植民地支配清算作業の成果とも言える。

これ

によってサハリン抑留者、B・C級戦犯が憲法裁判所に違憲確認の憲法訴願を提起し、日本企業を
相手とした新たな訴訟も多く提起された。
4. 65年体制は続くだろうか?
韓国人被害者たちは1990年代から日本と韓国において、体当たりで65年体制に抵抗した。

この

ような抵抗は日本では失敗したが、韓国での一定の成果を収めたと評価することができる。 その
結果、韓国最高裁は、「日韓請求権協定は植民地支配の責任問題を取り上げなかった」との結論
を下し、韓国憲法の精神から見て、「日帝の韓国支配が不法である」とし、基本条約上の韓国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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合条約などに対する“すでに無効”の解釈を巡る議論について、確固たる立場を見せた。

ただ、こ

のような最高裁判所の裁判が日本企業の再上告によりまだ確定されていない状態ではあるが、今
年中に確定されることを期待している。
50年間続いた65年体制が、終末を告げているのかもしれない。それならば私たちは、あるいは日
韓政府は、これに備えなければならない。その前提として、日本の植民地支配に対する徹底した
反省の上で、私達は議論を始めなければならないだろう。
「1910年8月22日及びそれ以前に大韓帝国と大日本帝国間に締結されたすべての条約および協定
がすでに無効であることを確認する」
「両締約国は、両締約国及びその国民(法人を含む)の財産、権利および利益と両締約国及びその国
民間の請求権に関する問題が1951年9月8日サンフランシスコにて署名された日本国との平和条約
第4条(a)に規定されたことを含めて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されたことになるということを確認す
る」
1970年代に日本へ密航した被爆者が被爆者健康手帳交付の訴訟を提起。サハリン抑留韓国人が帰
還請求訴訟を提起した。 台湾の場合もやはり1970年代から持続的に日本政府を相手に訴訟を提起
した。
三菱重工業の訴訟の原告5人、新日鉄、住金事件訴訟の原告4人のうち2人が日本でも訴訟を起こし
て敗訴したために下級審は日本の判決の既判力を認めた。

これらの7人は全員死亡し、生存して

いる原告2人は、韓国だけで訴訟を提起した。
最高裁2012.5.24.宣告「2009다22549」の判決及び同じ日の宣告「2009다68620」の判決。
ソウル高等裁判所2013.7.10.宣告「2012나44947」の判決。
最高裁の判決は、韓国の制憲憲法の前文と、附則100条・101条の現行憲法の全文をその根拠と
し、日本の判決を承認しなかったが、ソウル高等裁判所の破棄還送審は日本の判決が文明国家で
は容認できないという点を指摘し、韓国の憲法の精神を離れても、この判決が正当である事を強
調している。
1. 本協定の解釈及び実施に関する両締約国間の紛争は、まず外交上の経路を通じて解決する。
2. １の規定により解決できなかった紛争は、どちらか一方の締約国の政府が、他方の締約国の政
府から紛争の仲裁を要請する公式書簡を受け取った日から30日の期間内に各締約国の政府が任命
する1人の仲裁委員と、このように選定された2人の仲裁委員が当該期間後の30日の期間内に合意
する第三の仲裁委員又は当該期間内にこれら2人の仲裁委員が合意する第三国の政府が指名する第
三の仲裁委員との3人の仲裁委員で構成される仲裁委員会に、決定のために付託する。

ただし、

第三の仲裁委員は両締約国の内、どちらかの国民であってはならない。
3. ある一方の締約国の政府が当該期間内に仲裁委員を任命しないと場合、又は第三の仲裁委員又
は第三国に対して当該期間内に合意しなかった場合には、仲裁委員会は両締約国政府がそれぞれ
30日の期間内に選定する国家の政府が指名する各1人の仲裁委員と、これらの政府が協議により決
定する第三国の政府が指名する第三の仲裁委員で構成する。
4. 両締約国の政府は、本条の規定に基づく仲裁委員会の決定に従なければなら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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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韓会談文書公開の附属対策関連における民官共同委員会。
法律第3号、1948.9.22.制定。
2005.1.27.“日帝強占下における反民族行為真相究明に関する特別法”に全面改正。
対日抗争期調査支援委員会を一時的な委員会ではなく、常設委員会にするための法律案がいくつ
も発議されている。
憲法裁判所2011.3.31. 「2008헌바141」、「2009헌바14・19・36・247・352」、
「2010헌바91」(併合)決定。
反民族行為處罰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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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4 (일본)

한일협정 50년 체제반성과 새로운 관계설정
야노히데키(한일 협정 재협상 캠페인2015 사무국장)
1. 한일국교 정상화 50년의 현실

2015년 한일은 국교 정상화 50년 만에 고비를 맞이했다. 지난 50년간 한일은 인적, 문화적 교
류를 통해 정치, 경제 등에 있어서도 상호 의존 관계를 구축해왔다. 인적 교류는 2014년에는
503만 명에 달했으며 (일 → 한 228만명, 한 → 일 275만명), 1일 평균 약 1만 4천 여명이
한일간을 왕래하고 있다. 또한 1998 년 한일 파트너십 선언에 따른 문화 개방에 합의한 이래,
한류 드라마, K-POP 등은 일본에 정착, 문화 교류도 비약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교역 관계를
보면, 한일은 상호간에 미국,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교역을 많이 하는 나라가 되었다. 한국에
게 일본은 중요한 소재 등을 공급해주는 나라이다. 한편, 일본에 있어서 대한민국 무역은 지속
적으로 수출이 증대되어왔으며, 지난 수년간 무역 적자를 면치 못하는 가운데도 한국은 흑자를
창출해주는 귀중한 나라이다.
그런데 한일 정상 회담은 2011년 이후 열리지 않고 있으며, 아베 총리, 박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 번도 정상 회담을 갖지 않았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사이에 끼워 마주한 적은 있지
만). 이는 비상 사태로, 그 원인은 '위안부'문제를 둘러싼 대립에 있다.
또한 최근 여론 조사에 따르면 (언론 NPO· 동아시아 연구원 합동조사)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인상은 '좋은 인상 '이 15.7% 인 반면, '나쁜 인상 '은 72.5%에 달했다. 한편, 일본인의 한국에
대한 인상은 '좋은 인상'은 23.8%에 그쳐 '나쁜 인상'은 52.4%로 절반을 넘었다. 그 이유는 한
국 측이 "한국을 침략한 역사에 대해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기 때문"(74.0%)이 1위였고, 일
본 측은 "역사 문제 등으로 일본을 비판하고 계속 때문"(74.6%) 이 제1위를 차지하고 있다.
즉, 역사 문제의 미해결 인식의 차이가 갈등을 낳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서로 '나쁜 인상'을 갖고 있어도 양국의 많은 사람들은 한일관계를 "중요하다"고 생각
하고 있다 (일본: 65.3%, 한국: 87.4%).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을 개선해 나가는데 그 주요 요
인인 역사 인식의 차이를 넘어, 갈 길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2. 역사 인식의 차이를 낳은 근본 요인

앞의 여론 조사에서는 '한일 역사 문제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묻고 있지만, 이에
대해 한국과 일본 사람들의 답변은 크게 동떨어져 있다. 한국 측이 ‘일본의 역사 교과서 문제
'(76.0%), '종군 위안부에 대한 보상 '(69.8%)을 올리는 반면, 일본 측은’한국의 반일 교육과
교과서의 내용'(52.5%), ‘일본과의 역사 문제에 대한 한국의 과도한 반일 행동 '(52.1%)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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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응답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한국의 '반일 교육', '과도한 반일 행동'은 -질문자 · 응답자가 어떤 의미에서

「반

일」이라고 하고 있는지 확신할 순 없지만 - 한국 책임으로만 돌릴 문제는 아니다. '위안부'문
제와 관련해서 유엔 인권 이사회를 비롯한 유엔의 각 기관이 모여 일본에 해결하도록 의견 권
고를 내고 있으며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일본 정부이다. 강제 노동 문제에 관해서도 ILO는
전시 하에서 일본 정부가 실시한 「전시 산업 강제 노동 '은 ILO29호 조약 (강제 노동 금지
조약) 위반이라고 인정 (1999년)했으며, 이후 일관되게 "피해자 가 만족하는 형태로 해결하는
것 "을 권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를무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일본 정부의 태도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 지원자들의 행동을 한마디로 '민족주의'적 행동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반일"이라고 단정지을 일도 아니다. 인권 회복을 향한 정당한 행위라고 해야 맞을 것이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문제, 강제 노동 문제 (전 징용자) 등 한일간에 제기되고 있는 식민지 지
배하에서 발생한 제반 문제에 관해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1965년에 체결된 한일 기본 조약 청구권 협정은 도
대체 무엇을 확인하고 국교를 정상화했으며, 한일간 문제에 있어서 무엇을 해결하고 무엇을 남
겼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검증해야 한다.
(1) 한일 기본 조약 청구권 협정의 ‘성격’
한일은 한일 기본 조약을 맺음으로써 국교를 정상화 (외교, 영사 관계를 개설)했다. 그 조약의
전문은 무엇을 규정하고 있는가? “대한민국과 일본은 양국 민간관계의 역사적 배경과 선린 관
계와 주권 상호 존중의 원칙에 입각한 양국 관계 정상화에 대한 서로간의 희망을 고려하고 ...
","기본 관계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기로 결정 "했다고 말했을 뿐이다. 여기에는 '역사적 배경'

이란 무엇인가 '정상화'를 앞두고 무엇이 요구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일제
36년의 식민지 지배가 어떻게 총괄적으로 청산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지 않았
다. 그 결과, 제2조는 "1910년 8월 22일 이전에 일본 제국과 대한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식민지 지배의 합법 · 불법을 애매하게 규정짓고 있다.
식민지 지배의 책임이 보류된 것이다.
한일 청구권협정 전문은 "대한민국과 일본은 양국과 양국 국민의 재산 및 양국과 양국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희망하고 양국 간 경제 협력을 증진할 것을 희망하기
때문에 "협정을 체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권이 무엇을 근거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시하
고 있지 않다. 기본 조약이 식민지 지배의 불법 · 합법의 판단을 보류하
고 있는 상황의 논리로
생각한다면, "청구권 문제의 해결 '이 불법 식민지 지배로부터의 해방 · 독립이 아니라 단순히
'영토 분리 · 분할 "에 따른 재정적 · 민사적 채권 채무 정리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 식민지 지배의 배상이라는 성격을 갖는 등이라는 것을 조문에서 찾아 볼 수 없다.
이런 조약을 한국의 박정희 정권이 받아들인 것은 '안보'와 '경제'를 우선시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박정희정권은 북한과 대치하면서 파탄에 처한 한국 경제를 재건설ㆍ발전시키기 위해
서는 일본의 경제 협력을 얻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한국 국민들이 "굴욕적”이라고 비판할
만한 조약 · 협정 체결을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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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일 회담 - 기본 조약 청구권 협정에 대한 국회 심의, 언론 보도
또한 한일 회담 - 기본 조약 청구권 협정에 관한 국가 심의, 언론 보도도 한일 국교 정상화를
맞이하여 과거의 조선 식민지 지배에 대해 긍정•정당화하는 논조가 주류였으며, 어떻게 총괄,
청산할 것인지에 대한 관점은 대부분 누락되어 있었다.
<국회에서의 논의>
· 1952년 4월 14일 중의원 외무위원회
한일 1차 교섭경과에 대해 오카자키 외상이 보고. 오카자키 외상은 청구권 문제에 대해 한국
측이 일본에 대해 8가지 항목 청구를 내놓은 것은 일절 언급하지 않고, 지원 협약 4조 (b)의
해석에 차이가 있던 것과 재한 일본 재산 청구권은 남아 있다고 주장한 것만 보고. 이에 대해
히라키 의원 (개진당 改進党)은 "일본 정부는 이 주장을 관철해주시길 바랍니다."
· 1953년 10월 27일 참의원 수산위원회
"구보타 발언 '에 따른 한일 회담 - 어업 협상 중단에 대해 질의.마쓰오카(松岡平)의원 "그것
이 절대 취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다" 구보타 발언의 문제는
묻지 않음.
· 1953년 10월 28일 중의원 외무위원회
오카자키 외상은 한일 회담 결렬의 경과를 보고. 그 중에서 결렬된 원인인 ‘구보타 발언'에 대
해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잘못된 것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사과할 이유가 없어서 사과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회의는 지지 부진하게 끝났습니다."전면적지지.
· 1965년 10월 30일 중의원 한일 조약 특별위원회
우노 소스케 의원의 청구권 협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일 청구 8개 항목에 대해) 외무성 당
국으로부터 자료가 나오고 있지만,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일본의 국회의원은 끝까지
한국 측의 대일 청구항목, 그 내용 등에 대해 알지 못하면서 청구권 협정에 대해 심의했다.
<언론보도>
· 한일 회담 제 3차 협상에 있어서 '구보타 발언'에 관한 신문 보도 「아
사히 신문」(1953 년 10 월 22 일자 사설) - "(일본) 정부 성명에도 있듯, 한국 측의 태
도에는 "별다른 언사를 일부러 구부리고 회담 전체를 일방적으로 파괴한”것으로 보이는 점은
참으로 유감 스럽다 "
「요미우리 신문」(동년 동일자 "사설") - "조선 통치에 공죄양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한국 측에 "감정론을 버려라"고 호소.
· 1965 년 6 월 22 일 한일 기본조약 청구권 협정 등 체결 다음날 각 신문 사설
"아사히 - 한일 체결과 향후 과제"- "양국은 대등한 이웃 나라로서,선린 우호 관계를 열 준
비를 갖췄다" "협상 과정에서는 일본 측이 어쩔 수 없이 많이 양보했다 (어업 협정, 독도 문
제) "
"마이니치 - 한일 조약의 체결과 향후"- “한일 양국 역사상 실로 획기적” “한국이 반대 하는
것은 첫째, 무상 3 억 달러, 유상 2 억 달러로 청구권을 해결하는 것은 금액이 너무 적다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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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
"요미우리 - 한일 정식 조약체결과 향후"- "우선 기뻐하고 싶다" "(한국의 대일 청구권과 일
본의 대한 경제 협력과의) 상쇄 문제는 일본의 주장대로 한국의 청구권은 공적으로도 사적으
로도 소멸하게 됐다 "
"닛케이 - 한일 조약체결 후 원하는 과제와 마음가짐"- "솔직히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다" '
다케시마의 귀속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미뤄져」 「재일 한국인의 처우 문제는 (중략) 특
수성을 지나치게 인정한 것이다." "청구권 문제해결에도, (중략) 그 금액은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니다 "
"산케이 - 조약체결후 한일 관계 ' -'아시아 자유주의 
연대의 불완전한 부분이 이제 완전히
일체되어 연결된 의미도 높게 사야 한다 " "한일 교섭 정식 체결의 발자취를 뒤돌아 보면, 청
구권에서 독도까지 거의 일방적으로 일본이 양보했다는 느낌이 깊다 "
이처럼 한일 기본 조약 청구권 협정은 식민지 지배를 총괄 · 청산하는 성격은 없었다. 그것은
협정에 임하는 정부의 태도에 일관되게 관철되고 있었고, 조문 규정에 표현되어있다. 또한 회
담의 진행 상황보고 및 조약 비준을 심의하는 국회 논의에서도 여당 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
야당 의원 측에도 '구보타 발언'을 그대로 용인하는 등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의 관점은 희
박했다. 언론도 마찬가지였으며, 국교 정상화 자체를 평가하면서도 청구권 협정이나 독도 문
제, 재일 한국인의 영주권 문제 등에서 "지나치게 양보했다"는 논조가 주류였다. 이와 같이 정
부, 국회, 언론이 일관되게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이 없다는 점이

1995년 무라야마 담화,

98년 한일 파트너십 선언, 2010년 간 담화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본 국민의 한국 · 조
선인식을 규정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식민지 지배의 피해자들의
요구 · 행동을 "반일"이라고 보는 언론보도와 국민 감정 등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보아야 한
다.
3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 된"사기 · 허구
위와 같이 식민지 지배 책임을 보류하
고 기본 조약 청구권 협정을 맺는 한편, 일본 정부는 '위
안부' 전 징용자들의 식민지 지배, 전쟁 동원 피해자들의 배상 요청에 대해서는 청구권 협정
제 2조를 근거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 된"것이라며 거절해왔다. 그러나 협정에 관
한 정부 답변과 1965년 이후의 경과를 본다면 이러한 거절은 통용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1) “경제 협력은 어디까지나 경제 협력 "
그러나 일본 정부는 청구권 협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국회답변을 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1965년 10월 27일 중의원 한일 조약 특별위원회]
코사카젠타로 (小坂善太郎議員) 의원 "청구권 문제는 한일 협상에서 최대의 난관이었다. 14년
간의 협상 기간 중 5년 전까지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것이 그것을 말해 준다 처음에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것에 한한다고 되어 있었지만, 일본은 패전을 경험하고 또한 한국은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증거서류들이 손실되었다는 이유로 경제 협력 협정으로 바꿔치기 한 오히라 · 김(오
히라와 김종필) 협정은 대단히 천래의 묘음(天来의 妙音)이라고 할까 상당히 좋은 협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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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겠다 "
시이나에쓰사부로(椎名悦三郎) 외상은 "당초 한국에서 8 개 항목 청구권을 제시해왔다. 그러나
법률상의 근거나 사실상 증명 문제에 대해 일본 측에서 보면 불명확한 점이 있고, 그 사이에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고 한국전쟁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아무리 밝히려 해도 규명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이대로 국교 정상화를 언제까지 연장할 것은 양국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라 · 김회담에서 무상, 유상의 경제 협력을 동의하고, 이와 병행하여 청구권 문제
는 완전히 그리고 종국적으로 소멸 한 것으로 한다는 관점 견지에서 문제의 해결을 도모했다
"
코사카젠타로의원(小坂善太郎議)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의 협력은 한국 측에서는 배
상에 해당하는 것이라 하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한다. 이 점을 어떻게 생각 하는가?"
시이나에쓰사부로(椎名悦三郎) 외상"경제 협력은 어디 까지나 경제 협력이며, 청구권이라는 것
의 취지를 관철 할 수 없다"
위의 국회 심의가 밝힌 바와 같이, 1965 년 당시 정부, 여당도 "(청구권은) 경제 협력 협정으
로 대체했다"며 "경제 협력은 어디 까지나 경제 협력"이라고 단언한 것이다.

식민지 지배를

어디 까지나 "합법적"이라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는 식민지 지배 책임에 근거한 청구권은 거부
하면서 일본 기업의 대한국 진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 협력'을 실시함으로써 " 이에 수
반되는 효과로서 평화 조약 제4조의 청구권 문제가 동시에 해결되길, 혹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을 한일간에 확인한다 "(1964년 3월 19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오히라 마사요시 외상
보고)는 구상을 세워 (김종필 - 오히라 회담) 그것을 실행한 것이다. 하지만 한일 간의 역사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며, 그 해결을 도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수반 효과"
를 "기대"하는 이상의 것은 아니었다.
(2) 1965년 이후에 제기된 '전후 처리'문제와 일본 정부의 대응
그리고 실제로 1965년 청구권 협정 체결 이후 청구권 문제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
되지” 않았으며, 다양한 문제들이 일본 정부에게 요구되었다. 사할린 잔류 한국인, 원폭 피폭
자,일본군 '위안부'피해자,재일 상이 군인 등등.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는 피해 당사자
들의 끈질긴 투쟁으로 “해결 된"것이라고 거절 할 수 없어 "인도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 문제가 되어, "이미 해결 된 문제”지만 "예외적인 사례"로써 그에 따른 대처를 해왔다.
사할린 잔류 한국인에 대해서는 ‘일시 귀국’,’영주 귀국 '사업, 잔류자 지원과 영주 귀국을 위한
아파트 건설 등을 실시했다. 원폭 피폭자에 대한 일본에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수용하고, "주
한 피폭자 지원 특별 기금 (4억원)"(기금이 하는 사업은 건강 복지 센터 건설, 치료비, 건강
진단, 의료 등) 출연 (1990 년) 등이 실시되었다. 재일 상이 군인 등에 대하여는 「평화 조약
국적 이탈자 등의 전몰자 유족에 대한 조위금 등 지급법」(2000 년)을 제정하고, 전사자, 사
상자유족에 대해 260만엔의 조위금, 전상자 본인에게 위문금 200 만엔과 특별 급부금 200 만
엔 등 총 400 만엔을 지급했다.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 스스로가 조사를 실시해, 그 조사를 바탕으로 내놓은 '
고노 담화'는 그것이 "당시 군의 관여 아래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성에 깊은 상처를 입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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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였음을 인정했다. 또한 "전쟁터로 이송된 위안부의 출신지는 일본을 제외하면, 한반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당시의 한반도는 일본의 통치하에 있고 그 모집, 이송 관리 등
도 감언, 강압에 의해, 대체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뤄졌다 "(= 국가 권력이 관여한 반인
도적 불법 행위)도 인정했다. 그리고 무산된 사업이었다고는 해도, '아시아 여성 기금'을 마련
하고, 피해자의 일부에 "보상 금액"지급 등을 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한일 청구권 협정 제 2 조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
결되었다"는 것은 명분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일본 정부 스스로 인정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 되었다”는 논의는 허구라 할 수 있다.
4 한일의 새로운 관계 구축 - 미래의 과제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하여, 양 정부가 주최하는 기념 행사 등이 예정되어 있지 않
았지만, 국내외 여론에 밀려 두 정상은 급히 서울, 도쿄에서 개최된 기념식에 참석, "축사 "를
했다. 아베 신조 총리는 한일이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임을 확인하면서, "많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고 있고" "현재 동북아 정세를 감안하면 한일과 한미일 협력 강화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의 평화와 안정에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강조, 마지막에 "50 년간의 우호적인 역사를 되돌아
보면서 앞으로 50 년을 전망하고 함께 손잡고 새로운 시대를 구축해 나가자 "고 결론 내렸다.
요컨대 "안보"를 위해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뿐이다. 식민지 지배의 역사는 언급하지 않
았고, '위안부'와 전 징용자문제 등의 현안은 완전히 무시했다. 50 년 전 한일 조약 체결 때,
사토 에이사쿠 총리가 내놓은 담화와 달라진 것은 없었다. 이대로는 한일의 '새로운 시대'도 '
미래'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50 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바뀌었고 식민주의 청산, 인권을 둘러싼 국제 환경도 크게
변하고 있다. 한일 청구권 협정을 "다시 정의"하고 피해자의 인권, 존엄성 회복을 돕는 가운데,
식민주의 청산의 길을 걸으면서 동아시아의 평화로운 미래를 열어 갈 필요가 있다.
(1) 한국 정부, 사법 청구권 협정 "재정의"- "피해자 인권 재단 '구상에
[한국정부]
2005 년 한일 회담 문서 전면 공개 후, 한국 정부는 한일 회담 문서 공개 후속 대책 관련 민
관 공동위원회를 설립하고, 청구권 협정의 법적 효력 등에 대한 재평가 작업을 통해 2005 년
8 월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내렸다 가. 청구권 협정은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일 양국 간
재정적 · 민사적 채권 채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 사할린 동포, 원폭 피해자 문제) 일본 정부 · 군 등 국가 권력
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해결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이 남아있다.
그리고 민관 공동위원회가 "정부는 수령한 무상 자금 중 상당 금액을 강제 동원 피해자의 구
제에 사용해야 할 도의적 책임이 있다. "라는 견해를 덧붙인 것을 근거로 한국 정부는 '태평양
전쟁 전후 국외 강제 동원 희생자 등 지원법'을 제정 (2007 년 12 월) 강제 동원 피해자에 대

- 116 -

-131 -

한 지원을 시작했다.
[한국 사법]
일본 사법 판단에 납득하지 못하는 강제 동원 피해자들은, 한국 내에서 일본 기업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재판은 1심, 2심에서는 일본의 사법 판단의 기판력을 인정했으
며, 별회사론 (別会社論), 시효소멸를 채용하고 피해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
러나 2012 년 5 월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을 파기, 환송 (還送)판결을 내렸다. 그
이유는 –
가. 일본의 사법판단은 한국 강제 병합을 합법으로 보고 국가 총동원법 · 국민 징용령의 한국
인에 대한 적용을 유효하다는 입장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이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
와 충돌한다. 그것을 유효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한국 공서 양속 (公序良俗)에 반한다.
나. 협상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식민지 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채로 강제 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며, 따라서 한일 양국 정부는 일제의 한반도 지배 성격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국가 권력이 관여 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
민지배와 직결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권이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 것
으로 보기 어렵다.
이 같은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한국의 국회, 법조계에서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인권 재
단 설립 법안'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 기업도 관여하는 해결의 계
기라고 평가 할 수 있다.
(2) 더반 선언과 식민주의 청산의 흐름
2001년 유엔 주최의 '반인종주의 세계 회의' (더반 회의)는 그 선언에서 "노예제와 노예 무역
은 인도에 대한 범죄"라고 인정하고, 식민지 지배에 대해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행위였다
(= 불법, 인도에 반하는 범죄를 구성)로 확인했다. 더반 회의 -선언 이후 식민주의 청산을 물
어, 구 종주국 그것을 강요하는 노력이 확산되면서 거기에 응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네덜란드는 1946 ~ 49 년의 인도네시아 독립 전쟁 중 인도네시아 서부 자바 · 라와게데 마을
주민 학살 사건을 일으켰는데, 이 사건의 생존자와 유족이 배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헤이그 지
방 법원은 1 인당 2 만 유로의 배상 지불을 명령했다 (2011 년). 또한 남부 술라웨시 섬에서
네덜란드 군이 다수의 민간인을 살해 한 사건도 유족이 네덜란드 정부의 책임을 요구하는 운동
을 일으켜, 2013 년 8 월 유족과 네덜란드 정부 사이에 화해가 성립하고, 라와게데 사건과 마
찬가지로 2 만 유로를 지불하고 사과를했다.
또한 영국 식민지 케냐에서 발생한 민족 독립 운동 "마우마우 단의 난 '(1952 ~ 60 년)에서
케냐 활동가들이 고문을 받았던 문제에서, 영국 정부는 2013 년 6 월 유감을 표명하고 5228
명의 피해자에게 총 1990 파운드 (약 30 억 원)의 보상금을 지불한다고 발표했다.
이탈리아는 2008 년 식민지 지배 (1911 ~ 43 년) 고통을 경험한 리비아에 대해, 식민지 지
배를 공식 사과했으며 50 억 달러의 배상금을 투자의 형태로 지불하고, 문화재를 반환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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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 배상을 완료하는 우호협약을 체결했다.
14 개국의 카리브해나라들은 2013 년 7 월에 트리니다드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만장일치로
대서양 노예 매매의 유산으로 남을 영향에 대해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3개국에 보상을 요구
하는 캠페인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2013 년 7 월 26 일자 「가디언」)
한국의 식민지 지배의 피해자가 제기하는 문제의 해결은, 단순히 한일간의 '민족적'대립이 아니
라 세계사적인 식민주의 청산의 흐름 속에 자리 매김 할 것이다.
(3) 일본에도 희망은 있다
아베 총리의 역사 수정주의는 하루 아침에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일본 안에도 희망이 없는 것
은 아니다. 아베 총리가 올해 8 월에 내는 '아베 담화 "의 내용 등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된
「20 세기를 되돌아 보며 21 세기의 세계 질서와 한국의 역할을 구상하는 지식인 간담회 (21
세기 구상 간담회) "제 4 회 간담회 (15 년 4 월 22 일)에서 한 위원 (성명 미상)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 "미국인 포로와 중국인의 강제 노동자가 소송을 제기한 일본 기업 중에는 위문금을 지불 해
화해해야 한다는 의사를 밝힌 기업도 있었지만, 그럴 때 항상 가로막은 것이 외무성과 법무성
이었다. 내 경험상 얘기하는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으로 해결되었기 때문에 쓸데없는
일이라는 등 민간에서 하려는 노력을 항상 막은 것은 정부였다. "
"우리는 전쟁 중 상당히 나쁜 짓을 했지만, 그 원죄에 대해 과연 진심으로 미안했다고 반성하
고 왔는지 독일은 국가 배상을 하고, 거액의 개인 보상을 피해자에게 지불했다. 이에 대해 우
리는 "이제 법적으로 끝난 문제'식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것을 지금 바꾸라고 말할 생각은
없지만, 정부가 요즘 하는 일을 항상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왜 국제 사회가 용납하지 않는
지에 대해 대답할 수 없다. "
‘21세기 구상 간담회’의 멤버 대부분은 역사 수정주의자들이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 중에도
이런 발언을 하는 위원이 있는 것이다.
이런 목소리를 여론에 전달해 피해자가 살아있는 동안 해결책을 구체화하고 실현시켜, 식민주
의 청산을 향한 행보를 진행시켜 나가야만 한다. 희망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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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4 (일본)

韓日協定50年体制の反省と新しい関係設定
矢野秀喜(日韓つながり直しキャンペーン2015 事務局長)
１ 日韓国交正常化50年の現実
2015年、日韓は国交正常化50年の節目を迎えた。この50年間で日韓は人的、文化的交流を深
め、政治、経済等においても相互依存関係を築いてきている。人的交流は、2014年には503万
人にのぼり（日→韓は228万人、韓→日は275万人）、1日平均約1.4万人が日韓間を往来してい
る。また、1998年の日韓パートナーシップ宣言により文化開放を合意して以降、韓流ドラマ、
Ｋポップ等は日本に定着、文化交流も飛躍的に広がっている。交易関係を見ると、日韓は相互
に米国、中国に次ぐ第3位の貿易相手国となっている。韓国にとって日本は重要な素材等供給国
となっている。他方、日本にとって対韓貿易は一貫して出超となっており、この数年貿易赤字
が基調となっている中で韓国は黒字を稼ぐ貴重な相手国である。
ところが日韓の首脳会談は、2011年以降開催されておらず、安倍首相、朴大統領は就任以来一
度も首脳会談を持っていない（オバマ米大統領を間に挟んで顔を合わせたことはあるが）。異
常な事態であるが、その原因は「慰安婦」問題をめぐる対立にある。
また、最近の世論調査によれば（「言論NPO」・「東アジア研究院」合同調査）、韓国人の
日本への印象では、「良い印象」が15.7％であるのに対し、「悪い印象」は72.5％にのぼっ
た。他方、日本人の韓国への印象では、「良い印象」は23.8％にとどまり、「悪い印象」は
52.4％と過半数を超えている。その理由は、韓国側が「韓国を侵略した歴史について正しく反
省していないから」（74.0％）が第1位であり、日本側は「歴史問題などで日本を批判し続ける
から」（74.6％）が第1位となっている。要するに、歴史問題の未解決、認識の相違が、対立を
生んでいることは明白である。
しかし、相互に「悪い印象」を持っていても、日韓の多くの人々は日韓関係を「重要である」
と考えている（日本：65.3％、韓国：87.4％）。それ故、このような状況を改善していくた
め、その主要な要因である歴史認識の相違を超えていく道を明確にしていく必要がある。
２ 歴史認識の相違を生みだした根本的要因
前出の世論調査では、「日韓の歴史問題で解決すべき問題」は何かを問うているが、それに対
する日韓の人々の回答は大きく隔たっている。韓国側が「日本の歴史教科書問題」（76.0
％）、「従軍慰安婦への補償」（69.8％）をあげるのに対し、日本側は「韓国の反日教育や教
科書の内容」（52.5％）、「日本との歴史問題に対する韓国の過剰な反日行動」（52.1％）と
回答している人が多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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しかし、韓国の「反日教育」「過剰な反日行動」は－発問者・回答者が何をもって「反日」と
しているのか判然としないが－、韓国の責任にのみ帰す問題ではない。「慰安婦」問題に関し
て言えば、国連人権理事会をはじめ国連の各機関が揃って、日本に解決するよう意見・勧告を
出しており、それを拒んでいるのは日本政府である。強制労働問題に関しても、ILOは戦時下で
日本政府が行った「戦時産業強制労働」はILO29号条約（強制労働禁止条約）違反と認定し
（1999年）、それ以降、一貫して「被害者が満足するかたちで解決する」ことを勧告してい
る。日本政府はこれも無視している。従って、このような日本政府の態度に対し抗議する被害
者、支援者らの行動は一概に「民族主義」的行動と言うべきではなく、「反日」と決めつける
べきものでもない。人権回復に向けての正当な行為と言うべきである。
日本政府は「慰安婦」問題、強制労働問題（元徴用工）など日韓間で提起されている植民地支
配下で発生した諸問題に関しては、1965年の日韓請求権協定で「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済」と
主張し続けている。しかし、1965年に締結された日韓基本条約、請求権協定はいったい何を確
認して国交を正常化し、日韓間の問題の何を解決し、何は残したのか、そのことを今一度検証
しなければならない。
（1）日韓基本条約、請求権協定の「性格」
日韓は、日韓基本条約を結び、国交を正常化（外交、領事関係を開設）した。その条約の前文
では何を規定しているか。「日本国及び大韓民国は、両国民間の関係の歴史的背景と、善隣関
係及び主権の相互尊重の原則に基づく両国間の関係の正常化に対する相互の希望とを考慮し
、…」、「基本関係に関する条約を締結することに決定し」と述べているだけである。ここには
「歴史的背景」とは何か、「正常化」に当たって何が問われているか、等についての言及は一
切ない。日帝36年の植民地支配、それはどう総括、清算されるべきかについては明確にされな
かった。その結果、第2条は「1910年8月22日以前に大日本帝国と大韓帝国との間で締結された
すべての条約及び協定は、もはや無効であることが確認される」と、植民地支配の合法・不法
を曖昧にする規定となった。植民地支配の責任は棚上げされたのである。
日韓請求権協定前文は、「日本国及び大韓民国は、両国及びその国民の財産並びに両国及びそ
の国民の間の請求権に関する問題を解決することを希望し、両国間の経済協力を増進すること
を希望して」協定を結ぶと規定している。請求権が何を根拠とするかについては明示していな
い。基本条約が植民地支配の不法・合法の判断を棚上げしている文脈に即して考えるならば、
「請求権問題の解決」が、不法な植民地支配からの解放・独立ではなく単に「領土の分離・分
割」に伴う財政的・民事的債権債務の整理という以上の意味を持たないことは明白である。植
民地支配の賠償という性格を有するなどということを条文の中に見出すことはできない。
こんな条約を韓国の朴政権が受入れたのは、「安保」と「経済」を優先せざるを得なかったか
らだ。朴政権は、北朝鮮と対峙しつつ、破綻に瀕していた韓国経済の建直し・発展を進めるた
めには、日本の経済協力を得るほかないと判断し、韓国民が「屈辱的」と批判するような条
約・協定の締結に踏み切った。
（2）日韓会談－基本条約・請求権協定に関する国会審議、メディア報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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また、日韓会談－基本条約、請求権協定に関する国家審議、メディア報道も、日韓国交正常化
に当たって、過去の朝鮮植民地支配について肯定・正当化する論調が主流であり、どう総括、
清算するのかについての視点は殆ど欠落していた。
〈国会での議論〉
・1952年4月14日衆議院外務委員会－日韓第1次交渉の経過について岡崎外相が報告。岡崎外相
は、請求権問題について、韓国側が日本に対し8項目の請求を出してきたことには一切言及せ
ず、サ条約4条（b）の解釈の食違いがあること、在韓日本財産請求権は残っているという主
張をしたことのみを報告。これに対し、並木議員（改進党）は、「日本政府としてはこの主
張を貫徹してもらいたいのです。」
・1953年10月27日参議院水産委員会－「久保田発言」による日韓会談－漁業交渉中断について
質疑。松岡平市議員「それが絶対取消し得べき性質のものでないということを御説明願ってお
きたい」、久保田発言の問題は不問。
・1953年10月28日衆議院外務委員会－岡崎外相は、日韓会談決裂の経過を報告。その中で、決
裂に至った原因となる「久保田発言」について、「われわれとしましては何も間違ったことを
言っているわけでもないし、あやまる理由は一つもないのでありますから、それをあやまると
いうことはできないのでとうとう会議は不調に終りました」と全面支持。
・1965年10月30日衆議院日韓条約特別委員会－宇野宗佑議員が請求権協定について質問。
「（対日請求8項目に関して）外務省当局より資料が出されているが、内容は明らかではあり
ません」→日本の国会議員は最後まで韓国側の対日請求項目、その内容等について知らないま
まで請求権協定について審議していた。
〈メディア報道〉
・日韓会談第3次交渉における「久保田発言」に関する新聞報道－
「朝日新聞」（1953年10月22日付「社説」）－「（日本の）政府声明にもあるとおり、韓国
側の態度には『さしたる言辞をことさら曲げ、会談全体を一方的に破壊した』ものと見られ
る節があるのは誠に遺憾である」
「読売新聞」（同年同日付「社説」）－「朝鮮統治に功罪両面があったのは事実」としつ
つ、韓国側に「感情論を捨てよ」と呼びかけ。
・1965年6月22日の日韓基本条約・請求権協定等締結の翌日の各新聞社説
「朝日－日韓調印と今後の課題」－「両国は対等の隣国として、善隣友好の関係をひらくべき
手はずを整えた」「交渉の過程では、日本側はかずかずの譲歩を余儀なくされている（漁業
協定、竹島問題）」
「毎日－日韓条約の調印と今後」－「日韓両国史上まさに画期的」「韓国における反対論は、
第一に、無償3億ドル、有償2億ドルという請求権の解決は、あまりに安価すぎるということ
である」
「読売－日韓正式調印と今後」－「まず喜びたい」「（韓国の対日請求権と日本の対韓経済協
力との）相殺問題については、日本の主張が通り、韓国の請求権は公的にも、私的にも消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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することになった」
「日経－日韓調印の今後に望む課題と心構え」－「率直にいって手放しで喜べない」「竹島の
帰属問題は未解決のまま今後に持ち越し」「在日韓国人の待遇問題は、（中略）特殊性を認
めすぎた」「請求権問題の解決にしても、（中略）その金額は決して小さい額ではない」
「産経－調印後の日韓関係」－「アジア自由主義連帯の欠け目がこれで完全につながり、一体
化した意味も高く買いたい」「日韓交渉正式調印への足跡をふりかえってみると、請求権か
ら竹島までほとんど一方的に日本が譲歩したとの感が深い」
このように日韓基本条約、請求権協定には、植民地支配を総括・清算するという性格はな
かった。それは、交渉に臨む政府の態度に一貫して貫かれていたし、条文規定に表現されてい
る。また、会談の進捗状況報告や条約批准を審議する国会議論の中でも、与党議員は言うに及
ばず野党議員の側にも「久保田発言」をそのまま容認するなど植民地支配に対する反省の視点
は希薄であった。メディアも同様であり、国交正常化じたいを評価しつつも、請求権協定や竹
島問題、在日韓国人の永住権問題等で「譲りすぎた」との論調が主流であった。このような政
府、国会、メディアを貫く植民地支配への無反省が、1995年村山談話、98年日韓パートナー
シップ宣言、2010年菅談話を経てなお、今日にいたるまで、日本国民の韓国・朝鮮認識を規定
していると言わざるを得ない。そして、このような認識が、植民地支配の被害者らの要求・行
動を「反日」とみるメディア報道や国民感情などを生みだしていると見なければならない。
３ 請求権協定で「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済」は欺瞞・虚構
上記のように植民地支配責任を棚上げして基本条約、請求権協定を結びながら、他方で、日本
政府は「慰安婦」、元徴用工らの植民地支配、戦争動員の被害者らの賠償要求に対しては、請
求権協定第２条を根拠として「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済」と拒絶してきた。しかし、協定に関
する政府答弁や、1965年以降の経過を見るならば、このような拒絶は通用しないことが分か
る。
（1）「経済協力はあくまで経済協力」
しかし、日本政府は、請求権協定に関して以下のように説明、国会答弁していたことを想起す
べきである。
〔1965年10月27日衆議院日韓条約特別委員会〕
小坂善太郎議員「請求権の問題は、今次日韓交渉の中で最大の難関であった。14年間の交渉期
間の中で５年前まで全く触れられてこなかったことがそれを物語っている。当
初は、法的根拠のあるものに限るとされていたが、我が国は敗戦を経験し、ま
た韓国は朝鮮戦争を経験し、証拠書類は消失あるいは散逸していることから、
経済協力協定に置き換えた大平・金協定は、誠に天来の妙音と申すか、非常に
よい協定であったと言えよう」
椎名悦三郎外相「当初、韓国から8項目の請求権を提示してきた。しかし、その法律上の根拠
及び事実上の証明の問題について、日本側から見れば不明確な点があり、そ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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間にかなり時日も経過しており、朝鮮動乱もあったことから、これをいかに追
求しても、究明することが困難であるので、このまま国交正常化をいつまでも
長引かすことは両国のためにならない。そこで、大平・金会談において、無
償、有償の経済協力を取り決めて、これと並行して請求権の問題は完全かつ終
局的に消滅したものとするという大局的見地に立って問題の解決を図った」
小坂善太郎議員「無償3億ドル、有償2億ドルの協力は、韓国側では賠償的なものであると言
い、我が方はそうではないと言う。この点をどう考えるか」
椎名悦三郎外相「経済協力はあくまで経済協力であり、請求権というものの趣旨を貫くことは
できない」
上記の国会審議が明らかにしているように、1965年当時、政府、与党とも「（請求権は）経
済協力協定に置き換えた」と言い、「経済協力はあくまで経済協力」と断言していたのであ
る。植民地支配をあくまでも「合法」と主張する日本政府は、植民地支配責任に基づく請求権
は拒否しつつ、日本企業の対韓進出の足がかりともすべく、「経済協力」を実施することに
よって、「随伴的な効果として、平和条約第4条の請求権問題が同時に解決し、もしくはもはや
存在しなくなったことを日韓の間で確認する」（1964年3月19日衆議院本会議における大平正
芳外相報告）という構想を立て（金－大平会談）、それを実行したのである。しかし、それは
日韓の間の歴史的問題を正面から取り上げ、その解決を図るものではないがゆえに、あくまで
「随伴的効果」を“期待”する以上のものではなかった。
（2）1965年以降に提起された「戦後処理」問題と日本政府の対応
そして、実際に、1965年請求権協定締結以降、請求権問題は「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済」とは
ならず、様ざまな問題が日本政府に突きつけられた。サハリン残留韓国人、原爆被爆者、日本
軍「慰安婦」被害者、在日傷痍軍人、等。これらの問題について、日本政府は被害当事者らの
粘り強い闘いに押され「解決済」と拒絶することができず、「人道的に対応せざるを得ない」
問題と位置づけ、「解決済」の「例外」として何らかの対処をしてきた。
サハリン残留韓人に対しては、「一時帰国」「永住帰国」事業、残留者支援や永住帰国者向
けのアパート建設などを行った。原爆被爆者に対しては、渡日治療受入れ、「在韓被爆者支援
特別基金（40億円）」（基金が扱う事業は、健康福祉センター建設、治療費、健診、医療補
助、等）拠出（1990年）等が実施された。在日傷痍軍人等に対しては、「平和条約国籍離脱者
等の戦没者遺族への弔慰金等支給法」（2000年）を制定し、戦死傷者遺族に対して260万円の
弔慰金、戦傷者本人に対して見舞金200万円と特別給付金200万円の計400万円を支給した。
日本軍「慰安婦」問題に関しては、日本政府自らが調査を行い、その調査を踏まえて出した
「河野談話」では、それが「当時の軍の関与の下に、多数の女性の名誉と尊厳を深く傷つけた
問題」であったことを認めた。また、「戦地に移送された慰安婦の出身地については、日本を
別とすれば、朝鮮半島が大きな比重を占めていたが、当時の朝鮮半島はわが国の統治下にあ
り、その募集、移送、管理等も、甘言、強圧による等、総じて本人たちの意思に反して行われ
た」（=国家権力が関与した反人道的不法行為）ことも認定した。そして、失敗に終わった事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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であったとはいえ、「アジア女性基金」を設け、被害者の一部に「償い金」支給等を行ったの
である。
これらの事実は、日韓請求権協定第2条の「請求権に関する問題が、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され
たこととなる」との確認はタテマエでしかなかったということを日本政府じしんが認めている
ことを示している。「完全かつ最終的解決済」論は虚構と言うべきである。
４ 日韓の新しい関係構築－未来への課題
日韓国交正常化50年に当たり、両政府主催の記念行事などは予定されていなかったが、国内外
世論に押され両首脳は急遽、ソウル、東京で開催された記念式典に出席し、「祝辞」を述べ
た。安倍晋三首相は、日韓が「最も重要な隣国」同士であることを確認しつつ、「多くの戦略
的利益を共有して」おり、「現在の北東アジア情勢に鑑みれば、日韓と日韓米の協力強化はア
ジア太平洋地域の平和と安定にとってかけがえのないもの」であることを強調、最後に「五十
年間の友好の歴史を振り返りながら、これからの五十年を展望し、手を携えて新たな時代を築
き上げていこう」と締めくくった。要するに「安保」のために「協力」が必要だと述べただけ
であった。植民地支配の歴史には言及せず、「慰安婦」や元徴用工問題等の諸懸案は全く無視
した。50年前、日韓条約調印に当たって佐藤栄作首相が出した談話と何ら変わるところはな
かった。これでは日韓の「新しい時代」も「未来」も切りひらけない。
しかし、50年を経て韓国は変わり、植民地主義清算、人権をめぐる国際環境も大きく変化して
いる。日韓請求権協定を「再定義」し、被害者の人権、尊厳の回復を図るなかで、植民地主義
清算の歩みを進め、それによって東アジアの平和な未来を開いていく必要がある。
（1）韓国政府、司法の請求権協定「再定義」－「被害者人権財団」構想へ
〔韓国政府〕
2005年、日韓会談文書全面公開後、韓国政府は韓日会談文書公開後続対策関連民官共同委員会
を立ち上げ、
請求権協定の法的効力等について再評価作業を行い、2005年8月、以下のような評価を出した
－
ア．請求権協定は日本の植民地氏は賠償を請求するためのものではなく、韓日両国間の財政
的・民事的債権債務関係を解す
るためのものであった
イ．日本軍慰安婦問題等（＋サハリン同胞、原爆被害者問題）、日本政府・軍等の国家権力が
関与した反人道的不法行為については、解決されたと見ることはできず、日本政府の法
的責任が残っている
そして、民官共同委員会が、「政府は受領した無償資金中相当金額を強制動員被害者の救済に
使用すべき道
義的責任がある」との見解を付したことを踏まえ、韓国政府は「太平洋戦争前後国外強制動員
犠牲者等支援法」
を制定し（2007年12月）、強制動員被害者への支援を開始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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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司法〕
日本の司法の判断に納得しない強制動員被害者らは、韓国内で日本企業に対する損害賠償請求
訴訟を起こし
た。この裁判は一審、二審では日本の司法判断の既判力を認め、別会社論、時効援用を採用
し、被害者の請求
を棄却する判決を出した。しかし、2012年5月、大法院は下級審判決を破棄、差し戻す判決を
出した。その
理由は－
ア．日本の司法判断は、韓国強制併合を合法と見、国家総動員法・国民徴用令の韓国人への適
用を有効と見る立場を前提としているが、これは大韓民国憲法の核心的価値と衝突す
る。それを有効と認めることは韓国の公序良俗に反する。
イ．交渉過程で日本政府は植民支配の不法性を認めないまま、強制動員被害の法的賠償を根
本的に否定し、
このため韓日両国政府は日帝の韓半島支配の性格について合意に至ることができなかっ
たが、このような状況で日本の国家権力が関与した反人道的不法行為や植民支配と直結
した不法行為による損害賠償請求権が請求権協定の適用対象に含まれていたと解するこ
とは困難。
このような大法院判決を受けて、韓国の国会、法曹界から「日帝強制動員被害者人権財団設立
法案」が提起
されている。これは韓国だけでなく日本政府、企業も関与する解決の枠組みであると評価しう
る。
（2）ダーバン宣言と植民地主義清算の流れ
2001年、国連主催の「反人種主義世界会議」（ダーバン会議）は、その宣言で「奴隷制及び
奴隷貿易は人道に対する罪」と認定し、植民地支配についても「二度と繰り返されてはならな
い」行為であった（＝不法、人道に対する罪を構成）と確認した。ダーバン会議－宣言以降、
植民地主義の清算を問い、旧宗主国にそれを迫る取り組みは広がり、それに応える実例も出て
きている。
オランダは、1946～49年のインドネシア独立戦争中、インドネシア、西ジャワ・ラワグデ村で
住民虐殺事件を引き起こしが、この事件の生存者と遺族が賠償を求めて起した訴訟で、ハーグ
地裁は１人当たり２万ユーロの賠償支払いを命じた（2011年）。また、南スラウェシにおいて
オランダ軍が多数の一般市民を殺害した件でも、遺族がオランダ政府の責任を求める運動を起
こし、2013年8月、遺族とオランダ政府との間で和解が成立し、ラワグデ事件と同様に２万
ユーロを支払い、謝罪をした。
また、英国植民地時代のケニアで発生した民族独立運動「マウマウ団の乱」（1952～60年）
でケニア人活動家らが拷問を受けるなどした問題で、英政府は2013年6月、遺憾の意を表明
し、5228人の被害者に計1990ポンド （約30億円） の補償金を支払うと発表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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イタリアは2008年、植民地支配（1911～43年）により苦痛を経験したリビアに対し、植民地
支配を公
式に謝罪、50億ドルの賠償金を投資のかたちで支払うとともに、文化財を返還し植民地賠償を
完了する友好
条約を締結した。
14か国のカリブ海諸国は、2013年7月にトリニダードで会議を開催し、満場一致で、大西洋
の奴隷売買の遺産として残る影響に対して英仏蘭３国に補償を求めるためキャンペーンを開始
することを決定した（2013年7月26日付「ガーディアン」）
韓国の植民地支配の被害者が提起している問題の解決は、単に日韓間の「民族的」対立では
なく世界史的な植民地主義清算の流れの中に位置づけられるべきものである。
（3）日本の中にも希望はある
安倍首相の歴史修正主義は一朝一夕には変わらない。しかし、日本の中にも希望がないわけで
はない。安倍首相が今年の8月に出す「安倍談話」の内容等を検討するために設けられた「20世
紀を振り返り21世紀の世界秩序と日本の役割を構想するための有識者懇談会（21世紀構想懇談
会）」の第4回懇談会（15年4月22日）で、ある委員（氏名不詳）がこう述べている－
「米国人捕虜や中国人の強制労働者から訴えられた日本の企業の中には、見舞金を払って和解
すべきという意思を示した企業もあったが、そういう時に常に立ちはだかったのが、外務省と
法務省であった。私自身の体験から申し上げている。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で解決済みで
あるので余計なことはしてくれるなと、民間同士が何かしようとすることを阻止してきたのは
政府であった」
「我々は戦争中相当ひどいことをしてきたが、その原罪について果たして真摯に申し訳なかっ
たと反省してきたか。ドイツは国家賠償を行っていないが、巨額の個人補償を犠牲者に対して
行ってきた。これに対し、我々は、『もう法律的に決着済み』という態度を取ってきている。
これを今変えろと言うつもりはないが、ここのところを常に意識しておかないと、我々はなぜ
国際社会から心底許されていないのかという問題に答えることはできない」
「21世紀構想懇談会」のメンバーの殆どは歴史修正主義者で占められている。しかし、そん
な中でもこんな発言をする委員がいるのである。
このような声を世論にし、被害者が生きている間に解決策を具体化、実現し、植民地主義清
算に向けての歩みを進め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希望は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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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5 한국)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의 국제적 협력과 걸림돌
안신권(나눔의집 /일본군‘위안부’역사관 소장)
(국제평화인권센터 사무총장)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문제는 전쟁범죄이다.
한국에서는 여자‘정신대’혹은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일본에서는 종군
위안부, 강제종군위안부, 전시성적피해자, 국제사회에서는 일본군‘위안부’, 일본군‘성노예’라는
다양한 호칭은 일본이 일으킨 침략 전쟁터 위안소에서 일본군 ‘성노예’ 피해를 당한 여성들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1998년 유엔인권소위원회 게이 맥두걸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서는 ‘일본
군 성노예’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인권 침해의 본질을 드러내는 국제적인 용어이다. 일본
의 침략전쟁 당시 20만명에 이르는 여성들은 속임수와 폭력을 통해 연행되어 구 만주, 중국,
미얀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아, 태평양에 있는 여러 섬들과 일본, 한국 등에
있는 점령지에서 일본군의 ‘성노예’로 혹사당했다. 어린 소녀로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의 여성들은‘위안소’에 강제수용 되어, 일본 군인들을 상대로 성적 행위를 강요당했다. 피
해여성 한사람이 하루에 적게는 7～8명, 많을 경우 40～50명까지 상대해야 했으며, 거부할 경
우 심한 매를 맞거나 고문을 당하기도 했다. 전쟁 지역에 따라서 이들은 군대와 함께 강제로
옮겨 다니거나, 트럭에 실려 군부대와 함께 강제 이동했다. 이들의 인권은 완전히 박탈되어 사
람이 아닌 군수품, 소비품 취급을 받았다. 1945년 일본의 패망으로 전쟁이 끝난 후, 귀국하지
못한 피해자들 중에는 경우에 따라, 현지에 버려지거나, 자결을 강요당하거나, 학살당한 경우
도 있었다.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의 기억은 끔찍하다.
첫째, 피해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위안소로 동원되었다. 그래서 꿈 많던 어린 시설은 실망
감으로 변했다. 어린 시절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간절함이 컸던 것
으로 나타났으며, 위안소로 끌려가는 과정은 공포 없으며, 이러한 끔찍한 환경이 삶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미혼인 상태로 위안소로 끌려갔고, 생명을 위
협하는 환경에서 연행자는 일본 군인을 이야기 하였으며, 이는 철저한 인권유린이다.
둘째, 피해자들은 위안소에서의 반복적인 집단 성폭력의 끔찍함을 이야기 한다. 전쟁이 끝
난 후, 귀국한 피해자들에게 생사를 알지 못했던 가족들은 피해자들이 결혼해서 평범하게 살기
를 바랐지만 피해자들은 가족들을 다시는 만나지 않을 것처럼 단호한 의지를 갖고 가출했다.
때문에 그 과정에서 가족과 참여자 모두 상처를 입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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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피해자들은 귀국 후, 사회생활에서 다양한 차원의 어려움들인 심리적, 신체적, 경제
적, 대인관계, 생활상의 문제들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1990년 이전에는 사회에서
곧 일본군‘성노예’는‘매춘부’라는 오해나 시기, 때로는“왕따”로 묘사될 수 있는 대인 관계상의
어려움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우울이나 불안 등 정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소통
의 어려움에서 오는 정서적 고통은 때로는 두통, 소화불량 같은 신체적인 증상으로까지 나타나
기도 했으며 피해자들에 따라서는 자신이 겪은 신체적 고통의 원인이 타인과의 관계 맺기의
어려움에서 기인함을 자각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전쟁이 끝난 후, 돌아오지 못한 중국 거주
피해자들은 또 다른 이방인으로 중국에서 가족을 형성했다. 2000년 귀국하여 국적은 회복 하
였으나, 이산가족의 아픔을 겪으면서, 또 다른 고통을 호소한다.
넷째, 특히 경제적 문제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1993년 피해자 지원 관련법 시행 전에
는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 피해자들은 때로는 어렵고 힘
든 생활을 자기 탓으로 돌리며 우울과 의기소침으로 빠져드는 경우도 있었다.‘성노예’피해자로
서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피해자들은 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치열한 생활과 자
기 성찰을 통해 이를 극복하였다. 당시 성적 후유증과 연령에 따른 의료비와 생활비 증가로 경
제적 어려움이 나타났다.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은 사회운동을 통해, 당당한 삶의 주체가 되었다.
피해자들은 집합적 생애 사건인 대일 항쟁기속에서 청소년기를 보냈고 1950년 한국전쟁과
산업화 민주화라는 현대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였다. 이들의 경험을 대표하는 집합적 생
애사건은 일본의 침략전쟁으로 인한 ‘인권침해’와‘빈곤’이다. 그리고 목숨을 구제하고 귀국 하
여서는 보호 보다는 순결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사회적 냉대’를 경험했다. 1990년 피해자
스스로 증언과 수요집회를 통해 명예회복 운동을 시작으로 당당한 삶의 주체가 되었다.
일본의 침략전쟁에 감당하기 어려운‘성폭력’을 경험해야만 했던 것으로 자신의 삶에 갑작스
런 변화나 영향을 미치는 생애사건이다. 특히 이 시기는 일본의 침략전쟁 영향으로 인해 일본
으로부터 물적, 인적 자원을 수탈당해야 했기에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을 겪어야 했던 시기이
다.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에게는 생애 가장 끔찍한 시절로서 자신의 삶에 크게 자리 잡고 있
다.
귀국 후, 피해자들은 생활고와 사회적 냉대를 극복하기 위한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닌 정신적
고통과 사회활동에서의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피해자들은 순결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
책감으로 스스로 여자이기를 포기하고 숨어 살았다. 피해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참여자들은,
결혼 후‘성노예’사실이 밝혀져, 대부분 결혼 생활이 원만 하지 못했다.
피해자들의 다양한 진술을 통해 일본군‘성노예’피해자 경험이란 단지 군인을 상대하는 위안
소 생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삶의 총체적 차원을 위협하는 것임을 알게 된다. 또한
그 영향은 지속적이면서도 현재적이라는 사실, 그리고 가족 관계나 결혼, 빈곤, 내면적 불안
등 사회, 경제, 문화적 차원들과 중첩되어 있는 성질의 것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시각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을 인생 전체를 포괄하는 문제로 다뤄야 한다고 본다. 또한
피해자의 현재 상태도 하나의 증언이다.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은 단지 과거의 피해자 여성에
머무르는 존재가 아니라 불굴의 생명력과 의지로 삶과 죽음의 경계를 뚫고 한국 사회의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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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조건을 뚫고 살아온,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다.
피해자들은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로 동원과정에서 강제연행, 취업사기, 협박 및 폭력, 인신
매매 및 유괴의 경험을 진술하고 있고, 생사의 갈림길인 전쟁터 위안소에서도 다양한 인권침해
를 진술하고 있다. 일본군‘성노예’피해자 문제는 몇 십전의 기억이라는 점과 아직 인생 경험이
성숙하지 않은 주로 10대의 경험이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귀국 후에도 침묵이 강요당한 그런
기억이다. 기억의 내용과 기억하는 방식에는 다른 종류가 자료가 가지기 어려운 풍부하고 살아
있는, 이 사회와 역사를 따라 구비 구비 흘러온 의미가 내장되어 있다. 이것은, 생존자 진술이
란 사실에 대한‘보충’자료가 아니라 그 자체가 다른 종류의 역사적 자료라는 것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생존자들의 증언과 진술은 수 없이 죽어 간, 일본군‘성노예’ 피해 여성들, 식민지 피해자
들, 지난 한 세기의 격랑 속에서 소리 없이 스러져간 수많은 한국 여성들의 경험과 기억이다.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은 일본정부의 공식사죄와 법적배상을 원한다.
국제사회는 일본군‘성노예’피해자 문제는 전쟁범죄로 규정하고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를 요청
하고 있다. 일본군‘성노예’피해자 문제는 1980년대 말에 한국의 여성 단체에서 제기하고, 피해
자들과 세계의 여성 단체와 인권 단체가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전 세계에 알렸다. 일본군‘성노
예’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은 계급과 성 그리고 민족을 넘어서 협력이 이루어진 국제적
시민운동이 되었다. 그리고 은폐되고 왜곡되었던 역사적 사실을 정확히 바로잡고 전쟁범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단죄함으로서 이러한 여성 인권 침해 재발을 방지하고자 함이다. 피
해자들은 귀국 후 순결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주변의 따가운 시선과 가족의 냉대, 사회
적 차별속에서도, 1991년부터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일본 정부의 <공식사죄>와 <법적배상>
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문제 해결에 국가 간, 한계가 존재한다.
2006년 일본군‘성노예’피해자 109명이“일본 정부에게 법적 책임이 있음에도 한국 외교통상
부가 한일 청구권 협정의 해석과 실시에 따른 분쟁을 해결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들의 재산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외교적 보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
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011년 판례에서 헌재는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국가에 재
외 국민 보호 의무를 부여한 제2조 2항 및 전문과 한일 청구권 협정 제3조의 문언에 비춰볼
때, 국가가 협정 제3조에 따라 분쟁 해결의 절차로 나아갈 의무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 의
무로서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다"고 밝히고, 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국가 부작위 판
결을 내렸다.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의 헌법상의 복지권과 진정한 행복추구권을 위해, 국가는
피해자를 위해, 대일 외교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 문제는 전 세계 여성인권 문제
로 부각 되면서, 한국 정부는 2011년 9월과 11월에 일본정부에 양자협의를 제안하고 있으나
일본정부는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정부를 향해, 한국정부는 유엔에서 일본군‘성노예’피해
자 문제는 전쟁범죄임을 국제적으로 공론화 하고 더 나아가 피해자들이 원하는 해결을 요구하
고 있으나, 한일 국가 간 한계로 어려움이 있다.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과 걸림돌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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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 협상에 있어, 한국과 일본과의 국가적 차원의 대처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해결
을 위한 국제 연대나 해결위원회 만들어, 함께 풀어야 한다. 여성인권회복차원에서 전 세계여
성들의 체계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또한 일본군‘성노예’피해자 문제 연구를 위한 국제적 연
구소와 연구자가 필요하다. 일본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국제적 공감대 형성과 확산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UN차원의 ‘위안부’ 기림일을 제정 하고, 피해 사실을 알리는 일본군‘성노예’피해 기
림비와 소녀상을 전 세계에 건립하여야 한다. 이 문제 해결만이 피해자들이 개인의 심리 정서
육체적 상처를 해결하고 여성으로서의 삶을 보다 충실히 그리고 온전히 살 수 있음을 피해자
들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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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5 (한국)

日本軍‘慰安婦’問題解決の国際的協力と障害
安信権(分かち合いの家/日本軍＇慰安婦＇歴史館所長)
(国際平和人権センター事務局長)

<日本軍‘性奴隷’被害者>問題は戦争犯罪である。
韓国では女性‘挺身隊’または日本軍‘慰安婦’被害者、日本軍‘性奴隷’被害者、日本では従軍慰安
婦、強制従軍慰安婦、戦時性的被害者、国際社会では日本軍‘慰安婦’、日本軍‘性奴隷’という様々
な呼び方は日本が起こした侵略戦争の侵略地の慰安所で日本軍‘性奴隷’被害を受けた女性たちを示
す単語である。1998年国連人権小委員会 Gay McDougal 特別報告官の報告書では‘日本軍性奴
隷’という用語が用られている。人権侵害の本質を表す国際的用語である。日本の侵略戦争当時、
20万人に及ぶ女性たちは偽りと暴力によって連行され旧満州、中国、ミャンマー、マレーシア、
インドネシア、パプアニューギニア、太平洋にある島々と日本、韓国などにある占領地で日本軍
の‘性奴隷’として酷使された。幼い少女から青年に至るまで幅広い年齢の女性たちは‘慰安所’に強
制収容され、日本の軍人を相手に性的行為を強要された。被害女性一人で一日に少なくは7～8
人、多い場合は40～50人まで相手し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拒否した場合はひどい暴力を振るわ
れたり、拷問されたりした。戦争地域によって彼女たちは軍隊とともに強制に移動させられた
り、トラックに乗せられて軍部隊と一緒に強制移動させられた。彼女たちの人権は完全に剥奪さ
れ、人ではない軍需品、消耗品として扱われた。1945年日本の敗北で戦争が終わった後、帰国で
きなかった被害者のなかには場合によって現地で捨てられたり、自殺を強要されたり、虐殺され
たりもした被害者もいた。
<日本軍‘性奴隷’被害者>たちの記憶は悲惨なものである
一つ、被害者たちは多様な方法で慰安所に動員された。その過程で彼女たちの夢で満ちあふれ
ていた少女時代は失望感へと変わっていった。幼い頃の彼女たちは自分の人生を主体的に、自由
に生きたいという願いを持っていた。慰安所につれていかれる過程で恐怖そのものであり、この
ような悲惨な環境が人生に多くの影響を与えたとされている。被害者たちのほとんど未婚状態で
慰安所につれていかれ、命が危ない状況への連行者は日本の軍人であって、これは徹底的な人権
侵害であった。
二つ、被害者たちは慰安所での反復的な集団性暴力の悲惨さを語る。戦争が終わった後、帰国
した被害者たちの家族は被害者たちが結婚して平凡に暮すことを望みましたが、被害者たちは家
族を二度と会わないという断固とした意志を持って家を出た。このような過程で家族とその関係
者は心の傷を負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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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つ、被害者たちは帰国後、私生活でいろんな面での苦しみ、心理的、身体的経済的、対人関
係、生活上の問題を経験したとされている。たとえば1990年以前には社会で日本軍‘性奴隷’は‘売
春婦’だという誤解と“仲間外れ”などの対人関係上の困難を経験していた。この過程で憂鬱や不安
などの情緒的な問題にも直面していた。このような疎通の問題から発生する情緒的な苦痛はとき
には頭痛、消化不良のような身体的な症状としてあらわれたりもし、被害者によっては自分が経
験した身体的苦痛の原因が他人との関係の形成において問題を起こしているということを自覚し
ている場合もあった。戦争が終わった後、帰ってく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中国居住被害者たちは
また違う異邦人として中国で家族を形成した。2000年帰国して国籍を取り戻したが、離散家族の
痛みを経験しながら、また異なった苦しみを経験する。
四つ、特に経済的な問題は今まで続いている。1993年被害者支援関連法施行前は支援を受け
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経済的な問題に対して被害者たちはときには苦しい生活を自分の責任だ
と思い込み憂鬱と意気消沈に陥る場合もあった。＇性奴隷＇被害者として生きながら経験するい
ろんな問題を被害者たちは主に積極的に対処し、熾烈な生活と自己省察を通してこれを克服し
た。当時、性的後遺症と医療費、生活費の増加で経済的な問題も表れた。
<日本軍＇性奴隷＇被害者>たちは社会運動を通じて堂々とした人生の主体となった
被害者たちは集団的な事件である対日抗戦期のなかで青少年期をおくり、1950年韓国戦争と産
業化、民主化という劇的な変化を経験した。被害者たちの経験を代表する事件は日本の侵略戦争
による‘人権侵害’と‘貧困’だ。そしてその中で生き残り、帰国しては保護より純潔を守れなかった
という理由で‘社会的冷遇’を経験した。1990年被害者自ら証言と水曜集会を通して名誉回復運動
をはじめ堂々とした人生の主体となった。
日本の侵略戦争で耐えられない＇性暴力＇を経験し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という事実は自分の
人生に急激な変化をもたらす生涯事件であった。特にこの時期は日本の侵略戦争の影響で日本に
よって物的、人的資源を収奪されたため多くの人が餓えに苦しま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時期であ
る。日本軍‘性奴隷’被害者にとっては一生でもっともひどい時期であり彼女たちの人生の大きな部
分を占めている。
帰国後の被害者たちは生活苦と社会的冷遇を克服するために肉体的苦痛だけでなく精神的苦痛
と社会活動における多くの苦しみを経験し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被害者たちは純潔を守れな
かったという罪悪感から自ら女性であることを放棄し、隠れて生きてきた。被害事実を隠して結
婚した被害者たちは結婚後‘性奴隷’だった事実が明らかになり多くが円満な結婚生活をおくること
ができなかった。
被害者たちのいろんな陳述を通して日本軍‘性奴隷’被害の経験が単に軍人を相手する慰安所生活
に限られたものでなく人間の人生を総体的に脅かすものであったを知ることができる。また、そ
の影響は持続的でありながら現在的だという事実、そして家族関係と結婚、貧困、内面的不安な
ど社会、経済、文化的問題と重なっているということを確認できる。
このような視点から被害者たちの陳述を人生全体を包括する問題としてあつかわなければなら
ない。また、被害者の現在の状態も一つの証言である。日本軍＇性奴隷＇被害者たちは単に過去
の被害者女性のとどまる存在でなく、不屈の生命力と意志で生と死の境を乗り越え韓国社会の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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利な条件を打ち破りながら生きてきた、そして今も生き続けている存在である。
被害者たちは日本軍＇性奴隷＇被害者として動員される過程で強制連行、就業詐欺、暴力、人
身売買および誘拐の経験を陳述しており、生と死の分かれ道である戦場の慰安所でのいろんな人
権侵害を陳述している。日本軍＇性奴隷＇被害者問題は何十年も前の記憶であり、まだ人生経験
が少なかった10代の経験であった。そして、帰国後にも沈黙を強要された記憶である。被害者の
記憶には他の資料では表れない豊富で生きた、この社会と歴史に沿って受け継がれてきた意味が
込められている。つまり、生存者の陳述は事実に対する‘補充’資料でなくそれ自体が全く別の歴史
資料だということを意味する。そして生存者の証言と陳述は死んでいった数えきれない日本軍＇
性奴隷＇被害女性たち、植民地被害者たち、この1世紀の間、荒波のなかで泡のように散っていっ
た数多くの韓国女性の経験と記憶だ。
<日本軍＇性奴隷＇被害者>たちは日本政府の公式謝罪と法的賠償を要求する
国際社会は日本軍＇性奴隷＇被害者問題を戦争犯罪として規定し、日本政府の公式謝罪を要求有
している。日本軍＇性奴隷＇被害者問題は1980年代末に韓国の女性団体が提議し、被害者たちは
世界の女性団体と人権団体が積極的に加担して全世界に知らせた。日本軍＇性奴隷＇被害者問題
を解決するための運動は階級と性、そして民族を越えた協力が実現した国際的な市民運動となっ
た。そして隠蔽され、歪曲された歴史的事実を正確に正し、戦争犯罪の責任の所在を明確にして
断罪することで女性人権侵害再発を防止しようとする動きである。被害者たちは帰国後、純潔を
守れなかったという罪悪感と周囲の冷たい視線、家族の冷遇、社会的差別のなかでも1991年から
持続的な活動を通じて日本政府の＜公式謝罪＞と＜法的賠償＞を要求している。
<日本軍＇性奴隷＇被害者>問題解決に関して国家間に限界が存在する
2006年日本軍＇性奴隷＇被害者109名が＂日本政府に法的責任があるにも関わらず韓国外交通
商部が韓日請求権協定の解釈と実施にともなう紛争を解決しなかったことは被害者の財産権、人
間の尊厳と価値および幸福追求権、外交的保護権を侵害したもの＂だという決定を要求する憲法
訴願審判を請求した。2011年の判例で憲法裁判所は＂幸福追求権を規定した憲法第10条、国家に
在外国民保護義務を付与した第2条2項および前文と韓日請求権協定第3条の文言を照らし合わせて
みると、国家が協定第3条に従い紛争の解決に向かう義務は憲法から由来した作為的な義務であり
法令として具体的に規定されている＂と明らかにし、国家の責務を尽くさなかった国家不作為判
決を下した。日本軍＇性奴隷＇被害者たちの憲法上の福祉権と幸福追求権のために、国家は被害
者のため、対日外交を通じてこの問題を解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問題は全世界女性人権問
題で浮彫りにされ、韓国政府は2011年9月、11月に日本政府に両者協議を提案したが日本政府は
拒否している。このような日本政府に向けて韓国政府は国連で日本軍＇性奴隷＇被害者問題は戦
争犯罪であることを国際的に公論化し、さらに被害者たちが願っている解決を要求しているが韓
日国家間の限界で難しい状況である。
<日本軍‘性奴隷’被害者>問題解決のための国際的協力と障害が存在する。
問題解決協商において韓国と日本との国際的レベルでの対処に関してははっきりとした限界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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ある。解決のための国際連帯もしくは解決委員会をつくり、ともに解決しなければならない。女
性人権回復のためにも全世界の体系的な支援が必要である。また日本軍＇性奴隷＇被害者問題を
研究するための国際研究所と研究者が必要である。日本政府を説得するための国際的共感帯形成
と拡散が必要である。たとえば国連レベルでの＇慰安婦＇記念日をもうけ、被害事実を知らせる
日本軍＇性奴隷＇被害慰霊碑と少女像を世界中につくら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問題解決のみが
被害者が個人の心理情緒と肉体的な傷を解決し、女性としての人生をより充実にそして無事に生
活できると被害者たちは明らかに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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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6 (일본)

일본군 ‘위안부’문제해결을 위한 국제협력과 장애
양징자(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 전국행동 공동대표)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연대
지난 5월, 제13회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 연대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 아시아 연대회의는 일본군 '위안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운동이 쌓아온 국제 협력 · 연대
운동의 상징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 (정대협)의 윤미향대표
는 제13차 아시아 연대회의의 기조발표에서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1992 년 8월 11 ~ 12일 서울에서 정대협의 주최로, 제1회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
한 아시아 연대 회의를 개최한지 23년만인 올해 서울에서 13번째 아시아 연대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 아시아 연대회의가 개최되었을 당시, 대한민국과 일본 외에는 아직 아시아
여러 국가에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단체도 없고, 피해자도 아직 나타
나지 않았습니다. 제1회 연대회의의 개최와 동시에, 필리핀과 대만에서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
결을 위한 활동이 시작되어 아시아 연대 회의가 개최된 직후부터 북한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네덜란드 등 피해 지역에서 일본군 '위안부'피해자들의 공개 증언과 피해자를 지원하
는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아시아 연대회의는 제5차 회의 (1998 년 4월 서울)에서 2000년 여성 국제
전범 법정개최를 결정하고, 제10차 회의 (2011 년 8 월 서울)에서 수요시위 1000회를 글로벌
캠페인으로 세계동시 수요시위를 하기로 결정했으며, 제11차 회의 (2012 년 12월, 대만)에서
는 김학순 씨가 ‘위안부’였음을 밝힌 8월 14일을 일본군 '위안부'기념일로 할 것을 결정하는 등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국제 연대활동을 결정해왔다.
그리고 제 12차 회의 (2014 년 6 월, 도쿄)에서 "일본 정부에 대한 제언 ~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을 채택, 올해 제13차 회의에서 이 제안을 즉시 이행할 것을 일본 정부에
재차 요구했다.
장애; 한일 미디어로 확산되는 / 미디어가 확산시키는 "오해"
일본정부에 대한 제언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해 '를 널리 알리고 일본 정부에 한 번
더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 "을 제시하도록 하기 위해 지난 4월 23일 "아베 총
리 방미 전 긴급 심포지엄 - '위안부'문제, 해결은 가능하다! "가 도쿄 참의원 의원회관에서

- 135 -

-150 -

열렸다. 여기에는 한국 생존자 김복동씨, 정대협의 윤미향대표가 일본을 방문해 발언했으며,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 전 이사 와다 하루키씨가 자리를 나란히 했다.
와다 씨는 "국민 모금"에서 보상 금액 "을 지불하는 기금의 기본 컨셉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며,

“총리의 사과편지를 전달하면서 드리는 돈은 국민들로부터 모아진 것이며, 정부의

돈은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 "이었기 때문에, "정부의 책임여부, 사과의 진정성 여부가 한국의
피해자와 운동단체가 가장 강하게 비판한 점이었다. "며 아시아 여성 기금 의 결정적인 결함에
대해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인정했다. 그리고 "제안은 실로 주목할 만한 방안"에서 "해결의 기
초가 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 심포지엄은 한때 아시아 여성 기금을 추진한 와다 씨와 이에 반대했던 운동단체가 함께
한 "제안"에 따라 한시라도 빨리 '위안부'문제를 해결하라는 연대하는 장이 되었다.
그러나 이 집회를 보도했던 한일 보도 중에는 사실과 다른 것이 있고, 집회 이후 적잖은 오해
와 불안이 퍼졌다.

'제언'중에 "법적 책임"이라는 문구가 빠졌다는 점과 한국 정신대문제 대책협

의회 (정대협)의 7 대 요구였던 "국회 결의에 따른 사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표현이 없다는 점
을 들어 정대협이 요구조건을 완화한 것이다.” 결국 "정책을 전환 했다”고 보도 한 것이다.
'제언'은 제12회 아시아 연대회의에 참가한 8개국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정대협 단독의 '방
침'은 아니다. 우리는 정대협이 제언 문구에 정대협 결성 당초부터 외쳤던7대 요구가 ‘문구’그
대로 담겨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일본정부가 이 제안에 포함된 내용을 이행한다면 일본이 법적
책임을 다했다고 간주할 수 있다고 생각해 이에 동의한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대협이 단독으로 "정책 전환”한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위안부 '문제
는 한일 정치문제가 아니며 피해자는 아시아 전체에 존재하고, 모든 피해자의 마음에 와 닿는
사실 인정과 사죄와 배상을 담은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는 한 해결되지 않는 문제인 것이라는
제12회 아시아 연대회의의 의사를 왜곡하는 보도가 아닐 수 없다.
한편, 이러한 보도를 통해 정대협의 '방침'과 '결단'이 해결을 결정짓는 것처럼 생각하는 관점
이 한일 미디어 속에 뿌리 깊게 박혀있다는 것이 새삼 부각되었다. 그것은 특히 일본 언론에
확산되고 있는 정대협에 대한 오해와 표리 일체를 이루고 있다. 일본에서는 "정대협의 잘못으
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 무근의 담론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보도되고 언론과 지식
인들 사이에 퍼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일본군 '위안부'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 하는 우파가 만들어낸 오류와는 별도로 '위안
부'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른바 자유주의파에 침투하여 또 다른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들은 한일관계를 어떻게든 정상화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그 열쇠를 쥐고 있는 '위안부'문제
를 해결하는 일이 긴급하고 필수적인 요구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위안부'문제를 꼭 해
결하고 싶지만 해결을 방해하는 원인은 한국 측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박근
혜 정권의 완고한 자세, 한국 사회 전체로 확산되는 내셔널리즘, 그리고 정대협의 '피해자를 무
시한 원리 원칙적인 주장. " 대략 이 세가지를 원인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런 견해를 전파하는 원인의 하나로, 박유하씨의 『제국의 위안부』'의 역할도 크다. (책의 문
제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리하고자 하며,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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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견해를 바탕으로 정대협에 대한 근거없는 비난은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지원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피해자의 요구를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단체에 대한
이러한 비난은 피해자를 자신의 의사가 없는 '꼭두각시'처럼 여기는 관점이기도 하다.
말할 것도 없이 '위안부'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원인이 한국측에 있다는 담론은 완전히 본말
전도이다. "결과"또는 "과정의 어느 시점"을 잘라내어, 그것을 마치 원인인 것처럼 간주해 거기
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해도 결국 해결을 이끌어 낼 수 없다. 원래의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본질
로 돌아와서, 원래의 원인을 제공한 측의 노력을 먼저 충분히 보여주지 않고는 문제가 해결되
지 않는다는 것을 일본 측에 다시 한번 강하게 얘기하고 싶다. 여기서 말하는 "본래의 원인"이
라 함은 '위안부'문제를 낳은 원인뿐만 아니라,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왜곡된 한일 관계
에 대해서도 의미하고 있다.
일본 정부에 대한 제언을 살펴본 결과 알아낸 사실은 피해자의 요구는 결코 변화하지 않았
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은 인정하지 못한다며 '도의적 책임'이라는 말을 꺼냈기
때문에, 지원 단체 측이 '법적 책임'을 인정하라는 요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속 내용을 들여다
보면 결국은 당초부터 피해자들이 요구한 사실인정과 국가책임인정, 이를 바탕으로 마음에서
우러난 사죄와 배상이라는 결과가 되었다. 물론, 교육과 ‘위안부’에 부정에 대한 발언금지, 위
령 사업 등도 제언에 포함되어 있지만, 이는 정부와 시민이 함께 향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나
가야 할 과제일 것이다. 우선 피해자가 요구하는 사실인정과 공식 사죄와 배상이 시급히 해결
되어야 한다.
일본 정부가 이 피해자의 요구를 통째로 받아들이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현재까
지 해결되지 못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그 한계를 깨려 하지 않고 피해자
측의 양보를 이끌어내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본말 전도이다.
장애; 일본 정부의 태도
6월 11일 박근혜 대통령은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과의 협
의에서 큰 진전이 있었으며, 논의가 최종 단계에 왔다"면서,

"의미 있는 한일수교 50주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날 도쿄에서는 8번째 한일 국장급 회의가 열렸고, 6월
22일 한일조약 체결 50주년을 맞이하여, 현안인 '위안부'문제에 어떤 진전이 있었던 것 아니냐
는 억측을 흘렸다. 또한 6월 18일자 '조선 일보'는 일본 측이 "위안부에 대한 재정 지원과 아
베 신조 총리에 의한 사죄 나 책임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는 성명 '을 내고 한국 측이"박근혜
정권에서 위안부 문제의 최종 해결에 대한 보장 '한다는 내용이 한일간 협의되고 있다고 보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일본 측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닛케이 보도에 대해
한국 정부가 신속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요즘 정보흐름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피해자의 요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대사관 앞과 미국의 소녀상을 철거'라고 하는 잘못된 "조건"을 걸고 있는 것
은 틀림없는 것 같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런 태도로는 일본군 '위안부'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가 요구하는 사실인정과는 달리

"인신매매 희생자” 발언을 반복하는 아베 총리

의 태도 역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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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에 대한 제언 ~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군 '위안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원하는 해결책을 일본 정부가 보여주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를 위한 지침을 나타내는 것이 제12회 아시아 연대회의에서 채택
된 '제언'이다.
'제언'이 '법적 책임 내용을 구체화’한 것임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해, 아래에

'제언 '채택에 이

르기까지의 경위를 밝히고자 한다.
2011 년 8월 30일, 한국 헌법 재판소가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한
국 정부의 부작위 (不作為)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자, 정부가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해 움
직이기 시작했다. 당시 민주당 정권은 공식적으로는 양국 간 협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수
면아래에서는 다양한 움직임이 있었고, 2012년 5월 13일 한일 정상회담 (베이징)을 앞두고,
일본 정부에서 해결 방안 타진이 있었다는 보도도 있었다 (2012 년 5 월 9 일자 「아사히 신
문」, 5 월 12 일자 「홋카이도 신문」). 이후에 「사사에안 佐々江案」이라고 알려진 것을 말
한다. "사사에안”은 국고에 의한 보상 지급 등을 담고 있었지만, "법적으로 해결"됐기 때문에 '
인도적'관점에서 해결을 하려는 기존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었다.
이런 가운데,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없는 방안’만이 ‘현실적인 해결 방안’이라는 인식하에

피해자를 방치하고 정부간에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도록 ‘피해 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 방
안'이 무엇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했다. 그리고 그것은 한마디로 '인도적 조
치'가 아니라 '법적 책임'을 다할 것을 말하는 것으로, 실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
확하게 않았던 것이 아닐까 하는 문제 의식이 부각되었다. 입법 해결이 법적 해결을 의미한다
고 막연하게 생각되는 경향도 있었지만, 야당 시절에 '전시 성적 강제 피해자 문제 해결 촉진
법안'을 몇 번이나 국회에 상정 한 민주당도, 여당이 되자 의원 입법발의를 금지했으며 적극적
이었던 의원들도 "여당은 실현할 수 있는 법안 밖에 낼 수 없다"고 발언하는 등 민주당 정권
하에서 입법해결이 어렵다는 것이 확실해졌다. 한편으로 정치적 해결 가능성이 점점 보여지는
가운데, 정부 간 마음대로 칸막이를 쳐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법적 책임"의 내용을
구체화해 피해자들에게 보여주고 그 뜻을 확인해 둘 필요성이 강하게 인식 된 것이다.
그래서 전국행동과 정대협은 한일법률가들과 함께 '위안부'문제의 '법적 책임이란 무엇인가'
에 대해 논의하는 '한일TF팀’을 구성했다. 한일TF팀은 2012 년 7월부터 2013년 8월 사이에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4차례의 회의를 가졌다.
한일TF팀의 논의가 계속되던 2012년 12월 일본에서는 다시 자민당이 정권을 탈환했다. 출
범 한 아베정권은 '위안부'문제의 해결은커녕 "전쟁할 수 있는 나라 만들기 '를 착착 진행했다.
이러한 움직임을 막기 위해, 2014년 5월 31일부터 6월3일에 걸쳐 도쿄에서 제 12회 아시아
연대회의가 열린 것이다.
이 제12회 아시아 연대회의에서 한일 TF팀이 쌓아온 '법적 해결' 논의를 아시아 피해국 전체
에서 공유하고 확인하기 위해, 아시아 연대회의 실행위원회에서 ‘제언 작성팀'을 구성하고 이 팀
에 한일TF팀에 참가한 일본 측의 법률가와 더불어 역사학자도 참여해 일본 정부에 ‘제안 방안'
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6월 1일, 12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합의한 내용이 이 "제언"인 것이다.
즉, '제언'은 '법적 책임'이란 무엇인가라는 논의의 결실이며, 이 때문에 '제언'전체가 '법적 책임'
의 구체적인 내용이 되기 때문에 "법적 책임" 이라는 말 자체가 들어갈 필요는 없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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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과정에서 정리된 '제언'이 가장 중요시 하고 있는 것은 일본 정부가 "사실과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다. 이것은 각국의 피해자들이 우선 "사실을 인정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온 결과이다. 가해국인 일본이 가해사실을, 즉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어떻게 파악하
고 있는지 모른 채 사과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지극히 당연한 피해자들의 생각을 우선
기본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또한 현재까지 알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문제의
사실, 예를 들어, 군의 "관여"에 그치지 않고, 일본군이 군 시설로써 「위안소」을 제안 · 설치
관리 · 통제하는 주체 였다는 것 등을 일본 정부가 인정한다면 일본에 국가 책임이 있다는 것
이 명확해진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제언’에 나타낸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한다면, 국가의 책임
을 완수한 것이 된다는 것이 이 「제언」의 기본적인 사고이다.
전후 70 년이 되는 올해 '위안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피해국 그리고 일본의
시민 단체가 함께 제안한 '제언'에 따라 일본 정부가 스스로 피해자의 마음에 와 닿는 말을 찾
아내 진지하게 표명하고, 이를 보장해주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시민의 힘을 결속시켜 나가
야 한다.

일본정부에 대한 제언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지금 전세계는 여성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였던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일본정부에게 절
실하게 요구하고 있다. 일본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
를 정상화하는 첫 걸음이며,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기초를 다지는 일이다. 따라서 해결이
란 피해 당사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했을 때 비로소 그 첫 걸음을 내디딜 수 있
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이란 무엇인가?
피해자가 원하는 해결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는 사죄는 누가 어떻게 가해행위를 했는가를 가해
국이 정확하게 인식하여 책임을 인정하고 이를 애매하지 않은 명확한 표현으로 국내에서도 국
제적으로도 표명하고 그러한 사죄가 진지한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후속 조치가 수반할 때 비
로소 진정한 사죄로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
전후에도 심신에 상처를 안고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채 고통스런 인생을 살아온 피해자들이
고령화된 지금, 일본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제12차 일본
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에 참가한 피해자와 지원단체와 참가자인 우리는
일본정부가 고노 담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위에 필요한 조치를 취
할 것을 요구한다.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정부는
1.

다음과 같은 사실과 책임을 인정할 것.
- 일본정부 및 일본군이 군 시설로 위안소를 입안・설치하고, 관리・통제했다는 점
- 여성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위안부·성노예’가 되었고, 위안소 등에서 강제적인 상황
에 놓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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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군에게 성폭력을 당한 식민지, 점령지, 일본 여성들의 피해는 각각 다른 양태이며,

또한 그 피해가 막대했고,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
- 일본군'위안부'제도는 당시의 여러 국내법・국제법에 위반되는 중대한 인권침해였다는 점

2.

위 인정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
- 번복할 수 없는 명확하고 공식적인 방식으로 사죄할 것
- 사죄의 증거로 피해자에게 배상할 것
- 진상규명 : 일본정부 보유자료 전면공개

일본 국내외에서의 새로운 자료조사
국내외의 피해자와 관계자의 증언조사
- 재발방지 조치: 의무교육 과정의 교과서 기술을 포함한 학교교육.사회교육 실시
추모사업 실시
잘못된 역사인식에 근거한 공인의 발언금지 및
공인 외 발언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공식적으로 반박할 것 등.
2014년 6월 2일
제 12회 일본군 ‘위안부’문제 아시아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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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6 (일본)

日本軍「慰安婦」問題解決の国際的協力と障害
梁澄子(日本軍「慰安婦」問題解決全国行動共同代表)

日本軍「慰安婦」問題解決のための国際連帯
今年5月、第13回日本軍「慰安婦」問題解決のためのアジア連帯会議がソウルで開催された。こ
のアジア連帯会議は、日本軍「慰安婦」問題を解決するための運動が培ってきた国際協力・連帯
運動の象徴的な存在だといえよう。
韓国挺身隊問題対策協議会（挺対協）の尹美香代表は、第13回アジア連帯会議の基調報告で次の
ように振り返った。
1992年8月11～12日、ソウルで挺対協の主催で第1回日本軍「慰安婦」問題解決のためのアジア
連帯会議を開催してから23年後の今年、ソウルで13回目のアジア連帯会議を開催することになり
ました。第1回アジア連帯会議が開催された当時、大韓民国と日本以外にはまだアジア諸国に日本
軍「慰安婦」問題解決のために活動している団体はなく、被害者もまだ現れていませんでした。
第1回連帯会議の開催と同時に、フィリピンと台湾で日本軍「慰安婦」問題解決のための活動が始
まり、アジア連帯会議が開催された直後から、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をはじめインドネシア、
東ティモール、オランダなど被害地域で日本軍「慰安婦」被害者たちの公開証言が始まり、被害
者を支援する活動が開始されました。
このように始まったアジア連帯会議は、第5回会議（1998年4月、ソウル）で2000年女性国際戦
犯法廷の開催を決定、第10回会議（2011年8月、ソウル）では水曜デモ1000回をグローバル・
キャンペーンとして世界同時デモで迎えることを決定、第11回会議（2012年12月、台湾）では金
学順さんが名乗り出た8月14日を日本軍「慰安婦」メモリアル・デーとすることが決定されるな
ど、日本軍「慰安婦」問題解決のための重要な国際連帯活動を決定してきた。
そして、第12回会議（2014年6月、東京）では「日本政府への提言～日本軍「慰安婦」問題解決
のために」を採択、今年第13回会議でこの提言の即時履行を日本政府に改めて要求した。
障害；日韓のメディアに広がる／メディアが広める「誤解」
日本政府への提言「日本軍『慰安婦』問題解決のために」を広く知らせ、日本政府に今一度、
「被害者が受け入れられる解決策」を示すよう促すため、去る4月23日、「安倍首相訪米前緊急シ
ンポジウム――『慰安婦』問題、解決は可能だ！」が東京の参議院議員会館で開かれた。これに
は韓国からサバイバーの金福童さん、挺対協の尹美香代表が来日して発言し、女性のためのア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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ア平和国民基金元理事の和田春樹氏が席を並べた。
和田氏は「国民募金で『償い金』を支払うという基金の基本コンセプトに最も深刻な問題が
あった」とし、「総理の謝罪の手紙を渡しながら、差し出すお金は国民からの募金で、政府のお
金はまったく入っていないもの」だったため、「政府は責任をとらないのか、謝罪は真実のもの
か、と韓国の被害者と運動団体がもっとも強く批判したのがこの点だった」と、アジア女性基金
の決定的な欠陥について、この場で率直に認めた。そして、「提言は実に注目すべき案」で「解
決の基礎になりうる案」だと述べた。
同シンポジウムは、かつてアジア女性基金を推進した和田氏と、これに反対した運動体が、共
に「提言」に沿って一刻も早く「慰安婦」問題を解決するよう促す場となった。
しかし、この集会を報じた日韓の報道の中には事実と異なるものがあり、集会後、少なからぬ
誤解や不安が広がった。「提言」の中に「法的責任」という「文言」がなく、韓国挺身隊問題対
策協議会（挺対協）の7大要求にある「国会決議による謝罪」「責任者処罰」という「文言」がな
いということから、挺対協が「要求を緩和した」、果ては「方針転換」したと報じたのである。
「提言」は、第12回アジア連帯会議に参加した8カ国の合意によるもので、挺対協単独の「方
針」ではない。挺対協は、提言の文言の中に挺対協結成当初からの7大要求が「文言」そのまま盛
り込まれていなくても、日本政府がこの提言に盛り込まれた内容を履行するならば、日本国が法
的責任を果たしたと見なすことができる、という判断をしてこれに同意したと、私たちは理解し
ている。
にもかかわらず、挺対協単独の「方針転換」であるかのような報道は、「慰安婦」問題は日韓
の政治問題ではない、被害者はアジア全体に存在し、全ての被害者の心に届く事実認定と謝罪と
賠償を盛り込んだ解決策が示されない限り解決しない問題なのだという、第12回アジア連帯会議
の意思をわい曲する報道と言わざるをえない。
一方、これらの報道を通して、挺対協の「方針」と「決断」が解決を決定づけるかのように捉
える視点が、日韓のメディアの中に根強くあることが改めて浮き彫りにされた。それは、とりわ
け日本のメディアの中に広がる挺対協への誤解と表裏一体をなしている。日本では、「挺対協の
せいで問題が解決しない」という事実無根の言説がまことしやかに伝えられ、メディアや知識人
の間に広がっているのである。
これは、日本軍「慰安婦」問題を解決したくない右派がもたらす障害とは別に、「慰安婦」問
題を解決したい、いわゆるリベラル派の中に浸透して、もう一つの障害となっている。
彼らは、日韓関係を何とか正常化したいという思いから、その鍵を握る「慰安婦」問題を解決
することが緊急かつ必須の要件だと考えている。そこで、「慰安婦」問題を是非とも解決したい
のだが、解決を妨げている原因は韓国側にもある、と考えているのである。具体的には、朴槿恵
政権のかたくなな姿勢、韓国社会全体に広がるナショナリズム、そして挺対協の「被害者を無視
した原理原則的な主張」。おおよそこれら3点を原因と見なし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思われる。こ
のような見方を広めている原因の一つとして、朴裕河氏の『帝国の慰安婦』が果たしている役割
も大きい。（同書の問題点については別途まとめたいと考えており、ここでは具体的には述べな
い）。
このような見方に基づく挺対協への根拠なきバッシングは、相当に深刻な状態に達している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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うに見える。被害者支援を中心に活動し、被害者の要求を実現しようと努力する団体に対するこ
のようなバッシングは、被害者を自らの意思を持たない「操り人形」のように捉える視点から出
ているものでもある。
言うまでもなく、「慰安婦」問題が解決されない原因が韓国側にもある、という言説は全く本
末転倒である。「結果」または「過程のある時点」を切り取って、それをあたかも原因であるか
のように見なし、そこから解決策を見いだそうとしても、結局、解決を導き出すことはできな
い。そもそもの原因が何かという本質に立ち返り、そもそもの原因を提供した側の努力をまず充
分に示すことなしには、問題は解決しないということを、日本側に改めて強く言いたい。ここで
言う「そもそもの原因」とは、「慰安婦」問題を生んだ原因のみならず、解決策を模索する過程
でねじれた日韓の関係についても意味している。
日本政府への提言をまとめて分かったことは、被害者の要求は一貫して変わっていなかった、
ということである。日本政府が「法的責任」は認められないとして「道義的責任」という言葉を
持ち出したことから、支援団体側が「法的責任」の認定を求めるようになったが、その中身をひ
もといてみると、結局は当初から被害者たちが求めていた事実の認定と国家責任の認定、これに
基づく心からの謝罪と、これを担保する賠償という結果になった。もちろん、教育や否定発言の
禁止、慰霊事業なども提言に含まれているが、これは政府と市民が共に、今後継続的に努力して
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課題であろう。まずは被害者が求める事実認定と公式謝罪と賠償が急がれ
なければならない。
日本政府が、この被害者の要求を丸ごと受け入れようとしたことが一度もないため、現在に至
るまで解決できていないの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日本政府の限界を打ち破ろうとせず、被害
者側の譲歩を引き出すことで問題を解決しようとするのは本末転倒である。
障害；日本政府の態度
6月11日、朴槿恵大統領は『ワシントン・ポスト』のインタビューに対し「慰安婦問題に関し
て、日本との協議で大きな進展があり、議論が最終段階に到達した」とし、「意味ある日韓修好
50周年になると期待している」と述べた。同日、東京では8回目の日韓局長級会議が開かれてお
り、6月22日の日韓条約締結50周年に向けて、懸案の「慰安婦」問題で何らかの進展があるのでは
ないかという憶測が流れた。また、6月18日付『日本経済新聞』には、日本側が「元慰安婦への財
政支援や、安倍晋三首相による謝罪や責任への言及を含む声明」を出し、韓国側が「朴槿恵政権
での慰安婦問題の最終解決への保証」をするという内容が日韓の間で協議されていると報道し
た。朴槿恵大統領の発言については日本側が否定的な反応を示し、日経の報道に対しては韓国政
府がすぐに否定した。
しかし、この間に流れてくる情報を集合すると、日本政府が被害者の要求を真摯に受け止めよ
うとするのではなく、「日本大使館前や米国の少女像の撤去」といった筋違いな「条件」を出し
ていることは間違いなさそうだ。言うまでもなく、このような姿勢では日本軍「慰安婦」問題を
解決することはできない。
また、被害者が求める事実認定からはほど遠い「人身売買の犠牲者」発言を繰り返す安倍首相
の態度も、やはり日本軍「慰安婦」問題を解決する上で大きな障害となっ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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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政府への提言～日本軍「慰安婦」問題解決のために
日本軍「慰安婦」問題を解決するためには、被害者が望む解決案を日本政府が示す以外には方
法はない。そのためのガイドラインを示したのが、第12回アジア連帯会議で採択された「提言」
である。
「提言」が「法的責任の内容を具体化」したものであることを分かりやすくするため、以下に
「提言」採択に至る経緯を掲げておく。
2011年8月30日、韓国憲法裁判所が「日本軍『慰安婦』問題解決のために努力していない韓国
政府の不作為は違憲」という内容の決定を出すと、韓国政府が「慰安婦」問題解決のために動き
出した。当時の民主党政権は公式には二国間協議を受け入れなかったが、水面下では様々な動き
があり、2012年5月13日の日韓首脳会談（北京）に向けて、日本政府から解決案の打診があった
という報道もあった（2012年5月9日付『朝日新聞』、5月12日付『北海道新聞』）。後に「佐々
江案」と言われているものである。「佐々江案」は、国庫による金員支給などを盛り込んでいた
が、「法的には解決済み」だから「人道的」見地から解決をはかる、という従来の枠組みを抜け
出ないものだった。
このような中で、「被害者が受け入れられる案」だけが「現実的な解決案」であるとの認識の
下、被害者を置き去りにして政府間で勝手な幕引きをしないよう、「被害者が受け入れられる解
決案」とは何かを明らかにする必要があると私たちは考えた。そして、それは「人道的措置」で
はなく「法的責任」を果たすこと、と一言で言いつつ、実はその中身については具体的に明確に
してこなかったのではないか、という問題意識が浮上した。立法解決が法的解決を意味する、と
漠然と捉えられている向きもあったが、野党時代に「戦時性的強制被害者問題解決促進法案」を
何度も国会に上程した民主党も、与党になると議員立法の発議を禁じ、積極的だった議員たちも
「与党は実現できる法案しか出せない」と発言するなど、民主党政権下での立法解決も難しいこ
とが明らかになってきていた。一方で政治的解決の可能性が見えてくる中で、政府間で勝手な幕
引きをさせないためにも、「法的責任」の中身を具体化して被害者たちに示し、その意向を確か
めておく必要性が強く認識されたのである。
そこで、全国行動と挺対協は、日韓の法律家を交えて「慰安婦」問題の「法的責任とは何か」
について議論する「日韓TF（タスクフォース）」を設置した。日韓TFは、2012年7月から2013
年8月までの間に、日韓を行き来しながら4回の会議を持った。
日韓TFの議論が続けられていた2012年12月、日本では再び自民党が政権を奪還した。発足し
た安倍政権は、「慰安婦」問題の解決どころか、「戦争ができる国づくり」を着々と進めた。こ
の動きにストップをかけるため、2014年5月31日から6月3日にかけて東京で第12回アジア連帯会
議が開かれたのである。
この第12回アジア連帯会議で、日韓TFが積み上げて来た「法的解決」の議論を、アジアの被害
国全体で共有し、確認するため、アジア連帯会議実行委員会の中に「提言作成チーム」を設置
し、チームには日韓TFに参加した日本側の法律家に加え、歴史家の参加も得て、日本政府への
「提言案」を作成した。そして6月1日、12時間におよぶ議論の末、合意に達した内容がこの「提
言」なのである。つまり、「提言」は「法的責任」とは何か、という議論の結実であり、それ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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ゆえに「提言」全体が「法的責任」の具体的な中身になるため、「法的責任」という文言そのも
のが入る必要はなかったのである。
このような過程でまとめられた「提言」が最も重要視しているのは、日本政府が「事実と責任
を認めること」である。これは、各国の被害者たちが、まず「事実を認めてほしい」と訴えてい
ることから導き出された。加害国である日本が加害事実を、つまり、被害者にとっての被害事実
をどう捉えているのか分からないまま謝罪されても納得できないという、極めて全うな被害者た
ちの思いをまず基本に据える必要があると考えたのである。また、現在までに分かっている日本
軍「慰安婦」問題の事実、例えば、軍の「関与」にとどまらず、日本軍が軍の施設として「慰安
所」を立案・設置し管理・統制した主体であったこと等を日本政府が認めるならば、日本国に国
家責任があることが明確になると考えた。そして、「提言」に示した「被害回復措置」がとられ
るならば、国の法的責任を果たしたことになる、というのがこの「提言」の基本的な考え方であ
る。
戦後70年の今年、「慰安婦」問題を解決するためには、被害者と被害国および日本の市民団体
が共に提案した「提言」に沿って、日本政府が自ら、被害者の心に届く言葉を探し出し、真摯に
表明し、これを担保する措置をとるよう、市民の力を結束させ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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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政府への提言
日本軍「慰安婦」問題解決のために
今、全世界は女性に対する重大な人権侵害であった日本軍「慰安婦」問題の解決を、
日本政府に切実に求めている。日本軍「慰安婦」問題を解決することは、近隣諸国との
関係を正常化する第一歩であり、世界平和に資するための基礎を築くことである。そし
て「解決」とは、被害当事者が受け入れられる解決策が示された時にはじめて、その第
一歩を踏み出すことができる。
では、被害者が受け入れられる解決策とは何か。被害者が望む解決で重要な要素とな
る謝罪は、誰がどのような加害行為をおこなったのかを加害国が正しく認識し、その責
任を認め、それを曖昧さのない明確な表現で国内的にも、国際的にも表明し、その謝罪
が真摯なものであると信じられる後続措置が伴って初めて、真の謝罪として被害者たち
に受け入れられることができる。
戦後も心身に傷を抱えて被害回復ができないまま苦しみの人生を生きてきた被害者た
ちが高齢化した今、日本がこの問題を解決できる時間はもうあまり残されていない。第
12回日本軍「慰安婦」問題アジア連帯会議に参加した被害者と支援団体と参加者は、日
本政府が「河野談話」を継承・発展させ以下のような事実を認めた上で、必要な措置を
講じることを求める。

日本軍「慰安婦」問題解決のために日本政府は
1． 次のような事実とその責任を認めること
①日本政府および軍が軍の施設として「慰安所」を立案・設置し管理・統制したこと
②女性たちが本人たちの意に反して、「慰安婦・性奴隷」にされ、「慰安所」等において強制的な状況
の下におかれたこと
③日本軍の性暴力に遭った植民地、占領地、日本の女性たちの被害にはそれぞれに異

なる態様があり、かつ被害が甚大であったこと、そして現在もその被害が続いてい
るということ
④当時の様々な国内法・国際法に違反する重大な人権侵害であったこと

２．次のような被害回復措置をとること
①翻すことのできない明確で公式な方法で謝罪すること
②謝罪の証として被害者に賠償すること
③真相究明：日本政府保有資料の全面公開
国内外でのさらなる資料調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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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内外の被害者および関係者へのヒヤリング
④再発防止措置：義務教育課程の教科書への記述を含む学校教育・社会教育の実施

追悼事業の実施
誤った歴史認識に基づく公人の発言の禁止、および同様の発言への
明確で公式な反駁等
2014年6月2日
第12回日本軍「慰安婦」問題アジア連帯会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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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안이정선)

토론 1.
'위안부' 제도 관련 일본 국내 자료의 전면 공개 요청 운동의 필요성.
1992년 가토 관방장관의 담화와 함께 그 해에 일본정부의 < 이른바 군대위안부 문제에 관한
실태 조사보고서>가 나온 이후
20년이 넘도록 추가로 조사보고서가 나온 적이 없음.(당시 보고서에서 종군위안부 문제에 정
부의 관여가 있엇다고 인정하였음)
진상규명을 거부한 채 계속 말바꾸기를 하며 역사의 변화와 세계여론에 역행하고 있는
일본 정부를 변화시키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됨.
토론 2.
한일협정과 별도로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음을 부각시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지속적인 자료발굴, 진상규명 및 개인배상 소송 진행의 필요성.
(한국 정부의 전면적인 지원필요)
토론3.
독일의 빌리 브란트 총리를 비롯하여 최근의 메르켈 총리가 보여준 행보는 단순히 개인의 성
향과 인격에 의한 것인가?
이를 가능하게 한 독일국민들의 인식과 태도에 대한 연구 필요.
(1953년 나치 피해자 보상법 제정 이후 독일은 지금까지
나치 피해자들에게 700억 달러(약 78조원)를 배상하였음.
1969년 의회결의로 독일은 나치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앴음.)
토론4.
고노 담화, 무라야마 담화의 계승을 위해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한 반성과 사죄는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봄.(각의 결정 필요)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는 자국의 지역방위를 위해서만 공조대상이 되어서는 안 됨.
토론5.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의 사례:
'위안부'피해자들의 심리치료 프로그램으로 압화 만들기

프로그램 실시--> 작품전시회 및

화보 출판-->
압화 작품 디자인하여 <희움>(희망을 모아 꽃피움) 상품 출시-->수익금으로 시민모임 활동
지원 및 '위안부'역사관 건립 기금-->
필리핀, 베트남 등의 성폭력 피해자 지원으로 연계 확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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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최봉태)

2015년 7월 현재의 정세와 대응방안
1. 들어가며
한일협정체결 50주년이다. 한일국교수립 50주년은 양국 국민들의 축하 속에 지나가기를 원하
였건만 양국 정상의 만남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채 한일관계는 악화일로에 있다. 그 원인은 결
국 한일협정의 한계에서 시작된 것이다. 양국의 역사인식의 불일치와 피해자문제의 미해결이
그 근본이유이다. 냉전 당시인 1965년 강요된 우호관계가 냉전 종식 후 그 한계를 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법리적으로는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개인청구권문제를 둘러싼 불협화음으로 나타
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현재 한일 정상회담의 실현을 가로막고 있는 최대 현안이다. 이 외에도
유네스코 등재를 둘러싼 강제동원 문제도 긴급 현안이 되고 있다.
2.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6월 10일 일본 동경에서 제8차 한일 양국 국장급 협의가 있었다고
한다. 과거 사사에 안을 중심으로 한일간에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
만 한국 정부는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소외시킨 비밀주의를 지속하고 있고, 아시아연대회의
의 결의안을 한국 정부의 공식적 주장으로 정면 대응을 하고 있지 못하므로 어떠한 형태의 합
의가 이루어지더라도 필연적으로 피해자들의 반발을 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같은 세계적 인권문제를 한일간의 문제로 좁게 보는 한, 한국
정부의 협상력은 저하될 수 밖에 없고 협상력의 저하에서 나오는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
으로 보인다. 양징자 선생의 지적처럼 아시아연대회의 결의안은 참가한 8개국의 합의에 의한
것으로 정대협 단독의 방침이 아니며 정대협도 이를 준수할 의무를 가지므로 이러한 무게를
충분히 활용하여 협상을 하여야 하는데 여론화 못시키는 한계가 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1)

생존 위안부들을 우선 지켜야 한다.

한국에서 2005.7.3.현재 49분의 등록 생존자가 계신다. 하루가 다르게 이 수는 줄어들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물론 아시아 타국의 생존자들에 대한 의료지원 등이 급하다.
특히 중국이나 필리핀 등 본국 정부의 관심이 약한 국가의 피해자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자
료 공유 등은 필수적이다.
현행 지원법을 개정하거나 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진상규명 등의 관련 조항을 근거로 지원의
폭을 확대하거나, 민간 지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로 일본 정부는 한국인 피폭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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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의료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다.
안신권 소장의 발표와 같이 나눔의 집을 전 세계적인 피해자들의 아픔과 희망을 나누는 공간
으로 확대 발전할 필요가 있다.
(2)

진상규명작업의 가속화

피해자들의 사망이 가속화되는 현실에서 현재 한일간 문제해결을 가로막고 있는 첫 장애물인
사실인정 작업이 관련 국가들간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고노 담화의 생명이라고도 할 진상규
명 노력이 그 후 일본국에 의해 중단이 된 상황을 타파하거나 그 대안으로 피해국가에서의 진
상규명 작업이 가속화되어야 한다.
2014년 한중 정상간 합의된 공동 조사나 연구도 그다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
인다.
우선 고바야시 선생이 발표한 내용에 있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자료 21선’ 과 같은 선택된 자
료에 대한 공동 공유와 대중화 작업이 조속히 이루어져 가해국과 피해국의 사실인정에 관한
공유의 폭과 질이 깊어져야 할 것이다.
(3)

한일 당국자간 교섭과정을 활용한 대안

현재 한일 당국자간 문제해결을 위한 교섭이 진행 중이다. 그런 상황에서 일단 정부차원의 타
결안이 나올 것이다. 하지만 앞서 본 이유로 피해자들을 설득하지는 못할 것이다. 특히 법적
책임유무에 대해선 분쟁이 예상된다. 이 경우 대안은 결국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에 의한 중재
요구를 피해자들은 할 것이고, 이것이 기존 타결안을 변경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에 대해 미리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협상에서 일본측은 최종적 해결을 담보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한다. 이 경우
이중의 안전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한국의 지원단체나 시민사회가 받아 들일 수
있는가 여부가 제1단계 안전 장치이고, 피해자 개개인이 동의를 하여야 해결이 되는 제2단계
안전 장치이다. 이 이중의 안전 장치를 법적으로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3.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
일본 전범 기업에 의해 동원된 피해자 문제는 현재 한국내 재판에서 계쟁 중이다.
야노 선생이 지적한 대로, 판결을 통한 강제집행보다는 포괄적 해결을 염두에 두고 대한변협과
일변연의 노력으로 2+2 재단 방식을 통한 해결안이 나와 있다. 법률을 통해 만들어 법적 안정
성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솔선수범하여야 할 우리 정부의 무책임 탓에 법률안이
만들어지지도 않고 있고, 기존의 지원 재단도 송사에 휘말려 있는 실정이다.
(1)

공탁금 문제의 해결

고바야시 선생의 발표 내용과 같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경우 공탁금조차 해결되고 있지 않다.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시취지와 같이 자발적 책임이행이 필요하다. 아울러 한국에서 현재 헌법
재판소 공탁금 위헌 소송에 대한 심리가 조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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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의 1엔당 2,000원 보상조항의 위헌법률심판제청과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에 대
해 심리가 6년째 열리지 않고 있다. 심리과정에서 한국 정부나 청구권자금 수혜기업의 재단
참여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2)

일본 기업 소송의 한계와 전망

2012.5.24. 대법원의 승소판결에도 불구하고 재상고된 사건이 3년을 넘어서고 있다.
중국에서는 미쓰비시중공업이 집단화해의 제안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우리 법원이 조속히 판결을 내리거나 집단적 화해를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3)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된 현안

현재 일본 정부는 역사수정주의 작업의 일환으로 정한론의 주창자 요시다쇼닌과 강제동원 피
해시설을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를 하려 한다.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한 후 등재하게 하여야
하며 한국 정부 단독으로 어려우면 중국과 연대하여야 한다. 이런 구체적인 각론 연대가 필요
하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한국 정부가 강제동원 사실을 기록하면 등재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하였다 하는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피해 특히 임금조차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명백
히 기록하고 밝히는 것부터 전선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4. 결론에 갈음하여
한일협정의 체결이란 공사는 당시 체결주체, 체결 후 국내법화 과정의 불완전성, 협상 당시 의
사의 불일치 등으로 애초부터 부실공사라 아니할 수 없다. 아울러, 협정 체결 후 양국 정부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해석과 대응 등으로 인해 현재 곳곳에서 누수가 되고 있고 심지어 허물
어지기 일보 직전이다. 이러한 한일협정을 기반으로 50년이라는 한일관계를 쌓아 올린 것도
기적과 같은 일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완익 변호사의 지적처럼 허물고 다시 짓
거나 재협상을 통해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당연히 나온다. 그러나 협상은 상대가 있는
일이므로 상대방이 그 필요성을 느낄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러나 피해자 문제
는 시간을 다투는 것이고, 다행히 피해자들의 노력으로 양국 법정에서 법적 투쟁을 통해 적어
도 피해자 문제 해결에 대한 양국 사법적 판단은 규범적으로 조화시킬 수 있는 단계에 와 있
다. 즉 피해자들의 청구권이 실체법적으로 살아 있고, 일본 사법부는 자발적 이행을, 한국 사
법부는 강제적 이행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므로 양국 행정부는 삼권 분립이 된 법치주의 민주
주의 국가에서 조약과 협정의 최종적 해석 권한은 사법부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양국 사법
부의 판결을 존중하는 형태로 해결책을 시급히 찾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법치주의, 민주주의
확장에 기여하는 길이며 정혜경박사가 지적한 평화공동체를 기초공사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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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2. 일본군 위안부 이외의 과거사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까?
- 종합적 혹은 개별적 해결 등에 대한 토론
일제식민지범죄에 대한 해결을 위한 대 전제는 일본 정부가 제국주의 시대에 자행한 범죄사실
을 인정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이 전제 하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진상규명의 절차, 구체적인 피
해사실에 따라 책임의 범위와 한계를 정하는 절차, 그리고 올바른 역사기술과 재발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등의 해결과정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일제의 식민지범죄들에 대한 해결과정은 국제적인 이슈로 발전된 사안과 그렇지 못한 사안들
간에 해결과정의 진척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사안에 따른 부분
적 사실 인정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일본국가가 책임질 사안에 해당하느냐의 문제가 되면 여전
히 다른 해석을 하여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따라서 어떻게든 일본 정부가 사실인정, 책임인정
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문제해결을 위한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 할 수 있다.
토론자는 관동(간토)조선인학살의 진상규명을 위한 1923한일재일시민연대의 대표로서 이 사
건의 해결과정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고 현 단계의 과제를 여러분과 공유하며 해결의 우선과
제를 정리하고자 한다. .
1. 관동조선인학살사건에 대한 일본정부의 공식입장은 1923년 일본 중의회에서 한 의원의 질
의에 대한 야마모토 곤베에(山本権兵衛) 수상의 답변이 유일한 공식의견이다.
조선인학살사건에 대한 세계적 비난여론이 일고 있음에 대한 총리의 답변을 요구하는 의회
에서 수상은 ‘지금 조사 중에 있다’는 말로 당시 학살사건에 대해 사실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
으며 책임을 회피하는 답변을 하였다. 조사가 실제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금껏 조사 자료를 공
개하지 않고 있다.
2. 조선인학살사건이 일어난 후 일본에서 추도하고 조사하는 각 지역의 시민들의 지속적인 노
력으로 학살의 목격자증언 확보, 당시 일부 재판기록, 학살희생자 매장현장에서 조선인 유골의
발굴 등 다양한 사실인정을 위한 자료 확보
3. 2003년 일본변호사연합회의 조사결과 고이즈미 총리에 대한 사실인정 및 책임인정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
4. 2015년 1월 일본의 국가책임을 묻는 모임의 회원들이 의원을 통해 질의한 질문에 대하여
참의회 의장은 ‘자료가 없어서 알 수 없다’였다. 이것이 일본 의회의 공식적 답변이 되었다.
5. 1923한일재일시민연대는 2007년부터 진상규명과 희생자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
해 노력해 오다 지난 20014년 4월 여야 104명의 의원들의 공동명의로 특별법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이 법안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본 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계류되어 있는 상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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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 학살사건의 조사와 추도를 진행해온 재일 동포와 일본인 연구자・시민들은 다음과 같
은 사항을 문제해결의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1. 조선인 학살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2. 학살 희생자와 그 유족들에 대해 조사할 것,
3. 학살사건의 조사 결과와 자료를 영구적으로 보존・공개할 것
이들은 또한 대한민국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청하고 있다.
지금까지 공문서를 포함한 자료를 읽고 학살지역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자료 및 직접 인터뷰조
사를 하였지만 조사로 밝혀진 것은 일부에 불과할 분. 가장 문제인 것은 학살희생자의 이름조
차 알 수 없다는 것. 일본정부의 조사가 있었다면 그 결과를 발표하여 희생자의 신원을 파악하
고 유족으로 유골이 돌아갔을 것인데 그 어느 것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민간의 조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에 제의하여 한일공동으로 조
사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1923한일재일 시민연대는 단계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대한민국의 국회는 발의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국가차원의 진상조사가 속히 이뤄
지도록 해야 한다.
둘째, 대한민국 행정부는 국회에서 정한 법의 목적에 충실하게 진상조사위원회를 조직하여 기
존의 자료 뿐 아니라 일본에서 오랫동안 연구하고 조사해 온 분들의 자료를 정당한 보상을 통
해 확보하고 일본 정부가 은폐하고 있는 자료의 보전 및 공개를 요구하여야 한다.
셋째, 대한민국 정부는 2013년 말에 발표한 이승만 정권에 의해 작성된 학살희생자 명부로 희
생자의 유족을 찾는 일에 국가책임을 다해야 한다.
넷째, 조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학살희생자 유족을 통한 배상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시민
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
토론 3에 대하여
한일시민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식민지범죄에 관해 국제사회는 위안부, 강제연행 이외에 얼마
나 다른 여타의 문제가 있는지, 그것이 왜 해결되지 않고 있는지, 동시에 지금까지도 차별과
제노사이드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분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쉽게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온라인을 활용한 소통과 공감을 위해 사안별 온라인 아카이
브 구축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자료의 구입도 필요하고, 자료원본에 대한 번역 및 세계 여러 나라의 언
어로의 번역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디지털화 하는데 필요한 많은 과정들을 착실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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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발표 1. 대일 과거사 문제 진상규명 노력과 과제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의 피해자와 유족들의 권리 찾기 운동이 한국 정부 차원의 진상 규명
기관을 설립하도록 이끌었고, 그동안 피해자 단체와 시민단체, 그리고 일본 시민단체의 지원
등 끈질긴 민간의 노력이 이어져오고 있다는 사실에 경의를 표하고 싶다. 그러나 가해국인 일
본정부의 무반응과 한국 정부의 소극적인 역할이 걸림돌이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니 결
국 피해자와 시민단체들의 역할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의 과제는 어
떻게 가해국인 일본 정부에게 압력을 가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피해국간의 연대를 언급하
고 있는데, 정기적인 연대회의 개최를 제안해본다.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 연
대회의는 1992년부터 2015년까지 13차에 걸쳐 진행되어 왔는데, 각 나라의 활동을 공유하고
지지하며 함께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수립하며 국제연대의 틀을 공고히 쌓아왔다.
- 주제 발표 2. 한일협정 50년 체제의 반성과 새로운 관계설정
한일협정 체결 후 50년이 지나는 동안 한국 사법기관의 관점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2000년대 들어서 한국 대법원은 한일청구권협정은 식민지배 책임문제를 다루지 않았다고 결
론 내렸고... 50년간 지속된 65년 체제가 종말을 고할지도 모른다면 우리는 혹은 한일 정부는 이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라는 말에 동의하며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과제를 안게 된다.
또한 한일간 과거사 청산은 민족적 대립이 아니라 세계사적인 식민주의 청산의 흐름 속에서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는 지적은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었다. 식민지배에 대한 청산은 한국과 일
본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아직도, 아니 이제야 비로소 인권의식의 향상을 바탕으로 현재 진행
되는 흐름이라는 것이다.
- 주제 발표 3.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의 국제적 협력과 걸림돌
양징자 대표는 걸림돌로서 미디어가 확산시키는 오해와 일본정부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잘
지적해주고 있으며 2014년 제12차 아시아연대회의에서 도출한 일본정부에 대한 제언이 나오
기까지의 과정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그 제언이 2015년 5월 23일에 채택된 '제13차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
회의 결의 및 행동계획'에서도 그대로 채택되었기에 그 내용을 이번 발표에서 소개한 것 또한
적절하며, 그만큼 일본정부에 대한 제언은 그동안의 활동을 바탕으로 여러 차례 논의와 숙고를
의 결실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제13차 아시아연대회의 결의 및 행동계획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는 곧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 실천해야 할 내용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일본 정부에 대해 재차 요구한다.
1. 일본 정부에 대한 제언 (양징자 대표의 발표에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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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후 70년, 아베 정권은 <아베 담화>에 고노담화를 계승, 발전하여 일본군‘위안부’ 범죄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무라야마 담화에서 표명된 침략과 식민지배 범죄행위에 대
한 진심어린 반성과 사죄를 밝혀라.
우리는 피해국 정부에게 요구한다.
1.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사법적, 외교적 조치 및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
하여 피해자들의 인권을 회복하라.
2. 피해자들이 일본군’위안부’ 범죄로 인해 겪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육체적 고통을
제거하고 지원 활동을 강화하라.
3. 일본군’위안부’ 역사를 기억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조치로서 진상규명, 관련 자료
의 연구와 보존, 추모 및 기림 사업, 교육 활동을 실시하라.
4. 문제해결을 위해 각국 정부는 일본정부에게 압력을 가하고, 피해국 간 공조를 도모하고 강화하라.
우리는 국제사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미국을 비롯한 과거 연합군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범죄에 대한 모든 자료를 전면 공개하라.
2. 모든 나라는 일본정부와의 경제적, 군사적 동맹을 빌미로 일본의 군국주의 강화와 일본군’
위안부’ 범죄 부인 행위를 부추기거나 용인하는 시도를 중단하라.
3.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유럽연합, 대만, 한국 등 일본군’위안부’ 결의를 채택한 모든 의회
는 일본정부가 결의의 요구 사항을 이행하도록 촉구하라.
4.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는 그 동안 채택한 일본군’위안부’ 관련 결의와 권고를 일본정부가
이행하도록 강력히 요구하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고통을 지속시키고 있는 일본정부와
공적 인사들의 범죄 부인, 명예훼손 시도에 대해 감시하고 제재하라. 특히 유엔은 유엔 내 인
권기구들의 보고서에서 규명된 중대한 인권유린 범죄인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유엔차원
의 진상조사를 실시하라.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행동할 것을 결의한다.
1. 일본정부가 <제언>을 이행하고 전후 70년 담화에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분명한 사죄
와 반성을 담아낼 수 있도록 각국 일본대사관에 <제언>과 본 결의문을 전달하며, 제언과 결
의문이 실현되도록 연대활동을 강화한다.
2. 베이징선언 20주년을 맞이하여, 세계 여성들로 하여금 무력분쟁 하 여성폭력의 상징적 사안
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채택하도록 하고, 각 나라 여성단체 및 국제여성단체와 함께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다.
3. 2013년부터 정대협이 추진해온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세계 일억인 서명운동>
을 향후 아시아연대 차원에서 적극 추진한다.
4. 8.14 세계 일본군’위안부’ 기림일을 유엔기념일로 제정토록 추진하고, 각국에서 공동행동을
펼치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각국 정부와 사회가 문제 해결에 함께 하도록 활동한다.
5. 각국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6. 각국 역사교과서에 일본군‘위안부’문제를 기술하도록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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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임국평)

우리가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는 “해방 70년, 한일협정 50년”과 같은 시기적인 슬로건은 지금
까지의 관계를 새롭게 변화시켜 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상황은 그리 녹녹치 못한
현실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의 제언에 주요 내용은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
적인 사과와 피해자 배상, 및 진상규명이라고 할 수 있다. 7월 8일 1186차 위안부 수요 집회
가 열렸다. 1992년부터 24년째 집회를 열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
다.
과거사 문제의 해결의 가장 큰 걸림돌은 65년 한일협정이라고 할 수 있다. 강제징용이나, 위안
부, 원폭피해 등 모든 문제가 한일협정에 발목이 잡혀있다. 결국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한일협
정에 대한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난 4월 6일 일본 중학교 교과서의 검정결과 역사교과서 8종에서 위안부 관련 기술이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계속적인 문제제기에도 아무반응이 없는 일본정부에 압력을 주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국제협력이라고 할 수 있다.
평택-에히메 시민교류회는 일본 에히메현 마츠야마시의 ‘에히메 소송단’과의 역사 교류를 통
해 지속적으로 역사왜곡교과서 문제로 활동하고 있다. 2015년 검정기준 발표 및 채택에 있어
서 미국, 대만, 등과 연대하여 국제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서명운동의 주요 내용은 검정 및 채택에 있어 UN기준을 적용하라는 것이다. 첫째 UN 아동위
원회의 심사 소견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역사적 사실에 대한 균형 잡힌 관점이 검정 교
과서에 반영될 것을 권고한 것과, 둘째 제68회 UN 총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보고서에서 나타
난 교과서 선택이 특정 이데올로기나 정치적 필요를 기반 하지 않고, 정치가의 의사결정을 피
해야 한다는 것과, 셋쩨 ILO 유네스코 「교원 지위에 관한 권고」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적
합한 교재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할 것을 지적하면서 한일양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국제서명운동을 가장 큰 장점은 국제적인 시선으로 일본국의 행위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과,
일본국의 잘못된 행동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는 것과, 일본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미국을 움직여 일본정부에 압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NGO의 운동성은 많이 약화되어 있다. 그리고 문제해결의 방법도 운동만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다. 사회적 추동을 일으켜내기 위한 운동의 확산과 더불어, 정치적인 압력이 있어
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한일협정에 붙잡혀 있는 과거사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노력이 보일
수 있도록 이러한 역사인식을 같이하는 단체와 개인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긍
정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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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이국언)

일제 강제동원 문제와 한일 양국의 책임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상임대표 이국언

▢ 현행 ‘특별법’(‘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자 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 등 지원에 관한 특
별법’)의 명칭에서 확인된 것과 같이, 현재 한국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 시행하
고 있는 금전 지원은 법적 ‘보상’이 전혀 아니다. 여러 명목(사망・행불자・부상 및 후유장애
위로금 및 미수금 및 의료비 등)에 대한 단순한 ‘지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
가 있다.
많은 국민들이 마치 피해자들이 한국정부로부터 보상을 받고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인들뿐 아니라 특히 언론이나 학계에 종사하는 사람들마저 종종 피해자들
이 한국정부로부터 받는 약간의 금전 지원을 ‘보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 무엇보
다 한국정부의 책임이 크다. 도의적 위로 차원의 ‘지원’에 그치면서, 마치 자기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손 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강조하는 것은, 사실인식을 정확히 할 때만이 해답
도 올바로 구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 결국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광복 70년이 되도록 아직까지 한일 양국 어디로부터도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정당한 손해배상과 그에 따른 명예회복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현재 한일 양국에 던져진 숙제다.
문제는 그렇다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누구로부터 피해를 구제받아야 하는 것인가 하
는 것인데, 이 점에 있어 한일 양국 정부는 그 의무와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그 중심에 한일
청구권협정을 둘러싼 효력과 해석상의 차이가 있다.
▢ 일본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 강제 징용 문제 등의 청구
권이 ‘완전히, 최종적으로’ 끝났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식은 한국정부 역시 크게 다르
지 않다.
현재 한국 내에서는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돼, 2심까지 원고
승소 판결이 이어지고 있지만, 한국정부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 그
뿌리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원폭 피해자 ▲사할린 피해자 이외에는 65년 한일협정에 의
해 마무리된 것이라는 인식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한국정부의 이런 인식에서 비춰볼 때, 2012.5.24. 대법원 파기 환송 이후 진행된 한국 사법
부의 잇따른 배상 판결은 한국정부 시각에서 볼 때 사법부가 계속 엉뚱하고 잘못된 판단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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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이는 일본정부와 피고 측인 일본 기업의 주장이기도 하다.
▢ 지난 7.5일 유네스코 산업유산위원회는 일제 징용 피해 시설 등을 포함해 일본정부가 신
청한 23곳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했는데, 어떤 면에서 이 것 또한 한국 정부의 협소한 역사인식
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일제 강제 징용 문제가 전혀 해결된 것이 없고,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다면 이렇게까지 무력하게 세계유산 등재를 허락할 수
있었을까?
한국정부는 강제 징용 피해자 문제는 이미 일본정부와 해결된 문제로 보다보니 사죄와 법적
배상 문제는 처음부터 배제한 채, 지극히 제한된 범위 안에서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는
문제로만 대응해 왔다. 이 결과 일제 침략과 강제동원 문제의 뿌리라 할 수 있는 요시다쇼인의
쇼카손주쿠를 비롯해 일제 강제 징용 시설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될 수 있도록 순순히 허락
해 버린 것이다.
▢ 국가 간 조약에 대한 법률적 해석 권한은 당연히 사법부에 있다. 아직까지는 판결이 최종
확정되지 않는 상황이긴 하지만, 현재만 놓고 보면 한국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권리문제에
있어 사법부 입장이 다르고, 행정부 입장이 다른 이중 상황이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번 유네스코 등재 문제를 두고 한일 양국 정부에서 앞뒤가 안 맞는 상
황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예로 일본정부는 만약 1965년 피해자들에 대한 청구권 문제가 최종적으로 끝난 문제였다면,
이번에 유네스코 등재 과정에서 ‘강제노역’이나 ‘강제징용’이 아닌 ‘노예노동’을 쓴다 한들 이미
다 마무리 지어진 일이라면 강제노역이라는 표현을 극구 기피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이다. 아울
러 한국 내에서의 소송 역시 피할 이유가 두려워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바꿔놓고 보면 한국정부 역시 마찬가지다. 한국정부의 기존 입장대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원폭 피해자 ▲사할린 피해자 문제 이외에 65년 청구권 협정으로 모두 마무리된 것이라면,
괜히 소송을 두려워하고 있는 일본정부에 ‘걱정할 일 없다’며 보증서라도 써 줘야 하는 게 도
리다. 과연 한국정부는 그렇게 할 수 있는가?
▢ 문제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시효의 문제도 있지만, 피해자들의 연령을 감안할 때
사실상 일본기업들을 상대로 한 한국 내에서의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는 거의 어렵기 때문이
다. 현재 국내에서 제기된 10여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관련 사건을 모두 합하더라도 고작 1
천여명 남짓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한 법적 해결을 극히 한정적일 수밖에 없으며, 결국 정
치적 해법을 통한 해결만이 유일한 해결 방안이 될 수 밖에 없다. 아쉬운 것은 그 환경이 너무
막막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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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이경희)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 대표 이경희

1. 일본군‘위안부’역사를 올바로 청산하는 문제
-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한국과 일본의 국가 간의 문제인 동시에 식민지 조선 뿐 아니라 정령
지인 중국과 대만, 필리핀 등 아시아의 어린 여성의 몸을 처참하게 파괴하고 유린한, 집단강
간과 학대, 감금, 착취, 살해에 이르기까지 여성에 대한 종합적이자 총체적 폭력을 자행한
20세기 최대의 여성인권 문제이다. 이러한 사실은 일본군‘위안부’문제는 인류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여성인권의 문제이자 보편적 인권의 문제라는 것을 말해줌.
-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간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와 노력도 필요하고, 이 못지않게
민간의 활동 또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국내에서의 민간과 정부의 노력과 함께 한국을 비
롯한 아시아 피해국간, 민간단체 간의 국제적 협력과 노력 또한 필요하다.
- 한국 내에서의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그 동안 민간차원의 활동 외에

정부는 정부로

서 해야 할 겨우 최소한의 모습만 보여주고 있음. (그나마 2011년 8월의 헌법재판소의 부작
위에 대한 위헌판결 이후)
- 아시아연대회의를 주도해 온 정대협의 그 동안의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국제활동은 유엔을
위시한 국제사회의 여론조성을 통한 일본에 대한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하였다.(미국을 위시
한 여러 국가의 의회 결의문 등),
- 그러나 이러한 국제사회의 여론과 압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여전히, 오히려 역사의 진실을
왜곡, 호도하는데 매우, 그리고 점점 적극적이며, 노골적이다. 지난 4월 미 의회에서의 아베
총리 연설은 그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연설대에 올랐다는 자체는 한･미･일 간의 복잡한 국제
관계가 어떻게 물밑에서 작동하고 있는지를 매우 염려하게 만든다.
- 일본 사회 또한 이 문제를 올바로 풀려고 노력해 온 쪽은 민간이었다. 오히려 한국보다 일본
사회에서 이 문제 관련 시민단체와 움직임이 훨씬 활발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의 양심과 지성의 목소리가 일본의 정치권력에 까지 영향력을 발휘하기에는 일본의 정
치상황이 너무나 난해함. (자민당 독점에 균열을 낼 수 있는 군소야당들의 연대나 선거협력
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임)
- 이제 관심은 아베 총리의 8·15 전후 담화에 어떤 내용이 실릴 것인가인데 현재까지의 한일
양국간의 여러 상황들을 보면 별로 기대할 수 없겠다는 관망들.
- 한국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한일간의 경제, 군사협력 등의 문제를 분리하는 투트렉전
략이라고 하지만 아무리 보아도 원트랙으로 보인다. 한미일간의 군사동맹과 미국의 중국견제
와 아시아 패권전략의 성공을 위해 과거사 문제를 서둘러, 대충 덮고 가지 않을까하는 우려
가 점점 커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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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시아 피해국간의 국제연대를 보다 구체적으로 모색해야.
- 지난 5월에 개최한 제 13차 아시아연대회의에서는 그 동안 자국의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
하여 소극적이거나 무관심한 피해국들의 문제가 언급되었다. 민간으로부터 소극적이라고 비
판받아 온 한국정부뿐만 아니라 최근의 중국정부의 움직임을 제외한 여타 피해국들의 목소
리나 노력들 역시 사실 별로 알려진 것이 없다. 당연히 민간단체의 활동이 촉진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피해생존자와 민간의 목소리에 비해 다른 피해국의 목소리
는 상대적으로 빈약하였고, 이러한 현상들은 국제사회에서 일본군‘위안부’문제는 ‘한국과 일
본간’만의 문제인 것처럼 취급되는 분위기가 주를 이루었다.
- 한국뿐 아니라 피해국들간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연대활동을 하도록 민간이 보다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함. 특히 한･미･일 군사동맹을 위한 과거사 문제의 물타기나 대충 덮기가 염려된
다면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피해국들의 연대와 목소리를 국제사회로 끌어낼 필요 있음. 물론
미국,일본과의 정치 경제적인 관계를 아시아 여타 피해국들이 뛰어넘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
긴 하지만, 이 문제야말로 투트랙이여야 함을 강조해야 할 것 같다.
- 아시아 피해국들간의 강력한 연대가 된다면 전후 70년을 맞는 아베총리의 담화에서 역사의
진실에 대한 솔직한 인정과 반성, 사죄를 담도록 견인하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일본이 과거사에서 자유롭게 국제사회에서 위치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음을
알게 해야 함.
3. 일본군‘위안부’문제와 식민지배의 역사청산은 국제사회의 정의와 질서를 바로 세우는 문제.
- 현 국제사회는 G2 중심의 경제와 군사의 패권적 질서.
- 지구촌 전체가 전쟁이 끊일 날이 없고 테러와 살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 유엔이 국제평화와 공생을 위한 본래의 역할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회의적임.
- 정부의 대표들은 항상 미래의 번영과 평화발전이란 수사를 쓰지만
다는 ‘평화’가 절실하고 중요한 문제.

지금은 성장이나 번영보

전쟁할 명분찾기에 급급하고 군사경쟁은 갈수록 증대

하면서 각국의 군사비가 높아지고 있음. 특히 일본은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가기 위한 준비
를 착실하고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미쓰비시, 히다찌, 도시바 등의 일본업체
들이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유로사토리(무기전시회)에 대거 참가)

- 지구촌 전체가 패권과 전쟁을 위한 전략으로 넘쳐나고 있음. ( 미군의 탄저균실험 등의 위
험 증가)
-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군‘위안부’문제와 한･일간의 식민지배와 강제동원의 역사를 올바로 청
산하는 일은 경쟁과 전쟁으로 치닫는 국제사회에 정의의 질서를 바로세우고, 전쟁이 아닌 평
화를 통한 진정한 상생의 질서를 환기하는데 기여하는 의미있는 일.
4. 일본군‘위안부’문제는 한･일간에 역사를 청산하면 다 끝나는가?
- “일본군‘위안부’문제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피해국과 가해국간의 문제이기도 하면서 여성인
권의 문제이며, 인류보편의 인권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그 동안 한국 내에서의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운동은 한･일간의 역사적 청산이 중심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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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전쟁범죄의 인정과 사죄, 배상 등) 따라서 인류역사이래
전쟁과 분쟁시 여성의 몸이 희생되는 여성인권의 문제를 오늘의 우리 사회에서 성찰하면서
역사적 교훈의 실천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
- 인류 보편의 인권문제라면 이러한 아픈 역사를 통하여 전시 성폭력문제를 포함하여 여성과
약자에 대한 인신매매와 강간 등의 오늘날의 인권문제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역사청산의
의미가 무엇이며, 역사의 교훈과 정의는 무엇인가?
- 후세를 위한 과제를 언급하면서 이러한 오늘의 여성인권 문제를 돌아보고 변화시키려는 인
식이나 자세없이 일본의 반성과 사죄만 외치는 것은 모순이다.
5.인권, 평화, 자주의 가치와 소중함을 확대해 나가야
- 역사청산은 역사의 교훈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성찰없이 반 쪽의 청산이자 의미
없음
-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배, 군위안부 강제동원 등의 역사를 올바로 청산하려는 평화세력들의
확대를 위해서라도 인권과 평화, 자주에 대한 인식과 가치를 보다 강조해야
- 불황이 없는 성산업과 인신매매, 성폭력의 문제, 분쟁과 전쟁지역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여성에 대한 납치, 강간과 폭력 등의 문제와 일본군‘위안부’문제는 본질적으로 같은 인권
의 문제
- 베트남 전쟁의 현지 성적 피해자들의 문제에 대하여 계속 침묵하는 것도 모순.
- 국가간의 자주와 공존, 공생의 가치 또한 국제사회에서 환기해야 할 중요한 가치.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문화적 의존과 지배의 관계들을 어떻게 공존과 공생의 질서로, 나아가서는
평등한 관계로 재편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지난하기 그지없고 공허하기 까지 하지만
나 포기할 수 없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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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리거

단체별 소개자료

- -177
162 --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 단체 연혁
○ 09.3.12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창립
○ 11.3.11 광주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 13.7.30 기획재정부 지정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지정

￭ 설립 목적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 투쟁을 도와 국권 회복에 기여함.

￭ 주력 분야
○ 여자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 지원 및 관련 활동
- 여자근로정신대란 : 일제가 아시아태평양전쟁 말기 노동력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갓 초등학교를 졸업한 10대 초중반의 어린 여학생들에게 ‘일본에 가면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도
있고, 돈도 벌 수 있다’는 회유와 사기로 강제 동원하였는데, 이렇게 한반도나 일본의 군수공장 등으로
동원되어 강제 노동을 당한 피해자들을 말함.

￭ 활동 성과
○ 광주 미쓰비시 자동차 전시판매장 철수 1인 시위(208회)로 2010년 광주전시장 철수,
2013.6.30. 한국 내 미쓰비시 자동차 전시 판매장 모두 철수
○ 13만 5천명의 미쓰비시중공업 사죄 배상 촉구 서명운동, 도쿄 삼보일배 시위 등으로
전범기업 미쓰비시와 협상 2년 동안 진행. 10만 희망릴레이 성공. 협상 최종 결렬
○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손해배상 소송
- 2013.11.1. 광주지법 1심 승소. 2015.6.24 광주고법 항소심 승소
○ 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 및 확산 (광주, 전남, 경기도, 서울시 시행 중)
○ 2010년부터 일본의 나고야소송지원회와 한일청소년평화교류 6년째 진행
○ 친일반민족행위자 김백일 명칭 백일로 도로명 변경 운동 (학생독립로로 변경) 등

￭ 사업 내용
○ 일제 전범기업 미쓰비시를 상대로 한 근로정신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지원
○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에 대한 일상 지원 및 결연 사업
○ 일본 나고야소송지원회, 호쿠리쿠연락회와 국제 교류 및 연대 활동
○ 한일청소년평화교류단 활동
○ 중고등학교 근로정신대 사진전 및 강연회를 통한 청소년 역사교육
○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 확산 활동(인천, 전북 등)
○ 일본 소송 자료 출판 사업
○ 제1 전범기업 미쓰비시 불매 범국민 선언 운동
○ 일제 강제동원 현장 답사 진행 등

￭ 기 타
○ 대표: 이국언 김선호 김정훈

○ 사무국장: 안영숙

○ 회원: 850 여명

○ 전화: 062-365-0815, 팩스 070-8611-0815 ○다음카페: www.cafe.daum.net/194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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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신대문제대핵협의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는 일본군이 저지른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통해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전시하 여성에게 가해지는 성폭력 방지,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저지, 아시아
와 세계 평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이다.

￭ 문제해결을 위한 요구사항
정대협은 일본 정부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저지른 일본군‘위안부’ 범죄를 해결할 것을 주장하며 다음의
7가지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하나, 일본군‘위안부’ 범죄 인정
둘, 진상규명
셋, 공식사죄
넷, 법적배상
다섯, 역사교과서 기록
여섯, 추모비와 사료관 건립
일곱, 책임자 처벌

￭ 주요 활동내용
○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1992년 1월부터 시작한 수요시위는 매주 수요일 12시에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리며, 2015년 7월 8
일 1,186차에 이르렀다. 20개 회원단체와 수많은 시민사회 단체들이 주관하는 수요시위는 어린이, 청소년,
일반인 등 국내외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인권과 평화교육의 살아있는 현장이 되고 있다. 8월
14일 세계 일본군‘위안부’ 기림일(故 김학순 할머니, 일본군‘위안부’ 피해 첫 공개 증언 날), 광복절과 세계
여성의 날 등 특별한 기념일에는 세계연대집회로 진행되어 세계 곳곳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외치
고 있다.

○ 생존자 복지활동
역사의 산 증인인 일본군‘위안부’ 생존자들은 대부분 80대 후반～90대에 이르는 고령으로, 2015년 현재
한국정부에 등록된 238명 할머니 중 48분만이 생존해 있다. 정대협은 고령의 생존자들을 돕기 위한 상담,
인권캠프, 치유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다. 생존자 할머니들에 대한 전화상담과 방문활동을 하고, 지방
에 계시는 할머니들은 지역 재가자원활동가가 방문해 벗이 되도록 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혼자 지내기
힘든 분들을 위해 쉼터 ‘평화의 우리 집’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 對 한국정부 활동
한국정부 차원에서도 일본군‘위안부’ 범죄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도록 촉구하여 1992년 1월 24일 외무부
내에 ‘정대협실무대책반’을 만들어, 정부 각처가 문서자료를 조사하고 내무부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정신
대 피해자 신고’를 접수 받았다. 대부분 생존자들의 경제 상황이 어려웠으므로 생활안정지원법(1993년) 제
정을 촉구하여 임대아파트(11-18평)를 제공하고, 일본전범의 출입국금지법안(1997년)을 통과시키는 데 적
극 노력하였다.
특히 1998년 5월, 법적배상을 회피하기 쉬운 수단으로 일본정부가 민간차원의 위로금인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Asian Women's Fund)을 지급하려는 데 대응하여 민간차원에서 범국민모금을 두 차
례(1997, 1998년)에 걸쳐 실시하여 위로금을 지급하고, 동시에 한국정부로 하여금 정대협 모금액에 정부
예산을 추가하여 4,30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토록 활동하여 성과를 이루어냈다.
이 외에도 한국정부가 대일외교 및 국제기구 활동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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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촉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 국제연대활동
정대협은 1992년 유엔인권위원회에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상정한 이래 전시 중 여성인권 유린의 문제
로 국제사회의 지지와 연대를 확산시켜 왔다. 두 차례에 걸친 유엔 특별보고관의 조사활동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국제법 위반 행위임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일본정부의 책임 이행을 권고하는 보고서 채택
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현재까지 유엔 인권이사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와 국제법률가협회, 국제노동기구
(ILO) 전문가위원회 등 국제기구의 권고가 잇따랐다.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와 1995년 북경 세계여성대회에서도 정대협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결의
문에 포함시키는 등 국제이슈로 만들어 냈고, 1992년부터 꾸준히 아시아연대회의(Asian Solidarity
Conference)를 통해 아시아 피해국들과 공동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15
년 5월에 제13차 아시아연대회의를 개최하였다.
2000년 12월 7일부터 12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린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은 세계여
성과 시민들의 연대 속에서 일본군성노예제도에 대한 전쟁범죄의 책임을 묻고,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책임
을 묻기 위한 상징적인 국제인권법정으로 최종판결을 통해 히로히토 등 일본군‘위안부’ 범죄에 대한 책임
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글로벌 캠페인은 세계 각지에서 지금도 다양한 방법으로 펼쳐지고 있으
며, 2007년 미국 하원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정부의 사죄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된 이후
각국 의회와 일본, 한국 등 지방의회에서도 결의안 채택이 이어지고 있다.
전 세계 곳곳에서 1억인 서명운동도 진행 중이다. 전 세계에 일본의 전쟁범죄를 알리고 이 문제가 한일
양국간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공통의 여성인권과 평화 문제임을 인식시키며, 지금까지도 일본군이 저지른
전쟁범죄를 외면하고 있는 일본정부에게 전 세계가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 세계 1
억인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 교육관 운영 및 시민 캠페인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운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다시는 이와 같은 인권유린 범죄가 인류역사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후세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교육하는 것이다. 이에 정대협은 1999년 전쟁으로 짓밟힌 여
성인권을 바로 세우는 역사교육의 열린 장인 [교육관]을 세우고, 기획교육과 방문교육을 통하여 내국인과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일본군‘위안부’ 역사를 알려내고 있다. 또한 기획 캠페인과 전시회 등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학생 및 시민들의 참여와 연대를 만들어내고 있다.

○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부설기관인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은 일본군‘위안부’ 생존자들이 겪었던 역사를 기억하고 교육하며, 일본
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는 공간이다. 또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전시 성폭력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연대하며 전쟁과 여성폭력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행동하는 박물관으로, 약 9년여 동안
시민 모금을 통해 2012년 5월 5일 개관하여 일반 관람은 물론 학교, 단체, 동아리 단위 관람 및 교육 활
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 나비기금 모금 및 해외 전시 성폭력 피해 여성 지원 활동
나비기금이란 전시 성폭력 피해 여성들을 지원하는 기금이다. 전 세계 전쟁의 한가운데에서 성폭력을 당
하고 평생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여성들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하기 위해 2012년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
김복동 할머니와 길원옥 할머니가 일본정부로부터 법적 배상을 받으면 그 전액을 전시 성폭력 피해 여성
들을 돕기 위해 기부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태어난 것이 나비기금이다. 정대협은 할머니들의 숭고한 뜻에
따라 나비기금을 모아 콩고, 베트남 등의 전시 성폭력 피해 여성들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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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Council for the Women Drafted for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in Short, the Korean Council) was founded November 16, 1990, to restore victims' honor and
human rights by tackling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The Korean Council also tries to
establish accounts of true history and contribute to a peaceful world.
The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Comfort Women" is an unprecedented brutal crime which
Japanese

government

committed

by

institutionalizing

sexual

slavery

and

systematically

coercing/kidnapping 100,000 to 200,000 Asian women into being sex slaves for the Japanese military
during the World War Ⅱ.

￭ Objectives
The Korean Council demands the following from the Japanese government in order to restore the
victims’ dignity and resolve the crime of the sexual slavery.
1. Acknowledge the war crime
2. Reveal the truth in its entirety about the crimes of military sexual slavery
3. Make an official apology
4. Make legal reparations
5. Punish those responsible for the war crime
6. Accurately record the crime in history textbooks
7. Erect a memorial for the victims of the military sexual slavery and establish a historical museum
This is to restore the abused rights of the women; to stop wartime violence against women; to
correct the distorted history between Korea and Japan; to prevent the reemerging of Japanese
militarism; and to build peace in Asia and the world as a whole.

￭ Activities
○ Weekly Wednesday Demonstration for the resolution of the issue of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Wednesday Demonstration, which is held every Wednesday in front of Japanese Embassy in Seoul
for the restoration of dignity and human rights of ‘comfort women’, started on Jan. 8, 1992. The
weekly demonstrations have been organized by member groups of the Korean Council and various
socio-civic groups as well as by the Korean Council itself. On special occasions such as the
anniversary of the end of the war and International Women's Day, the solidarity demonstrations are
held worldwide in many countries to resolve the ‘comfort women’ issue.
The Wednesday Demonstrations have turned into a place for solidarity between citizens and the
victims, a living site for history education, a platform for peace and women’s human right, bringing
people together in solidarity beyond gender, age, borders, and ideologies.

○ Welfare Activities for the Surviv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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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iving witnesses of the history, victim-survivors of the sexual slavery, are mostly in their
advanced ages, ranging from 80s to 90s. Currently in 2015 there are only 48 halmonies still living out
of 238 halmonis who are registered in the official record of the Korean government.
(*Halmoni : Refering elder woman in Korean, meaning 'grandmother'. We call the survivors 'Halmoni'
as a way of showing our respect and affection.)
For the survivors of the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who are mostly elderly women now, the
Korean Council provides services such as counseling, human rights camp, medical support, and
outdoor visits. In addition, the Korean Council recruits and trains volunteers who regularly visit and
take care of the survivors and carries out various healing programs to help the victims cure their
wounds from the atrocities. Also, the Korean Council operates a shelter called “Woorijip (our home)”
for those who are unable to live alone.

○ Activities toward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The Korean Council, since its formation, has urged the Korean government to deal with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issues with sincerity. Through the continuous effort of the council, the
Korean government established a task force on the ‘comfort women’ issue under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n January 24th, 1992 to carry out a full investigation on the ‘comfort women’ crime.
It allowed government bodies to collect any related documents and receive reports that identified
victims through the Redcross and the Ministry of Home Affairs. The Korean Council called on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to enact a law to aid stabilization of livelihood (1993) through
which the government was able to provide the victims with leased apartments (36.4-59.5m²) and also
made great efforts to pass a legislation which prohibits Japanese war criminals from entering and
leaving the country (1997).
In response to Japanese government's plan to provide Asian Women's Fund as a way of avoiding
the legal reparation in May 1998, the Korean Council conducted two nationwide fundraising
campaigns. The Korean Council succeeded in attaining 43,000,000 won, the fund for the stabilization
of livelihood of the victims, which was made up of donations made through the Korean Council and
fund from the government budget.
Besides these activities, the Korean council encourages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to

actively

participate

on

international

and

inter-governmental

level

to

demand

apology

and

compensation from Japan and to resolve the issue.

○ International Solidarity Activities
The Korean Council has been intensifying and expanding solidarity and support from international
community since it had reported the ‘comfort women’ issue to the UN Human Rights Commission as
an issue of violence against women during war in 1992. Through two investigations by the UN Special
Rapporteur, Japanenese military sexual slavery was recognized as a violation of the international law
and recommendations calling Japan to take responsibility were adopted accordingly. And thereafter
more recommendations were made by the UN human rights bodies (Human Rights Council,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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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etc),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and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In 1993, the Korean Council put the ‘comfort women’ issue on the international table by including it
in the resolution of the 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in Vienna 1993 and the World Conference
on Women in Beijing 1995. The council has also been striving to resolve the ‘comfort women’ issue
by collaborating with other victimized Asian countries through Asian Solidarity Conference since 1992.
Held in Tokyo from December 7th to 12th in 2000, "The Women's International War Crimes Tribunal
on Japan's Military Sexual Slavery" was a symbolic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ibunal. The aim of the
tribunal was "to find all the facts and truth about wartime sexual violence against women before and
during World War II, including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system, to clarify the responsibilities of
the perpetrators, both the state and individuals, and to restore the survivors' dignity and justice. The
Korean Council made co-indictment for the tribunal in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It has convicted
Hirohito and those who were involved in the 'Comfort Women' crime in its final decision.
The global campaigns to resolve the ‘comfort women’ issue are being carried out in various ways
in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Also, following the resolution passed by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in 2007, many resolutions are being passed by national assemblies of many other
countries and local councils in Korea and Japan.

○ Education Center and the Campaigns
One of the significant elements of the movement to resolve the ‘comfort women’ issue is to teach
the correct history to future generations so that such infringement of human rights will never be
repeated in human history. As a result in 1999, the Korean Council founded the Education Center, a
site for history education, to restore women's human rights that were violated during the war and to
teach citizens and foreigners about the history of ‘comfort women’ through projects and visiting
schools. Moreover, through campaigns and exhibits, the Education Center encourages participation
and solidarity from students and citizens.

○ War and Women's Human Rights Museum
The Korean Council run a museum exhibiting and recording the council’s movement and the victims
of 'comfort women' system to provide the future generations with a site of history, peace and human
rights education. The museum was opened May 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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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보금자리 나눔의 집과
일본군‘위안부’역사관 및 국제평화인권센터 소개

1. 나눔의 집 설립목적
<나눔의 집>은 ‘일본군 위안부’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던 90년 초, 당시 생계조차 어려웠던 일제하 ‘위안
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자는 취지로 온 국민의 성금을 모아 1992년 10월 서울 서교동
에서 전셋집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1995년 12월 현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원당리로 이주 정착을 했
고, 현재 나눔의 집은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생활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를 대상
으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만행의 진상규명과 공식사죄, 명예회복을 위해 매주 수요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수요시위’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또한<나눔의 집>에서는 1998년 역사교육의 장이 될 세계최초인권테마박물
관인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을 건립 운영하고 있으며, 전시 여성폭력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와 역사관
전시 홍보, 교육, 여성의 인권향상 및 인간의 권익보호 조성을 목적으로 NGO단체 <국제평화인권센터>도 함
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일본군‘위안부’역사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은 세계최초의 성노예 테마 인권박물관으로서 잊혀져 가는 일본의 전쟁범죄 행위를
고발하고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회복과 역사교육의장으로 활용하고자 1998년 8월14일 개관하였습니다. 지
상2층, 지하1층, 총104평 규모로 마련된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은 황토방 아파트로 알려진 (주)대동주택
(회장:곽정환)의 건물기증과 한국, 일본 시민들의 자발적 성원에 힘입어 순수민간차원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은 앞으로 잊혀진 역사를 바로 세워 후대에 역사의 교훈을 전하기 위해 역사자료전
시와 다양한 교육사업, 연구 조사사업 등을 전개할 것입니다.
*증언의 場(제1전시간 / 1관 1층)
*체험의 場(제2전시공간 / 지하 1층)
*기록의 場(제3전시공간 / 2관 1층)
*고발의 場(제4전시공간 / 2관 2층)
*추모의 場(옥외 전시광장)
*연구 자료실(1관 2층)
*정 원 : 추모비, 위령비, 조각품(2)
2) 국제평화인권센터
일본군 ‘위안부’를 포함한 전시 여성폭력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와 역사관 전시 홍보, 교육 여성의 인권향상 및 인간의 권익보
호 조성을 목적으로 2002년 12월 12일 경기도에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449호) 되어 활동 하고 있습니다.
• 한일 대학생 역사캠프 피스로드 (2003년부터 매년2월과 8월. 2회실시)
• 주한 원어민 투어(2004년부터 매달 주한외국인을 대상교육 - 교육 참여 누계 3,000명)
• 국제연대사업 전개

2. 주요연혁
○ ‘92년 서울 서교동에 ’나눔의 집(국민모금)‘ 설립
○ ‘95년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으로 이주
○ ‘96년 비영리 <사회복지법인 나눔의 집> 설립
○ ‘98년 세계최초’성노예‘인권테마 박물관 <일본군’위안부‘역사관> 개관
○ ‘99년 무료양로시설 사회복지시설<나눔의 집> 인가
○ ‘03년 비영리민간단체 국제평화인권센터 등록(NGO)
○ ‘03년 <일본군'위안부'역사관> 박물관으로 등록(2종 박물관)
○ ‘13년 <일본군'위안부'역사관>자료 3,060점 국가기록물 등록
○ ‘15. 7월 현재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할머니 10분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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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눔의 집 일본군‘위안부’피해자(10분)
우리가 강요에 못 이겨 했던 그 일을 역사에 남겨두어야 한다.

이 름

생년월일

연행지

강제동원

결혼유무

연행

입소년도

/출생지

/피해생활

/귀국시기

/가족관계

나이

/국내생활

1.김순옥

1922/6/25

중국 동녕

1942-1945

결혼

2006

평남 평양

/3년

/2005

/2녀

2. 이옥선

1928/3/4

중국

1942-1945

1993

경북 대구

/3년

/1981

3.박옥선

1924/3/10

중국 만주

1941-1945

결혼

2003

경북 밀양

/4년

/2001

/2남1녀

4.이옥선

1927/10/10

강제연행/중국 연길

1942-1945

결혼

2001

부산

/3년

/2000

/1남1녀

5.김군자

1926/4/18

중국 훈춘

1942-1945

1996

강원 평창

/3년

/1945

6.강일출

1928/10/26

강제연행/중국 장춘

1943-1945

결혼

2001

경북 상주

/2년

/2000

/2남1녀

7.유희남

1928/11/4

일본오사카

1943-1945

결혼

1999

충남 아산

/2년

/1945

/1남1녀

등록일

사진

독신

독신

21

14

18

16

17

16

16

2005/
나눔의 집

2014/
나눔의 집

2002/
나눔의 집

2000/
나눔의 집

1998/
나눔의 집

2000/
나눔의 집

2012/
나눔의 집

근로정신대로동원
8.김정분

1930/10/3

1993

충북제천

군위안소

1945-1945

결혼

일본 오까야마

/1945

/1남1녀

15

2012/
나눔의 집

1년
9.정복수

1926/2/28

1993

전북 임실

남양군도

1943-1945

야스시마

독신/양자

16

결혼
4남1녀

13

/1945

2년

10.김외한

1930/12/14

일본 북해도

1943-1945

1998

경북 안동

2년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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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나눔의 집

2013
나눔의 집

4. 주요사업 내용
<피해자 복지사업 운영>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사회복지시설인 무료양로시설운영
￭ 전국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재가복지사업 전개(매달 의료보건 서비스 및 생활지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지원을 위한 각종 후원사업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후원행사
￭ 중국거주 '위안부'피해자 생활지원비지원사업 / 국적회복사업 / 국내귀국사업전개
<역사자료 및 관련자료 전시 / 관리>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관련 주제별 유물 전시/관리(위안소재현/실제유물 전시)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관련 역사자료 전시/관리(사진자료 전시/문서/역사자료전시)
￭ 관련작품전시(한국,외국'위안부'피해자 그림작품전시/피해자를 소재로 한 작품전시)
<교육사업>
￭ 대중교육 프로그램 마련/개최(순회강연, 시민학교, 기타 연수 프로그램)
￭ 피스로드(매년 2번 한일대학생)
￭ 주한 원어민 교사 나눔의 집 방문사업(매달1번 방문)
<추모 및 기념사업>
￭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망자를 위한 ‘위령탑’ 건립
￭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망자를 위한 ‘분향소’ 설치
￭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망자를 위한 ‘위령제’ 봉행
￭ 기업 및 지역과 연대 지방에 분소 기념관 건립
<연구조사사업>
￭「일본군위안부 역사관」객원 / 상임연구원 충원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관련 각종 자료조사 및 연구 활동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관련 유물 / 사료 발굴 작업
￭ 재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실태파악 및 조사활동
<홍보 / 출판사업>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관련 각종 자료집 발간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관련 자료실 운영
￭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 운영
￭ <일본군위안부 사이버역사관> 개설 / 운영
<특별사업>
￭ 사안별, 계기별 ‘특별전시회’ 기획 / 개최
￭ 해외거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실태파악, 귀환을 위한 각종 사업
￭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통한 역사와 인권 탐방
￭ 전국청소년들이 함께하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연합회

5. 추모 및 기념사업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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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연혁 및 주요활동
2015

￭ 단체 연혁
○
○
○
○
○
○
○

○
○

’02. 8.15.
창립
’03.~현재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명예와 인권을 향한 평화인권문화제 매년 개최
’03.~현재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정서적 안정 및 건강치료사업 매년 실시
’07. 9.22.
일본나고야증언집회 개최
’08.11.26.
경남세계여성인권대회추진위원, 증언집회 진행
’09. 8~현재
경남도지방의회‘위안부’결의안채택운동전개(21곳 중 14곳 채택)
’10. 9~11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명예인권회복을 위한 제1차 범시민 일본의회
탄원엽서보내기, 서명운동 전개, 일본정부 및 의회 전달, 오사카 증언집회 및 교류회
공동개최
’11.12.14.
1000차 수요시위기념 1000통영거제시민 정의의 인간띠잇기 개최
’12. 6~12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명예인권회복을 위한 제2차 범시민 일본수상
탄원엽서보내기
운동 전개
’12. 7~’13. 4.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추모비건립추진위원회 구성, 건립기금 모금운동전개
’13. 4. 6.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인권을 위한 “정의 비” 통영 남망산 공원에 건립
’13. 9.~12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명예인권회복을 위한 제3차 범시민 UN 탄원엽서보내기
운동 전개
’14. 1. 23.
탄원엽서 스위스 제네바 유엔인권고등판무관 및 일본수상에게 발송 기자회견
후 발송
’14. 8.~12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명예인권회복을 위한 제4차 범시민 UN 탄원엽서보내기
운동 전개
’15. 4. 6.
광복70주년,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정의 비”건립 2주년 일본정부의 국가책
임이행을 촉구하는 1000 인간띠잇기 개최
’15. 7월~12월 경남지역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료 지표조사사업 실시
’15. 7월~8월
일본 텐리시 야나기모토비행장 설명안내판 재설치를 요청하는 통영, 진주시
민 서명운동 전개(8월말 텐리시장에 전달 예정)
’15. 8월~11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명예인권회복을 위한 제5차 범시민 UN 탄원엽서보내
기운동 전개, 뉴욕 엽서전시 및 유엔본부 전달 예정

○
○
○
○
○
○
○
○
○

￭ 주요사업
○
○
○
○
○

일본군‘위안부’생존피해자 고통치유, 정서적 안정 및 건강치료사업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인권명예회복 및 추모기념사업
일본군‘위안부’역사자료 발굴 보존 및 기록물 제작 보존사업
일본군‘위안부’문제 교육사업 및 시민사회단체 연대 사업
여성인권, 성평등, 평화의 소중한 가치실현과 올바른 역사정립을 위한 사업

￭ 주요활동
○ 일본군‘위안부’피해 생존자 고통치유 및 복지지원활동
① 방문활동 : 생활애로, 요구사항 지원, 의식주지원, 건강의료지원
② 심리치유, 정서적 안정지원활동 : 그림, 도자기, 명상요가치유, 평화기행, 나들이
③ 사랑의 울타리 : 생신, 명절, 어버이날 함께 하기
④ 자원봉사자 연계활동 : 관내 고등학교 학생동아리, 단체와 연계한 재가봉사활동 지원
⑤ 생존피해자 대외지원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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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명예인권회복활동
① 범시민탄원엽서 보내기운동
2010년 제1차 일본의회, 2012년 제2차 일본수상, 2013년 제3차 UN에 보내기 운동 전개, 전
달. 2014년 제4차 UN 탄원엽서 보내기 운동 전개, 2015년 제5차 UN 탄원엽서 보내기 운
동 전개 예정
② 경남지방의회 결의안 채택운동
2009년 통영시의회(전국3번째)를 시작으로 현재 21곳 중 14곳의 지방의회에서 결의문 채택
(마창진이 창원시로 통합 이전), 전국에서 경상남도가 가장 많은 지방의회결의안 채택.
③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정의를 향하는 평화인권문화제_다가가기
2003년부터 매년 개최, 2015년 제13회 개최예정. 그림, 사진, 영상, 영화, 연극 등의 문화매
개체를 통해 일본군‘위안부’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인권, 평화의 문제를 알려내
어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장
④ 국내외 증언집회, 교류회 개최
2007년 나고야 교류회, 증언집회 개최. 2011년 오사카 칸사이네트워크 교류회, 증언집회 공
동개최
⑤ 1000 인간띠잇기
2012년 1000차 수요시위기념 1000 통영거제시민 정의의 인간띠잇기, 2015년 광복70주년,
정의비 건립2주년기념 1000 정의의 인간띠잇기 개최
⑥ 시민사회단체 연대활동
○ 기념교육사업
①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추모비 건립운동 전개 : 경남도내 피해자 등록지역 중심으로
- 2012.7.
통영추모비건립추진위원회 구성, 추모비건립기금 모금운동 전개 기자회견
- 2013.4.6. 통영지역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정의 비” 건립, 제막식(통영시 남망산공원 소재)
- 2013.6.
거제지역시민단체와 연대, 건립 추진
- 2014.1.17 거제추모비 건립, 제막식(거제 장승포 문화예술회관 소공원 소재)
- 경남지역 확대 추진예정
② 경남지역 일본군‘위안부’피해자료 지표조사사업
경남지역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및 관련자료 발굴 전수조사사업
③ 경남일본군‘위안부’역사관(가) 건립추진
- 2012년 2월 경상남도와 공동 추진, 2013년 예산 전액 삭감으로 중단
- 2015. 하반기 역사관 건립기금 모금운동 및 서명운동 전개 예정
④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존피해자 증언기록사업
- 2013년 3월 김복득할머니 일대기 : “나를 잊지 마세요” 역사교육자료 제작 집필위원회 참여
(경상남도교육청 주관)
※의미 : 국가교육기관(경상남도교육청)이 국내 최초로 일본군‘위안부’ 생존피해자 역사를 교
육 자료로 발간, 경남도내 초중고학생 대상 연2시간 의무시수 교육제도 마련, 실시. 경남 관
내 1천여 초중등학교에 배포.
- 일본군‘위안부’생존피해자 구술증언 기록사업
경남지역 피해자 구술증언영상 아카이브 구축

￭ 지역피해현황
○ 등록 수 : 통영7, 거제2 총9분 등록(2015년 7월 기준)
○ 특징
① 전국에서 소도시 기준, 단일 지역으로 가장 많은 피해자가 등록
② 피해자의 연령대가 전국 최고령지역 (2015년 기준: 피해자 나이 93세~98세)
③ 최장기 ‘위안부’피해자가 대부분(6~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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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대구지역 시민들이 뜻을 모아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과 대구·경북지역의 일본군'위안부' 피해
자들의 복지지원 활동을 목표로 1997년 12월 29일이 정식 출범하였다.

￭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 및 한일과거사 청산 활동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진상규명, 국가책임인정, 공식사죄, 법적배상, 책임자 처벌, 교육
관 건립, 올바른 역사교육 실시를 일본 정부에 촉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대일과거사운동의 남북공
조, 일본을 비롯한 각국의 세계 평화와 인권운동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일본정부에 과거사청산을 촉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한국정부를 상대로 한일협정문서 공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이용수 할머니는 외교통상부의 대일협상을 촉구하는 무기한 1인 시위를 2006년 6월부터 12월까지 매주 외
교통상부 앞에서 하기도 하였다.

￭ 일본군‘위안부’생존자 복지 활동
2015년 7월 현재 대구지역에는 일본군'위안부' 생존자가 4분, 경북에는 1분이 생존해 계시며 이 분들은 모
두90세를 바라보는 고령으로 과거 일본군 '위안부' 시절에 겪었던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조금이라도 치유해
드리기 위한 복지지원도 함께 하고 있다. 특히 정서치료를 위한 압화교실을 통하여 탄생한 故 김순악, 심달
연의 압화작품들은 유명하다.

￭ 교육 및 시민 캠페인
2010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는 평화와 인권을 위한 대구시민걷기대회는 매년 8·15부근에 진행되며 ‘위안
부’문제 홍보와 문제해결을 바라는 시민들이 천 여명 이상이 함께 모여 해결의 지를 확인하는 장이되고 있으
며, 청년평화인권캠프 또한 매년 진행되고 있다.

￭ 기록 및 기념사업
과거 일본군 ‘위안부’ 였던 사실을 혼자만의 가슴에 묻고 사셨던 대구 ·경북피해자들이 침묵을 깨고 당당
히 진실을 밝히셨던 그 용기와 삶을 일대기를 통해 알려내고 있다. 2004년부터 故훈 할머니, 故문옥주할머
니, 故조윤옥할머니, 故김순악, 故김옥선 할머니 일대기 5권을 발간하였다. 앞으로도 할머니들 개개인의 삶을
기록으로 남길 것이며 이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의 존재와 진실을 영원히 역사에 남길 것이다.

￭ 희움일본군‘위안부’역사관의 건립
희움일본군‘위안부’역사관은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이 겪었던 경험을 우리 모두의 경험과 역사로 기억하
고, 문제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공간이다. 특히 역사관건립에는 ‘희움“(희망을 모아 꽃피움)이라는 브랜드를
통하여 수많은 청소년들이 함께 건립에 참여하였다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따라서 희움일본군’위안부‘역사관
은 청소년들의 역사, 평화, 인권을 주제로 한 다양한 활동의 플랫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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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 마산창원진해시민모임

□ 창립 : 2007년 5월 15일
(경상남도 비영리민간단체 및 사업자 등록 )
□ 사무실 소재지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76-3 화신상가 3층
□ 창립목적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진상과 책임에 대한 역사의 진실을 밝혀 바로 잡는 한편, 그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과 복지지원을 통해 여성의 인권과 평화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 활동방향 및 내용
○ 1998년 창원 마산 진해 지역에서 시작된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경남정대연 :경남정신대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연대) 에 함께 참여하던 활동가들이 여성인권과 평화운동의 보다 적극적 활동을 위해
2007년 5월 창립한 이래 일본군‘위안부’ 피해생존자 지원을 비롯한 사진전, 문화행사, 청소년캠프 등을 통하
여 등 지역사회에서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확대하기 위한 활동과 함께 일본군‘위안부’문
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음.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활동
- 말벗, 반찬, 가사, 건강체크, 병원동행 및 수발, 목욕지원 등의 생활 전반에 대한 복지지원 코디네이팅
- 역사,인권,문화나들이 : 문화행사 및 공연 나들이, 건강나들이, 문화공연 나들이 등 부족한 실외활동을 보
충 및 사회적 접촉증진.
- 건강프로그램 : 건강증진을 위한 침, 뜸, 발맛사지, 건강체조 등의 프로그램
- 정서적 안정 및 심리치유 지원

활동

: 심리적 치유와 회복을 위한 개인상담, 집단프로그램 등
생신, 어버이날, 명절, 송년 등의 기념일 등을 축하하고 위로하는 행사
○ 일본군‘위안부’ 희생자 추모 및 기념사업
- 희생자 추모제 등 행사 : 매년 개최
- 연극, 문화제 등 다양한 행사 개최
- 3.1절 기념행사 : 지역단체와 공동으로 매년 개최
○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
- 경남 지방의회 일본군‘위안부’문제결의안 채택촉구 활동
- 일본의회의 관련문제 입법촉구 경남도민 탄원엽서 쓰기운동 전개
- 경남도민 탄원엽서 일본의회 전달 및 보고대회
- 일본 동경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자료관(WAM)’방문 및 교류
○ 증언 및 교육
- 창원 거주 피해자 일본 오사카시 방문 및 증언행사
- 2011년 4월 27일 제주4.3항쟁연구소 주최 역사의 피해자치유 심포지엄에 참석하여 증언.
- 지역 내 중고교, 대학, 종교단체 시민단체 교육
- 청소년 인권평화 역사캠프 매년 실시
- 청소년 미술작품 공모전 및 문화행사
- 일본군‘위안부’ 문제 알리기 거리사진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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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사업
- 청소년들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는 활동
: 청소년 미술작품공모전, 청소년 공연 컨테스트 등
- 청소년 인권평화 역사탐방 행사 :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나눔의 집 등 탐방과 토
론 활동
- ‘할머니 명예회복을 위한 청소년실천단’ 조직 및 지원
○ 국내외 교류 및 연대활동
- 일본 오사카지역 관련시민단체와의 교류행사
- 정대협 수요시위 1000회 기념 연대행사 : 기자회견, 청소년행사 등
- 3.8여성대회, 노동문화제 등 각종행사 홍보부스 참여 및 사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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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역사'는 미래를 여는 창입니다!
국내외 교과서의 역사왜곡을 바로잡고, 20세기 침략과 저항의 역사에 대한 아시아 공동의 역사인식을 만들
기 위해 2001년 4월 시민사회단체, 학자, 교사 등이 모여 결성하였습니다. 한중일의 역사 인식과 교과서 문
제에 관한 다양한 대중 활동과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역사 왜곡 문제는 동아시아의 과거사에 대한
인식의 문제이자 자라나는 세대의 미래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는 '비판'만이 아닌 '대
안'을 제시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역사왜곡 대응활동

국제·국내연대활동

일본 역사왜곡에 대한 연구 및 분석, 학술회의, 국

공동의 역사인식을 만들어가기 위해 ‘역사인식과 동

내외 캠페인, 항의집회, 채택무효소송, 의견광고 등

아시아 평화포럼’(한중일),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

감시와

있다.

하는 국제연대협의회’(7개국)의 지속적인 대회 개최

2005년에는 모금운동을 통해 일본 각지의 신문에

를 통해 3국 공동의 학술연구와 정보교환, 연대활동

14차례의 의견광고를 게재하는 등 역사왜곡 교과서

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또한 한국 근현대사

불채택 요청운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중국의 동북

의 올바른 인식과 교육을 위해 국내 시민단체, 학계

공정을 알리는 교육 자료를 제작 배포하고, 중국의

와 함께 ‘역사교육연대회의’를 꾸려 성명서 발표, 심

교과서를 연구·분석하는 한편, 정부의 대응에 대한

포지엄 개최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응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감시활동도 펼치고 있다.

출판활동

청소년교육활동

학술, 연구 활동의 성과를 정리하여 단행본과 각종

한중일 청소년들이 역사의 현장을 체험하며 함께 고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다. 역사왜곡에 대한 비판만이

민하고 생각을 나눌 수 있는 ‘한중일청소년역사체험

아닌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한중일 3국의 시민사회,

캠프’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강연, 필드워크, 토론

학계가 공동으로 기획하고 집필한 최초의 동아시아

등 당양한 활동을 통해 동아시아의 역사 갈등을 해

공동역사교재 『미래를 여는 역사』를 4년간의 작업

결 할 차세대 역사지킴이를 양성하고 있다. 또한,

을 거쳐 2005년 출간했다. 2012년에는 3국의 시민

한일 관계 현안을 주제로 전문가를 초청하여 역사

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공동역사교재 『한중일이 함

강좌를 진행하고, 평화기행 코디네이터 양성 등을

께 쓴 동아시아 근현대사』를 출간하였다.

통해 대중 활동 및 전문가·활동가 양성 활동도 전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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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歴史」は未来を開く窓です

アジアの平和と歴史教育連帯は
韓国の国内外の教科書における歴史歪曲をただし、20世紀を覆った侵略と抵抗の歴史に対するアジア共同
の歴史認識をつくるため、2001年4月、市民社会団体・学界によって結成されました。韓中日の歴史認識
と教科書問題に関する様々な研究事業及び大衆活動に取り組んでいます。歴史教科書歪曲問題は、東アジ
アの過去史に対する歴史認識の問題であると同時に、次世代の未来にかかわる問題です。私たちは未来づ
くりのために、「批判」にとどまることなく「代案」を提示していきたいと考えます。

「歴史認識と東アジア平和フォーラム」(韓中
日)と「日本の過去清算を求める国際連帯協議
、

、

、

、

、

会」（7カ国）の継続開催で、学術研究や情報

、

交流、連帯活動などを通じた歴史対話活動を展

。

、

開しています。

韓中日の青少年が歴史の現場を体験し、共に考えを

、
。

分かち合うための「韓中日青少年歴史体験キャン

、

プ」を毎年開催し、講演、フィールドワーク、異文

、

化体験を交えた歴史教育を通して、東アジアにおけ

、

る歴史葛藤を解決する次世代を育成するための活動

。

を行っています。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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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 Peace and Historical Education Network (APHEN)
was established by a group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researchers, and history teachers in April of
2001 to develop a common historical perception of Asia concerning the history of invasion and
resistance in the 20th century as well as to

correct the distortions of history textbooks at home and

abroad.
The problem of history distortions is not only related to the historical perception of East Asia but
also related to the future of growing generations. APHEN aims to

provide the suggestions of

alternative ideas along with criticism.

Publication of the Common History Textbook among Korea, China, and Japan
APHEN has contributed to publishing the first common history book for youths jointly envisioned and
written by civil society and the academic circles of Korea, China, and Japan to present an alternative
resolution of historical disputes beyond the criticism over history distortions. Since the joint history
book of Northeast Asia, 【A History to open the Future】, was first published in 2005, 【A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jointly written by Korea, China, and Japan】 1, 2 were published in 2012
through the collaboration of three countries for 6 years. In addition, APHEN has published various
compilations of historical understanding.

International Solidarity to Improve Common Historical Perceptions in East Asia
APHEN regularly holds 'the East Asian Peace Forum for Historical Perception' to share a common
historical understanding of East Asia among three countries (Korea, China, Japan) by rotating its
venue every year. APHEN is promoting international networks by participating in various international
programs such as the International NGO Conference on History and Peace, the Coalition of
International Solidarity for cleaning up the imperial past of Japan, the Korean-Japanese citizens'
conference for the 100th year of Japan's colonization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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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에히메 시민교류회 소개자료

평택-에히메 시민교류회는 2005년부터 일본교과서 채택에 대한 공동행동 및 역사 심포지엄, 청소년 교류 등
다양한 역사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평택시는 에히메현 마츠야마시와 우호교류협력 도시로 ‘에히메 교과서
소송단’과의 교류는 소송단이 2005년 역사왜곡교과서 채택을 함께 반대해 줄 시민단체를 찾는 과정에서 평
택의 시민단체 및 시민들이 동참하면서 시작되었다. 현재 평택-에히메 시민교류회는 평택흥사단, 평택YMCA
등 평택의 시민단체와 다양한 계층의 평택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2015년 4월6일 교과서 검정기준 발표에 맞추어 한국에서는 평택-에히메시민교류회, 아시아역사와평화교육연
대가 일본에서는 에히메 소송단과 이와 뜻을 함께하는 일본단체등과 연합하여 검정기준에 대한 시정을 요구
하였다. 이와 더불어 한국, 일본, 미국, 대만 등에서 국제서명운동을 펼쳤으며 4,702명이 참여한 서명지를
문부과학성에 전달하였다. 검정기준이 발표된 이후에도 에히메현과 마츠야마시 교육위원회를 방문하여 역사
왜곡 교과서 채택에 반대하는 요청서를 전달하였으며 지금도 역사왜곡 교과서 채택을 반대하는 국제서명운
동을 진행하고 있다.

1923한일재일시민연대
1923한일재일시민연대(공동대표 김종수, 이해학)는 1923년에 일어난 관동조선인학살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
자명예회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민간단체이다.

ピースボート(피스 보트)
国際交流NGO。船で世界各地を訪問し、市民レベルでの交流を1983年より続けて いる。また、他の市民団体と
連携し、「慰安婦」問題、教科書問題、靖国問題、沖縄の米軍基地問題に関わる運動にも参加し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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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제의 극복과 동아시아 평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제의 극복과 동아시아 평화’
- 토론사회: 윤대원(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연구교수)

▶제1주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역사적 부분과 극복방안
☞발제.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토론. 장박진 (국민대 일본학연구소 연구원)
▶제2주제.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역사적 기원에 대한 재인식
☞발제. 박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토론. 김준형 (한동대 정외과 교수)
▶제3주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국제법적 분석과 극복방안
☞발제.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
☞토론. 도시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제3부. 종합토론
- 토론사회: 신수식 동아넷 정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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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 말

샌프란시스코조약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응정
책을 제시

태평양 전쟁은 일본이 패전국이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이 전승국이다. 국제법적으로
태평양전쟁은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종결되었다.
본과 전승국인 미국을

패전국이자 가해국인

일

비롯한 48개국이 센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결을 통해 전후 처리를 제

대로 하였는지 역사,국제정치 그리고 국제법 세가지 학제간 워크삽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전

쟁을 일으킨 일본국 및 동 전쟁범죄자의 처리와 피해국 및 피해국민에게 대한 전쟁범죄에 상
응한 명예회복 및 손해배상 문제가 충분하게 실행되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보통 제2차 대

전 후 일본의 전후 처리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또 관련된 양자조약을 통해 법적으로 모
두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주지하다시피

한국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서명국

도 아니고 동 조약 제4조(일본식민지에서 분리지역 청구권 문제)에 근거해 체결된
한일 협정 체제는

1965년

전쟁책임과 일제 식민지 통치의 책임에 대한

조선인 피해자 문제를 법적

으로 전혀 해결하지 못했다. 1965년 협정은 미완성된 봉합이다.

1965년 협정을 통해 일본이

한국에 제공한 유무상 5억불 역무제공은 전쟁책임과 식민지책임과는 무관한 성격이라는 것이
2005년 한일협정 협상 문서공개 민관합동위에서 밝혀졌다.
이한

그래서 2015년 광복70주년을 맞

현시점까지 한일간에는 일본군 성노예문제. 사할린 동포문제, 원폭피해자 문제, 일제강

제노동 문제

등 많은 미해결문제가 아직도

남아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 워크삽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대한 역사, 국제정치, 그리고 국제법
이라는 학제간 연구 워크삽을 통하여 입체적으로 샌프란시스코조약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응
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패널에 참석해주신 사회자, 발표자, 지정 토론자 여러분들의 수고
에 감사한다.

끝으로

이러한 학제간 워크삽 개최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역사NGO포럼,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그리고 독립유공자유족회에 감사한다.
2015.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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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진정한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해안(解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금년은 전후70년, 광복70년, 한일협정50년이 되는 해이다.
하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역사의 매듭은, 현재까지 동아시아의 역사화해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최근 일본 정부가 세계유산에 선정된 산업 시설에서 이뤄진 강제 노역을 알리겠다고 약속했지
만, 해당 시설을 보유한 일본 기업은 극히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일제 강점기 조선인이 강제 노역에 시달린 현장이며 5일 세계유산에 등재된 나가사키(長崎)조
선소를 보유한 미쓰비시(三菱)중공업과 야하타(八幡)제철소를 보유한 신일철주금(新日鐵住金,
신닛테쓰스미킨, 신일본제철의 후신)은 자사가 보유한 시설 등이 세계 유산에 선정된 것이 "매
우 명예로운 것이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으나 조선인 노동자의 존재에 관해서는 전혀 언
급하지 않았다. "우리 회사는 '야하타제철'로 1950년에 설립된 법인으로 , 제2차 세계대전 중
에 존재했던 것과는 별도의 법인"이라며 "일본제철에서의 '징용공'에 관해서는 우리 회사가 관
여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난 5일 독일 본에서 열린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일본 정부 대표인 사토 구니(佐藤地) 주유네스코 대사가 조선인 강제노동이 있었음을 인정한
지 하루도 되지 않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상이 이를 부인하는 발언을 내놨다.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일본은 ‘강제노동’ 해석 딴소리로 한일관계 과거사를 왜곡해, 미래지향적
인 한일 관계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일본 내에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2012년 5월 한국대법원이 판결한 미쓰비시 중공
업과 신일본체철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식민지배 책임 일반이 해결되
지 않았고, 개인청구원도 외교적 보호권도 포기되지 않았다는 내용과 배치는 내용이다.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제에 기초한다.
이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제의 극복과 동아시아 평화’ 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제6
회 역사NGO 세계대회 동아넷 워크숍>에서 진정한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해안(解案)을 모
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역사NGO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의 귀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2015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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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이번 세계대회를 통해 우리 시민사회가 더욱
성장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반갑습니다.
역사NGO포럼 공동대표 이성민입니다. 제6회 역사 NGO세계대회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5년 올해는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고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은 지 7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우리나라에는 100여 년 전인 1910년 옥중에서 사형을 앞두고 ‘동양평화론’을 쓰신 안중근의사가
계셨습니다. 안 의사는 한ㆍ중ㆍ일 3국간의 상설기구인 동양평화회의 조직, 공동은행 설립, 공동
평화군 창설 등의 구체적인 구상을 밝히셨습니다. 이는 현재의 유럽연합(EU) 형태의 한ㆍ중ㆍ일
평화체제 구상론으로 100년이라는 시간을 앞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해방이후 민족의 분단을 막기 위해 삼팔선을 넘나들면서 우리 민족의 통일을 위해 애쓰신
백범 김구 선생님도 계십니다. 김구선생님은 높은 문화의 힘을 이야기 하시면서 문화의 힘은
나에게도 행복을 주고 남에게도 행복을 주기 때문에 그 힘을 키워야 한다고 역설하셨습니다.
나라를 잃고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가족들과의 이별 등 말로 다 할 수 없는 괴로움을
당하셨던 두 분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복수나 전쟁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나라만을
위한, 자국의 이익만을 위한 침략과 전쟁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동양의 평화와 나아가서
는 세계의 평화를 이야기하신 높은 철학과 정신을 보여주셨습니다.
나 혼자 잘살기 위한, 우리나라만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블어함께 잘사는 세상, 너도 좋
고 나도 좋은 남을 먼저 존중하고 배려하는 세상, 곧 홍익인간 사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동아
시아 국가는 같은 뿌리에서 시작된 형제 국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랜 역사를 흘러오는 동
안 서로 교류하고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동안 침략과 전쟁으로
얼룩진 역사를 반성하고 새로운 화합과 평화의 시대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또다시 70여 년 전 아픈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계정세
의 흐름이 아시아로 흐르는 이 시기에 동아시아에서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여 세계 평화에 기
여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자국의 이익만을 강조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 시민사회는 끊임없이 평화
와 화합을 위한 활동을 이어오며 시민의식과 지구촌 의식을 고양시키고 국가와 정부에 지속적
인 제안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역사의식과 사명감으로 연구하고 교육하고 활동해 오신 많은 지
성인과 활동가분들에게 존경을 표하며 이번 세계대회를 통해 우리 시민사회가 더욱 성장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5.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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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역사NGO세계대회 동아넷 워크숍】

제1주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제의 극복과 동아시아 평화
☞사회: 윤대원(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연구교수)
▶발제 :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토론 : 장박진 (국민대 일본학연구소 연구원)

제2주제.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역사적 기원에
대한 재인식
▶발제 : 박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토론 : 김준형 (한동대 정외과 교수)

제3주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국제법적
분석과 극복방안
▶발제 :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
▶토론 : 도시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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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제 발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역사적 분석과 극복방안’
양 기 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목

차

I.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특징
II. 평화조약과 한일청구권 협정
III. 평화조약과 동북아 패러독스의 문제점

IV. 맺음말

1.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특징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 48개국은 1951년9월8일 샌프란시스코에서 대일 평화조약(Treaty of
Peace with Japan)에 서명하였다. 평화조약은 전문(前文), 제1장 평화상태의 회복(제1조), 제2
장 영역(제2∼4조), 제3장 안전(제5∼6조), 제4장 정치와 경제(제7∼13조), 제5장 청구권과 재
산(제14∼21조), 제6장 분쟁의 해결(제22조), 제7장 최종 조항(제23∼27조)으로 구성되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냉전기 미국의 동북아정책이라는 기본 방침에 따라 결정되었다. 냉전
기 반공의 보루로서 일본을 의식한 조약으로, 독일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관대한 내용이었다.
미국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동시에 미일안보조약을 동시에 체결하였다. 그러나, 침략전쟁
과 식민통치 피해자이었던 중국, 한국, 북한, 구소련이 당사자로 참가하지 못한 것은 커다란
한계와 문제점을 남겼다.
한국전쟁이 진행중인 1951년 당시, 한반도에서 전시상태에 있었던 한국과 중국은 초청받지
못하였다. 냉전하 미국과 대립하고 있던 공산권의 구소련, 체코,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는 서
명을 거부하였다. 제3세계 중립노선을 걸었던 인도, 유고슬라비아도 조인식에 불참한 것은 샌
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태생적인 한계를 노정한 것이었다. 1952년4월 조약이 발효되면서 연합
국에 의한 일본점령이 끝나고, 일본은 독립을 회복하였다.15) 미일안보조약이 동시에 발효되면
서 미국은 일본내 주일미군 기지를 확보하였다. 동시에 미국은 오키나와(沖縄), 오가사와라 제
도(小笠原諸島), 아마미군도(奄美群島)를 시정권하에 두게 되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미
국주도의 일방적이고, 피해자 부재의 파행적인 조약이었다. 일본과 주변국간 영토갈등의 시발
점이 된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미숙했던 대일 전후처리는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협력을 저해

15) 아베정권은 2013년4월28일 일본정부 주최로 주권회복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이것은 일본이 연합국의 점령통치에서 벗어
나 독립한 것을 축하하는 것이었지만, 당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주일미군 의 장기주둔을 허용한 것, 오키나와를 배제한
점 등으로 일본내 비판이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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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심각한 장애물이 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지나치게 일본에 유리한, 비틀린 조약이었다. 평화조약 내지 강화조
약은 패전국의 전쟁책임 명기, 거액의 배상금 부과, 패전국 영토의 일부 할양, 모든 교전국의 조
인 참가가 원칙이었다. 실제로 제2차대전에서 패배한 이탈리아는 비슷한 관례에 따라 평화조약
을 맺었다. 그러나 대일 평화조약에서 일본의 침략이나 전쟁책임을 문책하는 조항은 최종적으로
삭제되었다. 전후배상도 일본의 경제력을 고려하여 연합국이 청구권을 포기하였다. 일본영토는
원래대로 축소되었지만, 쿠릴제도, 센카쿠, 독도 영유권 문제에 있어서 불합리하거나 애매한 처
리로 영토분쟁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1949년11월에 나온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초안은 1차대
전이후 연합국과 독일제국, 2차대전이후 연합국과 이탈리아 등에 대한 기존 강화조약과 극명한
차이를 드러냈다.16)
1949년9월 미영 양국은 외상회담에서 소련을 제외하고 대일 평화조약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
다. 미국은 본격적인 조기 강화를 추진하여, 1950년6월 미국 국무성 고문 덜레스가 도쿄를 방문
하였다. 전면강화가 아닌 단독강화, 미일안보조약과 주일미군 기지를 전제로 한 샌프란시스코 평
화조약을 앞두고 양자간, 다자간 협상이 본격적으로 개시되었다. 제국주의적 이해, 냉전 논리, 아
시아 경시가 평화조약의 과정을 지배하였다. 영연방 참가국을 대표한 영국정부와 일본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하여 한국은 조인 당사국에서 제외되었다.
일본정부는 1945년11월21일, 외무성에 평화조약문제 연구회를 설치하여 일찌감치 강화조약에
대비하기 시작하였다.17) 요시다 정권은 냉전이 격화되면서 서방진영과의 단독강화를 주장하였
고, 1950년1월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真男) 등이 주도하는 평화문제 간담회는 전면강화를 주장하
였다. 사회당도 1951년1월 전면강화, 재군비 반대, 중립노선, 군사기지 반대를 결정하였다. 이들
은 헌법9조에 따라 비무장 중립국을 지향하였다. 반면, 한국은 뒤늦게 대일 평화조약에 관심을
보였고, 1951년 한국전쟁이 한참이던 시기로 충분히 대비하지 못했다.
냉전이 진행되면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관대한 강화, 배상포기 등, 일방적으로 일본에 유
리한 결과가 되었다. 징벌형의 거액배상이 아닌 일본이 지불가능한 금액으로, 장기간에 걸친 배상
을 요구하였다. 현금배상 대신 설비제공이나 역무배상을 기본으로 하고, 승전국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일본과 양국간 교섭을 통해 배상금액과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1차대전
후 독일에 대한 배상요구와 전혀 다른 것이었다.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연합국, 나중에 양자협
정을 체결한 중국, 소련, 타이완은 대일배상 청구권을 포기하였다.18)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중국,
한국은 아예 참석조차 하지 못했고, 동남아각국은 냉전기 와중에 강대국 미국에 동조하였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영토문제에 있어서 지나치게 관대한 조약이었다. 제2차대전후 연합
국 주도의 영토분할에서 일본은 독일보다 엄청난 특혜를 받았다. 독일령이었던 알자스 로렌지방
은 다시 프랑스에 할양되었다. 소련은 폴란드 동부지역을 자국령으로 가져갔고, 그만큼 폴란드영
토가 서쪽으로 이동하였다. 그곳에 거주하던 독일인들은 추방당했고, 독일은 폴란드에 무려 11.2
만㎢의 영토를 할양하였다. 이것은 오키나와현을 포함한 규슈지방(4.45만㎢), 시코쿠지방(1.83
만㎢), 쥬고쿠지방 5개현(3.19만㎢)를 합친 것보다 더 큰 규모이었다.19)
16)
17)
18)
19)

박병섭(2014). “대일평화조약과 독도·제주도·쿠릴·류큐제도” [독도연구] 제16호, p.139.
마고사키 우케루저 양기호역(2013), [미국은 동아시아를 어떻게 지배했나] (메디치미디어), p.160.
남상구(2010). “일본의 전후처리와 식민지 문제” [한일관계사연구] 36집. pp.303-306.
마고사키 우케루저 양기호역(2012), [일본의 영토분쟁] (메디치미디어), pp.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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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제2조에서 일본이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고, 타이완, 쿠릴 등 일본이
주권을 포기하거나 반환하는 지역을 전체적으로 명시함으로서 구 일본의 해체를 국제적으로 선
언하였다. 그러나, 영토문제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한국, 중국, 구소련 등이 조약체결 과정
에서 배제되면서 관련 국가와 일본정부의 조약문 해석이 엇갈렸고, 영토갈등의 화근을 남겼다.
중국은 1951년8월15일과 9월18일 두차례에 걸쳐서 명시적으로 평화조약의 효력을 부정하였다.
2012년9월 일본정부는 센카쿠 열도(尖閣列島, 중국명 조어도釣魚島) 국유화를 선언하였다. 이에
반발한 중국은 일본과 도서영유권 갈등을 거듭하고 있다. 쿠릴열도를 둘러싸고 일본과 러시아는
아직까지 대립하고 있다. 한국의 독도영유권에 대하여 일본은 정부견해, 공교육, 국제법 체제에
서 지속적으로 영토분쟁을 도발해오고 있다.
전후 미국의 대일정책은 아시아경시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미국은 도쿄재판 과정에서 일왕을
전범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독일의 경우 히틀러는 자살하고 독일연방은 해체되었다. 이탈리아는
국민투표로 파시스트에 협력했던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국으로 바뀌었다. 벨기에의 경우, 독일 점
령하에서 나치와 협력하였던 레오폴드 3세가 왕위에서 물러났다.20) 미국은 전략적 이익을 고려
한 나머지, 일왕을 전범으로 세우지 않았다. 도쿄재판에 참가한 극동위원회 11개국가운데 아시아
참가국은 중화민국, 인도, 필리핀 3개국에 지나지 않았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은 식민지 종주
국 입장에서 일본을 바라보았고, 전시하 아시아 국민의 엄청난 피해는 부각되지 못했다.
연합국 점령군은 일본군 위안부의 실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쿄재판에서 재판 대상으
로 삼지 않았다. BC급 재판으로 네덜란드 피해여성에 대한 바타비아 군사재판이 있었지만, 한국
을 비롯한 다수의 아시아 위안부피해자 재판은 한번도 열리지 못했다. 독일 뉘른베르크 재판은
인도에 대한 범죄를 주로 단죄하였지만, 도쿄재판은 난징대학살 등, 인도상 범죄를 거의 다루지
않았다. 냉전이 진행되면서 도쿄재판은 조기에 종료되었고, 일본은 한국전쟁, 좌익추방, 역코스를
배경으로 전후처리를 회피하였다.21) 일본의 아시아로 복귀가 보이지 않았던 대일 평화조약의 결
과, 일본우파는 도쿄재판을 의문시하거나 전쟁책임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오히려 전후체제의
탈피라는 명목하에 평화헌법 개정에 나서고 있다.
2. 평화조약과 한일청구권 협정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은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하위규범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한일청구권
협정은 일본이 불법적인 식민통치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배제된 채, 국가간 경제협력을 위한 조
약으로 처리되었다. 한일청구권 협정은 식민지배의 청산이라기 보다 영토의 분리, 분할에서 오는
재정상, 민사상 청구권 문제 해결을 대상으로 하였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4조는 시정당국
과 일본정부가 개별 국민이나 정부가 상대방에 대해 소유하는 재산이나 채권, 그리고 각종 보상
요구를 포함하는 청구권에 대하여 특별협정을 맺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제14조(b)항은 연합국
의 배상포기를 명기하고 있다.22)
1910년 한일 강제병합의 불법성과 식민통치에 따른 엄청난 피해는 처음부터 한일청구권 협정

20) 홍성필(2012), “일본의 전후책임 인식과 이행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 [법학연구] (충남대), 23(1), pp.395-396.
21) 하종문(2001). “천황제, 도쿄재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아세아연구] 44(2), pp.132-136.
22) 아사노 토요미(2012). “제국청산 과정으로서의 한일교섭” [아세아연구] 55(4), pp.8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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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상이 아니었다. 1965년 한일협상 당사자이었던 시이나 에쓰사부로(椎名悦三郎) 외상은 “한
때 불행한 시기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였지만 본심이 아니었다. 1961년 그는 “일본이 메이지이
후 서구 제국주의로부터 아시아를 지키고 일본의 독립유지를 위하여 대만과 조선을 합병한 것은
영광의 제국주의”라고 궤변을 늘어놓은 적이 있었다. 1965년1월 다카스기 신이치(高杉晋一) 한
일회담 수석대표가 “조선에 대한 일본의 사죄는 당치 않다. 일본은 조선을 지배하였으나 조선을
보다 좋게 하려고 했다. 20년만 더 지배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라는 망언을 서슴치 않았다. 이
후에도 일본정치가의 망언은 자주 되풀이되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따라 청구권협정으로 진행된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는 일본의 식
민지배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지 못했다. 냉전논리에 따른 한일간 정치적, 경제적 협력이 중시
되면서 식민통치에 대한 사죄, 보상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냉전이 끝나면서 1965년 체제는 심
각한 도전을 받았다. 1990년대 들어와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한일간 쟁점으로 등장하였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는 거리에서, 법정에서, 국제무대에서 책임인정, 입법조치,
공식사죄와 국가보상을 요구하였다. 일본은 1995년8월 무라야마 담화를 통하여 반성과 사과의
뜻을 표명하였다. 김영삼정부는 일본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면서 위안부에 대한 보상대책을 실시
하였다.
1998년4월 일본 야마구치 지방재판소는 입법부작위에 의한 보상의무를 내리고 위안부 원고에
게 각각 30만원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001년3월 히로시마 고등법원은 일본정부
의 법적 책임을 일체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 2003년3월 최고재판소는 히로시마 판결을
지지하고 상고를 최종적으로 기각하였다. 한국정부는 2005년8월 민관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한
일회담 문서를 전면 공개하였다.
2011년8월30일 한국 헌법재판소는 외교부가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외교활
동을 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한국정부는 일본에 대한 외교 쟁점화를 시도하
였고, 9월14일 한일청구권협정 대책팀을 설치하였다. 2011년9월과 10월, 2011년12월, 2012년5
월에 있었던 한일 양국간 정상회담,

2012년4월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일본정부의 성의있는

노력을 촉구하였다. 2012년5월 한국대법원은 미쓰비시 중공업과 신일본제철 강제징용 피해자들
에게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식민지배 책임 일반이 해결되지 않았고, 개인청구권도 외교적 보호권
도 포기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일본정부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정성 부족, 한국정부의 방관내지 미숙한 대응으로 양국정
부간 위안부 갈등은 20여년이 지난 오늘까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국가책임과
법적보상을 외면한 채, 아시아여성기금을 통한 위로금 지급으로 봉합하려던 일본정부의 시도는
오히려 피해당사자와 한국정부, 정신대대책협의회, 국내 여론의 강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일본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전후보상이 모두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으며, 박근혜정부가 2015년7월 임기중반에 이르기까지 한일 정상회담을 거부해 온 가장 중
대한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위안부문제의 장기 쟁점화 현상은 매우 이례적이다. 1965년 청구권협정에서 다루어지지 않았
던 위안부 강제연행, 원폭피해자 치료와 보상, 사할린동포 귀국 지원은 해결방법의 경로상 각각
다른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원폭피해자는 1978년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로 일본정부의 보상책
임이 확정되었다. 원폭피해자 3,4세의 보상과 지원이 남아있지만 한일 양국간 심각한 현안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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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사할린동포 문제는 일본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한일양국의 적십자사가 나서
면서 사할린동포의 귀국으로 이어졌다. 둘다 일본의 양심적인 지식인이 앞장선 사례이었다.
그러나, 위안부 문제는 한일간 현격한 입장차로 인하여 1차적인 해법조차 찾지 못했다. 국민
적 관심과 한국정부의 피해보상, 한일양국 시민단체의 사법소송, 위안부문제의 국제쟁점화,
미국하원의 대일비난 결의안 등이 이어졌다. 지난 1년반 동안 무려 8회에 걸친 한일 국장급협
의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진전을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일본내 우파 매스컴과 일본 국민
들의 반발이 심해지면서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중상모독과 역사왜곡이 일상화되었다. 일본정부
와 우익단체, 일본매스컴에 맞서서 위안부피해자와 정대협 등 시민단체는 일본군 성노예 진상
규명과 피해보상, 국내외 위안부 소녀상 설치사업, 1,184회가 넘는 수요 집회를 통하여 힘든
투쟁과정을 거쳐 왔다.
3. 평화조약과 동북아 패러독스의 문제점
1951년9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동시에 미일 양국은 미일안보조약을 체결하였다. 사실상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냉전기 반공의 보루로서 일본, 그리고 주일미군 기지 배치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샌프란시스코 체제는 시간순서로 평화조약, 안보조약, 행정협정 순으로 만들어졌다. 그
러나 중요한 것은 맨 나중의 행정협정이었다. 미일 행정협정23)을 위한 안보조약, 안보조약을 위
한 평화조약에 지나지 않았다고 말할 정도이다. 1951년1월26일, 미국의 덜레스 특사는 대일교섭
에서 미국이 원하는 만큼 군대를,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기간만큼 주둔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
다. 미국은 일본국회의 비준이 필요없는 행정협정을 요구하였다.24)
한국전쟁은 물론, 동북아지역에서 계속된 냉전상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중일간
도서분쟁과 미중간 대립구도는 역내 군사적 긴장을 더욱 높여가고 있다. 미국은 유독 한국과
일본에 대규모 기지와 병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2010년12월 현재, 해외주둔 미군은 독일이 가
장 많은 5.4만명이며, 한국과 일본이 그 뒤를 잇고 있다. 1990년에서 2010년까지 20년간 해
외주둔 미군은 61만명에서 30만명으로 절반이하로 줄었다. 독일은 통일이후 주둔미군 숫자가
1/4로 급감한 반면, 주한, 주일미군은 각각 1.1만명, 1.7만명씩 소폭 감소하였다. 주한, 주일미
군을 합쳐서 약 6만명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유럽 전지역내 약 8만명과 비교해 볼 때에 매우
높은 수준이다.
영국 국제전략연구소가 발행하는 각국 군사력보고서인 [Military Balance]에 따르면, 2012
년 동북아 군비경쟁은 그야말로 심각한 상태이다. 동북아 역내 군사력을 단순하게 비교해 보아
도, 258만 중국군, 120만 북한군, 65만 한국군, 24만 자위대, 합계 약 467만명의 병력이 상호
대치한 상태이다. 각국의 국방비가 급증하면서 중국 1,293억달러, 일본 545억달러, 한국 282
억달러를 더하여 약 2,120억달러(북한 제외)에 달했다. 이러한 현상은 동북아 군비경쟁과 분
쟁가능성

우려를

부채질하고

있다.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유럽안보협력기구

23) 미일행정협정은 미일안보조약에 근거하여 주일미군과 기타 법적지위를 정한 협정으로, 1952년2월28일 조인되고, 같은 해 4
월28일 발효되었다. 미점령군이 사용한 기지의 계속사용, 미군 관계자에 대한 치외법권 적용, 유사시 일본자위대가 미군지휘
를 받는 통일지휘권 등, 점령중 미군의 권리를 거의 대부분 인정한 것이었다. 1960년 신안보조약의 체결과 함께, 미일지위협
정으로 이름을 바꾸었지만, 미군이 치외법권을 누리고 일본내 기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실태는 거의 바뀌지 않았다.
24) 마고사키 우케루저 양기호역(2013), [미국은 동아시아를 어떻게 지배했나] (메디치미디어), p.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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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CE)와 달리 동북아 지역내 집단안보체제가 부재한 탓에, 앞으로도 역내 군사적 긴장과 대
립이 더욱 심각해질 수 밖에 없다.
동아시아 패러독스(East Asian Paradox)로 표현되는 것처럼, 21세기 동아시아 지역에서 인
적, 물적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일, 한·일간 역사와 영토문제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의 저명한 외교잡지인 포린 폴리시
[Foreign Policy](2013년1월)가 “발칸화하고 있는 동아시아”로 첫 제목을 붙일 정도로, 역사갈
등과 도서영해 분쟁은 역내 국가간 주요 쟁점으로 등장하였다. 애국심, 민족주의, 국가 위신,
에너지와 어업자원 확보, 국내정치 역학 등이 겹쳐지면서 정치리더와 외교부처간 대립을 넘어
서서 일반 국민, 신문과 방송, 시민사회가 갈등을 거듭하고 있다.
미국의 동아시아 복귀정책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도입, 중국의 급작스런 군비증강과 해양
진출은 19세기말 유럽의 세력균형과 파워게임이 동북아지역에서 재현되고 있다고 평가될 정도
이다. 아베정권은 전후체제 탈피를 기치로 내걸면서,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를 지향하고 있
다.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자위대의 국방군화를 시도하여 주변국의 우려를 낳고 있다. 작년 7월
일본정부는 각의결정을 통하여 집단적 자위권을 도입함으로서 평화헌법 9조를 무력화시켰다.
2015년6월, 아베정권은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회기연장을 무릅쓰면서 안보법제를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
동북아내 지역갈등은 강대국간 파워시프트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요인이라는 점에서 장기
화, 제도화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2010년 중국의 GNP가 일본을 추월하면서 일본에서 중국으
로 세력전이(power shift 또는 power transition)는 일본의 상대적인 박탈감을 낳게 하였고,
일본은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있다. 미중 G2체제의 등장은 곧 동아시아 지역내 중국의
헤게모니 확산을 의미하면서, 시진핑 정권의 중국몽(中國夢)은 제1, 2도련선(島鏈線)으로 해양
진출, AIIB 아시아인프라은행, 중한 밀월관계 구축 등을 통하여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중국의
해양전략 강화와 군비증강,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도입과 무기수출 3원칙의 사실상 폐기, 한·
중·일 국가안보회의(NSC) 체제로의 돌입은 역내 군비경쟁과 국지전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다.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을 비롯한 동북아 주요국이 개입된 영토와 영해를 둘러싼 대립은 지역
질서 우위 선점을 향한 국익추구와 경쟁심리가 강하게 투사되면서 대립 양상이 쉽사리 가라앉
기 어려운 실정이다. 각국에 있어서 영토문제는 이미 서로 간에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는 핵심
이익으로 자리 잡았다. 전후 질서의 수립과정에서 영토문제 원인을 제공하였고, 오늘날 초강대
국으로서 동아시아 지역의 균형자, 조정자 역할을 맡고 있는 미국은, 지난 4월말 미일 정상회
담을 통하여 아시아에로 복귀(Pivot to Asia), 아시아 재균형(Rebalancing) 정책을 가시화시키
고 있다.
4. 맺음말
국내외적 요인에 기인한 역사·영토 문제의 복잡성과 중층성이 반복되면서 동아시아 국제정
치의 불안정성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중국의 국가 핵심이익으로서 설정된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 문제, 강경론과 온건론을 반복하는 러시아의 쿠릴열도 영유권 주장, 우익정치가 그리고
교과서와 매스컴을 통해 만들어내는 일본의 역사와 영토 내셔널리즘, 국지전도 불사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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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동남아 각국간 도서 분쟁은 유럽연합의 통합수준과 비교할 때, 동아시아의 국제정치가
여전히 미완성이며, 지역통합이 지난한 과제라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25) 양자간 국제분쟁의
이슈를 해결하지 못한 채, 글로벌 이슈로 확산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남북한 분쟁과 갈등이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되거나 한일간 위안부문제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쟁점화되는 것, 중일간
영토와 역사갈등이 국제무대에서 논쟁을 거듭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례이다.
일본의 국가사죄와 전후보상은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진화되어야 한다. 2001년9월 더반 회의
에서 식민통치에 대한 사죄와 보상문제가 국제적으로 검토되기 시작하였다. “식민주의는 21세기
가 극복해야 할 시대적 과제”임을 천명하는 ‘더반 선언’이 나온 것이다. 리비아와 이탈리아, 케냐
와 영국, 인도네시아와 네덜란드 사이에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한 민형사상 청산 움직임이 두
드러지고 있다.26) 독일은 2004년 나미비아 헤레로에서 1904년~1908년에 걸친 잔학행위에 대
하여 사죄하였다. 2008년 이탈리아는 리비아 식민통치에 대한 사죄와 화해를 바탕으로 경제협력
을 추진하였다.
독일 사민당정권과 독일기업은 1998년 제2차대전시 외국인 강제노역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
을 약속하였다. 당시 강제노역자들을 고용했던 관련 기업들과 함께 100억마르크에 달하는 기
금재원을 마련하여 기억·책임·미래 재단(EVZ)을 설립하였다.27) 2007년12월13일 일본군 위안
부 문제에 대한 유럽의회의 결의안은 매우 시사적이며, 깊이 음미할 필요가 있다. 1)분명한 방
식으로 공식 인정과 사죄, 2)위안부 배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기구 설치, 3)재판소가 배
상판결을 내리는데 장애 요소 없도록 법적 조치, 4)사실왜곡을 공식 부정할 것, 5)현재와 미래
세대에 역사사실을 교육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세기말 유럽 국제정치를 방불케 하는 긴장국면과 분쟁가능성, 동맹과 연대속에서 국익의
각축전이 벌어지는 동북아지역에서 한국이 주도적으로 평화와 협력, 성장과 번영의 지역체제를
구축해 가는 것은 어렵지만 반드시 수행해야 할 과제이다. 한국은 지역내 갈등과 대립을 완화
시키면서 남북관계와 한일관계 개선 등, 외교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광복 70주년, 한일수교
50주년을 맞이하여 무엇보다도 동북아와 동아시아 평화체제에 대한 상상력을 가동시킬 필요가
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전쟁책임과 과거사 문제, 동북아 지역갈
등과 영토분쟁의 부정적인 유산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는, 당면한 가장 심대한 과제이자 특별
하게 부여된 임무가 아닐 수 없다.
전쟁책임과 식민지 불법성, 일본군 위안부 해법, 도서분쟁과 영토갈등, 역사인식과 야스쿠니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한중일 지식인과 시민사회간 진정한 대화와 협력이 요구되고 있
다. 일본의 헌법개정 시도를 한일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저지하는 것, 동북아지역의 역사대화를
통한 상호이해의 심화,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의 긴장요인을 완하시키는 것, 한중일 정
상회담 개최를 통한 대화무드의 복원, 한중일 신뢰회복과 군비축소를 위한 다자간 협의체를 신
설하는 것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역사인식의 격차, 영토분쟁으로 갈등하
는 동북아 각국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고 동아시아 공동체를 위
한 대안과 해법을 꾸준히 모색해가야 할 것이다.
25) 양기호 서평(2014, 여름) “고봉준·이명찬·하도형외 [동아시아 영토문제와 독도] (동북아역사재단, 2014년)” [영토해양연구],
pp.206-207.
26) 이장희교수 인터뷰(2015.03). “국제법을 평화의 무기로 적극 활용해야” [경향신문] (2015년3월3일자)
27) 이진모(2012), “두개의 전후-서독과 일본의 과거사 극복 재조명” [역사와 경계] 82집, pp.25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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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제 토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역사적 분석과 극복방안’
장박진(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연구원)
1.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특징
미국이 주도한 대일평화조약이 냉전을 배경으로 하면서 일본의 국익을 옹호하기 위한 조약
으로 변질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양 교수님이 제1절에서 제기하신 문제들 역시 이를 의식
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평화조약과 관련해서는 전쟁 책임 문제와 식민지 책임 문제를 구
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즉 냉전을 배경으로 평화조약은 교전 관계에 따른 배상 정책 등에는
큰 영향을 주었으나 식민지 책임을 추궁하는 것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식민지 책
임 추궁의 의사 결여는 전후의 이야기만 아니라 전시 중도 마찬가지였다. 한국사회는 카이로선
언 등이 일본의 한반도 통치의 책임을 추궁한 것이라는 주장을 종종 펼치나 이는 사실이 아니
다. 카이로선언은 식민지 책임과 전혀 무관한 문맥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선언 후에도 미국 정
부가 동 선언을 식민지 책임 문제와 연결하려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미국은 일관되게 병
합조약에 따른 일본의 한반도 주권 보유를 인정하고 있었으며, 쉽게 말해 한반도를 일본의 정
식 일부 영토로 인식했었다. 식민지 책임 문제가 애매모호해진 것은 전후 냉전이 격화되며 일
본의 이익을 옹호하려 한 결과가 아니라 원래 그러한 인식이 없었던 미국 등에 의해 ‘전후’가
개시된 결과라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또한 대일 전후 처리의 ‘관대함’은 전시 중부터 1차 대전 후의 대독 처리의 실패를 인식한
인류사적인 교훈에 기초한 것으로서 ‘가혹한’ 대일 책임 추궁이 보다 나은 질서를 가져다주었
다고 말할 수 있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2. 평화조약과 한일청구권 협정
지적하신 대로 평화조약에 기초한 한일협정은 일본의 식민지 책임을 포괄적으로 추궁하는
데 한계를 안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을 지적하신 “영토의 분리에서 오는 재산적, 민사적 처리”
에 그친 결과로 평가하는 것은 반드시 정확해 보이지 않는다. 평화조약 4조는 ‘재산’과 더불어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청구권’에 형사적인 폭력 피해 요구가 일절 들어가지 않는다는
근거는 별 없어 보인다. 평화조약과의 관계에서는 2조로 인해 한일병합을 불법으로 규정해서
제기할 수 있는 청구권, 또한 제14조 관계로, 교전관계에 기초해서 제기하는 청구권은 애초 제
외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위안부 같은 피해 문제는 평화조약상의 법적인 권리로서
애초 배제되어 있었다고 봐야 하는 근거는 지극히 약하다. 오히려 당시 한국정부도 포함한 세
계의 인권 의식 등의 미흡함에 따른 결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또한 이것이 교섭의
실태에도 맞는다고 생각된다. 실제 한국이 ‘배상’으로 준비하던 체계적인 자료에서도 인적 피
해는 징용자 문제 만이었으며, 위안부도, 간또대지진 시 학살 사건도, 독립 운동에 대한 탄압
피해도 일절 들어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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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화조약과 동북아패러독스의 문제점 및 맺음말
평화조약과 안보조약에 따른 미국의 관여가 지역 질서를 불안정화 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신
것으로 이해되나 이 지적은 과연 타당한가? 그 당시도, 현재도 동북아 지역에서의 역학관계의
불균형 및 상호 신뢰 결여라는 조건이 미국의 관여를 필요로 했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
한 중국의 대두는 막을 수 없는 역사의 필연이며 이를 전제로 한 이 지역 안정을 위해서는 향
후도 미국의 관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맺음말과 관련해 양 교수님은 평화와 협력, 성장과 번영의 지역 질서를 한국이 주도할 것을
제안하고 계시나 구체적인 제안은 무엇인가? 말미에서 현재 진행 중인 일본의 안보 확대 정책
의 방지, 상호 이해 심화, 긴장요인 완화, 군비 축소, 그리고 영토 처리의 미흡함을 안겨준 평
화조약 체제의 극복 등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적인 역량 문제와 더불어 이들 과
제는 과연 한국의 정치적인 입장으로서 양립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있
는 한국이 중국의 군사 대국화를 배경으로 일본에게만 억제를 요구하는 것은 일본은 물론, 미
국에도 불신감을 심어줄 것이다. 역사 화해를 위한 일련의 책임 청산 요구도 이제 일본사회에
게는 적대적인 메시지로 인식되어 있다. 또한 현재 독도, 다오이다오(센카쿠) 등 평화조약이
남긴 영토 영유권 문제에 관한 정리 작업 역시 그 실현성과 더불어 이 지역의 평화 체제 확립
에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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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주제 발제】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역사적 기원에 대한 재인식’
박 태 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목 차
Ⅰ. 너무나 많은 의미의 8.15
Ⅱ. 일본의 패망을 위한 일본의 준비: 카이로 선언에 대한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
Ⅲ. 일반명령 1호의 재인식
IV. 글을 나가며

1. 너무나 많은 의미의 8.15
1945년 8월15일이 한국에게 주는 의미는 너무나 분명하다. 잃어버린 국권의 회복이요, 일본
제국의 식민지로부터 해방이었다. 한국으로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다른 나라에게 국가의 권리를
송두리째 빼앗긴 경험을 했기 때문에 8.15는 그만큼 큰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국권이 대한제
국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임시정부를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
지만, 19세기 말 이래로 형성된 ‘근대 민족’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고려한다면, 8.15는 ‘근대
민족국가’를 수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었다.
일본의 식민지였던 타이완에게 있어서도 8.15는 한국과 비슷한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그러나
타이완은 한국과 동일하지는 않았다. 타이완은 1897년 일본에 식민지가 될 때 독립된 왕조나
정부를 갖고 있지 못했다. 이미 그 이전부터 포르투갈과 네덜란드, 그리고 청나라에게 복속되
어 있었던 타이완의 미래는 불투명했다. 미국의 관점에서 타이완은 중국의 부속 도서였지만,
타이완의 내지인들에게 중국은 같은 국가일 수도 있었고, 아닐 수도 있었다.
세계사적으로 볼 때도 1945년 8월15일은 서로 다른 의미를 갖는 날이었다. 일본을 상대로
전쟁을 수행했던 미국과 중국, 그리고 소련에게는 승전의 날이었다. 유럽에서의 전선 때문에
적극적으로 가담할 수는 없었지만, 이는 아시아에 식민지를 갖고 있었던 유럽 국가에게도 같은
의미였다. 이로 인해 일본의 패망은 유럽 국가들로 하여금 태평양 전쟁 시기 일본에게 빼앗겼
던 식민지로 복귀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일본을 상대로 독립운동이나 일본점령에 반대하는 투쟁을 했던 세력들에게도 8.15는 승리의
날이었다. 이들의 투쟁이 자신들의 민족이나 국가를 일본으로부터 해방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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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들의 활동이 연합국의 일본에 대한 전쟁에 적지 않게 도움을 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특히 중국과 한국, 그리고 필리핀과 베트남에서 일본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세력들의 투쟁은 일본군의 배후를 괴롭힘으로써 일본군이 동남아시아 전선에만 집중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냈다.
이와는 반대로 일본 제국에 협력했던 사람들에게 8.15는 하나의 재앙이었다. 일본 제국 내에
거주했던 비일본 계열의 대중들 중 일본의 전쟁에 협력했던 세력들이 적지 않았다. 이들은 일
본 제국의 발전에 의해서 번영의 기회를 잡을 수 있었고, 태평양 전쟁 발발 직후 일본의 세력
확장 속에서 새로운 세계를 꿈꾸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의 패망으로 인해 이들은 전쟁범죄의
방조자들이 되었다. 아시아 제국 중에서 유일하게 자발적으로 일본에 협력함으로써 일본의 점
령을 피할 수 있었던 태국의 경우에는 국가 자체가 전쟁범죄 방조자가 되었다.
이렇게 다양한 의미를 갖는 8.15에 대해서 미국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었을까? 특히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을 상대로 전쟁을 수행한 압도적 역할을 수행한 미국은 일본이 점령한 지역과
식민지였던 지역에서 일본군에게 항복을 받았기 때문에 전후 아시아 지역을 재편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고, 아시아 제국들은 미국의 이러한 공헌과 권한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즉, 미국은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준 나라였고, 미군은 해방군으로 환영받았다. 따라서 미
국이 8.15 이후 각 지역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은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세력
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8.15의 의미가 그대로 구현될 수 있는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
적인 변수였다. 만약 특정 지역에 대한 미국의 계획과 전략이 해당 지역의 사회적 공감대, 또
는 반일투쟁을 했던 세력과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다면, 해당 지역의 미래는 불투명할 수밖에
없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전제 위에서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기원을 찾고자 한다. 미국은 왜 한국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참여시키지 않았는가?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해서는 배상을 하면서
한국에 대해서는 배상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일본은 5년 남짓 점령했던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해서는 샌프란시스코 조약 이후 1960년대 초까지 전쟁 배상을 주었다. 미국은 한국
을 승전국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서도 1943년의 카이로 선언에서는 다른 국가는
언급하지 않고 한국만 언급했다. 그렇다면 왜 카이로 선언과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미국은 서
로 모순되는 정책을 취한 것일까?

2. 일본의 패망을 위한 일본의 준비: 카이로 선언에 대한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
1943년 12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영국의 처칠 수상, 그리고 중국의 장제스 총통이 카
이로에 모였다. 그리고 일본에게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면서, 전후 일본 처리 문제를 위한 기본
적인 지침으로서 카이로 선언을 발표하였다. 역사교과서에 반드시 나올 정도로 한국에서 유명
한 카이로 선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3대 동맹국은 일본의 침략을 정지시키며 이를 처벌하기 위하여 이번 전쟁을 속행하고 있는
것으로, 위 동맹국은 자국을 위하여 어떠한 이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또 영토를 확장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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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 없다.
위 동맹국의 목적은 일본이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개시 이후에 일본이 탈취 또는 점령한 태
평양의 도서 일체를 박탈할 것과 만주, 타이완 및 펑후膨湖제도와 같이 일본이 청나라로부터
빼앗은 지역 일체를 중화민국에 반환함에 있다. 또한 일본은 폭력과 탐욕으로 약탈한 다른 일
체의 지역으로부터 구축될 것이다. 위의 3대국은 한국민의 노예 상태에 유의하여 적절한 시기
에 한국이 자유롭고 독립적이 될 것을 결의한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3대 동맹국은 일본과 교
전 중인 여러 국가와 협조하여 일본의 무조건적인 항복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중대하고도 장
기적인 행동을 속행한다.
한국에서 특히 이 선언에 유의하는 것은 이 선언에서 “위의 3대국은 한국민의 노예 상태에
유의하여 적절한 시기에 한국이 자유롭고 독립적이 될 것을 결의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다. 즉, 강대국들이 한국의 독립을 약속한 선언이기 때문이다.1)
카이로 선언은 일본에 대한 전후 처리 문제를 다루면서 다른 아시아 국가에 대해서는 일언반
구 언급도 없이 한국만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에게는 매우 중요한데, 왜 이 선언에 한
국만이 포함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쟁이 제기되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일본의 패망과
함께 한국을 독립시킨다는 것이 세계 강대국에 의해서 결정되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실이
고, 이러한 결정이 어떤 국가의 이해관계를 반영했는가가 중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카이로 선언에 대한 한국 내에서의 관심이 한국에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선
언이 갖는 미국의 전후 정책적 측면에서의 함의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 이
선언에는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이 갖고 있었던 전후 아시아 정책의 전반적인 구상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루즈벨트의 아시아에 대한
구상과 전략에 대한 이해할 때 당시 미국의 입장에서 일본이 패망하는 시점에서 한반도에 대
한 처리 계획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루즈벨트는 원래 대서양 헌장 제3조에 있는 민족자결권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에
걸쳐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유럽 국가들의 입장은 달랐다. 처칠은 민
족자결권 조항이 전범국가인 독일 점령 하의 유럽국가에만 적용되어야 하고, 유럽국가의 식민
지에는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식민지 지역에 민족자결권을 인정하거나 신탁통치
를 실시하는 것은 유럽의 제국 질서를 와해하려는 미국의 새로운 정책이라고 판단했던 것이
다.2)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 부상하고 있는 미국의 주도권에 대해 대안없
이 반대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1943년 3월 27일 영국 외상 이든(Anthony Eden)과 전후 만주, 한국, 대
만, 인도차이나에 관해 논의하면서 인도차이나에는 신탁통치를, 만주와 대만은 중국에 반환하
며, 한국은 미국·중국 및 1~2개 나라가 참가하는 국제신탁통치하에 두자고 제안했다. 이든은
이 제안에 호의적으로 응답했다.3) 그러나 영국의 식민지 지역에 대한 신탁통치에 대해서는 반
1) 정병준은 카이로 선언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미를 갖는다고 해석했다. 첫째로 전후 한국독립을 약속한 연합국의 최초의
공약이었다. 둘째로 전쟁 직후가 아니라 ‘적절한 시기’에 독립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신탁통치 실시를 암시하고 있다. 셋째로
연합국 사이의 대한정책 차이가 외교적 언어로 표현된 것이었다. 정병준, 카이로회담의 한국문제 논의와 카이로 선언 한국조
항의 작성과정, 역사비평 107호, 2014, 308쪽
2) 윤충로, 베트남의 1945년 8월혁명과 분단, 몽양여운형기념사업회 발표논문, 2015년 7월10일, 프레스센터, 2쪽
3) 정병준, 위의 글, 3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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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는 입장이었고, 프랑스 역시 반대의 입장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유럽 제국의 입장은 얄타
회담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는데, 미국은 신탁통치를 실시하고 있는 곳, 이전에 적의 영토였던
곳, 그리고 신탁통치를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곳에만 적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4)
이러한 미국과 유럽의 입장은 카이로 회담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장제스의 입장은 한국을
독립시킬 뿐만 아니라 중국과 미국이 전후 인도차이나의 독립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하고,
태국 역시 독립 지위를 갖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카이로 선언과 관련된 “미국의 대외관계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FRUS)”에 나오는 장제스와 루즈벨트 사이의 대화
기록을 보면 루즈벨트가 이러한 장제스의 발언에 대해 동의를 표한 것으로 나온다.
그러나 FRUS의 기록에는 장제스의 인도차이나 및 태국의 독립 제안에 대해서는 루즈벨트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각주가 달려 있다. 즉, 루즈벨트는 이들 국가·지역의 ‘독립’이 아니
라 ‘미래 지위’에 대한 연합국의 합의를 강조한 것이다.5) 그렇다면 대화에서 루즈벨트가 동의
를 표한 것은 외교적 수사에 그치는 것으로 실제로는 인도차이나·태국의 독립에는 부정적 견
해를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당시 미국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카이로 선언의 내용은 중국의 주장을 수용하면
서도 유럽의 입장을 고려한 것이었다. 당시 중국을 카이로에 불러낸 것이 미국이었고, 가장 중
요한 의제의 하나가 미얀마 전선에서 일본군을 공격하는데 있어서 중국과 영국의 협조를 구하
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미국으로서는 중국의 입장을 어느 정도 고려해주지 않을 수
없었다.6)
따라서 일본이 점령한 과거 중국의 영토였던 지역을 다시 회복하는 것과 함께 한국의 독립에
대한 중국의 주장이 카이로 선언에 반영되었다. 그러나 아시아의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일본
은 폭력과 탐욕으로 약탈한 다른 일체의 지역으로부터 구축될 것”이라는 애매한 표현만을 쓰
고 있다. 이 표현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가?
카이로 선언은 첫째로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유럽의 식민지였던 아시아 제국의 독립을 규정
하지 않았다. 이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제창된 민족자결주의가 승전국의 식민지에는 적용되
지 않았던 것과 동일한 방식이었다. 따라서 일본의 식민지였던 지역에는 대서양 헌장 3조의
‘민족자결권’이 적용될 수 있지만, 다른 지역은 과거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그대
로 남겨두었다. 선언문의 서두에서 이 선언에 참여한 강대국들이 “자국을 위하여 어떠한 이익
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또 영토를 확장할 의도도 없다”라고 했지만, 미래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
둘째로 유럽과는 다르게 전범국가를 처리하는 방식을 채택했다는 점이다. 유럽에서는 전범
국가들을 분할점령하는 방식을 취했다. 즉,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4개국 – 미국, 소련, 영국, 프
4) 윤충로, 위의 글, 2-3쪽
5) 정병준, 위의 글, 312-313쪽
6) 1943년 11월22일에 있었던 미, 영, 중 회담에서 논의된 내용. FRUS Cairo and Teheran pp. 311~315. 중국은 영국 해군의
참전이 시급하다는 입장이었고, 영국은 이탈리아와 해전을 치른 영국해군이 인도양으로 바로 기동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
었다. 효과적인 작전을 위해 중국군의 작전지휘권이 연합군 사령부 밑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점과 인도 및 서아프리카 부대의
이용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한편, 이 회담에서 미국은 중국이 일본 점령 및 오키나와 점령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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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스 – 에 의해서 분할된 것이다. 이를 통해 전범국가들을 무력화시키고 미래의 무력갈등이 일
어날 가능성을 차단한 것이다. 그러나 아시아에서는 전범국의 제국(empire)을 분할하는 방식
을 채택한 것이다. 미국의 CFR에서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권익에 중국이나 소련이 위협요인
이 될 우려는 거의 없다고 보고 군국주의 일본을 지탱하고 있는 군대와 산업기반을 파괴하고
만주나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견해에 공감대를 형성했던 것도 이와 같은 맥
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7) 일본 제국이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국
을 분할하여 그 힘을 약화시키는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미국이 이러한 방식을 채택한 데에는 유럽과 아시아에서의 전쟁 성격이 달랐던 점도 중요하
게 작동했던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 경우 미국과 영국 외에도 소련이 연합국으로서 중요한 역
할을 수행했다. 서부유럽보다도 소련이 가장 치열한 전쟁터였으며, 유럽 동부전선에서의 소련
의 활약은 독일이 힘을 잃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따라서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은 유럽에
서의 전후 문제를 논의하는데 있어서 소련의 활약을 부인할 수 없었고, 소련은 전후 유럽 재편
에서 중요한 하나의 행위자(actor)였다.
반면 아시아에서 소련은 어떠한 역할도 수행하지 않았다. 특히 1941년 일본과 불가침 조약
을 맺은 후 소련은 서부전선에만 집중하고, 동부전선에서는 어떠한 역할도 수행하지 않았다.
오히려 불가침 조약 이후 동부전선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중국공산당 산하의 일부 게릴
라 부대를 소련 영토 안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일본과의 군사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불씨를
제거하기도 했다.
따라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제2차 세계대전은 미국이 절대적인 주도권을 가진 상태에서
진행되었다.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에 식민지를 갖고 있었던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그리고
동남아시아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었던 호주가 미국과 공동 작전을 펼치고 있었지만, 주력은 미
군이었다. 독일에게 점령당한 프랑스와 네덜란드, 그리고 독일의 폭격에 시달리고 있었던 영국
이 아시아 지역에서 군사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했다. 인도차이나 지역에서 일본
군이 진주한 1940년부터 1945년 3월까지 프랑스와 일본이 베트남 지배에 대해 공조했던 것도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한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1945년 8월15일의 일본 패망이 곧바로 독립을 의
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영국의 경우 인도에게 이미 제1차 세계대전 시 독립을 약속했고, 제2차
세계대전에서도 인도가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독립시켜 줄 수밖에 없었지만, 영연
방의 틀 안에서 특수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인도차이나와 인도네시아에는 프랑스와 네덜란드가
복귀했다. 인도네시아의 독립운동 세력들은 1945년 독립을 선언했지만, 1949년까지 네덜란드
를 상대로 독립전쟁을 벌여야 했다. 인도차이나 중 베트남도 1945년 독립을 선언했지만, 프랑
스가 복귀하면서 1946년부터 1954년까지 독립전쟁을 치러야 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산동반도에서 독일과의 전투를 통해 승전국이 됨으로써 독립의
지위를 얻지 못했던 한국은 2차 세계대전에서는 일본의 패전과 동시에 일본 제국으로부터 해
방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그러나 그것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기회였지만, 열강들의 입장에
서는 카이로 선언을 통해 ‘적절한 시기(in due course)’에 자유로운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결

7) 안소영, 위의 글, 1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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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었다. 카이로 선언은 1945년 일본 패망을 앞두고 포츠담 선언 8항을 통해 재확인되었다.
이렇게 본다면 미국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1945년 8월15일은 카이로 선언에 있는 말 그
대로 “become free and independent”를 의미했다. 그것은 독립 그 자체가 아니라 ‘일본 제국으
로부터 자유롭고 독립된’이라는 뜻이고 이는 곧 ‘제국으로부터의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장제스의 역할과 독립운동가들의 활약은 카이로 선언에 한국 관련 내용이 포함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지만, 미국의 전후 정책으로 인해 한국은 완전한 독립을 약속받지는 못했던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까지 논의의 초점이 되었던 ‘적절한 시기’가 신탁통치안인가의 여
부에 대한 논의 역시 중요하지만, 유럽과는 다른 아시아에서 미국의 전후 처리방식에 의해서
1945년 8월15일의 의미를 규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3. 일반명령 1호의 재인식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의 1945년 8월15일이 갖는 의미는 일반명령 1호에 의해서 잘 표현되
었다. 일본 패망 직후인 8월17일에 승인된 일반명령 1호에는 일본으로부터 항복을 받아야 하
는 행위자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의 분단을 규정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한국과 관련된
부분은 1절(군대와 해군, Military and Naval) b항과 e항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38
선 이북 지역의 일본군 사령관은 소련군 극동군사령관에게 항복해야 하며, 38선 이남지역의
일본제국 총사령부는 미육군 태평양사령부에 항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명령 1호에는 분할해서 항복을 받는다는 내용은 있지만, 분단을 확정한 것은 아
니었다. 첫째로 편의상 분할을 통해서 일본군으로부터 항복을 받도록 규정된 지역은 한반도뿐
이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인도차이나 지역의 경우 Frehcn Indo-China로 표현되어
있으며,8) a항에서 북위 16도선 이북은 장제스 총통에게 항복해야 하고, c항에서 16도선 이남
은 동남아시아 최고연합사령부 또는 호주군 총사령부에 항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다른 지
역은 만주인데, 만주는 카이로 선언에 의하면 중국의 영토로 복귀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일반
명령 1호에서는 소련 극동군사령관에게 항복하도록 규정했다.
일반명령 1호에서 분할해서 항복을 받도록 규정된 인도차이나 지역과 만주는 이후에 ‘분단’
으로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카이로 선언에서 만주는 중국에게 돌려주도록 규정되
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한 지역의 분할을 통해 항복을 접수한 것은 군사적 편의에 의한
것임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한다면, 일반명령 1호는 곧 한반도 분
단의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게다가 잘 알려져 있듯이 미국으로서는 38선을 중심으로 한 분할 점령은 소련군이 더 이상
한반도의 남쪽으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소련군은 태평양 전쟁에 개입한 직
후 한반도의 북부로 내려왔다. 즉, 8월12일에는 옹기, 나진 등에 소련군이 진주했고, 일본이
항복하기 이전의 시점이었다. 그러나 미군은 일본의 주요 섬들(main islands)이 아니라 오키나
와에 주둔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미군이 인천에 상륙한 것이 1945년 9월9일이었다는 사실을

8) 인도네시아에 대해서는 c항에서 Netherlands Indies로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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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안하면, 한반도를 38선으로 분할한 것은 분단의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었다. 포츠담 회담 도
중 미국이 한반도의 분할을 구상했지만, 육상작전구획과 항복접수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다.
둘째로 항복을 접수한다는 것이 곧 한국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카이로 선언에서는 일본 패망 이후 ‘즉시’가 아니라 ‘적절한 시기’에 ‘한국이
자유롭고 독립적이 될 것’을 결정하였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중요한 점은 한국의 독립이
우선적인 것이 아니라 일본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더 중요한 정책이었다. 특히 임시정부 승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역시 중국의 임시정부 승인 정책에 대해 일면으로는
동의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구 식민지 지역들을 고려하여 승인하지 않는다는 것이 미국과
영국의 입장이었다.9)
이 점은 일반명령 1호 1절 f항에서는 항복을 받아야 할 행위자를 연합군 사령관들로 규정하면
서 이들이 ‘유일한(only)’ 행위자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본을 대상으로 싸웠던 독립운동
세력들의 정치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일본을 상대로 싸웠던 독립
운동 세력들이 가질 수 있는 일본이 점령했던 아시아 국가에서의 우월한 지위를 인정하지 않
겠다는

것이었다.

일본이

패망하면서

일본의

군국주의자와

전쟁에

협조했던

사람들

(collaborator)이 아니라 반일투쟁을 전개했던 지도자들에 의해서 새로운 국가가 수립될 것으
로 기대했던 점령지역에서의 사회적 기대와는 다른 것이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곧바
로 현지인에 의한 독립정부가 수립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항복을 받기 위해 외국 군대
가 주둔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중국으로 반환되는 영토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일본 점령 지역
이 이전에 식민지였음을 감안한다면, 모든 구 식민지 지역에는 일반명령 1호에 의해서 연합군
군대가 진주하였다. 카이로 선언에서 과거 중국의 영토였던 곳을 원래 상태로 되돌린다는 것,
그리고 한국을 적절한 시기에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만든다는 것 외에 기타 지역에 대해서 논
의하지 않았던 사실의 연장선에서 일반명령 1호를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본다면, 1945년 8월17일의 일반명령 1호는 카이로 선언의 의미를 충
실히 반영하고 있었으며, 그것이 곧 한반도에 대한 장기간의 분할 점령 또는 분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정책은 1945년 SWNCC 문서들을 통해 잘 드러났다. 한국과 관
련된 SWNCC 문서들은 궁극적으로는 한국에서 독립되고 민주적인 정부가 들어서야 한다는 점
을 최종의 목표로 상정하고 있었지만, 일본 패망 직후 가장 중요한 과제는 한국을 일본으로부
터 분리시키는 것이었다. 미국의 원조 자금이 충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군정은 초기부
터 한국의 독자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자 했으며, 1949년에는 ECA 원조를 한국
에 제공했다.
한국에 대한 ECA 원조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았다. 소비재를 중심으로 하는 복구(recovery)
원조가 아니라 자본재를 중심으로 하는 재건(rehabilitation)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시장으로서

9) 구대열에 의하면 “영국은 미국과 중국의 한반도정책에 동의하면서도 이들 양국이 한국 임정의 승인에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
다는 점, 대일전 수행에서 한국의 기여를 크게 기대할 수 없다는 점, 임정 내에서 분열상을 극복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 그
리고 임정의 인물들이 한국 독립운동에서 진정 무게를 갖는 지도자들인지 의심스럽다는 점 등 갖가지 구실을 붙여가면서 ‘한
국인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열망에 동정한다는 것’ 이상의 어떠한 언질도 그리고 한국의 장래에 대해 어떠한 공약(승인이나
독립에 대한 약속)도 피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다.” 구대열, 한국국제관계사 연구 2, 역사비평, 4장 4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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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중복투자의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고, 타이완 대신 한국에
투자하는 것에 대한 불만도 차이나로비스트들을 통해서 제기되었다. 이는 소위 역코스(reverse
course) 정책이 나온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물론 이러한 미국의 정책은 한국전쟁 시기를 통해
모두 바뀌게 되지만,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을 제국으로부터 분리해내면서 동시에 중국과
소련 중 어느 일 개국이 단독으로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미국에게는 제일 중
요한 대한정책의 목표였던 것이다.

4. 글을 나가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에게 가장 중요한 전후 정책은 한반도를 일본 제국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었다. 이는 유렵과는 달랐던 아시아에서의 제2차 세계대전의 성격을 반영하는
것이었으며, 제1차 세계대전의 전례를 따라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것이었다. 모든 공
약은 패전국의 식민지에만 해당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하에서 일본을 상
대로 싸웠던 독립운동 세력들의 공헌은 전혀 인정되지 않았다. 이러한 전략적 고려는 샌프란시
스코 조약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동남아시아의 구식민지 국가들은 일본으로부터 배상을 받
았지만,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은 또 한 번의 독립전쟁을 치러야 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 조약
의 기원은 카이로선언에서부터 일반명령 제1호로 이어지는 미국의 대한정책을 반영한 것이었
다.
물론 중국의 공산화와 한국전쟁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미친 결정적 역할은 당연히 고려되
어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이미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본고에서
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공산화와 관계없이 미국이 갖고 있었던 동아시아에 대한 전
후 계획은 이미 1949년 이전에 나타나고 있었다.
미국은 한편으로 전후 중국이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많은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했다. 비록
장개석이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중국이 일본의 전후처리뿐만 아니라 오키나와의 점령
에도 참여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이 전 세계를 모두 관리할 수 없다는 현실주의적
고려 하에서 나타났던 정책으로 전후 동아시아 정책의 전부를 보여주지 않는다.
미국은 전후 동아시아에서 어느 한 나라가 패권국가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전
략이었다. 이는 이미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경험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1945년 이전 전후
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만주와 한국을 중국에 반환하거나 독립시켜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었다. 외교관계협의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 CFR)의 전후 구상 관련 논의
를 보면 만주와 한국을 중국에 반환하거나 독립시키기보다는 일본의 주도권 하에 계속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던 것이다.10)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일본에 대한 역코스 정책은 이미
1945년 이전부터 하나의 옵션으로 고려되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렇다면 1943년 카이로 선언에서부터 시작되어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완성되는 현
재 동아시아 체제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강대국의 논리가 그대로 투영된 상태에서
탈식민의 과정이 지연되었고, 커밍스의 주장처럼 1945년 이전의 구조가 1945년 이후 다시 부
10) 안소영, 위의 글,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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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사실 현재와 같이 중국이 부상하고 있고, 이에 대응하여 미일동맹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아시아 지역에 강대국의 논리와 질서가 더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으로서는 중
국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유일한 패권국으로 성장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
다면 그 중재자 또는 균형자로서 한국과 일본의 역할이 중요하다. 1943년부터 1951년까지의
상황에서 일본은 패전국이었고, 한국은 패전국의 식민지였다. 어떠한 힘도 쓸 수 없는 상태였
다.
70여년이 지난 지금은 다르다. 한국과 일본은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중요한 역할
을 하고 있다. 오히려 동아시아에서만 독자적으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신기할 따름
이다. 한국과 일본은 독자적으로 세력균형을 추구해야 한다. 그러나 현상 유지를 원하는 보수
적인 세력들이 정권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쉽지 않다.11) 이들은 또한 오랫동안 이 지역
의 주류 세력으로 자리잡아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래의 건설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시민사회밖에 없다. 시민사회는 사
회적 공감대를 바꾸어 가야 한다. 주도권과 대결, 그리고 갈등을 앞세운 강대국의 논리에 맞서
홀로서기에 기초한 협조와 공생을 위한 방안을 만들어가야 한다. 현재의 한일관계가 악화된 것
도 과거사 문제 때문만은 아니었다. 과거사는 하나의 수단과 명분에 불과하다.12) 그 이면에는
강대국의 논리에 편승하고자 하는 현상 유지 세력들의 논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시민사회
는 그러한 논리에 휩쓸려 가서는 안 된다. 오히려 현재의 한일관계 문제와 과거사 문제를 분리
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단기적으로는 어렵겠지만, 이를 통해 강대국의 논리에 편승하지
않는 한일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재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1) 오랜 기간 동안 일당, 일인이 정권을 계속해 온 중국과 북한 역시 진보가 아니라 현상유지를 원하는 보수로 보아야 할 것이다.
12) 과거사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한일관계가 해결될 수 있다는 논리는 오히려 과거사 문제를 졸속으로 처리한 1965년의 전철
을 밟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재고되어야 한다.

- 205 -

-220 -

【제2주제 토론】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역사적 기원에 대한 재인식’
김 준 형 (한동대 정외과 교수)
■ 발제문의 핵심 요지
● 발제논문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역사적 기원으로서의 카이로선언에 대한 흥미롭고 통찰력
있는 분석을 담고 있다: 강대국의 이해관계의 반영, 특히 미국의 전후 아시아정책의 결과라
는 것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 카이로선언에서 미국이 주도하여 한국의 독립을 약속하지만 이는 사실 강대국의 상이한 이
해관계가 반영된 것이다: 특히 중국의 요구(한국의 독립과 인도차이나/태국의 독립)와 유럽
의 입장(한국만 언급하고 인도차이나는 1차대전 승전국의 전후처리와 같은 방식 적용)이
공히 반영했다.
● 유럽과는 다른 전범국 처리 방식: 전범국가의 분할점령정책을 펼쳤던 유럽과는 달리 아시
아는 전범국의 제국을 분할함으로써 제국의 약화 시도했다
● ‘일반명령 1호’에 대한 재인식의 필요성: 장기(또는 영구)분할의 의도 없었으며, 다만 동아
시아에서 한 나라가 패권국가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미국의 기본전략이었다.
● 카이로에서 출발해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완성된 현재 동아시아 체제의 문제는 약화는커
녕 중국이 패권국가로 부상하면서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해 한국과 일
본의 중재 또는 균형자역할이 중요하며, 그 중에서도 현상유지에 집착하고 있는 각 국의 보
수정권들을 변화시킬 시민사회의 역할 중요하다는데 공감한다.
■ 문제제기
● 샌프란시스코조약의 기원으로 카이로선언에 대한 자세한 설명에 비해 정작 동일한 맥락에
서 샌프란시스코조약에 대한 분석은 많지 않아 아쉽다.
● 미국의 책임론 희석: 물론 결론에서는 강대국논리에 지배당하고 있는 부당한 현실에 대한
지적과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미국의 입장을 다소 선의로 해석하고 있다
는 느낌을 받는다.
- 미국이 한반도 분단을 전적으로 계획하고 의도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국의 독립을
지연시키고, 완충지대화 하려는 의도성은 분명했으므로 분단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1)
- 미국이 카이로에서 한국을 독립시킬 의도가 아니었고, 그것을 카이로선언의 합의 문구에
도 이미 담고 있었기에 일관적이었다고 해석하지만, 일관적이라 해서 책임이 희석되는 것
은 아니며, 반대로 그 일관성이 오히려 한반도 분단 또는 완충지대화의 의도성을 증명하
1) 미국 정부 내에서나 전략회의록 가운데 4개국 분할점령안(소련은 원산을 제외한 함경도; 영국은 평안남북과 황해도; 중국은
충남, 전남북, 제주도; 미국은 원산을 포함한 함경남도 일부와 강원, 경기, 충북, 경남), 합동전쟁기획위원회(JWPC, Joint
War Planning Committee)의 안인 40도 10분안(신의주), 38도 45분안 등과 같은 한반도 분할을 고려했다는 증거들이 나옴.
미국의 대한반도전략의 오판, 그러나 그것이 긴급 상황에서 한 실수나 졸속결정이었기 때문이라기보다 시종일관 미국의 극동
전략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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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 2차대전 중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공헌과 전적 지분을 과대평가하는 측면이 있다.
● 아시아에서의 2차대전에서의 소련의 희생과 역할에 대한 과소평가
- 냉전논리에 의한 미국의 공헌 과장과 역사 왜곡: 태평양전쟁 vs. 유라시아전쟁; 노르망디
상륙작전과 원폭투하의 역할은 과장되고 소련과 중국의 희생과 역할은 축소했다.2)
-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역사동맹과 미일의 역사동맹은 또 다른 신냉전의
무대가 되고 있다.
- 전쟁의 분수령: 할힌골 전투3)와 1941년 독소전쟁(스탈린그라드 전투)
■ 토론자가 바라보는 종전/광복 70주년
● 2차 대전 종전 70주년에 대한 각 국가의 다른 해석
- 관련국들의 전승기념일 차이: 러시아(5.9), 미국(8.15), 중국(9.3)
- 단순한 기념일의 차이만이 아니라 참여국들과 행사의 초점 차이: 러시아 전승 60주년 기
념식(부시, 고이즈미, 서유럽 정상 참석) vs. 70주년 기념식(미국, 일본, 서방, 한국 불참
과 중국의 대대적 참여)4)

●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강화는 신냉전을 가속화할 수 있다
- 미국의 Pivot to Asia는 어떤 식으로 설명해도 결국 미국의 중첩적 양자동맹체제인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부활이다.
- 중러 군사협력과 미일동맹 강화: 남북의 선택
- 미국과 일본의 북한문제에 대한 해결보다 전략적 활용 국면으로 가고 있다.
● 지휘자는 미국: 웬디 셔먼 발언, 미일정상회담, 케리 방한 당시 일본두둔 발언까지 미국이 한국의 등
을 떠밀었고, 한국은 이제 온몸을 맡기며 떠밀리는 양상이다
- 냉전동맹 네트워크를 강화해 중국을 견제하고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의도와 일
본의 재무장 의도가 만나 신냉전 질서 구축이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있는 와중에 한국은 일본의
우경화에 디딤돌역할까지 자임하면서 미일이 세운 프레임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 돌아보면 우리가 미국을 동원해서 일본의 ‘못된 버릇’을 고치려고 했다지만, 오히려 일본이 미국을
동원해서 ‘고집스런’ 한국을 굴복시킨 셈이 되었다.
● 북한의 위협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넘어 제거하겠다는 한미의 과도한 욕심이 한반도의 안보를
악화시키고, 중국의 부상을 상호공존으로 유도하기 보다는 군사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미일의 과도한
욕심이 동북아의 평화를 흔들고 있다.
● 유일한 대안은 Crossover: 남북관계 개선 및 진영을 넘는 플랜 B(중국, 러시아) 관계 모색과 중첩적
소다자주의 추진함으로써 샌프란시스코체제를 극복해야함

2) 2차대전에서 소련 희생자 2700만 명, 중국은 2000만 명, 미국 40만 명, 프랑스 60만 명, 일본 300만 명, 독일 700만 명이
희생되었음
3) 할힌골 전쟁은 1939년 몽고의 초원에서 소련군과 일본군(관동군) 정예군이 4개월간 벌인 전쟁으로 10만 병력이 투입되고 1
천대의 전투기와 수백 대의 탱크가 동원되었으며, 사상자는 1만8천명에 이른 큰 전쟁이었음. 제한전쟁인 동시에 예비전쟁적
성격(현대전의 교본으로 인식). 일본은 여기서 패함으로써 소련과 강화조약을 맺었고 더 이상 북진하지 않고 남진하게 되었
으며, 덕분에 소련은 유럽전선에 집중할 수 있었음
4) 중국은 무려 102명을 파견하고, 인민해방군이 붉은 광장에 등장한 것은 최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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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주제 발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대한 국제법적 분석 및 극복방안’
-식민지 책임과 전쟁 책임의 관점에서이 장 희(한국외대 명예교수)

목 차
Ⅰ. 문제제기
Ⅱ.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의 내용 분석 개관
1. 제정 경위
2. 주요한 조문 내용

검토

3. 평가
Ⅲ.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대한 전쟁책임, 식민지 책임의 관점에서 평가
1. 전체적 평가
2. 전쟁범죄(제11조)에 대한 평가
3. 평화조약의 배상문제(제14조) 평가
IV.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동아시아 평화

I. 문제제기
2015년은 1965년 한일 협정체결 50주년이자,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이 있
은 전후 70년이다. 전후 70년이란 1945년 2차 대전 종전 이후, 아시아에서는 태평양 전쟁의
종결을 지칭한다.

태평양 전쟁은 일본이 패전국이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이 전승국이

다. 국제법적으로 태평양전쟁은 1951년 9월 센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종결되었다.
이자 가해국인

패전국

일본과 전승국인 미국을 비롯한 48개국이 센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결을 통해

전후 처리를 제대로 하였는지 국제법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전쟁을 일으킨 일본국 및

동 전쟁범죄자의 처리와 피해국 및 피해국민에게 대한 전쟁범죄에 상응한 명예회복 및 손해배
상 문제가 충분하게 실행되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보통 제2차 대전 후 일본의 전후 처리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또 관련된 양자조약을 통해 법적으로 모두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주지하다시피

한국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서명국도 아니고 동 조약 제4조(일본

식민지에서 분리지역 청구권 문제)에 근거해 체결된

1965년 한일 협정 체제는

전쟁책임과

일제 식민지 통치의 책임에 대한

조선인 피해자 문제를 법적으로 전혀 해결하지 못했다.

1965년 협정은 미완성된 봉합이다.

1965년 협정을 통해 일본이 한국에 제공한 유무상 5억불

역무제공은 전쟁책임과 식민지책임과는 무관한 성격이라는 것이 2005년 한일협정 협상 문서
공개 민관합동위에서 밝혀졌다.

그래서 오늘 날 한일간에는 일본군 성노예문제. 사할린 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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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원폭피해자 문제, 일제강제노동 문제 등 많은 미해결문제가 아직도

남아있다.

태평양

전쟁책임과 일제 식민지 불법통치 피해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물질적 금전 배상이전에 일
본정부가 전쟁범죄와 식민 통치기간중 범행한 정확한 범행사실 인정과 그러한 국가행위의
죄성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일이다.

범

1965년 한일협정체제는 1952년 샌프란시스코 평화 체제

라는 당시 미국의 냉전체제 틀속에서 갇혀서 국제법상 평화조약(peace treaties)1)의 원래 취
지2) 를 완전히 뒤틀어버렸다. 그래서 태평양 전쟁과 식민지 통치기간 중 가장 큰 피해자인 조
선인과 타이완인 문제는 1946년 극동 전범재판소에서도
로 다루지 않았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도 제대

한국에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연구는 주로 독도 영유권과 관련한 연구

가 주를 이루고3), 태평양전쟁책임과 식민지 책임과 관련하여서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
본고는 국제법적 국가책임4) 측면에서 전쟁책임과 식민지 책임 문제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
약에서

평화조약의 원래 취지에 충실하게 체결되었는지, 나아가

화조약에서 왜 당시 태평양 전쟁 책임과
무엇인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샌프란시스코 평

일제식민지 책임을 국제법적으로 묻지 않는 이유가

동북아평화 확립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위한 정책방안이 무엇

인지를 점검하고자 한다.
이는 바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한계점이 무엇이고,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검토해보는 문제이다.

II.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의 내용 분석 개관
1. 제정 경위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Treaty of Peace with Japan)은 ‘1951년 일본과의 샌프란시스코 평
화조약’(San Francisco Peace Treaty with Japan in 1951)이라는 별칭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1951년 미국을 비롯한 2차 세계대전의 전승국들인 연합국 48개국이 일본과 전후처리 방안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통해 항구적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체결한 조약이다.
1951년 9월 4일에 시작되어 9월 8일에 끝난 이 평화조약의 협상 주체는 명목상 52개 연합
국과 패전국 일본의 양 당사자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평화조약의 초안은 미국과 영국이 주
도해 11개월 간 걸친 사전 교섭을 끝내고 8 월 13일 최종안이

각 연합국에게 제시되었다.

9

1) 국제법상 평화조약(peace treaties)이란 전쟁종료를 위한 교전당사자간의 명시적 합의로써 전쟁종료의 가장 만족한 형식이
다. 이는 당사자간 합의의 형식으로 분쟁을 종료시키고 전쟁중 야기된 당사자간에 존재하는 모든 차이점, 문제점을 정확한
용어로 정리할 기회가 제공되기 때문이다. Morris Greenspan, THE Modern Law of Land warfare(Berkeley: Califonia
University Press,1959),p.586.
2) 평화조약의 가장 주요한 기능은 전쟁상태를 종결하고, 전쟁으로부터 야기된 문제해결을 바탕으로 교전국 사이에 정상적 우
호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Wilhel G. Grewe, "Peace Treaties", R. Bernhardt,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Vol.3(1997),pp.939-940.
3) 이석우, 일본의 영토분쟁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인하대학교 출판부(2003).
4) 일반국제법상 국제가책임(state responsibility)이란 국가의 행위에 의하여 행하여진 국제법위반에 대한 책임, 즉, “위법행위
의 결과”(consequence of illegal acts)에 대한 국제법상 국가의 책임을 말한다. Ian Brownlie, 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3rd. ed. (Oxford: Clarendon,1979), p.432; 그런데. 최근 UN국제법위원회(ILC)가 2001년 제53차 회기
에서 채택한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규정초안” 은 국가책임의 개념에 변화를 가져왔다. 즉, 국가책임의 전체
적 구조는 국가들이 (국제공동체 전체에 대해 지고 있다기 보다는) 각기 서로에 대해 지고 있는 2차의무, 즉 손해배상에 기
초하고 있다. 김대순, 국제법론,제16판, 삼영사, p.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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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평화회의는 이에 대한 서명을 목적으로 소집되었다.

평화회의에는 일본과 50개국이 초청

되었는데, 이들 대표는 1942년 1월 1일 연합국 공동선언의 서명국이거나 일본과 전쟁상태에
있었던 나라들이다. 중국의 경우에는 공산당 지배하의 대륙중국과 국민당의 대만의 대표성에
대해서는 미국과 영국 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타이완이나 중화인민공화국은 회의에 초청
받지 못하였다.
경우에는

전후에 독립한 국가라도 일본과 교전상태에 있었던 국가로부터

초청대상5)이

되었다.

분리 독립한

인도·미얀마·유고슬라비아는 초청을 받았지만 참가하지 않았

고 소련·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는 참가했지만 이 조약에 서명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조약에는
49개국이 최종적으로 서명하였으며 일본에서는 요시다 시게루 수상이 서명하였다. 일본은 이
조약에 참가하지 않은 국가들과 1952~1958년 '2국 평화조약', 혹은 그에 대신하는 문서를 체
결하여 국교를 회복하였다.

한편 이 조약은 1951년 9월 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인되었

으나 1952년 4월 8일 발효된 것으로 대일평화조약이라고도 한다. 특히 이 조약은 한반도의 독
립을 승인하고 대만과 사할린 남부 등에 대한 일본의 모든 권리와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2. 주요한 조문 내용

검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전문(前文)과 본문 7장(chapter)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문 7장
은 다시 27개에 달하는 조(article)로 세분된다. 각 장(章)과 조의 편목은 보면 다음과 같다.
<전문(前文)>
O 본 평화조약은

연합국과 일본국과의

동등한 주권국가관계 희망. 상호 공동 복지의 증진과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미해결 문제해결을 희망.
O 일본은 UN 회원국 가입 신청을 희망, 모든 상황하에서 UN 헌장의 원칙을 준수, 세계인권선
언의 목적 실현을 위해 노력, UN 헌장 제55조 및 제56조에 규정되고, 일본법령에 명시한
안정 및 복지의 조건을 위해 노력한다.
제1장 평화(peace) : 제1조
- 일본과 연합국의 전쟁상태는, 제23조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본 조약이 발효하는 날 로
부터 종결된다.
- 연합국은 일본 및 그 영해 내의 수역에 대한 일본국민들의 완전 주권을 인정한다.
제2장 영토(territory) : 제2-4조
- 제2조 a항 이 독도 영유와 관련된 조항으로 일본이 가장 많이 원용한다.
제3장 안보(security) : 제5-6조
제4장 정치·경제 조항(political and economic clauses) : 제7-13조
-제11조는 전쟁범죄를 다루고 있다.
제5장 청구권과 재산(claims and properties) : 제14-21조

5) 예: 베트남, 캄보디아,라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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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는 전쟁배상과 직접 관련된 조항이라, 배상조항이라고 한다.
제6장 분쟁 해결(settlement of disputes) : 제22조
제7장 결론 조항(final clauses) : 제23-27조
그 외 몇몇 나라와의 의정서, 국제조약에의 가입 및 전사자(戰死者)의 분묘에 관한 2가지
단독 선언이 덧붙여져 있다.
영토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한반도의 독립 승인, 타이완과 펑후[澎湖]제도, 지시마[千島]
열도, 남사할린 등에 대한 일본의 모든 권리와 청구권을 포기하고 남태평양 제도의 구 위임 통
치 지역을 미국의 단독 시정권(施政權)으로 신탁 통치한다는 내용의 협정에 승인하였다. 또한
오키나와[沖繩]와 오가사와라[小笠原] 제도(諸島)를 신탁 통치 예정 지역으로 삼고, 그동안 미
국에 의한 시정권 행사 및 일본의 잠재 주권의 유지 등을 규정하였다.
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의 채무 이행 능력에 대한 한계의 시인, 해외 일본 자산의 차압과
유치, 역무배상 원칙의 확정, 일본의 조약 체결국에 대한 모든 청구권의 포기를 규정하였다.
또한 안전 보장에 대해서는 일본이 「국제연합헌장 제51조」의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갖는
다는 점을 승인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3. 평가
제1장 : 평화
평화조약으로서, 전쟁 종결을 법적으로 명확히 했다.
제2장: 영토

제2조-4조

특히 한일간의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제2조 a 항이 관련된다.
에 까지 긴장된 협상이 이루어졌다.

평화조약 10번 초안

1-5회 초안까지 독도는 명백히 한국의 영토로 명시되었

다가, 단지 6회 초안 에서 일본 것으로 명시되었다가, 일부 연합국의 반대로 타협책으로 애매
모호하게 현재처럼 처리되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가 간 영토 범위의
획정과 관련된 규정을 담고 있다는 측면에서 향후 국제 질서의 한 축을 담당한 조약의 하나로
그 구속력을 인정받고 있다. 즉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획정된 국경이 이후에도 큰 변화
없이 지속되어 왔을 정도로 국제 사회에서 그 구속력을 인정받게 됨에 따라, 일본은 동 조약
제2조 a항 내용에서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명문 규정이 없다6)는 근거 하에 독도에 대한 영유
권을 계속 주장해왔다.

제5차 초안까지와는 달리 시볼드(W.J.Sebald)를 내세운 일본측의로비

ㄷ를 통해 제6차 미국초안에서는 독도가

일본 영토로 되었으나, 영국,뉴질라드,호주 등 연합

6)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2조 a항: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여,제주도.거문도,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만 되어있고, 여기서 일본이 포기하는 섬이름에 독도가 명시되어있지 않다. 일본측에서는 이를
두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연합국에 의해 인정받았다고 주장하나, 그간의 과정을 볼때 독도가
일본의 영토로 인정받기위해서 는 제6차 미국초안처럼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명백히 영문으로 표시되고 한국영토관련 조
항에서는 일본이 포기하는 섬들에서 독도가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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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일부가 반대하고 독도를 일본영토에서 제외하여 한국영토 안에 포함시키는 독자안을 추진
하였기 때문에, 미국은 타협하여 결국 독도를 일본영토안에 포함하는 문장과 조항은 삭제하여
버렸고, 일본이 포기하는 조항에서도 독도를 삭제하여 애매모호하게 독도 영토귀속문제를 다루
지 않고 넘어가게되었다.7)
그러나 미국 국립문서 기록관리국에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준비 과정에서 유일하게 작성
된 지도가 발견되었는데, 여기에서 조약 당시 일본 영토에서 독도가 배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지도의 발견으로 이 조약 어디에도 독도를 한국 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없
다는 일본 측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지도는 샌프란시스코 평화회담 당시 미국
측 전권대사였던 존 포스터 덜레스(John Foster Dulles)의 대일평화조약 문서철에서 완벽한
상태(가로 82㎝, 세로 69㎝)로 발견되었다.
- 제4조: 분리지역에 대한 재산청구처리
평화조약은 배상 및 청구권 처리와 관련하여 일본과 교전상태에 있었던 연합국과 전쟁중에
는 일본의 통치하에 있었지만 일본의 패전으로 일본에서 분리된 이른바 분리지역(한반도와 대
만)을 명백히 구별하고 있다. 분리지역에 대한 전후 처라는 제14조 배상과는 달리 제4조에서
다루고 있다. 이 분리지역에 대해서는 배상개념을 적용하지 않고 분리에 따른 상호 재산 및 청
구권의 처리로 규정하고 있다. 즉, 제4조는 한반도와 대만으로 대표되는 분리지역의 재산, 청
구권 문제를 일본과 이들 지역의 당국사이에 특별협정을 맺어 해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래
서 한국과의 재산청구권 처리문제는 평화조약 제4조에 기초하여 한일 회담(1951-1965)에서
이루어지게되었다.
여기서 우리의 관심은

평화조약 제4조가

“전쟁중에는 일본통치하에 있었지만 일본의 패전

으로 분리된 지역”이 한반도라고 전제하고 있는데 주목한다. 여기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한반도에 대한 일제식민지통치를 합법이라는 전제하에 한반도를 분리지역으로 보고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제11조: 전쟁범죄 처리
평화조약 제11조는 “일본은 극동 국제재판소의 판결을 수용한다.” (“Japan accepts the
judgments of th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for the Far East)는 구절에 우리는 주목한
다.

평화조약에서 일본은 식민지 통치와 태평양 전쟁중 가장 큰 피해자인 조선인과 대만인의

피해문제를 처벌하지 않은 극동군사재판소의 판결을 수용한다는 것은 일본이라는 가해국에게
면제부를 준 것이나 다름 없다.

제5장: 청구권과 재산, 제14조
제14조: 강화조약의 배상 규정에의한 의한 전후 처리 규정
평화조약의 내용중 배상과 직접 관계되는 조항은

제14조이다. 제14조 a에서 “일본은 엽합

7) 김명기, “대일강화조약 제2조에 관한 연구”, 국제법학회논총, 제42권 2호(1996),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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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게 전쟁기간중 입힌 손실 과 고통에 대해 배상을 해야한다”고 규정. 배상요구 국가는 “현
재의 영역이 일본군대에 의해 점령되고 또한 일본국에 의하여 손해를 입은 연합국”에 한정된
다.

배상방식은 “생산, 침몰인양 기타 작업 등에 의한 일본인의 duranmf 연합국에 제공할것”

이라고 규정. 원칙적으로 역무배상의 형태를 취함. 금전이나 현물방식이 아닌 역무에 의한 배
상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Ⅲ.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대한 전쟁책임, 식민지 책임의 관점에서 평가
1. 전체적 평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Treaty of Peace with Japan)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의 오페라
하우스에서 1951년 9월 서명하고, 1952년 4월 발효한 것으로서

제2차 세계대전의 법적 종결

을 위해 패전국 일본과 연합국 48개국이 맺은 평화조약이다. 1951년 9월 같은 날 같은 장소
에서 주일 미군주둔의 법적 근거를 제공한 미일안보조약( )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체결되
어, 이 두 조약을 합처 샌프란시스코 체제( "San Francisco System" )라고 부른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원래 평화조약의 취지와는 전혀 달리 일제의 태평양 전쟁범죄 및
식민지 통치로 고통을 받은 조선인과 타이완 국민들을 조약 서명국에서도 배제시켜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책임추궁과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조약으로 한국인
과 타이완 인으로 부터 강한 비판을 받아왔다. 주 원인은

조선인과 타인완인 피해자 문제를

관할대상에서 배제시킨 1946년 극동 전범재판소까지 소급한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11

조는 극동 군사재판소의 판결을 수용한다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졌기때문에, 극동 전범재판소 대
상에서 배제한 조선인과 타이완인 피해자 문제는 논리상 다루지 않았다.

물론 구체적으로 조

선인은 상해 임시정부를 미국이 인정하지 않았고, 타이완은 중국과의 대표성문제, 그리고
1952년 “日華평화조약”를 통한 배상 포기조약 등으로 두 나라는 배제되었다고 한다.
전쟁 책임에 대해서는 가해자 처벌의 측면과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둘로 구분한다.

전자 전쟁범죄 면에서는 동 조약 제11조가 규정하고 있고, 후자는

동 조약 제14조가 다루고

있어 중점 살펴 본다.
2. 전쟁범죄(제11조)에 대한 평가
특히 전쟁범죄 책임 문제를 다룬 제11조: “일본은, 극동 국제군사재판소의 판결 및 일본
국 내외의 다른 연합국 전범 재판소의 판결을 수락해[Japan accepts the judgments..],

이를

통해 일본에서 구금되고 있는 일본국민에 이러한 법원이 내린 형을 집행한다. 이러한 구금되고
있는 사람을 사면, 감형, 및 가출옥시키는 권한은, 각 사건에 대해 형을 부과한 1또는 2 이상
의 정부의 결정 및 일본의 권고에 따르는 것 외에는 행사할 수가 없다. 극동 국제 군사재판소
가 형을 선고한 사건에 대해서는, 위 사면 권한은, 재판소에 대표자를 낸 정부의 과반수의 결
정 및 일본의 권고에 따르는 것 외에는, 행사할 수가 없다.”8)
8) Article 11: “Japan accepts the judgments of th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for the Far East and of other Al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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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제11조 중
국측이 다르다.

판결을 수락해[Japan accepts the judgments..],

의 해석이

일본측과 연합

일본측은 극동군사재판소 재판을 단순히 인정한다는 뜻이고, 판결의 법적 합

법성과 집행성 보장하는 데까지 확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이 효력을 발효한 이후, 극동군사재판소 판결집행을 어럽게하는 두가지 큰 흐름이 있었다. 하
나는

동 재판에 계류된 피고인들의 범죄성의 정도에 상관없이

는 국민적 운동이 강하게 있었다. 이 결과로
일 사면투표결의를
석방되었다.9)

일본 공산당을 제외한 일본하원은 1953년 8월 3

통과시켜, A 급 전범은 1956년

둘째는 전범의

이들을 사면시켜주어야 한다

3월 31일, BC급전범은 1958년 5월 30일

아무도 일본 국내법에서 범죄자로 다루지 않았다는 사실이다.10)

이러한 일본내 극동재판소 판결을 거부하는 분위기속에서 연합국 측은 동 재판소의 구체적 판
결을 인정하고 그 집행성을 보장하는려고 노력한 것은 사실이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극
동군사재판소 판결에서 다룬 내용만 다루고, 판결에서 제외시킨

조선인과 타이완 피해자 문제

는 손해배상대상에서 다루지 않았다. 식민지피해 책임과 관련하여 조선인을 손해배상에서 제외
시킨 것은 연합국측이 냉전질서를 의식하여 피해자 조선인과 대만인보다는 가해국인 일본과
일본의 강한 여론을 더 중시한데서

온 것으로 보인다.

3. 평화조약의 배상문제(제14조) 평가
후자 손해배상문제를 다룬 제14조의 범위는

전쟁과 직접관련이 있는 연합국 손해배상문

제만 다루었다. 여기서 다루지 않은 전승 국가들은 신청으로 양자조약을 통해 이루어졌다.

평

화조약 제14조(a)11) 에서, “일본은 연합국에게 전쟁기간 중 입힌 손실과 고통에 대해 배상을
해야 한다고 승인한다”라는 내용을 규정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일본이 모든 손해 및 고통
에 대해 완전한 배상을 행하기 위해 충분한 자원을 갖고 있지 않다.“ 점을 고려하여 ”일본의
존립 가능한 경제적 유지‘라는 한정된 범위내에서 만 배상을 실시한다는 한계 규정을 두었다.
War Crimes Courts both within and outside Japan, and will carry out the sentences imposed thereby upon
Japanese nationals imprisoned in Japan. The power to grant clemency, to reduce sentences and to parole with
respect to such prisoners may not be exercised except on the decision of the Government or Governments which
imposed the sentence in each instance, and on recommendation of Japan. In the case of persons sentenced by th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for the Far East, such power may not be exercised except on the decision of a
majority of the Governments represented on the Tribunal, and on the recommendation of Japan.“
9) Kazuhiko Togo, "Development of Japan's Historical Memory : San Francisco Peace Treay and the Murayama
Statement in Future Perspective", Asian Perspective 35(2011), pp.341-342.
10) Ibid.
11) Article 14
(a) It is recognized that Japan should pay reparations to the Allied Powers for the damage and
suffering caused by it during the war. Nevertheless it is also recognized that the resources of Japan
are not presently sufficient, if it is to maintain a viable economy, to make complete reparation for all
such damage and suffering and at the same time meet its other obligations. Therefore,
1. Japan will promptly enter into negotiations with Allied Powers so desiring, whose present
territories were occupied by Japanese forces and damaged by Japan, with a view to assisting to
compensate those countries for the cost of repairing the damage done, by making available the
services of the Japanese people in production, salvaging and other work for the Allied Powers in
question. Such arrangements shall avoid the imposition of additional liabilities on other Allied Powers,
and, where the manufacturing of raw materials is called for, they shall be supplied by the Allied
Powers in question, so as not to throw any foreign exchange burden upo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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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국가의 범위에 대하여 “현재의 영역이 일본군에 의해 점령되고 일본
군에 의해 손해를 입은 연합국”으로 제한시켰다.
교섭을 하도록 규정하였다.

그 중에서도 희망하는 국가에 한하여 배상

배상요구를 포기한 국가에 대해서는 배상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미국.영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전승국가는 배상청구권 포기를 선언하였고,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만이 대일 신청 요구를 하여 개별적인 배상협정을 체결하였다.

최대 피해자인 중국, 대만, 남

한, 북한은 평화조약의 서명자가 아니므로 강화조약에 입각한 배상청구권을 갖지 못하고, 개별
적 교섭에 의하여 전후 처리해결을 도모하였다. 전쟁과 관련이 없는 나라로 분류된 조선은 동
조약 제4조에12)서

기타 피해를 본 나라끼리 양자간 해결로 미루어 버려 1965년 한일협정 체

제라는 사생아가 탄생하였다. 조선은 제14조 전승국가로서 아니라 제4조 기타 식민지 피해국
으로서 양자간 협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1965년 한일 협정은 이러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틀 속에 갇혀서 한일간 전쟁과 식민 책임을 해결하는데 일정한 한계를 가졌다.

특히

1952년 샌프란시스코 조약과 그 아류인 1965년 한일협정체제 모두 1910년 한일 강제병탄조
약의 합법성을 전제로 한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일본 역대 정부가 사죄성 발언을 하여

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치적이고 도의적 차원 사죄이고 반성일 따름이지, 식민통치의 불법성
과 원천적인 무효를 인정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라는 데 있다.

이 뿌리가 최대피해자인 조

선인과 타인완인을 제외시킨 1946년 극동군사재판소 판결과 이를 수용하기로 명시한 샌프란
시스코 평화조약의 한계점에서 연유한다.

IV.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동아시아 평화
평화조약의 대표적

전형은 1919년 1차 대전 이후 체결된 "베르사이유 평화조약"13)과 2차

대전이후 맺은 1952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다.

평화조약은 원래 국제법적으로 전쟁상

태를 법적으로 종결시키는 전승국과 패전국이라는 두편사이의 양자 조약이다. 주요한 기능은
교전국사이에 전쟁상태의 종결, 우호적인 정상상태 회복, 전쟁으로 야기된
세가지 기능을 갖는다.

문제 해결 이라는

그래서 보통 평화조약의 일반조항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서 적대해위

중지, 점령군의 철수, 전쟁 종결 조항, 불가침조항, 전쟁범죄자 처벌, 전쟁중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포획한 재산의 반환, 국경선 확정, 억류포로의 송환 문제 등이다.
위의 기준에서

볼때,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전쟁으로 야기된 문제해결” 기준에 매우

미흡하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은 지난 태평양 전쟁과 일
12) Article 4(a)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b) of this Article, the disposition of property of Japan and of
its nationals in the areas referred to in Article 2, and their claims, including debts, against the authorities
presently administering such areas and the residents (including juridical persons) thereof, and the disposition in
Japan of property of such authorities and residents, and of claims, including debts, of such authorities and
residents against Japan and its nationals, shall be the subject of special arrangements between Japan and such
authorities. The property of any of the Allied Powers or its nationals in the areas referred to in Article 2 shall,
insofar as this has not already been done, be returned by the administering authority in the condition in which it
now exists. (The term nationals whenever used in the present Treaty includes juridical persons.)
13) Stephan Verosta, "Peace Treaties
Vol.3(1997),pp.946-953.

After World war I", R. Bernhardt,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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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식민지 통치기간에 가장 큰 피해자인 조선인과 타이완인의 피해자문제에 대한 손해배상 문
제 및 손해를 끼친 전쟁범죄자 처벌문제를 제대로 다루어 지지 않았다.
근본적으로

조선인과 타이완인을 재판 원고로서 제외시킨 1946년 극동군사재판소 재판소

와 그것을 수용하겠다고 명시한(제11조)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미국의 동아시아

냉전 전략의 틀속에서 갇혀서 1910년 한일 강제병탄조약의 합법성을 사실상 묵인해 준 것이
다.
이것이 오늘날 일본군위안부문제, 독도문제, 강제징용문제 등 한일간 과거식민지 잔재가
현재 미해결로 남아있는 근본 요인이다. 이것을 해결하기위해서는 전쟁책임과 식민지책임문제
를 구명하고 책임지우는 내용을 담는 새로운 체제가 필요하다. 이 새로운 체제만이 근본적으로
한일간은 물론이고 동아시아에서 역사화해, 동아시아 평화. 지역협력이 가능하다. 동아시아 평
화는 일본이 식민지배의 불법성, 침략 전쟁행위를 인정한데서 출발해야 한다. 그리고 일본은
철저한 아시아인의 정체성에 자부심을 가지고 국제사회와 이웃국가에 임해야한다.
현행 국제사회와 국제법은 제국주의 시대와 탈식민지의 찌꺼기를 점차적으로 걷어내고 인
도주의와 적극적 평화의 개념을 지향가치14)로 하는 국가관행과 법원 판례15)를 내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세계사적 문명사적 대세에 부응하여 광복 70주년 8.15를 계기로 일본정부와 일
본주류사회의 역사인식 제고와

용기있는 정치적 결단을 촉구한다.

14) 이장희,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법의 역할”,(기조연설), ILA Korean Branch,국회의원 심윤조 공동주최, 동북아 평
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법의역할, 국회 학술회의 논문집(2015.4.22), pp. 26-27.
15) 이장희, 국제법과 한반도의 현안문제,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도서출판 아사연(2015.2.10). pp.25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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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주제 토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대한 국제법적 분석 및 극복방안’
-식민지 책임과 전쟁 책임의 관점에서도 시 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승국인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과 패전국인 일본 간에 1951년 9월
8일 체결된 ‘대일강화조약’(Treaty of Peace with Japan ; San Francisco Peace Treaty with
Japan of 1951)은 체결 당시부터 일본의 전후배상 책임의 청산을 위한 조약임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상 동아시아에서의 냉전체제 구축을 위한 조약이라는 상반된 평가를 받아왔다.1) 1945
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당시 미국의 동아시아정책은 일본을 약화시키고 소련, 중국과 더불어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전후 소련의 팽창정책과 동유럽권 공산화, 중국에서의
공산당 정권의 집권, 한국전쟁의 발발 등에 직면하자, 미국은 일본을 냉전체제의 동반자이자
공산권 봉쇄의 일원으로 재편하는 정책으로 전환했다. 구체적인 실례가 1951년 9월 8일 미국
과 일본이 체결한 ‘대일강화조약’과 ‘미일안전보장조약’으로, 미국은 그 연장선상에서 한국과
일본이 국교를 수립하여 지역협력체제를 구축하도록 권고하였다.
그러나, 대일강화조약은 동아시아 각국의 반발로 인해 동 조약 제14조에 ‘배상주의’를 명문
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지불능력을 고려한 역무배상의 허용으로 피해국들을 경제적으로
예속화시켰으며, 전쟁피해에 대한 책임으로서의 배상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의 부재뿐만 아니
라, 가장 큰 피해국으로서의 한국과 중국이 배제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동 조약을 전제
로 한 일본과 동아시아 각국과의 양자조약은 동아시아의 경제성장을 부분적으로 촉진하였으나,
본질적으로는 냉전질서하에서의 일본의 상품시장으로 재편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됨으로써2)
개인에 대한 배상 문제가 전혀 논의되지 못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전후배상과 관련한

대일강화조약 제14조(a)에 “일본국은 전쟁중에 발생시킨 손해 및 고통에 대해서 연합국에 배
상을 지불해야 함이 승인된다”고 하여 일본과 교전상태에 있었던 연합국측에 대한 배상규정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본 조약에는 일본의 식민지배의 청산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한국이 이 조약에 서명할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한국이 연합국이 아
니었다는 일본의 주장과 동 조약의 기초에 관여했던 미국과 영국은 중국의 대표권문제, 전후의
식민지 처리문제 등의 미소냉전과 미영간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한국의 동 조약 서명을 부정
하게 되었는데, 그 배경에는 식민통치를 합법적인 것으로 보는 제국의 논리가 놓여 있었던 것
이다.
요컨대, 한국의 대일강화조약 서명을 용인하는 것은 일본의 식민통치의 합법성을 부정하는

1) 도시환, “한일조약체제와 ‘식민지’책임의 국제법적 재조명”, 국제법학회논총 제57권 3호, 2012. 9, 17~45쪽 참조; 강상중
도쿄대 교수는 제2차 세계대전과 식민지 지배의 전후처리와 관련하여 얄타회담으로부터 도쿄재판,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 이르
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으로 전후 냉전체제의 고착화와 병행해 진행된 점과 그 배경으로서의 미국의 대아시아 냉전전략의 존재라
는 전제에서 한·일, 중·일 간 영토분쟁의 숨은 당사자로 미국을 지적하고 있다. 강상중, “전후 민주주의 벗어던지는 일본, 어디로
가나”, 『경향신문』(2012. 9. 20), 29쪽.
2) 小林英夫, “日本の東南アジア賠償 ”, 季刊 戰爭責任硏究, 10号(1995, 冬季), 日本戰爭責任資料センター, 10~14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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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구미의 식민통치 자체를 부정하는 논의가 분출될 우려가
있었다. 미국과 영국은 그러한 사태를 회피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때문에 대일강화조약은
식민주의의 지속을 용인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평화조약 제4조(a)의 규정을 토대로 해서 한
일재산청구권 교섭이 행해져 1965년 청구권 및 경제협력협정이 체결됨으로써, 재산청구권 교
섭의 과정을 보게 되면 식민지배의 청산이라는 입장에서 행해진 적은 한번도 없었던 것이다.3)
더욱이, 일본정부가 ‘시혜론’과 ‘근대화론’에 입각하여 식민지 지배는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식민지책임을 청산할 의사가 애초에 없었으며,4)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제4조 a
항에 규정되었던 ‘재산’ 및 ‘청구권’에 입각하여 시작된 한일청구권협상은 식민지 지배의 책임
을 묻지 않았던 것으로, 역설적으로 한일조약체제에는 ‘식민지책임’이 그대로 남겨지게 되었
다.5) 더욱이 1951년부터 시작된 한일국교정상화협상은 본래 일본의 식민지 통치라는 과거역
사를 총괄하고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어야 했으나, 한일협정 문서에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관한 언급 자체가 전무하며, 기본관계조약 전문(前文)에 “양 국민 관계의 역사적 배경
과 선린관계”라고 한 것이 “역사”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의 유일한 예에 불과할 정도로, 식민지
배 책임에 대한 청산의 과제를 뒤로 미룬 것이 오늘날 한일관계를 불안정하게 하는 큰 요인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6)
2014년 5월 24일 한국 대법원은 일제식민피해 배상판결에서 한일청구권협정의 본질은 ‘한
일청구권협정’은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
4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
기 위한 것으로 판결하고 있다. 그러한 전제에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은, 양국간의 재산․권
리․이익에 대한 청구권을 해결하는 경제협정으로 인권문제는 다루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동 협정과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약의 범위는 분쟁지역의 부
동산과 재무 및 상업 관련 사안에 대한 주권문제로 제한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한일청구권협정 하에서 일본이 제공한 청구권자금이 재산권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일본의 인권유린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배제할 목적이었는지를 재검토해
야 하며, 무수한 미해결 일제식민피해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반인도적 범죄로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와 관련하여 당사국의 의도가 개인의 청구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전제로 했다면 이는 명백
하게 효력을 갖지 못한다. 그것은 국제법 하에서 ‘위안부’로 침해당한 인권피해 여성의 청구권
은 샌프란시스코조약과 한일청구권협정 당사국이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이다.7) 광복 70년을 맞이함에 있어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대한 역사정의로서의 사죄와
3) 太田修, “財産請求權問題の再考－脫植民地主義の視角から”, 國際共同研究 韓國倂合と現代－歷史と国際法からの再檢討, 明石
書店, 2008), 696~717쪽.
4) 太田修, “もはや"日韓請求権協定で解決済み"ではすまされない : 朝鮮人強制動員被害者への戦後補償をめぐって”, 『世界』 ,
岩波書店, 2013. 10, 192쪽.
5) 도시환, “일제식민지책임 판결과 한일협정체제의 국제법적 검토”, 『한일협정 50년사의 재조명 Ⅲ』, 동북아역사재단, 2013,
78쪽.
6) 도시환, “역사적 전환의 조류 속에 있는 동북아, 역사화해의 큰 틀을 모색해야: 이종원 와세다대학 한국학연구소장 대담”,
《동북아역사재단 뉴스》2013년 9월호, 7면.
7) Gay J. McDougall, "Addressing State Responsibility for The Crime of Military Sexual Slavery during The Second
World War: Further Attempts for Justice for The "Comfort Women", The 'Comfort Women' Issue and
Future-Oriented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The 2012 KSIL International Conference, Lotte Hotel Seoul,
2012. 2. 17), pp. 35~36; Kohki Abe, "International Law as Memorial Sites: 'Comfort Women' Suits Revisite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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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이라는 국제법상의 기본적인 소극적 평화(negative peace)에서 나아가 인류보편적 가치로
서의 인권의 존중을 전제로 하는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를 도모함으로써 동아시아평화공
동체를 함께 실현해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Comfort Women' Issue and Future-Oriented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The 2012 KSIL International
Conference, Lotte Hotel Seoul, 2012. 2. 17). pp. 78~105.

- 219 -

-234 -

동아넷 단체 소개
▣ 동아시아역사시민네트워크와 함께 하시는 분들
● 고

문

강만길(前 상지대 총장), 박성수(前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신용하(서울대 명예교수), 이만열(숙명여대 명예교수),
이이화(역사문제연구소 이사장)

● 상임공동대표 이장희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한국외대 명예교수)
이성민(국학운동시민연합 대표)
● 공 동 대 표

김삼렬(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
송태경(역사복원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조대용(독도칙령기념사업국민연합 상임대표)

● 감

사

● 운영위원장
운영위원

김기환(통일교육문화원 평화교육센터 소장), 변종호(한국역사문화교육원 대표)
정상률 운영위원장(명지대 교수)
기태엽(기독교목회자사회책임실천협의회 인권위원장), 김희대(평화통일시민연대 평화위원장), 류윤근(동학민족통
일회 대외협력국장), 송태경(역사복원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우실하(항공대 교양학부 교수), 윤소년(민족통일국
민운동본부 총재), 이명학(국학운동시민연합 사무국장)

● 정책위원장
정책위원

우실하 정책위원장(항공대 교양학부 교수)
강성호(동아시아갈등해결국제연대 대표), 권영경(통일교육원 교수), 강우식(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단둥지부장),
김기환(통일교육문화원 소장), 김두수(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연구위원), 김득중(국사편찬위 편사연구사), 김범석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중앙위원), 김영기(민족중건총본부 사무총장), 김영필(민주정책연구원), 김용만(우리역사
문화연구소장), 김용철(평화연대 기획위원), 김진현(한국외대 법학연구소 연구위원),김희대(평화연대 평화위원
장), 도진순(창원대 사학과 교수), 문규석(한국외대 법대 강사), 박선영(포항공대 교양학부 교수), 박원길(한국
몽골학회장), 박재국(평화연대 이사), 반병률(한국외대 사학과 교수), 백영서(연세대 사학과 교수), 사은숙(부산
대 신문방송학과 강사), 성보용(경희대 교수), 손장권(고려대 교수), 송태경(역사복원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신종호(국회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 윤락현(간도찾기운동본부 명예회장), 윤명철(동국대 교수), 이
문기(유한대학 교수), 이진일(성균관대 사학과 교수), 이헌경(동아대 교수), 임형진(경기대 사학과 교수), 정구
도(노근리사건희생유족회 부회장), 정영훈(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소), 한철호(동국대
역사교육과 교수), 홍기준(경희대 교수), 홍정표(일본 미야자키대 교수) 이상 40인

● 회 원 단 체

국제경영정보연구소, 국학운동시민연합, 국학원, 광개토대제기념사업회, 간도되찾기운동본부, 기독교목회자사회책
임,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노근리사건희생자유족회, 늦봄문익환목사기념사업통일맞이, 단재신채호기념사업회,
대한민국임시정부사적지연구회, 한국YWCA연합회, 독도수호대, 독도향우회, 동북아평화연대, 동학민족통일회, 동
학혁명연구소, 민족통일국민운동본부, 바른시민옴부즈만,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한국위원회, 안중근의사기념사업
회, 여천홍범도기념사업회, 역사복원국민운동본부, 영세중립통일협의회, 예도라역사문화포럼, 우리마당독도지킴
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장준하기념사업회, 전국NGO연대,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정의사회운동전국시민연합, 좋은벗들, 평화문제연구소, 평화통일시민연대, 한국전통한복문화원, 통일교육문화원,
한국정신대연구소, 한국정신문화선양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민족사바로찾기운동본부, 한민족통합연구소, 환
경과문화,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 이상 44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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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 조선의 사회경제조사
– 통합과 차별의 지적토대 -

일시: 2015년 7월10일 (금 ) 10:00~12:30
장소: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3층 대회의실
주관: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비교사연구센터 토대연구팀
주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HK사업단
후원: 한국연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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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사 일 정

사회: 조영준 (한국학중앙연구원)
1. 조선총독부의 통계행정기구 변화와 통계자료 생산
발표: 송규진(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토론: 조경희(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2. 1920년대 경성 사회사업과 사회조사 – 빈민, 주택
발표: 김윤희(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토론: 이형식(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3. 1928년 경북지역 가뭄과 사회조사
발표: 송병권(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토론: 이헌주(국사편찬위원회)
4. 일제하 사회경제 조사와 조선인 삶의 재구성
발표: 조명근(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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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통계행정기구 변화와 통계자료 생산

송규진(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Ⅰ. 머리말
Ⅱ. 식민지조선의 통계행정기구와 통계 담당자
Ⅲ. 보고례제도와 총독부 통계자료 생산의 실상
Ⅳ. 맺음말

Ⅰ. 머리말
근대국가는 생산성의 제고, 효율적 분배, 재생산 기제의 안정적 유지, 사회적 위험 관리 등을
목적으로 사회경제조사를 실시했다. 근대국가는 사회경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객관적 과학적
지식’을 토대로 통계를 정리한다는 것을 선전했다. 일반적으로 계량화가 곧 객관성과 과학성을
담보하고 있다는 선입견으로 말미암아 통계를 객관적 사실로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강하다.1)
그러나 통계 역시 특정목적을 위해 대상을 구획하고 기준을 설정하여 산출된, 일종의 필터링을
통해 반영된 형상이기 때문에 해석의 과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텍스트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
다.2) 통계는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 사실의 진상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측면도 있지
만 통계를 명분으로 오류와 허위의 가설을 방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계는 ‘최안전’
인 동시에 ‘최위험’의 측면도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3)
한국의 경우 근대시기는 일제강점기와 겹치면서 근대시기 통계자료의 성격이나 신뢰성, 조사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다만 통계청은 한국통계사를
개괄하는 과정에서 일제강점기에 통계행정이 오히려 위축되었다고 주장했다.4) 박명규·서호철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4S1A5B4061558)
1) 이런 일반적 인식에 대해 통계는 수집된 것아 아니라 생산된 것이며 조사결과는 발견된 것이 아니라 창출된 것이는 주장이
있다. J.어빙 외(김정로·박태원 역), 알기쉬운 사회통계학 강의-통계학의 비밀을 벗긴다, 이성과 현실, 1990, 11쪽.
2) 리쾨르(Paul Ricoeur)는 텍스트의 해석을 거리두기와 전유(appropriation)의 변증법 -“모든 시공간적 거리를 문화적인 낯설
음으로 바꾸어 버리는 타자성과 모든 이해를 자기 이해로 확장시키는 자기성 사이에 벌어지는 투쟁의 원리”-으로 설명한다
(해석이론, 서광사, 2003, 83쪽). 텍스트가 창출한 인식지평과의 융합을 위한 과정이 전유라고 한다면 ‘거리두기’는 텍스트
를 객관화시킴으로서 전유의 오류를 극복할 수 있는 장치이다.
3) ｢統計展覽會開催, 統計의 兩面｣, 동아일보 1923.10.15.
4) 통계청, 한국통계발전사1, 1992. 그 핵심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은 근대이전에도 호구, 田制 중심의 통계행정제도를
갖추고 있었고 1880년이후에는 통계행정제도의 분화가 상당히 진척되고 있었다. 그런데 일제압박이 가속화되던 1907년부터
통계행정제도는 더 진전되지 못한 채 위축되었고 강점이후에는 근대시기 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진전이 단절되면서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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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통계청의 정리가 세부적 사실에서 오류가 적지 않고 통계가 갖는 사회적 함의에 대한 이론
적 관심도 부족하여 학술적 연구로서는 한계를 보인다고 비판하면서 근대적 통계체계라는 관
점에서 식민지성을 찾는데 주력했다.5) 조선총독부(이하 총독부)는 조사를 철저히 하고자 하면
서도 대부분의 통계자료를 비밀에 부쳤는데 이것은 식민지 조선의 민중을 일본의 ‘국민’으로
포섭하려는 시도가 실패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했다.6) 한편 일제강점기 통계자료 분석을
토대로 사회적·경제적 흐름을 개괄적으로 정리한 연구도 나왔다.7)
지금까지의 연구는 통계의 산출과정을 통한 통계의 정치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
었기 때문에 통계산출을 위한 행정기구가 어떻게 변화해갔으며 통계 담당자가 구체적으로 누
구였으며 통계의 중요성을 부각하기 위해 총독부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해서는 본격
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일제가 공개한 자료와 비밀자료로 공개하지
않는 자료가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총독부는 각 기관별로 많은 통계를 ‘생산’했다. 그 가운데 조선총독부통계연보(이하 ‘통계연
보’)는 근대시기 사회경제 연구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통계자료이다. 한국에도 이미
복간판

형태로

출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국립중앙도서관(http://www.nl.go.kr/nl/

?mobile=1)과 일본의 아시아역사자료센타(http://www.jacar.go.jp /korean/index.html)에서 이
미지를 공개하고 있다. 또한 내용의 일부는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openapi/
index/index.jsp)에서 전자텍스트로 일반인들이 손쉽게 다운로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하고 있다. 그러나 통계연보의 통계마저도 생성목적과 과정, 통계방식과 산출내용의 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가 아직까지도 종합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 통계자료의 산출 과정에 대
한 정보-조사발화자, 시행주체, 조사방법, 조사의 시공간, 조사과정, 조사자, 조사대상, 조사결
과의 집적과정, 조사결과 산출, 조사 값의 사회적 유통, 정책적 효과 등 조사의 동시대성에 대
한 체계적 정보의 구축은 통계자료의 해석이 객관성, 과학성, 보편성을 갖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본 연구는 먼저 일제강점기에 통계를 생산하기 위한 통계행정체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통계
담당자는 누구였으며 총독부가 통계의 정확성과 신속한 정리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를 살피고자한다. 또한 총독부의 통계자료가 각 기관별로 어떻게 정리되었으며 기존연구에서
된 통계부서를 두지 않았고 보고행정이 단속위주로 이루어져 통계가 식민지통치의 효율화와 총독의 권력 집중을 위해 활용
되었다.
5) 박명규·서호철, 식민권력과 통계 : 조선총독부의 통계체계와 센서스,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9쪽.
6) 같은 책, 121쪽.
7) 溝口敏行・梅村又次編, 『旧日本植民地経済統計』, 1988년, 東洋経済新報社; 통계청, 통계로 다시보는 광복 이전의 경제·사
회상, 1995; 송규진 외, 『통계로 본 한국근현대사』, 아연출판부, 2004; 김낙년 편, 『한국의 경제성장: 1910~1945』, 서
울대출판부, 2006 참조. 근대시기 작성한 통계자료에 대한 관심은 인구부분에 집중되는 경향성이 있다. 김철, 석남국, 권태
환 등은 근대시기 인구통계의 질과 신뢰성을 검토하면서 인구변동과 추이를 다루었다. 金哲, 韓國の人口と經濟, 岩派書店,
1965; 石南國, 韓國人の人口增加の分析, 1972; Kwon, Tai Hwan, Demography of Korea : population change and its
components, 1925-66,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199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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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괄적으로 이야기한 비밀자료의 실상은 구체적으로 어떠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Ⅱ. 식민지조선의 통계행정기구와 통계 담당자
- 1. 식민지 통계행정기구의 변화
한국의 근대적 통계행정부서는 1894년 6월28일에 조선정부가 의정부 직속으로 기록국을 두면
서 처음으로 만들어졌다.8) 조선정부는 1894년 7월 5일 ｢각부·각아문통행규칙」를 공포하여
기록국이 통계사무를 통합하여 당안(통계장부)을 작성보존하도록 참의 1명과 주사 4명을 두게
했다. 이 기록국은 1895년의 내각제도입 당시 내각기록국으로 개편되면서 관보국을 흡수하여
국장 1인, 참사관 2인, 비서관 1인(이상 주임관)과 주사 8인(판임관)을 두고 편록과, 관보과,
사적과로 구성되었다. 이 가운데 사적과가 국사편찬과 함께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제반 통계를
편찬했다. 통행규칙에는 각부아문에 총무국에는 문서과, 왕복과, 보고과, 기록과가 있었는데 그
중에 보고과가 각부의 「통계안건」을 채집하여 표본을 만들어 이를 각부 대신에게 결재받고
관보국에 보내 관보에 게재케 했다.9)
1895년에 조선정부는 각 아문을 각부로 고치며 탁지부, 학부, 군부, 내부 등 관제를 공포하고
관세사, 징세서 등의 관제와 지방관제 및 재판소구성법을 제정 공포했다. 이때 각 부의 총무국
내 보고과를 문서과에 통합시켰다. 그 뒤 통계업무는 문서과가 담당했으나 官制에서 서무또는
총무 담당의 기능이 정착되면서 통계업무 부서도 부별로 문서과, 서무과 또는 총무과라 하게
된 것이다.
대한제국정부는 1905년 2월 26일 칙령 제13호「각부관제통칙」를 공포하여 내부, 탁지부, 군
부, 법부, 학부, 농상공부에 대신관방을 두고 통계업무를 담당하게 했다.10) 이때까지도 전통적
인 분산형 통계 보고경로를 유지했던 것이다. 대한제국정부는 1907년 6월 18일에 칙령 제
3,795호 ｢내각소속직원관제｣를 통해 법제국에서 제반 통계표 작성업무를 취급하도록 했다.11)
그런데 즉각적으로 실행되지 않자 내각에서는 각 부에 제대로 실행에 옮길 것을 다시 독촉했
다.12) 1908년 1월 27일에는 통계과를 두고 탁지부담당 통계사무 통일에 관한 사항, 탁지부
사무통계 편성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週報, 年報, 기타 보고서 발행에 관한 사항을 담당
8) 일본의근대적 통계체제와 국세조사에 대해서는 박명규·서호철, 앞의 책, 17~37쪽 참조
9) 통계청, 앞의 책, 105쪽.
10) 대한제국관보 1905.2.26.○第十條 各部에 大臣官房을 寘야 左開事務 掌이라 一 機密에 關한 事項 二 官吏進退身分
에 關한 事項 三 部印及大臣官章管守에 關 事項 四 公文書類及成案文書接受發送에 關 事項 五 統計報告調査에 關 事
項 六 公文書類編纂保存에 關 事項 七 其他 各官制에 依야 特別히 大臣官房所掌에 屬케 한 事項
11) 대한제국관보 1907.6.18. 第五條 法制局은一等局이니左開事務掌홈 一 法律勅令規則竝諸般議案起草와改正及廢止에關
事 項 二 各部에셔提出法律勅令奏案竝諸般請議書及頒布案 을審査야意見을稟陳事項|三 國史編纂及保存에關事項 四
內外勅奏判任官資格調査及履歷書保存에關事項 五 詔勅法律勅令規則等發布及原本保存에關事項 六 官報職員錄法規類編及
諸般圖書編纂及出版에關事 項 七 諸般統計表調製에關事.
12) ｢統計表飭送｣, 大韓每日申報 1906.8.11. 內閣에셔 各部에 照會되 內閣所屬職員官制第五條第七項에 諸般統計表調製에 關
 事項으로 載明이온바 尙未遵行니 殊屬欠典이온지라 今將實施기 玆에 照會오니 照亮오셔 貴部所管으로 各樣
統計表를 昭詳編輯야 本年拾二月內로 一切送交시와 管下官廳에 亦卽申飭하시와 毋或遺漏라 얏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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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했다.13) 그리하여 탁지부 통계과에서 度支部統計年報와 각 港口別 關稅統計를 비
롯한 韓國貿易年表, 韓國貿易月報는 물론 세무, 재정 관계 통계의 기초 자료를 작성했다.
법무에서 통계과가 설치되었다는 신문기사가 있지만 필자가 대한제국관보를 검색한 결과 사
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14) 어쨌든 탁지부에 「통계과」가 설치된 것은 그때까지 문서과나 서
무과가 분산적으로 담당했던 통계정리 및 보고사항을 종합적으로 다루고자 한 것으로 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국병합과 더불어 일제가 조선총독부(이하 총독부)를 설치하고 총독부는 1910년 9월 30일에
칙령 제354호 ｢조선총독부관제｣, 1910년 10월 1일에 훈령 제2호 ｢조선총독부사무분장규정｣을
공포하여 중앙기구를 정비하면서 문서과가 통계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이때 총무부 이외의
내무부, 탁지부, 농상공부, 사법부에는 공통적으로 서무과를 두고 총무부 문서과에 해당하는
업무를 분장시켰다.15) 총독부는 중앙기구를 정비하는 동시에 총독부소속관서도 정비하면서 각
도와 소속관서에 서무과(혹은 서무계)를 두어 통계업무를 처리하도록 했다.16) 당시 각 부에서
는 통계 및 보고, 자료수집의 경우 해당 부서의 행정통계 자료를 ‘독자적으로’ 수집, 정리하여
문서과로 보내도록 했는데 이는 대한제국시기에 통계과가 통계업무를 관장했던 것과 달리 총
독부초기에 통계업무를 분산적으로 운영했음을 의미한다.
총독부는 1912년 3월 28일에 칙령 제22호 ｢조선총독부 관제 중 개정｣, 3월 30일에 훈령 제
27호 ｢조선총독부사무분장 규정 중 개정｣을 공포하고 이를 4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이
에 의해 총무부를 관방 총무국으로, 내무부 지방국 토목과를 관방 토목국으로 개편했다. 또 각
부 서무과를 폐지하고 통계업무를 총무과에서 담당하도록 했다.17) 통계업무가 조사과에서 총
무과로 변경되자 총독부는 1912년 5월 22일에 훈령 제62호로 ｢조선총독부통계사무취급방 중
개정｣을 공포하여 문서과를 총무과로 바꾸어 종래 문서과가 지닌 기능을 총무과가 담당하도록

13) 대한제국관보 1908. 1.27. 第五條 統計課에셔左開事務를掌홈 一 本部所管統計事務統一에關事項 二 本部事務統計編成
에關事項|三 週報年報其他報告書發行에關事項
14) ｢法部統計課｣, 皇城新聞 1908.3,25. 法部에셔 再昨日브터 統計課을 設寘얏다더라
15) 朝鮮總督府官報 1910.10.1. 총무부 문서과에서는 ①문서의 접수, 발송, 편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②총독, 정무총감의 관
인 및 府印의 管守에 관한 사항 ③관보에 관한 사항 ④통계 및 보고에 관한 사항 ⑤다른 部課에 속하지 않은 사항을 관장했
으며 내무부·탁지부·농상공부에서는 ①그 부에 관한 문서의 접수 및 발송에 관한 사항 ②통계 및 보고, 자료수집에 관한 사항
③변호사에 관한 사항 ④재판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 ⑤재판소의 설치, 폐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 ⑥다른 部課에 속하지
않은 사항을 관장하도록 했다. 문서과에 대해서는 김지형, ｢조선총독부 문서과 심사·발행 간행물의 특성에 관한 연구｣, 중앙
대석사학위논문, 2011 참조.
16) 朝鮮總督府官報 1910.10.1. 각 도의 庶務係에서는 ①기밀에 관한 사무 ②관리, 촉탁원, 고원의 진퇴(進退), 신분에 관한
사항 ③포상에 관한 사항 ④관인(官印)의 관리, 보관에 관한 사항 ⑤문서 접수, 발송, 기록, 편찬, 보존에 관한 사항 ⑥도
서의 보관에 관한 사항 ⑦통계·보고의 재료 수집에 관한 사항 ⑧숙직에 관한 사항 ⑨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은 사항
을 담당하도록 했다. 경무총감부 서무과 문서계에서는 ①문서의 접수, 발송, 배부에 관한 사항 ②번역, 통역에 관한 사항3.
廳印, 官印의 관리·보관 ④문서의 편찬과 보존에 관한 사항 ⑤도서의 보관에 관한 사항 ⑥관보에 관한 사항 ⑦통계, 보고
재료 수집에 관한 사항 ⑧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담당하도록 했다.
17) 朝鮮總督府官報 1912.3.28.; 1912.3.30. 총무과에서는 ①문서의 접수, 발송, 조사 편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②관인의 보
관에 관한 사항 ③관보 및 인쇄물에 관한 사항 ④통계 및 보고에 관한 사항 ⑤도서에 관한 사항 ⑥다른 部課가 주관하지 않
는 사항을 담당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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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18) 총독부는 1915년 5월 1일에 칙령 제60호 ｢조선총독부 관제 중 개정｣(제정은 4월 30
일), 훈령 제26호 ｢조선총독부사무분장 규정 중 개정｣을 공포하여 1912년에 ‘관방’으로 명칭했
던 것을 다시 ‘총독관방’으로 고치면서 종래의 9국 중 총무, 토목, 학부 3국만을 남기고 6국을
대거 폐지하여 행정기구를 간소화하면서 ‘총독관방’ 총무국 총무과의 기능을 더욱 강화했다.19)
총독부는 1918년 5월 27일에 훈령 제28호 ｢조선총독부사무분장 규정 중 개정｣을 공포하여
‘총독관방’ 총무국에 통계과와 임시국세조사과를 신설하여 통계과에서 통계에 관한 사항을 관
장하고 임시국제조사과에서는 국세조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도록 했다.20) 임시국제조사과는
본래 국세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국세조사가 실시되는 해를 전후로 임시로 설치되었다가 폐지
되는 것이므로21) 이 때의 사무분장 규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총독관방’에 통계과를 신설
한 것으로 총독부가 처음으로 통계관련 전담부서를 마련한 것이다.
3·1운동을 계기로 부임한 총독 사이토 마코토(齋藤實)가 ‘문화정치’를 표방하면서 총독부는
1919년 8월 20일에 칙령 제386호 ｢조선총독부관제 중 개정의 건｣을 공포하여(제정은 8월 19
일) 각 부(책임자 장관)를 각 국(책임자 국장)으로 개정하면서 총독부에 ‘총독관방’ 및 6국을
두었다. 이에 따라 종래 각 부에 속했던 각 국의 명칭은 각 부로 변경되었다. 또한 훈령 제30
호 ｢조선총독부사무분장 규정 중 개정｣을 공포하여 총무국을 서무부로 고침에 따라 통계업무
는 ‘총독관방’ 서무부 통계과가 담당하게 되었다. 그런데 1922년 10월 13일에 훈령 제50호 ｢
조선총독부사무분장 규정 중 개정｣을 공포하여 통계과를 없애고 조사과로 통합했다. 동일에 훈
령 제52호 ｢조선총독부통계사무취급방 중 개정｣을 공포하여 ‘총독관방’ 서무부 조사과가 총무
국 통계과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총독부는 1925년 1월 4일에 칙령 제411호 ｢조선총독부관제 중 개정의 건｣을 공포(제정은 12
월 25일하여 ‘총독관방’에 속했던 서무부와 토목부를 폐지하는 등 행정정리를 단행했다.22) 그
런데 기구개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대적인 인원감축이었다. 부장을 1명으로, 사무관 전임을
32명으로, 시학관 전임을 3명으로, 편수관 전임을 4명으로, 技手 전임을 32명으로, 통역관 전
임을 9명으로, 屬 전임을 216명으로, 편수서기 전임을 5명으로, 技手 전임을 135명으로, 통역
생 전임을 3명으로 고치고, 監察官 전임을 2명으로, 鑑査官 전임을 삭제 하는 등 대폭 인원을
삭감하여 가장 인원이 많았던 1921년과 비교하면 직원이 58% 수준으로 감소했다.23) 칙령 제
18) 朝鮮總督府官報 1912.5.22.
19) 朝鮮總督府官報 1915.5.1. 총무과는 이때 ①문서의 접수, 발송, 조사 편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②관인의 보관에 관한 사
항 ③관보 및 인쇄물에 관한 사항 ④통계 및 보고에 관한 사항 ⑤도서에 관한 사항 ⑥박물관에 관한 사항 ⑦다른 部課가 주
관하지 않는 사항을 담당했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관방에 대해서는 이형식, ｢조선총독부 관방의 조직과 인사｣, 사회와
역사102, 2014 참조.
20) 朝鮮總督府官報 1918.5.27.
21) 박명규·서호철, 앞의 책, 44쪽. 이때의 임시국세조사과는 1920년 4월 1일 훈령 제19호 ｢조선총독부사무분장 규정 중 개정｣
에 의해 폐지되었다.
22) 朝鮮總督府官報 1925.1.4.
23) 참고로 본 논문에 인용한 조선총독부관제를 중심으로 총독부 중앙부서의 직원추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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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호를 제정하면서 서무부를 폐지함에 따라 훈령 제55호를 제정하여 ‘총독관방’ 서무부 조사
과를 문서과로 통합하고 ‘총독관방’ 직속으로 두었다. 이 때 훈령 제34호 ｢조선총독부사무분장
규정 중 개정｣을 공포하여 문서과의 업무를 확대했다.24)
총독부는 1928년 3월 30일에 훈령 제6호 ｢조선총독부사무분장 규정 중 개정｣을 공포하여 ‘총
독관방’ 비서과, 외사과, 문서과를 합쳐서 총무과를 신설하고 통계업무도 총무과가 관장하도록
했다.25) 이에 따라 훈령 제8호 ｢조선총독부통계사무취급방 중 개정｣을 공포하여 ‘총독관방’ 문
<부표> 총독부 중앙부서의 직원추이(1910~1943)

국장(장관)

1910.9

1912.3

1915.5

1919.8

1921.2

1924.12

1932.7

1937.11

1941.11

1942.11

5

4

4

6

6

6

7

7

8

8

1

0

기획부장
부장(국장)

9

9

3

3

3

1

참사관

2

3

3

3

3

0

비서관

2

2

2

2

2

2

서기관

19

19

19

19

1

1

1

2

2

2

2
37

감찰관
사무관

1

36

50

2

0

57

32

32

41

60

25

2

2

15

18

재무관

1

1

통계관

1

1

조사관
이사관

8

시학관

1

1

2

4

3

4

4

4

4

편수관

1

1

2

2

4

4

6

6

6

1

1

1

48

59

63

1

1

감사관
기사

0
30

28

27

48

52

32

33

체육관
통역관

6

5

4

12

12

9

6

6

5

3

속

337

387

387

511

354

216

199

244

311

314

통계관보

6

6

재무관보

1

1

7

0

편수서기

해당무

3

5

5

5

편수관보

7

기수

199

135

106

188

220

226

통역생

5

3

2

2

2

1

704

448

401

563

714

728

합계

429

478

468

639

출전:조선총독부관보
24) 문서과에서는 ①문서의 접수, 발송, 사열, 편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②관인의 管守에 관한 사항 ③ 관보 및 도서에 관한
사항 ④통계의 조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⑤내외사정의 조사에 관한 사항 ⑥각종 보고와 인쇄물에 관한 사항 ⑦다른 局,
部, 課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담당하도록 했다.
25) 제2조 총무과에서는 ①관리, 촉탁원 및 고원의 진퇴, 신분에 관한 사항 ②서위, 서훈 및 포상에 관한 사항 ③은급에 관한
사항 ④왕공족, 조선귀족 및 이왕직에 관한 사항 ⑤영사관, 외국인 및 해외이민에 관한 사항. 기타 섭외사항 ⑥관인의 管
守에 관한 사항 ⑦문서의 접수, 발송, 사열, 편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⑧관보 및 보고에 관한 사항 ⑨도서 및 인쇄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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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과를 ‘총독관방’ 총무과로 개정했다. 총독부는 1929년 6월 24일에는 훈령 제6호 ｢조선총독
부사무분장 규정 중 개정｣을 공포하여 ‘총독관방’에 임시국세조사과를 두고 국세조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도록 했다.26) 총독부는 1930년 11월 8일에 훈령 제30호 ｢조선총독부사무분장
규정 중 개정｣을 공포하여 총무과를 비서과, 외사과, 문서과로 분리하고 다시 통계업무를 문서
과가 담당하도록 했다.
우가키 가즈시게(宇垣一成)가 총독으로 부임한 뒤 총독부는 1932년 7월 26일에 칙령 제182호
｢조선총독부관제 중 개정의 건｣, 27일에 훈령 제46호 ｢조선총독부사무분장 규정 중 개정｣을
공포하여 관제를 다시 한 번 크게 개정했다. 이 때 총독 우가키가 천명한 농촌진흥운동을 뒷받
침하기 위해 식산국을 식산국과 농림국으로 분리하고 토지개량부와 산림부를 농림국으로 통합
나는 등 대대적인 개편을 하면서도 통계업무는 여전히 문서과가 담당하게 했다.
중일전쟁 이후 이른바 ‘전시체제’에 돌입한 총독부는 1937년 8월 훈령 제66호 ｢조선총독부사
무분장 규정 중 개정｣을 공포하여 ‘총독관방’에 자원과를 신설했다.27) 물자동원을 위해 통계자
료의 중요성이 증대하자 총독부는 1939년 11월 22일 칙령 제776호 ｢조선총독부관제 중 개정
의 건｣을 공포하여(제정은 11월 17일) 국세조사를 위해 통계관을 두었다.28) 1939년 11월 28
일에 칙령 제793호 ｢조선총독부기획부임시설치제｣를 제정(공포는 12월 2일)하여 조선 내 인
적·물적 자원의 조사와 동원 계획을 총괄적으로 조율하는 기구로서 기획부를 신설했다. 기획부
는 전시체제기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기구였고 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총독부는 훈령 제65호
｢조선총독부사무분장 규정 중 개정｣을 공포하여 ‘총독관방’ 자원과를 폐지하고 그 업무를 기획
부 제1과가 담당하도록 했다.29)
전시체제기에 통계취급에 대한 비밀사무가 늘어나자 총독부는 통계사무를 간소화한다는 명분
으로 1941년 7월 18일에 훈령 제82호 ｢조선총독부 통계사무 취급방｣을 공포했다.30) 이를 통
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통계보고는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보고례에 따
르도록 일원적으로 통합하고 통계에 관하여 외부와 문서를 왕복하고자 할 때는 모두 문서과장
이 합의한 경우에만 한정하고 주요한 통계는 문서과장에게 공람하도록 했다. 또한 총독부내의
통계사무 연락을 위해 각 課室에 통계주임을 주고 통계의 검사와 이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
도록 했다.31)

관한 사항 ⑩통계 및 내외사정의 조사에 관한 사항 ⑪기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다른 局, 部, 室, 課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26) 朝鮮總督府官報 1929.6.24. 총독부는 1937년 6월 14일에 훈령 제38호 ｢조선총독부사무분장 규정 중 개정｣을 공포하여
임시국세조사과를 국세조사과로 고쳤다. 朝鮮總督府官報 1937.6.14.
27) 자원과에서는 ①자원조사에 관한 사항 ②총동원계획에 관한 사항 ③방공에 관한 사항을 담당했다.
28) 朝鮮總督府官報 1939.11.22.
29) 朝鮮總督府官報 1939.11.28.
30) 朝鮮總督府官報 1941.7.18.
31) 그전에도 통계주임을 두도록 했지만 일부 과나 실에서는 통계주임이 없었던 곳도 있었던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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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독부는 1941년 11월 18일에 이른바 ‘고도국방국가체제의 확립’ 및 ‘임전필승체제의 완비’를
명분으로 칙령 제980호 ｢조선총독부관제 중 개정의 건｣(공포는 11월 24일), 19일에 훈령 제
103호 ｢조선총독부사무분장 규정 중 개정｣을 공포하여 행정기구를 다시 대대적으로 개정했
다.32) 이에 의해 내무국을 司正局과 厚生局으로 개편하고, 기획부를 크게 강화했다. 그런데 같
은 해 12월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일본 정부는 최대한 효율적인 전쟁 수행을 위해 기구 통폐
합 등 ‘행정 간소화’와 ‘내·외지 행정 일원화’를 추진하고 1942년 11월 9일에 칙령 제727호 ｢
조선총독부관제 중 개정의 건｣을 공포(제정은 11월 1일), 훈령 제54호 ｢조선총독부사무분장
규정 중 개정｣을 공포하여 기획부와 후생국을 폐지하고 총무국을 신설하여 각종 정보 수집, 중
요 정책 수립, 국민총력운동의 관장, 행정 감찰 등 전시 행정의 핵심 업무를 담당하게 했다.33)
동일 훈령 제54호 ｢조선총독부사무분장 규정 중 개정｣을 공포하여 총무국에 문서과, 기획실,
정보과, 국민총력과, 감찰과 및 국세조사과를 두도록 했다.34) 이에 따라 훈령 제58호 ｢조선총
독부통계사무취급방 중 개정｣을 공포하여 문서과를 ‘총독관방’에서 총무국으로 바꾸었다. 문서
과에서 통계에 관한 사항을 전담하면서도 기획실에서는 이미 중요정책의 입안과 함께 총동원
계획·국토계획 업무와 자원조사업무를 관장했다.
총독부는 1943년 9월 30일에 훈령 제71호 ｢조선총독부사무분장 규정 중 개정｣을 공포하여 국
세조사과를 조사과로 바꾸었다.35) 이때 조사과에서 국세조사와 인구동태조사는 물론 노동·기
술 통계조사, 가계조사 등의 조사통계 이외에 報告例를 비롯한 각종 통계를 정리 편찬하도록
했던 것이 주목할 만하다. 총독부는 1943년 12월 1일에 훈령 제88호 ｢조선총독부사무분장 규
정 중 개정｣을 공포하여 ‘총독관방’에 비서관실, 문서과, 인사과, 감찰과, 정보과, 지방과, 회계
과, 조사과 및 지방관리양성소를 두었다. 문서과의 중요 업무였던 통계업무를 삭제하고 조사과
의 통계업무를 강화했다.36) 1944년 11월 22일에 훈령 제71호 ｢조선총독부사무분장 규정 중
개정｣을 공포하여 총무과, 기획과, 조사과, 문서과를 다시 총무과로 고친 뒤 1945년 4월 17일
에 훈령 제88호 ｢조선총독부사무분장 규정 중 개정｣을 공포하여 ‘총독관방’에 비서관실, 총무
과. 기획과, 인사과, 정보과, 지방과, 회계과 및 지방관리양성소를 두면서 기획과에서 통계업무
를 담당하도록 했다.37)
32) 朝鮮總督府官報 1941.11.29.; 朝鮮總督府官報 1941.11.24.
33) 朝鮮總督府官報 1942.11.9. 한편 “총독은 별도로 정한 바에 의해 내각총리대신 및 각 성 대신의 감독을 받는다”고 하여
조선총독이 일본 내각의 지휘를 받는다는 점이 명시되었다. 이른바 ‘대권의 위임에 의해 조선을 통치한다’는 조선총독의 원칙
적 지위가 비로소 변화한 것이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성 대신의 감독이라는 것은 칙령의 범위 내에서 개별 사무를
통리하는 것으로 조선총독의 실질적 지위가 크게 격하된 것은 아니었다.
34) 朝鮮總督府官報 1942.11.1. 문서과에서는 ①관인의 管守에 관한 사항 ②문서의 접수, 발송, 사열, 편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③관보 및 보고에 관한 사항 ④도서 및 인쇄물에 관한 사항 ⑤통계에 관한 사항 ⑥다른 국,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
는 사항을 담당했다.
35) 朝鮮總督府官報 1943.9.30. 조사과에서는 ①각종 통계의 정리에 관한 사항 ②보고례에 관한 사항 ③국세조사에 관한
사항 ⑤인구동태조사에 관한 사항 ⑤노동 및 기술통계조사에 관한 사항 ⑥가계조사에 관한 사항 ⑦다른 국, 실, 과의 주
관에 속하지 않는 각종 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관장했다.
36) 이때 ｢조선총독부통계사무취급방 중 개정｣이 공포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총무국 문서과는 그대로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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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에 총독부는 관제와 사무분장 규정을 여러 차례 개정하면서 통계업무의 주무부서도
바꾸었는데 전시체제기에 들어와서는 관제와 사무분장 규정을 더욱 자주 바꾸었다. 문서과, 총
무과, 통계과, 조사과, 문서과, 총무과, 기획과 등 통계를 주관하는 행정기구가 총독부 국(초기
에는 부) 내의 각과로 수시로 통폐합되거나 주요 업무가 이전된 것은 식민행정기구가 체계적
으로 운영되지 못했던 것을 의미한다.

2. 통계행정기구 직원과 통계업무를 위한 담당자의 임명과 통계관련 회의, 전람회, 포상 제도
통계관련 주무부서는 통계과를 제외하고는 앞에 살펴보았듯이 다른 업무도 함께 담당했는데
통계관련 업무를 담당한 인원은 통계만을 담당했던 통계과의 직원은 6~8명 정도였을 가능성
이 높다. 이는 1918년부터 통계과가 신설되어 1919년 직원록에 기록된 직원이 1922년까지
6~8명이었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1> 통계행정기구 직원 민족별 추이
문서과
일본인
1910

17

1911

17

조사과

조선인

일본인

총무과

조선인

일본인

통계과

조선인

총합계

일본인
17

3

20

1912

16

2

18

1913

18

5

23

1914

20

5

25

1915

22

3

25

1916

22

2

24

1917

21

3

24

1918

20

3

23

1919

7

7

1920

8

8

1921

7

7

1922

6

6

1923

24

3

27

1924

32

3

35

1925

22

2

24

1926

21

1

22

1927

23

3

26

37) 朝鮮總督府官報 1945.4.17. 기획과에서는 ① 중요정책의 기획, 입안 및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②행정운영상황의 감찰에
관한 사항 ③민정조사에 관한 사항 ④통계 및 조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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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8

47

3

50

1929

47

2

49

1930

18

2

20

1931

18

3

21

1932

19

4

23

1933

20

3

23

1934

19

2

21

1935

19

3

22

1936

20

4

24

1937

23

4

27

1938

29

4

33

1939

30

3

33

1940

33

3

36

1941
35
1
36
출전:국사편찬위원회의 직원록자료(http://db.history.go.kr/item/level.do?itemId=jw)

총독부 직원 가운데 조선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인구수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적었고 그나마
중요한 직위에는 조선인을 임용하지 않는 것이 총독부의 기본원칙이었다는 것은 기존연구를
통해서도 이미 밝혀진 바 있다.38) 그런데 통계행정기구에 근무하는 직원 비율이 훨씬 낮았다.
특히 통계담당 課가 수시로 변하는 상황에서 해당과의 과장에 일제 전 기간을 통해 단 한명의
조선인이 임명되지 못했다. <부표1>는 통계행정기구에서 근무한 조선인을 구체적으로 표기한
것이다. 이들이 통계관련 업무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설사 그 업무를 담당했다
하더라도 대부분 속이나 임시직인 촉탁, 판임관견습생이었기 때문에 전체 통계를 파악하기 어
려운 지위에 있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는 총독부가 통계를 관리하는 데 조선인을 철저하게
배제한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각 부서나 지방에서 통계업무를 정리하여 통계주무부서에 보내는 업무를 맡은 것은 통계주임
이었다. 총독부는 1911년 2월 22일에 훈령 제16호로 ｢조선총독부통계사무취급방｣을 공포하여
통계사무에 관하여 총독부의 각 部局 및 소속관서에 통계주임을 두어 통계자료 수집 책임을
맡게 하고 총독 및 정무총감에게 제출하는 통계서류는 문서과장을 경유하게 하여 각종 통계를
총무부 문서과의 통계대장에 기입정리하여 편찬하도록 했다. 각 부서가 독자적으로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하되 통계보고와 대외공표의 최종결정은 문서과를 통하여 집중으로 통제하도록
한 것이다.39) 총독부는 1911년 4월 6일 관통첩 제64호 ｢통계주임 임명에 관한 건｣을 발포하
38) 박은경, 일제하 조선인 관료 연구, 학민사, 1999 참조.
39) 朝鮮總督府官報 1911.2.22.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조선총독부 소관 사항과 관련한 통계는 총무부 문서과에 구비된 통계대장에 기입하고 문서과장이 그것을 정리하여 편찬
해야 한다. 통계대장에는 曆年 또는 연도별로 기입한다.
제2조 통계대장 및 통계에 관한 여러 표의 양삭은 문서과장 관계 部局에서 합의하고 결재를 거쳐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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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그때까지 통계주임을 임명하지 않는 부서에서는 조속히 임명한 뒤 통지하도록 했다.40)
1911년 10월 11일의 신문보도에 따르면 총독부가 임시통계주임회의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그
때까지 통계주임이 임명되지 않는 곳이 많아서 의도한 대로 회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41) 충
청북도, 황해도를 제외한 府郡을 비롯하여 의주·함흥·대구 지방재판소 및 관내 재판소에서 여
전히 통계주임의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이로 인해 통계사무취급이 원활하게 이루
어지지 않자 총독부는 1911년 11월 24일에 관통첩 제352호 ｢통계주임 임명에 관한 건｣을 공
포하여 통계주임을 빨리 임명할 것을 다시ㅁ 강조했다.42) 이후에 통계주임은 원칙적으로 지방
의 말단조직까지 배치되고 중앙으로 보고되는 체제를 갖춤으로써 통계가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관리되었다.
1916년 11월 11일~15일에는 총무국장을 사회자로 한 道통계주임통계강습 및 事務妥協會를
개최했고43) 22일에는 통계사무타협회를 개최했다.44) 통계자료 정리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 제
기되면서 총독부는 통계과를 신설하자 1918년 9월 4일에 훈령 제47호 ｢조선총독부통계사무취
급방 중 개정｣을 공포하여 통계과장이 조선총독부통계연보 편찬을 책임지도록 했다.45)
‘문화정치’시기에 들어와 통계업무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었다.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는 도시사에 관한 총독훈시를 통해 통계사무의 지도감독에 관한 원칙을 천명했다.46) 주도면밀
하게 조선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통계가 중요한데 통계사무가 그때까지도 개선할 점이 적지 않
다는 것을 사이토가 인식한 것이다. 그는 통계사무에 관하여 “면직원을 지도감독하여 통계 조
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훈시했다. 이후 총독부는 ｢면통계사무공로자표
장규정준칙｣을 제정하여 정확한 통계사무를 격려하기 위해 포상제도를 실시했다.47)
제3조 조선총독부 각 부국 및 소속관서에는 통계주임을 두어 각각의 주관 통계자료 수집을 책임지게 한다. 통계주임은 주임관
또는 판임관 중에서 소속장관이 임명하고 그 官名과 氏名을 문서과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4조 통계주임은 보고례와 기타 소정 양식에 따라 통계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제5조 통계주임은 여러 가지 통계표를 작성하기 위해 수집한 자료를 편찬하고 보존해야 한다.
제6조 문서과장은 통계사무에 관하여 직접 교섭할 수 있다.
제7조 조선총독부 각 부국은 통계사항과 관련하여 외부와 왕복을 필요로 할 때 이를 문서과장에게 청구해야 한다.
제8조 조선총독부 각 부국과 소속관서에서 총독과 정무총감에게 제출하는 통계서류는 문서과장을 경유해야 한다.
40) 朝鮮總督府官報 1911.4.6.
41) ｢臨時統計主任會議｣, 每日申報 1911.10.11.
42) 朝鮮總督府官報 1911.11.24.
43) ｢統計主任會議｣, 每日申報 1916.11.3.(신문 확인).
44) ｢統計事務妥協會｣, 每日申報 1916.11.22
45) 朝鮮總督府官報 1918.9.4.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조선총독부관방 총무국 통계과에 통계대장을 구비하고 통계대장 작성에 과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조 통계과장은 통계대장에 의해 매면 조선총독부통계연보를 편찬한다.
제3조 통계과장은 통계사무에 관해 통계주임과 직접 교섭할 수 있다.
제4조 조선총독부 각 부국은 통계사항과 관련하여 외부와 왕복을 필요로 할 때 이를 통계과장과 합의해야 한다.
제5조 조선총독부 소속 관서에 통계주임을 두어 통계를 검사하고 정리하도록 한다.
제6조 통계주임은 소속관서의 장이 주임관 또는 판임관 중에서 임명하고 그 官名과 氏名을 통계과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7조 주무과·계에서 작성하는 통계는 이를 통계주임에게 회부해야 한다. 통계주임은 전항의 통계를 검사하여 오류가 있다고 판
단할 때에는 재 제조를 청구할 수 있다.
46) ｢總督 指示(2), 道知事에 對한｣, 매일신보 1922.5.5.
47) ｢統計功勞表彰規程 發表｣, 매일신보 192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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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독의 훈시와 포상제도를 통해 통계사무가 개선되었지만 단위 조사의 방법, 여러 표 및 내용
의 정리와 통일, 보고기한 등에서는 여전히 문제가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총독부는
1923년 7월 14일 관통첩 제71호 ｢조선총독부 소속관서 통계사무 검열에 관한 건｣을 공포했
다.48) 통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생산하기 위해 통계주임 또는 기타 통계사무 담당자가 각각
자신이 관할하는 관서에서 취급 실황을 검열하고 지도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행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그럼에도 총독부 지시사항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자 1924년 2월 25일에 관통첩
제13호 ｢통계사무 검열 실시상황보고 제출방에 관한 건｣을 공포하여 그때까지 통계사무 검열
실시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곳은 신속하게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관서장에게 통첩을 보냈다.49)
통계주임제도를 통한 통계사무가 정비되면서 총독부는 1923년 10월 15일부터 24일까지 조선
에서 경복궁에서 통계전람회를 처음으로 개최했다. 조선뿐만 아니라 일본 및 대만 등으로부터
각종 통계간행물 및 참고품을 출품하도록 하여 1등 상금 50원 및 상장, 2등 상금 25원 및 상
장, 3등 상금 10원 및 상장을 주기로 결정했다. 심사위원장이었던 총독부 조사과장 오니시 이
치로(大西一郞)는 통계사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취급해야 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통계전람회가 효과적인 개선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50) 통계전람회를 기회
로 1923년 10월 25일에는 ‘각도통계주임 타합회 및 통계사무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 때 오니
시는 면 통계사무 공적자 표창규정에 관한 건, 일반행정사무 강습회에 통계과목 삽입에 관한
건, 통계사무 검열기관에 관한 건, 통계보고서 제출기한 勵行에 관한 건, 통계의 이용연구에
관한 건, 통계사상의 보급에 관한 건을 지시했다.51) 이 시기에 따라 각 도별로 통계 사무 공적
자를 표창했는데 주로 관할 면장이나 실무자인 면서기가 수여대상이었다. 1924년 9월의 경우
전남에서 수상자 가운데 2명이 면장이고 2명이 면서기였다. 광양군 광양면장 박준상의 수상이
유는 다음과 같았다. 그는 면장으로 통계사무를 처리하면서 자료 수집에 정확함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취급할 것을 부하직원에게 독려하고 통계담당자에 대해 통계조사부를 작성하
게 하고 조사시기에는 통계가 언제 생산되었는지를 빠뜨리지 않고 기입하게 하여 자료수집의
완벽을 기했다. 또한 통계에 관한 예규 및 關係簿冊 등도 잘 정돈하여 자기가 이해할 수있는
것은 물론 항상 담당자로 하여금 통계지식을 양성하도록 노력했다.52) 장성군 북상면 면서기인
정규섭은 당시 통계주임으로 각 계원을 독려하여 자료의 수집, 製表 정리 등의 완벽을 기하고
특히 농산통계자료는 각 생산기에 적확한 조사를 실시하여 보고기한을 넘어 독촉을 받은 일이
없을 정도로 성적이 현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53)
48) 朝鮮總督府官報 1923.7.14.
49) 朝鮮總督府官報 1924.2.25.
50) ｢統計展覽會 審査員任命｣, 每日申報 1923.10.12.; ｢통계는 사회의 縮圖, 통계전람회 개최에 제하여, 총독부조사과장 大西
一郞씨담｣, 每日申報 1923.10.15
51) ｢統計主任會議｣, 每日申報 1923.10.27.
52) ｢表彰에 對하여(5), 姜統計主任 談｣, 每日申報 1924.9.21.
53) ｢面統計功勞者 表彰에 對하여(下), 姜統計主任 談｣, 每日申報 192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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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독부는 통계전람회를 개최하면서 각도통계주임회를 개최하는 등 수시로 통계관련 협의를 하
도록 격려했다.54) 국세조사와 실업조사를 앞두고 일본 내각 통계국은 일본내 각 지방뿐만 아
니 조선을 포함한 식민지 통계주임회의를 개최했다.55) 이와 같이 통계주임이 총독부 중앙부서
뿐만 아니라 지방부서에서 통계자료를 정리하고 수시로 회의를 갖고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가 정착되었다.

Ⅲ. 보고례제도와 총독부 통계자료 생산의 실상
1. 보고례제도
일제강점기에 報告例는 총독부 운영계획과 법령에 대한 기본 평가자료일 뿐 아니라 여러 업무
의 지침으로 광범위하게 이용되었다. 보고례는 기술보고 사항도 있지만 주로 통계보고 사항이
기 때문에 행정통계인 총독부 통계사무의 기본이 되는 것이다. 병합 이후 1911년 1월 9일 경
무총감부는 훈령 甲 제1호 「보통경무보고례｣를 공포했다. 보고사항은 ①卽報(당일 보고사항:
보안 등 각종단속과 재해관계 등 14개표) ②日報(국내일본인 변동, 巡檢, 재해, 변사사건 등
24개표) ③半年報(국내일본인 동태, 조선인 호구수변동, 범죄단속 등 20개표) ④年報(경찰직
무, 조선·일본·외국인의 수, 집회·언론의 단속현황 등 32개표)로 구분하여 民情·경찰단속 중심
으로 되어 있지만 그 내용과 보고항목 구성이 매우 자세하게 되어 있었다.56)
총독부보고례는 이 경무보고례를 확대시킨 것이다. 총독부는 1911년 6월 15일에 훈령 제55호
｢총독부보고례｣를 공포하고 관통첩 제179호 ｢보고례반포의 건｣을 각 소속관서에 통보했다.57)
총독부 소속 관서는 別冊에 정하는 사항을 순서와 양식에 따라 총독에게 보고하도록 하면서 기
밀에 해당하는 보고는 따로 정한다고 해서 통치상의 비밀사항을 별도로 취급했다. 보고내용을
통계보고와 기술보고로 구분하고 있는데 ｢보통경무보고례｣와 같이 통계보고가 중심이 되도록
했다. 다만 보고시기에 따라 卽報(즉시 제출), 일보(당일 제출), 月報(다음달 15일까지 제출),
半年報(상반기는 8월말일까지, 하반기는 다음해 2월말까지 제출), 年報(曆年調는 다음해 2월말
까지, 年度調는 다음해 5월말까지 제출) 및 特報(수시로 제출)로 구분하고 있다. 보고기에 이르
러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보고를 연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보고기에 그 이유 및 예정기일
을 稟申하도록 했다. 보고례의 경우도 처음에는 총독부의 의도대로 잘 진행하지 않았다. 그러자
총독부는 관통첩 제268호 ｢보고례반포의 건｣을 다시 각 소속관서 장관에게 보냈다.58) 보고례
제도는 1911년에 시행된 이후 보고내용이 총독부의 기구개편, 소관관서 변동에 따라 그때마다
수없이 바뀔 수밖에 없어, 총독부 훈령, 정무총감 통첩, 서무부장 통첩 등을 통해 수시로 개정
54)
55)
56)
57)
58)

｢道統計主任會合｣, 동아일보 1924.10.15.
｢道統計主任會合｣, 동아일보 1924.10.15.
통계청, 앞의 책, 141쪽.
朝鮮總督府官報 1911.6.15.
朝鮮總督府官報 191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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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총독부는 1912년 11월 22일 훈령 제20호 ｢조선총독부보고례｣를 공포하여 도·부·군에도 보고
례 작성을 명문화하고 관통첩 제179호 ｢보고례반포의 건｣를 각 소속관서에 통보했다.59) 대체
적으로 1911년 훈령 제55호와 유사하지만 반연보를 없앤 것이 차이가 있다. 1915년 11월 19
일에는 훈령 제50호 ｢조선총독부보고례중개정｣을 공포하여 島에도 보고례제도를 확대하고 관
통첩 제318호를 공포하여 이를 소속관서에 지시했다.60)
‘문화정치’를 표방한 사이토 총독이 사무간소화를 천명하자 총독부는 그 일환으로 보고례제도
를 개정하면서 종래의 것보다 간소하게 했다. 보고례제도 개정을 기도하면서 관계 部局과 협의
를 거듭하면서 총독부는 1919년 12월에 법령통첩 등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보고했던 것을 보
고례로 통일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훈령 제55호 ｢조선총독부보고례별책개정｣을 공포했
다. 보고사무에 차질이 없는 문건을 삭감하여 내용을 간단하게 하면서 보고회수를 줄이거나 중
복 보고하지 않도록 했다. 도지사가 하는 보고 중에 그 자료를 부군면으로부터 얻는 것은 가급
적 생략하여 지방청부담을 경감하고 장문으로 구성된 기술보고는 가급적 삭감하도록 했다. 또
한 종래 경무보고례로 道경무부로부터 경무총장에게 보고하던 것 가운데 극히 소수만을 도지
사가 총독에게 보고하게 하고 그 외의 것은 생략하도록 한 것이다. 그리하여 종래 조사 항목이
507항이던 것이 425항으로 삭감되었다.
총독부는 1920년 12월 25일에 훈령 제72호 ｢조선총독부보고례별책개정｣을 공포했다.61) 총독
부는 1922년 10월 5일에 훈령 제49호 ｢조선총독부보고례 및 同별책중개정｣을 공포하여 보고
례를 별책 갑호와 별책 을호로 구분했다.62) 갑호는 총독부와 道를 비롯한 지방관서에서 보고
할 사항, 을호는 이른바 총독부의 부속관서에서 보고할 사항으로 정했다. 각 보고서는 보고례
표 번호와 表題, 내용및 기재상 주의 등으로 구성되었다. 보고례에 의한 보고는 원칙적으로 1
차로 소속관서에서 하지만 예외적으로 하급관청으로 시달하는 경우도 있었다. 모든 표에 기재
상 주의사항이나 범례가 자세히 제시되어 있고 실무자가 각 표를 이해하여 보고례를 작성할
때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조했다. 작성된 보고례는 각 소속부서의 통계주임을 거쳐 최종
적으로 통계행정기구로 보내져 통계연보를 비롯한 각종 통계자료를 생산하도록 한 것이다.
총독부는 1931년 12월 22일에 관통첩 제46호 ｢보고례에 관한 건｣을 공포하여 보고례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다.63)
미나미 지로(南次郞)가 조선총독으로 부임하면서 서정쇄신을 5대정책의 하나로 내세우자 총독
부는 보고례의 ‘대쇄신’을 단행하여 번잡한 사무를 정리하여 각종 조사통계 등을 본래의 취지
59)
60)
61)
62)
63)

朝鮮總督府官報
朝鮮總督府官報
朝鮮總督府官報
朝鮮總督府官報
朝鮮總督府官報

1912.11.22.
1915.11.19.
1920.12.25.
1920.12.25.
193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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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맞도록 철저하게 정리하고 각 局課에 대해 행정사무쇄신의 근본취지를 철저히 하기 위해
당시 보고례개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통첩을 발했다. 그러자 각 국과에서는 6월 15일까지 이
를 모아 문서과에 제출하고 문서과는 이를 검토하여 ① 보고례 전반에 걸쳐 행정사무쇄신의
근본취지에 철저히 부응하는 개정 ②정례보고 중 종래의 보고례 이외의 예규통첩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될 수 있는 한 보고례로 편입하여 통일할 것 ③보고회수를 감소해도 큰
지장이 없도록 정리할 것 ④분류방법의 구분을 명백히 하고 要領을 간명하게 기록할 것 ⑤懇
切平明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 소관사무에 관하여 연락이 필요로 할 경우는 그 뜻을 명시할 것
등의 원칙을 세웠다.64) 이에 근거하여 1937년 12월(1938년 적용) 훈령 제77호 ｢조선총독부
보고례중개정｣을 공포했다. 이 때의 개정으로 보고례의 형식과 내용이 크게 바뀌었다. 보고사
항이 종전에는 소속관서 보고사항의 ‘형식적 관계’를 중시했으나 개정 후에는 하급관청 실무보
고의 ‘내용적 관계’중심으로 변경한 것이다.
일제 패망직전에 보고사무의 경감을 도모함으로써 전시행정을 철저하게 간소화한다는 것을 이
유로 총독부는 1945년 6월 6일에 관통첩 제7호 ｢조선총독부 보고례에 따른 보고 정지에 관한
건｣을 공포했다.65) 하여 갑호에서 115건(232건 정지), 을호에서 66건(89건 정지)을 제외한
보고를 정지시켰다. 이는 기존 보고례 항목중 무려 64%를 정지한 셈이다.66) 그동안 도시사가
총독부에 보고하면서도 각도에서 각 부읍면 혹은 구장들이 일일이 보고하여 중복보고 하던 것
을 정리한 것이다. 당시 총독부를 대변한 매일신보는 종래의 여러 보고례 때문에 일선행정기
관의 사무내용이 지극히 번잡했는데 당시 조치로 인해 ‘縮減정리’ 등 일선행정의 간소화가 이
루어졌다고 하면서 총독 또는 도지사의 권한을 일선 지방청에 넘기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평
가했다.67) 그러나 전쟁수행을 위한 인력과 물자가 중점적인 정책이 되는 상황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발생한 고육책으로 보는 것이 정당한 해석일 것이다. 보
고례에 의거한 보고항목 181건 가운데 가장 많은 항목은 세무관계로 전쟁수행을 위해 증세를
주력했던 일제가 세무관계에 대한 보고는 정지시킬 수 없었던 것이 그것을 증명한다.

2. 총독부 통계자료의 생산과 비밀주의의 실상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총독부는 문서과->총무과->통계과->조사과->문서과->조사과
->총무과->기획과로 수시로 통계관련 담당기구를 바꾸면서도 각 국과에서 보고례제도에 의
거하여 통계를 생산하도록 했다. 일제강점기 보고례자료를 이용한 주요간행물 정리한 것이
<표2>이다.
64) ｢行政事務刷新策 于先報告例大改正 本府、十三年度부터 實施｣,  每日申報 1937.5.14.
65) 朝鮮總督府官報 1945.6.6.
66) 통계청과 박명규·서호철은 이를 반대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통계청, 앞의 책, 143쪽; 박명규·서호철, 앞의 책, 51
쪽.
67) ｢一線行政簡素化 煩多한 報告例縮減整理｣,  每日新報 194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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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보고례를 이용한 주요간행물
자료명
最近朝鮮事情要覽
朝鮮要覽
朝鮮事情
朝鮮經濟事情
朝鮮의 人口統計
朝鮮의 農業
朝鮮의 産業
朝鮮의 林業
林野統計
朝鮮의 水産業
朝鮮水産統計
工産統計
醫院年報
朝鮮貿易年表
朝鮮貿易年報
朝鮮貿易要覽
朝鮮總督府施政年報
Annual Report on Reforms and Progress in Chosen
Annual Report on Administration in Chosen
統計要覽
統計便覽
朝鮮總督府統計年報

발간시기
1911~1922
1923~1933
1934~1944
1911~1940
1935(1933)~1939(1937)
1921~1942
1921~1935
1921~1940
1929~1942
1921~1942
1921~1943
1926~1941
1911~1931
1911~1943
1914~1937
1910~1933
1908(06)~1944(1942)
1908~1922
1922~1938
1911(10)~1943(1941)
1921~1925
1907~1942

출전: 통계청, 앞의 책, 142쪽에 의거하여 재작성.
* 괄호안의 연도는 통계 해당년도를 의미함

이밖에도 총독부는 각 부서별로 통계에 관한 각종 조사보고서나 연보, 월보를 내어 발간했다.
그 중 그동안의 연구에서도 어느 정도 소개되어 연구자들이 이용한 자료도 많지만 대부분은
그 존재조차도 모르는 것이 많다. 총독부 내의 모든 局(종전의 部), 室, 課와 부속관서(地方道
府郡 포함)에서 정기간행물로 연보, 반연보, 季報, 月報를 간행했다. 이 가운데 조선총독부월
보는 1911년 6월에 창간되었는데 1915년 3월부터 조선휘보, 1920년부터는 「조선」이라
고 改題하여 일제패망직전까지 발행되었다.
이와 같은 수많은 총독부자료 가운데 그동안 연구자들이 가장 이용한 자료는 통계연보이다.
통계연보는 1906년판인 제1차 통감부통계연보부터 비롯된다. 당시 조선내 일본인 관계자
료가 중심이었으나 대한제국에서 조사한 것도 수록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토지, 호구, 무역, 금
융, 산업, 경찰 및 감옥, 재정, 교육, 사회사업, 관리 등 10개 장, 모두 197건의 항목을 다루고
있다. 그 이후 해마다 늘어나 1911년판에는 26개 장, 616건의 항목으로 늘었다. 박명규·서호
철은 통감부시기와 일제초기의 통계를 단순비교하면서 일제강점기에 통계연보의 통계항목이
계속 늘어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68) 그런데 필자가 통계연보의 편목을 계량화한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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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1911년에 최고로 많은 통계 항목이 있었다. 이후 통계연보 편수와 항목은 정체 내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69) 일제강점기에 사회가 더 복잡해지고 경제규모가 더 커졌다는 것
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통계연보가 통계항목이 오히려 감소한 것은 일반 상
식과는 거리가 있다. 통계연보 편목은 행정기구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일제 전시기에 걸쳐 급
변하여 전체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통계연보의 편목이 수시로 변한 것은
행정기구의 변화와 함께 사회경제 전반의 변화와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총독부가 공개를 원하는 자료를 발간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통계연보의 통계항목
이 줄어든 것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총독부에서 발행한 통계자료 전체를 통계적으로 다룬 연구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요인
가운데 하나는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총독부의 기구가 수시로 변하는 상황에서 각 부서에서
발행한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자료를 활용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필자는 본 연구과
정에서 중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는데 1944년에 발행한 자료로 당시 총독부의 각 국과에
서 조사한 통계자료에 대한 조사사항, 조사방법, 조사시기, 발행사항, 취급분류를 자세하게 정
리한 것이다.70)
<표3>는 총독부가 생산한 국별 통계자료건수와 그 비율을 표기한 것이다. 이 표를 통해 각국
별로 별도로 통계를 생산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통계자료를 가장 많이 생산한
것은 ‘총독관방’으로 전체 통계의 39.8%를 차지했다. 이를 ‘총독관방’의 각 과별 통계자료건수
와 그 비율을 살펴본 것이 <표4>이다. 이 표에 의하면 ‘총독관방’ 가운데 조사과가 90%를 넘
었는데 ‘총독관방’ 통계는 대부분 조사과에서 생산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국별 통계자료건수와 비율(1944)
국

통계자료건수
비율(%)
383
‘총독관방’
39.8
76
재무국
7.9
91
광공국
9.4
158
농상국
16.4
123
법무국
12.8
51
학무국
5.3
70
경무국
7.3
7
체신국
0.7
4
교통국
0.4
합계
963
100.0
출전:朝鮮總督府官房調査課, 朝鮮總督府資料調査目錄, 1944.
<표 4> ‘총독관방’의 각 과별 통계자료건수와 비율
68) 박명규·서호철, 앞의 책, 57쪽.
69) <부표2> 참조.
70) 朝鮮總督府官房調査課, 朝鮮總督府資料調査目錄,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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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인사과

통계자료건수
10

비율(%)
2.6

지방과

22

5.7

회계과

2
348

0.5
90.9

1

0.3

조사과
지방관리양성소

383
100.0
출전:朝鮮總督府官房調査課, 朝鮮總督府資料調査目錄, 1944.
합계

기존연구에서도 통계연보는 식민권력에게 불리한 증거들을 ‘비밀’이나 ‘극비’로 분류하여 공
간하지 않았음을 주장했다.71) 그럼에도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아 어느 정도의 자료를
비밀로 했는지를 파악할 수 없었다. 당시 총독부의 공개와 비공개 통계자료건수와 비율이 각
국별로 어느 정도인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것이 <표5>이다. 이에 의하면 전체 통계문서 가
운데 공개비율은 55.9%에 지나지 않으며 통계문서의 44.1%ㄴ를 비밀로 취급했음을 알 수 있
다. 이는 가장 많은 통계자료를 생산한 ‘총독관방’의 비율도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공개율이 가
장 높았던 것은 재무국과 학무국이었으며 교통국 자료는 모두 비밀로 분류했으며 체신국 자료
도 공개율이 극히 낮았다.

<표5> 국별 공개·비밀 통계자료건수와 비율
통계자료건수
비밀
176
25

합계
383
76

공개

비율(%)
비밀

합계

‘총독관방’
재무국

공개
207
51

54.0

46.0

100.0

67.1

32.9

100.0

광공국

44

47

91

48.4

51.6

100.0

농상국
법무국

96
69

62
54

158
123

60.8

39.2

100.0

56.1

43.9

100.0

학무국

34

17

51

66.7

33.3

100.0

경무국
체신국

36
1

34
6

70
7

51.4

48.6

100.0

14.3

85.7

100.0

4

4

0.0

100.0

100.0

44.1

100.0

교통국

합계
538
425
963
55.9
출전:朝鮮總督府官房調査課, 朝鮮總督府資料調査目錄, 1944.

이와 같은 비밀문건은 일제 패망 후 상당부분 폐기되거나 분실하여 이시기의 체계적인 통계정
리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계속 자료를 발굴하고 현재 남아있는 통계자료를 수입, 정리함으로

71) 통계청, 앞의 책, 126쪽; 박명규·서호철, 앞의 책, 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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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당시의 통계사정뿐 아니라 사회상과 통치실상을 객관적으로 살필 수 있을 것이다.

Ⅳ. 맺음말
통계는 통계 생산의 기준과 수치 이면에 자리한 정치사회적 배경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적용
하느냐에 따라 해석을 달리 할 수 있다. 근대이후 자원과 국력에 대한 정보가 선전과 과시뿐만
아니라 통치를 위해 각국은 통계생산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했다. 일제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일제는 대한제국시기에 설치했던 통계과를 강점 직후에 없앴고 1918년에 통계과를
두었지만 1922년에 다시 없애면서 통계전담행정기구를 일부시기에만 두었다. 그리하여 ｢조선
총독부관제｣와 ｢조선총독부사무분장규정｣을 개정하면서 문서과->총무과->통계과->조사과
->문서과->조사과->총무과->기획과로 수시로 바꾸고 이에 따라 ｢조선총독부통계취급방｣
도 자주 개정했다. 이는 식민지통계행정기구가 확립되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총독부는 1911년에 중앙부서 및 지방주소에 통계주임을 두도록 하면서 지방의 말단
조직까지 배치하여 중앙으로 통계보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했다. 처음에는 총독부의 독려
에도 통계주임이 설치되지 않는 기관이 많았고 지방의 경우에는 통계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
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3·1운동 이후 총독으로 부임한 사이토 마코토는 총독으로서는 이례
적으로 통계사무의 중요성에 대해 훈시했다. 이후 총독부는 통계주임회의 뿐만 아니라 통계전
람회를 개최하고 포상제도까지 실시하여 통계담당자가 통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했다. 식민통치를 위해 자신들 구미에 맞는 통계를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
문이다.
일제강점기에 총독부 운영계획과 법령에 대한 평가자료, 여러 업무의 지침으로 활용한 것이 보
고례이다. 보고례는 기술보고와 통계보고로 나뉘는 데 통계보고 사항이 대부분을 차지했기 때
문에 통계자료 생산을 위한 기초자료라 할 수 있다. 보고례제도가 1911년에 시행된 이후 보고
내용이 총독부의 기구개편, 소속관서 변동에 따라 그때마다 바뀔 수밖에 없어, 총독부 훈령,
정무총감 통첩, 서무부장 통첩 등을 통해 수시로 개정되었다. 통계사무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
식한 사이토 마코코가 사무간소화를 천명하자 보고례의 조사항목도 삭감되었다. 보고례는 각
소속부서의 통계주임을 거쳐 최종적으로 통계행정기구로 보내져 각종 통계자료를 생산하는 데
활용되었다. 미나미 지로가 부임하여 서정쇄신을 내세우면서 보고례제도는 소속관서 보고사항
의 ‘형식적 관계’보다는 하급관청 실무보고의 ‘내용적 관계’중심으로 변경했다. 일제 패망직전
에 인력과 물자동원정책으로 일반적인 행정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던 상황이 발생하자 총독부
는 보고례 항목중 무려 64%를 정지시켰다. 그런데 보고항목 가운데 세무항목만은 정지시킬
수 없었다. 이는 전쟁수행을 위해 증세를 주력했던 일제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보고례제도에 입각하여 총독부는 각 부서별로 통계에 관한 각종 조사보고서나 연보, 월보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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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발간했다. 이와 같은 수많은 총독부자료 가운데 그동안 연구자들이 가장 이용한 자료는 통
계연보이다. 통계연보는 1942년판까지 발간되는데 1911년판에 최고로 많은 통계항목이 있
었고 통계연보 편목은 일제 전시기에 걸쳐 급변하여 통계연보 전체 체계를 파악하기가 쉽
지 않다. 이는 사회경제 전반의 변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총독
부가 공개를 원하는 자료를 발간했기 때문일 것이다.
일제강점기 각 기관에서는 통계자료를 생산했는데 총독부 중앙부서 가운데는 국별로 살펴보면
통계자료를 가장 많이 생산한 것이 ‘총독관방’이었고 그 가운데 당시 통계담당 주무부서였던
조사과가 ‘총독관방’ 통계의 90%를 생산했던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식민권력에게 불리한
증거들을 총독부는 ‘비밀’이나 ‘극비’로 분류하여 발간하지 않았다는 상식에 속한 사실이다. 그
럼에도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아 어느 정도의 자료를 비밀로 했는지를 파악할 수 없었
다. 통계문서 가운데 공개비율은 55.9%정도였으며 통계문서의 44.1%를 비밀로 취급했다. 통
계가 ‘객관적인’ 통계목적 뿐만 아니라 식민통치를 위해 활용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항은 
통계연보를 비롯하여 각 기구에서 발표되며 공간되었지만 조선인이 알 필요가 없거나 알아서
는 안 될 것,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 정책현안이 될 만한 것은 극비로 조사하여 내부자료
로 이용되던 것이 전시라는 특수상황이긴 했지만 그 비율이 매우 높았다.

<부표 1> 통계행정기구의 조선인 직원
通譯官
1911

柳益秀
李大容
趙漢慶

1912

李大容
趙漢慶

1913

國分哲

屬
O
O
O
O
O

O
O

元義常

O

尹貫一
李普榮

O
O
O
O

李熙奎
元羲常
尹貫一

1915

李普榮
尹貫一

O
O
O
O

張基昌

1916

李善榮
尹貫一

1917

李普榮

判任官見習

O

李凞奎

國分哲

囑託

O

李普榮

1914

技手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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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貫一

O
O
O

趙箕行

1918

孟漢永
尹貫一

O
O

崔鶴基

1923

金明淵

O
O

朴吉龍
安秉春

1924

金明淵

O
O
O

朴吉龍
安秉春

1925

O
O
O
O

松田甲
趙大鎬

1926
1927

趙大鎬

O

朴吉龍

O
O

吳宗燮
趙大鎬

1928

O

朴吉龍

O

趙大鎬
趙東敏

1929

O
O

朴吉龍

O

沈友燮

1930

朴吉龍

1931

朴吉龍

O
O

吳晴

O
O
O

吳晴
沈友燮

1932

都築肇

O
O

朴吉龍

O
O

吳晴
沈友燮

1933

都策肇

O
O
O

吳晴
沈友燮

1934

都築肇

1935

都築肇

O
O

吳晴
林直續

O
O
O

吳晴

1936

都築肇

O
O

陸芝修
林直續

O
O

吳晴

1937

都築肇

O
O

陸芝修
林直續

O
O

吳晴

1938

金漢畦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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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都築肇

O
O

陸芝修
辛兌鉉

1939

O

都築肇

O
O

陸芝修
幸兌鉉

1940

O
O
O
辛兌鉉
1941
O
都築肇
출전:국사편찬위원회의 직원록자료(http://db.history.go.kr/item/level.do?itemId=jw)
都築肇
馬淵正

<부표 2> 통계연보 편목
1906

1907

1908

1909

1910

항목

건수

비율(%)

항목

건수

비율(%)

항목

건수

비율(%)

항목

건수

비율(%)

항목

건수

비율(%)

전체

197

100.0

전체

323

100.0

전체

399

100.0

전체

502

100.0

전체

550

100.0

토지

8

4.1

기상

14

4.3

기상

16

4.0

기상

16

3.2

기상

16

2.9

호구

22

11.2

토지

2

0.6

토지

6

1.5

토지

7

1.4

토지

21

3.8

무역

44

22.3

호구

33

10.2

호구

40

10.0

호구

58

11.6

호구

49

8.9

금융

24

12.2

무역

30

9.3

농업

13

3.3

농업

19

3.8

농업

29

5.3

산업

19

9.6

금융

45

13.9

수산업

7

1.8

수산업

12

2.4

임업

14

2.5

경찰및감옥

63

32.0

산업

12

3.7

상업및공업

18

4.5

광업

5

1.0

수산업

13

2.4

재정

10

5.1

수운

14

4.3

무역

37

9.3

상업및공업

17

3.4

광업

8

1.5

교육

2

1.0

전신, 우편

42

13.0

금융

45

11.3

무역

45

9.0

상업및공업

13

2.4

사회사업

3

1.5

철도

11

3.4

수운

18

4.5

금융

74

14.7

물가및임금

5

0.9

관리

2

1.0

경찰

20

6.2

전신, 우편

47

11.8

수운

18

3.6

무역

18

3.3

위생

11

3.4

철도

13

3.3

전신, 우편

29

5.8

금융

40

7.3

감옥

9

2.8

경찰

20

5.0

철도

15

3.0

수운

16

2.9

재정

14

4.3

위생

10

2.5

경찰

18

3.6

전신, 우편

43

7.8

교육

17

5.3

감옥

10

2.5

위생

19

3.8

철도

19

3.5

사사및교회

4

1.2

재정

28

7.0

감옥

19

3.8

경찰

19

3.5

사회사업

8

2.5

교육

21

5.3

재정

51

10.2

위생

18

3.3

가은상

3

0.9

교육및은상

10

2.5

전매

6

1.2

감옥

16

2.9

관리

10

3.1

사사및교회

4

1.0

사사및교회

5

1.0

재정

84

15.3

재판등기 및
공탁

24

7.4

관리

11

2.8

사회사업

7

1.4

전매

5

0.9

재판등기및
공탁

25

6.3

1911

1912

1913

건설

8

1.6

교육

39

7.1

관리및은상

11

2.2

사사및교회

5

0.9

재판등기 및
공탁

43

8.6

사회사업

10

1.8

건설

4

0.7

관리및은상

4

0.7

재판등기 및
공탁

30

5.5

부록

12

2.2

1914

1915

항목

건수

비율(%)

항목

건수

비율(%)

항목

건수

비율(%)

항목

건수

비율(%)

항목

건수

비율(%)

전체

616

100.0

전체

569

100.0

전체

580

100.0

전체

578

100.0

전체

596

100.0

기상

16

2.6

기상

16

2.8

기상

16

2.8

기상

16

2.8

기상

17

2.9

토지

7

1.1

토지

9

1.6

토지

10

1.7

토지

10

1.7

토지

10

1.7

호구

49

8.0

호구

50

8.8

호구

46

7.9

호구

23

4.0

호구

20

3.4

농업

24

3.9

농업

33

5.8

농업

35

6.0

농업

36

6.2

농업

35

5.9

임업

22

3.6

임업

22

3.9

임업

20

3.4

임업

20

3.5

임업

20

3.4

수산업

20

3.2

수산업

22

3.9

수산업

20

3.4

수산업

15

2.6

수산업

15

2.5

광업

8

1.3

광업

8

1.4

광업

8

1.4

광업

12

2.1

광업

12

2.0

상업및공업

13

2.1

상업및공업

12

2.1

상업및공업

16

2.8

상업및공업

15

2.6

상업및공업

12

2.0

물가및임금

7

1.1

물가및임금

5

0.9

물가및임금

7

1.2

물가및임금

7

1.2

물가및임금

8

1.3

무역

20

3.2

무역

16

2.8

무역

15

2.6

무역

17

2.9

무역

17

2.9

금융

52

8.4

금융

35

6.2

금융

33

5.7

금융

41

7.1

금융

41

6.9

수운

10

1.6

수운

9

1.6

수운

9

1.6

수운

7

1.2

수운

7

1.2

전신, 우편

38

6.2

전신, 우편

23

4.0

전신, 우편

21

3.6

전신, 우편

20

3.5

전신, 우편

23

3.9

- 245 -

-260 -

전토지조사

6

1.0

전토지조사

6

1.1

전토지조사

12

2.1

전토지조사

14

2.4

전토지조사

15

2.5

철도

21

3.4

철도

21

3.7

철도

21

3.6

철도

23

4.0

철도

28

4.7

토목및축항

8

1.3

토목및축항

8

1.4

토목및축항

8

1.4

토목및축항

8

1.4

토목및축항

8

1.3

경찰

23

3.7

경찰

21

3.7

경찰

19

3.3

경찰

21

3.6

경찰

20

3.4

위생

16

2.6

위생

16

2.8

위생

21

3.6

위생

14

2.4

위생

14

2.3

감옥

29

4.7

감옥

30

5.3

감옥

31

5.3

감옥

28

4.8

감옥

30

5.0

재정

80

13.0

재정

89

15.6

재정

88

15.2

재정

85

14.7

재정

88

14.8

전매

7

1.1

전매

6

1.1

전매

6

1.0

전매

6

1.0

전매

8

1.3

교육

52

8.4

교육

45

7.9

교육

45

7.8

교육

55

9.5

교육

55

9.2

사사및교회

4

0.6

사사및교회

5

0.9

사사및교회

3

0.5

사사및교회

3

0.5

사사및교회

3

0.5

사회사업

8

1.3

사회사업

8

1.4

사회사업

10

1.7

사회사업

11

1.9

사회사업

14

2.3

관리및은상

5

0.8

관리및은상

5

0.9

관리및은상

10

1.7

관리및은상

10

1.7

관리및은상

10

1.7

재판등기 및
공탁

8.6

재판등기 및
공탁

8.6

재판등기 및
공탁

57

9.9

재판등기 및
공탁

61

10.2

부록

4

0.7

부록

5

0.8

재판등기 및
공탁

62

10.1

부록

9

1.5

1916

49

1917

50

1918

1919

1920

항목

건수

비율(%)

항목

건수

비율(%)

항목

건수

비율(%)

항목

건수

비율(%)

항목

건수

비율(%)

전체

605

100.0

전체

593

100.0

전체

604

100.0

전체

472

100.0

전체

512

100.0

기상

17

2.8

기상

17

2.9

기상

17

2.8

기상

15

기상

15

2.9

토지

10

1.7

토지

10

1.7

토지

10

1.7

토지

8

토지

8

1.6

호구

20

3.3

호구

20

3.4

호구

20

3.3

호구

16

호구

15

2.9

농업

34

5.6

농업

32

5.4

농업

33

5.5

농업

28

농업

28

5.5

임업

21

3.5

임업

21

3.5

임업

21

3.5

임업

16

임업

16

3.1

수산업

15

2.5

수산업

15

2.5

수산업

16

2.6

수산업

13

수산업

13

2.5

광업

14

2.3

광업

14

2.4

광업

14

2.3

광업

9

광업

9

1.8

상업및공업

12

2.0

상업및공업

12

2.0

상업및공업

12

2.0

상업및공업

11

상업및공업

11

2.1

물가및임금

8

1.3

물가및임금

9

1.5

물가및임금

9

1.5

물가및임금

8

물가및임금

8

1.6

무역

17

2.8

무역

17

2.9

무역

17

2.8

무역

13

무역

15

2.9

금융

41

6.8

금융

42

7.1

금융

49

8.1

금융

43

금융

51

10.0

수운

7

1.2

수운

7

1.2

수운

7

1.2

수운

5

수운

6

1.2

전신, 우편

23

3.8

전신, 우편

21

3.5

전신, 우편

21

3.5

전신, 우편

15

전신, 우편

15

2.9

전토지조사

15

2.5

전토지조사

11

1.9

철도

26

4.3

철도

23

철도

23

4.5

철도

27

4.5

철도

26

4.4

토목및축항

8

1.3

토목및축항

8

토목및축항

7

1.4

토목및축항

8

1.3

토목및축항

8

1.3

경찰

20

3.3

경찰

15

경찰

17

3.3

경찰

20

3.3

경찰

20

3.4

위생

14

2.3

위생

12

위생

13

2.5

위생

14

2.3

위생

14

2.4

감옥

37

6.1

감옥

15

감옥

30

5.9

감옥

32

5.3

감옥

34

5.7

재정

103

17.1

재정

79

재정

71

13.9

재정

96

15.9

재정

95

16.0

전매

8

1.3

전매

7

전매

7

1.4

전매

8

1.3

전매

8

1.3

교육

60

9.9

교육

51

교육

52

10.2

교육

62

10.2

교육

59

9.9

사사및교회

4

0.7

사사및교회

4

사사및교회

4

0.8

사사및교회

4

0.7

사사및교회

4

0.7

사회사업

14

2.3

사회사업

11

사회사업

11

2.1

사회사업

14

2.3

사회사업

14

2.4

관리및은상

9

1.5

관리및은상

8

관리및은상

8

1.6

관리및은상

10

1.7

관리및은상

8

1.3

재판등기 및
공탁

55

9.1

재판등기 및
공탁

39

재판등기 및
공탁

54

10.5

재판등기 및
공탁

55

9.1

재판등기 및
공탁

55

9.3

부록

5

1.0

부록

1

0.2

항목

건수

비율(%)

항목

건수

비율(%)

항목

건수

비율(%)

항목

건수

비율(%)

항목

건수

비율(%)

전체

508

100.0

전체

515

100.0

전체

516

100.0

전체

518

100.0

전체

517

100.0

기상

15

3.0

기상

15

2.9

기상

15

2.9

기상

15

2.9

기상

15

2.9

토지

8

1.6

토지

8

1.6

토지

8

1.6

토지

8

1.5

토지

8

1.5

호구

17

3.3

호구

17

3.3

호구

17

3.3

호구

17

3.3

호구

17

3.3

농업

28

5.5

농업

28

5.4

농업

28

5.4

농업

26

5.0

농업

25

4.8

임업

16

3.1

임업

16

3.1

임업

16

3.1

임업

16

3.1

임업

15

2.9

수산업

13

2.6

수산업

13

2.5

수산업

13

2.5

수산업

13

2.5

수산업

13

2.5

광업

9

1.8

광업

8

1.6

광업

10

1.9

광업

10

1.9

광업

10

1.9

상업및공업

11

2.2

상업및공업

10

1.9

상업및공업

10

1.9

상업및공업

10

1.9

상업및공업

10

1.9

물가및임금

8

1.6

물가및임금

8

1.6

물가및임금

8

1.6

물가및임금

8

1.5

물가및임금

8

1.5

무역

14

2.8

무역

14

2.7

무역

13

2.5

무역

13

2.5

무역

13

2.5

금융

52

10.2

금융

52

10.1

금융

52

10.1

금융

53

10.2

금융

53

10.3

1921

1922

1923

1924

1925

수운

6

1.2

수운

6

1.2

수운

6

1.2

수운

6

1.2

수운

6

1.2

전신, 우편

15

3.0

전신, 우편

15

2.9

전신, 우편

15

2.9

전신, 우편

15

2.9

전신, 우편

15

2.9

철도

23

4.5

철도

23

4.5

철도

23

4.5

철도

23

4.4

철도

23

4.4

토목및축항

8

1.6

토목및축항

8

1.6

토목및축항

8

1.6

토목및축항

8

1.5

토목및축항

8

1.5

경찰

18

3.5

경찰

19

3.7

경찰

19

3.7

경찰

19

3.7

경찰

19

3.7

위생

13

2.6

위생

13

2.5

위생

12

2.3

위생

12

2.3

위생

12

2.3

감옥

30

5.9

감옥

31

6.0

감옥

31

6.0

감옥

31

6.0

감옥

31

6.0

재정

65

12.8

재정

65

12.6

재정

65

12.6

재정

64

12.4

재정

63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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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

7

1.4

전매

7

1.4

전매

7

1.4

전매

7

1.4

전매

7

1.4

교육

55

10.8

교육

61

11.8

교육

62

12.0

교육

64

12.4

교육

63

12.2

사사및교회

4

0.8

사사및교회

4

0.8

사사및교회

4

0.8

사사및교회

4

0.8

사사및교회

4

0.8

사회사업

11

2.2

사회사업

11

2.1

사회사업

11

2.1

사회사업

11

2.1

사회사업

11

2.1

관리및은상

8

1.6

관리및은상

8

1.6

관리및은상

8

1.6

관리및은상

10

1.9

관리및은상

10

1.9

10.6

재판등기 및
공탁

10.7

재판등기 및
공탁

10.7

재판등기 및
공탁

10.6

재판등기 및
공탁

58

11.2

재판등기 및
공탁

54

1926

55

1927

55

1928

55

1929

1930

항목

건수

비율(%)

항목

건수

비율(%)

항목

건수

비율(%)

항목

건수

비율(%)

항목

건수

비율(%)

전체

515

100.0

전체

540

100.0

전체

512

100.0

전체

508

100.0

전체

508

100.0

기상

15

2.9

기상

15

2.8

기상

15

2.9

기상

15

3.0

기상

15

3.0

토지

8

1.6

토지

8

1.5

토지

8

1.6

토지

8

1.6

토지

8

1.6

호구

18

3.5

호구

18

3.3

호구

18

3.5

호구

18

3.5

호구

18

3.5

농업

25

4.9

농업

25

4.6

농업

25

4.9

농업

25

4.9

농업

25

4.9

임업

15

2.9

임업

16

3.0

임업

15

2.9

임업

15

3.0

임업

15

3.0

수산업

13

2.5

수산업

13

2.4

수산업

13

2.5

수산업

13

2.6

수산업

13

2.6

광업

10

1.9

광업

10

1.9

광업

10

2.0

광업

9

1.8

광업

10

2.0

상업및공업

10

1.9

상업및공업

22

4.1

상업및공업

12

2.3

상업및공업

12

2.4

상업및공업

12

2.4

물가및임금

8

1.6

물가및임금

8

1.5

물가및임금

8

1.6

물가및임금

8

1.6

물가및임금

8

1.6

무역

12

2.3

무역

10

1.9

무역

10

2.0

무역

10

2.0

무역

10

2.0

금융

53

10.3

금융

53

9.8

금융

53

10.4

금융

53

10.4

금융

53

10.4

수운

6

1.2

수운

6

1.1

수운

7

1.4

수운

7

1.4

수운

7

1.4

전신, 우편

15

2.9

전신, 우편

15

2.8

전신, 우편

15

2.9

전신, 우편

15

3.0

전신, 우편

15

3.0

철도

23

4.5

철도

42

7.8

철도

23

4.5

철도

22

4.3

철도

22

4.3

토목및축항

8

1.6

토목및축항

8

1.5

토목및축항

8

1.6

토목및축항

8

1.6

토목및축항

8

1.6

경찰

19

3.7

경찰

19

3.5

경찰

19

3.7

경찰

19

3.7

경찰

19

3.7

위생

12

2.3

위생

12

2.2

위생

13

2.5

위생

11

2.2

위생

11

2.2

감옥

31

6.0

감옥

31

5.7

감옥

31

6.1

감옥

31

6.1

감옥

31

6.1

재정

61

11.8

재정

61

11.3

재정

61

11.9

재정

60

11.8

재정

60

11.8

전매

7

1.4

전매

7

1.3

전매

7

1.4

전매

7

1.4

전매

7

1.4

교육

63

12.2

교육

58

10.7

교육

59

11.5

교육

60

11.8

교육

60

11.8

사사및교회

4

0.8

사사및교회

4

0.7

사사및교회

4

0.8

사사및교회

4

0.8

사사및교회

8

1.6

사회사업

11

2.1

사회사업

11

2.0

사회사업

11

2.1

사회사업

11

2.2

사회사업

7

1.4

관리및은상

10

1.9

관리및은상

10

1.9

관리및은상

10

2.0

관리및은상

10

2.0

관리및은상

9

1.8

재판등기 및
공탁

58

11.3

재판등기 및
공탁

58

10.7

재판등기 및
공탁

57

11.1

재판등기 및
공탁

57

11.2

재판등기 및
공탁

57

11.2

항목

건수

비율(%)

항목

건수

비율(%)

항목

건수

비율(%)

항목

건수

비율(%)

항목

건수

비율(%)

전체

514

100.0

전체

506

100.0

전체

516

100.0

전체

510

100.0

전체

516

100.0

기상

15

2.9

기상

15

3.0

기상

16

3.1

기상

13

2.5

토지

21

4.1

토지

8

1.6

토지

8

1.6

토지

8

1.6

토지

8

1.6

호구

21

4.1

호구

18

3.5

호구

18

3.6

호구

20

3.9

호구

20

3.9

농업

40

7.8

농업

25

4.9

농업

25

4.9

농업

39

7.6

농업

40

7.8

임업

18

3.5

임업

15

2.9

임업

15

3.0

임업

23

4.5

임업

18

3.5

수산업

13

2.5

수산업

13

2.5

수산업

13

2.6

수산업

12

2.3

수산업

13

2.5

광업

7

1.4

광업

9

1.8

광업

9

1.8

광업

7

1.4

광업

7

1.4

공업

10

1.9

상업및공업

15

2.9

상업및공업

14

2.8

상업및공업

10

1.9

공업

10

2.0

상업및금융

34

6.6

물가및임금

8

1.6

물가및임금

8

1.6

물가및임금

8

1.6

상업및금융

29

5.7

물가및임금

8

1.6

무역

10

1.9

무역

10

2.0

무역

17

3.3

물가및임금

8

1.6

무역

17

3.3

금융

53

10.3

금융

45

8.9

금융

25

4.8

무역

17

3.3

전신, 우편

15

2.9

수운

7

1.4

수운

7

1.4

수운

7

1.4

전신, 우편

15

2.9

철도

19

3.7

전신, 우편

15

2.9

전신, 우편

15

3.0

전신, 우편

18

3.5

철도

19

3.7

토목및수운

13

2.5

철도

21

4.1

철도

20

4.0

철도

21

4.1

토목및수운

13

2.5

경찰

23

4.5

토목및축항

7

1.4

토목및축항

7

1.4

토목및축항

8

1.6

경찰

23

4.5

위생

12

2.3

경찰

19

3.7

경찰

19

3.8

경찰

22

4.3

위생

12

2.4

감옥

28

5.4

위생

11

2.1

위생

12

2.4

위생

12

2.3

감옥

28

5.5

재정

62

12.0

감옥

31

6.0

감옥

31

6.1

감옥

30

5.8

재정

62

12.2

전매

14

2.7

재정

65

12.6

재정

61

12.1

재정

61

11.8

전매

14

2.7

신사및교육

53

10.3

전매

7

1.4

전매

7

1.4

전매

15

2.9

신사및교육

53

10.4

종교사회사업

19

3.7

9.7

종교사회사
업

19

3.7

관리및은상

8

1.6

60

11.6

1

0.2

건수

비율(%)

1931

교육
사사및교회

1932

60
4

11.7
0.8

교육
사사및교회

1933

64
4

12.6
0.8

1934

교육

50

사사및교회

4

0.8

관리및은상

8

1.6

재판등기 및
공탁

59

11.6

부록

2

0.4

건수

비율(%)

사회사업

11

2.1

사회사업

14

2.8

사회사업

15

2.9

재판등기 및
공탁

관리및은상

10

1.9

관리및은상

10

2.0

관리및은상

8

1.6

부록

재판등기 및
공탁

57

11.1

재판등기 및
공탁

55

10.9

재판등기 및
공탁

60

11.6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1936
항목

1937
항목

1938
항목

1935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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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1940
항목

전체

490

100.0

전체

467

100.0

전체

469

100.0

전체

437

100.0

전체

431

100.0

토지

21

4.3

토지

8

1.7

토지

8

1.7

토지

8

1.8

토지

8

1.9

호구

20

4.1

호구

19

4.1

호구

23

4.9

호구

10

2.3

호구

10

2.3

농업

40

8.2

농업

40

8.6

농업

40

8.5

농업

38

8.7

농업

38

8.8

임업

18

3.7

임업

18

3.9

임업

18

3.8

임업

18

4.1

임업

18

4.2

수산업

13

2.7

수산업

14

3.0

수산업

13

2.8

수산업

13

3.0

수산업

13

3.0

광업

7

1.4

광업공업

7

1.5

광업공업

12

2.6

광업공업

8

1.8

광업공업

8

1.9

공업

10

2.0

상업및금융

31

6.6

상업및금융

31

6.6

상업및금융

31

7.1

상업및금융

31

7.2

상업및금융

31

6.3

물가및임금

2

0.4

물가및임금

2

0.4

물가및임금

2

0.5

물가및임금

1

0.2

물가및임금

2

0.4

무역

13

2.8

무역

14

3.0

무역

14

3.2

무역

14

3.2

무역

17

3.5

전신, 우편

15

3.2

전신, 우편

15

3.2

전신, 우편

15

3.4

전신, 우편

15

3.5

전신, 우편

15

3.1

철도

19

4.1

철도

19

4.1

철도

18

4.1

철도

17

3.9

철도

19

3.9

토목및수운

9

1.9

토목및수운

9

1.9

토목및수운

9

2.1

토목및수운

9

2.1

토목및수운

12

2.4

경찰

23

4.9

경찰

24

5.1

경찰

22

5.0

경찰

22

5.1

경찰

23

4.7

위생

12

2.6

위생

12

2.6

위생

12

2.7

위생

11

2.6

위생

12

2.4

감옥

28

6.0

감옥

28

6.0

감옥

28

6.4

감옥

28

6.5

감옥

28

5.7

재정

54

11.6

재정

48

10.2

재정

46

10.5

재정

44

10.2

재정

48

9.8

전매

14

3.0

전매

14

3.0

전매

13

3.0

전매

13

3.0

전매

14

2.9

신사및교육

53

11.3

신사및교육

51

10.9

신사및교육

44

10.1

신사및교육

44

10.2

신사및교육

52

10.6

종교사회사
업

19

4.1

종교사회사
업

19

4.1

종교사회사
업

19

4.3

종교사회사업

19

4.4

종교사회사업

19

3.9

관리및은상

8

1.7

관리및은상

8

1.7

관리및은상

8

1.8

관리및은상

8

1.9

관리및은상

8

1.6

재판등기 및
공탁

60

12.8

재판등기 및
공탁

60

12.8

재판등기 및
공탁

60

13.7

재판등기 및
공탁

59

13.7

재판등기 및
공탁

60

12.2

부록

1

0.2

부록

1

0.2

부록

1

0.2

부록

1

0.2

부록

1

0.2

항목

건수

비율(%)

항목

건수

비율(%)

항목

건수

비율(%)

전체

422

100.0

전체

409

100.0

전체

389

100.0

토지

8

1.9

토지

8

2.0

토지

8

2.1

호구

10

2.4

호구

10

2.4

호구

7

1.8

농업

38

9.0

농업

37

9.0

농업

38

9.8

임업

19

4.5

임업

19

4.6

임업

19

4.9

수산업

13

3.1

수산업

13

3.2

수산업

11

2.8

광업공업

7

1.7

광업

3

0.7

광업

3

0.8

상업및금융

31

7.3

상업및금융

31

7.6

상업및금융

28

7.2

물가및임금

1

0.2

물가및임금

0.0

무역

13

3.3

무역

14

3.3

무역

14

3.4

전신, 우편

14

3.6

전신, 우편

14

3.3

전신, 우편

14

3.4

철도

17

4.4

철도

17

4.0

철도

17

4.2

토목및수운

5

1.3

토목및수운

9

2.1

토목및수운

4

1.0

경찰

20

5.1

경찰

21

5.0

경찰

20

4.9

위생

11

2.8

위생

11

2.6

위생

11

2.7

감옥

22

5.7

감옥

24

5.7

감옥

23

5.6

재정

40

10.3

재정

44

10.4

재정

45

11.0

전매

11

2.8

전매

11

2.6

전매

11

2.7

교육

41

10.5

신사및교육

44

10.4

신사및교육

43

10.5

종교사회사
업

15

3.9

4.3

종교사회사
업

18

4.4

관리및은상

7

1.8

재판등기 및
공탁

59

15.2

1941

종교사회사업

1942

18

1943

관리및은상

8

1.9

관리및은상

8

2.0

재판등기 및
공탁

59

14.0

재판등기 및
공탁

59

14.4

부록

1

0.2

부록

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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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규진, 「조선총독부의 통계행정기구 변화와 통계자료 생산」에 대한 토론문
조경희(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본 발표는 조선통독부 통계의 산출과정을 행정기구의 변화와 시행주체의 성격을 통해 정리, 해명
하고 있다. 식민지 조선 통계자료의 경우 일반적으로 지적되는 통계의 정치성을 넘어서 사실관계
와 방법의 타당성과 생산주체의 성격과 변화, 생산물의 효과와 활용방식에 대한 섬세한 검증과
해석이 필요하다. 통계산출을 둘러싼 총독부의 행정적 변천을 검토한 이 발표내용은 그를 위한
첫 단계로서 식민지 근대와 통계라는 주제를 다각적으로 생각하기 위한 기초적인 정보들을 정리
하고 있다. 향후 발표문을 발전시키는데 있어 몇가지 질문을 던짐으로써 토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1.
발표자가 추적한 것처럼 식민지 시기 전기간에 걸쳐 조선총독부 행정조직은 끊임없이 변화를
거쳤고 그 중에서 통계 담당기관도 마찬가지로 일관적인 기구를 갖추지 못하고 시대적 요청에
따라 변화하였는데 식민지근대의 관점에서 이 시대적 변화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대한
제국시기에 탁지부에 ‘통계과’를 신설하여 행정적인 집중을 시도한 것에 대해 초기 총독부 시
정에서는 통계업부를 “분산적으로 운영”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점은 일반적으로 1910년대
조선을 말할 때 지방제도의 미발달, 행정기관의 미분화 등으로 인한 권력의 집중성이 지적되는
것과는 다른 특징이다. 이에 대해 근대적 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진전이 단절”되었다는 통
계청의 설명 외에 어떤 해석이 가능한가? 총독부가 통계부서를 독립시키지 않고 각부서 문서
과를 통해 파악하려고 한 것은 ‘분산’보다 오히려 ‘집중’이었다고 할 수 없는가? 통계에 대한
근대적 개념이 조선시대나 대한제국기에 이미 형성되었다고 한다면 조선총독부하 통계업무의
혼란은 근대성보다는 오히려 식민지성의 표출로 특징지을 수 있을 것인가?

2.
물론 발표문에서 서술된 바 같이 총독부에서도 통계의 제도화와 대중화를 향한 노력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1918년 총독부 통계과의 신설과 사이토 마코토의 통치하에서 추진된 전람회나
강습회 등도 그 근대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나 3.1운동 후 국세조사의 중단과 그 후
수시로 행정적인 통폐합을 거치는 과정은 근대성의 좌절로 읽어낼 수 있다. 문화통치하 각 부
서에서 시도된 여러 근대적 시책들은 관공서 직원들과 지역유지들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고,
그 결과 식민지 행정은 그 특유의 비체계성=비근대성을 지닐 수 밖에 없다. 국가가 민중들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민중들 또한 객관적 언어와 근대적 신체를 가져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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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식민지 전체를 통해 조사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조사통계가 아닌
행정통계 위주로 통계업무가 운영되었고, 주로 통계는 관리와 단속의 수단일 수밖에 없었던 것
으로 보인다. 전시하에 가면서 국가총동원의 관점에서 형식상으로는 ‘행정 일원화’(=국민화)가
이뤄졌지만 실지로는 조선총독부 관제와 내부규정을 더욱 자주 바꿔야 하는 혼란을 겪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 속에서 통계업무가 갖는 근대성 일반과 식민지성을 구분하고 시기적으로
특징짓는 작업, 혹은 서로 다른 가치와 방향성이 길항하는 과정이 서술되면 더 흥미로울 것이
다(예컨대 1924년 총독부관방 서무부조사과가 중심이 되어 조선통계연구회 설림, 그 기관지로
[조선의 통계] 발간?)

3.
발표문 3절에서 서술된 내용은 조선의 통계업무의 특징으로 참으로 흥미롭다. 특히 통계자료
생산의 기반이 된 ‘보고례 제도’가 기밀사항을 별도로 취급할 수 있는 경찰 ‘경무 보고례’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은 식민지의 통계 정치성을 말하는데 있어 상징적이다. 발표자는 보고례 제도
를 기반으로 한 통계연보의 편목 분석을 통해 식민지 시기를 통해 항목이 감소추세를 보이는
점을 비밀문서의 존재를 통해 해석하고 있다. 1944년 시점에서 문서 공개율이 55.9%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은 사실관계의 중요성을 떠나서 식민지에서 통계가 가지는 문제적 위치를 다시 한
번 환기시킨다. 즉 통계가 민중에 대한 정보라기보다는 국가에 대한 정보(statistics)라는 점,
게다가 국가도 아닌 식민지에서의 통계는 그 산출주체와 방법, 유통과 활용의 모든 과정에서
통치성을 읽어내야 할, 분석의 대상이라는 점을 환기시키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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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대 경성 사회사업과 사회조사 – 빈민, 주택

김윤희(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Ⅰ.머리말
Ⅱ. 1910년대 은사금 기금과 빈민구제 사업
Ⅲ. 1920년대 빈민구제 사업의 변화
Ⅳ. 조사 통계지식의 정치적 효과

머리말
1918년 일본의 ‘쌀소동’과 1919년 3.1운동은 일본 제국 통치의 균열상을 드러내는 사건이었
다. 제1차 세계대전 기간 급격한 산업화가 초래한 빈부격차의 심화는 중류 이하 생활자의 생
활난을 가중시켰다. 만주진출을 위한 급격한 통화 팽창으로 조선과 일본에서 쌀투기가 발생했
고, 자본축적과 구성원의 생활안정 사이의 비대칭적 균형이 깨기지 시작했다.1) 제국 통치에
대한 광범한 대중적 저항은 통합의 정치를 요청하는 사회적 담론의 등장과 함께 계급혁명론이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일본의 다이쇼데모크라시와 사회사업의 확대는 저항의 파괴력을 완화하고 계급 통합과 체제
로의 포섭을 시도한 것이었다. 조선총독부 역시 문화통치를 표방함과 동시에 식민지의 통합과
포섭을 위한 정책으로서 조선의 경제개발과 사회사업을 제시했다. 이것은 조선의 일본인 조선
인 자본가를 제국의 이해에 통합시켜내고, 조선의 무산계급을 체제내로 포섭하기 위한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두 방향의 정책은 일본 긴축재정에 따른 총독부 재원부족, 경기불황의 지속 속에서
그 형식과 내용을 갖추기 위한 사회경제조사도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었고, 총
독부는 공론장을 통해 확인되는 통치의 비합리성의 문제에 우선적으로 대응하는데 급급했다.
한편 민족주의 정치세력은 사회주의 세력의 계급혁명론을 경계하면서 이전에 비해 열린 공론
장의 주도권을 장악해가고 있었다. 특히 공론장을 통해 조선사회 또는 조선인 사회가 등장하면
서 경제개발과 사회사업은 공론장에서 형성되는 공공적 이해와 깊게 관련을 맺기 시작했다.
1920년대는 경제개발을 통한 성장과 사회사업을 통한 분배의 문제가 공론장을 통해 최초로
등장한 시기이며, 생존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의 확보 문제가 경제 성장주의에 비대칭적으로 수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4S1A5B4061558)
1) 일례로 일본의 경우, 1912년의 물가와 임금 지수를 100으로 할 때 1916년까지는 109와 104로 차이가 크지 않
았다 그러나 1917년에는 145와 120, 1918년에는 200과 157로 격차가 벌어졌다(富田愛二郞, 日本社會事業の
發展｣, 巖松堂書店, 1942년, 312~313쪽; 김상균, 일제시기 조선사회사업협의회 성격에 대한 실증분석-식민지배
도구적 성격을 중심으로｣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31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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렴되어가는 과정을 고찰할 수 있는 시기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경성부의 빈민구제사업의 실
시과정과 그것에 개입했던 공론장의 담론에 주목하고자 한다.
경성부 빈민구제사업에 대한 기존 연구는 조선 사회사업에 대한 일본 연구자들의 사례연구에
서 발견된다. 특히 경성부 방면위원회활동에 대한 연구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 연

구자들의 연구는 제국의 통합적 질서 수립이란 관점에서 사회사업정책의 실시 과정과 성격을
분석했다. 반면, 1920년대 조선에서 사회사업의 내용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과 사회사업을 둘
러싼 조선 공론장의 담론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본 발표문은 사회사업정책에 대한 기존연구에서 거의 주목하지 않았던 1920년대 경성부 사회
사업 실시과정과 그 과정에서 공개된 조사기록이 공론장의 정치기획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
었는지를 예비적으로 탐색했다. 따라서 발표문이 앞서 제시한 목적에 부합하려면 다음의 몇 가
지 부분에 대한 자료가 더 보완해야 한다. 첫째, 1920년대 경성부 조사계 또는 5서 경찰서의
사회조사 통계를 충분히 찾아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경성휘보는 1926년 이후부터 존재하고,
빈민과 주택임대료 조사 통계는 1930년 이후에 발견된다. 통계자료의 불충분함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론적 고민이 좀 더 필요하다. 둘째, 공론장의 담론 분석에서 사회주의 세력의 담론과
경성부의 빈민구제사업 지출에 대한 통계정보에 대한 분석이 보완되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으로 구제담론의 배후를 구성하고 있었던 경제개발 담론과 민간의 사회사업 담론에 대한 기존
연구 성과를 부가하여 생활난에 대한 사회적 결정 과정을 탐색할 예정이다.

1. 1920년 이전 경성부 빈민구제 사업
경성부는 1910년 일본천황의 은사금 17,398,000 원 중 100만원을 배부받고,

授産, 교육, 흉

렴구제라는 3가지의 사회사업을 시작했다. 경성 배분금은 경기도 배분금과 함께 운영되었고,
배분된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의 60%는 수산에 30%는 교육에, 나머지 10%는 흉렴구제에
충당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수산사업은 양반유생과 같이 항산 없는 자가 산업에 종사하여 생계를 꾸릴 수 있도록 지원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고, 대표적인 지원 사업으로 양잠과 록지(漉紙, 한지생산)가 지목되었
다. 교육사업은 보통학교설립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립학교의 경우 보통학교로의 전환을 전제
로 보조금이 지원되었다. 흉렴구제는 부득이한 경우 생업부조 또는 현물 급여 등을 할 수 있도
록 했다. 은사금은 지방 장관이 관리하고, 기금은 원칙적으로 소비하지 못하도록 했다.2)
경성부 은사금 기금운영에서 가장 많은 액수가 지불된 것은 수산사업이다. 양잠부, 제사부의
설치, 과수재배, 양잠, 양계 장려. 농업실습원양성위탁사업, 稻扱전습 등의 수산사업은 사실상
경기부흥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2) ｢朝鮮各道府郡 臨時恩賜金由來及其の事業槪要｣ 식민지사회사업관계자료집.조선편1. 30~36쪽. 배분 원칙은 경
성부 이외 부군은 평균 5만원으로 하고 그 중 2만5천원은 평균분할, 나머지 2만 5천원은 인구비율로 정했다.
12부 317군에 배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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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1916년 경기도 은사금 예산지출표
지출항목

경기도

단위:원

사업항목비중

항목비중

전국

경기도비중

수산업

175,704

72.7

53.1

757,693

23.2

교육보조

39,668

16.4

12.0

271,161

14.6

흉렴구제

26,445

10.9

8.0

110,722

23.9

소계

241,817

100.0

900

0.3

7,668

11.7

기금편입금

59,502

18.0

127,810

46.6

잡지출

1,569

0.5

1,614

97.2

예비비

27,099

8.2

195,417

13.9

합계

330,884

100.0

1,424,603

23.2

은사금취급비

출전: 조선총독부내무부, ｢大正午年度臨時恩賜金豫算及社業槪要｣ 식민지사회사업관계자료집. 조
선편1, 250쪽.

1916년 은사금 지출 상황을 보면, 경성을 포함하는 경기도의 은사금배분은 23.2%이다. 이는
당시 경기도인구비중(전국대비) 10.5%와 비교해 볼 때 매우 높은 비중을 점하는 것이다.
3개의 사업항목에서 수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3%에 육박했고, 흉렴구제는 10.9%로 방침에
서 규정한 10%를 약간 상회했다. 반면 교육보조는 방침에 규정된 30%에 훨씬 못 미치는
16.4%에 달했다. 당시 제1차 세계대전에 따른 경기 호황 속에서 수산사업에 대한 지원이 크게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수산부분에서 중점을 두고 있었던 것이 양잠업이었는데, 이는 제1차세
계대전에 따른 일본수출의 증대에 편승하여 대일 수출이 크게 증가했던 부분이기도 하다.3)
양잠업의 장려는 1912년 경성에 은사수산장을 설치하여 양잠지원자에게 기술을 전수하고,4)
상원을 설치하고, 양성한 상묘를 배부 하는 등 적극적인 장려 정책을 실시했고,5) 조선귀족은
이에 부응하여 양잠장을 개설하고, 보조를 받기도 했다.6)
흉렴구제사업은 경기도 빈민에 대한 식량비와 생업보조비로 각각 50%가 지출되었고, 순수한
흉렴구제 명목지출은 0원이었다. 경기도는 다른 지역과 달리 농업용구 및 농사재료에 대한 지
출이 없었다.7) 식량비와 생업보조비는 1910년 이전 한성부 경무청에서 실시하던 5서 빈민에
대한 생계보조 방식과 유사하게 진행되었다. 경성 5부장이 빈민구제를 위해 은사금의 사용을
협의하고, 각부 빈민을 조사하여 극빈자에 대한 생계보조를 실시했다.8) 전국 흉렴구제사업 지
3) 조선무역수지 개선과 경제개발에서 양잠업의 성장이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되었다(제40회 귀족원 일본흥업은행
법중 개정법률안 외 1건 특별의원회 의사속기록 제1호 1918년 3월 25일); 김인호의 연구(｢합방의 콩고물, 임
시은사금｣ 인간과 문화연구17, 2010, 32쪽)에 따르면 1915년에서 1919년까지 조선인공장은 15배, 자본금은
12배 증가했지만, 이것은 1차세계대전의 영향일 뿐 관료자본이나 은사금에 의한 발흥과는 거리가 멀닥 지적하고
있다.
4) 매일신보 1912년 8월 7일｢양잠지원자에게, 경성은사수산장에서｣
5) 매일신보 1913년 1월 12일 ｢양잠사업 장려｣; 1913년 3월 29일 ｢경성 은사 수산장 사업개요(1)｣
6) 대일신보 1913년 4월 20일 ｢귀족과 양잠｣
7) 조선총독부내무부, ｢大正午年度臨時恩賜金豫算及社業槪要｣ 식민지사회사업관계자료집.조선편1, 290쪽.
8) 매일신보 1912년 8월 6일 ｢各郡의 協同實行, 5부장의 협동으로 빈민 구휼을 하고자｣; 9월 1일 ｢貧民救恤協

- 253 -

-268 -

출액에서 경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23.9%로 높았다.
천황의 은사금에 의해 진행된 사회사업은 경기부흥에 집중되어 있었고, 빈민구제와 같은 생활
안정 사업은 1910년 이전 한성부의 빈민구제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1차세계대전
시기 일본의 경기호황과 금융유동성 확대는 경성부민의 생활안정을 크게 위협하기 시작했고,
은사금에 의존한 사회사업만으로는 통치의 안정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기 시작했다.
1914년 제1차세계대전이 발발한 이후 일본은 산동 반도 독일조차지를 점령한 이후 적극적인
중국진출을 시도했고, 만주지역에 자본투자를 증대시켜 나아갔다. 그러나 1917년 러시아혁명
으로 만주시장의 투자환경이 위축되었고, 조선은행이 만주에 대출한 금액이 조선으로 다시 유
입되기 시작했다. 만주에서 유입된 자본은 조선의 쌀과 경성 주택의 투자를 증대시켰으며, 이
로 인해 쌀값과 주택가격의 상승이 급격하게 진행되기 시작했다.9) 특히 미가의 상승으로 하층
민의 생활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10)

매일신보는 경성 미곡상의 부정을 기사화

하여 쌀값인하를 압박하기 시작했다.11) 경성부 하층민에 대한 생계부조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빈민구호를 위한 유산자의 기부를 추동하고 있었다.
1910년대 빈민의 생계부조를 실시하고 있었던 민간의 구제단체는 1916년에 설립된 사루타레
루(サルタレル)재단,12) 1917년에 설립된 경성불교慈濟會,13)에 불과했다. 이 단체는 모두 불교
계에서 운영하는 민간기구로, 기부금, 구호보조금, 지방보조금 등에 의존하여 빈민구제사업을
실시하고 있었다. 따라서 1918년 빈민생활의 급격한 위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에는 매우 불
충분한 것이었다. 이에 경성부는 일본의 쌀소동 발생 직후 경성구제회를 설립했다.14)
8월 3일 일본 도야마현 부인들이 쌀의 염가판매를 주장하면서 소요를 일으켰고, 9일에는 부
산 滑川町에서 어부의 아내 400명이 자산가의 집에 몰려가 위협하는 민요가 발생하기도 했
다.15) 8월 13일 도쿄 히비야공원에서 대규모 집회가 발생하면서 ‘쌀소동’은 정점에 이르렀
다.16) 1918년 상반기부터 경성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쌀투기가 발생하고 쌀값이 급격히 상
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쌀소동’이 조선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매우 컸다.
이에 8월 15일 경성부, 경성상업회의소, 본정과 종로 경찰서, 조선신문사, 경성일보사, 매일
신보사 그리고 경성 유지들이 연합하여 세민구제를 목적으로 구제회를 설립했다.17) 구제회는
한 되 당 시세보다 10전을 인하하여 30전으로 하고 9곳의 염매소를 설치하여 판매를 시작했
다.18) 염매미를 9) 김윤희, ｢1910년대 일본제국의회 속기록에 나타난 조선은행(권)의 성격, 팽창과
議, 빈민을 구휼하려는 협의｣
10) 매일신보 1918년 8월 2일 ｢米價高騰과 최급문제(1): 참혹한 하류의 생활, 노동사회의 생활이 더욱이 참혹｣;
8월 3일 ｢米價高騰과 최급문제(2): 전율할 幾多惡影響, 전염병의 염려, 좀도적의 근심｣
11) 매일신보 1918년 8월 9일 ｢미상대표는 무엇을 말하는가, 부정한 미곡상과 조합장의 변명｣
12) 관리자는 大塚常三郞고, 총독부 내무국 내에 위치하고 있었다. 일본 불교인의 유지에 의해 설립된 재단법인이
었다. 평안북도 창성광산 광업권 수익 금액의 30%를 기부받아 설립되었고, 매년 1만원을 조성했다. 사업단체 전
국적으로 260여 개 소가 있었다. 빈민, 아동 등의 구휼사업을 했다(경성부, ｢경성부내사회사업개황｣1923년, )
13) 경성부 元町에 위치. 관리인 溪內弌惠은 향상회관의 관리자이기도 하다. 본원사경성별원내 별원으로 일본인 행
려명자의 구호를 시작하면서 설립되었다가 1917년 경영주체가 경성불교각종연합회로 바뀌었고, 일본인조선인
행려병자 구호 및 일반 공중의료 사업으로 확장했다. 운영은 보조금, 회비, 의료수입 등으로 충당했다.
14) 일본 쌀소동에 대한 매일신보의 최초 보도는 8월 10일자 ｢내지의 여민요, 형세가 점점 심하여 진다｣란 제목
으로 이었다.
15) 매일신보 1918년 8월 9일 ｢ 米價高騰으로 女民擾, 사백여 명이 재산가를 위협해｣
16) 매일신보 1918년 8월 13일 ｢內地米價騷動: 京都에도 米價民擾｣
17) 매일신보 1918년 8월 15일 ｢경성에 구제회 발기, 본사의 기획도 此에 병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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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연쇄｣ 한일관계사연구47, 2014년, 158~159쪽. 사려는 인파가 몰려들면서 일시적으로 경

성부 미곡상점의 거래가 두절되기도 했다. 그리고 이 와중에도 염매미를 다량 구입하여 소매상
에 파는 행위가 발생했고,19) 심지어 3천석의 부자가 하인을 시켜 염매미를 사들이는 경우도
발생했다.20)
그러나 시중의 미곡 가격은 계속 상승했고, 염매소는 판매 하루 만에 쌀값을 추가로 3전 인
상했다. 당시 소매상의 경우 한 되에 55~56전을 받고 있었다.21) 8월 22일에는 안남미가 수입
되어 염매소에서 판매되었다. 미곡의 염매가 지속될수록 미곡상의 손해가 현실화되기 시작했
다.22)
매일신보는 앞으로 쌀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기사를 지속적으로 내보냈지만, 일반 소
매상의 쌀값은 여전히 상승하고 있었다.23) 염매소 이용자는 갈수록 급증했고, 염매소 판매방
식에 불만이 제기되었다. 5되 표의 부활, 판매시간의 연장, 판매소의 증설 등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었다.24) 이에 경성부에서는 구제회평의회를 개최하여 개선 방안을 논의했고, 저녁 7시
까지 시간 연장, 쌀표는 경찰서와 각 町의 총대가 배포, 염매미 일부를 미곡상에 위탁 판매할
것을 결정했다.25)
<그림 1> 1918년 8월 18일 경성구제회 염매소 – 앵정소학교-

18) 매일신보 1918년 8월 17일 ｢구조방법의 결정, 구조는 금일부터 염매는 명일부터｣
19) 매일신보 1918년 8월 20일 ｢성황, 성황을 過하여 처참한 광경, 미곡을 염매하던 첫날의 광경, 사백석을 거
의 다 팔고 말았다, 구름같이 밀리는 사람들, 뒤를 이어 처량한 희극 비극｣
20) 매일신보 1918년 8월 23일 ｢근 3천석 추수를 하는 부자가 염매하는 미곡을 하인시켜서 사들여｣
21) 매일신보 1918년 8월 18일 ｢일일에 兩次사 하락 도매쌀 값은 자꾸 떨어져도 소매가격은 떨어지지 않는 것
은 무슨 경위｣
22) 매일신보 1918년 8월 22일 ｢미곡 염매와 米商의 타격, 파산자가 나리라고｣ 동대문 미곡상점에는 매매가 두
절되다 시피했다.
23) 매일신보 1918년 8월 22일 ｢염매소를 이용하라｣
24) 매일신보 1918년 8월 25일 ｢懇望하는 3개조, 구제회에 대한 일반 희망과 불평｣
25) 매일신보 1918년 8월 28일 ｢당국에서 구제회에 제의한 4개조의 요건, 속히 실행하기를 일반이 희망｣;
1918년 8월 29일 ｢염매방법 개정乎, 지금까지의 폐해를 짐작하여 쌀파는 것은 백미소매상에게 위탁하여 구월
일일부터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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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염매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구입과정의 피로가 누적되면서 8월 28일에는 종로소
학교 염매소에서 폭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염매미가 동이 나자 항의하는 군중들이 경찰과 무력
충돌을 빚었고, 그 중 100여명이 연행되었다.26) 쌀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품절로 인한 구매정
지는 소요를 발생시키는 요인이었다. 시중 쌀값이 등귀로 염매미도 다시 2전씩 올렸다.27)
염매소에 몰려드는 인파가 줄지 않는 가운데 구제회에 기부되는 쌀의 양도 점차 줄어들기 시
작했다. 이에 경성부는 염매방식을 변경하여 빈민들에게 쌀표를 나눠주기로 했고, 쌀표 배포를
위해 각 정 빈민에 대한 조사를 총대에게 위임했다.28) 염매 방식이 각 정 빈민들을 대상으로
한정되면서 염매를 사기 위한 소동은 사그라졌다. 그러나 9월 잠시 하락했던 미가는 곡물출하
시기 이후에도 계속 상승하기 시작했고, 1919년 1월과 2월에는 더욱 폭등하는 현상이 발생했
다.29) 그 원인은 금융의 유동성 증가로 자본이 미곡 취인소에 유입되고 있었고, 일본 ‘쌀소동’
의 여파로 쌀의 수요가 증가되었기 때문이었다. 구제소의 염매미 판매로는 추락하는 생활난을
완화시킬 수 없는 것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 기간 금융 유동성 확대가 초래한 쌀값의 폭등은 일본과 조선의 하층민의 생
활안정을 크게 위협했고, 경성부는 일시적으로 구제회를 통해 일본 ‘쌀소동’의 영향을 축소시
킬 수 있었다. 그러나 쌀 염매를 통해 시장에 직접 개입했던 구제회의 활동은 미곡상의 이해와
상충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지속될 수 없었다. 9월 이후 염매 대상을 빈민으로 제한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경성부의 곡물시장 개입의 한계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총
독부는 조선쌀의 이출금지, 취인소와 미곡상의 부당 거래를 적발하는 등의 수단을 동원했지만,
곡물가격의 안정에는 효과가 없었다.
1919년 3.1 운동은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유동성 확대가 가져온 생활의 위기를 관리할 시스
템의 부재를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었다. 더욱이 지배의 정당성이 결핍된 식민지에서 통치 유효
성의 문제는 일본에서 보다 더 큰 위기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았다.
2. 1920년대 빈민구제사업의 변화
3.1운동 직후 총독부는 1921년 내무부 내무국 산하에 사회과를 신설하여 추락한 통치효율성
을 제고하기 시작했다. 또한 기존 은사금 지출을 확대하고 필요한 사회사업의 내용을 결정하기
에 앞서 경성부 주도로 경기도평의회와 경성부협의회를 소집했다. 이 회의에 참석한 일본과 조
선 의원들은 사회사업조사실행위임기관, 사회사업연구회, 위생혁신연구 시설 등을 설립할 것,
기왕이 사회사업에 대한 보조의 확대와 사회조사를 통해 계속사업을 결정할 것을 건의했다. 이
외에 공공질옥, 직업소개소, 노동숙박, 공설주택사업, 순회 진료소 등 신설사업을 제안하는 한
편 극장, 공연장, 도서관 건립을 건의했다.30) 이때 건의는 대부분 ‘쌀소동’ 이후 일본에서 제기
26) 매일신보 1918년 8월 30일 ｢米廉賣所의 폭동, 경관에게 저항하던 사나운 노파가 군중에게 밀려 넘어진 까
닭으로 군중에게 밀려 넘어진 까닭으로 군중과 경관이 충돌되어 소동｣
27) 매일신보 1918년 9월 5일 ｢雨中의 염매소, 구제회廉賣米 市勢變更 이전식을 올렸다, 廉賣한 石數 사천사백
여석이다｣
28) 매일신보 1918년 9월 6일 ｢경성町洞총대협의｣; 매일신보 1918년 9월 8일 ｢염매방법 다시 개정｣
29) 매일신보 1919년 1월 20일 ｢日復日高騰, 陰曆歲末의 可恐할 米價｣; 2월 4일 ｢百兩에 三昇의 米價, 사람을
죽일 요새 쌀 시세｣; 2월 24일 ｢過去 一年의 米價는 이 모양으로 올라갈 줄만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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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이었다. 이후 경성부는 조선사회사업연구회(1921년), 경기도사회사업조사위원회(1921
년), 사회사업교화위원회(1922년)의 사회사업연구기관을 설립하고 은사금과 민간에서 운영하
는 사회사업기구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확대했다. 또한 여기에 부흥하는 민간의 구제단체가 결
성되기도 했다.
1923년 경성부가 운영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회사업기구는 1910년대 12개에서 총 40
개로 증가했다.(<부표1>참조). 인사상담 및 숙박업소, 공설시장, 주택공급사업, 수양기관 등이
새로운 사업으로 추가되었다. 그러나 이 기구에 대한 경성부의 보조는 크게 확대되지 못했고,
대부분의 민간 기구는 회원의 기부금에 의존하는 경향이 컸다. 은사금의 지출 역시 크게 확대
되지는 못했는데, 전체 은사금 지출에서 빈민구제를 위해 사용된 금액은 1920년 10만원에서
1926년 20만원으로 7년간 두 배 증가하는데 그쳤다.31)
1920년대 전반기까지 경성부는 민간 기구를 포함하여 사회사업 실행 기구의 외연을 확장하
고 있었지만, 그에 맞는 실질 사업이 진행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사회사업을 조
사하고 연구하기 위해 설립된 조사기구의 활동이 거의 드러나지 않고 있었다는 점은 경성부
사회사업이 외형적 확대 그 이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1920년부터 심화되기 시작한 경기불황과 총독부의 재정부족에 기인하는 것이
었다. 여기에 1920년 예정된 국세조사의 연기로 조선인의 생활실태 조사가 전면적으로 실시되
지 못함으로서 사회사업 정책수립의 토대가 충분히 마련되지 못했다.32)
1920년에 예정된 국세조사가 연기 된 이후 경성부민의 생활실태 조사는 이전부터 진행했던
5서의 경찰서와 각 정 총대의 분산적인 조사에 의존하고 있었다. 또한 이 조사가 체계적으로
집적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경성부 차원의 빈민구제사업 역시 急救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한편 경성부 물가대책 사업이었던 공설시장은 경기불황이 가속화되면서 영업곤란이 지속되고
있었고, 여기에 경성부가 빈민을 위해 염매소를 증설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설시장의 영업은 더
욱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33) 빈민구제를 위한 염매소와 공설시장 사이의 경합이 발생하면서
시장개입의 사회사업 정책이 도전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다.
1926년 이후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되면서 경성부민의 생활난이 심화되었고, 동시에 도시인구
의 집중으로 인해 주택난이 발생했다. 부민 생활난은 식민통치의 유효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었기 때문에 경성부 역시 여기에 대해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사회사업기구의 예산 지
출표 분석 추가)
1929년 경성부 사회사업기구는 외형적으로 1923년에 비해 4개 증가한 44개였다. 1923년에
서 1929년 사이에 증가된 기관 중 다수는 도서관 등 수양기관이라 할 만한 것으로 1923년과
30) 매일신보 1921년 2월 6일 ｢사회사업 회답, 大垣丈夫氏의 회답｣; 2월 19일 ｢사회사업에 대한 道府議員 의견,
京城府恩賜金使途｣
31) 尹晸郁, ｢近代日本の植民地朝鮮における社會事業政策硏究｣ 동지사대학대학원, 1995년, 161쪽. 궁민구제에 사용
된 은사금지불액은 1927년부터 급격하게 상승하여 1930년에 이르면 110만원으로 증가했다.
32) 1920년 국세조사가 연기되고 임시호구조사로 대체되었다. 호구조사 내용은 원적, 가족, 성명, 생년원일, 배우
자, 직업(종류 및 직업상 신분, 농업의 경우 자작, 소작 등 구별), 수입종류(은금, 수당, 소작료, 이자 등) 등이었
고 개인이 10월 1일부터 호구조사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조선인 생활상태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확보될 수 없었다. 또한 연이은 재해와 총독부의 재정부족으로 1925년 계획된 간이국세조사도 임시호구조사로
대체되었다.
33) 매일신보 1924년 7월 28일 ｢苦境에 陷한 공설시장, 염매소로 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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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에 집중적으로 설립되었다. 반면 빈민부조와 관련한 새로운 사업기구는 1927년 방면위원,
경성양로원, 그리고 1928년 광희주택(빈민 대상 임대주택으로 1921년 공설주택사업의 중단
이후 다시 설립) 등이 설립되었다.
특히 방면위원제도의 설립은 경성부 빈민(궁민과 세민)에 대한 생활 부조사업과 사회사업 기
구와의 연계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를 통해 빈민생활 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확보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빈민구제 방식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
방면위원의 활동으로 경성빈민의 생활실태에 대한 조사가 면밀히 진행되고, 1930년대 국세
조사 결과가 적극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경성부의 사회사업은 형식과 내용면에서 체계적
으로 정비되어 갔다.
1932년 경성부 사회사업 기구는

육아사업 5개, 아동보건사업 3개,

빈아교육사업 2개, 특수

교육사업 1개, 감화사업 1개, 사회교화사업 5개, 직업소개사업 3개, 인사상담사업 2개, 수산사
업 5개, 간이숙박소 2개, 공설시장 9개, 공익질옥 2개, 공설주택 2개, 궁민구조사업 1개, 양로
사업 2개, 인보사업 2개, 석방자보호사업 1개, 방면위원 5개, 동물애호사업 2개, 조성연합기관
3개 등으로 총 76개로 크게 확대되었다.
3. 1920년대 조사 통계지식의 정치적 활용
1) 빈민조사
경성 빈민에 대한 조사가 각 정의 총대와 경찰서에 위임되어 있었고, 빈민구제는 경성의 5서
와 각 정의 일상적인 구호 활동의 영역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다가 최초로 1923년 경성부조사
계가 전체 숫자가 언론에 공개되었다. 5인 가족으로 한 달에 30원 미만으로 생활하는 빈민인
구는 15,048명으로 당시 경성인구 대비 약 5.75%에 달했다.34) 이 통계는 5서 경찰서가 종전
대로 집계해 온 것으로 빈민생활 실태에 대한 면밀한 조사라고 보기는 충분하지 않다. 그러나
빈민 가구수와 소득 수준에 대한 집계는 경성부민의 생활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 통계에 대한 민족주의 정치기획은 경성부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사회사업
의 내용을 확장하고 법제화를 촉구 근거로 활용하기 보다는 오히려 경성의 경제개발을 촉구하
는데 활용하고 있었다. 이 빈민통계는 뉴욕, 런던, 동경의 빈민 비율과 비교되었는데, 매일신
보는 빈민 비율이 도쿄 3.41%. 뉴욕 9.97%라는 점을 들어 경성 도시 번영책을 강구해야 할
때임을 주장했다.35)

또한 동아일보는 매일신보와 동일한 내용의 기사를 다루면서 “현대

물질문명이 가장 발달한 미국(중략), 영국도(중략) 다수에 달함은 특히 주목할 현상이라 우리
조선의 장래는 엇지나 될는지 뜻있는 자는 이에 주의할 문제라고 하겠다.”라고 하여 매일신보
와 다른 논평을 했다. 동아일보는 하루 전 기사를 통해 조선물산장려운동의 촉진을 위해 면
34) 매일신보 1923년 1월 25일 ｢부내 빈민굴은 何處, 광희정과 그 다음 삼청동, 도시 번영책을 강구하라｣; 동
아일보 1923년 1월 25일 ｢萬五千의 貧民, 경성시내의 가난한 사람, 부청의 조사한 통계대로, 人口로 百分五,
戶數로 百分六//光熙町을 筆頭로 빈민의 부락은 본뎡관내에 만타고//米國이 最多, 빈민의 비례는 부자나라에 만
타고｣
35) 경성도시계획에 대한 논의는 1921년 결성된 ‘경성도시계획연구회’에 의해 제기되었고, 1922년에는 경성부가
이 연구회의 도시계획안을 수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김백영, ｢식민지 도시계획을 둘러싼 식민권력의
균열과 갈등-1920년대 ‘대경성(大京城)계획’을 중심으로｣ 사회와역사67, 2005, 1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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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한 경제 상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주장했고, 뒤이어 자본주의 경제의 폐단을 지적하면서 하층
민이 필요한 생필품의 생산확대를 주장했다.36) 즉 경성부 빈민의 존재와 낮은 소득은 조선인
경제의 낙후를 확인시켜주는 근거일 뿐이었다. 빈민조사 통계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재현되었다.
<표 2> 1925년 경성토막촌 호구
5서

호수

인구수

본정

166

752

종로

53

218

동대문

237

965

서대문

71

282

용산

105

403

합계

632

2620

<출전> 매일신보 1925년 7월 9일
1925년 경성부 토막민에 대한 조사통계 결과, 토막호는 수입이 하루 최저 15전에서 1원이고,
한사람 당 생활비는 5전에서 13전으로 하루 한 끼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 
매일신보는 경제공황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토막호는 갈수록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문명도시 경성의 체면상, 인도상 그대로 둘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함으로써 도시개발을 통한
문제 해결이란 관점에서 접근했다. 반면 동아일보는 이들의 참상을 전하면서 식민통치의 유
효성 문제를 거론했다. 이 통계의 보도 이전인 1924년도부터 동아일보는 토막촌의 탐방 기
사를 특집으로 구성했으며, 이들의 참상과 더불어 이들 중 일본인이 거의 없다는 사실은 생산
적 노동자로 전환할 수 있는 조선인경제발전을 총독부에 요청할 있는 근거로 활용되었다.37)
공론장의 주도권을 장악해갔던 민족주의 정치세력은 1920년 초 총독부의 경제개발과 사회사
업 실시 방침이 경기불황과 긴축정책으로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고, 일본인 중심의 개발만
진행됨으로써 조선인의 생활난을 더욱 심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총독부 통치의 유효성 문제를
둘러싼 총독부와 민족주의 정치세력의 대립각 속에서 빈민조사 결과는 곧바로 조선인경제개발
을 요청하는 근거로 해석되었다.
1927년 8월 경성부가 실시한 방면위원제도의 도입으로 1928년 경성부 빈민의 생활실태에 대
한 전체적 조사결과가 공개되었다. 방면위원들이 경성부 극빈자를 호별 방문하여 극빈자 카드
를 작성하고 이 조사결과를 통해 이후 방면위원활동의 방침을 확정하기 위한 방면위원총회가
개최되었고, 1년간의 조사 결과가 공개되었다. 경성부에서 한 달 20원 이하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호구수(평균 6~7인 구성)는 약 12만 2천명에 달했다. 이 통계는 경성부 조선인 인
구 24만 명의 50%에 달하는 숫자였다. 12만 여명의 극빈자는 서속, 보리, 감자의 경우도 매우
좋은 식사이며, 대부분 비지를 주식으로 하고 있으며, 하루 최하 3전 최고 5전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의 상태가 영양부족상태라는 방면위원 총회의 보고는 조선인본위의 경제개
36) 동아일보 1923년 1월 24일 ｢조선물산장려운동의 단서｣, ｢자본주의생산조직의 해부(5) 생활필수품의 생산제
한(속)｣
37) 김윤희, ｢근대 서울의 숲, 위험관리와 민족주의정치기획｣ 사학연구111호, 2013년, 1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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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에 대한 필요성을 각인시키는 매우 강력한 근거였다.38)

조선인 극빈자 수는 경성 발전의

불균형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었고, 동아일보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경성부 개발
의 기준이 조선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39)
생존 위기의 사회적 공론화는 분명 통치의 유효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정치적 대립각을 형성
할 수 있는 좋은 소재였다. 그러나 문제는 해결의 방향이 사회적 안정망을 확보하려는 방향으
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공론장의 권력관계는 공공적 이해의 내용을 새롭게 구성하면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해결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었다.
반면, 조사를 마친 방면위원은 1929년 5월 조사 빈민을 1종과 2종으로 나누어 구호내용을
세분화했다. 1종은 궁민으로 생계보조가 시급한 경우로 상시적인 부조사업 대상으로 구분되었
고, 2종은 세민으로 상시구호보다는 의료지원, 직업소개, 빈민아동교육기관 등과 연계해 주는
대상으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구분은 이제까지 급구의 차원에서 진행된 빈민구제사업이 체계성
과 효율성을 갖게 하는 것이었다.40) 그리고 이러한 효율성의 제고는 민족주의정치세력이 만들
어 놓은 대립각의 근거들을 제거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었다.
경성부 빈민조사는 경찰서와 총대가 중심이 되어 경성부 빈민구호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상시적으로 실시되었다. 그러나 1920년대 후반 경제상황의 악화로 빈민의 수가 증가하고 생활
상태가 악화되면서 빈민에 대한 경성부 전체 차원의 부조사업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었고, 경성
부는 방면위원을 통한 빈민생활 조사를 통해 구제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아갔다. 반면 당시
조선인 공론장을 장악했던 민족주의 정치기획은 빈민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경성도시계획 또는
조선인본위의 경제개발을 추동했고, 조사통계에 대한 분석과 빈민구제에 대한 대안적 입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빈민구제에 대한 요청은 경성부 사회사업의 틀 내에서 구제재원
확대를 요청하는 것에 그치거나 민간 유산자의 각성과 기부를 촉구하는 것 이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한편 빈민의 생활상태에 대한 조사 결과가 공론장을 통해 유통될수록 빈민에 대해서는 비위
생, 나태와 무식, 잠재적 범죄자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형성되어 갔다. 그리고 경성부 개발계획
이 현실화되었던 1930년대에 접어들면서, 빈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더욱 강화되었고, 빈민
구제 문제는 도시생활이란 시민의 공공적 이해와 분리, 대립되어 갔다.
2) 주거실태조사
주택난은 1921년 3월 처음 신문을 통해 공론화되기 시작했다.41) 경성 시구개정으로 철거된
가옥이 발생하고, 경성인구가 증가하면서 공설가옥제도의 실시 주장이 제기되었다. 주택부족
현상은 동년 5월 5일 박영효를 회장으로 하는 주택구제회 설립에 배경이 되었다.42) 주택구제
38) 동아일보 1928년 8월 2일 ｢1일 1식의 극빈자, 1만7천호 10만여명｣
39) 동아일보 1928년 10월 7일 ｢경성부의 시설, 표준점은 무엇인가｣
40) 매일신보 1929년 5월 14일 ｢京城府方面委員 管內極貧者調查 빈민을 제일 제이 량종으로 구분 北部三洞의
統計｣; 중외일보 1929년 5월 14일 ｢도시 시설의 발달과 정비례하는 빈민군, 방면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성에 느는 것은 빈민들 뿐이다, 제1·제2종의 구별｣
41) 매일신보 1921년 3월 31일 ｢社說: 京城에 住宅難, 將來 善後策 如何｣
42) 주택구제회는 경성부 수송동에 사무실을 두고, 朴泳孝(후작, 京城住宅救濟會 회장), 劉文煥(京城住宅救濟會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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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는 1922년 독립문 부근에 2칸짜리 신 주택 100여 간을 건축하여 매달 2원의 임대료를 받는
조건으로 추첨을 통해 빈민에게 분양했다. 신청자가 몰리면서 추첨은 대성황을 이루었다.43)
매일신보와 동아일보는 주택난의 해결을 위해 경성 내 국유부유지에 주택건설을 촉구하
고 나섰다.

44)

1921년 9월 경성부가 발표한 주택조사결과는 주택난을 확인시켜주는 것이었다.

경성시내 가옥은 39208호, 거주가구는 54341호이고 15133호가 세입가구였다.45) 이 조사에
따르면 주택 부족율은 27.8%로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조사결과는 주택 신축을 요청하는 중
요한 근거였고, 경성도시계획연구회의 결성과 함께 경성도시개발을 촉구할 수 있는 지식으로
활용되었다.
<표 3> 통계연보 경성 인구

회장), 李圭桓(京城住宅救濟會 이사), 池錫永(京城住宅救濟會 이사), 徐光前(京城住宅救濟會 이사), 辛龍夏(京城
住宅救濟會 이사), 金敎聲(京城住宅救濟會 通常理事) 등이 임원이었다(매일신보 1921년 5월 5일 ｢주택구제회
｣).
43) 매일신보 1922년 6월 26일, 7월 19일
44) 매일신보 1921년 6월 21일 ｢京城都市의 住宅難, 市民의 輿論을 促함｣; 6월 24일 ｢社說: 住宅難問題의 善後
策, 根本的 解决方法｣; 동아일보 1921년 6월 8일 ｢住宅難을 實地調査, 세상에 큰 문뎨인 집난리를 京城부청에
서 실디로 조사하여｣
45) 동아일보 1921년 9월 10일 ｢住宅難의 活證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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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경성 인구증가 현황
연도

호수

인구

1911년

51128

249680

1916년

39823

183866

100.0

1917년

39929

187502

102.0

1921년

54341

261698

142.3

1922년

59688

271414

147.6

증가율

<출전> 1916년과 1917은 渡邊彰의 연구(｢京城
人口에 關한 硏究｣朝鮮佛敎叢報15, 1919년,
64쪽.) 1921년과 1922년은 국가통계포탈.

이시기 경성도시계획연구회에 대한 기존 연구는 이들의 주장이 당시 경성의 인구추세로 볼
때 근거가 취약했다고 지적하면서 1920년대 초 발생한 경성 주택난에 주목하지 않았다. 통계
연보의 인구 증가지수는 1915년을 기준으로 할 때 1921년까지 109를 넘지 않는다(<표3>
참조). 그러나 이 통계는 오류라고 할 수 있다. 1914년 경성행정구역의 축소로 경성인구수가
감소했지만, 통계연보의 1914년과 1915년 인구차이는 단지 7,175명에 불과하다.
반면, <표4>에 제시된 1911~1917년 사이의 경성인구 통계는 1911년 24만 여명에서 1916
년 18만 여 명으로 크게 축소하여 행정구역의 축소로 인하 인구 감소 현상을 분명하게 보여주
고 있다. <표4>의 인구통계가 좀더 타당해 보인다. 따라서 <표4>에 근거하여 인구의 증가정
도를 1917년에서 1921년 사이 경성 인구는 약 142% 증가로 크게 증가했다. 실제로 인구증가
에 따른 주택난이 제기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통계의 차이 여부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제기된 주택난을 둘러싸고 언론매체와 총독
부 사이에는 이견이 존재했다. 매일신보에서는 주택난이 공급부족에 기인하기 때문에 가옥공
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던 반면, 경성부는 복덕방을 찾는 수요자의 중복과 함께 집주인의
폭리가 주택난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었고, 따라서 경기도 경찰부에서는 폭리를 취하는
가주 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46) 또한 동아일보는 임대가구의 고통을 덜어주는 방법으로 일
본에서 실시하고 있었던 ‘차가규칙’를 간단히 소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서에서 임대가격을
조사하고, 복덕방 단속을 실시하여 임대기간의 자의적 단축, 임대료의 자의적 인상을 단속하면
서 차가규칙 문제는 더 이상 언론에 등장하지 않았다.
주택난에 대한 총독부의 입장은 1922년 10월 경성부 조사에 의하여 수정되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조선인 호구수 37120여호 중 가옥소유주는 20380여 호로 약 45%가 임대가구였으며,
일본인 17300여 호 중 가옥소유주는 3850여 호(그 중 자기소유에 거주하는 자 570여 호뿐)
에 불과했다. 당시 경성의 조선인과 일본인 임대가구는 약 64% 정도였다.47) 주택난이 조사를
통해 확인되자, 주택 신축에 대한 요구는 더욱 커졌고, 경성부 외곽 부유지에 주택신축이 증가
되기 시작했다. 빈민을 위한 임대주택 사업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이에 경성부는 훈련원에
부영주택을 신축하여 빈민에게 임대하는 사업을 실시했다.

46) 동아일보 1921년 9월 10일 ｢住宅難의 餘弊로 暴利를 貪하는 家主團束, 경긔도 경찰부에서 名署에 엄명하야 방금 사실
조사중｣
47) 동아일보 1922년 10월 19일 ｢住宅難과 借家人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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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3년 들어서는 주택공급이 증가하면서 주택난이 다소 완화되는 듯 기도 했다.48) 그러나
주택의 신축은 경성뿐만 아니라 동대문 밖과 서대문 밖의 지가를 급격히 상승시키고 있었고,
49)

이와 함께 임대가격의 상승이 발생했다. 임대가구의 증가는 주택공급의 부족에 기인하는

것이기는 했지만, 그 해결은 주택 공급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다.
1923년 7월 경성부 조사계의 조사에 따르면 월세 10원 이하 5채, 20원 이하 24채, 30원 이
하 46채, 40원 이하 6채, 40원 이상 10채, 가격이 분명하지 않는 것이 23채로 총 134채의 빈
집이 발생했다.50) 1928년 한 달 20원 이하로 생활하는 자를 세민으로 분류했고, 경성부 인구
의 50%가 세민이었다는 점을 상기해 보면, 1922년 월세 10원 이상을 부담할 수 있는 가구가
매우 적었을 것임은 자명하다. 또한 이 조사에서 빈집이 가장 많은 구간은 임대료 10원에서
30원 사이(70채)였는데, 이 구간의 공가가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중위소득자의 임대주택수요
가 줄어들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자살시도가 발생하는 상황이었
음을 볼 때,51) 이시기 주택시장은 신축과 매매시장의 활성화에 수반한 주택가격 상승으로 임
대시장의 수급불균형이 심화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었다.
“경성부에서 소위 사회시설의 하나로 사글세 집 몇 칸을 지어놓고 눈가림을 하는 중이지만
조선 사람의 민간 유지 사이에도 이에 대하여 조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줄로 안다. 이같이
말하면 황금정에 기생촌을 신설하고 엄청난 집세로 없는 자의 등을 긁어 먹는 부협의원 모씨
와 같은 이가 노여워하겠지만 진정한 의미로 없는 자를 동정하는 집주인이 있어야 하겠다.”52)
라는 매일신보의 기사는 임대주택난이 매우 심각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그러나 문제는 ‘주택난’이란 기표가 주택공급을 위한 신축에 방점을 두도록 하는 효과였다.
앞서 임대주택난의 문제를 언급한 매일신보 역시 “집을 짓고 세는 주는 것은 일종의 사회 사
업이다. 결코 고리대금업자나 청류의 부자같이 자기의 사리만을 채우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주택신축을 통한 임대주택의 공급을 주장했다. 또한 동아일보는 매일신보와 달리 빈집의
발생이 곧 주택난의 완화를 보여준다고 보도함으로서 임대거주자의 고통에 주목하지 않았다.
1924년 불경기 심화로 물가의 하락이 발생하면서 주택수요 역시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빈집의 크게 증가했고, 1924년 11월에는 3천호의 공가가 발생했다.53) 이로 인해
시장에서는 임대료가 2원 정도 인하하였고,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가구 등을 갖추어 집을 내
놓은 경우도 발생했다. 그러나 오히려 저렴한 경성부영주택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여 신청자
가 쇄도하는 양상이었다. 공가가 확대되고 임대료가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값싼 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았다는 점은 이미 발생한 경성부 주택시장의 문제가 전혀 완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공가의 증대는 민간 임대사업자의 이익에 타격을 입히는 것이었다. 따
라서 경성부에서는 부영주택의 임대료를 당분간 인하하지 않을 것이며, 부영주택을 신축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54) 이처럼 빈민 임대주택사업이 민간임대업자의 이익과 상충되는 현상이
발생했고, 공론장에서 민간임대업자의 이해가 확산되면서 경성부가 부영주택의 신축을 중단하
48)
49)
50)
51)
52)
53)
54)

동아일보 1922년 11월 4일 ｢家屋建築狀況, 住宅難 緩和乎｣
유승희, 1920년대~1930년대 경성부 주택문제의 전개와 대책｣ 아태연구19, 2012, 143~145쪽.
동아일보 1923년 7월 4일 ｢緩和된 府內의 住宅難; 일백삼십여채의 빈집이 잇다｣
매일신보 1923년 9월 4일 ｢住宅難으로 自殺코자, 서슬을 먹었으나｣
매일신보 1923년 9월 11일 ｢解放欄 투고 환영, 京城의 주택난 있는 자들이여｣
동아일보 1924년 12월 30일 ｢京城市內에 空家三千｣
동아일보 1924년 11월 16일 ｢市內家賃減下와 府營住宅狀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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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했다.
1920년대 초 경성부는 공론장이 제기하는 주택난에 대해 주택수요를 조사하기 시작했고, 경
찰서를 중심으로 공가조사를 상시적으로 행하고 있었지만, 주택시장의 불균형의 문제를 파악하
기 위해 주택임대료, 주거실태 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지 않았다. 또한 공론장에서도 가옥임
대료와 주거실태 조사에 대한 요청이 등장하지 않았다.
1920년대 후반에 들어 불경기는 더욱 심화되었고, 경성의 인구는 더욱 증가했다. 인구압에
다른 주택부족 현상이 다시 한 번 공론장에 등장하기 시작했고, 주택신축 건설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1924년 재정악화와 관유재산정리를 실시하기 시작하면서 경성부근의 관유지에
대한 민간불하 방침이 확정된 후,55) 조선토지신탁이 1925년과 1927년 두 차례에 걸쳐 서울역
에서 한강통으로 가는 지역에 주택지를 개발했다.56) 토지신탁의 주택지 개발 성과는 조선인
거주지역의 저발전과 대비되었고, 1927년 이후 공론장에서는 동대문, 신당리 등 조선인 거주
구역의 가옥신축에 대한 요청이 제기되었다.57) 여기에 경성박람회 개최의 결정 등으로 경성개
발에 대한 기대가 겹쳐지면, 경성 주택난은 다시 공론장에 등장했다. 경제공황의 영향으로 물
가는 하락하는데 주택가격과 임대료는 상승하는 상황이 빚어지면서 경성부민의 생활에서 주택
임료가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었다. 임대료가 다른 도시에 비해 2배에 달한다는 조사통계의
발표와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임대료 감하 운동으로 경성 신간회지부가 차가인 총회를 개
최하고 적극적인 감하운동에 나서도록 했다.58)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동아일보는
1929년 경성부민 50%가 월세 생활자라는 조사결과를 주택공급과 시가지 확장을 추동하는 근
거로 활용했다.59) 그리고 주택임대료는 물가의 하락으로 곧 하락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내놓았다.60) 한편 경성부는 세민의 주택난 완화를 위해 금융조합을 통해 초가를 담보로 한 대
출을 실시하는 등 대출 기준을 완화시켰다.61)
다시 제기된 주택난과 그것을 확인하는 조사결과의 발표는 한편에서는 임대료 인하 운동을
다른 한편에서는 경성개발과 시가지 확장을 추동하는 근거가 되고 있었다. 그러나 1930년대
들어 경성부의 동대문 부근 개발사업과 시가지 확장이 가시화되면서 주택 임대시장 문제는 경
성의 공론장에서 점차 사라져갔다. (1930년대 이후 경성임대료조사 통계 보완)
맺음말(생략)

55) 동아일보 1924년 9월 8일 ｢관유재산정리 특히 시가지부터｣
56) 유승희, 앞의 논문 144쪽.
57) 매일신보 1927년 11월 5일 ｢사설, 京城府의 住宅經營｣
58) 중외일보 1929년 11월 16일 ｢여론은 구체화하여 점차 실행에 착수, 각 사회단체도 해결책 강구, 경성 가임 감하 운동｣
59) 동아일보 1929년 11월 8일 ｢대경성 면목이 安在 3만호가 월세 세민, 총 호수 4만 9천호 속에, 주택난 중의 경성(1)｣, 9
일 ｢地域은狹窄한데人口는飽和狀態 / 다라서주택난이생기는것 住宅難中의京城(二)｣,10일 ｢保健衛生에도不適한每人當十三坪半
/ 밀도가심한것으로는고위 住宅難中의京城(三)｣
60) 동아일보 1929년 11월 20일 ｢家賃減下運動漸次로 具體化, 경성의 집세도 차차 나린다, 自進減下家主續出｣
61) 매일신보 1929년 6월 6일 ｢住宅難緩和方針 金組가 積極的으로 活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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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1920년대 경성부 사회사업기구
1923년
사업
종류

연구
기관

설립연도

교화
사업

조선사회사업협회(전신
연구회)

1921년

4월 11일

경기도사회사업조사위원
회

1921년

12월 2일

경기도사회사업조사위
원회

1921년

12월 2일

6월 19일

韓鎭達재단

1922년

6월 12일

일반
적기
관

사회사업교화위원회

6월 19일

韓鎭達재단

1922년

6월 12일

1922년

8월 7일

조선맹아협회

1921년

3월 1일

경성부방면위원

구세군육아홈

8월 11일

1921년
1894년
1919년

1월 1일

궁민
구조
사업

12월 31일

의료
보호
사업

3월 1일
12월 5일

경성양노원

1927년

7월 1일

경성구호회

1913년

7월 7일

경성불교慈濟회

3월 15일

1921년
1927년

세브란스병원시료부

1917년

4월 20일

1884년

10월

재단법인경성보육원

1920년

1월 3일

일본적십자사조선본부
병원시료부

1923년

12월 21일

조선총독부제생원양육부

1912년

4월 1일

재단법인保隣회

1922년

12월 23일

조선총독부제생원맹아부

1913년

4월 1일

화광교원노동숙박소

1920년

12월 1일

화광교원직업소개소

1920년

12월 1일

화광교원수산부

1924년

10월 1일

贊化병원시료부
경성부인회

1917년

4월 20일

1884년
1908년

은사수산

경성제사장

은사수산 경성직업장
滿鐵共勵舍

1899년
1914년
1911년
1922년

7월 3일

경성부공설일용품시장

4월 22일

경성부공설시탄소채시
장

4월 1일

1922년

11월 1일

화광교원

1920년

10월 1일

12월 1일

화광교원직업소개소

1920년

12월 1일

1919년

12월 24일

종로공설시장

1919년

12월 24일

화원정공설시장

1920년

10월 21일

안국동공설시장
돈의동공설시장
죽첨정공설시장

10월 12일

1920년
1921년
1922년

사회
교화
사업

7월 1일

경성부명치정공설시장

1922년

명치, 화원, 용산
3개 공설시장
안국,돈의,동대문,서
린 4개시장

철도국현업원공제조합
수산부

1920년

용산공설시장

7월 1일

광희주택

11월 14일

1921년

1921년

4월 1일

화광교원노동숙박소

경성부인사상담소

경성부직업소개소

10월 5일

1897년

조선총독부의원

10월

경제
보호
사업

1월 1일

向上會館

1922년

8월 7일

경성부활동사진반

1926년

5월 1일

1912년

4월 1일

1913년

4월 1일

경성보육원

6월 1일

천주교회嬰兒원

1월 1일

애국부인회조선본부乳
幼兒건강상담소

7월 10일

4월 1일

1920년

鎌倉보육원경성지부
아동
보호
사업

1928년

화광교원학원부

조선총독부제생원양육
부
조선총독부제생원맹아
부

구세군육아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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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3년

8월 11일

1920년
1894년

1월 3일
3월 15일

1929년
1919년

비고

5월 6일

1916년

조선맹아협회

1923년

1922년

サルタレル재단

向上會館

세브란스병원시료부

공설
시장

5월 6일

1916년

경성불교慈濟회

인사
상담
및숙
박소

1922년

サルタレル재단

천주교회영아원

수산
사업

설립연도

4월 11일

和光교원학원부

구호
사업

기관

1921년

鎌倉보육원경성지부

보육
사업

사업
종류

조선사회사업연구회

사회사업교화위원회
보조
기구

1929년

기관

5월 1일

12월 31일

인사상담소
개칭
종로폐지
축첨폐지,
서린 계설

동대문공설시장
재단법인保隣회
주택
공급
사업

수양
기관

경성부한강통공설주택

6월 1일

明進舍

12월 23일

동민회

1924년

4월 1일

조선총독부도서관

1925년

4월 4일

1923년
1922년
1921년

8월 14일

1928년

12월 1일

봉래정공설장옥

1921년

10월 15일

조선체육협회

1919년

6월 1일

훈련원공설장옥

1921년

12월 24일

조선체육회

1919년

1월 1일

만철경성도서관

1920년

7월 1일

경성도서관

1920년

9월 9일

경성부립도서관

1922년

10월 1일

기타
기관

경성부립도서관

1922년

10월 1일

경성부립도서관종로분
관

1921년

9월 1일

경성연합청년단

1925년

5월 1일

경성소년단
경성부馬水槽
철도국도서관

1925년
1924년
1920년

3월 1일
9월 1일
7월 1일

수양단조선엽합회본부

1924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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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대 경성 사회사업과 사회조사 – 빈민, 주택> 토론문
이형식(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 사회문제의 식민성
발표자는 제국일본의 경제적 변화(자본주의 변동), 이에 대한 사회경제조사라는 틀로 분석하고
있다. 제1차 세계대전 전후로 잇따른 증세, 3.1운동 이후에도 가중되는 증세(특히 간접세)는
사회문제를 심화시켰을 것에 틀림없지만 식민권력은 사회문제의 발생을 경제적 변화의 결과로
치부함으로써 식민통치의 폭력성을 은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점에서 김인수의 ‘식민
지 지식국가론’은 참고할 만하다 하겠다.
2. 빈민구제사업을 둘러싼 공론장
본 논문은 경성부의 빈민구제사업의 실시과정과 그것에 개입했던 공론장의 담론에 주목하고
있고, 주로 조선총독부의 사회사업 담론과 이에 대항하는 동아일보로 대표되는 민족 부르주아
의 담론을 중심으로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1920년대 공론장은 식민권력(중앙, 지방),
지방의회(경성부협의회), 재조일본인, 조선인(민족 부르주아, 사회주의) 등 다양한 에이전시가
참가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경성부협의회나 재조일본인들이 빈민, 주택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 궁금하다. 특히 주택문제는 주거지가 분리되어 있다는 점에서 독자적인 의
견을 가질 여지가 많다.
3. 치안대책으로서의 사회사업
경성부의 사회사업과 사회조사에서 경찰이 수행했던 역할이 크다는 것은 사회문제를 치안문제
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경성부의 사회사업과 사회조사는 1920년대 식민지
조선에서도 전개된 ‘경찰의 민중화’, ‘민중의 경찰화’ 캠페인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방경찰을 표방한 1920년대 ‘문화경찰’의 민중포섭은 치안대책과 긴밀하게 연동
되어 있고, ‘경찰의 민중화’가 한풀 꺾이는 단계에서 사회행정이 경찰에서 내무라인으로 점차
이동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경찰의 민중화’ 캠페인이 집중적으로 전개되는 제1차
사이토총독시기에는 경찰이 작성한 통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경무휘보)?
4. 조선인 생활실태 조사의 실행
192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소작문제에 대한 식민권력의 관심과 비교해 볼 때 경성부 조선인
생활실태 조사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것은 단순히 경기불황과 재정부족에 기인한 것만은 아
닐 것이다. 소작문제의 심화는 제국 내의 인구이동(조선인의 도항)을 촉진시켜 일본본국과 조
선 사이의 적지 않는 마찰을 일으켰기 때문에 식민권력으로서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
었을 것이다. 반면에 경성부의 도시문제는 어디까지나 식민지 내부의 문제로 사회조사가 진행
되면 될수록 식민통치의 비합리성, 폭력성이 폭로되는 위험성마저 내포하고 있다. 식민도시가
농촌과잉인구를 흡수하여 식민본국으로의 이동을 방지하는 완충지대적인 역할을 한다는 측면
에서 식민권력에게 도시인구 증가와 그것과 비례하는 빈민의 증가, 사회문제의 확대는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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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특히 3.1운동 이후 경찰력이 증강되었지만 해외독립운동이나
민족운동/사회주의운동 탄압에 여념이 없었고, 사회문제는 부차적인 문제로 정책의 우선순위에
서 밀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 ‘예방경찰’ 구호 역시 보여주기식 관제 캠페인
성격이 강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었는지 의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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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8년 경북지역 가뭄과 사회조사
송병권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Ⅰ. 머리말
Ⅱ. 송기찬과 그의 경북지역 한재 취재활동
Ⅲ. 식민지 통치 권력의 재해 조사통계와 송기찬의
실지조사 사이의 간극
Ⅳ. 맺음말

1. 머리말
식민지기 재해는 어떻게 파악되고 있었는가? 식민권력의 재해 조사통계와 조선인 기자 송기
찬의 실지조사 사이의 간극 문제를 살펴 봄으로써 사회경제 조사로서의 재해 조사를 둘러싼
‘식민통치권력과 재해’라는 문제군과 ‘사회경제조사의 일반과 특수’라는 문제군을 다루어 보고
자 한다.
식민지기 재해에 대한 연구사 정리
-박철하는 조선총독부의 재해 대책에서의 한계성과 그 바탕에 깔린 민족 차별 문제를 부각했
다.1) 히구치 유이치(樋口雄一)는 조선의 농민이동이 기본적으로 일본제국, 조선총독부의 농업
정책에 의해 초래되었다는 입장에서 자연재해와 농민이동 문제를 포착했다.2) 김종근은 정치생
태학적 입장에서 식민지 재해의 특징으로 자연재해의 대규모적 피해는 사회경제적 시스템에
기인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안정적인 식민지배를 목적으로 한 조선인에 대한 차별적·폭력적
성격을 드러내 주었다.3) 고태우는 식민권력의 재해대책 추이를 분석하면서, 직접 구조의 최소
화, 이재민의 산업개발 활용이라는 측면을 부각하였다.4)
사회경제조사의 일반과 특수 문제에 대한 당시의 견해는 숫자조선연구 (1931~1935) 서언
에서 압축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숫자조선연구 제1집 서언 (1931년)에서
▴조선인으로 조선의 실사정을 밝게 알어야 할 것은 무조건하고 필요한 일이다. 거기에는 구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4S1A5B4061558)
1) 박철하, 1999, ｢1925년 서울 지역 수해이재민 구제활동과 수해대책｣, 서울학연구 13.
2) 樋口雄一, 2002, ｢植民地下における自然災害と農民移動｣, 法学新報 109-1·2.
3) 김종근, 2012, ｢일제하 경성의 홍수에 대한 식민정부의 대응 양상 분석-정치생태학적 관점에서｣, 한국사연구 157,
4) 고태우, 2014, ｢일제 식민권력의 재해대책 추이와 성격｣, 역사문제연구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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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 이유설명도 군말이 되고 만다. 그러면 조선의 실사정을 밝게 알고저 하는데 잇서서
엇더한 방법 수단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혹은 여론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까지 확실성 잇게
아는 경우도 잇고  卽接으로 사물의 一斑을 보아 전모를 짐작할 경우도 반드시 업슬수
업는 일이지만은 그보다도 더 확실성 잇게 사정을 통찰코자함에는 당해사물의 질량을 표시
하는 숫자의 행렬과 밋 그 변화의 족적을 표시한 통계적 기록을 차저보는 것이 가장 첩경
일 것을 밋는다.
▴그러나 조선은 정치적 특수지역인 것만큼 조사통계에도 이중성이 잇서서 어느 정도 이상
은 公然히 발표치 안는 것이 원칙이며 사회문제에 繫關된 그것도 한 그러한 관계가 잇슴
으로 우리의 숫자조선연구에는 스사로 그 자료가 한정되여 잇는 것이 큰 유감이다. (중
략)
▴숫자조선연구는 요컨대 조선의 실사정을 밝게 알고저 하는 노력을 가르친 말임으로 반
드시 숫자만의 나열 분석을 의미하는 것이 안이오 설명으로서 사정을 소개할 경우도 허다
히 잇슬 것을 미리 말하여 둔다. (중략)
▴수집한 통계 중 우리들의 특수 환경으로 발표치 못한 것과  수록 통계라도 엄정, 자유한
설명을 가하지 못한 것에 대하야 독자의 양해가 잇서야 하겟다.5)
또한 제5집 서언 (1935년)에서는,
一, 본서는 사물의 현상을 밝게 알기 위하야 그 數字的 靜的 大量 現狀을 기본적으로 表述하고
또 그 동태를 설명키 위하여는 그 數字的 動的 大量 現狀을 가능한 한도까지 追遡하고저
하였으되
二, 본서는 특수한 정치적, 사회적 처지에서 사물의 숫자적 정적 대량 현상을 관찰코자 한 것
이므로 통계학적 관찰 즉 숫자 자체의 규칙성 又는 법칙성을 발견코저 하는 노력은 일체로
덜어 버리고 말었다. (중략)
五, 본서는 어디까지 조선 내 제 통계 숫자를 우리의 漉過池에 집어 넣도록 힘썻다. (중략) 본
서는 통계집이 아니요 통계에 의거한 우리의 숫자조선연구 그것이다.
六, 본서는 사물이 특징을 숫자적으로 파악하는 동시에 그것과 생활과의 유기적 관계를 연계시
키고저 노력하여 왔다.6)
이 두 가지 인용문을 통해 숫자 즉 통계에 기반한 조사가 사회의 총제적 인식을 가능케 하기
위한 사회경제 조사 방식으로서의 명료한 일반성 확보라는 장점과 함께 이것이 개별적인 특수
를 은폐하거나 왜곡할 수 있다는 위험성에 대해서도 주의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분석 자료로는 1928년 경북지방의 한재를 기획 보도한 동아일보 기자 송기찬의 기명 기사군을 선
택하였다.
1928년 경북지방의 한재는 53년 전인 1876년 이래의 처음 있는 한재라고 할 정도로 극심한
재해로 기록되었다. 당시 1876년은 旱魃보다는 早霜의 해가 심하여 대흉년으로 이름이 높았는
5) 李如星・金世鎔, 1931, 數字朝鮮硏究 第1輯, 京城, 世光社, 1~3쪽.
6) 李如星・金世鎔, 1935, 數字朝鮮硏究 第5輯, 京城, 世光社, 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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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단순한 한발이 오래 계속됨으로서 농작물의 피해가 극심했던 1928년의 한해는 1853년의
한발7)과 유사하여 76년 만에 초유의 대재앙이었다는 것이 당시의 인식이었다.8)
조선총독부통계연보에서도 1928년 한재는 旱害 항목에서 이재구조인원 기준 역대 2위로
40만 여명의 이재민을 내었고, 이재민 구조 금액 기준 역대 4위로 25만 여엔의 구조금액을 투
여했다고 기록(1915-1942)되었는데, 이는 1928년 이전까지 한재 기록 중에 가장 큰 피해를
냈던 것으로 파악된 것이었다.9)
2. 송기찬과 그의 경북지역 한재 취재 활동
경북지방 한재를 조사한 동아일보 대구지국 기자 宋箕贊(1899-1973)은
누구인가?
동아일보

1899년 대구에서 출생? (1949년 당시 50세). 본관은 은진10)

1935.4.1.

석간

보통학교 졸업11) 후 언론활동, 소비조합운동, 소작조합운동 등 사회운동, 실업계에서 활동.
1921년 동아일보 대구지국 기자12)
1922년 조선노동공제회 대구지회 간사13)
1923년 尙微會 및 대구청년회 멤버14)
1924년 대구노동공제회 위원15)
7) “하교하기를, “돌아보건대, 내가 부덕(否德)한 몸으로 외람되게 왕업을 이어받아, 밤낮으로 근심하고 두려워하여 감히 편안하
게 지낼 겨를이 없었는데, 이제 이 심한 한재(旱災)는 어찌하여 이에 이르렀는가?” (철종실록 5권, 철종4년(1853년, 계축
년) 7월 8일)
“황해 감사(黃海監司) 이근필(李根弼)이 (중략) 올해 농사가 처음에는 심한 가뭄을 만났는데 또다시 이른 서리를 만나서 경
기(京畿)와 삼남(三南)은 피해가 가장 혹심하였으니 재해 상황을 조사하고 기민(饑民)을 뽑는 정사를 착실하게 하라는 내용으
로 이미 연석(筵席)에서 전하가 신칙하시어 지방에 행회(行會)하였습니다.” (고종실록 13권, 고종 13년(1876년, 병자년) 9
월 10일)
두 사료 인용은 http://sillok.history.go.kr.
8) 송기찬, ｢旱災의 慶北 (1)｣ 동아일보 1928년 9월 18일(이하 신문기사는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서 http://db.history.go.kr).
9) 고태우, 앞의 논문, 381-382쪽.
10) 대한민국인사록 80 (http://db.history.go.kr)
11) “(大邱 宋箕贊) 나는 4년制의 普通學校를 마친 이외에 그 이상의 學校 구경을 못한 사람이니 학교선택에 대답할 資格을 가
지지 몯하엿습니다. 그러나 구태여 지금 네가 學校에 들려하면 어느 學校로 가겟느냐 할 때에는 나는 서슴지 안코 農林學校
를 가르칠 것이며 앞으로 내 동생이나 子息에게도 그들의 성격상 큰 懸隔이 없는 한에는 그리로 넣겟습니다. 그 理由는 아주
간단합니다. 무어라든지 朝鮮은 農業國이니 앞으로 興하는 것도 이 우에 더 亡하는 것도 오로지 農村問題의 解決 如何에 잇
기 때문입니다.” (｢학교선택체험담｣, 동광 제18호, 1931.2.1., http://db.history.go.kr)
12) 1921년 3월 11일 대구지국 기자로 채용된 후, 같은 해 12월 29일 퇴사 후, 1922년 9월 8일 대구지국 기자로 다시 채용되
었다. 동아일보 1921년 3월 11일; 1921년 12월 29일; 1922년 9월 8일.
13) 1924년 1월 대구노동공제회 제5차 정기총회에서 의원으로 선출되었다. 김일수, 2003, ｢일제강점기 대구노동공제회의 활동
과 성격｣, 대구사학 70, 95, 106쪽.
14) 1920년 1월에 창립한 대구청년회는 대구 최초의 사회단체였고, 1923년 조직된 상미회는 북성회 계열의 사상단체였다. 대
구청년회, 상미회는 대구노동공제회와 그 성원 상당수가 중복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북성회 계열이 대구지역 사회주의 계열
을 주도했다고 한다. 송기찬은 이 세 단체에 모두 가입하고 있었다. 한편 數字朝鮮硏究의 공저자중 한명인 이여성은 경북
왜관 출신으로 북성회 계열로, 상미회 멤버이기도 했다. 김일수, 위의 논문, 89-90, 95쪽.
15) 동아일보 1924년 1월 30일. 대구노동공제회의 전신인 조선노동공제회 대구지회는 중앙본회 창립직후인 1920년 6월 6일
에 지부로서는 처음으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발족 초기부터 중앙본회에 대구/경북 출신이 다수 포진했던 관계로 중앙집행
부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했다고 한다. 1922년 2월 소비조합 및 지역단위 직업별 노동단체 결성운동을 전개하였고, 4월 제3
회 정기총회를 개최한 후 농민문제로 관심을 확대하였다. 1924년부터 조선노동공제회가 실질적 해체과정에 들어가자 대구지
회는 독자적 활동을 도모하고자 1923년 1월 28일에 대구노동공제회로 조직 개편하고, 기존의 회장제를 집단지도체제인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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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7년 신간회 대구지회 활동16)
1928년 연쇄조합 대구신세계 廉賣場 평의원17)
1929년 대구염매시장 평의원18)
1938년 현재 동아일보 대구지국 기자로서 기사 작성19)
1949년 경상북도 물자운영조합 상무이사20)
1963년 자유민주당 발기인21)
1973년 대구에서 사망22)
송기찬은 이렇듯 대구노동공제회, 대구청년회, 상미회를 중심으로 소비조합활동, 소작조합활동
등 사회활동을 전개했다.
동아일보 기자로서 송기찬의 주요 취재 내역은 다음과 같다.
1927.5.7.-5.8 밀양군청이전 반대운동
1929.1.4. 전조선모범농촌조사
1928. 9.15~11.24 旱災의 慶北 기사
1932. 2.9.~2.14. 경남 진영 박간농장 소작쟁의
1934.1.31.~2.18. 울릉도 설해
1934.8.1.~8.4. 밀양 홍수
1934.11.29.~12.15. 울릉도 설해
1936.5.6.~5.7. 사방공사, 녹화사업
1938.7.1.~7.2. 산업용 광궤철도 시승
본고에서 다룰 1928년 旱災의 慶北 특집은 총 36회에 걸친 기사를
2개월여에 걸쳐 연재(9.18.~10.24.)하였다.
1차: 9.18.~9.29. (10일): 안동군_안동에서
17일 지난 뒤에 다시 취재 들어감.
2차: 10.16.~10.30. (15일): 의성군_의성에서
3차: 11.1.~11.2. (2일): 군위군_군위에서
11.3. (1일): 예천군_예천에서

동아일보 1928.9,18,

11.4. (1일) 선산군_선산에서
원제로 변경하였다. 3월 9일에 농민대회 개최를 계기로 농민문제를 주요 활동 방침으로 설정하였다. 이후 달성군을 시작으로
면단위 소작조합 결성운동 개시하는 등 소작 조건 개선 및 소작인의 경제적 이해 실현을 위한 소작인 조합활동에 역점을 두
었다. 송기찬은 1924년 1월 대구노동공제회 제5차 정기총회에서 의원으로 선임되었다. 김일수, 위의 논문, 75-84, 95쪽.
16) 중외일보 1927년 7월 26일.
17) 동아일보 1928년 5월 3일.
18) 중외일보 1929년 10월 17일.
19) 동아일보 1938년 7월 2일.
20) 대한민국인사록 80.
21) 동아일보 1963년 6월 15일.
22) 동아일보 1973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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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1일): 안동군 소괄
11.7. (1일): 의성군 소괄
4차: 11.8.~11.13.(6일): 달성군_달성에서
11.15. (1일): 칠곡군, 고령군, 경산군_달성에서
11.17. (1일): 달성군 소괄_달성에서
11.22. (1일): 칠곡군 소괄_달성에서
11.23. (1일): 경산군 소괄_달성에서
11.24. (1일): 경북지역 총정리_달성에서
3. 식민지 통치 권력의 재해 조사통계와 송기찬의 실지조사 사이의 간극
송기찬은 ‘이 면의 피해정도를 數字로 차저본다’23)거나 ‘구태여 물을 것도 업지마는 듣기에 너
무도 쓰린 數字나 들어보자’24)라고 하면서도, “면사무소에서 취해주는 統計와 아울러 실지 답
사에 나타나는 가지가지의 참상”25)을 통해 가뭄 재해 현장을 조사하였다.
즉, 면/군 당국이 작성한 조사통계와 자신의 실지 답사/인터뷰라는 두 가지 조사방식을 모두
사용하였다.
실지조사 중 인터뷰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 행정당국 관련자는 5명을 만나 인터뷰 했다.
· 안동군 당국_明春까지 가기 전에 이미 발생한 기아 호수에 대해서 조사해보지 않았다는 대
답(1회, 9/18)
· 의성군수 朴濟輸 인터뷰_한재로 말미암아 면비에 결손, 군행정에 지장 초래 (13회, 10/19)
· 군위군 군위면 金南洙 면장. “한재 입은 정도는 통계가 잘 말하는 바이어니와” (23회, 11/2),
세농구제는 원래 위정당국이 해야 할 일....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종곡 해결 문제....대지주는 자
기 작인들에게 해결. 면적립금으로 무이자 종곡대여 해야...군에 요청중임.
· 풍양면 면서기 인터뷰_우린 기아호수 없다고 강변.(24회, 11/3)
· 선산 吳군수..엉뚱한 ‘민심 소동’ 걱정을 비웃음. (25회, 11/4)
▲ 현지 농민/현지인은 7회에 걸쳐 인터뷰했다.
·안동군 임하면 면사정이 밝은 謀씨_극도의 절식. 수수죽, 나물밥 먹는 기아호수 (5회, 9/23)
·풍산군 풍산소작인회 간부 李昌植, 李相鳳_풍산소작인회는 소쟁쟁의에서 지주를 상태로 승리
를 거둔 지역. 풍산일대 가뭄 사정을 인터뷰, 소작인회 간부 5인 연행중.(6회, 9/25)26).

23) 송기찬, ｢한재의 경북 (23)｣ 동아일보 1928년 11월 2일.
24) 송기찬, ｢한재의 경북 (31), 동아일보 1928년 11월 13일.
25) 송기찬, ｢한재의 경북 (1)｣ 동아일보 1928년 9월 18일.
26) 소작조합운동을 주요 운동의 하나로 추진했던 대구노동공제회 간사였던 송기찬과 지주를 상대로 소작쟁의를 성공적으로 이
끌었던 풍산소작인회 관계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송기찬의 경북 지역 한재 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바탕
을 추측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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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옥산면 주민 李晩鳳 인도로 화전민 李鍾爕을 인터뷰. (10~11회, 10/16~17)
·의성군내 가장 가뭄이 심한 장춘면 姜鳳秀 (40)을 인터뷰 (12회, 10/18)
·의성군 신평면 “면일에 만히 애쓰고 잇는” 柳泰佑_생업부조 불능 지역. 직접구제만이 살길(18
회, 10/27)
·달성군 하빈면 대평동 아낙네_목불인견..한재걱정, 돌된 자식 발육걱정 (29회, 11/9)
·달성군 해안면 면내 유지 謀씨_일본인 농장은 옥토에 대농장을 보유, 능금농사를 필두로 채소
기타의 농사상 패권을 가지고 잇다 한다. 한재에도 불구하고 별피해가 없고, 그들이 “골라갈대
로 골라가고 남은” 척박한 땅을 부치는 조선인들에게는 커다란 피해가 발생, 기아세농은 일본
인 농장에서 하루 12시간 노동하여 벌이(31회, 11/13)
그 외 면단위까지 실지 조사하여 정경을 묘사하거나 현지주민으로부터 들은 정보를 표현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그 밖에 선산군 해평면 조사시 동아일보 대구지국장 金琇鎬와 함께 동행(25회, 11/4)
식민지 행정당국의 재해 조사 방식은 재해가 발생시, 조선총독부에서는 재해대책위원회를 설치
하여 결정한 재해구제 방침을 각도 등 지방관청에 하달하고, 각 지방 관청에서는 재해지로 출
장을 나가 피해상황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종합하는 것이었다.27)
경북 각군/면 단위 피해 현황 조사를 위와 같은 항목으로 통일해서 정리하여 비교가능토록 일
반화하고 피해 지역을 전수 조사 작업은 면/군 단위에서 식민 행정 당국이 행하였다.
군/면 단위에서는 가뭄의 현황을 파악하여, 이를 근거로 재해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이었을 것이다.
이 자료들은 면, 군 단위에서 행정당국이 조사 작성하여 가뭄 피해의 정도를 통계치로 제시하
고 있다.
평년 수확량과 代播로 인한 예산 수확량에 따른 소득을 일정한 도식에 의해 계산하였고, 한재
에 대한 조사는 생산재해 부분에 집중되고, 인간재해 부분에 대해서는 소극적 구제책으로 일관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1919년 가뭄 이후 일본으로의 조선산 미곡 수급 차질에 대처하
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28)
1928년 경북지방 한재에 대한 군면 당국 조사항목
<생산 재해>
-현황
畓/田 총경지면적 / 이앙율 / 代播면적
米作收穫全無 / 田作收穫全無 / 收穫皆無
봄 麥作 작황
-예상
27) 고태우, 앞의 논문, 400-403쪽.
28) 고태우, 앞의 논문, 3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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米作減收豫想高 / 田作(粟, 豆類, 棉作) 減收豫想高
代播作物收穫豫想高 / 한재피해 내역(엔, 석)
<인간재해>
-현황
총호수 / 농가호수 / 자작농, 자작겸소작농, 소작농 호수 / 기아세농 호수
渡日出嫁者 현황 / 普通學校퇴학자 현황
송기찬의 경우
직접 조사지역_군/면 통계에 실지조사를 결합한 지역_50개 면. 이앙율 50%이하 지역
의성군
안동군
군위군
예천군
선산군
칠곡군
달성군
고령군
경산군

의성면, 단촌면, 점곡면, 옥산면, 사곡면, 가음면, 산운면, 소문면, 봉양면, 비
안면, 구천면, 단밀면, 단북면, 안계면, 다인면, 신평면, 안평면 (17개 면)
안동면, 와룡면, 풍산면, 풍북면, 풍남면, 풍서면, 일직면, 남선면, 남후면, 감
하면, 길안면, 임동면, 임북면, 동후면 (14개 면)
군위면, 석보면 (2개 면)
지보면, 풍양면 (2개 면)
도월면, 해평면 (2개 면)
칠곡면, 왜관면, 석적면, 동명면 (4개 면)
달서면, 월배면, 해안면, 하빈면, 다사면, 성사면 (6개 면)
다산면 (1개 면)
자인면, 안심면 (2개 면)

미작감수율 10~30% 이하의 지역은 郡당국 조사에만 의거하여 자신의 조사 내역과 통합하여
아래와 같이 종합하였다(완결호, 11/24)

의성군
안동군
군위군
예천군
선산군
칠곡군
달성군
고령군
경산군
총계

미작예상량
(석)
-106,465
-61,734
-32,295
?
-55,475
-57,830
-58,646
-41,798
-424,784

전년대비
미작예상율(%)

전년대비
전작예상율(%)
-94.0
-83.0
-43.8
-85.0
-55.4
-69.9
-52.0
-75.0
-40.0

기아호수
(호)
-34.9
-45.0
?
-45.0
-50.0
-57.0
-51.0
-40.0
-18.0

6,179
3,090
1,440
591
1,695
3,048
3,228
297
2,057
23,328

이 모두를 결합한 결과, 미작감수량 42만 4784석. 기아세농은 2만 1328호로 추산되었다.
한편, 경북도 당국이 조사한 도내 전체 통계는 미작감수가 73만 여석으로 추산되고 있다. 송기
찬이 위의 결과를 근거로 기아호수는 더 많을 것이라고 추정했던 것으로 보아 여기에 도 전체
의 기아호수 조사는 공표되지 않았거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29)
이렇듯 송기찬은 기본적인 흐름은 여기에 의존하나 실지조사를 통해 군/면 전수조사 통계가
놓칠 수 있는 특수를 포착하고자 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면·동을 실지조사 할 수는 없었을

29) 송기찬, ｢한재의 경북 (완)｣, 동아일보 1928년 1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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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군/면 단위 통계

- 객관성과 일반성 확보 - 각 지역별 특수성 파악 실패 가능성

실지조사

- 주관성과 특수성 집중 - 비교 가능한 일반성 파악 실패 가능성

그렇다면 송기찬은 표본을 설정하여 실지 조사를 나갔을 것이다. 이때 표본 선정의 기준으로
무엇을 선택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일반화’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 특히 여기서는 가장
피해가 극심한 지역을 실지 조사하고 나머지는 군/면 단위 조사통계로 보완하는 방식을 취했다.
군/면 단위 조사통계 항목의 의미를 실지조사를 통해 재해석하는 모습도 보인다.
▴기아세농의 의미: 수수죽, 나물식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자작겸소작농이나 소작농(3회,
9/21.)
▴자작겸소작농의 의미: 토지가 너무 척박하여 ‘팔래야 팔수 없는 땅이고 잡힐래야 잡아주지
않는 땅’으로 통계상으로는 ‘자작’이란 두글자가 첨부되어 있을 뿐. 단지 자작 우세지역으 파악
할 수 없다(3-4회, 9/21-9/22.)
▴세농의 정의: 소작농+자작겸소작농(5회, 9/23.)
▴代播와 소작료의 관계: 이앙된 미작 수확은 소작료의 대상이지만, 이앙 실패후 대파한 작물
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소작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소작관행을 설명.(17회, 10/26.)
군/면 단위 조사통계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살펴볼 때 그 결락 및 왜곡 가능성이 존재했다.
▴군 담당자의 입장
“사실은 郡은 직접 民衆을 接하는 자이니 되도록 만히 구제하자는 것이 常情일 것이오  말
하자면 논(畓) 농사만 짓는 것이 아니오 밧 농사도 짓는 우에 代播도 그대로 되엇스니 구제를
하는대도 明春부터의 일일 것이고 그래야 될 피재민도 도에서 말하는 것이 마즐는지 소위 郡
當局者도 구제에 대한 아모 主見업는 허튼 수작이엇는데 구제도 明春이라하나 한재로 말미암
아 長利穀粟도 못어더서 지금부터 굶줄이게 되는 피재빈민이 업슬것인가 하는 기자의 一問에
자- 그런 者의 有無에 대한 調査는 아니하얏노라고 답한다.”(1회, 9/18.)
▴경찰관의 입장
대지주의 경우에는 소작료 감수에도 불구하고 일정정도 생활 유지에 불편이 없을 것이고, 원래
부터 가난한 궁민의 경우에도 이미 궁핍한 생활에 일정정도 내성이 생겨있으므로 버텨낼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 피재 빈민보다 피재 중산계급에 대해 더욱 걱정하고 있다. 이유는 소작료
로 일년간 빠듯하게 계급은 가뭄 피해로 인해 소작료 감소로 인해 채무가 발생하게 되어, 채무
상환보다도 이자가 누증. 마침내 파산으로 갈 위험. 고등유민이 발생, 이들이 사상의 ‘악화’로
이어지는 것은 흔한 일. (1회, 9/18.)
▴소작지가 한재에 더 취약한 이유: 지력이 자작농, 자작겸소작농의 토지에 비해 척박(4회, 9/22.).
▴화전농 지역. 수리 구제사업도 불가능 지역(의성군 신평면)의 특수성(18회, 10/27.)
▴재해 분석에서 안동군 추정과 경북도 추정이 각각 1/4과 1/20로 갈리는 부분(1회, 9/18.)
재해 축소를 둘러싼 논쟁의 의미는 道費 사용에 소극적, 재해가 크게 부각되면 失政의 지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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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는 점. 즉 책임 추궁을 피하고자 한다는 점.
▴면 통계에서 빠진 부분은 기아 세농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조사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
현황 파악으로 생산량 감소에 대한 문제만이 부각.
이런 왜곡이 발생하게 될 배경에 대해서,
▴구제의 최소화 경향, 인보상조 중심30)
- 수확기인 가을과 겨울에는 구제할 필요가 없으며 본격적인 明春부터 시작할 것이라는 행
정당국의 방침(완결회, 11/24.)31)
- 군당국에서 기아 세농 호수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상황에서 隣保相助 부분을 제외하고자
하는 모습들(27회, 11/7)32)
▴직접구제보다는 생업부조 중심으로
1928년 후루하시 타쿠시로(古橋卓四郎) 경상북도 내무국장, 도내 16군 군수 한해 대책 회의
에서 “함부로 한해 구제라고 말하면 墮民을 양성할 염려가 잇는 고로 이점에 대하야 충분히
주의하도록 유시하야 두엇다. 만일 면세라든지 구제라고 말하면 사람이라는 동물은 기회만 잇
스면 놀기를 조와하는 것임으로 도의 방침으로는 노동할 수 업는 노인과 아동들과 부양자가
업는 불구자의 일 소부류의 人을 제외한 외에는 직접으로 식량을 배급치 안코 될 수 잇는데
지 여러 가지 공사를 시작하야 일하는 기회를 주어 勞賃으로써 생활케하고저 한다”고 생업부
조에 의한 구제책을 역설33).
즉, 직접구제를 최소화 하면서 통치의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이재민을 활용하여 토목공사 등
을 통해 재해와 산업개발을 연계시키고자 하는 생업 부조 방식을 취하려는 경향34)
▴ 면단위에서 피재 상황의 축소보고나 왜곡보고(24-25회, 11/3-11/4.),
“기아 호수에 잇서는 소위 면행정의 일을 보고 日給을 먹는다는 면사무소의 면서기니 하는
사람들이 무슨 심사의 수작인지 우리면에서는 나락을 여간 못 심은대는 잇서도 지난 금년 麥
作이 풍작이어서 아즉 굶줄이는 빈농도 업다하며 무슨 外面 太平을 미는 것 가튼 허튼 수작
들은 그것을 소개하기에 지면이 더러울 만큼 차라리 一笑를 해버리는 것도 優遇하는 細昔이
되는 일종 골계적 짓걸임도 잇섯거니와 다른 곳에지지 아니할 各洞에 잇는 기아에 진 호수
는 마치 한가지 참담하기 그지업는 情狀일 름이다”.35)
재해 대책

30) 구제의 최소화 경향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유래한 ‘제한적 구조주의’와 재정 지출 부담을 축소하고자 하는 부분도 존재했으
며, 친척이 서로 돕고 가족제도로 구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隣保相扶의 방법으로 하며, 순차적으로 면, 군, 도, 총독부 단위로
나아가야 한다는 논리. 고태우, 앞의 논문, 404쪽.
31) “(경북도)당국에서는 災民의 구조는 내년 窮春부터이라하야 수확의 가을을 지냇는데도 거둘 것이 업섯고 벌서부터 債貸의
길이 막히인 罹災細民의 굶줄임에 허덕이는 양은 뭇지조차 안하는 터이라 한다. 겨울은 자 지터가는데 이를 罹災細民에게
닥처올 것은 기한일 것임에 어랴? ”
32) 의성군 기아호수 6179호에 인보상조 2000호를 제외한 4000호가 구조를 필요로 한다는 조사보고에 대해 송기찬은 인보상
조를 제외하여 발표하는 것은 기아호수를 줄여보려는 허튼 수작이라며, “남의 기아를 구해줄 후한 인정이 어디서 생겨날 자
리가 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인보상조’라는 조사 통계를 제시한 당국의 진의를 해석하기 어렵다고 비판하고 있다.
33) 동아일보 1928년 9월 14일.
34) 고태우, 앞의 논문, 410쪽.
35) 송기찬, ｢한재의 경북 (24)｣ 동아일보 1928년 1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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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당국의 재해대책 사업36)
- 응급구제사업
· 생업부조사업: 수리공사(제언), 철도공사, 도로공사, 지방비 투여, 국고투여 공사에 이재
민을 동원하여 작업에 투입하고 임금을 지불하거나, 가마니 짜기나 죽세공품을 만드는
부업장려 방식. 군면에서 도에 신청중인 기사가 다수 등장
예를 들면, 의성군 당국자로부터 들은 각면 재해대책은 생업부조 방식으로 지방비, 국고로 공
사비를 얻기 위해 신청중이며 아직 허가여부는 미정이라는 기사를 제시하고 있다. (16회,
10/25)
점곡면_수리사업

/ 옥산면_수리사업, 등외도로37)건설

사곡면_도로공사

/ 가음면_등외도로공사

소문면_도로공사

/ 봉양면_등외도로

다인면_제언확장공사

/ 단밀면_수리공사, 등외공사

단북면_등외도로공사

/ 구천면_저수지, 보 확장 공사

비안면_용수지(溜池) 확장 공사
· 직접구제방식: 곡식이나 현금, 물품을 제공(생업부조사업 불능지에서는 직접구제를 요청)
이에 대한 기사는 의성군 신평면의 경우로 생업부조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벽지. 직접구제
외에 달리 방도가 없는 상황이었다(18회, 10/27).
- 재해예방대책으로는 사방사업, 조림사업, 하천개수 등 토목사업 등으로 구성. 생업부조사업
과 재해예방 대책은 사실상 동일한 맥락이라 할 수 있다.
- 식산계: 매년 추수시 매호 몇 되씩 貯穀을 분용. 면 당국이 분용 권한(28-29회, 11/811/9.)38).
▴隣保相助
種穀 문제 해결 방식_먼저, 대지주는 소작인에게 종곡 문제 해결 종용, 그 외에는 면 적립금
을 활용하여 무이자 종곡 대여 방식을 취하였다.(23회, 11/2)
의성군 기아호수 6179호에 인보상조 2,000호를 제외한 4,000호가 구조를 필요로 한다는 조사
보고에 대한 평가에서 인보상조를 제외하여 발표하는 것은 기아호수를 줄여보려는 허튼 수작.
게다가 남의 기아를 구해줄 후한 인정이 어디서 생겨날 자리가 있을까? ‘인보상조’라는 조사
36) 고태우, 앞의 논문, 401-402쪽.
37) 일제강점기에는 도로의 등급을 경성으로부터 도청 소재지나 주요 철도역을 잇는 1등 도로, 도청 소재지 간 혹은 도청 소재
지에서 군청에 이르는 2등 도로, 군청 소재지를 연결하는 3등 도로 그리고 등외 도로 등 4종으로 구분하였다. [출처] 한국학
중앙연구원 - 향토문화전자대전.
38) 달성군 “기아호수에 대해서 지방비나 국고에서 상당한 구제가 잇슨 일이지마는 우선 응급책으로 달성군 전부에 亘하야 매
년 추수시 每戶 幾升의 貯穀을 해오는 殖産契가 모여 잇는 것이 상당한 액수에 달해 잇다는 터이라는 바 此際 그러한 계의
재산을 분용해 쓴다면 幾分의 완화가 잇슬 것임에 불구하고 면군 당국에서 바로 豪華로운 이유를 내세우며 그대로 거머쥐고
잇는 것은 알기 어려운 짓들이라 하야 곳곳마다 비난의 소리가 들린다한다” (28회,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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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를 제시한 당국의 진의를 해석하기 어렵다....(27회, 11/7)
▴ 이미 진행되고 있는 공사 즉 본래부터 실행하려던 사업들을 재해대책으로 전용하는 경우39)
도 찾아볼 수 있었다.
안동군 안동면, 마침 인근에서 예천-점촌간 철도공사 중 머슴, 장정은 모두 여기에서 출가노
동, 10월 초 준공이후에는 어찌 살지?(8회, 9/27)
▴各自圖生_머슴의 자진해고, 극도의 절식, 유민표랑이 한재에 대한 개인적인 대책으로 존재했
을 것이다. 특히,

渡日出嫁, 퇴학 등의 수치는 기사에 거론된 거의 모든 면단위에서 나타나고

있다.
식민권력의 재해대책 문제에 대해서 송기찬은 그 적실성에 대해 소극적, 적극적으로 비판을 가
하고 있다. 신평면의 존재처럼 직접구제 외에 달리 방도가 없는 경우나, 가마니 짜기 등도 효
과를 볼 수 없는 상황 즉 벼가 발아조차 하지 못하거나 고사해 버린 결과 볏집을 확보할 수조
차 없어 가마니 조차 짤 수 없는 상황(28회, 11/8)을 들어 생업부조라는 총독부가 주안을 두
고 있는 재해대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런 부분은 후루하시 경상북도 내무부장이 언급
한 墮民 즉 게으름의 소산이라고 비난할 수 없는 부분의 존재를 부각시켰다.
재해 대책의 방향성은, 가뭄으로만 발생한 생산재해 문제 즉 미곡 수급문제로 인식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방향이었지만, 송기찬은 농업기구 자체의 문제로 이에 대한 대책은 사회
정책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시사하였다. 한재에 소작인 피해가 점점 더 밝혀지는
상황에서는 사회의 근본 개조 문제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소작인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30회, 11/10).
4. 맺음말
천재지변은 나랏님도 어찌할 수 없다
개인의 가난은 나라도 구제하지 못한다.
국가는 단지 총체적 지표 관리만 하면 되는 존재인가?
각 개인의 생존은? 各自圖生은 숙명인가?
이런 것들은 근본적인 설문이지만, 식민지 통치권력의 재해에 대한 ‘소극적 구제주의’의 소산이
기도 하다. 송기찬은 1928년 경북지방 재해 취재과정에서 행한 실지조사를 통해 군/면 행정 당
국이 수집한 재해 통계 조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도, 일반 통계 속에서 배제된 지역 각각
의 특수성을 들어 일반론에 대항함으로써 식민지 권력의 통치성에 대한 비판을 감행하고 있다.
향후의 보완 과제로는 각 군과 면의 통계를 일원적으로 정리하여 그 통계 자체가 가지는 식민
통치 권력의 재해 해석을 재구성하고자 한다.
39) 고태우, 위의 논문, 4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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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1: 旱災의 慶北 특집 기사 목록
旱災의 慶北(一) 未移秧地가 五割 損害百千十萬圓, 아즉까지 何等對策도 업서(安東에서 本社大
邱特派員 宋箕贊調査)

1928-9-18

旱災의 慶北(二) 一日一食도 不能, 蜀黍蔬菜로 延命, 長利毅도 못들어 仰天嘆息(安東에서 本社
大邱特派員 宋箕贊調査) 1928-9-20
旱災의 慶北(三) 混亂한 經濟狀態 土地賣買도 全無, 팔내야 팔수도업는 臥龍面(安東에서 本社
大邱特派員 宋箕贊調査) 1928-9-21
旱災의 慶北(四) 飢餓中 小作農四百八十餘戶 벌서부터 激增하는 流離民(安東에서 本社大邱特
派員 宋箕贊調査) 1928-9-22
旱災의 慶北(五) 家産이 잇는대로 모조리 放賣作錢 그래도 延命하는수가 업다(安東에서 本社
大邱特派員 宋箕贊調査) 1928-9-23
旱災의 慶北(六) 無際의 沃野에는 蕎花만 너울너울 小作爭議로 有名한 豊山一帶(安東에서 本
社大邱特派員 宋箕贊調査) 1928-9-25
旱災의 慶北(七) 貧農의 唯一食料山菜조차 旱災! 나무장사를 하랴도 미천不足(安東에서 本社
大邱特派員 宋箕贊調査) 1928-9-26
旱災의 慶北(八) 二三次의 播種이 種子대로 枯死, 代播한 蕎麥도 六割 疑問(安東에서 本社大邱
特派員 宋箕贊調査)

1928-9-27

旱災의 慶北(九) 二百八十戶中 飢餓戶數가 七十, 먹을것 업서 헤매는 窮民들(安東에서 本社大
邱特派員 宋箕贊調査)

1928-9-29

旱災의 慶北(十) 「가래조」로 죽쑤어 數月동안 糊口, 그나마 今後에는 原料缺乏(義城에서 本
社大邱特派員 宋箕贊調査) 1928-10-16
旱災의 慶北(十一) 唯一한 金錢收入은 山菜와 藥種紫草 終日 애써야 二三十錢收入(義城에서
本社大邱特派員 宋箕贊調査) 1928-10-17
旱災의 慶北(十二) 稅金衣服은 着置 當場에 糧食絶乏, 穀穗는 말느고 雜草만 靑靑(義城에서 本
社大邱特派員 宋箕贊調査) 1928-10-18
旱災의 慶北(十三) 이미 離散한者 三百三十七名, 米作의 被害만이 二百萬圓(義城에서 本社大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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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派員 宋箕贊調査)

1928-10-19

旱災의 慶北(十四) 移秧成績은 優良 收穫은 가장不良, 차라리 播種이나 안햇드면(義城에서 本
社大邱特派員 宋箕贊調査) 1928-10-21
旱災의 慶北(十五) 五年동안 凶作에 九割餘가 또 減收, 二重三重으로 難境만 遭遇(義城에서 本
社大邱特派員 宋箕贊調査) 1928-10-22
旱災의 慶北(十六) 旱害對策도水泡 饑餓者만 日增, 離散한 者가 이미 八十餘名(義城에서 本社
大邱特派員 宋箕贊調査) 1928-10-25
旱災의 慶北(十七) 鳳陽十一洞 中稻作은 藏待洞뿐, 移秧못하긴 安平面査이一等(義城에서 本社
大邱特派員 宋箕贊調査) 1928-10-26
旱災의 慶北(十八) 업친데 덥친 新平面 四割以上은 陷窮, 米作九割二分減出作三割減(義城에서
本社大邱特派員 宋箕贊調査) 1928-10-27
旱災의 慶北(十九) 元來瘠薄한 土地에 代播種도 全滅, 移秧狀況은 全面積의二割(義城에서 本社
大邱特派員 宋箕贊調査) 1928-10-28
旱災의 慶北(二十) 被害가 千餘石 貧農이 三百餘戶, 普校의 學藝會도 考慮꺼리(義城에서 本社
大邱特派員 宋箕贊調査) 1928-10-29
旱災의 慶北(二十一) 虛無한 米作狀況 九割八分減收, 離散한것이 二百五十一戶(義城에서 本社
大邱特派員 宋箕贊調査) 1928-10-30
旱災의 慶北(二十二) 平年에 比하야 五割二分減收, 召保面軍威面이 尤甚한곳(義城에서 本社大
邱特派員 宋箕贊調査) 1928-11-01
旱災의 慶北(二十三) 六百八十町步中 移秧은 不過 百町步, 來年穀種이 第一問題꺼리(軍威에서
本社大邱特派員 宋箕贊調査) 1928-11-02
旱災의 慶北(二十四) 移秧된 大部分은 自農이나 半自農, 그外 未秧地全部가 小作農(醴泉에서
本社大邱特派員 宋箕贊調査) 1928-11-03
旱災의 慶北(二十五) 逐日激增하는 離散漂浪의 淚報, 災害도 이만하면 徹頭徹尾(善山에서 本社
大邱特派員 宋箕贊調査) 192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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旱災의 慶北(二十六) 義城 安東兩郡만 三千九十餘戶, 飢餓에 우는 애처러운 農家(本社大邱特派
員 宋箕贊調査)

1928-11-05

旱災의 慶北(二十七) 隣保相助戶數外 要敎濟 四千戶, 當局의 對策云云은 解釋困難(本社大邱特
派員 宋箕贊調査)

1928-11-07

旱災의 慶北(二十八) 代播物收穫 每斗落 四五斗, 飢餓에 陷한 戶數二千二十(達城에서 本社大邱
特派員 宋箕贊調査)

1928-11-08

旱災의 慶北(二十九) 目不忍見의 情況, 乳兒도 營養不足, 河濱面一帶의 生活狀 一面(達城에서
本社大邱特派員 宋箕贊調査) 1928-11-09
旱災의 慶北(三十) 小作人頭上에 덥치는 窮波苦浪, 水田은 九割減, 田은 五割減(達城에서 本社
大邱特派員 宋箕贊調査) 1928-11-10
旱災의 慶北(三十一) 米作은 겨우 一割七百餘戶가 飢餓, 達成群中에도 本面이 第一(達城에서
本社大邱特派員 宋箕贊調査) 1928-11-13
旱災의 慶北(三十二) 有志의 努力으로 廢校만은 僅免, 旱災의 影響바든 普通學校(達城에서 本
社大邱特派員 宋箕贊調査) 1928-11-15
旱災의 慶北(三十三) 細農四千戶에 飢餓三千餘戶, 그中 約千戶는 親戚이 扶助(達城에서 本社大
邱特派員 宋箕贊調査)

1928-11-17

旱災의 慶北(三十四) 代播種의 減收 五萬七千餘石, 말못되는 漆谷郡의 被害高(達城에서 本社大
邱特派員 宋箕贊調査)

1928-11-22

旱災의 慶北(三十五) 豆類六千餘石 米四萬五千餘石, 慶山郡의 旱災로 인한 被害(達城에서 本社
大邱特派員 宋箕贊調査) 1928-11-23
旱災의 慶北(三十六) 飢餓에 陷한 細農이 總數二萬三千, 道全體로는 이外에도 多數(達城에서
本社大邱特派員 宋箕贊調査) 1928-11-24
■ 부록2 : 송기찬 기자가 스쿠프했던 그 외 특집 기사 모음들
<경남 진영 박간농장 소작쟁의>
1932.02.9. 迫間農場; 本報特派員 宋箕贊實地調査(一) 卄, 卅斗落에 한兩식 歇價로 强制的買
地, 尨大한 農場되기까지

- 282 -

-297 -

1932.02.10 迫間農場 ; 本報特派員 宋箕贊實地調査(二) 地主 밧긴 昭和三年부터 平和鄕이 紛
爭地로, 비웃는 前地主頌德碑
1932.02.11 迫間農場 ; 本報特派員 宋箕贊實地調査(三) 小作權移動으로 威脅 白紙上에 小作契
約, 前例 업는 金肥代配定
1932.02.12. 迫間農場 ; 本報特派員 宋箕贊實地調査(四) 四年 동안 싸인 怨聲 昨春부터 畢竟
爆發, 自發形式의 契約改替
1932.02.13. 迫間農場 ; 本報特派員 宋箕贊實地調査(五) 兩郡當局의 調停으로 作料는 解決된
셈 要求의 正當은 數字가 證明
1932.02.14. 迫間農場 ; 本報特派員 宋箕贊實地調査(六) 말성은 二百圓肥料代 「地主威信」이
紛爭의 源, 慘憺한 小作人의 收支
<울릉도 설해>
1934.01.31. 석간 雪塊化한 鬱陵島崩壞의 危險切迫 漁組造船所 漁船도 破壞 救護班도 束手無
策//危險은 刻一刻 村民避難始作//苧洞 道洞 二洞에서만 死體四十을 發掘 來二日 船
便에 道에서 現場出動 山間僻地消息 아직 杳然//死線의 島民 찾어 本社特派員急行
大邱 宋箕贊君을 鬱陵島로 爲先 廣木白米携行//木花송이같은 눈 山野를 未判 이웃과
이웃이 교통두절 鬱陵島서 나온 사람 實話
1934.02.03. 석간 災後의 첫 船便에 本社의 救濟品 大雪下에 埋沒된 四千生靈의 安危는 如何;
救濟品 실은 太東丸 風浪 무릅쓰고 出港, 食糧 菜蔬 薪炭等을 실고 釜山港歸還은 五
日[寫]//災地絶島를 向하며 死線에선 四千生靈 아이 안은 채 窒息한 어머니 十家族
中 七名은 凍死한 慘狀等 調査코저(特派員 宋箕贊記)//豪雨와 怒濤襲來 浦項出發을
延期, 南朝鮮에 暴雨로 憂慮莫甚 鬱陵島에 또 눈? 비?(浦項)
1934.02.05.석간 一路災地鬱陵島로 急航 災後의 第一船 太東丸 本社救濟品 싣고 出港 風靜浪
息한 今四日 午前八時에 救護班一行도 同乘[寫](浦項에서 本社 特派員 宋箕贊發)
1934.02.06. 조간 雪災中의 鬱陵島實報 北面海岸과 部落의 住民 四千生靈의 安危가 염려, 조사
의 손이 미치지 못한 오지 各團體는 決死的調査中(鬱陵島에서 宋箕贊 特派員發)
1934.02.06. 석간 大雪害의 鬱陵島의 慘憺한 實報 災地에 又復積雪 山間同胞에 又一慘禍 本社
救濟品 積載한 大東丸 群衆歡呼 속에 今朝安着 第一報//柴糧缺乏된 島民 本社 救濟
品配給에 雀躍 除雪作業은 方今 繼續中이나 눈물어린 慘相은 如此第二報//第三報(道
洞에 第一步 本社特派員 宋箕贊發)
1934.02.07 석간 丈雪下의 鬱陵島實情 要時急救濟者만 五百餘名以上 눈 녹아 사태가 나면 더
큰일 念慮는 今後가 尤甚(鬱陵島에서 宋箕贊 特派員發)//雪山地獄受難談//食糧이 없
어 씨종까지 食盡
1934.02.08 조간 七日에도 殘雪紛紛 救助作業 一時中止, 判明되는 負傷者가 많아 雪下에 深鎖
된 鬱陵島[寫] 道洞築港工事로서 三千災民을 救濟 경북도의 구제방침 대략 결정 死
傷者 救恤策도 決定(宋箕贊 特派員發)
1934.02.08. 석간 丈雪 무릅쓰고 鬱陵島踏査 農作漁獲이 모두 凶作 慘害에 우는 萬二千島民
當場에 救護받을 千五百災民 災跡의 眞相은 如此[寫](本社特派員 宋箕贊發)//鬱陵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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災民 救護品 六日 本社接收分
1934.02.09. 석간 本社救濟品 쌀과 나무 우선 百五十餘名에게 제일 우심한 이재동포를 찾어
鬱陵島 本社慰問隊活動(鬱陵島에서 宋箕贊特派員)
1934.02.12. 석간 積雪로 精神異狀 棍棒으로 兄嫂를 打殺, 경찰은 범인을 즉시 잡아, 災地鬱陵
島의 또 慘劇, 西面 대하洞 李龍錫이가(鬱陵島에서 宋箕贊 特派員發)
1934.02.16. 조간 雪塊化한 鬱陵島 慘害實地踏査 寫眞畵報[其二](本社 特派員 宋箕贊 記 寫眞
班 洪秉玉 撮影)
1934.02.16. 석간 前人未踏의 雪獄 羅里一帶를 찾어(災地 鬱陵島에서 宋箕贊 手記)
1934.02.17. 석간 前人未踏의 雪獄 羅里一帶를 찾어(災地 鬱陵島에서 宋箕贊 手記)
1934.02.18. 석간 눈 속에 묻힌 가지가지 哀話, 凍死한 엄마 아빠 찾어 목쉬도록 운 男妹, 陸
地 그리워하는 鬱陵島民[全4回](災地에서 特派員 宋箕贊 記)
1934.8.1.~8.4.<밀양 홍수>
1934.08.01. 조간 濁浪을 突破하고 未知處인 守山에(密陽에서 特派員 宋箕贊記)
1934.08.02. 조간 濁浪을 突破하고 未知處인 守山에(密陽에서 特派員 宋箕贊記)
1934.08.03. 조간 물밀듯 몰려오는 罹災患者들 診療, 本社醫療班同行記(密陽에서 特派員 宋箕
贊記)
1934.08.04. 조간 물밀듯 몰려오는 罹災患者들 診療, 本社醫療班同行記(密陽에서 特派員 宋箕
贊記)
<울릉도 설해>
1934.11.29. 석간 東海의 絶島에 飢饉; 白雪과 蒼波에 圍繞된 鬱陵島 萬餘生靈, 沍寒으로 草根
木皮도 求之不得 本社特派員 宋箕贊君 現地로 急行 生命線인 漁業도 不振[寫]
1934.12.01 조간 怒濤와 苦鬪一夜 竹邊 지나 鬱陵島로, 生途가 漠然한 萬餘生靈을 찾어(本社
特派員 宋箕贊 發電)
1934.12.02. 석간 凶作地獄 鬱陵島에 第一步 食糧絶乏의 島民 六割 野菜죽으로 延命 年末까지
食糧所持者 島民의 二割 雪禍瘡痍로 收穫全無//雪上에 加霜으로 또 積雪이 三四寸
[寫]/烏賊魚 믿을 것 못돼//人口過剩도 原因 四百餘名을 移送 일러오든 옛날의 平和
한 섬이 오늘에는 飢饉의 災地(鬱陵島에서 特派員 宋基賛發)
1934.12.05. 석간 鬱島災民 今日輸送, 五十年 接居턴 孤島 떠나 西北鑛地로 移去 農具와 漁網
을 던지고 떠나는 男女老幼 四百卄九名//한 번 가면 언제 오나 술이나 한잔 먹고 가
게, 道洞의 島民들이 移民을 歷訪코 曉風치는 埠頭에 惜別宴(鬱陵島에서 特派員 宋
箕贊 發電)
1934.12.10. 석간 半世前 聖人峰아래 樂土, 而今엔 飢饉의 孤島[제1회, 全5回](鬱陵島에서 도
라와서 特派員 宋箕贊 手記)
1934.12.11. 석간 半世前 聖人峰아래 樂土, 而今엔 飢饉의 孤島[제2회, 全5回](鬱陵島에서 도
라와서 特派員 宋箕贊 手記)
1934.12.12. 석간 半世前 聖人峰아래 樂土, 而今엔 飢饉의 孤島[제3회, 全5回](鬱陵島에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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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와서 特派員 宋箕贊 手記)
1934.12.14. 석간 半世前 聖人峰아래 樂土, 而今엔 飢饉의 孤島[제4회, 全5回](鬱陵島에서 도
라와서 特派員 宋箕贊 手記)
1934.12.15. 석간 半世前 聖人峰아래 樂土, 而今엔 飢饉의 孤島[제5회, 全5回](鬱陵島에서 도
라와서 特派員 宋箕贊 手記)
<사방공사, 녹화사업>
1936.05.06. 조간 綠化思想을 一層强化, 連接한 禿山이 靑森이 되기는 不遠, 砂防起工式 參觀
記[寫](大邱特派員 宋箕贊)
1936.05.07. 조간 綠化思想의 强化 連接한 禿山이 靑森되기는 不遠, 砂防起工式 參觀記(大邱特
派員 宋箕贊)
<산업 철도 시승>
1938.07.01. 석간

東海海産運輸車 大邱-永川 廣軌鐵道試乘[上](大邱支局 宋箕贊)

1938.07.02. 석간 東海海産運輸車 大邱-永川 廣軌鐵道試乘[下](大邱支局 宋箕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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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권 선생의 ｢1928년 경북지역 가뭄과 사회조사｣에 대한 短想
이헌주(국사편찬위원회)
2015년 여름 대한민국은 목마르다. 1974년 완공된 소양강 댐이 역대 최저치 수위 기록을
새로 갈아 치웠는가 하면, 댐 건설로 인해 수몰된 마을의 서낭나무가 TV 뉴스 화면을 장식할
만큼 ‘未曾有’의 극심한 가뭄에 몸살을 앓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가뭄 극복을 위해 추경을 편성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과학기술 발달로 대처 능력이 크게 향상된 오늘날에도 자
연재해의 사회․경제적, 정치적 파장이 작지 않음을 감안하면, 역사 속의 자연재해가 사회에 던
지는 파급력은 더 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송병권 선생의 논문은 1928년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가뭄이라는 자연재해를 테마로 하고 있
다. 아직까지 초고 수준의 글이기에 단정하기 어렵지만 필자의 글은 송기찬이 동아일보에 연
재했던 ‘旱災의 慶北’의 내용을 토대로 식민지 권력의 가뭄 파악 및 대책을 비판적 안목에서
정리한 것으로 내용상 다음과 같이 두 부분으로 요약 정리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식민지 행정 당국의 가뭄 파악 및 재해 대책 문제이다. 1928년 경북지역 가뭄에 대해
식민지 행정 당국은 군, 면 단위에서 통일된 조사항목에 맞추어 가뭄 피해 현황을 현지 조사하
도록 하였으며, 이 과정을 통해 지역별로 비교 가능한 일반화된 통계가 확보되지만 조사통계
자체가 지역별 특수성을 보여주지 못할 뿐 아니라 군, 면 담당자의 입장이나 식민지 행정당국
의 방침에 따라 실상과 괴리가 컸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직접구제보다는 생업부조 중심,
인보상조 중심으로 짜여진 식민지 행정 당국의 재해대책도 현실성이 떨어졌다는 점 등이 지적
되었다.
둘째, 동아일보 송기찬 기자가 실지조사와 인터뷰, 군․면 행정 당국의 통계자료 등을 기반
으로 2개월여에 걸쳐 총 36회 연재한 ‘旱災의 慶北’ 특집 기사의 가뭄 실상 보도이다. 필자는
송기찬이 각 지역의 특수성을 제기하며 식민 당국의 일반론에 대항하였고, 식민권력의 현실성
이 떨어지는 재해대책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하였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필자의 글을 읽으면서 갖게 된 궁금한 점과 섣부른 생각 몇 가지를 제기하는 것으로 토론자
의 소임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송기찬 기자의 이력과 기사 내용의 상관성이다. 2장에 제시된 송기찬 기자의 이력을
보면 조선노동공제회 대구지회, 신간회 대구지회 등에서 활동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가 조선
노농총동맹이나 여타 진보적 대중운동에도 관여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더 확인되는 것
은 없는지 궁금하다. 그가 2개월여에 걸쳐 가뭄 현장을 실지 조사하여 특집기사를 낸다는 기
획을 한 것 자체가 그의 진보적 대중운동 경력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또한 그의 취재 및 기
사 작성이 이들 단체와, 혹은 이들 단체에서의 활동과 일정한 관련을 갖고 있을 개연성도 있
다. 만일 양자의 상관성이 입증될 수 있다면 이 시기 송기찬 기자의 기사 작성, 식민당국 비판
이 한층 더 큰 의미로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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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같은 시기 경북지역의 가뭄을 보도한 매일신보 등 다른 신문의 보도 태도와 비교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할 때만이 송기찬에 의해 동아일보에 2달여에 걸쳐 연재된
가뭄 특집 보도가 갖는 성격이 명확히 들어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필자가 맺음말에 보완과제로 제시한 ‘통계의 일원적 정리, 통계 자체가 갖는 식민통
치 권력의 재해 해석 재구성’이 결코 녹록한 일이 아닐 듯싶은데, 이를 위한 필자의 복안이 어
떤 것인지 듣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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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사회경제 조사와 조선인 삶의 재구성

조명근(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Ⅰ. 머리말
Ⅱ. 일제의 통계조사와 조선인 ‘대항 담론’ 형성
Ⅲ. 1930년대 말 조선인 눈에 비친 농민의 일상생활
-1939년도 충남 당진군 송악면 오곡리 현장조사를
중심으로-

머리말
근대 국가는 통치를 위한 정보의 일환으로서 대규모의 조사를 행하고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를
발간함으로써 정부의 의해 계량화된 정보를 전달할 뿐 아니라 정책수행과 선전의 도구로 활용
한다. 일제 식민권력 역시 통치기간 중 국세조사 등의 정례적인 방대한 사회경제 조사를 실시
했을 뿐 아니라 정기적인 통계자료를 생산, 공표하였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 생산된 자료는 권
력의 선진성과 정당성을 선전하는 도구로 기능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통치 권력의 이면을 공표
하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있다.
본 논문은 식민지기 실시된 사회경제조사를 통해 조선인의 삶을 살펴보고자 한다. 1장에서는
식민 권력이 수행한 통계조사가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를 볼 것이고, 2장에서는 조선인이 직
접 실시한 사회경제조사의 내용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전자가 관에 의해 작성된 방대한 통계를
분석함으로써 조선인 삶을 숫자로 해석하려 했다면 후자는 민간에 의한 실시된 지역사례·실태
조사로서 농민의 생활을 세밀하게 관찰하고자 한 것이다. 즉 전자를 통해 지배자가 구축한 통
계 속에 그려진 식민지기 조선인의 삶을 후자를 통해 조선인이 직접 조사한 통계 속에서 그려
진 삶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회경제 조사는 그 범위의 광대성과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정부나 전문가 단
체에서 실시한다. 더구나 식민지기는 조선총독부와 관변단체가 주로 시행해 왔다. 따라서 이는
조사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통치자의 시각, 행정의 편의라는 점 등이 우선 고려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역으로 이를 이용하여 그 실태를 드러낼 수도 있다. 즉 식민통치의 발전, 개발, 문명
등을 표상하는 수단으로서의 통계가 저발전, 차별, 수탈, 착취를 표상하는 언어로 재해석될 수
있다.

1. 일제의 통계 조사와 조선인 ‘대항 담론’1)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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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객관적 지표’로서의 통계와 ‘해석의 도구’로서의 통계
數字朝鮮硏究(이하 숫자)는 1931년부터 1935년에 걸쳐 총 5회에 걸쳐서 간행되었다.2) 2
집 간행 이후부터는 동아일보에 서평에 게재되었는데, 그 중 제3집을 두고서 동아일보 기자
인 함상훈(1903~1977)은 다음과 같이 썼다.
서적치고 통계를 많이 인용한 서적처럼 건조한 것은 없다. 그 대신 통계를 많이 인용한
논문처럼 쓰기 귀찮은 것도 없다. … 이와 같이 저작키 곤란하고 읽기에 거북한 저서를
제3집 째나 간행할 때에는 씨등은 심단에 무슨 결심이 없을 수 없을 것이다.3)
사실상 전문적인 경제학자도 아니고 1920년대 사회주의 운동에 투신하였던 이여성이 5년여에
걸쳐서 숫자를 간행한 것은 함상훈의 표현처럼 ‘무슨 결심’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 ‘결
심’을 당시 숫자에 대한 김우평의 비판과 이여성4)의 반론을 통해 살펴보기로 하겠다.5)
숫자 2집이 간행되자 당시 동아일보 조사부장이었던 金佑枰의 서평이 3회에 걸쳐 게재되
었다. 김우평은 서평에서 저자들을 두고서 “무식”하다든지 “통계의 원리”도 모른다라는 원색적
인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비판하였다. 이에 대한 이여성은 같은 지면에 총 6회에 걸쳐 반박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여성은 김우평이 도마 위에 숫자를 올려놓고서는 혈관이나 장기 등을
마음대로 절단함으로써 “해부도 잘못되고 부상만 당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후대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반론문을 게재한다고 서두에서 밝히고 있다.6)

양 측의 차이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서 살펴보겠다.
첫째 금융조합 대출금의 성격 문제이다. 숫자에서 금융조합 조합원 1인당 저축액(불입자본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4S1A5B4061558)
1) ‘대항 담론’은 천정환이 숫자조선연구를 두고서 저자들이 “대항 지식을 형성하려 한 시도로 읽을 수 있다”라는 평가에서
빌려왔음을 밝혀둔다(천정환, ｢삼천리가 ‘기밀실’을 열었을 때- 정보·통계라는 새로운 지식과 근대 잡지-｣, 식민지 근대의
뜨거운 만화경-삼천리와 1930년대 문화정치,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0, 78쪽).
2) 李如星·金世鎔, 數字朝鮮硏究 제1집, 世光社, 1931.7. 제2집(1931.11), 제3집(1932.5), 제4집(1933.6), 제5집(1935.4). 數
字朝鮮硏究에 대해서는 정병욱(｢숫자를 통해 본 조선인의 삶: 《數子朝鮮硏究》(李如星·金世鎔 世光社 1931∼35)｣, 역사와
현실 21, 1996)과 최재성(「≪數字朝鮮硏究≫의 體裁와 내용 분석」, 『사림』 44, 2013)의 연구가 있다. 정병욱은 필자
소개와 함께 책을 쓴 배경, 내용과 분석방법 등을 살펴보았다. 특히 통계 분석에 있어서 주체 및 삶의 질의 문제가 어떻게
서술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최재성은 구성 등 전반적인 체재를 분석하였고, 내용에 있어서는 검열된 과정에서 삭제된 부
분을 최대한 복원하여 저자들이 의도했던 것을 밝히고자 하였다.
3) 咸尙勳, ｢李如星, 金世鎔著, 數字朝鮮硏究 第三輯(上)｣, 東亞日報 1932.5.28
4) 李如星(1901~ ?)은 경상북도 칠곡군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9세 때 서울로 상경하여 사립 보성학교와 중앙학교를 다
녔다. 1918년 중앙학교를 졸업하고 9월 김원봉, 김약수와 함께 중국으로 떠났다. 3·1운동의 소식을 듣고 귀국한 이여성은 4
월 17일 대구에서 혜성단을 결성하고 격문을 배포하였다가 체포되어 3년형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3년간 복역했다. 출
옥 후 이여성은 일본 릿쿄대학에 입학, 경제학을 전공하였다. 일본 유학시에는 사회주의를 표방한 단체인 북성회와 일월회에
참여하였다. 1920년대 말 조선일보 기자를 거쳐 1932년 10월 동아일보에 입사, 다음 해 6월 조사부장이 되었다. 한편 복식
사 연구에 매진하여 해방 직후 조선복식고를 출간하기도 하였다. 이여성에 관해서는 신용균, 「李如星의 政治思想과 藝術
史論」,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3과 최재성, ｢이여성,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민족운동가｣, 성대경 외,
『시대를 앞서간 사람들』, 선인, 2014 참조. 김세용은 1907년 대구에서 출생하였고, 대구고보 재학 중 3·1운동에 참가하였
다. 1920년 경성의학전문학교 입학하였고, 모스크바 동방노력자공산대학을 졸업하였다. 1930년에 귀국하여 조선일보에서 기
자로 활동하였다.
5) 숫자는 이여성과 김세용의 공저이지만 연구자들은 대체로 이여성이 집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도 이여성을
대표필자로 간주하여 서술하겠다.
6) ｢「數字朝鮮硏究」 讀後感을 읽고, 同書著者兩人 (一)｣, 東亞日報, 193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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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예금)보다 대출액이 더 많은 것을 두고서 빚을 내어 쓰기 위한 수단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 김우평은 근대 금융의 본질을 무시한 이해라고 비판하였다. 김우평은 도시금조의 경우 상
업 경영을 위해 촌락금조는 농사개량을 위해 대출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단순히 ‘빚’이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의 투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신용을 기반으로 한 자금 융통은 일반적
인 현상으로 이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이를 통해 얼마든지 치부가 가능하다는 것이
다. 따라서 저축액보다 대출액이 많다고 해서 이를 저자들처럼 “조선 일반 細民 경제의 마이너
스화‘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저자들처럼 주장하려면 차라리 조합원의 대출금 사용처를 분
석하여 생산자금보다 소비에 쓴 것이 많아 파산자가 속출한 통계를 제시하는 것이 훨씬 설득
력이 있을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7)
이에 대해 이여성은 자신들이 표현한 ‘빚을 낸다’는 것, 즉 대출이 소비자금으로 쓰이는 것이라
고 이해한 것은 김우평의 곡해라고 지적하였다. 어디에도 그렇게 쓰지 않았다라는 것이다. 이
여성은 김우평은 마치 금융조합 대출금이 조합원 “치부의 원동력”인 것처럼 보고 있다면서 만
약 그렇다면 대출금이 많은 것 자체는 매우 기쁜 현상이고 부채자들의 전도가 아주 낙관적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즉 김우평의 설명 속에는 대출을 통해 “이익을 본다”는 뜻이 숨겨져 있다
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에 대해 이여성은 “독장사의 九九”8)와 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일
갈한다. 김우평의 말대로 되려면 대출을 통한 재투자 이윤이 대출금 이자보다 높아야 하나, 당
시 대공황 등으로 인해 “조선 소자산 계급이 급속도로 몰락”되고 있는 형편에서는 재투자를 통
한 손실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당대의 경제 불황 상태를 고려한다면 굳이 조합원
파산자 통계를 찾아볼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9) 당시 조선인들의 실제 경제 상태를 몰각한 채
파산 상태를 인식하지 못한 채 내리는 허황된 공리공론에 불과하다고 비판하였다.
둘째 세입의 성격을 둘러싼 문제이다. 김우평은 숫자에서는 간접세가 소유과세보다 많다는
이유로 조선총독부의 재정을 “소비층 학대”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조세의 기본도 모르는 것 같
다고 비난하고 있다. 김우평은 숫자에서 대중과세(간접세)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소유과세(직
접세)를 쓴 것으로 보고, 현재 경제생활에서 소비층과 생산층이 명확한 구별선이 존재하느냐고
반문한다. 현대인은 생산자인 동시에 소비자이기 때문에 간접세의 비중이 높다고 하여 이를 소
비층의 학대라고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다만 사회정책상으로 보아 직접세보다 간
접세가 “그다지 칭찬받지 못한다는 의미”로 즉 “일반무산자의 부담이” 무겁다는 의미에서 “가
급적 직접세” 주장하는 것이지 “소비층의 학대”라는 뜻으로 간접세를 운운하는 것은 아니다.10)
이에 대해 이여성은 간접세가 가진 본질, 즉 “유산자와 무산자가 동률의 소비세를 납부한다 할
지라도 재산比로 보아서는 무산자가 유산자보다 천배 만 배를 더 내게 되는 것이”라는 세제의
기본 성질을 강조한다. 유산자 또한 소비세를 동일하게 부담하나 최다량의 소비세를 납부하는
자들은 “최대 다수”의 무산자계급이란 점을 고려한다면 자신들이 표현한 소비층이란 다음 아닌
무산자, 즉 조선인 절대다수를 지칭하는 것이 된다.11) 즉 이여성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아
7) 金佑枰, ｢李如星, 金世鎔 共著 ｢數字朝鮮硏究｣(中)｣, 東亞日報, 1931.12.23
8) 주관적 욕망에 사로잡혀 실속 없이 허황한 타산만 하거나 헛수고로 애만 쓰는 것을 이르는 말.
9) “식민지의 만성화 한 농업공황과 부동산 및 농산물 화폐화 과정에 대한 실제적 인식이 있는가. 또 조선인 세민계급이 가질
수 있는 零納자본의 재투자양식과 그 일반적 대량적 추세에 대한 인식이 있는가. 만일 이러한 점에 밝은 인식과 파악이 있다
면 구하지 못할 금조원 파산자 통계를 찾아본 뒤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대량적 판정은 능히 내릴 수 있을 것 같다”(｢「數字
朝鮮硏究」 讀後感을 읽고, 同書著者兩人 (四)｣, 東亞日報, 1932.1.22)
10) 金佑枰, ｢李如星, 金世鎔 共著 ｢數字朝鮮硏究｣(下)｣, 東亞日報, 193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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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소득세가 도입되지 않은 조선에서 간접세의 비중이 높은 조세 구조 하에서 가장 많은 부담
을 져야 하는 존재는 다름 아닌 경제적으로 열악했던 대다수의 조선인이었다는 점이다.
이상과 같이 동일한 통계를 두고서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우선 양자가 기반한 경제
사상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김우평은 당대 주류경제학(부르주아경제학)을 대표하는 인물
중 하나이다.12) 반면 이여성은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하였고, 숫자에서도 그 성향을 확인할
수 있다. 김우평에게 통계는 “사물을 이해함에” 있어 “공정한 태도이며 진보된 방법”으로 통계
숫자는 “관념 혹은 감정을 기초로 한 것보다는 정확”한 것이다.13) 즉 객관적 지표로서의 통계
의 정확성을 무엇보다 중요시하고 있었고, 따라서 숫자의 생명은 “통계”라고 보고 있었다.14)
반면 이여성은 숫자는 “그냥 통계집이 아니오 조선숫자현상에 대한 연구서”라고 규정하면서
단순한 객관적 지표가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15) 앞에서 본 금융조합의 대출금을 두고 보여준
양자의 확연한 태도 차이를 볼 수 있다. 김우평은 자본주의 사회의 신용확대에 따른 투자와 이
에 의해 기대될 수 있는 수익률을 말하고자 한다면 이여성은 식민지 자본주의라는 구조적 속
에서 부채로 남게 되는 현상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백남운의 서평에서도
재확인되는데, 이는 다음 절에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2) 민족별 구분을 통한 통계의 정치성 드러내기
1935년 숫자 5집이 나오자 백남운이 서평을 게재하였는데, 그는 우선 현조선을 인식하는 대
립되는 두 가지의 방법을 다음과 같이 대별하고 있다.
그 1은 현조선의 “통계적 연구”로서 그 “약진”을 실증하려는 수량적 방법이고 그 2는 “통
계적 조선”의 비판적 연구로서 그 본질을 검토하려는 과학적 방법이 즉 그것이다. 이것
은 현하 조선의 특수성을 연구하는 대립적 논진으로서 제2의 방법이 정당한 것은 물론이
려니와 본집(숫자조선연구)의 의도 또한 이러한 과학적 방법에 의거한 것은 그 내용을
통독함으로써 추단할 수 있다.

16)

백남운은 단지 수량적 방법으로서 조선의 경제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는 움직임에 대해 분명한

11) ｢「數字朝鮮硏究」 讀後感을 읽고, 同書著者兩人(終)｣, 東亞日報, 1932.1.24
12) 김우평(1898~1967)은 전남 여수 출신으로 일본에서 세이소쿠중학교와 센다이제2고등학교 등에서 수학했다. 1921년 미국
에 유학하여 오하이오주립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컬럼비아대학 대학원을 졸업했다. 1927년 귀국 후 동아일보에 입사
정치부 기자와 경제부장, 정치부장 등을 역임하였다. 1933년 만주로 건너가 1935년 만주국 재정부에서 사무관 등으로 근무
했다. 해방 이후에는 이승만대통령 경제고문을 거쳐 초대 외자구매청 청장을 지냈다. 1960년 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당선되었다. 김우평이 유학했던 컬럼비아대학 경제학과는 미국의 신고전학파 경제학을 대표하는 인물인 클라크(John
Bates Clark, 1847~1938)가 재직하고 있었고, 한국인 유학생에게도 큰 영향을 끼쳤다. 클라크는 자유경쟁이 이루어지는 시
장에서 노동자, 자본가, 지주는 동등한 생산요소로서 각자가 생산에 공헌한 만큼 자신의 보수로 가져간다는 분배이론을 통해
자본주의 하의 소득분배가 정당함을 역설하였다. 따라서 자본가와 노동자의 보수는 정확히 동일한 원리에 기초해 있기 때문
에 잉여도 없고 착취도 없게 된다. 임금은 노동의 기여에 대한 보수이고, 이자는 자본의 기여에 대한 보수에 불과할 뿐이다
(E. K. 헌트(金成九·金洋和 共譯), 經濟思想史 Ⅱ, 풀빛, 1983, 472~473쪽).
13) 金佑枰, ｢李如星, 金世鎔 共著 ｢數字朝鮮硏究｣(上)｣, 東亞日報, 1931.12.19
14) 金佑枰, ｢李如星, 金世鎔 共著 ｢數字朝鮮硏究｣(下)｣, 東亞日報, 1931.12.24
15) ｢「數字朝鮮硏究」 讀後感을 읽고, 同書著者兩人 (一)｣, 東亞日報, 1932.1.17
16) 白南雲, ｢李如星 金世鎔共著 數字朝鮮硏究 第五輯에 對한 讀後感(上)｣, 東亞日報, 193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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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숫자는 숫자 이면의 본질을 파악하려는 노력의 산물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여기서 백남운이 비판한 연구는 경성제대 교수들이 1928년 설립한 조선경제연구소에서
출간한 일련의 논문집들이다.17) 이들은 실증주의적 연구방법론을 강조하면서 당시 광범위하게
유행하고 있는 맑스주의 이론에 대항하고 식민정책 수립에 기여한다는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
었다. 조선경제연구소는 총독부의 지원 하에 한말에서 일제하에 이르는 조선의 사회경제 전반
에 대해 방대한 연구를 추진하였는데, 구래의 조선을 부패하고 정체된 사회로, 일제 지배하의
조선을 성장 발전하는 사회로 구성해내는 학문적 검증작업으로 귀결되었다.18)
백남운은 통계의 객관성, 공정성을 강조하면서 지식인들이 이를 무조건 맹신하는 경향을 비판
하는데, 통계를 사용함으로써 마치 과학적 방법인 듯이 꾸미며 “공정무사한” 듯이 실증적 연구
로 자처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그라나 통계란 “계산방법과 이용방침과 인식방법을
따라서” 그 성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재적 과학성을 부여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사
실을 엄폐하는 기만성을 가”질수도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세간의 소위
“통계적 연구”라든지 “실증주의 연구”라는 것들이 통계적 숫자의 행렬로써만 과학적 의상인 것
처럼 꾸미는 것을 배격해야 한다는 것이다. 백남운은 통계의 과학성은 “통계를 동원하여서 사
회의 내면을 구체적으로 변증할 경우”에 발휘될 수 있다고 하면서 숫자는 “무언의 숫자를 발
언체로 윤색함으로써 현조선을 인식하려는 이론과정의 좌표로 삼은 것 같다”고 평가하였다.19)
즉 통계의 정치성을 통해서 식민지 조선의 현실을 드러내고자 하였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었다.
숫자의 저자들은 민족별 구분을 통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아래의 설명에서
간단 명료하게 이를 증명하고 있었다.
경성부의 人別 경제 현상황을 보면 총인구 38만 여명 중 조선인은 27만 명으로 70%를
점하고 있지만, 소유 토지는 총 평수 300만 평 중 140만 평으로 45%에 불과하며 납세
액은 총액 418만원 중 100만원으로 겨우 24%에 불과하다. 일본 내지인은 10만여 명으
로 총 인구의 28%에 불과하지만, 소유 토지는 160만 평으로 52%를 차지하여 전자보다
7% 우월하며 납세액은 285만원으로 총 납세액의 68%에 달하여 전자보다 44% 높다.20)
또한 5부(경성·평양·부산·대구·인천)의 경제적 실태를 아래 표와 같이 작성하였다.21)
조선인

일본인

외국인

합계

인구(명/%)

632,167(73.95)

213,405(24.84)

9,188(1.07)

854,769

토지소유(평/%)

4,054,494(32.97)

7,787,443(63.46)

437,564(3.57)

12,270,501

1인당 토지소유(평)

6.40

36.49

47.62

14.36

납세액(원)

1,726,888(24.51)

4,950,681(70.26)

367,012(5.21)

7,044,581

1인당 납세액(원)

2.73

33.20

39.94

8.24

17) 京城帝國大學法學會論集1집이 1928에 발간된 후 1938년까지 10책이 발간되었는데 특히 朝鮮經制の硏究(1929), 朝鮮
社會經濟史(1933), 國家の硏究(1937) 등이 그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18) 방기중, 한국근현대사상사연구-1930·40년대 백남운의 학문과 정치경제사상, 역사비평사, 1992, 91~92쪽.
19) 白南雲, ｢李如星 金世鎔共著 數字朝鮮硏究 第五輯에 對한 讀後感(上)｣, 東亞日報, 1935.5.28
20) 李如星·金世鎔, 數字朝鮮硏究 第五輯, 世光社, 1935, 97~99쪽.
21) 李如星·金世鎔, 數字朝鮮硏究 第五輯, 世光社, 1935, 110~1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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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 경성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70%가 넘는 인구를 가진 조선인의
경제력이 일본인에 비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토지소유 및 납세액을 통해서 말하고자 한 것
이다.
조선총독부 재정 중 세출의 경우, 각 제목을 관업중심주의/ 비대한 경무·재판·감옥비/ 토목 권
업비의 과다/ 차별적 관리 인건비/ 과소한 교육비와 사회사업비 등으로 하여 제목만으로도 총
독부 세출의 특징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세출에 있어서 경무·재판·감옥비
의 세출은 2,935만원으로 전 세출의 약 12%에 해당(1931년도)하는데, 이는 선진국에서도 찾
아볼 수 없는 현상으로 결국 식민지 불안이 매년 증대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
고 있다. 또한 교육비의 경우 일본에서는 전 세출의 8.1%(1929년도)를 차지하지만 조선에서
는 846만원으로 3.5%(1930)에 불과한 실례를 들면서 동시에 같은 해 사법·경찰비는 2,935만
여 원으로 교육비의 3.4배에 해당하는 수치를 통해서 이를 ‘경찰정치’라 할까, ‘문화정치’라 할
까하는 것은 독자의 판단에 맡길 뿐이라고 식민정책의 본질을 비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2)
가령 문화에 있어 민족별 차별성은 발간되는 신문잡지 등을 통해서 다음과 밝히고 있다.
1930년 국세조사에 의하면 조선 내 인구총수는 21,057,967명으로 조선인은 20,437,219
명, 일본인은 527,904명으로 조선인은 전 인구의 97%에 해당하고 일본인은 2.5%에 불
과하다. 그러나 조선인 측의 신문 잡지는 93종에 불과한데 비해 전 인구 2.5%에 불과한
일본인 측은 633종으로 전자보다 약 7배의 우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인 신문 잡지 1종
에 대한 인구를 보면 830여 명이고, 조선인 신문잡지 1종에 대해 219,350여 명으로 조
선인 가운데 아무리 문맹이 많고 독서력이 빈약한 사람이 많다고 할지라도 너무나 엄청
난 차이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23)
조선인과 일본인의 인구비와 출간 신문잡지 종수를 비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숫
자는 식민통치 주체가 작성한 통계자료를 해석함으로써 식민지 조선의 실상을 밝히려는 노력
을 하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김우평의 평가, “비록 참고자료가 총독부를 위시하여 각 관청 및
일본인 기관의 발표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원천적인 한계가 있다는 견해를 충분히 반박하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총독부나 경성제대 관학자 등은 ‘조선’이라는 지리적 요소만을 강조함으
로써 조선의 발전이 곧 조선인의 발전이라고 선전하고, 조선인이 이를 받아들이도록 유도하고
자 하였다. 반면 숫자는 이를 해체하여 조선 내 일본인과 구별되는 조선인이 존재함을 입증
함으로써 양자의 분명한 차이를 드러내려고 한 것이다.

2. 1930년대 말 조선인 눈에 비친 농민의 일상생활 -1939년도 충남 당진군 송악면 오곡리
현장조사를 중심으로-

22) 李如星·金世鎔, 數字朝鮮硏究 第二輯, 世光社, 1935, 56~57쪽, 61쪽.
23) 李如星·金世鎔, 數字朝鮮硏究 第一輯, 世光社, 1931, 1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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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대 및 노동력 구성
2장에서 살펴볼 내용은 충청남도 한 마을의 농민생활이다. 1940년 3월 동아일보에는 ｢農村
生活及兒童의 發育健康狀態｣라는 제목으로 총 11회의 연재기사가 게재되었다. 이 글의 필자는
安秉烈(1917~?)인데, 그는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오곡리 출신으로 경성제2고보를 졸업한
후 홋카이도제국대학 농학부(농업경제학 전공)에 입학하였다. 이 글을 투고했을 때는 대학 재
학 중이었다. 해방 후에는 민주주의민족전선의 전문위원으로 활동하였는데, 그가 소속된 분과
는 토지문제연구위원회였고, 주로 농업경제학에 관련된 여러 일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안병렬은
1948년경 월북, 이듬해 빨치산 간부 양성을 목적으로 한 강동정치학원에 강사로 임용되었고
1950년 6월 24일 동해남부전구 빨치산부대 정치위원이 되었다. 한국전쟁 당시 빨치산으로 활
동한 안병렬의 이후 행적에 대해서는 현재 확인할 수 없다.24)
안병렬은 1939년 7월부터 8월에 걸쳐 자신의 고향인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오곡리 61호를
대상으로 농민생활 및 아동 건강실태를 직접 조사하였다. 기자의 소개대로 조선 농촌생활에 대
한 여러 조사는 있었지만 이와 같이 일개인이 직접 한 동리를 대상으로 면밀하게 조사한 “勞
作”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매우 이채롭다고 볼 수 있다.
안병렬은 그 조사의 목적을 “산미정책을 기조로 하는 즉 다시 말하면 외지로서의 조선의 농촌
생활과 그 생활 속에서 자라나는 어린이의 건강발육 상태”를 조사하는데 있음을 밝히고 있
다.25) 즉 일제의 경제정책에 따라 재편된 조선 농촌의 생생한 실태와 이런 환경에서 성장해가
는 조선인 어린이의 건강을 검토하려는 것이다. 전체적인 구성은 1. 세대와 인구, 2. 노동력구
성, 3. 토지소유관계, 4. 식량 및 貸借관계, 5. 주거 및 의류, 침구, 6. 보건, 7. 아동의 건강상
태로 되어 있다. 조사는 안병렬의 부친과 마을 공동경작회 회원들의 도움을 받았으며 특히 아
동의 건강조사에 있어서는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강사 尹衡老의 조언이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오곡리는 총 87호이나 조사대상은 61호로 한정한 것은 7세 이상 15세 이하의 어린이 즉 아동
의 농사노동력 또는 농사보조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안병렬
이 어린이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은 이들의 건강상태를 조사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1>에서 보이듯이 조사대상 61호의 총 인구는 417명이고 1가호당 평균인원은 6.8인
이다.
<표 1> 세대와 인구
세대

5인

6인

7인

8인

9인

10인

11인

12인

14인

15인

합계

세대수

7

13

12

8

9

6

1

3

1

1

61

인구

35

78

84

64

81

60

11

36

14

15

417명

1세대
평균인원
6.8

24) 필자가 안병렬의 글을 알게 된 것은 임경석의 연구를 통해서였다(임경석, ｢산에서 쓴 편지｣, 잊을 수 없는 혁명가들에 대
한 기록, 역사비평사, 2008). 임경석에 따르면 이 글을 쓴 시기에 안병렬은 마르크스주의자로서의 면모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고 한다. 한편 안병렬은 해방 후 간행된 朝鮮解放과 三一運動(朝鮮科學者同盟 編, 靑年社, 1946)에서 ｢三一運動과
農民｣을 서술하기도 하였다.
25) 安秉烈, ｢農村生活及兒童의 發育健康狀態(一)｣, 東亞日報, 19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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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렬은 남녀별 노동력 구성을 조사할 때, 다음과 기준을 세웠다. 主農은 주로 농사하는 자,
補農은 보조적으로 농사하는 자, 不從은 농사에 종사치 않는 자, 常傭은 머슴, 他所는 다른 지
역에서 노동하는 자, 즉 他농가에 머슴 사는 사람과 도시 기타 공장노동자로 하였다. 이 기준
에 따라 작성한 것이 아래 <표 2>이다.
<표 2> 연령별·성별 노동력 구성
연령

主農

補農

0~6

7~15

16~30

31~45

46~60

남자

3

27

36

16

82

여자

1

9

23

8

41

합계

4

36

59

24

남자

12

2

1

2

5

22

여자

5

13

12

1

3

34

합계
不從

常傭

他所

농업노동량

76~80

합계

123

17

15

13

3

8

56

남자

32

43

2

2

1

5

85

여자

50

56

9

4

6

9

합계

82

14

99

11

6

7

남자

1

2

1

1

여자

3

합계

4

2

남자

1

7

여자

2

합계
합계

61~75

1

135
220
5
3

1

1

8
8
2

3

7

남자

32

60

40

40

20

10

10

여자

50

67

31

39

15

12

합계

82

127

71

79

35

22

남자

6.70

26.79

37.30

16.50

2.50

여자

3.10

14.70

29.05

6.45

1.50

합계

9.80

41.65

66.35

22.95

4.00

202
1

215
417

주) 농업노동량은 이 동리 남녀 노동임금의 비율로서 정하였음. 즉 남자 대인을 1로 하고 여
자 대인을 0.85로 하였으며 아동도 이에 준하여 계산.
위 표에서 유의할 것은 不從이라고 하여 농업에 종사치 않는 자라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
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乳幼兒와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노인이 아닌 이상 농촌의
특성상 가사, 어린애보기, 기타 일에 종사하고 있다. 머슴은 남자 5인, 여자 3인 계 8인이며
그 연령은 7세로부터 30세까지가 대부분을 점하고 있다. 잔일을 시키기 쉬운 아동과 한참 청
년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머슴을 부리고 있는 집은 비교적 부유하다고 말할 수 있는 자작겸
소작농이라고 밝히고 있다.
노동력 구성을 연령별로 보면 16세로부터 45세까지의 사람들이 주로 농사에 종사는 자와 보조
적으로 농사에 종사하는 자의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또한 46세로부터 60세까지의 사람들도
많은 일을 하고 있으며 60세를 넘으면 보조노동과 不노동(전연 무위를 의미치 아니함)으로 되
어 있다. 다음에 7세부터 15세까지의 소위 ‘아동’의 노동력 구성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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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아동 노동력 구성
주농(%)

보농

불종

상용

타소

합계

남

3(2.36)

12(9.4)

43(33.8)

1(0.78)

1(0.78)

60(47.4)

녀

1(0.78)

5(3.9)

56(44.0)

3(2.36)

2(0.57)

67(52.8)

합계

4(3.14)

17(13.3)

99(77.8)

4(3.14)

3(2.35)

127(100)

<표 3>에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아동이 약 78%이니 이 마을 어린이의 22%는 농업노동력
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총 127인의 아동 중 29인 만이 소학교에 다니고 있다. 당
시 소학교에 아이를 보내려면 1년에 10원의 지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보다도 있지
만 더 중요한 것은 아동은 현재 노동력으로서 혹은 장래 노동력의 준비 또는 보조로서 없어서
안 될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취학아동이라 하더라도 그렇지 못한 아동에 비해 “훨
씬 좋은 상태에 있다고 생각할 수”만은 없다고 보았다.
이 조사에서 흥미로운 것 중 하나는 아동 노동의 내용을 세분하여 조사한 아래 <표 4>이다.
<표 4> 아동 노동의 내용

主農

補農

不從

常傭

他所

합계

대상수

연료

細工

제초

퇴비

收獲手搏

이앙

남자

3

3

3

3

3

3

3

여자

1

합계

4

3

3

4

3

4

남자

12

12

12

12

12

12

여자

5

합계

17

남자

43

6

2

38

여자

56

19

13

28

합계

99

25

15

66

남자

1

여자

3

3

3

합계

4

3

3

남자

1(공장)

여자

2

2

2

합계

3

2

2

남자

60

여자

67

합계

127

1

1
1

16

12

1
1

16

17

1
1

16

16

22

1

1

1

3

1

1

4

5

7

5
12

1
1

16

6
16

가사

1

5
12

애보기

17

1
1

16

5

1

9

22

9

기타
3

12

5

5

5

12

5

17

1

6
16

無爲

1
1
1
1

13

2

38

17

30

24

28

6

43

26

66

23

농사에 종사치 않는다 하더라도 어린에 보기나 가사에 종사하고, 아무 일도 안 하는 수는 66
인이다. 그리고 위에서 든 여러 노동 중 아동은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해야
만 하는데, 대체로 3.2개의 일을 하고 있다. 즉 61인의 아동은 한 사람 당 세 종류 이상의 일
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안병렬은 조사가 단기간이어서 철저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동노
동의 종류를 훨씬 더 자세히 분류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실제로는 더 많은 노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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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만 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2) 농가경제 및 생활 실태
조사대상 농가의 대부분은 순소작농이고 자작농은 전마을 87호 중 1호에 불과할 정도로 경제
상황은 열악하였다. 소작농은 평균면적 8反53평으로 그 경작 규모 또한 매우 적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마을에는 12명으로 구성된 공동경작회가 있어 12마기지의 논을 공동으로 경작하고,
기술적 훈련 등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한편 식량사정을 보면, 조사 마을에서 주로 산출되는 곡류는 벼, 보리, 밀, 콩, 팥, 좁쌀, 수수
의 일곱 종류이며 농민의 주식곡물이라 일컫는 바와 보리가 최고를 보이고 있다. 벼의 1호당
평균은 6.49석으로 이것을 호당평균 인수 6.8인으로 계산하면 1인당 평균 0.8석이다. 즉 현미
로 하면 1인당 평균 약 0.4석(4두) 여를 소비하는 것이 된다. 이것을 금년 10월 31일 동아일
보 발표에 의한 전조선 1인당 쌀 소비량 6두1승3합 보다 훨씬 적은 숫자임을 알 수 있다. 아
래 표 <5>는 조선과 일본의 식량 소비실태를 조사한 내용이다.
<표 5> 일본과 조선의 식량 소비실태
조선

일본

비교

미

6斗1升3合

1석1두1승2합

-4두9승9합

맥류

4두7승5합

2두3승4합

+2승4합

속

3두9승3합

2승2합

+3두7승2합

잡곡

1두7승9합

1두1승3합

+6승6합

두류

2두4승2합

1두1승5합

+1두2승7합

따라서 부족한 곡식류를 빌려 먹을 수 밖에 없는데 아래 <표 6>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
다.
<표 6> 借物 실태 및 사용처
종류

호수

총량

1호당평균

백미

2

0.1

籾

35

맥
대두
총수

사용처
양식

특히 춘궁

0.05

1

1

33.25

0.97

17

15

2

0.875

0.937

1

1

3

0.075

0.025

병

18

종자

총계
2

2

11

35
2

1
19

제사

2
2

2

3
11

35

주로 벼를 빌렸고, 나머지 백미나 보리 등은 근소함을 알 수 있다. 용도는 양식이 전체 71%로
대다수이고 종자가 21%나 되는 것은 식량이 부족하여 종자마저도 빌려야 되는 상황을 보여주
고 있다. 이 때 이자는 연 30%에 달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현금 대차관계를 살펴보자. 조사대상 가호는 60호(61호였으나 1호는 호주 부재인 관
계로 조사 불능) 중 금융기관(전부 금융조합)에서 돈을 빌리고 있는 가호가 40호로 조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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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호 중 66%이며, 개인(대부분이 고리대금업자)에게 빌린 가호가 51호로 85%를 차지하고 있
다. 전조사 가호 중 대출액이 없는 집이라고는 한 집도 없었다. 그리고 1호당 평균액은 140원
60전이라는 거액에 달하고 있었다.
<표 7> 개별 가호당 대출내역 및 사용처
금융기관

개인

총계

호수

40

50

[60]

총계(원)

2,997.5

5,442.0

8439.5

1호당 평균액

74.94

106.70

140.64

용도(횟수)
農用

6

7

13

家用

13

19

32

商用

2

1

3

건축

5

토지매입

3

1

5
4

가축

4

2

6

婚葬용

1

5

6

부채정리

6

2

8

자작농설정

1

1

병

1

3

4

식량

12

24

36

합계

66

64

130

또한 이 거액의 부채는 금융조합의 것은 저리라고 쳐도 개인의 것은 연 최저 30%에서 최고
60%에 달하는 고리대이기 때문에, 영세농민에게 생산의 확대와 발전을 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된다. 그리고 보통 대출액이 적을수록 이자가 높기 때문에 사실 적은 돈을 꿀 수밖에 없
는 영세농민에게 있어서는 고리대의 희생양이 되고 있었던 것이다. 대출액의 사용처를 보면 총
130회 중 식량 36회(27.6%), 가용 32회(24.6%)를 합하여 52.2%가 일상생활의 용도에 충당
되었다. 결국 사용처를 통해 농민은 “굶주림을 면하기 위한 양식과 추위를 방지하기 위한 값싼
의복을 사기 위한 생존상 최소한의 필요” 때문에 빚을 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농용은 대
개는 비료를 사기 위해서 빌린 돈이다.
마지막으로 농민의 주거 및 의복 실태를 살펴보자.
<표 8> 주거 실태
방종류

천정지

벽지

방수

호수

1

2(3.4)

2

36(61.0)

7

65

13

59

3

15(25.4)

8

37

14

31

4

3(5.1)

3

9

5

7

장판

자리

유

2

무

창

마루

무

수

1호당
평균수

1방에
대한
평균수

2

5

2.5

2.5

10

62

146

4

2

6

30

17

28

110

7.4

2.4

12

3

9

3

31

10.3

2.6

3

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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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무
2

5

2(3.4)

6

1(1.7)

2

4

2

4

59(100.0)

21
(14.3)

126
(85.6)

39
(25.8)

108
(74.2)

계

1

9

5

5

7

3

18

9

1.8

2

3

3

15

15

2.5

1

46
(41.3)

101
(67.8)

325

2.2

24

35

위 <표 8>에서 알 수 있듯이 총조사 호 59호 중 방이 둘 있는 집이 61%, 셋이 있는 집이
25.4%로 양자 합계 86.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전조사 가호 중 18호 즉 약 30%는 여
름이 되면 가족 전부가 마당에 멍석이나 자리를 깔고 잠을 자고 있었다. 통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더운 방 보다는 낫겠지만 “寒地 잠”이 위생에 좋지 않음은 당연하다는 점에서 열악한 주
거환경을 보여주는 것이다. 방 구조를 보면 장판 없이 자리를 깐 방(그 중에는 토방도 포함)이
85.4%, 천정이 없는 방이 74.2%, 도배를 안 한 방이 67.8%로 되어있다. 안병렬은 이런 구조
적 불량함으로 인해 비위생적 생활도 이에 정비례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체로 보아 “좁고좁
은 캄캄한 흙내 나고 불결한 방 속에 세 사람 네 사람이라는 많은 가족이 살고 있는” 현실이
농촌가옥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의생활 조사에 있어 안병렬은 조사의 곤란함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그들의 의복이란 거의 반 이상이 또는 거의 전부가 입을 수 없을 만큼 떨어진 의복이
었던 것, 즉 그 다 떨어진 의복을 의복의 수에 넣어서 좋을까 하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일부의 중농을 제외하고는 빚이라도 내지 아니하면 의복감을 살 수 없는 처지니까 그
들 빈농에 있어서 새로 만든 의복이란 원래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다 떨
어진 걸레와 같은 의복이라도 의복으로 계산하지 않으면 안 될 형편이었습니다. 만일
그것을 옷 수요로 계산치 않는다면 그들은 어린이나 아니나 벌거벗고 산다고 하지 아
니하면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26)
<표 9> 의복의 계절별·연령별·원료별 내역
계절별
수
春秋
夏
冬

통상복 524(90.5)
외출복
55(9.5)
통상복 576(92.6)
외출복
46(7.4)
통상복 587(88.4)
외출복
76(11.6)
총수

春秋
夏
冬
합계

노년

연령별
장청년
1인당
수
평균

유아아동
1인당
수
평균

총수

1호당
평균수

1인당
평균수

수

1인당
평균

579

9.7

1.4

58

2

262

1.5

229

1.1

622

10.4

1.5

62

2.1

278

1.6

242

1.1

659

19.8

2.9

64

2.1

275

1.6

330

1.6

1860
원료별
綿布
552
27
589
1160

31.0

4.5

184

6.2

875

4.7

801

3.8

麻布(베)

絹布
1

人絹布
62
6
14
82

589
13
602

7
8

주)
노년: 57세 이상 29인,
청장년: 16~56세 179인,
유아아동: 15세까지 209인.

외출복이 대체로 10% 내외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의복다운 의복이라 볼 수 있고
26) 安秉烈, ｢農村生活及兒童의 發育健康狀態(六)｣, 東亞日報, 19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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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90%에 달하는 통상복은 거의 헌 누더기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라고 한다. 연령별로
당연히 나이가 들수록 평균 소지량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옷감별로 보면 봄, 가을,
겨울에는 면포가 절대다수이며, 여름에는 베옷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명주옷이 8벌이나
있는 것은 잠견가격의 하락과 더불어 집에서 짜기 때문에 옷감을 손쉽게 넣을 수 있는 것과
중농이라고 할 만한 농가에 혼인이라든지 또는 노인의 환갑에 만들었기 때문이다.
3) 보건의료문제 및 아동의 건강상태
안병렬은 오곡리의 보건의료문제를 의료문제, 출산상황, 乳幼兒-아동의 사망의 세 가지로 나
누어 조사하였다. 우선 송악면의 의료기관 및 약품영업을 보면 의사27)( 1인, 의생(면허한방
의) 1인, 약종상 3인, 賣藥 6인, 매약행상 3인이다. 안병렬은 당시 인구 11,911인이 살고 있는
송악면에 “의사다운 의사는 한 사람도 없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면서 마을의 의료기
관이란 “인근 촌리에 있는 한 집의 약종상과 간혹 오는 매약행상(가끔 그네들은 고리대적 존
재인 때가 있음)”이 전부라고 소개하고 있다.
<표 10> 1년간 의료기관 이용 실태
의사
양의

한의

戶數

13

35

횟수

66(8.4)

200(25.4)

자가
草木

방임

미신

총수

매약
31

17

34

16

266(33.8)

153(19.4)

187(23.9)

150(19.0)

30(3.9)

우선 양의를 이용한 경우가 13호의 66회로 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한 특지가의 시료에
의한 것이지 돈을 내고 간 것은 겨우 수회에 지나지 못하다고 한다. 이는 양의에게 치료를 받
을만한 비용을 농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현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동네에서는
1년 동안 의사가 왕진을 온 일이 단 한 차례도 없었으며, 환자가 의사에게 치료를 받으러 가
는 것 자체가 진기한 일이라고 한다.28) 한방의를 이용한 경우도 의생은 거의 없고 약종상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한다. 즉 특지가의 시료를 제외하면 근대적 의료기관과는 거리가 먼 상태
임을 알 수 있다. 자가치료란 약을 사서 먹든지 아니면 나무뿌리 등을 이용하는 것이고 방임이
란 아예 “가난한 사람의 운명이다”라고 그대로 두는 경우를 말한다. 안병렬은 실제 조사보다
방임의 횟수가 더 많을 것이라고 추정하는데, 적은 돈이라도 들인 것에 비해 기억에 남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미신에 의한 행위를 두고서 일부에서 “미신을 좋아하는 민족이라든가 고유
의 민족성이라”는 고정된 관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생활난으로 인해 벌어지는 어쩔 수 없
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으로 오곡리 주민의 출산상황을 보면 안병렬은 18세부터 62세까지의 부인 60인을 대상으
로 출산연령, 출산의 종류=생산, 유산, 사산, 사망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29)
27) 의사는 일반적으로 자격 있는 양의를 지칭하는 것으로 1914년 의사시험규칙 발포 이후 시험 합격자 및 학교 졸업자로서 자
격을 받게 되었다. 限地의사는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 한하여 상당 기간 개업을 허가하는 무자격 의사를 말한다.
28) 安秉烈, ｢農村生活及兒童의 發育健康狀態(八)｣, 東亞日報, 1940.3.19
29) 안병렬에 따르면 농촌부인은 남자와 동일하게 농업노동을 하는 한편, 과중한 가사노동 또한 부담해야 하는 “반봉건성”하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남성보다 더 많은 노동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강요당하고 있다고 한다(安秉烈, ｢農村生活及兒童의
發育健康狀態(八)｣, 東亞日報, 19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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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연령별 출산상황
연령
출산수
(전체 출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생산
(동일 연령대 내 비율)
사산
(동일 연령대 내 비율)
유산
(동일 연령대 내 비율)
사망
(유아사망률)

16~20

21~25

26~30

31~35

36~40

41~45

46~50

51~55

계

41
(13.7)

81
(27.1)

81
(27.1)

58
(19.4)

25
(8.4)

9
(2.0)

2
(0.7)

1
(0.34)

298
(100.0)

35
(85.3)
1
(2.4)
5
(12.2)
12
(34.3)

79
(97.5)
1
(1.2)
1
(1.2)
18
(22.7)

78
(96.2)

55
(94.8)
1
(1.7)
2
(3.4)
13
(23.4)

23
(92.0)

9
(100.0)

1
(50.0)

1
(100.0)

281
(94.3)
4
(1.0)
14
(4.7)
62
(22.0)

3
(3.8)
16
(20.5)

2
(8.0)
2
(9.0)

1
(50.0)
1
(11.1)

<표 11>을 보면 출산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21세~30세까지이며 다음 31세~35세가 2위,
16세~20세가 3위, 36~40세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전체적으로 사산 및 유산의 비율은 적으나
16~20세의 여성의 경우, 타연령대보다는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두고 안병렬은 조혼으로 인
한 생리적 작용과 모체의 영양불량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론하고 있다. 또 하나 연령대가
낮을수록 유아사망률이 높은 현상도 주목할 만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을 하지는 못하고
있다.
아래 <표12>는 연령별 출산의 횟수를 조사한 것으로 조사대상 60인 중 최고 9명까지 출산
한 경우도 있는데, 오사카부의 농촌조사와 비교해 볼 때 30~40대는 오곡리 4.8명, 오사카부
3.42명, 40~62세까지는 오곡리 6.5명, 오사카부 5.26명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많
은 출산횟수는 농촌부인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일요인이 되고, 그 결과 양육에도 악영향을 미치
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표 12> 연령별 출산횟수
연령

62

59

51

50

49

48

46

45

44

42

41

평균

횟수

8

4.5

7

7

9

7.3

5.5

5

7

6.5

5

6.5

연령

40

39

38

37

36

34

33

32

31

30

평균

횟수

4

6.3

4.5

6

5

5

4

5.1

4.3

4.2

4.8

연령

29

28

27

26

25

24

22

18

평균

횟수

3.6

4

5

2

2

2

2

1

2.7

다음으로 乳幼兒, 아동의 사망원인에 대해서 보자. 우선 안병렬은 본인의 의학지식의 미비와
피조사자의 무지로 인해 사망원인은 거의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다
만 본인과 피조사자가 사망이 이르게 된 원인과 병명에 대해 “극력 힘을 다하여 생각해 낸”이
라고 한다.30)
<표 13> 乳幼兒, 아동(1~15세)의 사망과 사망원인

30) 安秉烈, ｢農村生活及兒童의 發育健康狀態(九)｣, 東亞日報, 19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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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원인
/연령

홍역

丹毒

소화불량

1

2

5

3

1

1

2
3

3

4

4

2

2

感冒(감기)

赤痢

불명

총계

12

22(35.4)

2

3

7(11.3)

3

5

15(24.2)

3

7(11.3)

2

2(3.2)

2

4(6.5)

5
6

1

1

7

1

1(1.6)

8

1

1

2(3.2)

9

1

1

2(3.2)

총계

10(16.1)

6(9.6)

11(17.7)

7(11.3)

1(1.6)

27(43.5)

62(100.0)

주) 1세 미만으로 사망한 어린이 22인 중 13인은 수시간(2인), 수일(5인), 수개월(6인) 내
에 사망한 것임. 나머지 9인은 상세 불명.
총출생자 281인 중 사망자는 62인으로 22%를 점할 정도이며 모두 9세 이내에 사망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대체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망수가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망원인이 경우 정확한
병명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약 44%에 달하며, 홍역, 감기, 소화불량 등이 주요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
다.
다음으로 아동(7~15세)의 건강상태의 조사자료를 보자. 우선 총 72인의 아동을 대상으로 기
생충 검사를 하였는데 그 결과가 아래 <표 14>이다.
<표 14> 아동의 기생충 실태
연령
7
8
9
10
11
12
13
14
15
계

검사인원
남
6
7
4
5
2
5
1
1
4
35

여
4
3
6
4
5
4
4
1
6
37

계
10
10
10
9
7
9
5
2
10
72

非卵보유자
남
3
1

4

여

계
3
1

1

1

1
2

1
6

회충
남 여
3
3
6
3
6
5
5
4
2
5
5
4
1
3
1
1
3
4
31 32
57.8

계
6
9
11
9
7
9
4
2
7
63

편충
남 여 계
1
3
4
2
1
3
3
4
7
4
4
8
2
1
3
3
2
5
1
3
4
1
1
1
4
5
17 23 49
36.7

卵보유자
요충
남 여 계

1
1
1

2

1
2.7

1
1
1

3

십이지장충
남 여 계

1

1
2

1

1
1
2.7

2
3

남
4
8
9
10
5
8
2
1
5
52

총계
여
계
6
10
4
12
9
18
9
19
6
11
6
14
6
8
2
3
9
14
57
109
100.0

기생충이 없는 아동은 6인에 불과하고 전 대상 중 91.7%가 기생충이 체내에서 자라고 있었다.
1명의 아동에게 1.65종의 기생충이 있는 것이 되는데, 회충과 편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전반적인 영양상태를 조선총독부 조사와 일본 문부대신 관방체육과에서 조
사한 내용을 비교한 것은 아래 <표 15>이다. 현재로서는 갑, 을, 병의 기준이 무엇인지 밝히
고 있지 않으나 대체로 오곡리 아동의 경우 영양상태가 열악한 상태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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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일본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문부성 조사와 비교해보면 그 차이를 확실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5> 아동 영양실태
연령

남
갑

여

합계

을

병

계

갑

을

병

계

갑

을

병

계

7

5

3

8

1

4

1

6

1

9

4

14

8

7

3

10

4

1

5

11

4

15

4

2

6

7

2

10

1

11

4

16

10

9
2

5

1

8

1

2

2

4

2

7

3

12

11

1

3

2

6

2

4

6

1

5

6

12

12

1

5

6

3

4

7

1

8

4

13

13

1

2

3

6

6

1

8

9

14

2

2

4

1

1

2

3

5

15

1

5

6

2

계

8

38

11

57

4

본조사

14.0

66.6

19.3

100

조선총독부

39.5

57.3

4.2

100

20.3

문부성

50.1

47.1

2.6

100

50.9

5

7

3

10

14

52

12

72

25

109

27.0

100

11.0

65.5

23.5

100

36.9

42.8

100

29.9

47.1

23.5

100

46.5

2.6

100

50.5

46.7

2.6

100

34
백분율(%)
7.6
64.4

13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대학 농학부 학부재학생으로서 안병렬의 조사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의 조사는 정밀하지도 않고 조사방법에 있어서 전문적이지도 않다. 아
마 전문가들이 볼 때 허다한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텍스트에서 중요한
것은 정확한 통계조사와 전문적인 조사방법이 아니라 1930년대 말 조선농민의 일상생활을 가
장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가 자라난 고향에서 부친과 이웃들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한 조사를 통해 누구보다 농민의 생활에 대해 가장 적실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
다. 통치를 위한 정보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관에 의한 형식적 조사와는 다른 결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필자의 경우도 그가 작성한 표는
대부분 재작성해야 할 정도였지만 그가 애초 조사한 원데이터를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의 방법론의 후진성을 논하기보다는 그 내용을 충실함을 먼저 평가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 발표문은 단지 안병렬이 수집한 자료만을 소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지만 동시
대 여러 조사 자료와 비교, 검토해보면 그 의미를 훨씬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것을 다시 재구성해서 의미 있는 작업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후대 연구자의 몫이라고 생각
한다.
맺음말

- 303 -

-318 -

조명근, <일제하 사회경제 조사와 조선인 삶의 재구성>에 대한 토론문
방광석(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논문구성:
- 식민지기 식민 권력이 수행한 통계조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와 조선인이 직접
실시한 사회경제조사의 내용을 검토
- 관과 민간의 통계를 대비하는 시점
주장: 관변 통계는 권력의 선진성과 통치의 정당성을 선전하는 도구로 기능하지만, 생산자의
의도와 달리 식민통치의 실태를 밝히는 것으로 재해석 가능
1장
- 數字朝鮮硏究을 중심으로 통계에 대한 상반된 견해-통계는 ‘객관적 지표’인가, ‘해석의 도
구’인가
- 조사 항목의 성격 논란
- 통계의 정치성-백남운, 통계의 과학성, 실증성에 대한 맹신을 비판
의문: 數字朝鮮硏究에 실린 통계는 누가 조사, 작성한 것인가?
2장
- 안병렬의 농촌실태조사(농촌생활 및 아동의 발육건강상태)-자신의 관심에 따라 통계 작성
- 필자의 평가: 1930년대 말 조선농민의 일상생활을 정확하게 포착, 통치를 위한 정보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관에 의한 형식적 조사와는 다른 결을 보여주는 결과물
의문: 안병렬의 조사와 관련해 관변 통계와의 문제점은?
안병렬도 관변 통계를 활용하고 있고(표5. 일본과 조선의 식량 소비실태 등)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
질문:
1. 식민지기 통계자료의 문제점, 한계점은?
- 작성자, 작성기관의 특징
- 정확성, 의도성(정치성)
2. 관의 통계조사와 민간의 통계조사의 차이
-식민지기만이 아니라 현재에도 같은 문제?
3. 조사와 통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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