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 영 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일 모레면 3월, 벌써 춘삼월입니다. 절기상으로 우수가 

지나고 경칩을 앞두고 있는데요. 저만치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올 겨

울이 길고 추웠던 만큼 봄이 오는 소리가 반가울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해마

다 봄은 오는데, 진정한 봄을 맞이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위안부 할머니

들은 수십 년 동안 길고 혹독한 마음의 겨울에서 살고 계십니다. 올 봄에는 우

리 할머니들의 마음에도 완전한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분들도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할머니들 진정한 봄

을 찾아드리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

는 일은 ‘잊혀진 것을 발굴하고, 잊지 않고 함께 기억하는 것’입니다. 정진성 

교수님과 연구팀, 김창록 교수님, 일본에서 오신 와타나베 미나님, 고바야시 히

사토모님, 중국에서 오신 류광지엔님, 자오위제님, 리춘위에님, 그리고 오늘 컨

퍼런스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이 같은 마음으로, 각자의 역할을 다 하고, 또 

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서울시는 2016년도부터 정진성 교수 연구팀과 함께 미국, 국 등의 ‘위안부’ 

자료를 새롭게 발굴하여 집 성 하는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관리 사업을 진행

해 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전 세계에서 최초로 한국인 ‘위안부’ 상을 발

굴하여 일본군 ‘위안부’의 역사적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서울

시가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지원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서울시와 서울  인권센터가 2년여 간의 노력 끝에 발굴한 상들과 자료

들이 공개됩니다. 특히 전쟁 중에 학살된 조선인 여성들과 ‘위안부’ 피해 여성

들의 상이 최초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나라를 잃고 힘이 없는 조국에서 여성, 

소녀들이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을 우리는 직시할 수밖

에 없습니다. 고통스럽더라도 똑똑히 바라보고 기억해야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살아있는 역사, 역사의 증언자로서 피해를 직접 입증할 수 있는 할머니는 

서른 분 밖에 생존해 계시지 않습니다. 평균 90세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습니

다. 지난 겨울 김복동 할머니가 입원을 하셔서 찾아뵈었습니다. 병상에서도 할

머니의 말씀은 또렷했습니다. 그러나 나날이 쇠약해지고 계십니다. 할머니의 봄

을 하루라도 앞당겨야 합니다. 내일모레가 제 99주년 3.1절입니다. 내년이면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합니다. 한 세기가 지나도록 제 로 된 위안부 백서 하

나 발간하지 못한 척박한 우리 현실에서 이 컨퍼런스는 소중할 수밖에 없습니

다. 오늘 이 자리를 함께 만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피해자 할머니들이 진정한 봄을 맞이하는 그 날까지, 할머니들의 존엄을 회복하

고, 정의와 역사가 바로 서는 그 날까지, 서울시는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실을 위해 용기 있는 행동으로 역사의 증

인이 되어주신 할머님들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2018. 2. 27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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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의 배경과 추진 경과

(1) 사업 배경

○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국내외적 관심 고조

○ 학계 및 연구자들의 1차사료 수요 증  

○ 연합군 생산문서의 필요성과 의미

  - 직접 당사자가 아닌 시각에서의 1차 사료

  - 일본군 생산문서 및 포로 심문을 통한 직접 관련자 자료 포함

  - ‘위안부’ 문제와 함께 일본군의 전쟁범죄 관련 자료 확보

  - 연합군의 전쟁범죄 인식 및 전후처리 관련 자료 확보

○ 기존 연합군 문서 관련 자료집 현황

  - 吉見義明 編輯․解說, 軍慰安婦資料集 , 大月書店, 1992.

  - 女性のためのアジア平和国民基金[編], 政府調査軍慰安婦」関係資料集成

全5, 龍溪書舍, 1997∼1998. 

  - wam(Women’s Active Museum on War and Peace, 

http://wam-peace.org): 연합군 문서 온라인 공개

○ 기존 자료집의 문제점과 한계

  - 문서 전체가 아닌 부분 발췌

  - 문서 소장 정보 및 출처 불명

  - 번역 상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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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경과

○ 1995년: 한국독립운동사 : 자료  제28집 간행(방선주 박사 제공 자료) 

○ 2001년: 국사편찬위원회 국외소재 한국사 자료조사․수집 사업 개시

○ 2013년: 미국 국립기록관리청(NARA) 일본 전쟁범죄 문서군

(일명 IWG 문서) 목록 조사

○ 2014년: 남태평양 리환초 조선인 노동자 강제동원 및 전쟁범죄 미국

NARA 자료 발굴 공개 

○ 2015년 

  - 버마 북부 일본군 ‘위안부’ 관련 미국 자료 발굴 공개

  - 일본군 ‘위안부’·전쟁범죄 자료수집 편찬사업 예산안 국회 승인

○ 2016년 

  - 일본군 ‘위안부’·전쟁범죄 자료수집 편찬사업 착수(10년 30억 예산)

  - 미국, 국 등 자료 조사수집

○ 2017년

  - 미국, 국 등 자료 수집

  - 일본군 ‘위안부’·전쟁범죄 자료집(전 3권) 간행



 

세션 1.  국내 ‘위안부’ 자료 조사의 성과와 과제

41

2. 수집 자료 실적

유형 소장처(지역) 수집 자료 수량

문서 
자료

NARA(미국)
RG 38, 107, 125, 165, 208, 226, 389, 407, 493, 

496, 554/ 사진/ Finding Aids 등
85,000여장

미 서부지역
(UCLA, 스탠포드대 
후버 도서관 등)

MIS(미육군첩보국), ATIS 관련 문서, 
니세이 문서 등 (참고 자료)

2,300여장

MacArthur Archives
(미국)

RG 3 , ATIS Interrogation Report 1944∼1945 700여장

영국(The National 
Archives, The Imperial 

War Museum)

전쟁범죄 문서, 위안부 문서, 사진
(참고 자료)

4,100여장

중국 계림회 관련 문서 39장

소계 9만 2천여장

단행
본

일본
미국, 영국
중국, 북한

 東京裁判 , 帝国陸軍編制総覧  , SOE , 
Chinese Comfort Women , 일본군 중국 침략 
도감 제19권-일본군 ‘위안부’와 성폭력 , 등

514권

마이
크로 
필름

NARA(미국)
U.S. Navy Case Files of Pacific Area 

War Crimes, 
Records of the Far Eastern Commission 등

255롤 

총계 문서 9만 2천 여장, 도서 514권, 마이크로 필름 255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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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안부’ 관련 연합군 문서 생산기관 및 주요 문서류

○ 일본군 최  침략 범위와 ATIS 포로심문보고서에 나타난 위안소 분포

○ 위안부 관련 문서 생산 주요 연합군 기구

국가 약칭 조직명 비고

미군

ATIS 
Allied Translator and Interpreter Section

(연합군번역통역부)
SWPA 산하 
정보기관

OSS Office of Strategic Services(전략첩보국) CIA의 전신

OWI Office of War Information(전시정보국)

CIC Combat Intelligence Center(전투첩보센터) SOPAC 산하 

ONI Office of Naval Intelligence(해군첩보국)

영국군 SEATIC
Southeast Asia Translation and Interrogation 

Center(동남아시아번역심문센터)
SEAC 산하의 

정보기관

네덜란드군 NEFIS
Netherlands Forces Intelligence Service

(네덜란드군 첩보국)

중국군 SINTIC
Sino Translation and Interrogation 

Center(중국번역심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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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군 자료 중 위안부 관련 내용이 가장 많이 발견되는 문서는 ATIS  

→ SEATIC → NEFIS → OSS, OWI, ONI, SINTIC 등의 순서임. 

○ 연합군 번역통역부(ATIS)

  - 조사보고서(Research Report), 포로심문보고서(Interrogation Report) 

등 생산  

    ◉ 조사보고서: 총 147호 계획. 보충호, 분할 발간 등으로 총 174권이지

만 미발간호 계산하면 실제 발간은 총161호 추정.

     - 조사보고서는 총 8종의 ATIS 발간물 중 유일하게 최고 사령관에게까지 

보고되는 문서 음.

     - 제120호가 ‘일본군의 편의위락시설’(Amenities in the Japanese 

Armed Forces)

     - 제72호 보고서 ‘일본의 전쟁법 위반’, 제14호 보고서 ‘일본의 군사심

리’, 제76호 보고서 ‘일본군의 심리’ 등은 전쟁범죄 및 ‘위안부’ 문제와 

관련되어 주목되는 보고서로 판단됨.

    ◉ 포로 심문보고서: 제1호 보고서는 1942년 9월 23일 생산되었으며 마지

막은 1945년 9월 4일자임. 총 783건이 생산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중 

위안소와 ‘위안부’ 관련은 총 45건임.

○ 전략첩보국(OSS)

  - 간헐적으로 정보 보고서 생산

○ 전시정보국(OWI)

  - Interrogation Report, New Delhi Outpost Report 등 생산

  - Interrogation Report No.49(1944.10.1)가 유명한 일명 “요리치 보고서”

○ 동남아번역심문센터(SEATIC)

  - Interrogation Bulletin, Consolidated Interrogation Report 등 생산

○ 네덜란드군 첩보국(NEFIS)

  - Weekly Intelligence Summary, Interrogation Report 등 생산

○ 중국 번역통역부(SINTIC)

  - Interrogation Report 등 생산



 

국제 컨퍼런스 ｢일본군 ‘위안부’ 자료의 현재와 미래｣

44

4. 주요 자료 소개

(1) 연합군번역통역부

○ 조사보고서 No. 120

  - 현재까지 발견된 가장 자세하고 방 한 ‘위안부’ 관련 연합군 문서

  - 발굴 경위: 

    ◇ 기존에 알려진 경과: 1990년 초반 ‘위안부’ 문제가 큰 쟁점이 되면서 

미 군사첩보국 근무 경력의 미 캔사스 학 교수 굳맨(Grant K. 

Goodman) 교수가 1992년 2월 자신이 소장한 판본을 교도통신(共同通

信) 워싱턴 지국을 통해 공개함.

    ◇ 최초 발굴 상황: 1992년 1월 28일 국사편찬위원회 수집 ‘위안부’ 자료

에 위 보고서가 포함된 것이 확인됨. 당시 입수된 자료에 따르면 미국

립기록문서청의 기 해제 일시가 1990년 3월로 명기되어 있음. 이는 

그전에 정보공개 신청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며 굳맨 교수의 공개 이전

에 자료가 발굴된 것이 확실하다고 할 수 있음. 자료를 발굴하고 제공

한 사람은 방선주 박사임. 방선주 박사는 1970년  말부터 ‘위안부’ 관

련 자료를 추적하고 있었고 1992년의 자료 제공은 14년 간의 발굴 성

과 음.

  - 자료 생산 경위:

위 자료는 1945년 2월 16일과 11월 15일 두 개의 판본이 존재함. 전자는 

22쪽의 타자본이고 후자는 42쪽의 인쇄본임. 두 판본의 차이는 위안소 부

분을 제외하고 체로 동소이함. 전자는 전쟁이 한창인 와중에 군사정보 

획득이 목적인 것으로 보이고 후자는 연합군의 점령정책과 전후처리를 위

한 것으로 판단됨. 전후처리의 핵심 중 하나는 전범재판이었고 1945년 11

월 20일 뉘른베르크 재판이 시작되기 5일 전 두 번째 판본이 생산됨. 도

쿄 전범재판은 1946년 5월 시작되었기에 1945년 말은 연합군 최고사령부

의 재판 준비가 중요한 시점이었음. 결과적으로 전범재판에 포함되지는 않

았지만 연합군이 위안소와 ‘위안부’ 문제를 전쟁범죄의 일환으로 고려했을 

가능성이 컸음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판단됨.

  -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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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판본에 포함된 일본군 규정집은 가장 흥미로운 부분임. 마닐라, 타클

로반 등 총 5개 지역의 규정집은 위안소 운 의 미세한 부분까지 규정하

고 있으며 무엇보다 위안소가 일본군의 전적인 책임 하에 있었음을 명료하

게 보여줌. 마닐라 병참지구  소속 육군 중좌 오니시(Onishi)가 1943년 

2월 발행한 ‘마닐라의 인가 음식점과 위안소 규칙(Rules for Authorized 

Restaurants and Houses of Prostitution in Manila)’의 총칙은 위안소

의 설치와 업 중지, 폐업과 그에 따른 손해 보상까지 전적으로 일본군의 

책임임을 명기하고 있음.  

또한 규정집은 매우 자세한 각종 서류 양식들이 첨부되어 있고 업 상황

에 한 세 한 보고서를 규정하고 있는가 하면 수익 배분과 저축 등에 

한 규정까지 포함됨. 아울러 버마 미치나 지역의 위안소 운 자 부부 심문

기록을 이용해 ‘위안부’의 모집과 이송 과정을 자세히 기술했는데, 이를 종

합하면 위안소가 야만의 산물이자 일본 제국의 국가기구 상당수가 연루된 

합리적 국가이성의 산물임을 보여줌.

○ 포로 심문보고서

  - 국사편찬위원회는 총 45건의 위안소와 ‘위안부’ 관련 ATIS 포로심문보고

서를 수집함. 이는 총 783건의 보고서 중 5.7%에 해당함.

위안소·‘위안부’ 언급 포로심문보고서 목록 

일련번호
보고서
번호

소속 계급 연령 직업 학력

1 24 특별육전대 하사관 36 백화점 짐꾼

2 25 육군 일병 32 농민

3 27 육군 상병 32 농민 심상소학교

4 28 육군 일병 25 노동자 고등소학교

5 30 육군 일병 23 농민,노동자 청년학교

6 31 육군 일병 37 농민,노동자 소학교

7 36 육군 병장 26 사업 상업학교

8 37 육군 일병 31 농민 농업학교

9 38 육군 일병 27 농민 고등소학교

10 39 육군 소위 26 교사 사범학교

11 46 육군 군조 27 대장장이 고등소학교

12 47 육군 군조 25 은행원 상업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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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보고서
번호

소속 계급 연령 직업 학력

13 48 육군 소위 24 회사원 중학교

14 49 육군 일병 25 도공 심상소학교

15 50 육군 군조 25 농민 고등소학교

16 52 육군 병장 26 노동자 10년

17 53 육군 준위 41 농민, 노동자 고등소학교

18 54 해군 대위 27 무직 도쿄제대

19 57 육군 상병 22 회사원 중학 1년

20 59 육군 상병 27 회사원 고등소학교

21 60 해군 상병 37 노동자 심상소학교

22 61 육군 군조 25 회사원 공업학교

23 62 육군 병장 25 농민 고등소학교

24 63 육군 상병 28 공무원 상업학교

25 64 육군 하사관 21 공무원 중학교

26 65 육군 상병 24 농민, 노동자 고등소학교

27 67 중국인 군속 24 회사원

28 70 육군 병장 25 회사원 간사이 법대

29 73 해군(항공) 중위 24 무직 중학교

30 75 육군 상병 28 회사원 중학교

31 77 육군 일병 22 선원 고등소학교

32 78 육군 소위 36 농민 고등소학교

33 81 해군(항공) 비행병조 22 학생 중학교

34 87 육군 상병 29 요리사 고등소학교

35 91 육군 소위(군의) 31 의사 의학전문

36 94 육군 대위(군의) 33 의사 의과대학

37 104 육군 군조 23 회사원 중학교

38 395 육군 중위(군의) 39 의사 대북제대

39 470 육군 대위(군의) 28 학생 니이가타대

40 573 육군 일병 24 노동자 중학교

41 652 육군 견습사관(군의) 30 의사 교토제대

42 664 육군 상병 25 농민 고등소학교

43 672 육군 군조(항공) 25 회사원 고등소학교

44 676 독일해군 장교 5인

45 697 육군(항공) 군조 20 학생 고등소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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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 군별로 보면 육전  포함 해군 5건, 육군 38건 그외 독일군과 중국

인 군속이 각각 1건임. 일본군 전체 43명 중 사병은 23명, 하사관 9명, 

준위 1명 그리고 장교가 견습사관 포함 10명이었는데 절반인 5명이 군의

관이었음. 평균 연령은 27.6세 고 도표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지만 평균 

신장은 162.3cm 정도임. 입  전 직업을 보면 농민과 노동자, 선원 등 

육체노동이 절반가량인 20명이었고 나머지가 학생, 회사원, 의사 등임. 학

력은 초등교육이 19명, 중등교육이 12명, 학 이상의 고등교육이 5명임. 

20 의 평균적인 일본인 남성으로 구성된 것으로 판단됨. 특이한 것은 10

명이나 되는 장교 중에 육사나 해군병학교 출신이 한 명도 없다는 점임. 

일본군 장교단의 핵심은 없었던 셈인데, 포로가 되었다 해도 ‘위안부’ 문제

를 수치스러운 것으로 판단해 진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

임. 실제로 도쿄제 를 졸업한 제54호 보고서의 주인공인 해군 위 이나

가키(Inagaki)는 위안소가 자신에게 ‘불쾌하고 추잡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더 이상의 구체적인 언급을 피함. 

시기별로 보면 1942년 12월 31일부터 1945년 5월 21일까지 3년 5개월여

에 걸쳐 있음. 연도별로 보면 1942년 1건, 1943년 36건, 1944년 2건, 

1945년 6건임. 위안소가 언급된 지역은 뉴기니 인근 뉴브리튼 섬의 라바

울이 19번을 제일 많았고 마닐라, 다바오, 타클로반 등이 포함된 필리핀이 

7번, 벨라완, 암본, 마랑, 아마하이 등이 포함된 네덜란드령 인도네시아가 

5번, 상하이 광저우 등의 중국이 4번,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와 싱가포르 그

리고 말레이시아가 각각 1번씩 언급됨. 지역명이 없거나 불분명한 것은 12

번이었음. 일본군이 침략한 곳은 거의 모두 위안소가 설치된 것을 보여줌.

  - 포로 심문보고서의 위안소 ‘위안부’ 관련 내용은 상당히 소략하나 위안소와 

‘위안부’의 존재를 확인해준다는 점에서 중요.

  - 흥미로운 것은 포로 심문 항목에는 위안소나 ‘위안부’ 관련 질문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임. 그럼에도 포로들의 진술에서 위안소와 ‘위안부’가 상당

수 나타난다는 것은 그만큼 일본군의 일상과 위안소가 접하게 관련되는 

상황이었음을 반증해준다고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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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43년 7월과 11월에 걸쳐 작성한 연합군 번역통역부 심문보고서 형식

(Interrogation Report Profor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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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포선 변화: 1944년 중반까지 6-30곳에서 이후 88개 이상으로 확 됨. 

연합군 거의 부분의 주요 부 에 배포된 것으로 보임.

  - 연합군은 포로 심문을 통해 확인된 위안소와 ‘위안부’ 문제를 선전전의 자

료로 활용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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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군 선전전단(Karl Yoneda Papers, UCLA Charles Young Library)  

 

  - 포로 심문보고서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 가능. 첫째, 위안소 및 

‘위안부’ 관련, 둘째, 전쟁범죄와 관련될 수 있는 잔혹행위, 셋째, 일본군

의 군 생활 및 의식. 첫째와 관련된 보고서 내용은 다시 세 종류로 구분 

가능. 첫째는 조선인 ‘위안부’의 존재를 진술하는 보고서로 총 24개. 둘째

는 조선인에 한 언급은 없고 일본과 중국인 내지 현지인 ‘위안부’를 언

급하는 보고서로 총 11개. 마지막은 ‘위안부’에 한 언급은 없고 다만 위

안소의 존재를 진술하는 보고서로 총 10개.

  - 독특한 것은 독일군 잠수함 승조원들의 제676호 심문보고서. 독일군 장교

들은 자신들은 절  출입할 수 없고 일본군 장교만 출입하는 위안소의 존

재를 알고 있었고 또 네덜란드 여성들이 동원되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

음. 추축국 동맹 관계에 있었음에도 위안소는 오직 일본군만 이용할 수 있

었다는 사실은 일본군이 위안소를 직접 통제하고 있었다는 사실 뿐만 아니

라 그것을 일본군의 독점적 특권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줌. 

  - 잔혹행위: 식인행위(Cannibalism) 사례. 제54호와 제70호 포로의 진술에 

식인행위가 언급됨. 특히 54호의 주인공 이나가키는 부 원들이 정상적 

상황이 아니었음을 전제하면서도 일본에 알려지면 안 될 것임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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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군 군 생활 및 의식: 초기 포로들은 천황과 도조에 한 긍정적 인식 

등 이데올로기적 태도가 완강함. 후기 포로들은 전쟁 패배를 의식하면서 

향후 생존에 한 전망 피력. 395호 주인공은 제국 학을 나온 군의장교

임에도 유럽전선에 자원함.

  - 일본군의 폭력적 규율: 입  후 입에 피가 날 정도로 따귀를 맞으며 생활

했다는 진술.

  - 계급 간 균열과 갈등: 비겁한 연 장을 ‘야자와 이등병’이라 부름.

  - 추축국 간 균열: 독일군 포로들은 일본이 백인종  황인종의 전쟁을 치르

고 있다고 느낌. 일본 병사들은 백인인 독일군이 일본군 사령부를 출입하

는 것을 이상하게 보았다고 함.

  

(2) 기타 자료

○ 동남아시아 번역심문센터(SEATIC)

  - Interrogation Bulletin No. 16(1945.2.17.)

  - 미크로네시아의 Dublon 섬 일본군 기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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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nsolidated Interrogation Report No. 84(19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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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덜란드 군 첩보국(NEFIS) 

  - "Japanes Behaviour in the N.E.I.", Weekly Intelligence Summary 

No. 92(1944.10.16.), Royal Netherlands Naval Headquarters, 

Colombo 

  “Worst of all, said the First Mate, German and Dutch women who had not fled 

before the Japanese, had been herded into a camp where they were kept without 

any means of subsistence. By reducing them to starvation level it was hoped that 

they would eventually agree to enter Japanese brothels. It was the ambition of 

every Japanese officer to keep a Dutch or German mistress so that he might 

satisfy his race-consciousness. When there were not enough white women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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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thels to go around, Japanese soldiers had often entered the camp and selected 

the women of their choice.”

“A large number of women had hoped to escape the brothels by accepting work as 

barmaid and entertainers in public houses and dancing halls. Here they were 

brutally beaten and punched in the fact if they rebuffed advance.”

“The price of a German woman was fifty yen. White women and half-castes were 

reserved for the Japanese. Visiting Germans had to be content with native girls.”

“Summing up, the First Mate, a loyal German, said that in his opinion the 

Japanese were a bunch of mendacious heathen yellow monkeys and he was bitterly 

ashamed that they were the Allies of his country.”

  

○ SWPA G-2 

  - Information Bulletin(19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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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정보국(OWI)

   - JPW Interrogation Report No.49(1944.10.1.)

   - 일명 “요리치 보고서”

   - New Delhi Outpost Report(JRA-9), 194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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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 첩보국(OSS)

  - Attached memorandum, "Korean and Japanese prisoners of war in 

Kunming"(19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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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부(War Department)

  - 최고 기  도청전문철(War Department Top Secret Ultra)



 

국제 컨퍼런스 ｢일본군 ‘위안부’ 자료의 현재와 미래｣

62



 

세션 1.  국내 ‘위안부’ 자료 조사의 성과와 과제

63

○ 중국 번역통역센터(SINTIC)

  - Interrogation Report No. 183(194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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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후 전망

○ 자료 수집 상의 확 : 호주, 동남아시아 등 포함

○ 기존 자료 누락지역 조사 수집 추진 필요: 필리핀 등

○ ATIS 및 주요 기구의 조직과 운  등에 한 자료 수집 확

○ 연합군의 일본군 정보 수집 및 분석자료 수집 필요

○ 전쟁범죄 자료 수집과 유기적 연관 확보 

○ 연합군의 전후 처리 및 전범재판 자료 수집으로 확  필요

○ 일본의 식민지 지배정책과의 관련 자료 조사 필요

 





                     

세션 2

국외 ‘위안부’ 자료의 소장 현황과 전망

<일본>

wam의 ‘위안부’ 아카이브의 현황과 전망

와타나베 미나 (wam)

일본 정부 인정 ‘위안부’ 관계 자료의 범위와 한계 : 

최근 정부 추가 인정 자료를 중심으로

고바야시 히사토모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전국행동자료팀)

<중국>

침화일군남경대학살우난동포기념관 소장 위안부 자료의 현황과 전망

류광지엔 (침화일군남경대학살우난동포기념관)

지린성 당안관(기록보관소) 일본의 중국 침략 기록문서 발굴 상황 및

‘위안부’ 기록문서 연구

자오위지에·뤼춘위에 (지린성 당안관)



                      



wam의 ‘위안부’ 아카이브의 
현황과 전망

와타나베 미나 (w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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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1】공문서 웹사이트의 설명 

 일본군‘위안부’ 관련 공문서

일본군‘위안부’ 관련 공문서 웹사이트를 보시는 분들께

１. 정부의 ‘위안부’ 관련 공문서 공개 현황

(1) 정부가 인정한 공문서에 대하여

일본정부는 김학순씨 등 일본군이 ‘위안부’를 강요한 여성들이 일본정부를 상 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과 때를 같이 하여 1991년 12월부터 각 성청에 남

겨져 있는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제1차 조사 결과는 ‘가토(加藤) 담화’, 제2

차 조사 결과는 ‘고노(河野) 담화’ 당시에 발표했습니다.

제1차 조사 결과는 경찰청, 방위청, 외무성, 문부성, 후생성, 노동성(명칭은 모두 

당시)에 조사의뢰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과 노동성에서는 0건이었고, 방

위청 70건, 외무성 52건, 문부성 1건, 후생성 4건의 총 174건이었습니다. 이 결과

를 바탕으로 1992년 7월 6일, 가토 관방장관은 ‘한반도 출신의 이른바 종군위안부 

문제에 하여’라는 제목으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연구자가 이미 발견한 

것도 많았던 탓에 불충분한 조사 결과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가토 관방장관 담화

(http://www.mofa.go.jp/mofaj/area/taisen/kato.html)

·한반도 출신의 이른바 종군위안부 문제에 하여

·이른바 종군위안부 문제의 조사결과에 하여(공문서 목록)

정부는 그 후 조사 상 기관에 법무성, 국립 공문서관, 국립 국회도서관, 미국 국립

공문서관을 추가하 고, 제2차 조사에서는 ‘위안부’ 피해자, 전 군인을 포함한 관계

자 인터뷰와 아울러 국내외 문서와 출판물도 참고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99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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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4일, 고노 관방장관은 이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위안부 관계 조사결과 발표

에 관한 내각관방장관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고노 관방장관 담화 

(http://www.mofa.go.jp/mofaj/area/taisen/kono.html)

·이른바 종군위안부 문제에 하여 

(http://www.mofa.go.jp/mofaj/area/taisen/pdfs/im_050804.pdf）

·이른바 종군위안부 문제의 조사결과에 하여(공문서 목록)

고노 담화 이후에도 연구자나 시민단체가 방위청 방위연구소 도서관에서 잇따라 자

료를 발견했고, 국회에서도 추궁을 당한 일본정부는 1996년, 각 성청에 하여 ‘위

안부’ 관련 문서를 발견했을 시에는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통달(‘이른바 종군위안부 

문제에 관련한 자료 등에 하여 (의뢰)’, 통칭 히라바야시(平林) 통달)을 송부했습

니다. 발견된 관련문서 중에서도 경찰청이 소유하고 있던 문서는 단히 중요한 문

서군으로, 당시의 내무성이 ‘위안부’ 모집에 어떻게 관여하 는지를 알 수 있는 것

이었습니다.

·이른바 종군위안부 문제에 관련한 자료 등에 하여 (의뢰) (1996년 7월 24일)

정부가 인정한 ‘위안부’ 관련 문서의 공개는 일본정부가 설치한 민간기금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 국민기금’(이하 국민기금)이 담당했습니다. 소관 관청이나 보관장

소 등 별로 정리하고 설명을 달아 『정부조사 ‘종군위안부’ 자료 집성』（국민기금 

편, 전 5권, 龍溪書舎）을 1997～1998년에 발간했습니다. 하지만 서적은 세트 구

성 10만엔으로 고가 습니다. 그 후 국민기금의 웹사이트에서 서적의 PDF를 공개

하게 되기는 했지만, 한 권을 통째로 PDF로 변환한 내용 가운데서 목적하는 공문

서를 찾아내기가 어려워 편리성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국민기금 웹사이트 ‘위안부 관련 역사 자료’ 

(http://www.awf.or.jp/6/document.html)

일본정부는 고노 담화 발표 후에도 ‘위안부’ 관련 자료를 인정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인정 과정이나 결과를 널리 알리지는 않았습니다. 문서의 작성 일자는 분명하지 

않지만, 고바야시 히사토모(小林久公)씨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목록에 따



 

국제 컨퍼런스 ｢일본군 ‘위안부’ 자료의 현재와 미래｣

90

르면, 62점의 문서가 고노 담화 이후에 인정되었습니다. 당연히 『정부조사 ‘종군

위안부’ 자료 집성』에 포함되지 않은 것도 있을 터이니, 불완전한 공개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른바 종군위안부 문제의 조사결과에 하여

(1993년 8월 조사후 발견치)（공문서 목록）

(2)　정부가 인정하지 않은 공문서에 대하여

　

2014년 6월 2일, 제12회 일본군‘위안부’ 문제 아시아연 회의는 일본정부에 ‘고노 

담화 후에 발견된 공문서’의 목록과 복사본을 제출했습니다. 이는 일본정부가 ‘고노 

담화까지 공표된 문서’에 한해서만 일본군 ‘위안부’ 관련 인식을 각의결정 하는 등 

고노 담화 이후의 연구성과를 무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웹사이트에 게시한 정부 미인정 공문서는 위의 ‘고노 담화 후에 발견된 공문서’ 

목록에서 ‘정부가 이미 인정한 공문서’를 제외한 것들입니다. 참고로, 프로젝트 과

정에서 그 밖에도 정부 미인정 ‘위안부’ 관련 문서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

지만, 원본 입수와 확인 등에 시간을 요하는 탓에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제12회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아시아연 회의의  일본정부 요청

(2014년 6월 2일)

·질문주의서에 한 답변서(각의 결정)

(2007년 3월 16일)

추기: 개인명 기재 문서의 취급에 하여

일본군 관계자료 부분은 국립 공문서관 아시아역사자료센터(https://www. 

jacar.go.jp/) 에서 디지털화・공개를 추진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날짜, 자료

명, 부책(簿冊) 등 부족한 정보를 보완하기 위해 아시아역사자료센터에서 자료 열람

을 시도한 결과 몇몇 자료의 비공개 처리 상태가 확인되었습니다. 부책의 표지를 

제외한 모든 쪽이 일괄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비공개인 경우가 있는가 

하면, 딱히 아무런 단서설명도 없이 자료의 일부분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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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전체를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그중 부분은 동남아시아 등 점령지에서 

일본군 병사가 저지른 주민 상 범죄 보고 등의 자료 습니다.

개인명은 중요한 정보원이며, 이를 통해 국적과 민족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사생활 

보호는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 개인이름의 일부만 먹칠을 하는 방법 등으로도 응

할 수 있는데 모두 비공개로 처리해버리는 것은 역사연구 발전을 크게 제약할 우려

가 있습니다.

wam의 웹사이트에서는 개인이름이 기재가 있는 자료도 포함해 과거에 공문서관 

등이 공개했던 문서는 그 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아시아역사자료센터 등 국가 

소관의 공문서관 등에서도 앞으로 공개가 이뤄지기를 기 합니다.

２. 공문서의 분류에 대하여

(1) 정부가 인정한 공문서

제1차 정부조사는 아래와 같이 군 관여의 양상에 따라 분류되어 있습니다.

１) 위안소의 설치에 관한 것

２) 위안부를 모집하는 자의 단속에 관한 것

３) 위안시설의 축조・증강에 관한 것

４) 위안소의 경 ・감독에 관한 것

５) 위안소・위안부의 위생관리에 관한 것

６) 위안소 관계자에 한 신분증명서 등 발급에 관한 것

７) 기타 위안소, 위안부에 관한 기술(記述) 일반 등

당시 일본군 및 정부가 어떻게 위안소의 설치나 운 에 관계했는지 보여준다는 의

미에서는 유효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의 문서가 복수의 관여를 보여주기 

때문에 몇 개의 분류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제2차 정부조사는 소관 성청이나 보관장소에 따라 분류되어 있습니다. 즉, 방

위청 관계, 법무성 관계, 외무성 관계, 문부성 관계, 국립 공문서관 관계, 국회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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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미국 국립공문서 관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러나 국립 공문서관에는 각 성청에서 

이관된 군과 내무성의 자료도 있습니다. 그 후에 인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

지로 소관 성청 및 보관장소에 따라 분류되고 있지만, 국 국립공문서관에 소장된 

문서는 국군이 접수한 일본군 문서인 경우 등 문서 작성시의 관할과 보관장소가 

맞지 않는 사례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wam의 분류에서는 현재 문서의 소관관청 및 보관기관 등 일본정부의 

분류 형태는 정리번호로 남겨두되, 문서 작성자인 내각, 경찰, 외무, 군 등의 형태

로 문서 작성자 별 분류를 한 덩어리로 묶고 일련번호를 붙 습니다(범례 참조). 일

련번호와 일본정부의 분류번호를 보면, 어디가 만들고 어디에서 소관하고 있는 문

서인지를 략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분류하고 배열할 것인지는 난이도가 높은 작업인데, 향후 정부 미인정 공문

서도 포함해 알기 쉬운 분류를 고안하고자 합니다. 

표1　일본정부가 이미 인정한 일본군 ‘위안부 관련 공문서 수(성청별)  wam 작성

가토담화시
(1992.7.6)

고노담화시
(1993.8.4)

고노담화
 이후

합계
wam

정리번호

경찰청 0 0 2 2 K_P

방위청 (당시) 70 47 50 167 K_D

외무성 52(115) 16(43) 0 68(158) K_F

문부성 (당시) 1 1 0 2 K_E

후생성 (당시) 4 0 1 5 K_H

노동성 (당시) 0 0 0 0

법무성 0 2 0 2 K_J

국립국회도서관 0 17 1 18 K_L

국립공문서관 0 21(29) 3 23(31) K_A

미국국립공문서관 0 19 1 19 K_US

영국국립공문서관 0 0 4 4 K_BA

합계 127(190) 123(158) 62 312(410)

주１　자료 수는 모두 정부 목록에 기초한 수.

주２　외무성 및 국립공문서관은 동일명칭 문서에 연속번호가 붙어있고, ( ) 내의 숫자는 연속번호도 셌을 

경위의 수.

주３　미국국립공문서관, 영욱국립공문서관 등 외국공문서관 보존 문서는 외무성이 제출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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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가 인정하지 않은 공문서

　

정부 미인정 공문서의 분류 항목은 2015년 8월 4일에 ‘고노 담화 후에 발견된 공

문서’로서wam의 웹사이트에 게재했을 때의 분류 항목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이것

은 작성자(외국군, 외국정부, 일본군, 일본정부, 기타)와 소관관청/기관을 조합한 것

으로, 정리번호를 보면 파악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표２　일본정부가 아직 인정하지 않은 일본군 ‘위안부’ 관련 공문서 분류

자료분류 정리번호 소장기관 내용

외국군 
관련 자료

FM
미국 국립공문서관, 호주 
국립공문서관, 네덜란드 

국립공문서관

연합군 암호해독 전보, 연합군 번역 문
서, 미 해군 오키나와 군정사령부 사진
기록, 미군 포로심문 카드, 네덜란드군 
정보기관(NEFIS) 심문 보고 등

외국정부 
자료

FG 중국 산시성 당안관 외
대일항전손실 조사통계 자료, 네덜란드  
 정부 조사결과 등

전범재판 
자료

MT_tt
국립공문서관, 
국립국회도서관

도쿄재판 자료

MT_bc
네덜란드 국립공문서관, 
미국 국립공무서관, 중국 

중앙 당안관

BC급재판 자료 (네덜란드재판, 괌재판, 
중화인민공화국 특별군사법정)

일본군/정
부 자료

J

방위성, 경찰청, 
외무성 외교사료관, 

국립공문서관, 
국립국회도서관,

한국 정부기록보존소, 
영국 국립공문서관,
타이완 중앙연구소

일본군・일본정부 관련 자료

J_C
최고재판소, 나가사키 

지방재판소

일반의 법원 판결 (대일본제국   헌법하
의 국외 이송 유괴 피고 사건 대심원 ・
고등재판소・지방재판소 판결, 전후보
상 재판 판결의 사실인정)

J_J
국립공문서관 

(법무성・후생노동성 이관 
문서）

BC급 재판・전범 관련자료 (네덜란드 
재판, 중화민국 재판, 미국 재판), 종전후 
군법회의 판결(후생노동성 보관)

기타 자료

J_tw 타이완성 문헌위원회 타이완척식 주식회사 관계자료

J_ch 톈진 당안관
일본군 점령하의 톈진특별시 정부경찰
국 공문 자료

©2018 액티브 뮤지엄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 자료관 (wam). All rights reserved.





일본 정부 인정 ‘위안부’ 관계 자료의 범위와 한계:
최근 정부 추가 인정 자료를 중심으로

고바야시 히사토모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전국행동자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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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1) 나의 문제제기

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피해에 한 손해배상과 사죄, 명예회복 및 재

발방지를 요구하고 있는 상은 일본정부이니, 요구에 응하여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일본정부에 있다고 생각한다.

해결의 전제는 피해자에게 가해사실을 인정한 후 사과하고 배상하는 것이다. 문

제의 해결은 피해자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 요구가 일어난 지 사반세기가 지난 현재도 일본정

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은 일본정부가 가해 사실을 제

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데에 있다.

사반세기 동안 많은 연구자들이 '위안부' 관련 자료의 조사·연구를 진행시켜왔

지만 안타깝게도 그러한 성과는 일본정부의 사실 인정에 활용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이 자료들을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독특한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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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을 타파하고 일본정부로 하여금 확고한 사실 인정을 하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각 국가나 단체 등이 수집한 자료와 일본정부가 수집한 자료를 서로 

공유하여 사실 인정 공유의 기초를 만들 필요가 있다.

2014년에 ‘제 12회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아시아연 회의’가 <일본정부에 한 

제언>과 함께 500점 이상의 자료를 일본정부에 전달하여 공유를 시도한 적이 

있었지만, 일본정부는 “시민의 자료는 제공 받을 수 없다”며 반환해온 바 있다.

이 경험을 감안한다면, 국가간 관계에서 사실 인정 공유를 도모하기 위한 상호 

자료제공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그동안 수집 발굴된 

자료를 각국 정부를 통해 일본정부에 제공하고, 아울러 일본정부가 수집한 자료

도 각국 정부를 통해 입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함

으로써 공유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과는 별도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

한 조치라 생각하기에, 그러한 활동 방향이 본 컨퍼런스에서 확인되기를 기 하

면서 이하에 관련 논지를 펼쳐보고자 한다.

(2)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의 기본

거듭 서술하지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일본정부에 하여 “일본이 저지른 

일을 인정하라”, “사죄하고 배상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서는 일본정부가 '위안부' 피해자에게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 배상하

고, 재발방지 조치를 약속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 생각한다.

일본정부는 오랫동안 국가  국가의 분쟁 해결에 있어서는 상호 교섭주체를 

인정해왔지만, 타국에 한 개인청구권이 있음은 인정하면서도 국제관계에서 국

가와 개인의 당사자간 관계는 재판에서 밖에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

다. 그러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국가가 저지른 인권 침해를 피해자에게 사죄

하고 배상해야 할 문제이다. 그 점에서 어려움은 있겠으나, 세계적 추세는 개인 

 국가의 관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일본정부는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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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9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 즉 한국정부가 ‘위안부’ 문제의 새로운 방침

으로서 “일본측이 스스로 국제적인 보편적 기준에 따라 진실을 있는 그 로 인

정하고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계속

해주기를 기 한다"고 밝힌 입장은 귀중하다.

특히 가해 사실의 인정 없이는 사죄도 배상도 성립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일

본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한 사실 인정을 확고히 하는 것이야 말로 

문제 해결의 기본이라 하겠다.

그러나 지금까지 '고노(河野) 담화', 아시아여성기금(국민기금)의 ‘사과(お詫び) 

편지’, ‘2015년 한일합의’의 사실 인정에서는 책임 소재가 모호했던 탓에 해결

에 이르지 못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3) 한일 양국 정부에 부족한 시각

한국의 문재인 통령은 지난해 12월 28일 성명을 발표하여 “2015 년 한일 양

국간 위안부 협상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중 한 흠결이 있었다”, “이는 

역사문제 해결에 있어 확립된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무

엇보다도 피해 당사자와 국민이 배제된 정치적 합의 다”고 밝혔다.

이에 해 일본의 고노 외무상은 “한국정부가 이 보고서에 따라 이미 실시에 

옮겨지고 있는 합의를 변경하려 한다면 한일관계는 관리가 불가능해지며 일본

은 이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담화를 발표했다.1) 

그리고 올해 1월 4일, 한국 통령은 ‘위안부’ 피해자를 초청하여 “공식 합의

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그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받

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2) 

1)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http://www.mofa.go.jp/mofaj/press/danwa/page4_003587.html
2) 아사히(朝日)신문 2018년 1월 4일 18시 

https://www.asahi.com/articles/ASL145DN5L14UHBI013.html



 

국제 컨퍼런스 ｢일본군 ‘위안부’ 자료의 현재와 미래｣

98

이러한 한일 양국 정부의 응수에는 기본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다. 양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하여 제 로 된 사실인정이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

다는 점이다. 문재인 통령은 “확립된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이라 말하고 있

지만, 그 보편적 원칙이야말로 확고한 사실 인정을 전제로 삼고 있다. 

한일 양국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사실인정의 공유화 작업이 필요하며, 이

를 위한 ‘위안부’ 관련자료 정보공유가 양국 정부에 기 되는 바이다.

(4) 일본정부의 사실 인정의 문제점

일본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한 사실 인정은 1993년 8월 4일자 <위안

부 관계 조사결과 발표에 관한 고노 내각관방장관 담화>(이하, 고노 담화)에 나

타나 있다. 고노 담화는 아베 현정권을 포함하는 역  내각이 계승하고 있다. 

담화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 인정이 이루어졌다.3) 

① “장기간 동안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위안소가 설치되고 수많은 위안부가 존

재했다는 것이 인정되었다.”

② “위안소는 당시의 군 당국의 요청에 따라 설 (設営)된 것이며, 위안소의 설

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해서는 구 일본군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이에 관여하 다.”

③ “위안부의 모집은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맡았으나 그 경우에도 감

언, 강압에 의하는 등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된 사례가 많았으며, 나

아가 관헌 등이 직접 이에 가담하는 일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④ “위안소의 생활은 강제적 상황 아래에서 참혹한 것이었다.”

3)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http://www.mofa.go.jp/mofaj/area/taisen/kon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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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전쟁터에 이송된 위안부의 출신지는 일본을 제외하면 한반도가 큰 비중을 

차지하 으나 당시의 한반도는 우리나라(일본)의 통치 아래 있어 그 모집, 

이송, 관리 등도 감언, 강압에 의하는 등 체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

일본정부의 이러한 사실 인정은 ‘위안부’의 모집이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강

제적으로 이뤄진 것이었으며, ‘감언, 강압’ 등 위법적 수단을 통해 행해졌다는 

것까지는 인정하고 있다. ‘위안소’의 생활도 강제적 상황 아래 참혹한 것이었다

는 점도 인정하 다.

그러나 고노 담화의 사실 인정은 ‘위안부’ 피해자와 지원자들에게는 수용되지 

못했다. 그 주된 이유는 일본군과 일본정부라는 주체의 책임 표현이 애매하게 

이뤄졌다는 점, 즉 ‘군의 관여’ 아래 행해졌다고 함으로써 사실 인정이 불충분

했다는 점 때문이었다.

　

2. 고노 담화의 사실 인정 배경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부상한 배경에는 1987년의 한국 민주화투쟁과 그후의 

한일 시민의 활동이 있었다. 당시 고도성장을 통해 아시아의 국으로 부활한 

일본에서는 한국행 ‘기생관광’이 성행했다. 성매매 관광에 맞서 한국에서는 ‘한

국교회여성연합회’, 일본에서는 ‘기독교교풍회’ 등이 결성한 ‘매매춘 문제에 

응하는 모임’이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1990년 1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조사하고 있던 윤정옥 교수가 ‘정신 , 

혼의 발자취’를 한국 일간지에 연재하여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4) 

같은 해 5월 30일에 일본 국회에서 사회당 다케무라 야스코(竹村泰子) 의원이 

4) 『220년간의 수요일』(일본어판　2011년　東方出版), 1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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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군위안부의 조사도 하실 거죠, 관방 장관님?”이라 질의하며 일본정부에 조사

를 요구하 고, 6월 1일에는 공산당의 요시오카 요시노리(吉岡吉典) 의원, 6일

에는 사회당의 모토오카 쇼지(本岡昭次) 의원이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며 정

부 질문을 했다.

이중 모토오카 의원의 6일자 질의에 하여 일본정부는 “민간업자가 그러한 분

들을 군과 함께 데리고 다녔다”고 하 고, 이렇듯 무책임한 답변에 한국에서 맹

렬한 반발이 일었다.

그리고 그해 10월 17일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39개 단체가 주한일본 사관을 

통해 6개 요구항목을 담은 공개서한을 일본정부에 제출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5)

① 한국 여성을 강제연행한 사실을 인정할 것

② 이에 해 공식 사죄할 것

③ 만행의 전모를 밝힐 것

④ 희생자들을 위해 위령비를 건립할 것

⑤ 생존자나 유족들에게 배상할 것

⑥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역사교육을 통해 이 사실을 가르칠 것

이 6개 항목 요구를 제출한 시점에는 아직 ‘위안부’ 피해자 출현이 없었지만, 

그후 아시아연 회의 등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어 공통 요구로 

자리매김되었다.

1990년의 공개서한에 회답하지 않는 일본정부에 하여 이듬해 1991년 4월 1

일에 모토오카 의원이 재차 국회에서 질의했다. 그에 한 답변으로 정부는 “후

생성 근로국, 국민근로동원서(署) 모두 조선인 ‘종군위안부’라는 문제에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며 ‘정부의 관여’를 부인했다.

5) 『알기 쉬운 한국의 ‘위안부’ 문제』(일본어판 2002년 1월 한국정신대연구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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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정부의 관여’를 부정한 4월 1일자 답변과, ‘6개 항목 요구 공개서한’ 

답신이 없는 데 하여, 5월 28일 한국정신 문제 책협의회가 일본정부 앞으

로 ‘공개서한’을 보냈다.6)

같은 해 8월 14일 김학순씨가 자신의 존재를 밝히며 공개증언 함으로써 사태가 

크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또한 1992년 1월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씨가 방

위청 자료실에서 ‘군의 관여’를 드러내는 문서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그후 7

월에 일본정부는 가토(加藤) 내각관방 장관 발표를 통해 처음으로 ‘정부의 관여’

를 인정하고 사죄했다.7)

하지만 가토 장관의 발표는 ‘강제연행’을 인정하지는 않았던 탓에 ‘위안부’ 문제

의 초점은 ‘관여’에서 ‘강제 연행’으로 옮겨갔다. 일본정부는 조사를 계속하여 

1993 년의 고노 담화의 발표로 이어졌다.

고노 담화가 ‘위안부’ 피해자에 한 강제성을 인정한 데 해 일본 국내 일부

에는 고노 담화는 고노 요헤이(河野洋平)씨의 개인적인 담화이고 ‘강제 연행'을 

멋 로 인정한 것이라는 식의 견해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아베 내각의 스가(菅) 관방장관은 다음과 같이 얘기한다. “그야말로 

강제연행을 확인할 수가 없고 드러내는 자료도 없었다는 가운데,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문제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고노 관방장관이 강제연행 사실이 있

었다고 인식하냐는 기자의 질문을 받았을 때, ‘그런 사실이 있었다, (그런 인식

이라고 받아들여도) 괜찮다’고 말씀하신 것, 저는 역시 이 부분이 큰 문제 다

고 생각합니다.”8)

6) 『매매춘 문제에 대응하는 모임 뉴스　합본』(1991년 7월 5일호)　
출처 wam홈페이지 소장자료 소개.　 
http://img.wan.or.jp/document/web/images/uploads/_3322187871054d43c9891e48c2500395
c0b276.pdf#search=%27%E6%85%B0%E5%AE%89%E5%A9%A6+%E6%B5%B7%E9%83%A8+
%E5%85%AC%E9%96%8B%E6%9B%B8%E7%B0%A1%27

7)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http://www.mofa.go.jp/mofaj/area/taisen/kato.html
8) 일본 국회 회의록 제187국회-참의원-내각위원회-3호 2014년 10월 21일　야마시타 요시키 (山

下芳生) 의원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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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견해는 사실에 반한다. 고노 담화는 내각관방과 외무성 사이에서 주

도면 하게 준비된 담화로, 정부는 고노 담화의 발표 당시 36개 항목에 걸쳐 

‘상정 문답(조사결과 발표에 관해)’이라는 것을 작성했다.9)

상정 문답의 첫 번째에는 “이번 발표로 강제연행 사실을 인정한 것인가? 인정

한 것이라면 무엇을 근거로 인정했는가? 발표문에 강제라는 문구가 사용되고 

있는 것은 왜인가?”라는 예상 질문이 들어있다. 그리고 그에 하여 “이른바 종

군 위안부 문제에 하여 각종 증언집에 있는 기술과, 지난 번 한국에서 청취한 

증언을 포함해 이번 조사를 토 로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감언과 강압에 의

하는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된 사례가 다수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는 심

증을 갖게 되었다”고 답변하게 되어있다.

그리고 “재차 강제성의 유무를 추궁 받았을 경우”에는 “앞서 말했듯 본인의 의

사에 반하여 모집된 경우를 ‘강제성’이라고 정의 내린다면, 이른바 종군위안부

의 모집에서 ‘강제성’이 존재한 사례도 다수 있었음을 정부로서 인정한 것으로 

이해해도 좋다”고 답변하기로 되어 있었고, 고노 요헤이씨는 실제로 그렇게 발

언하 다.

당시의 신문보도를 통해서도 이 예상문답 그 로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 음을 

알 수 있다. 고노씨가 밝힌 것은 개인적 견해가 아니라 일본정부가 마련한 예상

문답에 기초한 내용이었다.

또한 예상문답에는 “강제연행을 드러내는 자료가 없다”라는 문구는 한 마디도 

쓰여 있지 않다. 일본 정부가 “정부가 발견한 자료 가운데는 강제연행을 직접 

드러내는 기술은 눈에 띄지 않았다”고 말하기 시작한 시점은 고노 담화 발표로

부터 4년 후로,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등 역사수정주의가 등장한 

이후의 일이다.10)

9) 일본 외무성 중국과 보유　정보공개 청구번호 ’2014-00023’의 ‘79번’의 문서명 ‘상정 
문답’(想定問答)

10) 일본의 국회 회의록　제140국회-참의원-예산위원회 8호 1997년(平成9년) 3월 12일 히라바야
시(平林)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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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의 ‘위안부’ 문제 조사 자세는 스스로 사실을 해명하기보다는 ‘관여’가 

문제시되면 ‘관여’에 해 조사하고 ‘강제연행’이 문제시되면 ‘강제연행’을 조사

하는 식으로 수동적이었으며, 일단 모면하고 보자는 듯 정치적 타산 아래서 이

루어졌다. 그 점의 한계가 고노 담화의 배경에 깔려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글의 후반 6에서 서술하듯이 일본정부의 ‘위안부’ 문제 조사는 ‘군의 

관여’를 인정하는 범위에 국한된 조사에 머물러,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경계 

내의 문서 수집이라는 한계를 지니게 되었다.

3. 아베 내각의 ‘위안부’ 관계 문서에 관한 각의결정의 한계조건과 제외된 

문서

아래는 <중의원 의원 쓰지모토 기요미(辻元清美) 제출 아베 수상의 ‘위안부’ 문

제에 한 인식에 관한 질문에 한 답변서>(2007년 3월 16일 각의결정)이

다.11)

질문하신 내용은 ‘강제성’의 정의에 관한 것인데,   위안부에 대해서는 정부가 1991년 

12월부터 1993년 8월까지 관련자료 조사 및 관계자 청취를 하고 이를 전체적으로 판

단한 결과, 같은 달 4일의 내각관방장관   담화(이하 ‘관방장관 담화’라 함)의 내용

대로 된 것이다. 또한 같은 날 조사결과를 발표하기까지 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에는 군

이나 관헌에 의한 이른바 강제연행을 직접 드러낼 만한 기술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 답변서는 5개의 설정조건 위에 성립되어 있다. 사실은 어떠한 지에 해 설

정조건에 따라 생각해보자.

① 설정조건1 “같은 날 조사결과 발표까지”란 고노 담화가 발표된 1993년 8월 

4일까지 정부가 발견한 자료 안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기간의 한정이다. 

11)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http://www.mofa.go.jp/mofaj/a_o/rp/page24_00030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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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고노 담화 발표부터 2007년 아베 내각의 각의결정에 이르는 기간 

이외 시기에 정부가 발견한 자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기간에 발견된 문서로는 1996년 12월 경찰청이 내각관방에 보고한 ‘지

나 도항 부녀의 취급에 관한 건’(내무성 경보국장 통장)등 일련의 문서가 존

재한다. 이 문서에는 그때까지 금지되어 있던 ‘추업’(醜業)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의 도항을 “현지 실정을 고려하여” “묵인하기로 하고” 도항에 필요한 

신분증명서를 발급하여 중국 북부와 중부에 한해 인정하게 되었음을 보여주

는 단히 중요한 문서다.

아베 내각은 답변서에서 보듯 기간을 한정시킨 조건을 설정함으로써 ‘위안

부’의 도항을 일본정부가 승인하고 실시하기로 결정한 문서가 있음에도 불

구하고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② 설정조건2 “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에는”이라고 하여 관할부서를 한정시킨 

조건 설정에는 중 한 속임수가 숨어있다. “정부가 발견한 자료”란 법무성이

나 외무성 등 정부기관이 발견한 자료라는 의미가 아니다.

이는 일본정부의 ‘위안부’ 관련 문서의 조사 관할부서인 내각관방 외정심의

실(현재는 내각관방 부장관보[副長官補]실)에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한 “정

부가 발견한 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아, 각 성청에 존재하더라도 정부에는 

‘없다’고 간주하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조건설정으로 인해 나가이 가즈(永井和) 교수가 10년이나 전에 발견 

공표한 ‘야전 주보 규정 개정에 관한 건’ 등의 문서도 관계문서에서 배제되

었다.12)

고노 담화 이전에 이미 밝혀져 외무성이 네덜란드 공문서관에서 입수한 바

타비아 위안소 사건의 문서 존재도 소멸시켰다.13)

바타비아의 전범재판 관련 문서 뿐 아니라 당시 법무성이 보유했고 그후 국

립공문서관으로 이관되어 작년 3월에 내각관방 부장관보실에 제출된 바 있

는 전범재판 관계문서, 즉 글자 그 로 ‘위안부’ 피해자를 군이 직접 강제로 

12) 나가이 가즈(永井和)의 일기　http://ianhu.g.hatena.ne.jp/nagaikazu/20070626　
아시아역사자료센터　「야전 주보 규정에 관한 건」、레퍼런스 코드 C01001469500　

13) 『일본군 ‘위안부’ 관계자료 21선』95~116쪽　(2015년 6월 발행,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전
국행동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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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행하고 성노예 생활을 강요했다는 기술이 포함된 ‘위안소’ 관계문서 19부

책의 182점 문서도 소멸시켰던 것이다.14)

③ 설정조건3 “군이나 관헌에 의한”이라는 행위주체 한정 조건이다. 수많은 조

선인 피해자는 ‘속아서 끌려갔다’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으며, 부분의 경

우 실행주체는 군의 의뢰를 받은 소개업자들이었다. 군의 요청을 받은 모집

인은 ‘직업소개업자’가 아니라 ‘소개업자’ 던 것으로 생각된다. ‘직업소개업

자’는 노무동원에 관여하는 사람이며, ‘소개업자’는 성매매 소개업자를 가리

킨다. 양자는 단속 법령도 별도로 마련돼 있었다.

소개업자가 실시한 ‘위안부’ 피해 여성에 한 모집과 연행방법은 당시에도 

위법이었다. 이 위법행위를 기술한 문서는 ‘ 배심 판결서’ ‘각종 증언집에 

의한 기술’ 등 많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④ 설정조건4 “이른바 강제연행을 직접 드러낼 만한 기술”이라는 표현의 한정

조건으로 인해 ‘강제연행’을 언급한 각종 문서에 기술되어 있는 강제연행의 

실태가 평가되지 않았고, 실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연행’이라는 문언

만의 한정조건으로 인해 ‘문서’는 없는 것으로 간주됐다.

⑤ 설정조건5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표현을 통해 사실을 혼동시키고 있다. 

“찾아볼 수 없다”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은 다르다.

일화를 소개하자면, 일본군이 ‘위안소’를 계획 실시한 기본법령 ‘야전 주보 

규정 개정에 관한 건’이 내각관방에게 송부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필자는 

고노 담화 당시 방위청 전사(戦史)자료실에서 '위안부' 관련 문서를 조사하

여 내각관방에게 보내는 업무를 맡았던 인물에게 질문을 한 적이 있다. 그 

인물에 따르면, 이 문서는 기본 중의 기본문서에 해당하는 문서이며, 만일 

이 야전 주보 규정 개정이 없었다면 군은 ‘위안소’를 설치할 수 없었을 것이

라고 말하면서, 송부하지 않았던 이유에 해서는 “보다가 놓친 거죠”라고 

14) 「국립공문서관으로부터 내각관방 부장관보실이 올해 입수한 ‘위안부’ 관계문서에 관한 질문 
주의서」와 답변서, 제193회국회 질문주의서 참의원 제164호, 2017년 6월 27일 답변서 각의
결정
http://www.sangiin.go.jp/japanese/joho1/kousei/syuisyo/193/syuh/s193164.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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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이 답변서를 제출한 제1차 아베 내각은 그로부터 반년 후 정권을 내던지듯 물

러나버렸다. 아베 신조씨가 다시 정권의 자리에 오른 것은 그로부터 5년 후인 

2012년 12월이다. 그리고 이 2차 아베 정권의 탄생 이후 제 1차 아베 내각의 

'답변서'가 '정부의 기본적 입장’이 되었다.

4.　‘강제연행은 없었다’론의 진행

한없이 제한 조건을 붙인 이 답변서에서 “강제연행을 직접 드러낼 만한 기술도 

발견할 수 없었다”라고 한 문구는 그후 ‘강제연행을 드러내는 문서는 없다’ ⇒ 

‘강제연행은 없었다’ ⇒ ‘위안부’ 피해자는 거짓말쟁이’ ⇒ ‘위안부’는 없었다’라

는 식으로 점차 수위가 높아져 혐오발언(헤이트스피치)로까지 이어지게 됐다.

이러한 확산은 일본정부에 의해 지지되다가, 이윽고 일본정부 스스로가 그 길로 

빠져들어갔다.

제2차 아베 정권은 고노 담화를 사장시키려 했다가 국제여론의 반격에 부딪히

자, 아베 내각도 고노 담화나 무라야마 담화의 계승을 표명하되 유명무실화 시

키는 방향으로 방침을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15)

2014년 4월 내각관방에 ‘고노 담화 작성과정 등에 관한 검토팀’을 발족시키고, 

같은 해 6월 20일에 관련 보고를 공표했다.16)

이 보고서에 따르면 1991년 10월경에는 이미 일본정부가 “일부에 강제성 요소

도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는 인식을 일본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

15) 참의원 예산위원회(2014년 3월 14일)에서 아베 총리 답변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http://www.mofa.go.jp/mofaj/a_o/rp/page23_000875.html

16)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http://www.mofa.go.jp/mofaj/files/00004216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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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그러나 보고서의 결론은 “(고노 담화 발표시까지 수집된) 이러한 일련의 

조사를 통해 도달한 인식은 이른바 ‘강제연행’은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다”라

고 단정하는 내용이었다.

이 보고서를 전제로 스가 내각관방 장관은 2014년 10월 21일에 국회에서 “그

야말로 강제연행을 확인할 수 없었다, 드러내는 자료가 없었다”고 답변했다.17)

그리고 2015년 12월의 ‘한일 합의’ 후인 2016년 2월 16일에 유엔 여성차별철

폐위원회 석상에서 일본정부를 표하여 외무성의 스기야마(杉山) 외무심의관이 

기간 한정조건을 떼고 “일본정부가 발견한 자료 안에는 군이나 관헌에 의한 이

른바 ‘강제연행’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고 발언 수위를 높 다.

5.　‘위안소’에서의 성노예 상태야말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핵심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일본정부는 지금까지도 ‘강제연행’을 드러내는 문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강제연행’의 유무가 아니

다. ‘위안부’ 피해자의 증언 중에는 ‘동의’해서 간 사람의 예도 있다. 설령 ‘동

의’가 있었다 할지라도 ‘위안소의 생활’은 동의한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성노

예와 같았다. 그들은 그곳에서 자유롭게 벗어날 수 없었다. ‘위안소’의 성노예 

상태야말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핵심이다.

지금까지 사반세기에 걸친 시민과 연구자의 싸움을 통해 다수의 ‘위안부’ 관련 

문서가 발견되고 조사 연구가 진척됐다. 그 결과 일본군의 ‘위안부’ 제도는 당

시에도 국내법과 국제법을 위반하는 중 한 인권침해 으며 이를 조직적으로 

계획하고 실시한 주체가 일본군 및 일본정부 다는 것이 증명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일본정부는 여전히 가해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있다.

17) 전술 각주 8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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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의 ‘한일 양국정부의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에서도 사실인정은 

‘일본군의 관여’라는 표현으로 이루어졌다. ‘군의 관여’라는 이 표현이야말로 ‘위

안부’ 문제의 본질을 은폐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정치적으로 봉합해온 

원흉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는 위법적 인권침해를 저지른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만은 피하고 싶다는 일본정부 및 관료들의 의도가 엿보인다. 그 의

도의 결과로서 일본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위안부’ 관련 자료에 수상쩍은 범위

와 경계선이 그어지게 된 것이다.

6.　일본정부의 문서 조작 속임수

일본정부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위안부’ 관련자료 중 ‘정부가 발견한 자료’로써 

고노 담화 발표 때까지 내각관방에 송부된 문서는 약간의 예외가 있기는 해도 

‘군의 관여’를 나타내는 범위의 자료에 한정되어 있었다.

여기서 약간의 예외는 국회에서 거론되었거나 자료의 존재가 언론에 보도된 자

료 등만을 가리킨다. 게다가 이들 자료는 교묘하게 다른 것으로 ‘바꿔치기’ 당

하고 만다.

1992년 7월 21일, 아사히(朝日)신문(석간)이 “헤이그 군사법정 자료, 본사 입

수”라는 제목으로 100쪽이 넘는 ‘바타비아 임시군법회의 기록’을 입수했음을 보

도했다.

이 보도에 하여 외무성은 즉각 ‘ 외 응답요령’(1992년 7월 23일자)을 작성

했다.18)

18) 전술 『일본군 ‘위안부’ 관계자료 21선』 1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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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 응답요령’에는 “(보도가 이뤄진) 헤이그 공문서관에 보존된 재판기록은 우

리측 주 네덜란드 사관을 통해 입수할 예정”이라고 나와있다. 그리고 해당문

서 입수 5일 후인 7월 28일자로 ‘네덜란드인 종군위안부 문제’라는 제목의 

응책을 마련해 내각관방 외정심의실에 전달한다고 되어있다.

응책은 “이 판결이 사실을 제 로 반 하 는지 여부는 별개문제”라 하면서 

사실에 한 해명은 하지 않은 채 “사과와 반성의 마음” 표명을 네덜란드 측에 

전하고, 동시에 “일-네덜란드 간의 전쟁에 관한 청구권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마무리한다고 했다.19)

이 사안은 1992년 12월 4일 국회에서도 다뤄졌다. 당시 정부는 “법무성에서도 

우리 성에 보관된 재판 관련기록, 즉 네덜란드인 위안부 관련자료입니다만, 이

를 현재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들 자료에 해서는 추후 법무성 조사가 마

무리된 단계에 내각관방에서 정리하여 보고 드리도록 할 생각입니다”라고 답변

했다.20)

이 답변을 통해 일본정부는 두개의 속임수 조작을 성공시켰다. 하나는 외무성이 

해당문서를 네덜란드로부터 입수한 사실을 설명하지 않고 숨겼다는 것, 또 하나

는 “법무성에서도 우리 성에 보관된 재판 관련기록, 즉 네덜란드인 위안부 관련

자료입니다”라면서, ‘외무성이 입수한 네덜란드인 위안부 관련’ 문서와, 종래부

터 법무성이 보유하고 있던 “우리 성에 보관된 재판 관련기록”을 바꿔치기 한 

것이다. 이로써 외무성이 입수한 네덜란드인 스마랑 관련문서는 어둠 속에 묻혀

버렸다.

하지만 신문에서도 보도되고 국회에서도 다뤄진 ‘헤이그 공문서관 보존 재판기

록’에 하여 고노 담화를 발표할 때의 조사보고에서 언급하지 않을 수는 없었

다. 그래서 법무성은 문서 자체는 제출하지 않고 “이른바 종군위안부 문제에 관

19) 전술 『일본군 ‘위안부’ 관계자료 21선』 102~105쪽

20) 일본국회 회의록　제125회 국회- 중의원- 외무위원회- 2호, 1992년 12월 4일, 

이가라시 고조(五十嵐広三) 의원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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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쟁범죄 재판에 한 조사결과 보고”를 내각관방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보고서는 “법무성에서 보관 중인 BC급 전쟁범죄 재판에 관한 자료 부분은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입수한 것이 아니라…”라고 문서의 입수경로를 숨긴 채

로 스마랑 위안소 사건의 문서가 법무성에 존재함을 보고했다.

이 보고를 받은 내각관방 외정심의실은 문서 존재의 유무에 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조사한 결과 발견된 자료의 개요 안에 ‘바타비아 임시군법회의 기록’으로

서 스마랑 위안소 사건의 판결 개요를 기재하 다.

여기서도 외무성이 네덜란드 국립공문서관으로부터 입수한 ‘바타비아 군사재판 

기록’은 “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는 속임수를 썼다.21)

앞서 4에서 언급한 ‘고노 담화 작성과정 등에 관한 검토팀’의 보고서에 따르면, 

1992년 10월에 내각 외정심의실과 외무성이 ‘위안부’ 문제에 하여 ‘향후 방

침’을 협의한 사실이 있다.

그후 외무성에 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전술의 ‘네덜란드인 종군위안부 문

제’ 등을 시민들이 발견하여 국회에서 제기하게 되었다.22)

국회 질의를 통해 “이 ‘바타비아 임시군법회의 기록’은 공식 문서입니까?”라고 

묻자, 정부는 “기록 안에 있는 결정서를 포함해, 그 취득 또는 작성 경위 등에 

관한 당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 당시 상황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답

변 드리기 곤란합니다”라고 답했다.

그리고 “외무성은 이 재판기록을 네덜란드 공문서관으로부터 입수했습니까?”라

21) 전술 『일본군 ‘위안부’ 관계자료 21선』95~116쪽

22) 일본 국회 회의록　제186회 국회-중의원-내각위운회-15호 2014년 4월 23일 아카미네 세이

켄(赤嶺政賢) 의원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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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질문에는 “지적하신 재판에 관한 문서는 주네덜란드 사관을 통해 입수했다

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라 하고, “입수했다면 내각관방에 제출했습니까?”라고 

묻자 “외무성에서 조사한 바, 해당 문서 내지 그 사본을 인도했는지 여부는 확

인하지 못했습니다”라고 하 다.

이어서 “외무성은 이것의 원자료를 보관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해당 문

서가 보존되고 있는지 여부에 해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라고 답변했다. 결

국 외무성이 입수한 100쪽 이상의 문서의 행방은 밝혀지지 않은 채 미스터리 

상태로 남아있다. 이것이 2017년 2월 3일까지도 일본정부가 “강제연행을 드러

내는 문서는 없다”고 말해온 바의 실태다.

7.　일본정부의 ‘위안부’ 관련문서의 범위와 경계

(1) 일본군 ‘위안부’ 관련 자료의 목록과 원본의 열람 방법

일본정부는 수집한 문서의 목록을 수집처별로 일련번호를 매겨 정리하고 ‘문서 

목록’(개요일람)을 작성했다. 일본정부가 작성한 이 목록은 가토 관방장관 조사

결과 발표 당시와 고노 담화 때에 공표되었다. 이 두 개의 목록에 없고 고노 

담화 이후에 수집된 문서는 정보공개 청구로 공개하게 했다. 그러나 2017년 2

월 3일에 국립공문서관으로부터 내각관방에 송부된 전범재판 관련의 19권 182

개의 문서목록은 일부 국회의원에게만 알려졌을 뿐 아직 일반에게 공표되지 않

았다.

이미 공표된 세 개의 목록은 일본의 ‘액티브 뮤지엄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자료

관(wam)’의 홈페이지에서 목록을 볼 수 있다. wam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면서 

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wam’의 홈페이지　http://wam-peace.org/　

⇒　<‘위안부’를 알아보자>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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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노 담화 발표 이후에 발견된 문서 등> 

⇒　일본군 ‘위안부’ 관련 공문서 페이지로 전환됨.

이 페이지 마지막 부분의 <일본군 ‘위안부’ 관련 공문서 웹사이트를 보시는 분

께>를 클릭

http://wam-peace.org/ianfu-koubunsho/

　↓

<일본군 ‘위안부’ 관련 공문서 웹사이트를 보시는 분께>의 페이지에 각종 목록

의 링크가 붙어있음. 그 아이콘을 클릭하면 목록이 열림. 

http://wam-peace.org/ianfu-koubunsho/intro.html

또한 <일본군 ‘위안부’ 관련 공문서>의 페이지 상단에 있는 <일본정부가 이미 

인정한 공문서 일람>과 <일본정부가 아직 인정하지 않은 공문서 일람>을 통해서 

일본정부가 어느 문서를 수집하 고 어느 문서를 배제시켰는지를 알 수 있다.

<일본정부가 이미 인정한 공문서 일람>　

http://wam-peace.org/ianfu-koubunsho/list/k-all-list.html

<일본정부가 아직 인정하지 않은 공문서 일람>　

http://wam-peace.org/ianfu-koubunsho/list/m-all-list.html

이 일람을 통해서 문서의 원본도 열람할 수 있게 되어있다.

(2) 일본정부가 그은 경계선과 그 붕괴의 시작

일본군 ‘위안부’ 관련문서는 사실의 인정이라는 관점에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

할 수 있다. 하나는 ‘군의 관여’를 인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내각관방이 입수한 

문서이며, 또 하나는 이를 입수할 경우 ‘군의 관여’라는 범위를 넘어 ‘군이 실

시’했다는 점 때문에 법적 책임을 추궁 당하게 될 문서이다. 일본정부는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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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가지 구분에 명확한 경계선을 그어왔다.

그러나 2014년 봄에 개최된 <제12회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아시아연 회의> 이

후 그 경계선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다.

‘군과 정부가 실시’했음을 보여주는 문서 가운데 하나인 ‘ 외시설규정’을 2014

년 4월에 정부는 방위성으로부터 입수했다.23)

2015년 5월에는 국립공문서관이 도쿄재판 자료인 ‘일본해군 점령기간중 네덜란

드령 동인도 서부 보르네오에서의 강제 매음행위에 관한 보고’(폰티아나크 사건 

문서)를 내각관방에 보냈다.24)

폰티아나크 사건 문서에는 “부인들은 철조망을 둘러친 이들 성 위안소에 강제수

용되었습니다”, “위안부를 그만두는 허가는 수비  사령으로부터 받아야 했습니

다”, “해군특별경찰 (특경 )가 각 성 위안소에 위안부가 끊이지 않도록 명령

을 받고 있었습니다” 등의 강제연행 및 위안소의 성노예 상황이 기술되어 있다.

2017년 2월 3일에는 전술의 19권 182개의 문서가 국립공문서관에서 정부로 

송부되었다. 이 문서의 내용에 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같은 해 6월 2일에는 국립국회도서관이 일본군 ‘위안부’ 관련자료로서 『노무조

정령 사무취급관계 통첩집(1)』을 정부에 보냈다. 이 안에는 “○의 요구에 따라 

위안소가 필요한 경우 후생성에 품의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인가한다”라고 

기술되어 있어, 군과 정부가 품의하여 ‘위안부’ 여성의 동원을 실시했음을 확인

할 수 있는 문서이다.

23) 아시아역사자료센터 레퍼런스 코드 C13010769700
24) 아시아역사자료센터 레퍼런스 코드 A08071307600 183매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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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일본정부가 각의결정으로 인정한 19권 182개의 문서에 존재하는 기술

최근 가미 도모코(紙智子) 의원의 질문주의서를 통해 이루어진 ‘기술의 확인’이 

원문과 완전히 일치하는 건 아니었다 하더라도, 각의결정을 거친 답변서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술되어 있습니다”라고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커다란 의

의를 지닌다. 아래에서 ‘완전히 일치하는 기술’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기술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진실은 무엇인지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야 

한다.

이러한 기술에 해 일본정부 부장관보실 심의관은 “개별 자료의 평가는 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보면 강제연행을 직접 드러낼 만한 기술은 눈에 띄지 않는

다”고 말했다.25)

이러한 기술을 확인하고도 “강제연행을 직접 드러낼 만한 기술은 눈에 띄지 않

는다”고 일본정부가 계속 주장한다면, 이는 국제사회에 치부를 계속 드러내는 

처사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문서를 입수 한 후 지금까지 일본정부는 “강제연

행을 드러내는 문서가 없다”는 발언을 공식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 어쩌면 제

로 된 정정은 않은 채 그저 입을 다물고 있기로 작정한 것인지도 모른다.

(1) (정부의 일련번호 29의 3) ‘구이린(桂林) 시민 9명의 (구이린 시내에서의 일

본군 잔학행위) 선서 공술서 광시성(広西省)’에 “거짓조직인원을 이용하여 

공장의 설립을 선전하고 사방에서 여공을 불러모아, 려택문(麗澤門) 밖으로 

끌고가 강박하여 기녀로서 짐승 같은 군 의 음락(淫樂)으로 제공하 다”는 

기술이 포함됨.

(2) 정부의 일련번호 30의 2）브릴러그 페르난의 선서공술서에 “각지에서는 프

랑스인 여자에 한 능욕행위도 약간 행해졌다. 한 부인과 그녀의 14살짜

리 여동생은 강제적으로 몇 주 동안 약 50명의 일본 병사와 뒤섞여 살며 

학 와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 중 한 사람은 발광하고 말았습니다. 그녀들

25) 도쿄신문　2017년 4월 17일(석간), 교도통신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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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후에 둘 다 처형당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중략) 또 다른 몇몇 지

방에서는 원주민 부녀자는 매음행위를 강요당했습니다”라는 기술이 포함됨.

(3) (정부의 일련번호 31의 12） ‘BC급 (네덜란드 재판 관련) 바타비아 재판・
제25호 사건(1명)’의 법무성 면접조사에서 발리섬 해군 제3경비  특별경찰

장에게서 청취한 내용이며, “내가 가장 두려웠던 사건은 위안소 사건이

다. 이는 위안부로서 술라바야 지역에서 네덜란드군 하사관의 아내 5명 외

에 현지인 70명 정도를 발리 섬으로 데려온 사건이다. (중략) 이 외에도 전

시중 전후(前後) 약 4년 동안 200명 정도의 부녀를 위안부로서 오쿠야마

(奥山) 부 의 명령에 따라 발리섬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나는 종전 후 군

수부, 시설부와 강경하게 담판을 지어 약 370 만 엔을 본건의 공작비 명목

으로 받아 각 촌장을　매개하여 주민 회유공작에 사용했다. 이것이 완전히 

효과를 거두었는지 가장 걱정했던 위안소 건은 한 건도 제기가 없었다”는 

기술이 포함됨.

(4) (정부의 일련번호 33의 1） ‘BC급 (네덜란드 재판 관련) 폰티아나크 재

판・제13호 사건(13명)’의 기소장에 “본 피고는 (중략) 특경 가 강제 매음

을 시킬 목적으로 그녀들의 의지에 기초하지 않고 소녀 부인을 납치하는 것

을 묵인했다. (중략) 또한 본 피고는 ○○에 하여 카타방의 소녀 부인 등

을 폰티아나크로 데리고 와서 위안소에 입소 시키도록 명령했다. 그 명령에 

따라 20명의 소녀 부인 등은 자기 의지에 기초하지 않고 (중략) 위안소에 

입소 당하 고 강제적으로 매음부가 되었다”는 기술이 포함됨. 

(정부의 일련번호 33의 3의 2) 이 사건의 판결문에 “제1 피고는 폰티아나

크 경비 장 겸 특경 장으로서 TKT에 의해 범죄행위가 이루어짐을 알면

서도 부분의 경우 이에 스스로 명령을 내렸고(처형 또는 위안소용으로 부

녀를 찾는 일)”라는 기술이 포함됨.

이 판결문에 “최 급의 이러한 야만 행위를 저지르고도 주민을 끊임없이 공

포에 떨게 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여겨, 적(敵)은 부녀자를 위안소에 

넣어 매음을 강요함으로써 범죄를 거듭하 다”는 기술이 포함됨.

(5) (정부의 일련번호 35의 2) ‘BC급(네덜란드 재판 관련) 바타비아 재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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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호 사건 (12명)’ “부녀들을 번갈아 이 수술 에 오르게 하여 가장 검사하

기 편한 자세를 취하게 했다. 이를 바라보고 있던 자가 큰 소리로 웃었다. 

공포와 통증때문에 에서 내려오려 하니, 거칠게 취급 당했다. (중략) 이

때 〇〇의 행동에도 지극히 혐오스러운 면이 있었다. 즉, 그는 담뱃불로 

음모나 퇴부를 태우기도 하면서 다같이 웃음거리로 삼았다. (중략) 세명

의 처자가 실신했는데, 이름은 기억나지 않는다. 이들 세명의 정신을 차리

게 하기 위해 때리기도 하고 큰소리로 고함을 치기도 했다. (중략) 첫째날

인 일요일 오전 중에 이미 18~20명의 손님을 받게 했고, 그후 야간에도 

‘일’이 있었다. 월요일 아침에는 벌써 몇 명의 처자는 일어나지 못했고 걷

지도 못했다. (중략) B자매는 도망치는 것으로 끝이 났다. 단, 그녀들은 화

요일 아침 경찰에 잡혔다. 끌려돌아온 후 그녀들의 옷을 벌거벗겨 빨래집게

를 유두에 끼우고 변소 청소를 하게 하는 바람에 그들은 지나가던 일본인

들에게 모욕당했다”라는 기술이 포함됨.

(6) (정부의 일련번호 35의 36） 앞의 제69호 사건의 판결에 “피고는 (중략) 

부녀자를 억류소에서 연행하여 그를 위안소에 집어넣는 것이 －비록 그것

이 자유의지로 이뤄졌다 해도－ 인도 및 국제조약의 침해위반 행위라고 깨

달을 정도로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중략) (일본인) 스스로가 설치한 억류

소의 비인도적이고 열악한 상황(식량, 숙소)을 이용해 억류소에 있는 사람 

중 지망자를 모집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도의와 인도에 반하는 행위에 해

당하며, 본건의 경우에는 그와 동시에 전쟁 법규 관습에 한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더욱이 ‘병참계 장교’임무도 겸하고 있던 피고는 이러한 계획을 

시인하고 계획작성에 협력하 으며, 뿐만 아니라 본계획이 어떻게 실행되고 

그 결과 개설되는 위안소가 어떻게 경 되는지에 한 감독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인해 범죄행위에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중략) 피고는 

고급장교로서 네덜란드인 부녀자가 일반적으로나 자신의 방침상으로나 일본

인의 위안소에서 위안부로 일하기 위해 억류소를 떠나고 싶어하지는 않을 

것이란 점과, 그러한 일은 기만 내지 폭력을 사용해야 비로소 가능할 것이

란 점을 당연히 알고 있었을 터이다. (중략) 피고 〇〇를 ‘강제 매음을 위

한 부녀자의 연행’, ‘매음 강제’, ‘강간’이라는 범죄행위에 의해 징역 15년

을 판결한다”는 기술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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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부의 일련번호 36의 74) ‘BC급 (네덜란드 재판 관련) 바타비아 재판・
제106호 사건(1명)’의　〇〇중장에 한 판결문에 “다음의 부하가 아래 형

에 처해진 것을 고려하고, 즉

　 １. 강제매춘을 위한 부녀자의 납치, 매춘강제 및 강간죄로 사형

 　２. 강제매춘을 위한 부녀자의 납치, 매춘강제죄로 징역 10년

   ３. 피체포자의 악 우죄로 징역 7년

   ４. 피체포자의 악 우 및 강간죄로 징역 16년

   ５. 강제매춘을 위한 부녀자의 납치로 징역 2년

   6. 매춘강제죄로 징역 20년

   ７. 매춘강제죄로 징역 10년

   ８. 매춘강제죄로 징역 15년

   ９. 매춘강제죄로 징역 7년

   10. 강제매춘을 위한 부녀자의 납치, 매춘강제, 강간죄로 징역 15년

   (중략) 본인의 자유의지에 반하여 기지에서 데리고 온 부녀자를 창가(遊女

屋)에 넣도록 용인했다는 것은 부녀 또는 처자들이 자기의 의지에 반하여 

스마랑의 창가에 들어가야 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〇〇 일당에 한 사건 

심리 때도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그녀들에게는 어떤 조건 하에서도 창가를 

나간다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고 감금 당했다. 위 판결에서 증거가 충분하다

고 인정되고, 본건에서도 위 판결에 기초해 확실한 것으로 보이는 바, 강간 

혹은 악처우 속에서 매춘을 강요당했음이 파악되었다는 이유에서, 동시에 그

의 부하가 범한 ‘매춘강제’ ‘피체포자의 악 우’ 및 ‘강간’이라는 전쟁범죄를 

용인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략) 본 판결의 앞부분

에 기재된 피고인 〇〇에 하여, 기소 사실 중 증거가 불충분한 것에 해

서는 무죄를, 증거가 충분한 것에 해서는 ‘매춘 강제’, ‘강간’, ‘감금한 자

의 악 우’라는 전쟁범죄에 유죄를 선고하여, 이로써 징역 12년 형에 처한

다”는 기술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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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한국 정부의 새 방침

 

올해 1월 9일, 한국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관한 

새 방침을 발표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26)

첫째, 한국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분들의 명예,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

유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한다.

둘째, 이 과정에서 피해자, 관련 단체, 국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면서 

피해자 중심의 조치를 모색한다. 일본 정부가 출연한 ‘화해・치유재단’ 기금 10

억엔은 한국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이 기금의 향후 처리 방안에 해서는 일

본 정부와 협의한다. 화해치유재단의 향후 운 과 관련해서는 해당 부처에서 피

해자, 관련단체, 국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후속조치를 마련한다.

셋째, 피해 당사자들의 의사를 제 로 반 하지 않은 2015년 합의로는 ‘위안부’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할 수 없다.

넷째, 2015년 합의가 양국 간의 공식 합의 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한국

정부는 합의와 관련하여 일본정부에 해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일

본 측이 스스로 국제적인 보편기준에 따라 진실을 있는 그 로 인정하고 피해자

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줄 것을 촉구한

다. 피해 여성들이 한결같이 바라는 것은 자발적이고도 마음이 담긴 사죄이다.

다섯째, 한국 정부는 진실과 원칙에 입각하여 역사문제를 다루어 나간다. 과거

사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한일 양국간 미

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간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피해자 여러분들이 바라는 바를 모두 충족시킨다고는 생

각하지 않는다. 이 점에 하여 깊이 사과드린다. 앞으로도 진지하게 피해자 여

26) 아사히신문　2018년 1월 10일 https://www.asahi.com/articles/ASL194RPYL19UHBI00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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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추가적인 후속조치를 마련해 나가겠다.

이러한 한국 정부의 새 방침에 하여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인 한국정신

문제 책협의회(정 협)는 “’합의가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는 것을 정부가 

정식으로 선언하고 일본정부의 출연금 10억엔을 (한국) 정부 예산으로 부담하겠

다는 방침은 환 하지만, 일본정부의 자발적 조치만을 기 한다는 것은 모순’이

라고 지적하면서 ‘외교문제라는 이유로 법적 책임을 묻지 않고 정부가 할 수 있

는 조치만을 취한다는 태도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합의에 따

라 설립된 위안부 피해자 지원 재단인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요구했다”고 한

다.27)

일본 정부는 이러한 한국의 새 방침에 항의를 표명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를 

둘러싸고 한국 정부가 밝힌 새방침을 밝힌 후 외무성의 가나스기 겐지(金杉憲

治) 아시아 양주 국장은 9일 오후 재일한국 사관의 이희섭 공사를 외무성에 

불러 항의했다.

항의에 앞서 고노 다로(河野太郎) 외상은 ‘한일 합의를 통해 위안부 문제의 최

종적이고도 불가역적 해결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측이 일본 측에 하

여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한다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론하며 한국정부의 

합의 이행을 요구했다.

한국의 강경화 외교 장관은 9일 합의에 하여 일본측에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

겠다고 하는 한편 전 위안부의 명예회복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을 기 한다는 생

각을 밝혔다. 이에 하여 고노씨는 ‘합의는 국가  국가의 약속이며 정권이 

바뀌어도 책임 있게 실시되어야 한다. 합의의 착실한 이행은 국제사회에 한 

양국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본 정부가 전 위안부에 한 지원사업을 위해 출연한 10억엔에 하여 

27) 연합뉴스　2018/01/09 16:39 
http://japanese.yonhapnews.co.kr/relation/2018/01/09/0400000000AJP20180109004700882.HT
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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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측이 정부예산으로 충당할 것이라 발표한 데 하여 고노씨는 ‘발표된 내용 

이상은 아직 알고 있지 못하다’면서 한국 측에 설명을 구할 생각임을 드러냈다.

다만 한국측은 ‘합의에 관해 일본정부에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

어 양 정부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일본정부는 한국측의 향후 응을 

주시할 계획이다.”28)

10.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조속한 해결은 가능

일본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로 작정만 한다면 조속한 해결은 가

능하다. 남아있는 벽은 일본정부가 그러한 의지를 가질 것인가 하는 정책 선택

의 벽에 지나지 않는다.

국제사회에서는 ‘일본이 했다’고 피해자가 고발하고 있는 바를 증명할 자료는 

산더미처럼 발견되고 수집되었다. 일본정부는 이에 해 눈을 감은 채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을 뿐이다.

예를 들면 “새로 발견된 자료 안에 ‘군이나 관헌에 의한 이른바 강제연행을 직

접 드러낼 만한 기술’이 포함된 문서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일본군

이 ‘위안소’를 설치하고 관리 운 하고 있었다는 점도 밝혀졌다. 그리고 그곳 

생활은 그야말로 성노예적인 상황이었고 ‘위안부’ 문제는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이기에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은 일본정부는 책임

을 통감하고 있다. 일본국 내각총리 신이 재차 ‘위안부’로서 수많은 고통을 경

험하고 심신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와 반

성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발표함으로써 해결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

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번에 일본정부가 각의결정으로 ‘위안부’에 한 강

제의 기술을 인정한 의의는 크다.

28) 아사히신문　2018년 1월 9일 18시 48분 
https://www.asahi.com/articles/ASL195PXNL19UTFK01M.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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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차 서술하 듯 안타깝게도 우리 일본정부는 속임수를 써서 있는 것을 없다고 

말하는 터무니없는 정부다. 우리는 그런 정부를 상 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정부에 해 가해사실을 제 로 인정하도록 요구하는 국제사회 활동을 한

층 더 전개해야 하겠고, 동시에 그 일본정부는 선거에서 선택 받은 사람들로 구

성되어 있다는 점도 지적해두고자 한다.

그리고 일본인의 한 사람으로서 일본정부로 하여금 해결의지를 갖게 만드는 활

동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며 보

고를 마친다.

　　　





침화일군남경대학살우난동포기념관 소장 
‘위안부’ 자료의 현황과 전망

류광지엔 (침화일군남경대학살우난동포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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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1990년  “위안부”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을 시작으로 

국제사회로부터 주목받게 됐다. 1996년 유엔인권위원회는 “위안부” 문제를 둘

러싼 전쟁 책임 조사를 시작했으며 일본 정부에 그 책임이 있다는 보고서를 발

표했다. 2007년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회는 ‘“위안부” 결의안(H.Res.121)’을 

발의해 일본 정부에 피해를 입은 국가 및 피해자에 한 사과를 요구했다. 이를 

계기로 한국, 북한, 싱가포르, 네덜란드, 필리핀 등 국가들도 일본 정부에 책임

을 묻기 시작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일관된 태도를 고집하고 있다. 1993년 일본은 고노 담화

(河野談話) 발표를 통해 일본군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위안부” 제도를 운

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2007년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는 “위안부” 동원에 

일본 정부의 관여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며 2012년 재기에 성공해 2차 내각을 

구성한 다음에도 “일본군 “위안부”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일

본 정부가 “위안부” 동원에 참여했다는 증거가 없다” 등의 발언을 했다. 또한 

교과서 수정, “위안부” 소녀상 철거, “위안부” 기록물과 일본군 군율에 관한 기

록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방해 등으로 과거 역사를 부정하려고 했다.

일본 정부가 역사 왜곡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더 설득력이 있는 기록 문서와 증

언, 유적을 찾아 역사 연구, 법적 조사의 토 로 삼아야 일본 역사수정주의자들

의 거짓을 폭로하고 “위안부”의 비참한 역사를 원히 기억할 수 있다. 이것 역

시 “위안부”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장기적인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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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린성 당안관에 보관된 일본의 중국 침략 기록 문서와 발굴 상황 

지린성 당안관에는 십만 권의 일본 침략 기록 문서와 수천 권의 공개 간행물이 

보관돼 있다. 이 기록 문서들은 수백 개에 달하는 일본 군  및 정부 기관, 금

융기관, 국  기업과 괴뢰정권인 위만주국(僞滿洲國)의 각 정부 기관에 소속된 

사람들에 의해 작성됐기 때문에 일본의 침략 역사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

을 한다. 지린성 당안관은 수년간 자료 정리, 발굴, 연구에 매진하고 있으며 필

요에 따라 정보 제공도 한다. 이는 주로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

다.

(1) 기록을 편집 및 출판해 중국 국민에게 공개한다.

1938년~42년 중국 동북지역에서 벌어진 항일 운동의 진압과 동북 각 급 당 

조직 및 동북항일연군의 항일 투쟁을 기록한 <동북 항일운동 개황(東北抗日運動

槪況)>을 출판했다.

<푸이 궁정 활동 기록(溥儀宮庭活動錄)>을 편집해 푸이의 위만주국 집권 상황을 

밝혀냈다.

<완바오산 사건(萬寶山事件)> 사료집(史料集)을 만들어 만주사변의 계기 던 완

바오산 사건의 전말, 사회적 향 및 역사적 향을 폭로했다.

<관동군 문건집(關東軍文件集)>을 출판해 일본 관동군의 중국 침략 역사를 밝혀

냈다.

<역사에서 배워라—사진으로 보는 일본 위만주국>을 출판해 위만주국을 통한 

일본 식민지배의 역사를 폭로했다.

<731 범행 확증> 사료집과 <‘특별이송연구’—중국을 침략한 일본 731부 의 인

체실험 상>을 출판해 관동 헌병 가 731부 에 특별 이송한 277명의 인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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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상자 명단, 헌병  명령 및 보고서 등의 문서를 공개했다. 이를 통해 일부 

유가족은 실종된 가족의 행방을 찾아내기도 했다.

소장된 기록을 토 로 연구한 학술 성과를 모아 <당안지린(檔案吉林, 상하권)>

을 출판했다.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연행, 731부 로의 특별이송, 난징 학살, 관동군 노

예, 중국 군인 및 일반인을 상으로 한 폭행, 중국 동북 지역 침략, 미 전쟁 

포로 학 , 동북항일연군 진압과 우정 검열 월보(郵政檢閱月報)에 기록된 일본

군의 만행, 폭격 계획, 벨라루스와의 극동 침략 비  계획 및 세균전 등의 내용

을 담은 <철증여산(鐵證如山: 변치 않는 증거)> 시리즈를 출판했다.

(2) 매체, 전시회를 통해 중국 침략 기록 문서에 대한 최신 연구성과를 발표한다.

매체를 통해 관련 기록 문서를 공개했다. 2014년 지린성 당안관은 중국 및 해

외 언론과 네 차례의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의 중국 침략 증거 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중국 중앙방송국, 광밍망(光明網), 런민망(人民網), 봉황망(鳳凰網)과 수많

은 외국 매체가 관련 보도를 냈다.

기록 문서 전시에도 공을 많이 들 다. ‘중국을 침략한 일본군의 화학전과 세균

전 만행 사진전’, ‘백산송수 호기장존(白山松水 浩氣長存)—지린성 중국 인민 항

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전 70주년 사료(史料) 사진전’, ‘철증여산(鐵

證如山)—지린성 당안관 소장 일본의 중국 침략 기록 문서 전시회’와 ‘명기역사 

경종장명(銘記歷史 警鐘長鳴)—지린성 국방교육 기록 문서 사진전’ 등을 개최  

했다. 

또한, 지린성 당안(기록) 정보사이트를 통해 새로 발굴된 중국 침략 기록 문서

의 전시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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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학 기술을 바탕으로 외부 기관과 함께 기록 문서 데이터를 만든다.

2014년 2월 ‘지린성 당안관에 소장된 일본의 중국 침략 기록 문서 정리 및 연

구’라는 제목으로 중국의 기록 문서 정리 역사상 처음으로 국가 사회과학 기금

으로부터 중  프로젝트 연구를 허가받았다. 프로젝트 연구팀은 지린성 당안관 

연구진이 주축이 되고, 중국사회과학원(中國社會科學院), 베이징 학(北京大學), 

난카이 학(南開大學), 상하이사범 학(上海師範大學), 지린 학(吉林大學), 둥베

이사범 학(東北師範大學) 등 교육기관에서 20여 명의 전문가를 고문으로 초빙

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2017년 완료됐다. 

최근 지린성 당안관은 지린 학과 함께 일본의 중국 침략 역사 연구 센터를 설

립했다. 이 연구 센터는 교육부의 철학, 사회 및 과학 관련 중  연구 프로젝트

인 ‘지린성이 새로 발굴한 일본의 중국 침략 기록 문서에서의 중  범행 연구’

를 담당하고 지린성 당안관 50여 명의 직원이 11개 관련 과제 연구에 참여  

했다.

(4) 다큐멘터리를 통해 기록 문서 내용을 공개한다.

역사 그 로를 보여주기 위해 지린성 당안관은 731 세균부  관련 기록을 토

로 형 다큐멘터리 <세기 죄악(世紀罪惡)—관동군 헌병 의 비  기록 추적>을 

계획했으며 지린성 당안관, CTV 리잉사무실(中視李膺工作室), 창춘 화집단(長

春映畵集團) 유한책임회사가 공동 참여했다. 해당 다큐멘터리는 지린성 당안관

의 소장 기록 문서를 바탕으로 77명의 일본군 세균전 피해자와 731 세균부  

인체실험 상자 유가족을 찾아가 인터뷰하며 731 세균부 가 감행한 살아있는 

신체 해부 및 세균실험의 잔인한 범행을 밝혀낸다.

위에 언급한 일본의 중국 침략 관련 자료는 사학연구 및 사회적 활용에 소중한 

재산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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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장돼 있는 일본군 “위안부” 기록 문서에 대한 연구 및 사고

2014년 4월 지린성 당안관이 중국 국민에게 25건의 “위안부” 관련 기록 문서

를 공개했다. 해당 기록 문서는 일본군이 직접 작성한 자료이며, 일본 정부가 

국가총동원법으로 한반도 여성을 “위안부”로 강제 연행했다는 것, 일본군이 부

 명의로 “위안부” 자금을 청구했다는 것, 일본군이 난징을 점령한 후 여러 군

데에 위안소를 설립했다는 것, 여성의 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수 차례의 

성행위를 강요했다는 것, 그리고 “위안부”를 학 했다는 사실들을 폭로해 국제

사회의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 후 지린성 당안관은 자료 정리에 박차를 가해 일본군 “위안부”를 포함한 일

본의 중국 침략 관련 기록 문서 연구에서 큰 진전을 거두었다. 지금까지 새로 

발견한 “위안부” 관련 기록은 8건이며 한국, 일본, 만에서도 “위안부” 관련 

자료 24건 입수했다. 이처럼 새로 발견된 기록 및 전면 공개하지 않은 기록이 

당시 일본군의 비인도적 범행을 증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다.

우선, 새로 발견된 “위안부” 기록은 기존 “위안부” 관련 문제 연구에 든든한 뒷

받침이 됐다.

당시 일본군은 군 기강 해이, 강간 행위로 인한 국가 및 군  이미지 하락과 

성매매로 인한 전염병 확산 및 전투력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위안부” 제도를 

만들었다는 연구 결과가 가장 보편적이다. 지린성 당안관이 최근 몇 년간 발굴

한 기록 문서들은 역사학계의 이러한 연구 결과에 한층 더 실증적인 증거를 제

시했다.

지린성 당안관이 발굴한 기록 문서 중 1935년 각 일본 헌병 가 관동군사령관

에 보고한 <만주 일본군 장교와 군인의 군기 현황>이라는 보고서가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관동군 지휘기관이 만주 군부 의 군 기강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1933년 10월 19일 관동 헌병 에 제1005호 문건을 발령해 지정된 형식

에 따라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명령한 바 있다. 또한 보고서 제출 

명령은 상당 기간 유지돼 있었다는 것을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1935년 하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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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헌병 (哈爾濱憲兵隊), 펑톈 헌병 (奉天憲兵隊), 치치하얼 헌병 (齊齊哈爾

憲兵隊), 신징 헌병 (新京憲兵隊), 청더 헌병 (承德憲兵隊), 옌지 헌병 (延吉

憲兵隊)가 제출한 보고서에는 관할 지역 내 일본군이 기율이 산만하고 여성 강

간 등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기록돼 있다. 보고서에서 군 기강 해이의 원인을 

분석한 부분을 보면, 펑톈(奉天) 헌병 를 제외한 나머지 헌병  모두 그 원인 

중 하나로 위락시설 부족을 꼽았다. 이에 따라, 관동군헌병 는 관동군사령부에 

‘위락시설 증가’ 동의(動議)를 제출했다. 당시 헌병 가 제의해 설치하려던 ‘위락

시설’이 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문건이 명시하지 않아 이를 위안소라고 추정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이 시기에 관동군헌병 는 관동군 군기 해이가 나

쁜 영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에서, ‘위락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군인들

의 성폭력범죄 문제를 해결할 것을 관동군에 건의하기 시작했다. 이는 관동군이 

‘위안부’제도를 끌어들인 동기와 배경을 연구하는 데 새로운 근거를 제시했다.

둘째, 최근 발굴한 “위안부” 기록문서는 이미 공개된 “위안부” 사료의 문헌 유

형을 확 하고 인식의 깊이를 더해 전문연구의 시야를 넓혀주었다.

지린성 당안관에서 최근 발굴한 “위안부” 기록 문헌은 일본군이 자신을 위해 만

든 것이다. 일본군이 여러 지역에 광범위하게 위안소를 설치했다고 솔직히 기록

한 사료와, 관동군만의 특징이 담긴 일부 “위안부” 기록문서는 기존에 발굴된 

“위안부” 문헌 자료의 유형에 한 인식을 새로이 했고 “위안부” 기록연구의 시

야를 넓혔다.

① 일본군의 한반도 “위안부” 강제 징용에 관해 새로 발굴한 기록

지린성 당안관에서 새로 발굴한 기록문서 한 부에는 한반도에서 중국 둥베이(東

北) 둥안현(東安县)으로 온 어느 조선인의 언행이 기록되어 있다. 둥베이로 오

기 전에 이 조선인은 조선총독부가 각 면(面∙마을)에서 “위안부”를 만주로 모집

해오라고 명령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모집이 순탄치 않자 순결한 소녀들을 “위

안부”로 공출하라며 강제로 요구했다. 헌병이 관동군에 보고한 본 보고서에서 

이 사건을 ‘헌병 소식, 정확도A’라고 명기했다. 또한, 헌병 의 처리 결과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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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사건의 유포를 금지하며, 당사자는 엄격히 훈계하고 행방을 감시하라’고 되

어있다.

조선에서 일본군이 행한 “위안부” 모집 방식 문제에 해 자료에는 이렇게 기재

되어 있다. 한 기자가 하라젠시로오(原善四郎) 전 관동군 후방 소장 참모와 인

터뷰한 적이 있는데 그의 답변은 ‘조선총독부총무국을 믿고 진행했다’는 것이었

다.1) 이를 보면, 앞서 말한 보고서에서 해당 조선인의 증언이 거짓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새롭게 발굴한 이 기록문서는 일본 정부가 조선인 “위안부” 

강제징용에 관여했다는 새로운 증거를 제공한다.

② 관동군헌병 의 ‘개척단(開拓團) 위안소’ 설치 허가에 관해 새로 발굴한 기록

새로 발굴한 한 기록문서에 따르면, ‘개척단원’이 군인 가족을 사칭해 군 위안

소에 출입할 경우 군 에 미칠 잠재적 위험을 방지하고 개척단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관동군헌병 가 ‘하이라얼(海拉尔) 만주 개척의용 ’의 한 지부가 다른 

지부들을 모방해 ‘개척단 위안소’를 개설하도록 허가했고, 이를 관동군에 보고

했다고 나와있다.

만주사변 이후 중국 둥베이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전락했다는 사실은 이

미 잘 알려져 있다. 이 지역을 영원히 점거하기 위해 일본 육군성, 척무성(拓務

省), 관동군은 공동으로 둥베이로의 이민 침략계획을 세웠다. 7·7사변(루거우

차오·盧溝橋 사건) 이후 일본이 중국 침략전쟁을 확 하기 위해 청장년층 농민

을 거 징집했기에 이민자 수가 크게 부족했다. 일본 이민이라는 ‘국가 전략’

를 추진하기 위해 1937년 11월 30일 고노에 후미마로 내각은 첫 번째 각의(閣

議) 결정을 통해, 장년층 이민을 청소년으로 체하고 ‘만몽개척청소년의용군(满
蒙開拓青少年義勇軍)’의 이민 모델을 만들었다. 하지만 일본 청소년들이 둥베이

지역의 기후와 풍토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데다 엄격한 군사훈련까지 더해져 

매우 견디기 힘들어 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개간병’을 앓게 되었다. 결국 

1) 예차오(野草), 위셩(雨生)：『철제 편자 아래의 “위안부” (铁蹄下的军妓)』，P181-182，
『일제 종군“위안부” 강제징용 범행록(日帝强征从军慰安妇罪行录)』，양자오취엔(杨昭全) 편
집，1998年，P613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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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베이 각지 훈련소마다 자살, 도주, 무력 다툼 등 폭력사건이 만연하게 되었

다.2) 군인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고자 일본당국은 1940년부터 ‘ 륙 신부’ 정책

을 펴기 시작했다. 일본의 젊은 여성들을 데려다 척무훈련소에서 집중훈련을 거

친 후 단체로 의용군 개척단원들에게 시집을 보냈다.3) 하지만 이 조치만으로 

만주에 이민 온 의용 원들의 실질적인 수요를 완벽하게 충족시킬 수는 없었다. 

‘개척단 위안소’는 이런 배경에서 태어난 산물일 것이다. 척무성은 일본 정부를 

표해 만주 이민업무를 담당하는 정책결정 기관이다. 재만(在滿)이민단은 처음

부터 끝까지 척무성의 조직적 지도 감독이 따르게 된다. ‘개척단 위안소’ 설립

은 사실상 일본정부가 직접 관여한 결과이다. 

이 기록문서를 보면, 관동군 “위안부”제도와 일본 이민정책 보호라는 관점에서 

출발해 관동군헌병 가 개척의용 의 ‘개척단 위안소’ 설치를 적극적으로 지지

한다. ‘개척단 위안소’ 설립은, 일본의 이민침략 국가전략상 일본군 “위안부”제

도가 더욱 확장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번 문서의 발견은 일본군 “위

안부”제도와 일본의 외확장국가전략과의 관계를 연구하고, 광범위하고 심도 

있게 일본군 “위안부”제도가 가진 죄악의 실체와 피해를 폭로하는 데 새로운 문

헌근거와 연구경로를 제시했다.  

③ 일본 군인 가족의 위안소 공정(公定)요금 이용에 관해 새로 발굴한 기록

지린성 당안관에서 새로 발굴한 기록문서 중에는 일본군인이 위안소 유흥 시 

사용한 면세표(免稅票) 문제가 언급돼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1992년 일본 사회당의 시미즈 스미코(清水澄子) 의원이 

“위안부” 문제를 조사했을 때 구(舊)군 인사처에서 전 주군사령부에서 발행한 

특별 매전세(賣錢稅) 면제표특별 매전세(賣錢稅) 면제표로 특별 매전세(賣錢稅) 

면제표로 특별 매전세(賣錢稅) 면제표로 를 손에 넣은 적이 있다. 일본 잡지 

<阿拉格>의 보도에 따르면, 이런 특별 매전세 면제표는 만주 스먼즈(石門子) 

2) 『만주개척사(满洲开拓史)』 P302 참조.
3) 왕청리(王承礼) 편집 『중국동북함락14년사 개요(中国东北沦陷十四年史纲要)』 P357. 중국대백

과전서출판사(中国大百科全书出版社) 199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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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부 에서 사용했던 것이다. 이런 면세표를 가지고 있으면 1엔 50전 하는 

위안소 이용요금이 1엔으로 할인되어 비용이 30% 정도 줄어든다. 

2014년 지린성 당안관에서 공개한 헤이허(黑河)에 주둔하던 일본 사병의 서신

에는, 군인들의 군 직속 위안소 유흥비 할인현상을 언급하고 있다. 

   “(전략) 끝없이 펼쳐진 북만주 광야에서 유일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육군

관사 한 구석에 동서방향으로 설치된 위안소이다. (중략) 할인된후의공정요

금이기때문에, (현역이 아닌)임금 근로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 쿠폰도 직권

남용으로 인해 장교만이 독차지한다.” 

우리는 이 기록문서의 분석을 통해 두 가지 역사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

째, 위안소 유흥비 할인 특혜가 군인들의 전유물이었다는 것이고, 둘째, 군인의 

계급에 따라 특혜 혜택에 차등이 있었다는 것이다. 

유흥비 세금공제 문제에 관해, 1941년 관동군 참모부와 만주국은 「재만일본육

군장병의 만주국 과세 면제에 관한 건」(관참만 발행3360호)를 공동으로 제

정·발표하였다.4) 이 문건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특별영업세(유흥음식

세)는 개인의 소비이며, 군 는 종전에 만주국의 국가 재정과 법률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의 세금을 줄곧 납부해왔다. 시국상황에 따라, 일본과 만주국

의 공동방위를 고려하여 만주국은 ‘수납을 호의적으로 사절한다’. 이에 따라, 

1941년 9월 1일부터 만주에 주재하거나 새로 파견 온 일본 육군군인, 군인가

족의 세금이 면제되었다. 1941년은 바로 일본군이 ‘관특연(관동군특종연습)’을 

실시하고, 관동군이 “위안부”제도를 수립한 해이다. 만주국은 이 결정적인 시기

에 관동군에게 ‘호의적으로’ 정책지원을 제공했던 것이다. 일본육군성의「육지

일기(陸支密大日記)」제6호「소집단 특무부 월보(召集團特務部月報)」(1940

년 4월) 에는 “위안소에 한 세금수입은 군 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 재원이다”

라고 기재돼있다.5) 이 논리 로 보면, 만주국 국경 내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소

4) 관동군 참모장: 「재만일본육군장병의 만주국 과세 면제에 관한 건(关于免除在满日本陆军将兵
向满洲国课税之件)」，소화(昭和)16년（1941년）8월19일，「관동군헌병대 복무명령집(关东宪
兵队服务令达集)」 제1권에 수록，1942년8월，제8류，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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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군인들이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한다면 그 세수 역시 관동군 자신의 호

주머니에 들어갈 것이다.  

④ “위안부”와 일본군 군기관리에 관해 새로 발굴한 기록

얼마 전 일본정부는 일본군이 ‘합법적으로 “위안부” 시설을 운영’했다는 ‘“위안

부”과 일본군 군기 관련 기록물’이란 제목으로 유엔에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신

청했다. 그러나 지린성 당안관이 발굴한 수많은 ‘일본군 군기’기록문서를 보면, 

일본군 “위안부”제도 아래서 일본헌병 가 군인의 위안소 이용기율을 관리했다

는 것이, 일본군인들의 위안소 이용 및 “위안부”에게 저지른 성(性)노역 등 반

인도적 범죄에 한 징계와 제재를 가했다는 의미가 결코 아님이 증명된다. 일

본군이 군인의 “위안부” 기율위반 사건을 처리할 때, “위안부”의 생명∙안전 보

장과 같은 기본인권의 측면에서 범법 군인에게 책임을 물은 적은 없다. 항상 군

기 유지조례 위반, 군영근무시간규정 위반 등을 적용하여, 군인의 일상관리 

질서를 벗어나 위안소 규정을 부당하게 이용한 행위로 처리하였다. 따라서 이런 

조치는 헌병 가 단지 군의 기강해이, 군사기  누설, 군심 동요, 민중의 반향 

등을 방지하는 데만 주안점을 두고 실시한 군인 기율위반 관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 

지린성 당안관에서 새로 발굴한 기록문서 중, 헌병 가 어느 현역군인 하사관과 

“위안부”가 동반 자살하려 했던 사건을 처리한 기록은 위의 관점을 잘 설명해준

다. 략적으로 보면, 해당 일본군 하사관이 근무규정을 자주 위반하고 위안소

를 드나들다 임질에 걸려 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성병을 치료할 약물을 구하

기 쉽지 않자 절망에 빠져서 결국 성병을 옮긴, 그와 사귀던 “위안부”와 함께 

자살하기로 약속한다. 결론적으로 “위안부”는 하사관의 도움으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지만, 하사관은 자살 미수에 그친다. 이런 사건의 처리에서 우리가 목격

한 헌병 의 관심사는, 놀랍게도 군인이 잔인한 방법으로 동반 자살하려던 여자

를 살해한 사건 자체가 아니라, 이 헌병의 행위가 군 기강에 가져온 부정적 영

5) 원문출처 <조선시보(朝鲜时报)>，1992년4월12일， 『일제 종군“위안부” 강제징용 범행록(日帝
强征从军慰安妇罪行录)』，양자오취엔(杨昭全) 편집，1998년，P27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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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이었다. 이 기록문서를 통해 우리는 역사의 사실에서 ‘“위안부”와 일본군 군

기관리’가 어떠한 불법적 상태에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위에서 말한 로, 일본군 “위안부”제도의 반인도적 역사의 실상은 기록 문헌의 

발굴과 각종 실증조사가 진전됨에 따라 역사의 진상을 향해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앞으로 학계연구든 법률소송이든 시민운동이든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

재 신청이든 기록 문헌은 언제나 중요한 각도에서 강력한 역사 증명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기록 문헌의 지속적인 발굴은 여전히 “위안부” 연구를 심화시키

는 중요한 업무이자 장기적인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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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거의 일본군 ‘위안부’ 자료 수집 상황 

○ 미국 아카이브 소장 위안부 자료는 이미 1990년  중반에 재미사학자 방선

주 박사로부터 국사편찬위원회가 량 수집하여 공간한 바 있음.1) 

○ 그러나 이 문서들은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고 연구 상으로 이용 되지 못함.

○ 영문 ‘위안부’ 자료는 언론을 통해 공개되거나, 하야시 히로후미(林博史) 등

의 연구자에 의해서 발굴된 것을 제외하고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여도 

본격적으로 조사되지 못함. 

○ 영문 자료 조사가 진행되지 못한 이유 : ① 영문 자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

지 않음, ② 조사 전문 인력이 소수, ③ 외국 출장에 소요되는 예산 문제 등 

○ Interagency Working Group(IWG)은 위안부 자료가 거의 없거나,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2)

1) 國史編纂委員會, 韓國獨立運動史  資料28 臨政篇 ⅩⅢ, 1995. 이 간행물은 현재 국편 전자도

서관에서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다. 

http://library.history.go.kr/dhrs/dhrsXIFViewer.jsp?system=dlidb&id=000000093112 를 참조. 

2) Nazi War Crimes and Japanese Imperial Government Records Interagency Working Group, 

2006, Researching Japanese War Crimes : Introductory Essays, Washington, DC p.60, 80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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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문 ‘위안부’ 자료 발굴 방식의 발전

○ 최근 몇 년간 한국 자료조사팀들이 발굴한 영문 문서는 이미 수백 점이 넘

는 분량. 이런 수집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동력은 수년간에 걸친 관심과 일

관된 자료 추적 

   a) 최근의 위안부 자료 조사는 ‘위안부’를 언급한 개별 문서 발굴에서 벗어

나, 문서 분류 체계에 근거한 체계적인 자료조사 방식을 통해 수집

      - 旣발굴문서에서 실마리를 얻고, 주변 문서로 조사가 확 . 곧이어 관

련 주제 주제로 2차 확산

      - Record Group, Series 단위의 문서 분류 체계와 내용을 파악하고, 

찾고자 하는 문서를 타켓팅(Targeting) 하는 방식이 사용

      - 해당 문서만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관련 문서 일괄 수집(문서의 

맥락 파악)

   b) 위안소 개별 문서로부터 시작하여 관련 조직의 업무 내용과 관련한 인물

을 조사해나가는 확  조사·수집 방식을 달성

      - 위안부 문서를 가장 많이 생산한 연합군 번역통역부(Allied Tran- 

slator and Interpreter Section, ATIS) 조직에 한 이해를 통해, 

위안부 문서 생산의 의도와 목적을 이해 

      - 일본인 二世(Nisei) 통역정보관에 한 자료 추적, 개별 인물 추적

      - 위안부의 생활 조건과 생존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중국 松山

(Sungshan), 騰衝(Tengchung), 버마 미치나(Myitkyina) 등 위안부

와 관련된 개별 전투사에 한 연구

      - 일본군(부  배치, 각부 의 특징, 지휘관 등)에 한 연구

   c) 문서 출처 등을 명확히 밝힘으로써 사용자의 확 와 문서에 한 신뢰성

을 높임.

      - 기존에는 문서 출처를 밝히지 않거나 불명확하여, 문서를 신뢰하기 힘

들고 연구에 활용하기 어려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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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새로운 자료발굴은 관심 영역이 확 와 접한 관련을 가짐. 위안부 자

료는 ‘없는 것이 아니라 찾지 않은 것’이며, 지금보다는 더 많은 문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기 .3) 

3. 아카이빙 문제

a) 위안부 다큐멘테이션의 범위 : 공문서, 증언, 소송기록, 시민단체 활동기록 

등 다양한 문서와 구술, 사진, 동영상 자료를 포괄

b) 이 모든 기록을 한 군데 집적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각 기관

의 전문 분야가 상이하고, 자료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 더 중요한 일은 이

용자가 기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주고 시스템을 구

축하는 것. 

c) 태평양전쟁기 생산된 공문서 등의 기록은 추가 발굴이 필요한 영역이며, 지

금보다는 더 많은 문서가 발굴될 수 있음. 물론, 이 문서들이 제공하는 정보

는 종합적이라기보다는 파편적일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음. 

d) 증언, 소송 기록, 활동 기록 등은 현재 생산되고 있는 기록으로 위안부의 진

상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기록임. 즉, 위안부 문제는 과거 문서를 통해 저

절로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운동을 통해 그 진실을 밝혀가

는 운동으로서의 의미를 가짐. 자료 또한 어떤 결정적 자료가 ‘단독으로 완

결성을 갖는’ 것이라기보다는, 제국, 식민지, 전쟁, 인권, 전쟁범죄 등의 주

제와 연관하여 폭넓게 사고할 필요가 있음. 

3) 위안부 관련 자료를 다수 소장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네덜란드, 호주 등지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 

수집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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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수집과 연구

○ 자료 수집은 연구 성과를 토 로 진행되고, 수집된 자료는 새로운 연구 주

제와 영역을 탄생시키는 역할.

○ 발굴된 중요 문서가 거의 주목받지 못하고 있고, 위안부를 다른 분야와 연

관시키는 횡단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4)

○ 위안부 자료 수집과 연구의 시차

4) 위안부에 대한 가장 종합적인 보고서라 평가받는 ATIS Research Report No. 120, Amenities in 

the Japanese Armed Forces, 생존 위안부 20여명을 인터뷰하여 미국  Office of War 

Information이 작성한 Prisoner of War Interrogation Report No. 49도 지금에 이르기까지 단일 

연구논문으로 발표된 바가 없다. 



<일본군‘위안부’ 자료의 현재와 미래>
토론문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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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군‘위안부’ 자료 발굴은 공동작업 

○ 1990년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제기된 이후 많은 연구자와 활동가들의 노력

에 의해 일본군‘위안부’의 역사적 사실을 밝히는 자료가 발굴됨.

  -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 자료관(wam)’은 홈페이지에 지금까지 발굴된 967

건의 자료(일본 정부 인정문서 521건 포함) 목록과 원본을 올려놓음.

○ 역사연구가 그렇듯  일본군‘위안부’ 자료 발굴은 선행 연구와 자료 발굴 성

과를 토 로 하고 있고 발굴 성과를 공유하게 된다는 점에서 공동의 작업이

라 할 수 있음. 따라서 새로운 작업의 의의를 선행 작업과의 관계에서 명확

하게 해나갈 필요가 있음.

  - 일본군‘위안부’ 자료 발굴은 학문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운

동과 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더 그러함.

  -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 자료관(wam)’이 홈페이지를 통해 새로 발굴된 자

료를 공유할 수 있는 틀을 만든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음.

○ 최근 발굴된 자료들은 구체적인 ‘위안부’ 피해실태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

의가 있음. 학술 논문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발표를 통해 ‘위안부’ 피해

실태와 역사적 사실을 알리고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새로운 발굴된 자료는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지만 이러한 자료가 일본군

‘위안부’ 연구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명확하게 하는 작업도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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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린성 당안관과 서울시에서 하는 다양한 작업들은 이러한 점에서 의의  

가 큼.

2. 역사적 사실과 피해자 인권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개인에 관한 자료는 ‘위안소’와 ‘위안부’ 피해 실태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자료인 동시에 피해자 인권(개인정보)과 관련되

어 있다는 점에서 논문을 작성하거나 다양한 형태로 발표할 때 어떻게 다루

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고 기준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일본군‘위안부’ 자료의 현재와 미래”에 
관한 토론문

박정애 (동국대 대외교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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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가 없다고는 하지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계 역사자료는 프로젝트나 연

구용역 등을 통해 꽤 집중해서 이루어진 편이다. 역사학을 전공하는 입장에서 

볼 때에도 역사학의 여느 주제에 비해 자료를 조사하고 수집하고 정리할 수 있

는 기회도 많았고, 공동작업의 경우도 많았으며, 그 결과 성과도 꽤 있었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자료수집이나 공유, 이를 통한 문제 해결의 차원에서 국제연

의 기회도 꾸준히 있어왔던 분야이기 때문에 중국이나 일본, 그 밖의 전쟁 피

해지역의 연구자, 활동가들의 노력의 결과를 자주 접할 수 있기도 하고 그 도움

을 받을 수 있기도 했다. 문제는 산발적으로 소개된 자료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체계화하여 이후 단계의 연구와 중화로 도약하느냐 인데, 오늘 자리에서 이 

주제에 한 진지한 논의들이 전개되어 반갑다. 기간행된 자료집과 발간을 앞두

고 있는 자료집들에 한 성실하고 치열한 분석, 이를 토 로 한 토론, 그리고 

번역 해제 사업을 통한 국제연 의 활성화 및 중화가 우리 앞에 새로운 현안

으로 놓인 것 같다. 각국에서 고민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아카이브화 사업도 그 

일환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사회적으로는 일본의 일본군‘위안부’제도의 가해책임을 입증할 자료의 발굴이 

더욱 필요한 것처럼 얘기되고 있지만, 그러한 자료는 이미 충분하다고 본다. 이

미 소개된 자료들을 통해서도 위안소를 설치하고 ‘위안부’를 동원·통제하고 인

권을 유린했던 일본정부 및 일본군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일본은 이 책임을 

인정한 위에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배경, 피해실태, 지속되고 있는 피해의 진상

을 성실하게 규명하고 진정한 사죄를 해야 한다. 더불어 가부장제 사회에 휩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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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살면서 여성의 욕망, 감정, 경험을 무시하고 가르치고 이용하고 때로는 단죄

했던 우리들의 역사를 성찰하고 끊어내야 한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미투 및 위드 운동도 궁극적으로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닿아있다고 생

각한다. 회피와 책임전가와 자기타협을 버리고 문제의 직시만이 새로운 패러다

임의 사회로 갈 수 있는 방법이다.

일본군‘위안부’ 문제 자료에 한 관점과 그 범주 또한 더욱 확장할 필요가 있

다. 시기마다 지역마다 달랐던 ‘위안부’ 피해실태를 드러내고 그 안의 ‘사람’의 

이야기를 복원하기 위해 자료의 조사와 재구성이 필요하다. 이는 ‘위안소’, ‘위

안부’라는 검색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는 불가능한 이야기다. 기존의 일본군

‘위안부’를 둘러싼 개념과 정의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참고하여 다양한 실

태를 드러내고 새롭게 개념과 정의를 제시해가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자료를 생산하고 정리하고 역사화 하는데 노력해야할 필요가 있

다. 가족친척 이웃 등 피해자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브로커-관리인-업주-일

본군 등 이용자-그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피해자와 연구자와 활동가들의 이야

기 등은 그 청산 노력이 가부장적이거나 소극적이어서 지속되고 있는 과거사의 

이야기이며 변태를 거듭하며 파생되고 있는 고통이 이야기이고, 이를 극복하고

자 시행착오를 겪으며 애를 쓰고 있는 과정의 이야기이다. 그리고 사람들의 이

야기인만큼 복잡다단하고 입체적이며 두텁다. 이들의 이야기를 책이나 영상 콘

텐츠로 담아내면서 분노와 영웅담만이 가득한 박제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

의 현재의 삶과 관계, 사회의 방향을 사유하고 다시 ‘위안부’ 피해의 이야기를 

독해할 수 있는 살아있는 자료로서 구성하고 정리하고 공개하기 위해 많은 토

론과 시도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료를 공개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와 인권을 보호해 줘

야한다는 당연한 전제를 어떤 방식과 수위로 실현해야 하는지 토론하고 싶다. 

‘개인정보의 보호’라는 명분은 때때로 자료를 독점하고 은폐하는 데 활용되기도 

한다. 나 또한 작년에 ‘위안부’ 관계 명부에 관한 논문을 쓰면서 명부 속의 이

름을 전부 익명화 처리하다가 자료를 독점화하고 연구자들에게 내 논문을 검증

할 수 있는 기회 또 다른 연구자들이 나의 논문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뺏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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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기분이 들어 전부 실명을 밝힌 바가 있다. 그렇다 해도 마음의 부담은 여

전히 남아 있다. 공개 여부를 당사자에게 묻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시기적으로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무엇보다 익명화한 자료 공개 방식

으로는 당사자를 찾을 수 있는 기회조차 얻을 수 없다. 또 일본군이 ‘기념’으로 

찍은 ‘위안부’에 한 사진 등은 사진 찍은 자의 관점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

기 때문에 공개 되었을 때 그 의도와 상관없이 선정적으로, 또는 가부장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우리가 전시나 영상 콘텐츠 등을 생산할 때 어떤 자료를 취사

선택할 것인가. 여전히 피해자의 입장보다 정치적이고 가부장적이고 자본주의적

인 입장이 앞서고 있는 이 사회에 응하여 ‘안전한 이미지’와 자료만을 공개할 

것인지, 문제 인식의 확장과 새로운 단계의 도약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일 필요

가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 



                   



일본군 ‘위안부’ 자료 아카이브,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전갑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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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카이브 시작 : 자료 수집에서 목록화     

오늘 국제학술회의에서 주제는 지금까지 국내외 일본군 ‘위안부’ 관련 자료수집

과 아카이브(Archives) 또는 아카이빙(Archiving) 현황이라고 하겠다. 국내에

서 자료 수집은 피해자들의 육성을 통한 구술채록이었다. 피해자 김학순 할머니

의 증언 뒤, 몇 년 동안 여러 피해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피해 사실들을 고발하거

나 가해자 사과·처벌, 자료 공개 등을 요구했다. 피해자들을 지원한 정 협 및 

부설 연구소 여성과 인권센터의 ‘위안부’ 증언집과 개별 연구자들의 구술채록

집1), 정진성 외의 국외자료조사연구, 고려  민족문화연구원 한국사연구소의 

‘위안부’ 관련 문헌자료집, 방선주의 미군 자료 중 미얀마·태평양지역 일본군 

포로신문2) 등이 있다. 그 외에도 일본 연구자들이 조선인 ‘위안부’ 피해자들을 

구술한 여러 증언집을 내었다.3) 국내외 실태조사는 강제동원피해조사위4)와 개

별 연구자의 국외거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실태조사5), 여성가족부에서 실시

1) 伊藤孝司 편, 張昌鍾 역, 『종군위안부:남북 종군위안부 27인의 증언』, 눈빛, 1997 ; 강용권, 
『강제징병자와 종군위안부의 증언』, 해와달, 2000 ; 기독살림여성회, 『전북지역 일본군 ‘위
안부’ 생존자의 이야기』, 봉천출판사, 2004.

2) 방선주, 「일본군 ‘위안부’의 귀환: 중간보고」, 『일본군 ‘위안부’문제의 진상』, 역사비평사, 
1997.

3) 동북아역사재단,『한일 역사현안 관련 일본군 ‘위안부’ 연구논저 목록·상』, 2009, 256~481쪽.

4) 대일항재기강제동원피해조서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전시하 일본지역의 ‘기업위안
소’와 조선인 ‘기업위안부’에 대한 진상조사-홋카이도와 규슈 지역을 중심으로-』, 2011년.

5) 강정숙, 『국외거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실태조사』, 여성부,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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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2015∼216년 경남지역 지표조사6) 등이 있다. 이처럼 증언(구술)집은 정부

에 등록된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자료 수집 및 조사 발굴은 초기에 미

국, 일본, 중국에 집중되었다. 최근 2015년 이후 서울  인권센터, 서울  정

진성연구팀, 국사편찬위원회가 각국에서 문서, 사진, 영상 등 다양한 자료들을 

발굴하고 있다.7)  

국외에서 일본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자료관(Women’s active museum on 

war and peace, 약칭 wam)8), 중국 중앙당안관의 ‘위안부-일본군 성노예 아

카이브(Selected Archives on the “Comfort Women” - Sex slaves of 

Japanese Army)’9) 등이 표적인 ‘위안부’ 관련 자료들을 소개하고 있다. 

8개국 14개 시민사회단체 및 영국 제국전쟁박물관(IWM) 등은 ‘일본군 관련 기

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국제연 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자

료 2744건(한국 소장 기록물 660건)의 목록 작업 및 해제까지 완료했다.

6)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사료 조사 발굴 및 체계적 분류
관리 사업보고서”보고서 Ⅳ. 2015 경남지역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자료 지표조사사업 보고
서』, 2015 ; 『경남지역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자료 지표조사사업 보고서』, 2016.

7) 서울대 정진성연구팀은 2016∼2017년 미국, 영국, 태국, 일본에서 문서와 사진·동영상들을 발
굴해 오고 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국내에서 각국의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있는 곳이며 
‘위안부’ 관련해 2016년부터 10년 계획에 따라 미국, 영국, 네덜란드, 중국 등지에서 문서를 비
롯해 사진 등을 발굴하고 있다.

8) http://wam-peace.org/

9) http://www.saac.gov.cn/waf/waf.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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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국내 ‘위안부’ 관련 사업 현황

연도 사업주제 발주처 분야 활용 재원

1993∼
2001

정대협, 
정신대연구소 등 

자체&
여성부

구술 증언집 출판10) 자체&정부

2002∼
2003

정진성 외 여성부
자료수집 및

해제
보고서 발간11) 정부

2002∼
2017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한국사연구소

여성부
여가부

자료 목록화
자료집 발간12)

Homepage 구축
정부

2008 동북아역사재단 자체 자료 목록화
Homepage 

구축13)
정부

2015 서울대 인권센터 자체
자료수집

번역, 해제 등
- 자체

2016∼
2017

서울대 
정진성연구팀

서울시
자료수집

번역, 해제 등
자료수집 및 발간, 

아카이브 구축
지방자치단

체

2016 국사편찬위원회 자체
자료수집, 

번역, 해제 등
자료집 발간

아카이브 구축
정부

2016∼
2017

여성정책연구원 여가부 자료수집 및  보고서 발간 정부

1991년 이후 피해자들을 지원과 진상규명 운동에 앞장 선 정 협을 비롯한 

구, 통영, 마산14), 부산15) 등지 시민단체들이 소장하고 있는 피해자 구술 및 

10)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신대연구회, 『증언집: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1, 2, 
3』, 한울, 1993·1997·1999 ; 『50년 후의 증언 : 중국으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
들』, 한울, 1995 ;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4: 기억으로 다시 쓰는 역사』, 풀
빛, 2001 ;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 총서 :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
부들 5』, 풀빛, 2001 ; 『그말을 어디다 다 할꼬 : 일본군 위안부 증언자료집』, 여성부 권
익기획과, 2002; 한국정신대연구소, 『중국으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2』, 한울, 2003 ; 
일본군 위안부 증언집 6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부설 전쟁과 여성인권센터 연구팀, 『역
사를 만드는 이야기 : 일본군 위안부 여성들의 경험과 기억』, 여성과 인권, 2004. 그 외 
『일본군 ‘위안부 증언 통계 자료집』, 여성부, 2001 등이 있다.

11) 정진성 외,『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국외자료조사연구』, 여성부, 2002 ;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국외자료조사연구』 2, 여성부, 2003.

12)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한국사연구소,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초문헌자료집 간행 3-4: 
‘위안부’ 관련 문헌자료집』, 여성부 권익기획과, 2002.

13) 동북아역사넷 동북아컬렉션 위안부컬렉션 홈페이지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 역사, 지도로 돌아
보는 일본군‘ 위안부’ 역사, ‘증언’을 넘어 ‘이야기’로 듣는 ‘위안부’ 여성들의 경험과 기억, 참
고자료 및 관련자료 등으로 구축됨
(http://contents.nahf.or.kr:8080/collection/comfortwome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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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자료들을 빼놓을 수가 없다. 그 외에도 개별 연구자들이나 활동가들이 소장

하고 있는 자료는 목록화나 DB조차 되지 않고 있다. 여러 기관 또는 개인이 수

집한 ‘위안부’ 관련 자료들은 중들에게 공유되고 있을까.

2. 아카이브 :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볼 수 있을까

<표1>에서 국외 여러 기관에서 수집한 자료들은 보고서 혹은 자료집이나 웹 사

이트를 구축해 공개하고 있다. 최근 국외에서 수집된 자료들은 종이복사물에서 

전자파일로 체되고 있다. 기존 종이 자료는 디지털 작업을 거쳐 빠르게 공유

되거나 재가공되고 있다. 따라서 <표1>에서 공공재원이 투여된 ‘위안부’ 관련 

자료들은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이용 및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디지털 

아카이브(D Archives)은 개방 아카이브(Open Access Archives)에 초점을 둬

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에서 생산한 자료들은 개방 아카이브로 전환

하는데 기본적인 합의와 양해가 필요하다. 

<표2> 국내외 ‘위안부’ 관련 아카이브 구축 사례

기관 archives Homepage 범주 특징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 각국 소장처, 키워드 검색
연구자들을 위한 디지털 
아카이브, 일부 주제별 

아카이브

동북아역사재단 위안부컬렉션
제도역사, 위안소 지도, 

증언, 참고자료, 관련자료
‘위안부’ 관련 자료 목록

여성가족부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e-역사관
증언, 문헌, 작품 및 
소장품, 시청각자료

중국 중앙당안
위안부-일본군 성노예 

아카이브
문서, 사진, 동영상 등 8개 

에피소드
각 성에 소장된 ‘위안부’ 

관련 자료

WAM
일본군 ‘위안부’ 

관련공문서
일본, 미국, 영국 등 
아카이브 원문 공개

일본정부가 인정 또는 
인정하지 않은 문서별로 

원문 공개

14)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 함께하는 마창진 시민모임.

15)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정신대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대구, 희
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운영), 부산 ‘위안부’역사관 건립위원회 등이 있음.



 

종합토론. 일본군 위안부 자료 조사의 향후 과제와 교류·협력방안

163

국편 전자사료관은 각국 소장기관별 문서구조에 따라 디지털 아카이브의 개방 

보관소(Open Access Repositories)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전자사료관 자료들

은 비상업적인 목적에서 “저작자나 출처 등을 표시”할 경우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 ‘위안부’ 관련 아카이브 구축은 매우 시급한 일이라고 하

겠다. 1991년 이후 국내외에서 수집된 자료들은 상당한 분량일 것으로 추정되

고 있다. 최근 각 기관들이 독자적인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계획하거나 추진 

중에 있다. 앞으로 각 기관에서 이미 구축한 디지털 아카이브의 정보 구조를 분

석해  통합적으로 연결하는 사업이 필요하다. 아직 디지털 아카이브가 구축되지 

않거나 계획 중인 기관은 국내외 주요 디지털 아카이브 정보 구조 분석에 따른 

플랫폼을 설계해야 할 것으로 본다. 

다른 기관의 아카이브와 통합 서비스는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이나 유로피아나

(Eurpeana collections)와 같은 사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두 아카이브는 여러 기관에서 구축한 아카이브의 내용들을 동시에 키워드로 검

색해 추출할 수 있다. 향후 정부에서 기존에 아카이브와 구축 예정된 아카이브

를 하나로 통합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된다.

서울시나 다른 기관은 향후 새로운 아카이브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외에

서 몇 동안 수집한 자료와 해제 등이 일반 시민들을 위해 제공될 것으로 보인

다. 기존 디지털 아카이브의 장점과 문제들을 보완해 새로운 플랫폼이 나올 것

으로 기 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외 디지털 아카이브의 새로운 기록 분류체계, 

상호 운용성 확보를 위한 메타 데이터 설계, 오픈소스화 전략, 정보자원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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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리서치 가이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개방 아카이브를 구현할 수 있

을 것인가. 

위의 그림 중에서 왼쪽에 트로브(Trove,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는 

지도, 디지털화된 신문(원문 이미지 및 원문입력), 일기·편지, 도서, 음악 및 

음성·비디오, 관보, 저널 기사 및 데이터 세트, 자료 목록, 사진, 사람과 조

직, 관련 웹 사이트 등을 주제별 또는 날짜, 키워드 순으로 다양하게 볼 수 있

도록 구현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방식은 네덜란드의 국립기록청

(http://www.gahetna.nl/en)과 영국 국립기록청(TNA)가 있다. 국내에서 민

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개설한 오픈 아카이브는 사료 컬렉션, 사진 아카이브, 

사료 콘텐츠, 구술 아카이브 등을 개방 아카이브로 구현한 것이다. 향후 ‘위안

부’와 관련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사례가 아닐까 한다. 

여기서 첨언한다면 정 협을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들

은 어떤 방식으로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할 것인지, 정부 지원과 관련 기관들

이 고민해야 할 점이다. 특히 피해자들의 개인정보(성명 등을 비롯한 공개여부) 

제공과 활용 동의 등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일 것이다. 지금까지 

수집된 국외 자료 중에서 각종 명부는 지역지표조사와 추가 피해자 확인 절차

에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따라서 이런 작업과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기 위

해서라도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은 매우 시급하다고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