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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반적인 전시강간 및 식민지 동원체제와의 연계 속에
서 식민성을 핵심으로 하는 ‘위안부’ 문제의 성격을 규명하고, 관련 재판
과 2015년 한일합의 등 포스트식민 한국사회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
여 전개되는 일련의 법적, 사회적 사건들이 현재의 사회구조를 넘어, 식
민지배 시기에서부터 전후처리과정까지 이어지는, 포스트식민의 법적 구
조 안에 놓여 있음을 규명하고자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는 ‘위안
부’ 관련 사건들을 실정법의 측면에서 분석하거나,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
서 분석하는 것을 넘어, 현재 사회에서 발현되는 현상의 기저에 놓여 있
는 법적 구조가 전후 처리과정에서부터 형성되고 응축되어 온 역사적 산
물임을 규명하는 법사회사학적 연구의 성격을 가진다.
일본군‘위안부’ 제도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위안부’ 성격의
핵심을 구성하는 식민성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한다. 우선 ‘위안부’
제도는 ‘체계적 강간’(systematic rape)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체계적 강간이란 개인 간 발생하는 강간과는 그 성격이 다른 것으로서,
국가 정책과 무관하게 성욕의 발현에 의한 개인적인 맥락에서 이루어지
는 통상의 강간범죄와 달리 국가에 의해 체계적이고 정책적으로 지시되
고 계획된 형태의 성적 폭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지만 ‘위안부’ 제도는
위와 같은 체계적 강간의 성격에 더하여,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였다는
역사적 사실에서 유래하는 특수성을 띠고 있다. 그러한 특징은 식민지에
서의 ‘위안부’ 동원과정, ‘위안부’ 피해자 여성 간 민족에 따른 차이, 그리
고 ‘위안부’ 제도가 발현되는 장소와 제도의 발현양상과의 연관성에서 나
타난다. 이러한 ‘위안부’의 제도적 특징은 ‘위안부’ 제도를 일반적인 전시
강간과 차별화시키는 지점이자 식민지배의 역사적 맥락과 ‘위안부’ 제도
를 필연적으로 연결시켜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요컨대, 일본군‘위안

부’ 제도는 ‘식민지적 체계적 강간’이었다.
‘위안부’ 피해를 비롯한 식민지 피해는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후
전후처리과정에서 청산되지 못한 채 지속되어 왔다. 극동군사재판에서
식민지 피해에 대한 인정과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초래된 불처
벌(impunity) 상태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거쳐 일본의 식민지 책임
에 대한 인식의 왜곡을 가져왔고, 그 속에서 '위안부‘ 피해는 일본의 전
쟁책임이나 식민지 책임의 일환으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였다. 극동군사
재판에서 나타난 ‘식민지 책임의 미청산’과 ‘피해자 배제’의 법적 구조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도 그대로 재현되었고, 일본은 극동군사재판
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따른 책임을 전쟁범죄와 식민지배의 가해행
위에 따른 책임이 아닌, 패전책임으로만 이해하고 감수하였다. 이러한 포
스트식민의 법적 구조는 1965년 한국과 일본이 체결한 한일청구권 협정
에서 확립되기에 이르는데, 위 협정의 목적은 그 명칭에서부터 ‘경제협
력’과 ‘우호적 관계’의 증진으로 표현되었고, 일본의 식민지 책임에 대한
언급은 협정에 등장하지 않았기에, 위 협정에 기해 한국정부가 일본정부
로부터 수령한 금원의 성격이 무엇인지, 나아가 위 협정에 기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선언된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청구권
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끝없는 논란으로 이어지는 단초가 되었다.
위와 같이 전후처리과정에서 확립된 포스트식민의 법적 구조는 이후 한
국 사회에서 ‘위안부’와 관련하여 진행된 일련의 관련 재판들과 2015년
한일합의에서도 면면히 이어지면서 포스트식민 한국사회의 ‘위안부’ 인식
상황을 읽어낼 수 있는 하나의 틀로 기능하고 있다.

주제어: 일본군‘위안부’, 포스트식민주의, 식민지배, 식민지적 체계적 강
간, 포스트식민의 법적 구조, 극동군사재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한일
청구권협정, 일본군‘위안부’ 헌법소원, 2015년 한일외교장관 합의, ‘제국의
위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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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의 제기
“이 법정은, 제출된 증거에 기초하여 검사단이 피고인 국왕 히로히
토에 대한 공소사실을 성공적으로 입증하였다고 판단하며, 이에 따라 피
고인에 대한 강간 및 성노예로 인한 인도에 반한 죄의 유죄를 선고한
다.”1) 2000년 12월 12일, ‘일본군성노예전범 국제법정’의 재판단은 동경
에서 일본군 성노예제의 혐의로 수석검사단과 10개국의 아시아 피해국
검사단이 기소한 히로히토 일본국왕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국왕의 소
재지인 동경에서 국왕의 유죄를 선언하는 이와 같은 판결이 나온 것은
오랜 세월 침묵 속에 묻혀 있던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공적 담론의 지형
속에서 조명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 주었고, ‘위안부’ 문제에
대한 논의가 국제적인 차원으로 확장되어 학문적, 이론적으로 심화되는
출발점이 되었다.
한국에서 일본군‘위안부’ 운동은 지난한 역사를 가지고 전개되어
왔다. 1990. 11. 16. 37개 여성운동단체들과 다른 시민, 종교, 학생 단체들
이 결집되어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이라 한다)가 결성된 이
후 1991. 8. 14. 고 김학순이 ‘위안부’ 경험을 최초로 세상에 증언하였고,
1992. 1. 8. 정대협 주도 하에 정부의 공식 사과와 일본군 만행에 대한
역사교육 실시 등을 요구하며,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린 집회로 시작된 첫
수요시위는 2011. 12. 14. ‘소녀상’이라고 불리는 1000차 기념 평화비 건립
으로 이어졌다. ‘위안부’ 운동은 민간단체들이 역사 속에 파묻혀 있던 문제
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 사회·정치적으로 쟁점화하고 공론의 장으로 끌어
1)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한국위원회 엮음,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여성국
제법정 보고서」, (사)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01, 127, 판결원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The Tribunal finds, based on the evidence before it, that the Prosecution has proved
its case against the accused Emperor Hirohito, and finds him guilty of responsibility
for rape and sexual slavery as a crime against huma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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냈다는 점에서 한국 여성운동사에 주요한 획을 그었다고 평가된다.2)
일본군‘위안부’ 제도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위안부’ 성격의
핵심을 구성하는 식민성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한다. 우선 ‘위안부’
제도는 ‘체계적 강간’(systematic rape)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체계적 강간이란 개인 간 발생하는 강간과는 그 성격이 다른 것으로서,
국가 정책과 무관하게 성욕의 발현에 의한 개인적인 맥락에서 이루어지
는 통상의 강간범죄와 달리 국가에 의해 체계적이고 정책적으로 지시되
고 계획된 형태의 성적 폭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지만 ‘위안부’ 제도는
위와 같은 체계적 강간의 성격에 더하여,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였다는
역사적 사실에서 유래하는 특수성을 띠고 있다. 그러한 특징은 식민지에
서의 ‘위안부’ 동원과정, ‘위안부’ 피해자 여성 간 민족에 따른 차이, 그리
고 ‘위안부’ 제도가 발현되는 장소와 제도의 발현양상과의 연관성에서 나
타난다. 이러한 ‘위안부’의 제도적 특징은 ‘위안부’ 제도를 일반적인 전시
강간과 차별화시키는 지점이자 식민지배의 역사적 맥락과 ‘위안부’ 제도
를 필연적으로 연결시켜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요컨대, 일본군‘위안
부’ 제도는 ‘식민지적 체계적 강간’이었다.
‘위안부’ 제도는 식민지배의 맥락 속에서 발현되었기에, ‘위안부’ 피
해를 비롯한 식민지 피해는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후 전후처리과정에서
청산되지 못한 채 지속되어 왔다. 극동군사재판에서 식민지 피해에 대한
인정과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초래된 불처벌(impunity) 상태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거쳐 일본의 식민지 책임에 대한 인식의 왜곡
을 가져왔고, 그 속에서 '위안부‘ 피해는 일본의 전쟁책임이나 식민지 책
임의 일환으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였다. 극동군사재판에서 나타난 ‘식민
지 책임의 미청산’과 ‘피해자 배제’의 법적 구조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
약에서도 그대로 재현되었고, 일본은 극동군사재판과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따른 책임을 전쟁범죄와 식민지배의 가해행위에 따른 책임이 아
2) 이나영, “페미니즘 관점에서 본 일본군‘위안부’ 운동의 역사와 2015년 한일합의의 문제점”,
『위안부 합의 이대로는 안 된다』, 경인문화사, 201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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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패전책임으로만 이해하고 감수하였다. 이러한 포스트식민의 법적 구
조는 1965년 한국과 일본이 체결한 한일청구권 협정에서 확립되기에 이
르는데, 위 협정의 목적은 그 명칭에서부터 ‘경제협력’과 ‘우호적 관계’의
증진으로 표현되었고, 일본의 식민지 책임에 대한 언급은 협정에 등장하
지 않았기에, 위 협정에 기해 한국정부가 일본정부로부터 수령한 금원의
성격이 무엇인지, 나아가 위 협정에 기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
결된 것’으로 선언된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청구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에 대한 끝없는 논란으로 이어지는 단초가 되었다. 위와 같이 전후처리
과정에서 확립된 포스트식민의 법적 구조는 이후 한국 사회에서 ‘위안부’
와 관련하여 진행된 일련의 관련 재판들과 2015년 한일합의에서도 면면
히 이어지면서 포스트식민 한국사회의 ‘위안부’ 인식상황을 읽어낼 수 있
는 하나의 틀로 기능하고 있다.
2011. 8. 30. 이루어진 ‘위안부’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은 사법기관이 한일청구권 협정 체제에 대한 도전을 공적으로 선언한 최
초의 사건이었고, 그간 부각되지 않았던 식민지 책임의 미청산에 대한
한국 정부의 책임을 정면으로 제기함으로써 ‘위안부’ 문제의 해결에 있어
통상 상정하던 일본정부와 한국정부의 2자적 구도를 뛰어넘어 일본정부
와 한국정부 그리고 피해자들이라는 3자적 구도로의 시각의 확장을 가져
왔다. 그러나 한편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그 역사적인 의미에도 불구하
고, 한일청구권 협정의 해석에 대한 분쟁해결절차에 나아가지 않는 한국
정부의 부작위가 위헌임을 선언하는 것을 넘어, 한국정부에 의해 구체적
으로 어떠한 ‘작위의무’가 이행되어야 하는 것인가를 청구권협정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와 함께 고찰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한계
도 가지고 있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작위의무를 이행할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된 한국 정부는 2015년 한일합의를 통해 오히려 한일청구권 협정 체제를
강화하고 지속시켰다. 합의의 경과나 형식, 내용, 사용한 용어 등에 비추
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의 법적 구조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위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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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는, 한국정부가 여전히 청구권협정 체제와 냉전적 질서 안에 머물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박유하의 책 <제국의 위안부>를 둘러싼 민사소송과 형사소
송의 경과는 식민성이 소거된 민족주의 비판이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을
보여주었다. 관련 재판의 과정에서 심리의 주된 초점은 실정법상 명예훼
손 법리에 따른 ‘사실’ 과 ‘의견’의 구별,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위
도서가 ‘위안부’ 동원을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으로 적시한 것인지 여
부, 그리고 학문적 표현의 자유에 맞춰졌다. 재판 과정에서 <제국의 위
안부>라는 텍스트가 식민지 책임에 대한 어떠한 인식에 기초하고 있는
지는 다루어지지 않았고, 그에 따라 위 도서와 이를 둘러싼 한국사회의
논쟁구도가 표상하고 있는 포스트식민의 법적 구조와, 위 도서가 피해자
들의 증언을 해석하고 인용하는 방식에 내재된 문제점도 충분히 드러나
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관련 재판 과정에서는 <제국의 위안부>로 인하
여 ‘위안부’ 피해자들이 호소하고 있는 고통의 실체가 주로 위 도서가 피
해자들을 ‘자발적으로 간 매춘부’로 적시하고 있다는 자발과 강제의 이분
법에 기초하여 파악되었을 뿐 <제국의 위안부>라는 텍스트의 의미를 파
악하는 데 핵심적인, ‘위안부’ 피해의 핵심내용을 구성하는 식민성의 문
제와의 연계 하에서 파악되지는 못하였다.
결국, 본 연구는 일반적인 전시강간 및 식민지 동원체제와의 연계
속에서 식민성을 핵심으로 하는 ‘위안부’ 문제의 성격을 규명하고, 관련
재판과 2015년 한일합의 등 포스트식민 한국사회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
련하여 전개되는 일련의 법적, 사회적 사건들이 현재의 사회구조를 넘어,
식민지배 시기에서부터 전후처리과정까지 이어지는, 포스트식민의 법적
구조 안에 놓여 있음을 규명하고자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는 ‘위
안부’ 관련 사건들을 실정법의 측면에서 분석하거나, 역사적 사실에 근거
해서 분석하는 것을 넘어, 현재 사회에서 발현되는 현상의 기저에 놓여
있는 법적 구조가 전후 처리과정에서부터 형성되고 응축되어 온 역사적
산물임을 규명하는 법사회사학적 연구의 성격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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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일본군‘위안부’ 선행연구 검토
1991년 고 김학순의 증언으로 한국에서 일본군‘위안부’ 연구가 본
격적으로 시작된 이후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연구는 정대협을 기
초로 한 사회운동 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일본군‘위안부’ 문제
의 중층적인 성격으로 인해 이들 분야의 연구들은 때로는 시각의 차이를
나타내기도 하였는데3), ‘위안부’ 문제를 민족의 문제로서뿐만 아니라 여
성문제로 인식하는 시각이 필요하고, 민족주의 속의 여성억압적 성격에
대한 비판적인 지적이 필요함을 제기하는 관점과, ‘위안부’ 문제가 식민
지 조선을 대상으로 하여 강제적으로 실시, 기획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하
여 그 본질이 민족문제의 관점 없이는 규명될 수 없다는 관점 간 시각차
이가 드러났다.4)
나아가 일본의 군국주의적 천황제 국가가 침략적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어떻게 여성들의 성을 통제하고 착취하였는지를 고찰하면서, 구체
적으로는 파시즘 체제 하의 국가가 침략전쟁 수행을 위하여 공창제를 바
탕으로 군위안소를 설치하고 일본 내지와 점령지, 식민지의 모든 여성들
을 군사력 유지와 강화를 위한 도구로 전락시켰다는 점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5) 한편, 일본군‘위안부’문제가 국제사회 전체에서 전시 하 여성인
3) 김미정, “한국내 일본군‘위안부’ 연구동향”,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논문집, 10, 113-114.
4) '위안부‘ 운동과 관련하여 민족주의와 페미니즘의 관계를 다룬 연구로서는 정현백, “민족주의와
페미니즘”, 페미니즘 연구, 창간호, 2001.11; 김정란, “일본군‘위안부’ 운동의 전개와 문제인식
에 대한 연구: 정대협의 활동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박사학위논문, 2004 등이
있다. 김정란의 연구는 정대협의 ‘위안부’ 운동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한국 사회에서 민족주의
가 매우 강력한 효력을 지니고 있으나 동시에 민족주의가 내포할 수 있는 성차별적 성격에 대
한 경계와 도전이 지속적으로 시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여성들에 의해서 주도된 여성운동
에서조차 민족주의적 관점에 의해 여성의 경험이 주변화됨으로써 한국의 민족주의가 사회적 약
자의 경험과 목소리를 비가시화 하는 억압적인 이념으로 존재한다고 규명하였다.
5) 강선미, 야마시타 영애, “천황제 국가와 성폭력- 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여성학적 시론”, 한국여
성학 제9집, 한국여성학회, 1993(이 연구는 ‘위안부’ 문제를 특수한 민족문제를 넘어 일본 천
황제 국가의 제국주의 침략에 의해 식민지 혹은 군점령지가 된 지역들에서 공통으로 발생한 여
성문제로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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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침해의 문제로 부각되면서 세계 여성운동과 인권운동의 지지를 획득
했으나, ‘위안부’ 운동이 국제사회에서 광범위한 연대를 만들어가는 가운
데 이 문제가 가지는 제국주의/식민주의적 성격이 사상되어 왔음을 지적
하는 연구도 진행되었다.6) 또한 일본군‘위안부’ 개념에 대한 논의 및 일
본군‘위안부’와 관련된 역사적 배경-일본의 침략정책과 식민지 지배정책
상에서 위 문제를 이해하는-과 관련한 연구들도 진행되었다.7)
한편 일본군‘위안부’와 위안소의 실태에 대한 연구가 피해자들의
증언에 대한 구술사적 방법론을 통해 이루어졌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집도 간행되었다.8) 나아가 피해자 증언에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의미
를 부여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구술행위와 내용을 텍스트로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위안부’ 피해의 지속성과 상흔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수행되었다.9) 또한 2007년 미 의회가 ‘위안부’ 결의를 채택하기 전 아베

6) 정진성, “전시 하 여성인권침해의 보편성과 역사적 특수성: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사
회의 인식”, 한국여성학 제19권 제2호, 2003(이 연구에서는 위안부 문제가 가지는 식민주의적
성격이 배제된 이유를 연대의 문제, 현재 문제화의 중요성, 국제법의 문제 때문이었다고 지적
하고 있다).
7) 윤명숙, 최민순(역) “조선인 군위안부와 일본군위안소제도”, 이학사, 2015. 이 연구에서 윤명숙
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국가책임을 전제로 ‘위안부’ 피해자의 증언자료, 식민시기 신문
자료 등을 이용하여 ‘위안부’ 형성과정을 고찰하였고, 그 과정에서 공창제의 틀 속에서 활동했
던 소개업자들에 대한 연구도 수행하였다. 일본의 침략전쟁 확대에 따른 정책의 변화 속에서
조선인 접객업자가 위안소 경영자로 전업하는 계기를 추출하고, 피해자들의 증언을 통해 선정
업자, 하청업자 등 위안부 징집업자의 실태와 징집구조를 해명한 것은 연구사적으로 상당한 의
미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된다(서현주, “2006~2016년간 일본군‘위안부’ 연구의 성과와 전망-한
국의 역사분야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53호, 2016, p205); 정진성, “일제 말 강
제동원기의 기업위안부에 관한 연구”. 사회와 역사, 63권, 2003.
8) 정신대연구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편, 1993,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증언
집 1, 한울; 정신대연구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편, 1997,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
안부들”, 증언집 2, 한울; 정신대연구회, 한국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편, 1997,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증언집 3, 한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여
성국제법정 한국위원회 증언팀, 2001,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4-기억으로 다시 쓰
는 역사”, 풀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 한국위원
회 증언팀. 2001,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증언집 5”, 풀빛.
9) 양현아, “증언과 역사쓰기- 한국인 ‘군위안부’의 주체성 재현”, 한국사회사학회, 사회와 역사
60권, 2001; “증언을 통해 본 한국인 ‘군위안부’들의 포스트식민의 상흔”, 한국여성학 제22권
제3호, 2006. 9; “2000년 법정을 통해 본 피해자 증언과 법 언어의 만남”, 김부자 외,『한일
간 역사현안의 국제법적 재조명』, 동북아역사재단, 2009; 김명혜, “미완성의 이야기: 일본군
‘위안부’들의 경험과 기억, 한국문화인류학, 200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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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와 내각이 강제성 및 일본정부의 관여를 부인한 것에 대응하여 역사
학계와 국제법학계가 추진한 학제 간 연구성과로서 “일본군‘위안부’문제
와 2000년 법정-국가 관여와 ‘강제성’을 중심으로”가 있다. <한일 간 역
사현안의 국제법적 재조명>이라는 제목의 단행본에는 “조선인 ‘위안부’
전시동원- ‘위안부’ 제도의 강제성을 다시 생각한다(김부자). “2000년 일
본군 성노예전범 여성 국제법정과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이
해 가능성”(조시현), “일본군 위안소 체계에 대한 국가 관여의 역사적 고
찰-위안소의 성격과 위안소 업자·‘위안부’의 신분을 중심으로”(하종문),
“2000년 법정을 통해 본 피해자 증언과 법 언어와의 만남-체계적 강간과
성노예를 중심으로”(양현아)등 4편의 연구결과물이 수록, 발간되었다.10)
2011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는 가운데 ‘위안부’ 관련 연구도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아
시아태평양전쟁 시기 일본군‘위안부’의 정체성을 여자군속인 종군간호부
와 비교하여 검토함으로써 ‘위안부’가 여자정신대와는 달리 처음부터 여
자 군속 또는 준군속으로서 군의 직접적인 통제, 관리 하에 있었고 군대
에 소속되어 성노동 뿐 아니라 여러 필요한 노동에 동원되었다는 점을
확인한 연구11), 일제시대 조선 직업소개령과 관련하여, ‘위안부’ 징집업자
혹은 민간업자로 불리는 인사소개업자에 관한 법적 구조를 검토함으로써
은폐되어 있지만 제도화되어 있는 위안부 강제동원 구조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작부, 창기 등의 소개를 담당하는 인사소개업자에 대한 경찰의
규제, 단속을 규정하는 일본과 조선의 ‘소개영업취체규칙’의 규정내용과
그 작동이 일본과 식민지 조선에서 차별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선
내의 예창기 관련 소개업무가 실질적으로는 직업소개령이 만든 시스템
속에서 관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조선 내의 조선총독
부, 도지사, 경찰이

‘위안부’ 모집의 행정적 절차에 관여되어 있다는 사

실을 확인한 연구12), 1990년대 초부터 ‘위안부’ 피해자들의 구술 청취와
10) 서현주, 앞의 글, 209-210.
11) 신영숙, “아시아태평양전쟁 시기 일본군‘위안부’의 정체성-여자 군속의 종군간호부와 비교 연
구”, 동북아역사논총 25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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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에 참여하면서 시작된 20여 년에 걸친 ‘위안부’ 연구를 집대성하여
패전기 일본군의 군‘위안부’ 통제와 ‘위안부’의 귀환에 대하여 유수명부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각 지역별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연구13) 등
이 수행되었다. 한편 박유하 교수의 책 <제국의 위안부>를 둘러싼 논쟁
과 논란은 사회전반 뿐만 아니라 학계를 통해서도 지속되어 오고 있
다.14) 2015년 한일합의 이후에는 위 합의의 법적 의미와 절차적, 실체적
문제점, 2011년 헌법재판소 결정과의 관계 등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이루
어져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15)

제3절 용어의 문제
일본군‘위안부’ 사례를 지칭하는 용어가 여러 개 혼재하고 있어 이
에 대해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일본군‘위안부’ 제도는 ‘정신대’혹은 ‘성
노예제’등의 다른 용어들로 표상되기도 한다. ‘위안부’는 일본군에 성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여성을 말하며, 여성들이 성노예로서의 현
실에 처해 있었다는 것을 은폐하는 왜곡된 표현이다.16) 게이 맥두걸(Gay
12) 한혜인, “총동원체제하 직업소개령과 일본군 위안부 동원 -제국 일본과 식민지 조선의 차별
적 제도운영을 중심으로”, 사림 46, 2013.
13) 강정숙, “일본군‘위안부’제의 식민성 연구- 조선인 ‘위안부’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14) 정영환,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1965년 체제의 재심판- 박유하의 <제국의 위안부> 비판”, 역
사비평, 2015; 신동규, “홀로코스트 부정의 논리와 박유하의 <제국의 위안부>: 비역사적 내러
티브 구축을 통한 집단기억과 집단감정에 대한 도전”, 사총 88, 2016; 박유하, “일본군‘위안
부’문제와 1965년 체제: 정영환의 <제국의 위안부> 비판에 답한다”, 역사비평 112, 2015; 김
헌주, 백승덕, 전영욱, 최우석, “젊은 역사학자들, <제국의 위안부>를 말하다”, 역사문제연구
33, 역사문제연구소, 2015; 박유하, “젊은 역사학자들의 <제국의 위안부> 비판에 답한다: “젊
은 역사학자들, <제국의 위안부>를 말하다”에 대한 반론, 역사문제연구 34, 2015.
15) 조시현, “2015년 한일 외교장관 합의의 법적 함의”,『2015 '위안부‘ 합의 이대로는 안 된
다』, 경인문화사, 2016; 방승주,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한일외교장관회담의 헌법적 문
제”, 민주법학 제60호, 2016. 3; 김창록, “2015 한일외교장관 합의의 실체와 문제점", 2015
'위안부‘ 합의 이대로는 안 된다, 경인문화사, 2016; 양현아, “2015년 한일외교장관의 ‘위안
부’ 문제 합의에서 피해자는 어디에 있(었)나?”, 『2015 '위안부‘ 합의 이대로는 안 된다』,
경인문화사, 2016; 정재민, “일본군‘위안부’ 관련 2011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2015년 한일정
부 간 합의의 관계: 외교적보호권의 관점에서”,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61, 2016.
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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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Dougall) 유엔 인권소위원회 특별보고관이 지적하다시피 ‘위안소’의
실상은 ‘강간수용소’였기 때문이다.17) 유엔 인권위원회의 쿠마라스와미
(Radhika Coomaraswamy) 특별보고관은 피해자들이 당한 강제매춘 ,성
적압력, 학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윤간, 심각한 육체학대를 고려할 때
‘위안부’(comfort women)보다는 ‘군 성노예’(sexual slavery)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고 정확하다고 확신했다.18) 한편 ‘정신대’란 용어는 남성노동력
부족을 느낀 일제가 여성들을 군수공장에 동원하기 위해 만든 ‘여자근로
정신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안부’와는 성격이 다르므로 혼란을 피하
기 위해서는 두 용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19) 따라서 ‘위안부’와 ‘성 노
예’중 어떤 용어를 선택할 것인지의 문제가 남는데, ‘위안부’라는 용어는
당시 군이 붙인 이름으로써 집권자의 의도가 그대로 드러나 있으며20)
폭행과 강간, 학대가 지속되고 반복되었던 당시 상황의 폭력성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그런 관점에서는 ‘일본군 성노예’라는 용
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성노예’라는 용어의
사용은 일반적인 전시 상황이 아니라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였던 상황에
서 일어난 ‘위안부’ 사례를 일반적인 전시강간 사례들과 동치시켜서 기존
의 틀에 포섭시켜버리는 문제가 있다. 용어사용과 관련된 이와 같은 딜
레마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위안부’라는 용어가 당시 일제가 식민 상황에
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여성들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발현되었던 제도
의 역사적 함의를 더 잘 표상하고 있고, 후술하는 바와 같이 ‘위안부’ 문
제는 식민 상황이라는 특수성 속에서 일반적인 전시 성폭력과 대등하게

16)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 자료집, 여성부, 2004.12, 23.
17) UN Doc. E/CN.4/sub.2/1998/13,22 June 1998, para1, 여성부, 2004, 23에서 재인용.
18) Radhika Coomaraswamy(1996), "Reports on the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on Issues of Military Sexual
Slavery in Wartimes, Special Rapporteur on Violence Against Women, Its Causes and
Consequences, Resolution 1994/45, U. N. Doc. E/CN.4/1996/53/Add.1, 4January, 12;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전시 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UN 인권위원회 특별보고서”, 이미경 의
원 의정자료집 1, 1996.
19) 강정숙, "위안부, 정신대, 공창, 성노예", 역사비평, 2006년 봄호(통권 74호), 2006. 2, 316.
20) 강정숙, 2006,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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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은 다루어질 수 없는 더욱 중층적인 체계성을 띠고 있었다는 점을 강
조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성노예제’가 아닌 ‘위안부’라는 용어에 인용표
시를 붙여 쓰기로 한다.

제4절 본 연구의 대상과 범위
우선, 본 연구는 ‘식민지적 체계적 강간’으로서의 ‘위안부’ 제도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위안부’ 문제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초가 된다는
점을 제시하면서, 일반적인 전시강간과의 비교선상에서 ‘위안부’ 제도를
파악하고, 나아가 점령지와 식민지에서의 ‘위안부’ 동원과정과 피해자에
따른 민족 간 차이, 장소적 특성과 ‘위안부’ 제도의 발현 양상 간 상관관
계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두 번째로, ‘위안부’ 제도가 식민지 시기 일본제국주의의 효과적 팽
창을 위한 원활한 전시동원 체제의 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사실이 전
후처리과정에서 ‘위안부’ 피해를 비롯한 식민지 유산을 지속시키는 법적
구조를 창출했다는 점을 보고자 한다. 극동군사재판과 샌프란시스코 강
화조약에서 형성되기 시작한 불처벌과 식민지 책임의 미청산 상태는,
1965년의 한일청구권 협정까지 확고하게 이어지면서 현재의 포스트식민
한국사회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가로막는 장애
상태를 형성한다.
세 번째로, 본 연구는 포스트식민의 법적 구조가 한국사회에서 현
재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관련 재판과 2015년 한일합의에서 어떻게 구현
되었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서 2011. 8. 30.에 있었던 헌법재판소 결
정과 2015. 12. 28.의 한일합의 및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제국의 위안
부> 관련 재판을 분석대상으로 삼고, 앞서 살펴본 식민지 유산을 지속시
킨 법적 구조를 분석의 틀로 삼아 일련의 법적, 사회적 사건에 대한 비
판적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론과 2차 문헌에 근거를 둔 법사회사학적 연구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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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을 띠고 있다. 제2장의 전반부에서는 식민지 일본군‘위안부’ 제도의 본
질과 특성을 국제법상의 체계적 강간(systematic rape) 개념과 연결지어
살펴보기 위해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를 비롯한 구 유고 연방에서의 내
전 중 발생한 민족말살적인 체계적 강간에 대한 캐서린 맥키넌과 크리스
틴 친킨의 연구, 유엔 특별보고관이었던 게이 맥두걸 보고서 및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등을 참고하였다. 한편 식민지 시기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의 동원과정과 형태, 위안소의 운영실태, 식민지였던 조선과 다른
지역 군‘위안부’와의 차이 등은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에
서 증언팀이 인터뷰를 통해 조사한 ‘위안부’ 피해자들의 진술내용, 여성
국제법정 보고서, 여성부가 발간한 여성국제법정 자료집 중 각국의 기소
장 내용 등을 참고하였다. 특히 각국 기소장 내용은 식민지의 일본군‘위
안부’와 점령지의 일본군‘위안부’가 그 동원이나 피해의 양상에서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고찰하는 주요한 자료 중 하나로 활용되었는
데, 물론 위 기소장 내용만으로 당시 각국에서의 일본군‘위안부’ 동원양
상을 모두 알 수는 없겠으나, 적어도 위 기소장의 내용은 각국의 검사단
이 증거를 통한 조사와 역사자료의 분석을 통해 자국의 ‘위안부’ 피해자
들이 겪었던 피해를 객관화된 근거를 기초로 적시한 공적인 문서라는 점
에서, 당시의 역사적 사실과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라고 판
단하였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은 체험을 그대로 표출하는 사실을
넘어 증언자를 둘러싼 사회의 사고방식과 규범 속에서 다각도로 영향을
받으면서 생산되는 기억이기에 한국의 역사 속에 군‘위안부’를 자리매김
하는 데 심대한 역할을 하였고, 위와 같은 증언은 집합적 성격을 띠고
있어 ‘위안부’ 역사를 재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21)
제2장의 후반부에서는 '포스트식민의 법적 구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식민지 유산을 지속시킨 법적 구조에 대해 전후처리과정에서 이루
어진 극동군사재판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그리고 1965년 한일청구권
21) 양현아, “증언과 역사쓰기, 한국인 ‘군 위안부’의 주체성 재현”, 사회와 역사 제60권,
2001.12, 6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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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이 이루어진 경과와 내용을 살펴보고, 각각의 사건을 관통하는 공통
의 법적 구조를 추출한다.
제3장에서는 제2장에서 논의된 ‘위안부’ 제도의 특성과, 위 특성에
서 기인한 식민지 유산의 지속이 포스트식민 한국사회에 이르기까지 이
어지고 있는 현상을 2011년의 헌법재판소 결정과 2015년 한일합의, <제
국의 위안부> 관련재판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제5절 이론적 자원
제1항

민족주의와 페미니즘

한국에서는 1990년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놓고 민족주의
와 페미니즘 중 어떤 이론적 틀로 이 문제를 조망할 것인지를 놓고 이론
적 경합이 있었다.22) 정진성은 국제 사회의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논의
가 식민주의와 국가간 위계관계 등 젠더, 국가, 민족 등이 교차된 역사적
특수성에 기반하고 있었음에도, 점차 성 노예제와 강제사역으로 개념화
되면서 역사적 특수성을 사상한 전시 하 여성폭력의 문제로 범주화되었
다고 지적하고, 이는 일본의 여성단체들과의 연대를 지속하기 위한 ‘위안
부’ 운동 전략의 결과였다고 분석한다.23) ‘여성’ 문제로의 전략적 범주화
에 기반한 운동방식은 복수의 군‘위안부’ 피해국 간 차이를 역사화
(historicizing)하지 못했으며, 각국의 피해 생존자들의 특수한 위치를 맥

22) 신혜수, “민족주의와 페미니즘: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통해 본 그 결합과 긴장”, 한국여성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1994; 정진성, “민족주의와 페미니즘에 관한 한국여성학의 논의: 일
본군‘위안부’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15권 2호, 1999; 야마시타 영애, 『한국의 위
안부 문제와 민족주의, 근현대 한일관계와 재일교포』, 서울: 서울대출판부, 1999; 김정란,
“일본군‘위안부’운동의 전개와 문제인식에 대한 연구: 정대협의 활동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
학교 여성학과 박사학위논문, 2004; 이나영, “일본군‘위안부’ 운동: 포스트/식민국가의 역사적
현재성”, 아세아연구 제53권 제3호, 2010 등.
23) 정진성, “전시 여성 인권침해의 보편성과 특수성: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
식”, 한국여성학, 제19권 2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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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화하는데 실패했다는 지적이다.24) 김정란은 정대협을 중심으로 한 ‘위
안부’ 운동이 국내에서는 민족적 차원의 피해로 명명됨으로써 인정받고,
국제적 장에서는 여성 폭력으로써 위치 짓는 전략적 선택을 통해 견인되
어 왔다고 보면서 ‘위안부’ 이슈가 일차적으로민족 문제로 상정되었기에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전형화되고, 위안부 이슈에 교차한 계급, 젠더, 섹
슈얼리티의 차원들의 충분히 가시화되지 못했다고 비판하였다.25)
이렇듯 일본군'위안부‘ 담론형성에 있어서 민족주의와 페미니즘의
관계는 갈등과 대립관계로 그러져 왔고, ‘위안부’ 문제의 재현에 있어서
민족주의 논리가 식민지나 전시 여성에 대한 폭력의 차원을 탈각, 전유
해 왔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26) 정진성은 ‘위안부’ 문제에서 민족자
존심에 대한 상처가 피해자 개인의 상처를 압도하는 민족담론에 의해 피
해자의 상처 중 중요한 부분이 해방 후 가부장적 분위기에서 이루어졌다
고 지적한다.27) 아울러 ‘위안부’ 문제를 논함에 있어서 종종 목도되는 한
국 대 일본이라는 민족적 전선의 형성을 통해 일본을 가해국, 조선을 피
해국의 위치에 일률적으로 배치시킴으로써 사태의 본질이 왜곡될 가능성
이 지적되기도 하였다. 즉, 가해국 일본 안에도 ‘위안부’ 범죄와 관련한
실제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었고, 피해국 한국 안에도 피해자 뿐 아니
라 가해의 역할을 담당한 사람들이 있는 바,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에
동참한 다수의 조선인이 있었고 이러한 동원을 가능케 한 조선의 상황이
있었다는 사실을 외면한다면 조선인으로서, 여성으로서, 가난한 집의 딸
로서 피해자들의 겪은 중층적 피해는 추상화된다는 것이다.28) 따라서 그
들의 고통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한 한국 사회 내부의 다양한 차별과 불평
등의 상황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한편, 2000년 국제법정에
24) 정진성, “전시 여성 인권침해의 보편성과 특수성: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
식”, 한국여성학, 제19권 2호, 2003, 40.
25) 김정란, 2004.
26) 이나영, “일본군‘위안부’ 운동: 포스트/식민국가의 역사적 현재성”, 아세아연구 제55권 제3호,
2010, 50.
27) 정진성, 1999, 45.
28) 김정란, 2006, 111.

- 13 -

서도 대한민국의 기소장 작성 과정에서 조선총독부 총독과 조선 군사령
관뿐만 아니라 ‘민간업자’로 불리는 강제동원에 협력한 조선인들을 기소
장에 넣자는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에 일본 지배의 실상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기회를 놓쳤다는 점이 지적
된다.29) 당시 조선에 드리워진 식민지배의 맥락이 조선인들로 하여금 완
전한 일본인이 되지도 못하지만, 그렇다고 일본과 완벽히 분리되어 있지
도 않은 모호한 식민지적 정체성과 혼란을 양산하고 있었다는 점을 상기
해 볼 때, 조선을 일본제국주의에 의한 순전한 피해국으로서만 단순화시
켜 규정하는 시각이 미처 포섭하지 못하는 측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민족주의 담론에서 ‘민족’은 마치 단일한 정치적 공동체로서 공통의 이해
관계를 가지고, 공통의 목표를 위해 투쟁하는 결속력 있는 집단으로 상
정되지만 식민지배의 맥락 속에서 피식민지인 조선에 속했던 각 개인들
의 이해관계가 결코 하나의 ‘민족’으로서 일치하지만은 않았던 것이다.
이렇게, 민족주의적 관점에 전적인 비중을 두어 위안부 문제를 조
명한다면, 민족 차원의 ‘정절 규범 훼손’이 강조되기 때문에 ‘위안부’ 피
해자들은 이 맥락에서 매우 전형화된 민족적 피해자의 상으로 박제되게
된다. 수탈당한 여성의 이미지는 타국에 의해 정복당한 슬픈 민족국가의
운명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이 때의 여성은 국가의 남성 성원들에 의해
보호받아야 할 ‘순진하고 연약한 처녀’의 형상으로 표상된다. 그러나 민
족주의는 손상된 남성성을 회복하기 위해 자국여성에 대한 타국의 전유
에 저항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을 재주장하게 된다.30) 역사적으로 늘 민
족과 국민은 남성 주체를 대변해 왔지만 여성의 ‘민족화’라는 일종의 가
부장적 ‘승격’이 일어나는 순간이 있는데, 자민족과 타민족 사이의 경계
를 확실히 그어줄 수 있는 자민족의 아이의 재생산을 담당할 여성의 ‘몸’
이 타민족에 의해 침해당한 순간 그 폭력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 아닌 민
족에 대한 폭력이 되면서 ‘의미 있는 폭력’으로 등급이 조정된다.31) 이렇
29) 조시현,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이
해의 가능성”, 『한일간 역사현안의 국제법적 재조명』, 동북아역사재단, 2009, 79.
30) 이나영, “탈식민주의 페미니스트 읽기”, 한국여성학, 제 24권 3호, 2008.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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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가부장적인 맥락에서 여성의 몸을 한 민족의 정체성을 구현하는 수단
으로 관념하는 방식의 민족주의 담론에서는 여성이 받은 구체적인 피해
의 양상보다는 그것이 ‘어떤 여성’에 대한 공격이었느냐는 점에 더 초점
을 맞추게 된다. 즉 ‘순수한’ 민족구성원을 재생산해낼 만한 몸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면, 이는 더 이상 민족적 정체성과 연관될 수 없는, ‘의미
없는 폭력’에 불과하게 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사회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위안부’ 피해자의 형상이 어떤 것인지를 비판적으로 고찰할
수 있게 되는데, ‘위안부’ 피해에 대해 ‘매춘이 아니라 강제적인 동원에
의한 피해였다’고 항변하는 담론 구조는 가부장적 민족주의가 여성을 보
호받아야 할 민족 내부의 여성과, 보호받을 가치가 없는 외부의 타자로
서의 여성들로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32) 이런 방식의 가부장적
민족주의 담론 구조 속에서 피해자는 ‘강제로 끌려간 처녀’로 고정되어야
만 하고, 이러한 도식에 반하는 피해자 개인의 구체적 경험은 민족 차원
의 피해의 청산이라는 거시적인 과제 앞에서 외면되고, 왜소화된다.
이러한 가부장적인 전제를 깔고 있는 민족주의는 해방 이후 일본
군‘위안부’ 피해자들이 피해를 지속적으로 ‘재경험’하면서 그로부터 자유
로울 수 없었던 하나의 원인으로 남게 된다. 한국 사회 내부의 가부장제
와 민족주의가 결합하자, ‘위안부’ 생존자들은 여전히 가부장적 민족주의
의 담론 속에서 ‘스스로 말할 수 없고’ 민족이라는 큰 틀 속에서만 ‘말해
31) 민가영, “경계안의 여성, 경계 밖의 여성”, 당대비평, 통권 제 28호, 2004. 12, 33.
32) 위 민가영의 연구는 ‘100분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한 한 토론자가 ‘정신대’와 미군‘기지촌’을
연결시키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한국 사회에서 표출된 분노와 경악을 살펴보면서, 사실상 그
분노의 기저에는 ‘위안부’들의 몸에 각인된 고통과 트라우마에 대한 인권적 공감이 아닌, ‘한
국인’이라는 민족적 정체성을 보장해 주는 ‘순수한’ 여성과 ‘매춘여성’ 사이의 구분이 흐려지
는 것에 대한 자기불안이 깔려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분노 이면에는 민족이라
는 집단 내부의 타자이자 피식민지로서의 매춘여성의 위치가 흔들리는 것에 대한 불안이 자리
하므로, 이는 ‘위안부’ 생존자들이 받을 또 한 번의 상처에 대한 분노가 아닌 자신의 확고한
정체성에 균열이 나는 것에 대한 분노이다.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 매춘 여성
을 경계 밖으로 내모는 한국의 민족주의 담론은 그것이 비판, 저항하는 식민지의 모습과 닮아
있다(민가영, 2004, 34-35). 한편, 김정란도 자신의 연구에서, ‘끌려간 것은 진정한 피해자이
지만 자발성을 함축하는 공창의 경우는 그와 다르다’는 주장은 ‘강제와 자발’의 허구적인 이분
법에 근거한다고 비판하고, 이런 구분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었던 구조적 강제에 도전하지
않는다면 결코 위안부 문제의 핵심을 간파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김정란, 2006,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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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야 하는’ 피해자이자 타자로 존재하게 되었다.33)
그러나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민족과 여성이 적절한 대립
항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인바, 민족주의와 페미니즘의 관계는 택일
적인 것이 아니고 오히려 ‘민족문제’로 이야기되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접근이 생산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억압된 것에 있다.34) 조선의 ‘위
안부’들에게 지속되는 상흔을 남기게 된 결정적인 요인을 식민지배의 맥
락에서 찾는다면 필연적으로 민족이라는 변수를 설명에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 민족주의가 위안부들이 겪었던 젠더차원에서의 피해를 있는 그
대로 조명할 수 없게 만들고, 오히려 억압하였던 측면은 민족주의라는
이념 자체에 내재된 문제라기보다는, 민족주의가 가부장성과 결합되었을
때 나타나는 문제였다고 여겨진다. 민족과 젠더가 교차하는 지점에 대한
분석이 자칫 젠더를 경시할 수 있다는 기우도 있지만, 이는 민족이라는
사회과학적 변수와 민족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혼돈한 결과이다.35) 특히
페미니즘의 민족주의에 대한 이해가 제1세계 여성의 시각에서만 해석되
어 왔음을 비판하면서, 양자가 불화의 관계로 일관하지 않았고 제3세계
에서 식민지배에 대항하는 운동이 전개되는 배경 하에서는 민족주의가
여성을 근대화의 주체로 끌어냄으로써 이들이 공적 영역에 진입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한 측면이 있으며, 이를 통해 민족주의 운동 내에서 여성
의 중요성을 인지, 환기시켰다는 견해36)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33) 이러한 모습은 인도의 ‘과부순장(sati)'라는 ‘전통’ 계율에 대한 탁월한 분석을 한 라타 마니
(Lata Mani)의 논의와도 연결될 수 있다. 마니는 과부로 죽어가거나 죽을 수 있는 여성들은
순장의 전통을 ‘말하는’ 주체도 객체도 아니었음을 분석하면서, 다만 이들은 과부 순장이라는
아름다운 혹은 미개한 전통을 말하기 위한 담론의 ‘장’이었다고 한다. 여기서도 역시 식민주
의, 민족주의, 계급주의 틈새에서 재현되지 못하는 존재로서의 여성의 모습이 나타난다.
(Lata Mani, "Contentious Tradition: the Debate on Sati in Colonial india", in Recasting
Women, KumKum Sangari and Sudush Veid, (New delhi: Kali for Women, 1990)
88-127, 김명숙, 양현아, 안진, 홍성수, 이상수 『법사회학, 법과 사회의 대화』, 다산출판사,
2013, 156-157에서 재인용).
34) 조시현,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역사와 법적 책임”, 민주법학 제5호, 2011. 3., 101.
35) 정진성, “일본군위안부제도의 식민지성: 전쟁-젠더-민족-계급-국가의 역학”,
『전쟁과 폭력의 시대, 다시 여성을 생각하다-일본군‘위안부’ 문제와 식민지 피해, 그 책임의 방
법』. 2015 광복 70주년 국제학술심포지엄 자료집, 2015. 8., 25.
36) 정현백, “민족주의와 페미니즘”, 페미니즘 연구, 창간호, 2001.11, 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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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페미니즘과 민족주의의 관계는 특정한 역사,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양자 간 관계를 보편적으로 정의한다는 것은
‘무모한 노력’에 가깝다.37) 민족주의가 발현되는 방식은 그 사회의 역사
적 맥락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페미니즘에 대해
친화적이지 않았던 민족주의의 모습은 한국사회 속에서 민족주의가 특정
한 방식으로 작동하도록 훈육된 것이라고 여겨지고, 이를 통해 한국사회
에서 흔히 연상된 형태의 민족주의 기저에는 강한 가부장성이 배태되었
다. 따라서 한국사회에서 민족주의가 ‘위안부’ 문제 해결에 오히려 억압
적으로 작용했던 이유는 그 민족주의가 가부장적 전제를 함유하고 있었
기 때문인바, 여성과 여성의 몸을 민족적 ‘순수함’을 유지하는 도구이자
경계로 간주하고 ‘위안부’ 여성들이 직면했던 구체적인 피해나 상처에 대
한 관심보다는 그들에 대한 체계적 강간이 민족정체성에 미칠 영향에 대
한 관심이 더 컸던 민족주의는 일응 ‘가부장적 민족주의’라고 명명될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민족주의는 일본군‘위안부’들의 피해를 제대로 보듬
을 수 없는 것이었는데, 민족주의가 결코 하나의, 단일한 사조나 이념이
아니라 여러 방식으로 발현될 수 있는 점을 상기할 때, 결국 민족주의를
새로운 방식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위안부’ 문제가 갖는 역사성 속에서 민족이라는 단어를 쉽게 지울
수는 없고, 근대 서구의 국제법 체제 속에서 억압되어 있는 식민지와 민
족 문제를 결부지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38) 본 연구는 민족주의와 젠
더문제로서의 ‘위안부’를 매개할 수 있는 연결고리로 포스트식민주의에
주목한다. 식민지적 상황에 대한 대응논리로 등장한 가부장적 민족주의
는 효과적인 저항의 필요성에 치우쳐 민족의 내부와 외부를 명확히 구분
하고, 그 구분의 편의성에 중점을 두어 그러한 구분의 기준 자체가 내포
하는 허구성에 대해 미처 천착하지 못한 채 민족의 경계 바깥에 존재하
는 ‘공공의 적’에 대항해 내부적인 결속력을 동원하는 일에만 집중했다.
37) 정현백, 2001, 38.
38) 조시현, 2011,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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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본의 식민지였던 조선의 정체성을 생각해 본다면, 그런 일도양
단적인 구분을 전제로 하는 가부장적 민족주의는 식민지배 경험의 본질
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임을 깨닫게 된다. 포스트 식민주의에서 말
하는 ‘식민적 권력’은 미시적이고 복합적인 문화적 권력으로서 정치적,
경제적 식민지가 형식적으로 해체되고 억압자들의 존재가 물러갔다고 해
서 권력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은 도래하지 않는다.39) 호미 바바는 식민
지의 피억압자들이 고통의 기억을 심리적으로 완화시키기 위해 억압자를
증오하고 모든 책임을 돌리면서 동시에 무의식적으로 그들의 권력을 선
망하고 따라하게 되는 양가적 심리를 지적한다.40) 현실 속에는 수많은
다양한 삶을 살았던 인간들이 존재했으며, 그들은 때로는 권력을 따르고
복종했고 구조와 이데올로기로 환원할 수 없는 두꺼운 삶의 층위 자체가
존재했다.41)
식민지배의 경험이 이토록 다층적인 층위에 바탕을 둔 것이라면,
기존 한국사회의 ‘가부장적 민족주의’가 전제했던 ‘순수한 민족성’에 대한
믿음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가부장적 민족주의로는 식민지 경험에
내재된 틈과 균열을 포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본군‘위안부’ 문제
를 관통하는 식민성의 문제는 이처럼 일도양단적인 자아와 타자의 구별
을 전제로 하는 가부장적 민족주의 관념에 의해서는 올바로 조명될 수
없기 때문이다. 식민지 시기 형성되었던 피해를 한국사회에서는 여전히
개인의 상흔에 대한 역사적 치유라는 맥락보다는, 민족의 경계를 허물어
뜨리고, 민족이 소유한 여성을 ‘더럽힌’ 일본에 대한 민족적 대항이라는
틀에서 조명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단일한 민족
범주를 설정하고 그 경계선상에 있는 존재들을 경계 안으로 밀어넣거나,
경계 밖으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민족 안의 이질성과 역동성을 수용
하고, 민족 내부의 이해관계 역시 일치하지 않는 순간이 더 많았을 것임
39) 윤선희, “해방전후사, 포스트식민주의 시각에서 본 기억”, 한국언론학보 제50권 6호,
2006.12, 147-148.
40) Bahba(1994), 윤선희, 2006, 148에서 재인용.
41) 윤선희, 2006, 167-168.

- 18 -

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민족주의의 재구성은 시작될 수 있다. 이러한 과
정을 거친 민족주의는 여성의 몸과 성은 더 이상 민족의 경계를 지켜내
는 수단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 성적 폭력에 희생된 여성이 민족적 차원
의 정절을 표상할 만한 여성이었는지에 대한 평가를 지양하고 피해 그
자체에서 드러나는 폭력성을 보면서 이를 보듬을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일제에 대항하던 수단으로서의 민족주의도,
해방 이후에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 추구하던 민족주의도 이러한 식민지
적 정체성의 실질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배타적이고 이분법적인, 강한
가부장성을 띤 성격의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고국으로 돌아온 위안부
생존자들은 치유되지 못했고, 오히려 범죄를 재체험(re-experience)했기
에 결국 우리 속에 내재된 가부장성 및 이와 결합한 가부장적 민족주의
는 ‘위안부’ 들의 피해를 지속되게 만들었다.

제2항

포스트식민주의

결국 본 연구에서는 일본군‘위안부’ 제도의 본질과 포스트식민 한
국사회에서의 제반 현상들을 분석함에 있어서 ‘포스트식민주의적 관
점’(post-colonialist perspective)을 가장 주된 이론적 기초로 활용하고자
한다. 포스트식민주의는 식민지 시대와 식민지 이후를 통칭하는 개념이
다. 따라서 포스트 식민주의는 비단 식민지 시대뿐만 아니라 독립을 한
후에도 계속 남아 파괴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식민지의 잔재를 탐
색해 그것들의 의미를 밝히고 대항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42) ‘포스트’
식민주의에서 ‘포스트(post)'의 의미는 다의적이다. 우선 ‘포스트’는 ‘pre’
의 반대어로서 ‘이후’ 혹은 ‘후기’라는 시간적 의미를 지니는데, 그런 의
미에서 1945년 이후 한국사회는 포스트식민사회라고 할 수 있다. 두 번
째로, ‘포스트’는 포스트구조주의, 포스트모더니즘에서 말하는 ‘구조적인
변형과 재생산’의 의미를 지니고 이에 따르면, 포스트 식민사회는 식민지
42) 노용무, “김수영과 포스트식민적 시 읽기”, 한국시학연구 제 3호, 2000.11, 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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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이 변형되고 지속되고 재생산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포
스트’는 벗어남, ‘탈’이라는 해방적 의미도 가지고 있어 식민지성을 ‘넘어
서고자’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는바, 위 세 의미는 서로 결합되면
서 의미생산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피식민지의 사회적, 경제적, 문
화적 관계는 식민제국의 지배 속에서 재구성된다.43)
즉 포스트식민주의는 제국주의에 의한 직접적 점령과 수탈의 시대
는 끝났지만, 식민주의가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아직 끝나지 않았
다는 입장이다.44) 이러한 문제의식은 영어의 post-colonialism에 해당하
는 용어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에서도 드러나는데, 흔히
이 용어는 국내에서 ‘탈식민주의’로 번역되어 사용되지만, ‘포스트식민주
의’라는 용어를 고수하는 학자들도 있다. ‘탈식민주의’를 선호하는 입장에
서는 우리 시대의 역사적 조건이 탈식민화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거꾸
로 그러한 신식민지 현실에 대한 저항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그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45) 그러나 ‘포스트식민주의’라는 용어를 사용
하는 측에서는 탈식민주의란 개념이 식민지적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의미로 쓰이고 있어 식민주의가 지배한 역사적 단계를 이미 통과했다는
관점으로 읽히고, 그것은 비판의 초점을 식민지 과거로만 한정시킴으로
써 현재의 신식민적 지배구조를 보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한
다.46) 본 연구에서 필자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논함에 있어 식민지배
시기 전후를 통괄해서 지속되고 있는 포스트식민의 법적 구조가 현재의
한국사회에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식민지가 형식적으로는
종결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속되고 있다는 양가적인 속성을 동시에
드러내기 위하여 ‘포스트식민주의’란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식민지 속에 편입된 조선은 일본의 적국도 아니고 아국도 아닌, 부
43) 'post'의 다의적 의미에 관한 설명은 양현아, “한국사회의 일본 ‘군위안부’ 인식: 피해자성의 영
감”, 『일본 '군위안부’ 문제, Fight for Justice』, 한일공동 심포지엄 자료집, 2016, 16 참조.
44) 양종근, “탈식민주의와 민중, 민족주의”, 신영어영문학 제4집, 2009.11, 116.
45) 이경원, “탈식민주의의 관계적 정체성을 모색하며-릴라 간디, 포스트식민주의란 무엇인가?”,
실천문학 통권 60호, 2000.11, 332-333.
46) 노용무, 2000,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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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한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된다. 프란츠 파농은 “식민주의는 타자에 대
한 체계적인 부정이고 타자에 대해 어떤 인간적인 속성도 허용하지 않으
려 하기 때문에 그것은 피지배 민족으로 하여금 항시 ‘실제로 나는 누구
인가’의 질문을 되씹도록 만든다.”47)고 하였다. 이렇듯 식민지배를 통해
피지배자는 본래 자신이 가졌던 정체성과 식민지 시기에 주입된 새로운
정체성 간의 혼합이 일어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한편, 호미 바바의 포
스트식민이론은 식민지경험과 근대화, 민족주의적 저항과 체제에 대한
협력이 뒤얽혀서 존재하는 식민지적 의식의 모호함과 복잡성에 대한 인
식을 담고 있다. 바바는 식민지배자와 피지배자, 제국의 문화와 식민지
문화 사이에 존재하는 양의적이고 혼종적48)인 식민공간의 기능과 특성
을 밝혀내는 작업에 주력하면서,49)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적 문제의식을

47) Fanon, Franz(1995) “검은피부, 하얀가면”, 이석호 역, 인간사랑, 양현아, “식민지시기 한국가족
법의 관습문제-시간의식의 실종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제58권, 2000.12, 42에서 재인용.
48) 혼종성(hybridity)은 포스트식민주의 이론의 핵심개념 중 하나인데, 이는 식민지배로 인해 식
민공간에서 나타나는 복잡한 효과와 상호작용의 양상을 지칭하는 말이다. 포스트식민주의 연
구는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식민주의에 대해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인
식들을 새롭게 해명하기 위해 과거를 재검토하는 데 전념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독
립했다고 해서 피식민자에게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부과되어 온 식민주의의 재현, 독법, 그리
고 가치관 등이 제국의 몰락과 함께 마술적으로 사라지지 않았다는 데서 연유한다. 이 경우,
식민주의 담론이론과 마찬가지로 포스트식민주의라는 재현과 재현 양식이 피식민지인을 식민
통치에 순응하도록 하는 다양한 방식을 탐구하는데, 이 흐름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람들로서
프란츠 파농(Franz Fanon)과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Said) 등을 들 수 있다. 두 번째 경우
는 식민 권력의 전복 이후에 구성된 사회적 관계와 권력의 초민족적이거나 범지구적인 체제
에 관심을 기울이는데, ‘포스트식민 이성비판’에서 가야트리 스피박(Gayatri C. Spivak)은 ‘식
민주의’를 외국의 영토를 유럽이 행정적으로 지배하는 국면으로, ‘신식민주의’를 식민체제의
몰락 이후 출현한 제국의 경제적, 문화적 장치로, ‘포스트식민주의’를 범지구적 지배의 현재적
조건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로 연관된 듯 보이는 이 용어들을 스피박이 구분하는
이유는 제국주의나 신식민주의와는 달리, 포스트식민주의 담론은 하나의 국가, 혹은 국가적
단일체를 기준으로 지배와 억압, 식민과 피식민이라는 다분히 본질적이고 이분법적인 논의와
는 맥락을 달리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포스트식민주의를 반식민주의나 민족주의 담론과
갈라서게 만드는 지점은 그것이 목적론적이고 유토피아적인 담론을 지향하지 않는다는 데 있
다. 즉 독립 이후, 특히 오늘날의 상황에서 식민과 피식민의 현상은 상호침투적이고, 상호전
염적이며 한 쪽을 완전한 악으로 추방하기에는 이 둘의 경계가 이분법적 도식으로 명료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데 포스트식민주의의 고민이 있다. 이는 또한 식민과 피식민의 혼종현상을
어떻게 대면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진다(이상, 포스트식민주의 연구에 대한 설명은
정혜욱, “번역과 포스트식민주의”,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코기토 59, 2003. 12., 30-32).
49) 김용규, “이식에서 번역으로: 호미 바바의 탈식민 이론”, 오늘의 문예비평, 통권23호, 2005.
9,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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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부분 공유하면서도 이를 비판했는데, 바바에 의하면 “사이드에게는
항상 식민권력이 전적으로 식민주의자에 의해 소유되어 있다는 역사적,
이론적인 단순화가 존재한다.” 즉, 사이드의 이론은 외부에서 모든 것을
통제한다는 발상을 전제함으로써 내부의 협상 내지 저항의 여지를 전혀
두지 않는, 권력과 지배 사이의 단순한 이항대립을 설정하고 있다는 것
이다.50) 따라서 바바는 식민지배자, 피지배자의 개별적 문제보다 양자가
충돌하고 갈등하는 식민공간의 문화적 협상과 교류의 문제에 집중하며,
이에 따라 식민공간은 식민주의적 권위가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공간이
아니라 불투명한 양의성과 혼종성에 의해 생산되는 불안정한 공간이 된
다.51) 이러한 바바의 분석은 식민공간의 역동적 구조를 드러냄으로써 이
분법적인 정체성의 대립을 넘어선 식민지 경험의 복잡성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을 상기시킨다.
이러한 포스트식민주의적 시각을 통해 우리는 식민지배의 문제를
단순히 외부에서 일방적으로 부과된 억압이나 수탈의 측면에서 보는 것
을 넘어서서 이에 대한 책임이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고,
식민지배질서에 적극적으로 포섭되고, 협력했던 부역자들의 존재와 동시
에 어떤 형태로든지 식민지 체계에 의존하고, 방관했던 수많은 존재들이
있었음을 자각하게 된다. 진정한 식민지배 유산의 탈각을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 속에서 청산되지 못하고 잔존하는 식민성에 대한 인식과 함께 집
단적인 반성과 화해의 기회가 반드시 필요하다. ‘위안부’문제에서 식민지
배 경험이 창출한 사회문화적 효과는 여실히 드러난다. 조선에서 수많은
여성들이 위안부로 동원될 수 있었던 것은 일제의 체계적, 집단적 동원
정책 때문이지만, 이 정책이 단지 사회적인 진공상태에서 작동된 것만은
아니었다.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많은 조선인 민간업자들이 당시
조선의 열악한 사회경제적 조건 및 여성에 대한 차별적 관념에 편승하여
일제의 정책을 뒷받침했고 가부장적 가족제도도 그러한 맥락 속에 놓여
50) 김용규, 2005, 166.
51) 김용규, 2005, 168-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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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아울러 해방 이후에도 살아 돌아온 ‘위안부’ 여성들에게 사회가
부과한 낙인은 그들의 과거가 단지 과거로 끝날 수 없고, 계속 현재로
소환되게끔 하는 폭력성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위안부’ 문제는 위 제
도가 일본의 식민지배의 맥락에서 작동한 양상과 동시에, 해방 이후의
전후처리과정에서 식민지 책임과 관련하여 형성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오
는 미청산의 법적 구조 속에서 조망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미청산
상태에는 한국 정부와 사회도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하는 과정이 필요하
다. 사실 이는 ‘불편한 진실’과의 대면이 아닐 수 없다. 릴라 간디는 탈식
민주의는 식민주의의 기억들을 억압하고 망각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과거
로 돌아가서 숨겨지거나 잊혀진(혹은 잊고 싶은) 장면들을 들추어내고
따져 묻는 작업이며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지워 버리려는 탈식
민적 유토피아주의는 식민주의로 인한 외상의 치유를 오히려 지연시키고
방해한다고 본다.52)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포스트식민주의 시각은 비
록 기억하거나 시인하고 싶지 않은 불편한 진실과 대면하게 만드는 계기
가 되지만, 동시에 식민지배의 억압은 외부로부터 일방적으로 부과된 것
에 그치지 않고, 우리 내부에서도 재생산되고 있었음을 보게 한다는 점
에서 ‘위안부’ 문제를 조명함에 있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본군‘위
안부’ 운동은 대한민국에 잔존하는 내부의 식민성(coloniality)을 정면으
로 응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현주소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던져왔는데
이러한 ‘위안부’ 문제가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2차 대전
이 종결된 후 일본의 공식적 식민지배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그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대한민국의 종속적 위치성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된다.53)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진실을 애써 망각하려는 시도는 오히
려 식민주의의 흔적을 계속해서 기억할 수밖에 없게 만들지만, 이를 기
억하고 진실과 당당히 대면할 수 있다면 역설적으로 진정한 ‘망각’과 ‘탈
식민’이 가능할 것인데, 진실과 정의는 일본정부의 책임인정 뿐만 아니라
52) 이경원, 2000, pp329-330.
53) 이나영, “페미니즘 관점에서 본 일본 ‘군위안부’ 운동의 역사와 ‘2015년 한일합의’의 문제점”,
『위안부’ 합의 이대로는 안 된다』, 2016. 6.,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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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와 한국사회의 진실대면과 주체적인 탈식민 인식체계로의 변화
를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54)

54) 이나영, 2016,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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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일본군‘위안부’의 제도적 특징과 포스트식
민의 법적 구조
제1절 ‘위안부’ 제도의 특수성과 지속성
제1항

일반적인 전시강간과 ‘위안부’ 제도

무력충돌 상황에서 여성의 몸에 대해 가해지는 폭력의 역사는 결
코 근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쟁의 역사만큼이나 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쟁 상황에서 여성에 대한 대규모 강간은 불행하지만 전쟁의 불
가피한 부작용으로 간주되고, 매우 오랫동안 무시되거나, 과소평가 혹은
묵인되었다.55) 전시상황에서 여성에 대한 체계적 강간에 대한 본격적인
공적 문제제기와 국제법적 차원의 심판은 구 유고슬라비아 및 르완다 내
전 등지에서의 강간캠프를 통한 집단적 강간현상을 인종청소의 수단으로
지목한 것을 계기로 비로소 시작되었다. 캐서린 맥키넌은 국가정책적 수
단으로서 집단적 강간이 활용되는 현상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
녀에 따르면 그러한 체계적 강간은 ‘통제되지 않은’(즉 우발적인) 강간이
아니라, 치밀하게 통제되고 의도된 강간이며, 보여지고, 들려지고, 전파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강간으로서 강제임신을 통해 한 공동체를 해체하고,
사람들의 일상과 삶을 파괴하는, 제노사이드의 성격을 띠는 강간이다56).
55) Christine Chinkin, "Rape and Sexual Abuse of Women in International Law" in D.
Dallmeyer(ed.), Reconceiving Reality: Women and International Law, Studies in
Transnational Legal Policy, No.25,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1993, 334.
56) 원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This is not rape out of control. It is rape under control. It
is also rape unto death, rape as massacre, rape to kill and to make you leave your
home and never want to go back. It is rape to be seen and heard and watched and
told to others: rape as spectacle. It is rape to drive a wedge through a community,
to shatter a society, to destroy a people. It is rape as genocide […] murder as the
ultimate sexual act […] rape as ethnic expansion through forced reproduction […];

- 25 -

일본군‘위안부’ 제도의 경우 국가가 일본 군사의 효율적 결집과 동
원을 위해 정책적으로 위안소 설치 및 운영에 개입했다는 점에서 체계적
강간의 전형적 특성을 면면히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일본군‘위안부’ 제
도에서는 구 유고슬라비아 등지에서 자행되었던 일반적인 전시강간상황
과는 다른 점이 몇 군데에서 도출된다.
우선, 표면적으로는 강간의 결과에 대한 규율방식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즉 보스니아 여성들에 대한 세르비아 군의 집단적 강간사례에
서는 강간캠프를 통해 여성들을 강간한 후 여성들이 임신하면 낙태가 불
가능하게 되는 시점까지 강제로 임신상태를 유지시키는 ‘강제임신’이 문
제되었다. 하지만 ‘위안부’의 경우 일본당국과 군은 이들의 임신사실을
결코 반기지 않았다. 오히려 당국은 ‘위안부’들이 임신했을 경우 낙태를
시키거나 강제불임시술을 하였고, 이를 통해 조선 여성들의 생식능력을
박탈하고 임신을 막았다.57) 이에 따라 일본당국은 위안소 내에서 임신으
로 인해 ‘국가업무’, 즉 효율적인 군사동원과 전쟁수행에 지장이 생기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노력을 정책적으로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보스니아 여성들에 대한 강제임신과는 매우 다른 성격
의 정책적 개입이다. 단지 강제된 임신이냐, 불임이냐를 넘어 이러한 차
이에는 중요한 함의가 담겨 있다. 구 유고슬라비아에서의 전시강간 사례
의 경우 집단적 강간을 통해 의도된 정책적인 목적은 강제임신이라는
‘강간의 결과’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보스니아의 여성들이 자신을 강
간한 세르비아 군의 아이를 강제로 낳게 만듦으로써 여성들의 정체성 및
그 사회가 정체성을 규정하는 방식 자체를 붕괴, 해체시키려는 의도가 드
러난다. 하지만 ‘위안부’ 사례의 경우 오히려 국가의 정책적인 의도와 관심
은 강간을 당한 여성이 속한 집단의 정체성을 말살시키는 것보다는 일본
Catharine A. MacKinnon, “Rape, Genocide, and Women’s Human Rights”, in Alexandra
Stiglmayer (ed.), Mass Rape: The War against Women in Bosnia-Herzegovina, Lincoln
and Londo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994, 190- 191.
57) 위안소에서의 시술로 인해 불임이 되었다는 사실은 생존하는 ‘위안부’들의 증언에서 공통적으
로 일관되게 나타난다. 이러한 강제된 ‘불임’ 역시 ‘위안부’ 피해가 해방 이후에도 지속되는
한 원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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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이 전쟁을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하는
수단으로서 위안소를 이용하는 데 있었다. 즉 ‘강간의 결과’인 강제임신이
목적이 아니라, ‘강간 그 자체’가 목적이었으며, 강간이 허용되는 장소로서
의 위안소 설치는 성적 문란에 의해 군기가 흐트러지는 것을 막고 점령지
에서의 일본군 규율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위안
부’ 제도에서는 강간에 의한 병사들의 성적 만족을 통한 군사적 규율의 측
면이 강조된다는 점에서 구 유고의 사례에서보다 성은 한층 더 도구화되
고, 대신 성관계와 필연적인 연장선상에 있는 ‘임신’은 이러한 국가정책 실
현에 오히려 방해가 되기 때문에 역시 체계적인 억압의 대상이 되어 왔다.
물론 일본군‘위안부’의 경우에도 위안부들에게 행해진 강제불임 정책이 민
족적 정체성을 말살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여
성의 임신을 정책적으로 의도한 세르비아의 정책과 반대로 성을 도구화하
고 임신을 체계적으로 억압한 일본의 개입양상의 차이를 살펴볼 때 강제
불임시술의 민족말살적 효과는 전시상황에서의 군대규율 강화라는 일차적
목적의 실현 과정에서 도출된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일반적인 전시강간과 ‘위안부’ 제도 간 차이는 조선과 일본
과의 관계가 국제법상 대등한 교전 당사국이 아닌, 조선이 일본의 체제
속으로 편입된 식민지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조선이 일본의 식
민지였다는 역사적 배경의 특수성은 국제법상의 ‘체계적 강간’ 개념 속에
일본군‘위안부’ 제도가 완전히 포섭되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여성
에 대한 강간은 그 여성들에 대한 범죄가 아니라 그 여성이 속한 ‘목표
집단’에 대한 범죄이자, 적군 전체를 파괴하는 수단으로 사용됨을 상정하
는 것이 ‘체계적 강간’ 개념에 내포된 기본적인 전제라면, 일본군‘위안부’
제도의 경우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였기에 일본입장에서 조선을 일본에
복속시키는 작업은 이미 종결된 것이었다. 그러므로 새삼스럽게 다시 조
선을 일본의 적국으로 취급하여 체계적 강간을 통해 조선의 민족적 정체
성을 절멸시키려는 시도보다는 이미 일본국 체제로 편입된 식민지로서의
조선을 일본의 다른 지역으로의 군사적 팽창을 원조하는 기지로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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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하는 ‘전시 동원’의 맥락에서 일본 군위안소는 작동한다.
이러한 식민지배와 전시동원의 맥락은 일본군‘위안부’ 제도가 강제
임신이 아닌 강제불임의 형태로 발현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당시에 이미 일본은 조선을 자국의 일부로 합병시켰기에 강제임신
으로 표상되는 민족말살정책을 전면으로 추진할 단계에 있지 않았다. 일
본이 이미 수중에 들어온 먹잇감(즉 조선)을 잡기 위해 고군분투할 필요
는 없는 것이었고, 조선의 정체성을 말살하고 일본에 동화시키는 일은
굳이 집단적 강간과 같은 극단적이고 가시적인 정책을 취하지 않더라도
제국 내에서의 정책적인 법제와 제도를 통해서도 가능한 상황이었다. 오
히려 일본에게 있어서 식민지인 조선은 일본제국주의가 다른 지역에 진
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물적, 인적 자원 동원의 장(場)으로서의 의
미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구 유고의 사례에서와 달리 일본군‘위안부’
제도는 직접적인 적군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이제 일본내부로 복속된
‘과거의 적군집단’을 일본제국주의의 효과적 팽창을 위한 동원체제로 이
용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하종문의 연구는 과거 일본 육군 조직 편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위안소가 일본군사시설의 일부였고, 위안소 업자는 민간인
이 아닌 군속이었으며 ‘위안부’ 역시 ‘군종속자’로 취급되었다는 점을 규
명하고 있다.58) 위안소는 주보, 병참으로 이어지는 각급 부대의 후방시
설로서 개설되고 가동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위안소 업자와 ‘위안부’가 군
속 내지 군종속자로 신분이 규정되었음을 관련 공문서와 당시 군 관계자
의 회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기에 ‘위안부’는 일본군의 조직체계와 깊숙이
결부된 군사시설로 파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59) 일본의 남자 군속의 증
언에서도 ‘위안부’는 군속과 같았는데, 패전 후 영국군의 지시에 따라 수
마트라에서 귀환을 위한 작업대가 편성되고, 유수명부 작성에 시급히 대
응한 부대에는 약 20명의 여성이 귀환 대기상태에 있었고, 그 중에는 전
58) 하종문, “일본군 위안소 체계에 대한 국가 관여의 역사적 고찰”, 『한일 간 역사현안의 국제
법적 재조명』, 동북아역사재단, 2009.
59) 하종문, 2009,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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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초기부터 종전까지 함께한 ‘위안부’가 언급되고 있었다.60) 여성부에 ‘위
안부’ 피해자로 등록된 192명 중 114명(59.4%)이 간호, 세탁, 노역, 군사
훈련 등을 경험함으로써 신분에 관계없이 여자 군속 역할을 한 것으로
유추되고, 유수명부에 ‘임간, 용인’ 등으로 기재된 여성군속들의 다수가
군대 내 간호, 노역 등의 업무 뿐만 아니라 ‘위안부’로서도 동원되어 성
적 착취의 대상이 되었다.61) 결국 ‘위안부’는 군의 직접적인 통제, 관리
하에 있으면서 성노동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필요한 노동에 동원되었음
에도 일본군 기록에 이들을 ‘위안부’로 표기한 예는 없고, 다만 미군 포
로수용소의 조사기록에 ‘위안부’ 표기가 드물게 나올 뿐이어서 위와 같은
사실은 유수명부 등에 임간, 용인 등으로 표기된 ‘위안부’ 피해 여성들의
증언에 의해 확인될 수 있었다.62)
결국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체계적 강간은 적국의 집단에 속하는
여성에 대한 강간이 아니고, ‘위안부’들은 전쟁동원 체제 속에서 일본의
식민지배 체제의 일부를 이루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편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성병검사는 군이 운영하는 위안소의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였
는데, 아시아·태평양 전쟁 당시 연합군번역통역부(ATIS)와 네덜란드령
동인도정보부(NEFIS)에서 생산한 문서들에서는 일주일 단위로 위안소에
서 성병 검사가 이루어졌고, 성병에 걸린 소녀는 즉시 해고되고 교체되
었다는 점이 적시되어 있다.63)
이처럼 조선과 일본의 식민지 관계는 조선의 일본군‘위안부’ 제도
를 결코 일반적인 전시강간과 같은 의미에서 조명할 수 없게 만든다. 엄
밀한 의미에서 이는 일본군 ‘내부’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지만,
강제적으로 복속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일본에 동화되었다고 할 수는 없
어 여전히 저항과 적대의 관계가 살아 있는, ‘식민지적 관계’의 맥락 속

60)
61)
62)
63)

신영숙, 2009, 355.
신영숙, 2009, 356-362.
신영숙, 앞의 글, 361-362.
백재예, “아시아·태평양 전쟁기 연합국의 일본군 ‘위안부’ 인식에 관한 연구” -ATIS, NEFIS
심문 보고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2016. 2,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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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행해진 체계적 강간이었다.64) 따라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 강간은 ‘위안부’로 동원된 여성에게 파괴적인 피해를 미치는 데에
서 그치지 않고, 일본군 스스로의 집단적 결집을 강화한다는 의미가 한
겹 더 덧붙여져 있다. 나아가 조선과 일본이 식민지 관계로 연결된 데서
나오는 효과는 조선인 일본군‘위안부’들이 매우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강
간 피해를 입은 사실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일반적인 전시강간에서보다
훨씬 더 빈번한 횟수의 강간이 자행되었고, 이는 사후에 ‘위안부’들이 받
은 피해가 장기간 지속되게 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조선인
‘위안부’들은 사후적 증언을 통해 하루에 몇십 명 이상의 군인을 상대했
어야 하는 가공할 만한 숫자의 강간 경험을 고백하고 있으며, 이렇게 반
복되는 강제적 성교로 인하여 성기가 상하거나 파손되는 경험이 거의 모
든 여성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65) 그리고 이러한 ‘성기의 파
손’ 현상은 다른 전시강간과 구별되는 일본군‘위안부’ 제도 특유의 반복
적이고도 집단적인 강간의 결과에 따른 여성인권 유린을 상징적으로 집
약한다.66) ‘위안부’ 제도 속에서는 위안소를 설치하고, 그 안에 여성들을
배치하여 군인들이 찾아오는 방식으로 체계적 강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반적인 전시강간보다 제도가 한층 더 구조화되어 있었다.67)
64) 이윤제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일본군‘위안부’의 성노예로서의 가장 큰 쟁점은 ‘위안부’ 제도
를 전쟁범죄로 볼 수 있느냐인데, 일본이 일본인‘위안부’와 조선인‘위안부’를 차별하였다는 것
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무력충돌과 관련 없는 차별적 의도는 현재의 전쟁범죄가 포착하는 범
죄유형에 해당하지 않고, 인도에 반하는 죄가 규율하는 영역에 속하고, 전쟁범죄는 무력충돌
과정에서 적대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의무와 관련되기 때문에 일본이 조선인에게 저지른 일
본군‘위안부’에 대한 차별은 한국과 일본의 적대적 대치 관계가 존재하여야만 전쟁범죄로 규
율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였다고 해서 양국 간 무력충돌이 없었다는
주장은 조선의 항일무장투쟁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이며, 조선의 광복군, 의열단 등의 무장
투쟁은 국제적 무력충돌로 규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평가한다. 나아가 피해자가 가해자와 같은
집단에 속하는 경우 전쟁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기존의 통설이지만, 로마규정의 전쟁
범죄에 관한 성노예는 피해자의 소속이나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성노예의 본질을 가지는 일본군‘위안부’의 경우에도 전쟁범죄로 규율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다(이윤제,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범죄자 처벌”,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법적 책임’ 심포지엄 자료집, 2017. 7, 37-39).
65) 양현아, 2006, 15.
66) 양현아, 2006, 16.
67) 이런 까닭에 피해자들의 증언을 살펴보면 일본 군인과 동거를 하는 등 지속적 관계를 맺어
온 사례도 나타난다. 그 관계의 양상은 많은 경우 자신을 반복적으로 찾아와 강간한 당해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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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일본군‘위안부’ 제도는 일반적인 전시강간의 틀로는 미처
다 포섭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특수성은 조선이 일본의 식민
지였다는 점에서 도출된다. 조선이 일본 체제 속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훨씬 더 장기적이고 반복적이며 구조적으로 제도화된 ‘위안부’ 동원이 가
능했고, 식민지배 체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작동한 ‘위안부’ 제도는 바
로 그러한 속성 때문에 2차 세계대전 이후 조선이 해방을 맞은 후에도
그 실체가 제대로 규명되거나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생존
피해자들의 피해가 지속되었다.
지금까지는 ‘위안부’ 제도를 일반적인 전시강간과 비교할 때 나타
나는 특수성을 강조했다면, 다음 항목에서는 동시대 조선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 나타난 일본의 체계적 강간 양상과 비교할 때 드러나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특수성을 집중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제2항

점령지의 '위안부'와 식민지의 '위안부'

이전까지의 논의가 일본군‘위안부’제도가 그것보다 시대적으로 사
후에 있었던 구 유고슬라비아 등지에서의 일반적인 전시강간과 비교할
때 어떤 특수성을 가지는지에 집중되었다면, 이 항목에서는 조선의 일본
군‘위안부’ 제도와 동시대에 일본이 다른 점령지들에서 자행한 체계적 강
간이나 ‘위안부’ 제도 양상과의 비교를 통해 동일한 시대적 맥락 속에서
도 조선의 일본군‘위안부’ 제도는 여전히 특수한 양상으로 차별화되고 있
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식민지배의 역사적 상황이라는 시대적 맥락은
기존 조선사회의 가부장제와 그리고 일본 식민정책의 결합을 통해 다른
지역에서의 체계적 강간이나 ‘위안부’ 제도보다 조선의 ‘위안부’ 제도의
억압의 강도를 높였다.
인에 대한 분노와 한으로 집약되지만, 놀랍게도 몇몇 증언자들은 당시에 인간적인 관계를 맺
고 지냈던 일본 군인들에 대한 향수를 드러내기도 한다. 이렇듯 ‘위안부’ 생존자들이 가해자
에 해당하는 남성에게 향수를 가지고 있는 기억은 공식 역사와 여성 개인사 간의 간극을 나
타낸다(양현아, 2001, 8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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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과 일본의 관계가 대등한 관계가 아닌 지배와 피지배라는 종
속관계였던 이상 일본군‘위안부’ 제도의 운영에도 그러한 불평등관계에서
오는 민족차별적 요소가 짙게 깔려 있다. 예컨대 징집과정의 경우 일본
국내에서의 징집은 21세 이상의 매매춘 경험자에 대해서만 허용했고, 징
집에 일본경찰이 관여하고 있다는 점을 숨기려고 노력했다. 반면, 식민지
조선에서는 징집과 관련한 아무런 조처가 취해지지 않아 미성년자의 징
집이 많았고 대부분 사기나 인신매매와 같은 불법적 방법으로 징집이 행
해졌다고 한다. 나아가 일단 징집이 된 후 군 위안소의 운영에 있어서도
조선 여성과 일본 여성은 그 대우의 차이로 인해 전자의 고통이 더 배가
되었다.68) 조선인 ‘위안부’에 대한 차별 행위는 위안소에서 그들이 받는
돈에서의 차등과 같이 만연했고, 전방에 보내진 대부분의 ‘위안부’는 조
선인이었는데 거기에서는 살아남을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는 내용도 동일
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69) 이상의 정황적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일본군‘위안부’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짙은 민족차별적 요소가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에 개입되었음을 알 수 있고, 같은 ‘위안부’여성이라고 하더
라도 일본여성과 조선여성에 부과되는 함의가 달랐다는 점은 일본군‘위
안부’ 문제를 단순히 젠더의 문제로 접근하는 시각의 한계를 보게 한다.
보호받을 제국의 여성과 성적 대상으로 ‘향유할 수 있는 피식민지의 여
성 간 구분 및 차별이 이루어졌다70)는 점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과 민족
갈등이 만나는 지점으로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고찰해 볼 필요가 있
다. 즉 같은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인종, 민족에 따라 전혀 다른 체험을
하고, 고통의 정도가 달랐다는 사실은 젠더 이외에 민족이라는 또 다른
요소를 결합시켜 사건을 바라봐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가공할 만한
규모의 군위안소 정책이 처음부터 일본여성이 아닌 식민지 여성을 대상

68) 윤명숙, 최민순(역) 『조선인 군위안부와 일본군위안소 제도』, 이학사, 2015; 윤명숙, “일본
군 위안부 문제에서 얻는 역사적 교훈”, 내일을 여는 역사 제4호, 2001. 1, 76.
69)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 자료집, 52.
70) 이러한 차별의 양상에는 앞서 언급되었던, 조선에서 위안부가 될 여성들이 동원되고 있을 시
기 일본에서는 출산장려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었다는 사실도 물론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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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다분히 강제적인 방법을 통해 실시할 것으로 기획되었다는 것이 명
백하다는 점에서 볼 때 민족 변수를 제외시키는 것은 분석적으로 정확할
수 없다71)는 지적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피해자들의 증언을 조사했을
때 그들의 의식 속에서 가부장제와 민족차별에 대해 동시에 가지고 있는
울분이 발견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72), 식민지적 맥락 그리고 민족
적 요소를 고려하여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하에서 필자는 동시대에 존재했던 다른 지역의 일본군‘위안부’제도 및 체
계적 강간과의 비교에서 드러나는 조선인 일본군‘위안부’제도의 특수성을
‘위안부’ 동원과정에서의 차이와 피해자 여성의 민족 간 차이라는 두 가
지 차원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1) 식민지 ‘위안부’ 동원과정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로 존재했다는 점은 장기간에 걸친 동원이
가능했다는 사실과 직결된다. 이것이 다른 점령지역에서의 ‘위안부’동원
양상과 결정적 차이를 나타내는 이유는, 식민지에 대한 동원이 오랜 기
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까닭에 당시 피식민지의 사회경제적 배경과의 짙
은 연관성 하에 더 계획적이고 치밀한 동원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반면 후술하는 바와 같이 식민지가 아닌 단순 점령지에서의 ‘위안부’ 동
원은 다소 비계획적이고,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강했다. 전쟁이 장
기화되면서 조선 여성으로 충당될 수 없는 부분이 점령지 여성으로 동원
되었다73)는 지적에서 알 수 있듯이 점령지에서의 ‘위안부’ 동원은 식민지
의 동원 양상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그 체계적 성격이 약했다.
일본은 1938년 국가총동원법령에 의거하여 자국의 이익, 특히 전시
체제에서 물적, 인적 자원을 징발하는 수단을 강구하였다. 이러한 강제
71) 정진성, 1999, 40.
72) 이상화, “군위안부 경험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여성학과 석사논문, 1993, 정진성, 1999, 39
에서 재인용.
73) 정진성, 1999,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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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은 조선인 여성을 ‘위안부’로서 징집해 갈 수 있는 배경을 제공해 주
었음을 2000년 법정의 남북 공동기소장은 지적하고 있다.74) 이렇듯 조선
이 일본의 식민지라는 상황은 그 어떤 점령지역보다도 조선과 일본 간의
연계를 밀착시켰고, 조선은 다른 점령지역을 일본 지배하에 놓기 위해
필요한 인적, 물적 물자를 징발하는 ‘또 하나의 일본’이었다. 따라서 조선
에서는 다른 점령지역보다 강제동원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일본제국군은 조선의 일본군이나 조선군 사령부에 조선여성을 위안소로
모집할 것을 위임하여 조선총독부가 8000명의 여성을 북중국에 보냈고,
동남아시아의 점령 지역에 ‘위안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조선 여성을
모집하기 위해 일본 업자들이 조선으로 모여들어 그들 중 조선군 사령부
로부터 허가를 받은 이들이 17세부터 29세에 이르는 22명의 조선여성을
300원에서 1000원의 전도금으로 매수했다고 기록되어 있다.75) 조선의 ‘위
안부’들은 개별적 동원보다는 대규모의 집단적 동원형태에 의해 일본군에
‘조달’된 경우가 훨씬 빈번하다. 다른 여성들과 함께 군함이나 트럭을 타
고 오랜 시간 이동했다는 여러 증언들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한편 최근 한혜인의 연구는 식민지 시기 조선에서의 총동원체제
성립과정 중 예창기, 작부를 모집할 수 있는 인사소개업에 대한 규제가
일본과 조선에서 상이한 방향으로 차별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위안부 동
원이 공창제의 틀만이 아니라, 직업소개 등 사회적 제도 속에서 움직였
다는 것을 규명하였다.76)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선과 일본의 ‘소개영업
취체규칙’은 인사소개업자를 경찰이 규제, 단속한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일본의 규제는 인사소개업자의 불법적 행위 단속에 중점을
두고 규제나 단속내용이 구체적이었던 데 반해, 조선은 인사소개업자 허
가를 중심으로 소개업자가 행할 수 있는 불법적 행위에 대한 규제나 단
속규정이 일본에 비해 훨씬 느슨하였다. 이는 단지 경찰당국이 조선 내

74)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 자료집, 25.
75)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 자료집, 39.
76) 한혜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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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소개업자의 주선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치, 묵인하였다는 것과 같
은 당국자의 개인적 판단의 차원을 넘어, 식민지 조선에서의 합법 상황
이라는 공적체제의 범위가 일본과는 다른 구조를 지니고 있었다는 제도
적 차이로 설명되어야 한다.77) 일본과 조선의 ‘소개영업취체규칙’을 구체
적으로 비교해 보면, 여러 가지 차이가 드러나는데, 소개업자의 자격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일본의 소개영업취체규칙에 비하여 조선의 소개
영업취체규칙은 소개업자의 자격에 대한 일정한 심사기준을 규정하고 있
지 아니하여 규정 자체가 ‘불량 소개업자’를 양산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
었고, 일본의 규칙이 수수료에 관하여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수수료에 관한 경찰의 규제가 명문화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또한 영업지
범위에 대해서도 조선의 규칙에서는 타지에서의 소개행위에 대한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관할지가 아닌 타지에서의 모집, 소개행위에 대하여는 규
제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특별한 규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인신소개
업자가 인신매매를 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또한 소개업자에게
금지되어 있는 행위규제에 대해서도 일본의 규칙은 구체적이고 면밀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조선의 경우는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타 지역으
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역전 등에서의 소개행위를 금지하지 않았기 때
문에 조선에서는 ‘위안부’들을 보다 간단하게 타 지역으로 인신매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78) 한편, 1940년 1월 조선에 ‘조선직업소개령’이
발령되면서 보다 공고한 동원체제가 성립되었는데, 일본의 직업소개법은
예창기, 작부의 직업을 소개할 수 없게 되어 있었으나 조선에서는 별도의
규정인 ‘조선직업소개소에 관한 건’에서 모집종사자, 즉 예창기 인사 소개
업자를 규정하고, 겸업금지조항을 개정하여 유곽 등 예창기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자가 인사소개업을 같이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조선
이나 일본에서 유곽을 경영하면서 상해, 남경 등지에서 위안소 경영을 하
는 사업자에게 있어서는 ‘위안부’ 모집에 상당한 편의를 제공하게 되었
77) 한혜인, 2013.
78) 한혜인 2013, 앞의 글, 377-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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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79). 또한 조선에서는 1941년 이후 직업소개령의 모집규정을 개정하여
신문, 잡지 광고 모집도 병행하게 되었고 ‘위안부’도 신문광고 모집대상이
되었는바, 이와 같이 신문광고를 통해 모집공고를 내고 모집행위를 한다
는 것은 조선 총독부, 도지사, 경찰의 허가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던
이상 이는 조선 내에서 ‘위안부’ 모집에 있어서 조선총독부, 도지사, 경찰
이 행정적 절차 및 모집절차 속에 모두 관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80)
이와 같이 외형적으로는 유사한 명칭의 법제가 본국인 일본과 식
민지 조선에서 다르게 규정되고 집행되었다는 사실은 식민지 법제 하에
서의 ‘위안부’ 동원과 관련하여 깊은 시사점을 준다. 조선에서는 예창기,
작부 등의 직업소개를 금지하는 직업소개법이라는 상위법령의 체계에 부
합하지 않는 하위법령을 통해 사실상 상위법을 무력화시키고 조선에서
‘공식적’으로 ‘위안부’를 동원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었다. 한혜인은 이
렇게 조선에서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한 법적 규제를 통해 법행위
자의 자의성, 예외성을 인정하게 되는 상태가 확대됨으로써 행정력이 법
대신 관여하는 일상적 강제성을 유도하는 것을 ‘식민적 강제성’이라고 명
명하고 있다.81) 이처럼 식민지배의 맥락에 놓인 조선에서 일본의 조선인
군‘위안부’ 동원은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협의의 강제력에 의할 뿐만 아니
라, 사회 전체 시스템으로 체계화된 법과 제도에 의해서 광범위하고 집단
적으로 이루어졌다. 신문광고 등을 통한 모집과정에서 조선총독부, 신문발
행지의 관청, 각 지역의 도지사, 경찰, 직업소개소 등이 총체적이고 직접적
으로 관여하고 있었기에 조선에서는 한층 더 집단적이고 대규모의 징발이
가능했다. 따라서 조선의 일본군‘위안부’ 모집은 단순히 소개업자에 의한
개인적인 불법행위가 아니라 일련의 시스템 속에서 이루어졌고, 소개업자
가 실제로 소개업을 할 수 있게 되기까지 직업소개소, 도지사, 경찰 등의
허가 및 감독 과정을 거쳤던 이상 인사소개업자의 모집행위는 개인의 행
79) 한혜인 2013, 앞의 글, 404-405.
80) 한혜인, 2013, 앞의 글, 405.
81) 한혜인, 2013, 앞의 글, 406. 이러한 점은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민간업자들의 행위주
체성을 근거로 일본의 국가책임을 부정하는 박유하의 논리에 대한 강력한 반박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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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가 아닌 조선의, 그리고 조선을 식민지배하는 일본의 행정행위였다.82)
나아가 일본군‘위안부’의 징집과 제도의 운영을 둘러싼 과정에서
다름 아닌 조선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사회 내의 가부장적 요소가 ‘위안
부’의 효율적 동원에 기여했다는 점이 발견된다. 당시의 사회경제적 배경
에 대한 윤명숙의 연구에 의하면, 1910년 조선총독부의 여러 식민정책으
로 인해 농촌 및 도시의 빈민층과 실업자가 증가했고 1920년대 이후 불
황의 지속 및 중일전쟁의 발발 등으로 조선인구의 9할 이상이 극빈층으
로 존재했음이 지적된다.83) 나아가 일본의 중국침략, 태평양 전쟁 등 대
규모 전쟁과 더불어 경제적 불황은 조선을 전쟁 수행을 위한 군수물자공
급기지로 만들어 전체적으로 조선인을 빈곤의 상태로 만들었다.84) 이러
한 경제적 상황은 여성에게는 매우 중요한데, 가난 속에서 결혼한 여성
은 풀이나, 나뭇잎, 나무껍질 등을 채취하여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했고,
결혼하지 않은 여성은 가족의 생계를 돕고, 먹고 살 입을 하나라도 줄이
기 위해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돈을 벌러 떠나야만 했다.85) 조선인 ‘위안
부’의 대다수가 가정경제를 책임질 성인이 없는 극빈층 출신이었다는 사
실은 경제적 빈곤이 ‘위안부’ 징집과정을 용이하게 해 주었으리라는 추측
을 가능케 하며, 일본군‘위안부’의 역사 속에서 계급의 문제도 큰 비중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한다. 위안소의 경영자와 관리자 중에는 조선인이
적지 않았고, 당시 조선 내에서 인신매매가 횡행했으며 딸을 팔아서 가
족을 구한다는 여성희생의 이데올로기가 팽배해 있었다.86) 2000년 법정
의 남북기소장 역시 조선 여성 앞에 닥친 극도의 가난과 그 당시 여성의
낮은 지위라는 상황이 사기와 폭력을 통한 ‘위안부’로의 연행을 가능하게
했으며, ‘위안부’의 체계적 연행은 오직 한국사회에 대한 정보통제와 정
치적, 군사적 지배의 맥락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었다고 적시하고 있

82)
83)
84)
85)
86)

한혜인, 2013, 403-404.
윤명숙, 2001, 77.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 자료집, 26.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 자료집, 26.
김정란, 2006,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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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87) 또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중일전쟁 이후 조선 밖으로 나가기 위해
서는 경찰서장의 도항증명서가 필요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일본군‘위안부’
를 징집하는 업자가 조선의 경찰과 긴밀한 연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이다. 이러한 점에서 ‘위안부’제도에 대한 일본 국가관여를 더욱 공고히
유지시키기 위해 필수불가결했던 것이 식민 지배체제 내로 유입된 조선
사회 내부 집단의 협조였음을 알 수 있다(이러한 양상은 뒤에서 살펴볼
또 다른 일본의 식민지인 대만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일본의 식민지배 상황은 체제 내로 흡수된 토착엘리트와
식민지 지배엘리트 간 공모의 지점을 형성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제도를
더욱 체계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 아울러 기층 민중들도 열악한 사
회경제적 조건과 여성에 대한 차별적 관념 하에서 위안부 동원 과정을
방관하거나 이에 참여했다.88) 조선에서의 일본군‘위안부’ 동원 양상에서
관찰되는 광범위한 체계성 및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특성은 식민상황이
초래한 조선의 사회경제적 조건과 여성에 대한 가부장적 인식, 그리고
일본의 집중적 동원계획이 총체적으로 맞물려 나타난 결과이다. 이를 통
해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젠더 이외에도 기존 사회의 가부장적 구조와
일본의 식민지배라는 여러 겹의 요소가 다층적으로 개입되어 있는 문제
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전시 하 여성폭력이라는 일반적인
국제적 담론의 범주에 넣는 것은 지역적 특수성을 넘어선 넓은 범위의
연대를 가능하게 하지만 동시에 ‘전시 하’라는 상황에 피해자의 상황을
정지시킴으로써 그 속에 개입된 식민지 시기의 유산과 가부장제89)를 가
리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2) 피해자 여성 간 민족에 따른 차이
87)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 자료집, 27.
88) 이런 ‘불편한 진실’들에 대한 언급은, 포스트식민주의의 시선을 통해서 ‘위안부’ 제도를 바라
볼 때 가능하다. 조선의 일본군‘위안부’들은 위안소에서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겪었던 육체적,
정신적 폭력에 더해 위안소에 가기 이전과 이후 조선과 한국이 각각 그들에게 가한 ‘사회적
폭력’ 역시 감내해야 했었던 것으로 보인다.
89) 정진성, “전시 여성 인권침해의 보편성과 특수성 ”, 한국여성학, 제19권 2호, 2003, 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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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의 각국 기소장에 기재된
기소사실들을 비교해 보면, ‘위안부’피해의 경험이 모두에게 동일한 것이
아니라, 피해 여성이 속한 민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
다. 그러한 차이는 ‘위안부’로의 동원과정에서부터 발견되며, 나아가 ‘위
안부’에 대한 대우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저항양식에서도 나타난다. 우
선 동원과정상의 차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당해 ‘위안부’가 속한 국가가
장기간에 걸쳐 일본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였는지, 혹은 일시적인 점령지
였는지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예컨대, 네덜란드의 기소 내용은 자바 섬
의 점령기 동안 일본제국 군대에 의해 성노예로서 이용된 여성 피해자들
이 기소한 내용으로서 ‘일본이 자바섬을 점령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자바
섬의 유럽 거주민들은 자바섬의 원주민으로부터 분리되어 일본의 수용소
에 불법적으로 구금되었다’90)라고 되어 있어 ‘위안부’의 동원과정이 식민
지인 한국에서보다는 덜 체계적이고, 일시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수적으로 볼 때도 조선에서와 같은 대규모의, 장기간에 걸
친 동원이 아니었는데, 이는 점령지와 식민지라는 공간적 관계의 차이가
반영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동티모르의 경우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다가
1930년 이후로 일본이 이 지역에 관심을 가졌고, 1942년 일본군에 의해
점령당했다. 동티모르에서의 위안소 설치 과정을 기소장의 내용을 통해
살펴보면, 1943년 일본군 부대가 수쿠 파투보사라는 마을의 흰색 집과
마을 회관에 위안소를 설치하여 수많은 여성이 이 곳으로 붙들려와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요당했다고 한다.91) 말레이시아의 경우에도 일본
군인들이 강압적으로 젊은 여성들을 그들 집에서 약취해 온 사실이 피해
자의 증언들을 통해 드러난다. 피해자들은 주로 집에서 가족과 함께 있
다가 갑자기 들이닥친 무장 일본 군인들에 의해 끌려 나갔다. 역시 주목
할 점은 동원양상이 조선보다 훨씬 개별화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즉 조
90)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 자료집, 69
91)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 자료집,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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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에서처럼 민간업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여성들을 집단적으로 징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군인이 개별적으로 사적 장소에 침입하여 피해
자를 하나씩 데려가는 모습을 보인다.
이와 상반되는 예로서, 일본의 식민지였던 대만에서의 ‘위안부’ 동
원과정은 더 체계적인 양상을 띠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대만의 경우
1895년부터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대만식민무역회사라는 정부지원
회사에 의해 대만 여성과 소녀의 징집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 또한 지
방경찰서와 지방관청이 그 지역의 술집이나 매춘업소에서 여성을 강제로
데려오거나, 사기 수법을 이용하여 해외 주둔군대에서 잔일만 하는 것으
로 속이고 여성을 데려와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경우가 많
았다.92) 대만의 경우 여타 일본의 점령지와 비교할 때 ‘위안부’ 동원 양
상이 조선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이는 양국이 모두 일본의 식민지였
다는 점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조선인 ‘위안부‘와 마찬가지로 대만의 ‘위
안부’ 동원 과정에서 나타나는 동원과정의 장기화 및 집단성과, 일본군
및 대만총독이 관리하는 민간 기업 등을 이용한 체계적 동원은 다름 아
닌 식민지적 맥락의 반영이라고 여겨진다.
나아가 피해자에 대한 대우에서도 차이가 발견된다. 가장 뚜렷한
차이는 네덜란드의 기소사실에서 관찰되는데, 피해자들은 ‘넓은 정원에
위치한 편안한 주거지’에서 각각 2인용 침대와 세면시설, 가구가 완비된
그들 자신만의 방을 사용했으며, 피해자들에게는 좋은 음식과 옷, 그리고
꽃이 제공되었다고 한다.93) 폭격이 쏟아지는 전쟁터 한 가운데에서도 목
숨을 걸고 성적 요구에 응해야 했던 조선인 ‘위안부’‘들의 생활환경과는
큰 차이가 있다. 나아가 네덜란드 피해자들은 일본인 장교들에게 강제적
인 성매매를 요구하는 것은 제네바 협약과 그들의 인권에 반하는 것이라
고 소리 높여 항의했다’고 되어 있다.94) 조선인 일본군‘위안부’들이 국제

92)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 자료집, 72.
93)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 자료집, 70.
94)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 자료집,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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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나 인권을 원용한 항의 자체가 어려운, ‘말할 수 없는’ 타자들이었고,
항의는 차치하고라도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 살려달라
는 말조차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학습된 무기력과 공포에 시달
리고 있었다는 점을 상기할 때, 이러한 네덜란드 기소장의 내용은 생경
한 느낌마저 불러온다. 네덜란드인 ‘위안부’와 조선인 ‘위안부’가 일본군
의 불법적인 성노예가 되었다는 결과에 있어서는 같더라도, 존재 자체에
대한 부정 및 위협 속에서의 잔혹함과 두려움의 정도는 조선인 일본‘위
안부’ 들에게 더 강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극도의 폭력성과 학대 속
에서 조선인 ‘위안부’들의 저항은 네덜란드 피해자와 같이 직접적 항의의
표시가 아닌 ‘자살’이라는 가장 소극적이면서도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
곤 했다.95) 대만인 ‘위안부’에 대한 대우 역시 조선인 '위안부‘와 마찬가
지로 열악한 것이어서, 그들은 병영 내 숙소에 배치되거나 군대 주변의
굴 속에서 생활하였고 전쟁이 끝났을 때 전투가 활발했던 전장에 있던
대부분의 성노예는 그저 버려져 스스로의 운명에 맡겨졌다.96) 차이는 네
덜란드 피해자는 자신을 ‘위안부’가 아닌 강간 피해자로 호칭한다97)는 사
실 속에서도 발견된다. 이러한 자기인식의 차이는 조선인 ‘위안부’와 달
리 네덜란드인 ‘위안부’가 자신을 둘러싼 일본군의 강간 위협을 훨씬 더
개별화시켜 이해했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일본군의 동원을 위한 군사전

95)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주는 2000년 법정 남북기소장의 내용을 인용한다; 강간과 노예적 상황
으로 인해 위안소에서 많은 위안부들이 자살을 하였다. 김복동은 광동에 있는 위안소에 도착
한 첫 날 자살을 시도했었다. 처음에 성병을 검사했던 군의관이 왔다. 그녀는 뒷마당으로 달
려서 숨으려고 했다. 하지만 군의관이 뒤쫓아와서 그녀의 뺨을 세차게 때렸고 그녀는 얼굴이
마비될 때까지 맞았다. 할 수 없이 그녀는 군의관에게 복종해야 했다. 그녀는 피가 흐르고 너
무 많이 아팠다. 다음날 그녀는 두 명의 다른 소녀들과 함께 자살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중
국인 청소부에게 독을 가져오라고 부탁했다. 그는 대신 빼갈을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죽기를
작정하고 마셨기 때문에 군의관이 위세척을 한 후에도 3일 동안 의식을 잃었다(2000년 일본
군 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 자료집, 53). 이러한 정황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인 ‘위안부‘의
경우 일본군인과의 인격적 소통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다. 앞서 살펴본 네덜란드
‘위안부‘들과 달리 조선인 ’위안부‘들과 일본군 간의 거의 유일한 소통방식은 폭력이었고, 그
에 대한 저항은 폭력을 행사한 가해자에 대항해서가 아닌 위안부 자기 자신을 향한 자해 또
는 자살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96)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 자료집, 78.
97) 양현아, 2001,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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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의 일환으로서의 ‘위안부’ 제도의 체계성보다는 개별 군인의 비인도성
과 잔혹함으로 상황을 이해했다는 의미이다.요컨대, 일본의 식민지였던
조선과 대만의 ‘위안부’들에게서 일관되게 관찰되는 조직적인 장기간의
체계적 동원양상과 동원된 ‘위안부’들에 대한 더욱 비인간적이고 폭력적
인 대우 및 그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양식의 차이는 일본군‘위안부’제도가
단순한 점령지에서 발현될 때와 식민지에서 발현될 때의 차이를 발견하게
한다.98) 조선인과 중국인 ‘위안부’ 간 민족차별적인 요소도 발견된다. ‘위
안부’가 된 중국 여성들은 대다수가 소수민족 출신이었고 특히 지린성 연
변지역의 조선족들이 ‘위안부’로 가장 먼저 모집되었다.99) 양지아짜이 군
부대 클럽이라는 2차 대전에서 일본군이 처음으로 운영한 위안소에서의
최초의 ‘위안부’ 여성들은 80명의 조선인이었는데, ‘위안부’들이 충분하지
않자 중국 여성들을 납치하여 성노예로 만들었다고 한다. 여기서 조선 여
성들은 가장 먼저 위안부로 동원될 대상으로 지목되고, 늘어나는 수요가
조선 여성으로 미처 충족이 되지 않을 경우 비로소 중국 여성들이 동원되
는 민족적 차별이 작동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일본이 가장 강력한
지배권을 확립한 전면적 식민지는 조선이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한편, 제도의 운영 과정 속에서 민족차별적인 성향도 발견되는데,
‘위안부’에 대한 대우의 차이에서부터 시작해 전후처리과정에서도 차별적
성격이 드러난다. 1948년 인도네시아 바타비아 법정에서 네덜란드 여성
을 ‘위안부’로 강제동원한 일본 군인을 처벌한 것은 훨씬 더 많은 수의
98) 한편, 인도네시아 기소장에서는 당시 인도네시아에 6가지 종류의 성노예 시설이 있었다는 기
록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따르면, 첫 군으로 자바에서 고용된 여성들이 있었던 자바 바깥
지역의 성노예 시설, 둘째, 민간 거주지로부터 멀지 않은 위치에 일본 군사들에 의해 유괴된
여성들이 거주하는 성노예 시설, 셋째, 그 시절의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과 타이완으로부터
데려온 여성들이 거주하는 성노예 시설, 넷째, 네덜란드인의 집단 막사로부터 억지로 데려온
네덜란드 여성들이 거주하는 성노예 시설, 다섯째, 일본군인이 억지로 데려온 인도네시아 여성
들이 거주하는 성노예 시설, 여섯째 인도네시아 여성들이 특정 관리의 성적 노예로 강요되는
시설로 이용되었던 일본관리의 거주지(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 자료집, 219)
의 여섯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위안부’ 시설 속에서 이러한 분류체계가 있었다는 사실은 특
기할 만하며, 특히 식민지였던 조선과 대만이 같은 성노예 시설로 분류되었다는 점은 ‘군위안
부’제도에 덧붙여진 식민지적 맥락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 필요성을 상기시킨다.
99)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 자료집,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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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여성에 대한 범죄를 철저히 무시한 것과 대조적100)이라고 지적된
예에서 보듯이 점령지의 유럽 여성과 아시아 피해자 사이의 전후처리에
는 차이가 존재하였다. ‘위안부’의 민족차이는 곧 국가에 의해 저질러진
이 성범죄가 강대국-약소국, 제국주의-식민지 간의 문제라는 중층적 억
압구조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중요한 지적이다.101)
그러나 한편, 다른 점령지역의 ‘위안부’와 구별되는 식민지 여성의
‘위안부’ 경험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다른 지역 피해자들의 피

해를 상대적으로 왜소화시키는 결과로 귀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
이다. 조선인 위안부’의 경험을 해석함에 있어 민족 및 식민지 차원의 문
제를 끌어들이는 것은 이 문제의 성격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함이
지 비식민지 지역 ‘위안부’들의 피해를 사소하게 여김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 ‘위안부’의 경험이 민족이나 국가의 사정
에 따라 달랐다는 사실은 진실규명의 차원 뿐 아니라 각 피해에 대한 범
죄나 불법행위의 성격을 판단하는 데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차이의 문제
는 충분하게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102) ‘위안부’ 피해자 여성의 민족별
차이는 감추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며, 차이에 대한 인식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 차이 위에 이루어진 여성 간 연대는 더욱 긴밀할 수 있을
것103)이라는 지적을 상기해 본다. 이와 관련해 양현아는 제도화된 성폭
력은 일본남성과 특정 인종 여성 간에 일어난 것이므로 당시 일본과 맺
었던 식민지, 점령지 등과 같은 관계성 및 이후 사회의 전개과정 속에서
구체화된다104)고 한다. 조선의 여성은 적국의 여성이 아닌 식민지의 여
성으로서 강간당했기에 위안소에서 이들은 일본국가에 예를 다하는 ‘일
본 여성의 일부’였고, 조선의 여성들은 아군으로서 그러나 식민지인으로
서 체제로 결합되었다.105) 이러한 일련의 지적을 통해 조선인 ‘위안부’
100) 정진성, 1999, 42.
101) 정진성, 1999, 42.
102) 양현아,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아시아성”, 『동아시아 역사분쟁-갈등의 현장을 찾아 화해
의 길을 묻다』,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6.
103) 정진성, 1999, 41.
104) 양현아, 2001,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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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특수성의 기저에는 형식적으로는 일본국의 아군이지만, 그 내부
에서는 여전히 저항과 적대의 기류가 살아 있는 식민지라는 회색지대의
혼란스럽고 애매한 정체성이 깔려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일본군‘위안부’ 제도가 발현되는 구체적 양상은 그 제도
가 놓여 있었던 곳의 성격이 일본의 일시적 점령지였는지 혹은 식민지였
는지의 장소적 맥락에 따라 차이가 나타남을 살펴보았다. 위에서 언급된
국가들은 모두 일본의 식민지 혹은 점령지였는데, 중국의 경우 일부는
일본의 식민지였고, 일부는 점령지였기에 중국에서 어떤 양상으로 ‘위안
부’ 제도가 발현되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점령지와 식민지가
혼재하고 있었던 중국에서 체계적 강간 및 ‘위안부’ 제도의 발현도 식민
지와 점령지에서 나타났던 특성들이 혼합되어 관찰된다면, 체계적 강간
이 일어나는 장소와 강간의 양상 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주장을 뒷받
침하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점령지와 식민지가 혼재된 중국
중국에서 일본군‘위안부’제도가 발현되는 모습에는 식민지에서 나
타나는 특징과 점령지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혼합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광대한 중국 영토의 일부는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했
고, 나머지는 단순 점령지에 그쳤다는 역사적 사실과 결코 무관하지 않
다. 즉 식민지와 점령지가 혼재되어 있는 중국의 경우 ‘위안부’ 동원 및
체계적 강간의 양상106)도 그에 따라 혼합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것이
다. 또한 당시 중국과의 전쟁에 임하는 일본 군인들의 심리도 중요한 관
105) 양현아, 2001, 69.
106) 여기서 필자가 단순히 중국에서의 ‘위안부 동원의 양상’이라고 표현하지 않은 것은 중국에서
는 위안소가 설치되어 그 안에서 체계적 강간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지만, 아예 위안소 자체
가 설치되지 않고 군인들이 거리나 민간마을에 침입하여 강간하는 사례도 나타나기 때문이
다. 즉 중국에서는 식민지에서 체계적으로 제도화된 위안소와 아직 그러한 제도화가 이루어
지지 못해 개별적으로 강간이 이루어지는 점령지에서의 모습이 동시에 나타난다. ‘위안부 동
원의 양상’이라고만 쓰면 위안소가 설치되지 않고 민간영역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강
간사례를 모두 포괄할 수 없으므로 ‘체계적 강간의 양상’이라는 말을 덧붙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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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의 대상이다. 일본이 동아시아를 넘어 다른 지역과 대륙으로 제국주의
적 팽창을 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거점으로서의 존재가 바로 중국
이었기 때문에 제국주의적 열망에 따른 팽창과정에서 최후의 고지였던
중국은 기필코 굴복시켜야 할 존재였다.
마침내 1932년 3월 1일 일본은 괴뢰정부와 협정을 체결했고 정치
적, 경제적 군사적 및 문화적 권리들은 일본의 통제 하에 놓이게 되었으
며 중국 북동부 지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107) 일본의 중국 침략은
계속되어 1938년에 이르자 중국의 절반을 점령하기에 이른다.108) 이렇듯
중국은 일본의 식민지와 점령지가 혼재되어 있는 양상을 띠었기에 일본
군‘위안부’제도 속에서도 일시적, 개별적 동원과 집단적, 장기적 동원이
공존하고 있었고, 이러한 점을 통해 각 민족이 당시 일본과 가지는 관계
에 따라 위안부 피해자들이 경험했던 피해가 상이함을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다. 중국에서 일본군에 의해 자행된 성폭력의 피해에 대하여 여
러 해에 걸쳐 인터뷰와 자료조사를 실시한 이케다 에리코는 중국에서의
성폭력 피해의 형태에는 전쟁터, 강간소, 위안소의 세 가지 종류가 있으
며 전쟁터에서 난맥상의 강간, 점령지의 지배 하에 놓인 마을로부터 여
성을 공출받아 감금한 강간소에서의 강간, 그리고 군의 부속시설로서 설
치된 위안소에 이르기까지 군이 놓여있던 상황에 따라 성폭력 피해의 형
태를 구분하여 유형화한다.109)
중국 기소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매국노’ 혹은 일본 ‘앞잡이’라고
표현되는 중국 내부에서 ‘위안부’ 동원에 기여하는 일본 협력업자들이 존
재한다. 이는 식민지배의 틀 속에서 일본에 협력하는 세력들이 존재하여
‘위안부’ 동원을 더욱 체계적으로 만들었던 조선과 대만에서의 상황과도
유사하다. 아울러 항저우에서는 2,000여명이라는 많은 수의 여성들이 대

107)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 자료집, 141.
108)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 자료집, 147.
109) 나카노 토시오,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식민지 피해, 그 책임의 방법”, 『전쟁과 폭력의 시
대, 다시 여성을 생각하다-일본군‘위안부’ 문제와 식민지 피해, 그 책임의 방법』, 2015 광
복 70주년 국제학술심포지엄 자료집, 2015. 8,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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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동원110)되기도 하여 식민지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대규모 집단
적 동원의 모습이 나타난다. 그러나 이런 대규모 동원 양상과 비교되는
우발적이고 개별화된 강간의 모습들도 있다. 난징 학살에서는 위안소가
설치된 것이 아니라, 낮 시간에 도시 곳곳(주택, 도서관, 사무실, 일본 대
사관과 종교적인 장소 등 어떤 곳에서든지 강간이 이루어졌다고 기소되었
다)에서 일본군에 의해 강간이 자행되었다.111) 중국 남부에서의 성폭행도
마찬가지인데, 점령한 마을에 진입한 일본군이 마구 돌아다니면서 마주치
는 여성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강간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 대목에서 기소
장의 표현을 보면, “그들은 심지어 대낮에 마음대로 여성들을 강간하기 위
해 민간인들의 집을 태워버렸다. 그들은 또한 집을 쉽게 찾아내서 밤에
여성들의 방에 침입하여 성폭행을 하기 위해 집들에 표시를 남겼다.”112)고
되어 있는 바, 위안소라는 제도화된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오히려 군인들
이 민간영역에 마구잡이로 침입해서 강간을 행하는 양상을 볼 수 있다.113)
중국 기소장에서도 성노예의 형태를 세 가지 ① 일본군에 의해 공식적으
로 도입이 된 경우, ② 지역 여성들로 일본군에 의해 강간당한 경우, ③
임시적으로 일본군에 의해 붙잡힌 경우(일정 수의 여성들을 붙잡았다가 3
주 후에 풀어주고 다시 다른 여성들을 붙잡아 오는 방식)로 나눠서 기술
하고 있다. 이러한 기소 형식 자체에서 중국에서는 실제로 여러 형태의
체계적 강간의 양상이 혼재하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114)
이렇게 중국에서는 위안소의 설치를 통해 조직화된 체계적 강간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민간마을로의 침입을 통해 개별화된 형태의 체계적
강간양상도 나타난다.115) ‘위안부’ 제도 및 개별화된 형태의 강간-위안소
110)
111)
112)
113)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 자료집, 153.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 자료집, 160.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 자료집, 163.
한편, 난징학살에서 나타난 일본군의 ‘광기’ 때문에 성병확산 및 군인들에 의한 무차별적 강
간의 폐해를 막기 위해 제도적으로 고안해 낸 것이 위안부 제도라는 설명이 있다. 즉, 중국
에서의 학살과 이후 위안소 설치 간 에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Yang은 위안부
제도에 대해 이런 식으로만 설명하는 것은 일본 군인들의 성욕 해소를 위해 위안소가 필요
하다는 남성중심적 전제를 당연시하고 있다고 비판한다(Yang, 1997).
114)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 자료집,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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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설치 없이 길가나 민간인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공공장소에서 이루어
진 강간- 모두는 식민지 제국을 위한 일본의 군사적 팽창 과정에서 이
루어지는 일련의 성지배 질서 과정에 구조적으로 편입되어 있었다. 중국
에서 이루어진 체계적 강간은 그것이 어떤 형태로 발현되었든지(위안소
내부에서 일어났든지 혹은 길거리 등에서 자행되었든지 간에) 매우 잔혹
하고 끔찍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런 잔혹함의 특징을 드러내는 기소
장의 문장을 인용해 본다.

“일본 군인들은 중국 여성들을 강간하기 위해 모든
잔인하고 끔찍한 수단들을 동원했다. 강간당한 여성들은
내장이 도려내지고, 총검으로 사지가 잘렸고, 그 뒤 불태
워졌다[ ...] 총살당한 육체는 도심 곳곳에 널려 있었다[ ...]
여자들의 시신은 쩌지앙시 곳곳에 널려 있었다. 어떤 시신
의 머리는 반쯤 잘려 나갔고, 어떤 시신은 내장이 다 나와
있었다. 116)
전쟁터, 점령지였던 중국, 동남아시아와., 식민지였던 조선, 대만, 제
국의 내지였던 일본에서의 ‘위안부’ 제도를 각각 검토한 연구를 한자리에
모으고 나면 제국본국인 내지, 식민지, 점령지, 전쟁터로 단계를 따라가면
서 공창제부터 무질서한 강간에 이르기까지 스펙트럼 상태의 연속적 전
개로 보이는 성폭력과 성지배의 식민지 제국적 질서가 선명하게 드러나
는바, 일본군‘위안부’ 제도는 이처럼 식민지제국 일본의 성지배 질서의 핵
115) 위안소가 설치되지 않고 민간영역에 군인들이 침입하여 강간하는 경우, 이것이 국가정책과
무관한 군인 개인의 잔혹함에 의한 ‘개별적 강간’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비록 강간이 이루어지는 태양이 개별화되었다고 해도 제국주의 국가의 건설이라는 일본국
전체의 ‘사명’을 위임받은 군인들에 의한 것이기에 그 본질은 여전히 체계적 강간의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보인다. 이에 따라 ‘개별화된 형태의 체계적 강간’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개별
병사가 직접적인 강간범죄의 행위자였다고 하더라도, 전쟁터에서 발생한 강간에 대한 일본
국가의 책임은 면제될 수 없고, 이러한 강간범죄는 식민지 책임이라는 구조적 관점에서 이
해되어야 한다.
116)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 자료집, 160-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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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에 있었다.117)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볼 때 중국에서의 체계적 강간은
일본의 제국주의적 욕망이 투사된 현상으로서, 단순히 군인들의 성적 욕
구를 해결하고 성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아 효율적인 전쟁 수행이 가능하
도록 하는 목적을 넘어서고 있다. 군인들은 여성을 강간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강간한 후 잔인한 방법으로 상해를 가하거나, 살해하였다. 이러한
잔혹함은 초국가주의적이고 제국주의적인 일본의 열망을 성취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아시아의 최후고지가 중국이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중국 산시성 피해자의 구술을 중심으로 중일전쟁 당시 일본군의
성폭력에 대해 살펴본 이선이의 연구는 일본군‘위안부’ 피해가 발생하는
장소와 일본국가와 맺고 있는 관계가 피해가 발현되는 양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재차 보여준다. 위 연구에 따르면 구술자료의 피해양상
에 의할 때 일본군에게 피해를 당한 여성들이 연행되는 경우 강제연행의
유형은 첫째, 거점에 만들어진 ‘강간소’에 마을의 안전을 위하여 희생양
으로 제공된 피해자들, 둘째, 일본군과 괴뢰군이 무작위로 행한 납치 강
간, 셋째, 한간(漢奸)118)의 개입을 통해 구체적으로 지명하여 이루어진
피해, 넷째, 항일(공산당) 활동에 대한 고문과 복수 등으로 나눌 수 있
다.119) 위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일본군에 의한 성폭력 피해양상을 산시
성에서 벌어진 전쟁의 양상과 연결시켜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산시성 피해자들의 증언은 대부분 1939년과 1941년에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구술자들이 주로 살고 있는 지역이
1939년 일본군의 지배 하에 들어갔기 때문으로, 1940년 백단대전에서 일
본이 크게 패하고 물러났다가 재점령한 1941년을 전후한 시기에 보복적
차원의 대대적인 소탕이 이루어지면서 잔인하고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하
였다.120) 한편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1년 이상 장기간 감금되어 성
117) 나카노 토시오, 2015, 56.
118) 청나라 때 지배민족인 만주인과 내통한 한인(漢人)을 일컬은 데서 비롯하여, 중국에서 외국
침략자와 내통한 자를 이르는 말이다.
119) 이선이, “일본군의 성폭력에 대한 일고찰-중국 산시성 피해자의 구술을 중심으로”, 사학연구
제120호, 2015. 12, 215.
120) 이선이, 2015, 226-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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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 견뎠다는 증언부터 며칠 혹은 십 일 동안에 걸쳐서 폭력을 당하
였다는 증언까지 다양하고, 다수의 일본군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
자와 한두 사람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하였다는 증언이 혼재하는
바, 이는 중국 산시성 지역의 점령초기부터 점령이 안정화되는 시기까지
일본군의 성폭력이 그 양태를 달리하면서 단계화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121) 한편 피해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일본군의 성폭행이 자행되는
데 있어서 중국인 조직(괴뢰촌장, 한간, 촌간부 등)이 직, 간접적으로 관
여하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는데, 특히 일본군 점령이 안착되어 감에 따
라 조직되는 중국인 괴뢰기관과 일본군의 관계 그리고 관여방식이 산시
성 피해여성에 대한 성폭력 양태를 일정 부분 결정했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군에게 협력하기 위한 말단 행정기관인 유지회(維持會)가 조직되었
고 이렇게 만들어진 유지회와 같은 중국 측 무장조기의 협력 아래 일본
군의 자유로운 행동과 성폭력이 가능했다. 특히 하동촌(河東村)에는 점
령지의 위안소와도 같은, 다수 여성을 감금하여 지속적으로 강간한 ‘場家
院子’ 라는 곳이 만들어졌는데, 위 장소는 “주변의 마을에서 모은 여성을

두는 장소를 만든 다음부터 마을여성에 대한 폭행은 적어졌다”는 이유로
만들어졌다고 증언되었다. 이와 같이 산시성에서의 ‘위안부’ 제도는 일본
군의 점령초기에는 남경대학살 시기에 행해졌던 것과 유사한 형태의 무
자비한 성폭력이 행해지다가 일본의 중국지배가 점차 안정을 찾기 시작
하고 중국인 괴뢰정부가 만들어지면서 위안소 제도에 근접한 형태의 성
폭력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형태로 발현되었는데, 위와 같
은 사실을 통해 일부 여성을 희생양으로 삼아 마을에 대한 일본군의 성
폭력을 컨트롤하고자 하는 묵인의 카르텔이 산시성 마을 사람들 사이에
형성되어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122) 이러한 이선이의 연구에 의하더라
도, 일본군이 중국을 점령하고 이를 식민지화해 가는 과정에서 전시 성
폭력의 양상도 그러한 전쟁수행의 단계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전개되
121) 이선이, 2015, 233-237.
122) 이선이, 2015, 237-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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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별다른 거점이나 체계화된 위안소를 두지
않고 거리나 마을 한복판에서 무자비하게 자행되던 성폭력의 양상이 조
직적인 여성동원을 가능하게 하는 중국 내부의 협력적 기관의 등장과 위
안소의 설치 등으로 인하여 점차 제도화, 체계화되어 가는 과정을 중요
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20년대의 메이지 일본은 천황제 근대국가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일본국가'의 제국주의적 확장을 국민 차원에서 열망했고, 이 시기 일본
판화의 표현양식이나 내용을 통해 대중 수준에서 어떻게 '제국일본'의
이미지가 확산되고 구성되어 가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존재한다. 특히 일
본이 청일전쟁 이후 군사력에서 경쟁상대도 되지 않던 청나라를 전쟁에
서 이김으로써 동아시아의 유일한 제국으로서의 입지를 서구에 내보이고
싶은 의지가 투사된 판화들이 발견된다.123) 김경리의연구는 실제 식민지
획득을 위한 침략이 ‘일본국민’이 보고 싶은 ‘문명전쟁’으로 치환됨으로써
대중 수준에서 ‘제국일본’의 새로운 의식창출에 비관제적이지만, 능동적
으로 참여하게 만든 것이 판화였다고 하여 국민의 국가의식 형성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124) 아울러 문학 역시 '제국일본' 의식의 창출에 기여했음
이 드러나는데, 나쓰메 소세키에 관한 윤상인의 연구는 그의 문학작품
속에 담긴 의미를 탐색하면서, 러일전쟁에서의 승리에 고무된 나쓰메가
주창한 국가주의는 아시아 식민지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제국주의적 양태
로 진화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진취'의 정신으로 유사 이래의 눈부신
발전을 거둔 '제국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나쓰메의 동시대 인식 속에서
근대일본의 '진취'와 '발전'을 향한 행보의 디딤돌이었던 아시아는 오로
지 생략되어진 타자일 뿐125)이라고 하여 일본의 제국주의적 열망이 문학
작품 속에서도 면면히 투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일본의 근대국가 형성 과정에서 강력한 초국가주의적 심리

123) 김경리, “메이지 20년대 '제국일본'의 이미지 고찰”, 일본어문학 제 43집, 2009. 12, 504.
124) 김경리, 2009, 505-506.
125) 윤상인, “일본 '국민' 작가 나쓰메 소세키와 제국주의”, 역사비평 통권 48호, 1999.8,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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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제국주의의 열망이 대중 수준에서부터 형성되고 있었다면, 그 인식의
강도는 직접 전쟁을 치르는 군인들에게서 더욱 강하게 발현되었을 것임
을 짐작할 수 있다. 마루야마 마사오는 일본 국민을 오랫동안 예종적(隸
從的)인 상황에 몰아넣었으며 또 전 세계를 2차 대전으로 몰고 간 일본

의 이데올로기적 요인을 ‘초국가주의’라고 명명하며 초국가주의의 사상구
조 내지 심리적 기반의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126) 일본의 국가질서 구석
구석에 내재되어 있는 초국가주의의 정신은 군대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
었고, 중국이나 필리핀에서 일본군의 포악한 행동의 직접적 행위자는 일
반 사병이었다.127) 국내에서 '비루한‘ 인민이자, 영내에서는 이등병이었던
군인들이 일단 바깥에 나가게 되면 황군(皇軍)으로서의 궁극적 가치를
지니고 우월적 지위에 서게 되며, 그런 상황에서 자신에게 가해지고 있
던 모든 중압으로부터 일거에 해방되려고 하는 폭발적인 충동이 일본군
의 만행을 설명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128) 특히 제국주의적인
팽창의 열기가 절정에 달했을 중일전쟁 즈음에는 군인들의 모습과 행동
에서 반영되는 일본의 초국가주의적 열망이 아시아의 마지막 보루인 중
국을 넘어 해양으로 확장해 가려는 시도와 결합하여 극대화되었다. 일본
군이 중국에서 '위안부'를 징발하거나, 체계적 강간을 행할 때 드러난 잔
혹성에는 이렇듯 일본국가 자체에 내재된 집단적 심리가 반영된 것이라
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체계적 강간 및 ‘위안부’ 동원의 양상은 당해 국가가 일본
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와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단순 점령지였던 국가와 조선, 대만과 같이 식민지였던 국가에서 ‘위
안부’ 제도가 발현되는 양상에는 분명히 차이가 드러난다129). 특히 식민
126) 丸山眞男, 『增補版 現代政治の思想と行動』, 未來社, 1964, 第150刷: 1996, 마루야마 마사
오, “초국가주의의 논리와 심리”, 김석근 역, 『현대정치의 사상과 행동』, 한길사, 1997, 45.
127) 마루야마 마사오, 1997, 63.
128) 마루야마 마사오, 1997, 64.
129) 어느 모로 보나 ‘위안부’ 제도가 일본군의 전쟁수행 과정과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었음은 명
백하다. 아시아·태평양 전쟁 당시 연합군번역통역부(ATIS)에서 1943. 2. 23. 작성한 심문보
고서 No.37호는 ‘일본 해군 및 육군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전쟁을 치르면서 어떤 지역
에 주둔하는 즉시 위안소를 설치했다(Whenever troops were stationed in a locality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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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경우 더욱 체계적이고 집단화, 조직화된 맥락의 체계적 강간 양상
을 띠었으며 그에 따라 피해자에게 미치는 육체적, 정신적 상흔은 더 깊
고 장기화될 수밖에 없었다. 중국의 경우 일부는 일본의 식민지로, 일부
는 일본의 점령지가 되었기에 ‘위안부’ 동원 방식 및 체계적 강간의 양상
에서도 혼재적 특성을 보였다. 그러나 중국은 일본이 아시아를 넘어 다
른 대륙과 해양으로 진출하여 제국을 건설하기 위한 마지막 보루의 의미
를 가졌기에

전면적인 식민지배를 받은 국가 못지않게 가혹한 체계적

강간의 피해를 받았다.

제2절 ‘위안부’제도와 식민지적 체계적 강간
제1항

체계적 강간과 ‘위안부’ 제도

‘체계적 강간’은 구 유고슬라비아 등의 내전에서 적국에 대한 대규
모적 공격형태의 하나로 만들어진 강간캠프의 범죄성을 지목하는 과정에
서 도출된 용어이다. 이 개념은 게이 맥두걸 UN특별보고관의 최종보고
서, “무력충돌 중의 체계적 강간, 성노예와 노예자나 다름 없는 관
행”(Systematic rape, sexual slavery and slavery-like practices during
armed conflict)에 명시되어 있다. 그에 의하면 "체계적"(systemic)이라는
말은 강간의 특정한 유형을 묘사하는 형용사로서, 강간행위는 그 자체로
범죄가 되는 것에서 나아가 표적이 된 집단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정책을
바탕으로 한 공격이라는 보다 큰 유형에 포섭된다.130) 따라서 체계적 강
간 개념의 구성요건을 분절적으로 열거해 보자면, 그 자체로도 이미 범
죄가 되는 강간 행위가 ‘목표집단(targeted group)'에 대하여 ’광범위한
numbers, brothels were immediately established by both the Army & Navy)'고 기재
하고 있다(백재예, 2016, 55).
130) Gay Mcdougall, "Comtemporary forms of slavery: Systematic Rape, Sexual Slavery
and Slavery-like practices during Armed Conflict", Doc. E/CN.4/Sub.2/1998/13 (22
June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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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despread)' 또는 ’정책에 기반을 둔‘(policy-based) 대규모적 형태의
공격이 될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체계적 강간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대규모’로
행해지고, ‘체계적 강간 정책’이 존재했으며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
기관이 관여했음’이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증명해야 한다. 당시의 전
쟁문서 및 피해자의 증언, 2000년 민간법정에서의 기소사실 및 일본군
운영 실태에 관한 자료들을 통해서 볼 때 기존의 연구와 피해자 증언들
은 일본이 국가 차원에서 위안소의 설치와 정책 시행에 주도적이고 체계
적으로 관여했다는 점에 대해 일치하고 있다. 일본 서류에 근거한 일본
군의 오락시설에 관한 보고서는 위안소가 공식적 정책의 것으로서 고도
로 통제되고 있었음을 확실히 보여준다.131) 예컨대 군 문서들에 의하면
군위안소 정책을 입안, 설립하고 위안부를 통제, 동원하는 데 육군성과
해군성의 중앙과 참모총장이 중심이 되었으며 각 파견군의 사령관이 지
역의 책임을 맡았다. 경영은 군이 직접 하거나 민간에 위임했으나 어느
경우라도 군의 엄격한 통제를 받았다.132) 또한 여성들의 동원 과정은 사
기, 협박, 인신매매, 납치, 유괴 등의 형태를 띠었는데 이러한 과정이 10
년에 걸쳐 수많은 여성들에게 행해졌음은 이것이 단순한 개인적 사기가
아니라 군과 관의 지원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낸다.133) 피해자
들의 신체검사 및 성병통제, 불임시술에 사용되었던 의료인과 의료설비
의 존재, 의약품의 체계적 지원134) 역시 국가의 개입을 충분히 짐작케
하는 부분이다. 즉 ‘위안부’ 제도는 결코 사적인 성매매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일본군의 조직체계 및 군사작전과 필수불가결하게 결부된
군사시설로써 ‘일본국의 전쟁수행방안의 하나로 정책적으로 이용되고 있
131) ICJ Report, pp32-41에서 인용된 일본군 시설에 대한 보고서(Allied Research Report on
Amenities in the Japanese Armed Forces), 9-20,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여성국제법
정 자료집, 11에서 재인용.
132) 정진성, "전후처리와 정신대 문제", 근현대사강좌 제7호, 한국현대사연구회, 1995. 11, p3.
133) 양현아, "2000년 법정을 통해 본 피해자 증언과 법 언어의 만남" 한일간 역사현안의 국제법
적 재조명, 동북아역사재단, 2008,12, 179-183.
134) 양현아, 2008, p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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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또한 ‘위안부’ 동원시 단순히 사실과 다른 것을 고지하는 수준의
사기를 넘어 납치와 인신매매가 결합된 강압적인 형태의 사기수법이 이
용되었다는 점에서 이것이 군과 관의 지원을 업고 정책적으로 강행된 동
원수단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위안부’에 대한 집단적 강간이 ‘목표집단’에 대한
공격이라는 요소를 충족시키는가 여부이다. 이에 대해 양현아는 국제법
상의 체계적 강간 개념이 위안소에서 자행된 체계적 강간의 현실을 제대
로 포섭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다.135) 여기서 ‘목표집단에 대
한 공격’의 의미는 반대 집단에 속하는 여성들을 강간하거나 노예화함으
로써 적군 전체를 파괴 내지 위협하고자 함을 의미하는 바, 한국의 여성
들은 일본군과의 관계에서 ‘적’또는 ‘반대집단’이 아니라 오히려 일본군의
‘일부’를 이루었다는 것이다.136)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행 국제법상의
체계적 강간 개념에 일본 ‘군위안부’ 문제를 포섭시킬 수 없는 것이 아닌
가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필자는 조선의 여성들에 대
한 대규모 강간이 ‘목표집단에 대한 공격’이라는 체계적 강간의 구성요건
을 충족시킨다고 생각한다. 당시 조선은 일본과 직접 전쟁 중인 것은 아
니었지만, 오히려 전쟁 상대방보다 더 철저히 굴복시키고, 통제, 지배할
대상으로서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통상적인 체계적 강간에서 상정하는
‘목표집단’보다도 더욱 강하게 파괴하려고 의도된 집단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었기 때문이다.
요컨대, 일본군이 ‘위안부’들에 대해 행했던 집단적 강간은 '반대집
단’에 속하는 여성들에 대한 강간이 아니라 식민지라는 특수한 형태로
일본제국 내부로 편입된 조선, 즉 ‘자기집단’에 속하는 여성들에 대한 공
격이었다. 따라서 여기서의 체계적 강간은 적군 집단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본군 ‘내부’에서 군사들의 효율적 동원을 위한 하나의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조선의 ‘위안부’제도가 르완다나
135) 양현아, 2008, 199.
136) 양현아, 2008,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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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고슬라비아 등지에서 자행되었던 전시 성폭력이나 일본의 다른 점령국
들에서 일어난 체계적 강간과는 다르다는 특수성이 도출된다. 조선이 일
본의 교전 상대국이 아닌 식민지였다는 점은 위안부 제도운영을 위한 일
본 당국 및 군의 긴밀한 개입이 조선 사회 내부에서 장기화, 체계화되는
것을 가능하게 한 구조적 요인이었던 것이다. 이는 조선 ‘위안부’제도를
더욱 ‘효율적으로’ 기능하게 만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 ‘군위안부’제
도는 통상적인 전시 강간에서 도출되는 논의의 차원에 덧붙여 식민지배
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하고, 그러한 의미에서 ‘식민지적 체계적 강간’
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식민지배의 맥락은 피해를 더욱 중층적이고 심각
하게 만들어 ‘위안부’ 피해를 지속되게 만들었다. 구 유고슬라비아 전쟁
에서와 같은 전시의 체계적 강간보다도 더 심층적이고 조직적인 특성이
조선의 일본군‘위안부’ 제도에서 발견되는데, 이는 집단적 강간이 이루어
진 대상이 일본의 적국이 아닌, 일본의 식민지 조선 여성들이었기 때문
에 더욱 치명적이고 강력한 성적 공격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식
민성이 바탕이 된 조선인 ‘위안부’에 대한 폭력은 더욱 그 농도가 짙었기
에 ‘위안부’들이 고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그 여파가 계속 이어지는 지속
성을 띠게 되었다.

제2항

‘위안부’ 제도의 민족말살(genocide)적 성격

한편 이러한 집단적이고 체계적인 강간행위는 민족말살행위로서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ICC규정 제 6조는 집단살
해죄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정의는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제 2조에 규정된 것과 동일하다. ICC규정 제 6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집단살해죄”라 함은 국민적, 종족적, 인종적 또는 종
교적 집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괴할 의도를 가지고 행하여진 행위로
서, 특히 (d)목에서는 ‘집단 내에 있어서의 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도
된 조치를 과하는 것’을 genocide로 규정하고 있다.137) 이에 따르면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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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불임조치는 특정 민족 집단의 출생을 방지하기 위해 의도된 조치로
서, 민족말살행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이미 구 유고형사재판
에서는 전시성폭력이 일정한 경우(예컨대, 강제임신의 경우) 인종말살,
즉 제노사이드에 해당될 수 있음이 선언된 바 있다. 보스니아-헤르체고
비나에서 일어났던 전쟁 중에 자행된 집단적 전시강간에 대해 다룬 한
책의 저자는 여성들에게 혼혈아를 강제 임신케 함으로써 보스니아인들을
말살시키겠다는 세르비아인의 생각을 자신은 처음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으나, 그것이 결국 모성을 가지게 된 여성들의 국가적, 종교적, 종족
적, 심지어 유전적 정체성의 모든 측면을 없애 버린다면 이것이 '민족말
살적 강간’(genocidal rape)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던 과정에 대해 회고
하고 있다.138) 전시강간은 그 일을 당한 여성 피해자 개인의 문제도 아
니며, 단순한 성관계의 문제로 환원시킬 수도 없는 것이다.139) 라디카 쿠
마라스와미는 무력충돌 상황에서의 여성에 대한 성적 공격의 원인에 대
해 그 여성을 강간함으로써 여성이 소속된 당해 집단에 대한 공격을 의
도하는 것이며, 당해 집단은 ‘그들의’ 여성을 보호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자신들의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140)고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유엔인권위원회의 특별보고관은 구 유고슬라비아에서 있었던 체계적 강
간의 의미에 대해 ‘전쟁수행의 도구였을 뿐만 아니라 전체 종족집단을
굴복시키고, 굴욕을 주고, 격하시키고, 공포심을 유발하기 위해 의도된
‘인종청소의 수단’(method of ethnic cleansing)이었다고 적시했다.141)
137) ICC Statute, 제 6조. 규정 원문은 다음과 같다. “For the purpose of this Statute,
'genocide' means any of the following acts committed to destroy, in whole or in
part, a national, ethnical, racial or religious group, as such:[...] (d) Imposing
measures intended to prevent births within the group
138) Beverly Allen, Rape Warfare: The hidden genocide in Bosnia-Herzegovina and
Croatia, University of Minnesota, 1996, 13.
139) Christine Chinkin, "Rape and Sexual Abuse of Women in International Law" in D.
Dallmeyer(ed.), Reconceiving Reality: Women and International Law, Studies in
Transnational Legal Policy, No.25,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1993, 328.
140) Coomaraswamy, 'Of Kali Born:Violence and the Law in Sri Lanka', in M. Schuler(ed.),
Freedom from Violence: Women's Strategies from Around the World, 1992, 49.
141) Tadeusz Mazowiecki, Special Rapporteur of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port Pursuant to Commision Resolution 1992/S-1/1 of 14 August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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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제도의 경우, 피해 여성들에 대한 강제불임이 빈번히 자행
되었고 이를 통해 상당수의 여성들이 당시에 주입된 약물 및 강제적인
인공임신중절 및 자궁적출 수술 등으로 인해 일생 동안 임신을 하지 못
하는 재생산 능력의 박탈을 경험했다는 점에서 여성에 대한 성적 폭력과
더불어 민족말살적인 효과를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142) 2000년의 남북 공
동기소장은 일본 지배하에 있었던 다른 나라들에 비해 불균형적으로 많은
한국인 수는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겠으나, 한국 사람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제거하고자 하는 일본 정책과의 연관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하
고 있는바,143) 실로 생식기관의 파손, 임신 방해, 낙태 등 위안소 안에서
행해진 다양한 범죄행위는 민족 말살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144) 적군 혹은
점령지 여성에 대한 강간은 적군에게 속한 여성과 그들의 후손에 대한 공
격으로서 사회, 문화, 종교 등에 대한 포괄적이고도 효과적인 공격을 구성
한다. 나아가 여성과 여성의 몸은 젠더와 인종 등의 사회적 축이 교차하
면서 생산된 전쟁의 기호이자, 전쟁이라는 집합체험에 대한 재현의 장145)
이라는 점에서 ‘위안부’ 제도 속에서 이루어진 강간은 단지 피해여성 개인
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전체의 문제로 확대될 수 있고, 그러한 지점에서
‘위안부’ 제도의 민족말살적 효과가 드러난다. 정진성은 ‘위안부’ 동원이 점
차 강도가 심해진 한국 민족 동원의 전체적인 틀 속에서 함께 이루어진
것을 보면 대부분 전쟁터에서 죽을 것이고, 살아 돌아와도 재생산 능력을
잃고 말 군위안부로 조선여성이 동원된 것은 일제말기 민족말살정책이 군
위안소의 요구와 이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고 한다.146)
이러한 재생산 능력의 박탈과 더불어 일본군‘위안부’ 제도의 민족
말살적 성격은 민족적 정체성의 제거라는 측면에서도 드러난다. 즉 조선
여성들에 대한 강간은 물리적인 공격인 동시에 매우 상징적 의미의 공격

142)
143)
144)
145)
146)

E/CN.4/1993/50(10 February 1993).
양현아, 2008, 188.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 자료집, 52.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 자료집, 52.
양현아, 2001, 앞의 글, 66-67.
정진성, 1995,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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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성하였고, 특히 조선의 유교 문화의 핵심적 원리 중 하나가 여성의
정조임을 상기할 때, 조선 처녀들에 대한 체계적 강간을 통해 이를 파괴
하는 것은 조선의 규범을 조롱하고, 궁극적으로 그들의 사회적 삶을 파
괴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147) 바로 이 시기 일본에서는 인공
임신중절금지법이 엄격히 집행되었고, 출산장려를 통한 인구증가 캠페인
이 시행되고 있었다는 사실148)에 비추어 볼 때, 조선과 일본에서 일어난
현상 간의 극명한 대조는 일본의 조선에 대한 민족말살의 혐의를 더욱
짙게 한다. 이렇듯 ‘위안부’ 제도가 제노사이드, 민족말살로 포섭되는 과
정은 물리적 의미와 상징적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그런데, 체계적 강간을 피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집합체험으로
환원시켜 이를 ‘민족말살’ 즉 제노사이드로 관념하는 시도는 체계적 강간
을 통해 반대집단의 정체성이 파괴되는 폭력적 양상을 포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일응 타당하나, 한편으로는 자민족 여성의 성에 대한 공격이
민족전체의 치욕이자 수탈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남성중심적 관
점을 엿볼 수 있게 한다. 구 유고슬라비아에서의 체계적 강간을 민족말
살적이라고 보는 시각은 여성 옹호적이면서도 어떤 여성이 ‘이민족의 아
이’를 잉태한다면 그녀가 ‘속한’ 집단으로부터 추방당할 것이라는 전제로
인해 여성의 출산에 대한 가부장적 관점을 법에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고의 여지를 남긴다는 지적149)이 있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일
본군‘위안부’ 제도가 민족말살적 효과를 남겼다고 보는 관점 역시 ‘위안
부’제도를 가부장적 민족주의의 시각에 치우쳐 해석할 때 초래될 수 있
는 문제를 보여준다. 민족말살적 효과에 대한 강조는 자연스럽게 여성
개인의 피해보다는 민족적 차원의 거시적 피해에 주목하게 만든다. 그
과정에서 위안부 여성이 체험한 경험의 문제는 잘려나가고, 조선민족의
소유인 위안부들의 ‘성’을 지켜내지 못한 민족적 치욕, 혹은 민족 자존심
147) Hyunah Yang, "Revisiting the Issue of Korean "Military Comfort Women":The
Question of Truth and Positionality", positions, Duke University Press, 1997, 62-64.
148) Yang, 1997, 64.
149) 양현아, 2008, 19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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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손상이라는 측면에서 논의가 전개될 소지가 있는데,150) 이 지점에서
민족은 남성의 입장과 동일하며 여성의 성은 남성적 민족의 자산으로 물
화된다.151) 이런 담론의 구도 속에서 군위안부들에 대한 체계적 강간은
기실 당해 여성들에 대한 범죄라기보다는 전체로서의 민족, 더 나아가
민족집단에 속한 남성들에 대한 범죄로 뒤바뀌게 된다. 여성의 몸과 성
은 민족에 소속된 것으로서, 민족의 연속성을 이어가기 위해 필수적인
도구이자 ‘용기’(vessel)로 관념되고, 이 지점에서 민족적 피해의 차원은
강조되는 동시에 성적 피해의 차원은 축소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위안
부’ 운동의 민족운동적 경향은 피해자 개인보다는 한국인들의 해결되지
않은 문제, 즉 민족 자존심의 회복에 우선순위를 두었고, 따라서 피해자
들의 목소리는 민족적 공감을 야기하는 특정 세팅 안에서만 경청되었다
는 지적152)은 이러한 딜레마를 적절히 포착하고 있다.
체계적 강간과 인종말살 간 연결고리의 발견은 일본군‘위안부’가
젠더와 민족의 문제가 중첩적으로 얽혀 있는 다층적인 문제임을 시사하
며,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 논할 때 젠더 혹은 민족 어느 하나의 틀로
단순화시키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위안
부’ 역사에서는 젠더와 민족의 두 축이 역사적 사실 속에서 복잡한 상호
작용을 통해 공존하고 있고, 나아가 이 두 개의 축을 매개하는 지점은
일제의 식민지배라는 식민지성임을 알 수 있다.

제3절 식민지 유산을 지속시킨 법적 구조
150) 한편 ‘위안부’와 관련된 내용을 방영하는 텔레비젼 프로그램에서 ‘위안부’ 생존자들은 그저
기자의 질문에 수동적으로 답변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 그 속에서 여성의 존재와 경험은
이야기의 초점이 아닌 주변적인 것으로 취급되고 있는 것이 곧 위안부를 둘러싼 사회적 담
론의 전체적인 지형임을 지적하는 연구(Yang,1997:52)는 위안소라는 거대한 억압의 구조
속에서 고통 받으면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능동적으로 생존의 길을 모색하는 여
성의 체험은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 소실된다고 말한다.
151) 정진성, 1999, 40.
152) 김정란, “일본군 ‘위안부’운동에 나타난 민족주의적 경향”, 철학과 현실, 통권 제69호, 2006,
11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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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본군‘위안부’ 제도의 핵심적인 특징을 구성하는 식민성이 2
차 세계대전이 종식되고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배로부터 형식적으로 해방
을 맞은 이후에도 청산되지 못하고 지속되는 배경에는 전후처리 과정에
서 전쟁 및 식민지배와 관련한 일본의 책임추궁이 미흡하게 이루어진 데
서 그 중요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특히 극동군사재판과 대 일본 강화
조약인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는 연합국에 대한 일본의 전
쟁책임만이 부각되었을 뿐, 식민지배 책임이나 일본의 침략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시아에 대한 책임은 전혀 논해지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식민지배 책임 및 아시아 관점 부재의 구조는 1965년의 한일청구권 협정
에도 그대로 투영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위 샌프란시스코 협약과 한일
청구권협정에서 발견되는 피해자 배제와 청구권 소멸 항변의 구조가
2015년 한일합의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제1항 극동군사재판과 식민지책임의 불처벌(impunity)
1946년 6월부터 1948년 11월까지 개최된 극동국제군사재판은 승전
한 연합군이 패전국인 일본에게 전쟁범죄 책임을 묻는 법정으로 구조화
되어 있어서 아시아 내부에서의 전쟁, 식민지 무력지배에서 자행된 불법
과 범죄행위에 대한 처리가 매우 소극적이었다.153) 극동군사재판에서 식
민지 피해에 대한 인정과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초래된 미청산
상태는 이후 이어지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거쳐 일본의 식민지 책
임에 대한 인식론적 구조의 왜곡을 가져왔고, 이는 1965년 한일협정이
식민지배의 문제를 청산하는 것이 아닌, 국가 간 경제협력을 위한 조약
으로 처리되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 속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의
문제는 당연히 일본의 전쟁책임이나 식민지배의 책임으로서 논의조차 되
지 못하였다.
153) 양현아, 2016(“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아시아성”), 7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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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지역 연합국 최고사령관이었던 맥아더는 1946. 1. 19. 극동
군사재판소 설립을 위한 특별선언을 발표하고 연합국최고사령관 최고사
령부 일반명령 제1호로 극동국제재판소 헌장(Charter of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s of the Far East)을 공포하였는데, 극동국제군사재판
소는 평화에 반하는 죄, 일반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를 소추 대
상범죄로 하였고, 지도자급(A급) 전범들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였다154).
맥아더는 1946년 2월 5일 항복문서 서명국인 9개국에서 통고받은 9명을
재판소 판사로 임명하였고, 그 후 극동위원회의 결정에 기초하여 필리핀
과 인도로부터 판사를 파견토록 하여 총 11명의 판사를 임명하였는데,
위 11개국에는 미국, 중국, 영국, 소련,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프랑스,
네덜란드, 뉴질랜드, 인도, 필리핀이 포함되었다.155) 극동군사재판에서 아
시아 참가국은 중국, 인도, 필리핀 등 3개국에 불과하였는데 이러한 재판
소의 구성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의 전쟁 및 식민지배로 인하여 주요하
게 피해를 받았던 아시아 국가들은 재판소의 구성에 포함되지 못하였고,
따라서 향후 재판전개에 의견을 개진하거나 참가할 수 없었다. 미국 주
도의 틀로 전개된 극동군사재판에 있어서 이러한 아시아 관점의 부재는
피해자 관점의 결여를 의미하였기에 재판과정은 연합국, 즉 식민지 종주
국들의 입장에서 본 일본의 전쟁범죄 처벌이라는 성격을 탈피하기 어려
웠고, 아시아 민중의 피해나 식민지배의 피해는 고려되지 않았다.156) 극
동군사재판의 진행과정에서 맥아더를 비롯한 미국 통치당국은 일본 천황
인 히로히토를 전범으로 기소하는 데 소극적이었다. 1945. 7. 27. 유엔전
범위원회의 극동 및 아시아 소위원회는 장교를 포함하여 100명의 일본군
을 전범 명단에 기재하였고, 중국인민정치회의에서는 7. 17. ‘천황’ 히로
히토를 전범으로 기소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당시 중국을
154) 이장희, “도쿄국제군사재판과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에 대한 국제법적 비교연구”, 동북아
역사논총 25호, 2009, 209; 홍성필, “일본의 전후책임인식과 이행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
충남대학교 법학연구, 제23권 제1호, 2012. 391-392.
155) 이장희, 2009, 205-206.
156) 하종문, “천황제, 도쿄재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일본식 ‘과거극복’ 과정의 세 계기”, 아
세아연구 통권 106호, 20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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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여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소련, 네덜란드 등은 히로히토를 전
범으로 재판에 회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프랑스는
유보적 입장에 있었으며, 영국은 이에 대한 결정이 미국의 트루먼에 의
해 결정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157) 일본의 항복을 둘러싸고 미국
의 정책결정자들은 두 갈래로 분열되었다. 한 쪽에서는 천황제를 제거하
고 식민지를 박탈하여 일본의 평화국가화와 탈군사화를 진행시키려는 대
일 강경 평화주의의 입장이었고, 다른 한쪽은 천황제를 온존시켜 식민지
의 보유를 가능한 허용하고 일본 내의 자유주의자와의 협동을 도모하여
그들이 주도할 입헌군주제 하의 일본을 부활시킴으로써 팽창하는 소련의
방패역할을 하게 하려는 입장이었다.158) 당시 미 국무차관이던 그루
(Joseph C. Grew)는 ‘천황’의 전범기소에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었는데,
그루가 국무장관에게 보낸 1945년 8월 7일의 전문에 의하면 그는 ‘천황’
에게 전범으로서의 증거가 부족하고 그가 군사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담당
했는지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만일 그를 전범으로 기소한다면 일본 국민
전체가 단합하여 투쟁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159) 이후 맥아더는 위와 같
은 그루의 입장과 유사한 입지에서 행동하게 된다. 1945. 9. 22. 미국 전
범국은 맥아더에게 전범재판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전달했는데 17
개조 조항으로 구성된 전문은 맥아더에게 부여된 권한 및 임무를 상세히
밝히고 있고, 마지막 17조에서는 ‘천황을 전쟁범죄자로 기소하는 어떠한
행동도 특별한 지시 없이는 행하지 말 것’이라고 함으로써160) 히로히토
에 대한 책임이 거론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를 기울였다. 한편 1945.
11. 30. 미국 합동참모본부는 맥아더에게 히로히토를 전범으로 체포, 재
157) 에드워드 베르 저, 유경찬 역, 『히로히토- 신화의 뒤편』, 서울: 을유문화사, 2002, 460,
이상호, “맥아더의 극동군사재판 처리와 전후 한일관계 굴절의 기원”, 군사 제85호, 2012.
12, 170-171에서 재인용,
158) 신도 에이이찌 저, 송이랑 역, 『다시 보는 일본 전후외교』, 동아대학교 출판부, 2005,
173-174, 이상호, 2012, 171-172에서 재인용.
159) “The Under Secretary of State(Grew) to the Secretary of the State"(1945. 8. 7.), 이
상호, 2012, 172에서 재인용.
160) “War to CINCAFPAC(1945. 9. 22.)". MA. RG 9, Blue Binder Series, War Crimes. 이
상호, 2012, 17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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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처벌하는 것에 대해 면제시킬 수 없다는 내용의 전문을 보냈지만161),
미 국무부의 애치슨은 일본 천황을 전범으로 지목하는 경우 일본인들이
평화를 정착시켰다고 믿는 지도자를 배척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고, 만약
미국이 계속하여 천황을 이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히로히토에 대한
기소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한다.162) 미 통치당국은 점차 천황의
권위를 활용하고 히로히토의 기소를 면제하는 것이 낫다는 방향으로 내
부적 의견이 수렴되어 가기 시작하였고, 1946. 1. 호주 정부가 천황 히로
히토가 포함된 주요 전범 62명을 선정해 미국에 통보하였지만 맥아더는
‘히로히토는 전쟁 막바지에 단순한 자문 이상은 아니었고, 그의 기소는
일본국민들 사이에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기에 항쟁이 발생할 수 있
으므로 히로히토에 대한 사면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전문을 합동
참모본부 의장에게 보내면서, 히로히토는 전쟁에 대한 책임이 없고 군국
주의적 관료들의 단순한 꼭두각시에 불과하였다는 주장을 제기하였
다.163) 결국 1946. 2. 8. 미국의 위넌트 주영미국대사와 애틀리 외무장관
사이의 회담에서 미국과 영국은 히로히토를 전쟁범죄자로 기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합의하였고, 히로히토의 전범재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던
호주의 주장 역시 영국의 조정으로 취소될 것이 예정되었다.164) 결과적
으로 태평양전쟁에 이르기까지 아시아 각국에 전쟁과 식민지 피해를 초
래하였던 일본천황 히로히토는 극동군사재판의 기소와 처벌 대상에서 완
전히 면책되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재판소장이었던 오스트레일리아의
웹 판사는 “전쟁의 개시와 아울러 종전 과정에선 나타난 천황의 독보적
인 역할은 검찰의 기소가 있도록 한 증거 중의 하나였고, 그가 자문에
근거해서 결정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자발적인 판단이었을 것이므로 면책
161) “Washington(JCS) to CINCAFPAC ADV(1945. 11. 30,)" MA, RG 9, Blue Binder
Series, War Crimes, 이상호, 2012, 178-179에서 재인용.
162) “Washington(SD) to SCAP(1946. 1. 8.)", MA, RG 9, Blue Binder Series, War Crimes,
이상호, 2012, 179에서 재인용.
163) 에드워드 베르 저, 유경찬 역, 앞의 책, 484, 이상호, 2012, 183에서 재인용.
164) “Washington(JCS) to CINCAFPAC(1946, 2, 8,)", MA, RG 9, Blue Binder Series, War
Crimes, 이상호, 2012, 183에서 재인용.

- 63 -

될 수 없다”고 비판하였고, 앙리 버나드 판사도 “행위의 주범은 모든 기
소의 책임을 면제받고, 종범들만 기소되는 형국이었다”고 비판하였다.165)
이렇듯 식민지 책임의 불처벌 내지 미청산 상태의 시발점은 극동
군사재판에서부터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극동군사재판에서는 천황이 기
소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전쟁범죄와 식민지배의 문제를 조직적
인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문제보다는, 개별 전범들의 개인적 형사책임
으로 귀결시킴으로써 천황을 중심으로 확장된 일본의 식민주의가 초래한
전쟁책임, 특히 식민지배에 대한 책임을 다루지 못하였다. 이는 이후 일
본이 체결하는 강화조약이나 한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노정되는, 식민지
책임에 대한 일본의 왜곡된 인식을 형성하는 가장 주요한 계기로 작용하
였을 뿐만 아니라, 미청산된 식민성이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의 해결에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게 만드는 불씨가 된다. 극동군사재판을 거치면서
일본에서는 전쟁이 일부 군국주의자들의 주도로 추진된 것이고, 천황이
나 일반 국민은 전쟁에 휘말린 피해자였다는 피해의식이 자리잡게 되었
다. 특히 1945. 8.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대한 원폭투하가 일본의 항복
에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하면서, 스스로를 전쟁의 가해국이 아닌, 일본의
소수 군국주의자들과 연합국 측에 의한 전쟁의 피해자로서 인식하는 피
해의식에 기초한 일본사회의 역사관은 더욱 공고하게 강화되었다.166) 가
해행위 책임에 대한 인식이 배제된 피해의식은, 일본사회와 국민들로 하
여금 극동군사재판을 전쟁범죄와 식민지배에 따른 책임이 아닌, 패전에
따른 피해자로서 숙명적으로 감수하여야 할 책임으로 축소시켜서 이해하
도록 만들었다. 극동군사재판에 따른 책임을 단순한 패전책임으로서만
감내하였던 일본사회는 이후에도 직접적인 피해 당사국들인 아시아 각국
에 대하여 과거사로서의 전쟁책임과 식민지 책임을 청산할 기회를 끝내
가지지 못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일본의 역사관은 전후 냉전구도에서 일
본을 서방세계에 편입시켜 소련에 대한 안보대책을 강화하려는 연합국
165) 홍성필, 2012, 391-396.
166) 홍성필, 2012, 396-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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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의 의도와 맞물려 더욱 강화되었고, 이에 따라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연합국들은 일본이 재정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서 배상책임을 결정하는 관대한 강화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일
본의 전쟁책임을 완화하게 된다. 이렇듯 극동군사재판은 일본의 패전으
로 인하여 연합국에게 발생한 피해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을 뿐 식
민지 지배로 인한 피해를 대상으로 하지 않았고,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
한 불처벌(impunity) 상태를 초래함으로써 일본사회에 전쟁책임을 통감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회적 착각과 무책임의 의식을 심어 주었다. 뉘른
베르크 군사재판 이후 독일이 자국의 재판소를 통해 9만 명이 넘는 나치
범죄자를 재판에 회부하여 유죄판결을 내린 것에 비하여, 일본은 오히려
극동군사재판에서 처벌받은 전범자들을 예우하고 이들을 범죄자로 취급
하지 않는 데서도 그 차이는 드러난다.167)
한편, 극동군사재판에서는 크게 만주 침략, 중국 침략 그리고 진주
만 공격에 대한 전쟁범죄인의 책임문제가 다루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중
국 난징대학살 등의 잔학행위가 다루어졌다. 일본군‘위안부’와 관련해서는
네덜란드 검찰관이 4건의 증거서류(1건은 네덜란드 여성, 3건은 아시아 여
성 피해자였다)를 제출하였고 프랑스 검찰도 베트남 랑손의 사례를, 중국
검찰진도 중국 계림의 사례에 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법정에서는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일련의 잔학행위 중 하나의 혐의로 적시되었을 뿐
독립된 소인으로 다루어지지 못하였고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일어났음에
도 불구하고 몇 가지 사례만이 다루어졌으며, 결정적으로 조선이나 대만
등 식민지에서의 비인도적 행위가 다루어지지 않았다.168) 결국 일본군‘위
안부’ 문제는 극동군사재판에서 심리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극동군사재판의 특징은 크게 2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 번째는 천황의 불처벌로 상징되는 식민지배 책임의 미청산이다.
특히 극동군사재판에서 일본의 조선 지배의 법적 성격이나 그 불법성 여
167) 강경자, “동경재판이 초래한 전후 일본사회 전쟁 책임의식 결여-A급 전범 면책문제를 중심
으로”, 한일군사문화연구 제22권, 245-247.
168) 백재예, 2016, 8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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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아시아태평양 전쟁기 포로수용소
감시원으로 모집된 조선인 청년 등 하위전범169)은 전범으로 취급되어 처
벌되었는데, 이는 조선인에 대한 연합국의 처리 방안을 논의함에 있어서
1945. 12.에 싱가포르에서 열린 네덜란드령 인도네시아 지구 검사총장과
영국 당국과의 회담에서 ‘전쟁범죄에 관한 한, 조선인은 일본인으로 취급
한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170). 이처럼 식민지배 문제에 대한 연합국
의 묵인과 무관심 및 이에 기인한 미청산 상태는 이후의 강화조약과 한
일협정 등에서 반복적으로 재현되기에 이른다. 두 번째로, 극동군사재판
에서는 재판소 구성에서부터 재판대상 및 결과에 이르기까지 직접적인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아시아 민중들에 대한 인권유린 문제가 전혀 다
루어지지 않았다는 아시아 관점의 부재, 즉 피해자 배제의 구조가 나타
난다. 이렇듯 극동군사재판을 특징 짓는 식민지 책임의 미청산과 피해자

169) ‘BC급 재판’은 극동군사재판소 헌장에서 범죄의 유형을 A class, B class, C class의 세 유
형으로 나눈 것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중요성에 따른 구분이 아니라 유형에 대한 구분으로
‘급’으로 번역하는 것은 부정확한 것이다. 실제로 극동군사재판에서 B급 범죄에 대한 추급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범죄관할에 따라 재판을 분류하는 것에는 무리가 따르고,
‘BC급 전범’이라는 용어 자체가 죄가 가볍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하위 전범’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홍성필, 2012).
170) 우쓰미 아이코 지음, 이호경 옮김, 『조선인 BC급 전범, 해방되지 못한 영혼』, 동아시아,
2007, 187. 이와 같이 전쟁 중 연합국이 관여하여 작성된 문서들에서 조선인, 대만인과 같
은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던 민족으로서 군‘위안부’ 피해자가 되었던 이들의 국적을 제대로
적시하지 않고 이를 뭉뚱그려 ‘일본인’이라고 호칭한 점은 식민지배의 상황에서 지배자와 피
지배자가 겪게 되는, 제국의 일부로 편입되었으면서도 저항하고, 적대하는 혼종적인 식민지
적 정체성에 대한 연합국 측의 무지 또는 둔감함을 나타낸다. 하위전범 재판들에서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한 혐의로 열린 재판은 네덜란드의 바타비아 재판에서 기소된 스마란 위안소
의 사례와 미국 해군에 의한 재판에서 기소된 괌에서의 사례 두 가지가 대표적이었는데, 네
덜란드 법정은 기소된 이들에 대해서 제2차 세계대전 중 네덜란드 여성과 소녀들을 ‘위안소’
에서 노예화시키는 데 가담했다고 평결을 내리고, 이는 강간, 강제매춘, 매춘을 위한 여성과
소녀들의 유괴 등을 포함하는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아시아태평양 전쟁 당시
위안부들의 국적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NEFIS 심문보고서에서는 위안부들의 국적의
인적 구분을 크게 유라시안, 중국인, 일본, 현지 여성으로 나누고 인도네시아 및 인근 지역
출신 여성의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국적이라고 하더라도 메나도인, 자바인 등 구체적인 출신
지를 밝혔을 뿐만 아니라 같은 자바라고 하더라도 자바 내부에서 어떤 지역 출신인지까지
구분하여 적고 있는 반면 그 이외 지역 여성들은 크게 유라시아인, 중국인, 일본인 등으로만
구분되어 있는데, 조선인 및 대만인 여성들이 상당수 일본군‘위안부’로 존재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위 심문보고서에서 ‘중국인’ 혹은 ‘일본인’으로 통칭된 조선인과 대만인들이 포
함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백재예, 2016,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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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의 구조는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도 그대로 재현되면
서 더욱 강화되고, 이는 1965년의 한일청구권 협정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된다.

제2항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1945년 8월 초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되자 일본이 무조건 항복문서에 서명하면서 연합국의 점령
하에 놓인 후 이루어진 연합국 측과 일본 간의 강화조약이다. 뒤에서 살
펴보는 바와 같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여러 요인들로 인하여 극동
군사재판에서 노정되었던 식민지 책임의 미청산과 피해자 배제라는 2가
지 특징을 그대로 재현하고 또 강화하였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4
년 여간 지속되었던 대규모 무력분쟁을 종결하는 평화조약이었음에도 불
구하고 그 내용은 매우 간략했는데, 1951년 체결된 위 조약은 이미 도래
된 냉전을 배경으로 일본을 아시아의 반공보루로 삼고자 했던 미국의 의
중이 강하게 투영되어 일본에 매우 관대한 조건을 부과하였고, 특히 청
구권 관련 조항도 매우 간단하여 독일의 멘첼같은 학자는 위 조약을 ‘기
록적으로 짧은 평화조약’이라고 부를 정도였다.171) 특히 샌프란시스코 강
화조약은 일본의 배상책임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일본의 재정능력을 벗
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배상하게끔 하는 관대한 조건을 부과하였는데,
이는 연합국 측이 1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독일에게 엄청난 배상책임을
부과하였던 경험이나, 1947년에 체결된 대이탈리아 강화조약에서 이탈리
아에 대하여 소련, 알바니아, 에티오피아, 그리스, 유고슬라비아 등의 국
가에 대한 배상액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현물상환에 사용될 물품의 양과
종류에 관해서 이탈리아와 위 국가들 간에 협정을 체결할 것을 예정하는
등 높은 법적 밀도로 배상책임의 이행을 압박하였던 것과는 매우 상반된
171) 이근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및 대이탈리아 강화조약의 비교연구”, 『한일간 역사현안의
국제법적 재조명』, 동북아역사재단, 2008, 364-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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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72). 위 조약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일본의 가해책임에 대한 논의가 배
제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조약의 구조나 문장, 사용된 용어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식민지 책임의 미청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조는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하는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는 (a)항에서 “재산 및 청구권의 처리
는 일본국과 당국 간의 특별 협의의 대상이 된다”고, (b)항에서는 “일본
은 (중략) 합중국 정부에 의해, 또는 그 지령에 의해 행하여진 일본국 및
그 국민의 재산처리의 효력을 승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을 중심
으로 하는 연합국 측은 한국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타이 등과 함께 연
합국/중립국/적성국가의 세 가지 범주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특수지위의
국가’(special status nations)로 분류하였는데, 이는 한국이 일본의 식민
지였기 때문이다.173)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4조에서 규정된 ‘청구권’
의 성격을 일본정부가 어떻게 인식했는지는 중요하게 규명되어야 할 부
분인데, 이는 바로 이 ‘청구권’ 개념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도 원용
되고 이후 한국과 일본의 식민지 책임과 보상문제를 논함에 있어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하기 때문이다. 1949년 3월에 일본 외무성이 작성한 문서
인 <조선에 있어서의 채무의 처리에 대해서>에서는 ‘일본의 조선 병합
이 일본과 당시의 조선 정부 사이의 병합조약을 근거로 적법하게 이루어
진 것이므로 조선의 독립은 국제법상에서 말하는 분리에 해당한다’고 적
고 있다.174) 이렇듯 조선이 일본의 분리지역(detached territory)이라는
전제 하에 1952년에 작성된 <일한청구권 문제에 관한 분할처리의 한계>
172) 이근관, 2008, 367-368.
173) 오타 오사무, “두 개의 강화조약에서의 식민지주의와 한일‘청구권’, 『한일협정체제와 식민지
책임의 재조명』, 2012. 6, 17.
174) 오타 오시무, 20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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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조선은 일본과는 전쟁관계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배상문제가 생
길 여지가 없으며, 따라서 양국 간의 청구권 문제는 단순한 영토분리시
의 국가의 재산 및 채무의 계승 관계로서 취급해야 한다’고 하고 있
다175). 이러한 일본 내부 문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체결 당시 일본은 조약 제4조의 ‘청구권’을 일본과 조선 사이의 ‘영
토분리에 따른 재산 및 채무의 계승 관계’로서 향후 특별협정의 대상으
로 관념하였을 뿐, 식민지배의 청산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인식하지
아니하였음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한편 청구권 관련 조항의 핵심을 이루는 조약 제14조의 내용을 살
펴보더라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의하여 일본에게 부과된 책임이란
연합국과의 관계에서 문제되는 전쟁책임, 혹은 패전책임이었을 뿐 식민
지배에 따른 책임이 문제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조약 제14조의 내용
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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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ch damage and suffering and at the same time meet
its other obligation
(a) 일본은 전쟁 중에 발생한 손해 및 고통에 대해서 연합국 측에
배상을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일본이 존립가능한 경제를 유지
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손해 및 고통에 대하여 완전한 배상을 지
불하고 동시에 여타 의무를 이행하기에는 현재 일본의 자원이
충분치 않다는 점을 인정한다176).

조약 제14조 (a)항의 내용에서 드러나듯이, 강화조약에 의해 일본
175) 오타 오시무, 2012, 31.
176) 번역은 이근관, 2008을 참고하되, 필자가 일부 부기하거나 편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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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부과된 책임은 근본적으로 전쟁 중에 ‘연합국’에게 발생한 손해 및
고통에 대한 배상이었다. 반면 일본의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의 결과로 손
해나 고통을 받았던 한국이나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피해국들에 대한
배상책임 규정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존재하지 않는다. 연합국 측
에 대한 일본의 배상의무는 일본의 경제가 존립가능한(to maintain a
viable economy) 한도에서만 부과될 수 있음이 선언됨으로써 이미 약하
게 규정된 배상의무에 그마저도 상당한 제약이 가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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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panese people in production, salvaging
and other work for the Allied Powers in question...
그리하여,
1. 일본은 일본군대에 의하여 현재의 영역을 점령당하고 또한 일본
에 의하여 손해를 입은 연합국이 희망할 시에는, 제조, 침몰 선
박의 인양 및 기타의 노동을 통하여 일본인의 역무를 당해 연합
국에 제공함으로써 당해 손해를 회복할 비용을 이들 국가에 보상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연합국과 신속히 협상
을 개시한다.

조약의 위 부분은 연합국에 대한 일본의 배상의무 이행에 있어서
‘역무배상’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일본은 ‘제조, 침몰 선박의 인양 및 기
타의 노동’ 등 기술과 노동력의 제공으로 그 배상책임을 이행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1919년 체결된 베르사유 조약의 경우 연합국만이 입은
손해에 대해 금전배상을 정하였고, 1947년 체결된 대 이탈리아 강화조약
에서 소련 등의 승전국에 대해 현물배상을 정하고 있는 것과는 대비된
다.177) 이렇듯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일본의 지불능력의 한계를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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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패전국에게 유리한 역무배상을 허용함으로써 전쟁책임의 배상에 따
른 일본의 경제적 부담을 상당히 완화시켰다. 강화조약을 체결함에 있어
연합국 측이 보인 이러한 관대한 태도는, 일본으로 하여금 전쟁과 식민
지 책임으로서의 배상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결여되는 중요한 요인으
로 작용하였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통해 배태된 식민지배에 대한
책임의식의 결여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체결 당시 고스란히 반영되
기에 이른다.
나아가 연합국 측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당시 단순히 일
본의 식민지 책임을 조약에서 다루지 않는 것을 넘어, 일본의 조선점령
과 식민지배를 승인하는 전제 위에서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보다 4년 앞서 체결된 대 이탈리아 강화조약에서
이탈리아의 식민지 지배 문제를 처리한 방식을 살펴보면 좀 더 명료하게
드러난다. 이탈리아 강화조약은 조약 본문 제2편 ‘정치조항’에 제4관 ‘이
탈리아국의 식민지’를 넣어 제23조에서 ‘이탈리아국은 아프리카에서의 이
탈리아국 속지, 즉 리비아, 에리트레아, 이탈리아령 소말리랜드에 관한
일체의 권리 및 권원을 포기한다’ 고 규정하였고, 이탈리아가 파시즘 정
권기에 점령, 통치하고 있었던 알바니아와 에티오피아에 대해서는 각 제
2편의 정치조항의 제6관, 제7관에서 독립된 규정을 두어 '이탈리아는 알
바니아의 주권 및 독립을 승인하고, 이를 존중한다’는 내용 및 ‘알바니아
에 있는 일체의 재산, 권리,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에티오피아에 대해서도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같은 취지의
규정을 마련하였고, 특히 제37조에서는 이탈리아가 에티오피아의 ‘일체의
미술품, 종교적 물건, 기록 및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서, 1935년
10월 3일 이후에 에티오피아에서 이탈리아에 반출된 것을 반환해야 한
다’는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하다. 또한 이탈리아 강화조약 제6편 ‘전쟁으
로 발생한 청구권’의 제1관은 ‘배상’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74조에서 이
탈리아가 파시즘 체제기에 침략한 제국에 대한 배상 지불의 의무를 적시
177) 이근관, 2008, 368-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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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소비에트 연방에 1억 달러, 그리스에 1억 500만 달러, 유고슬라비
아에 1억 2,500만 달러, 알바니아와 에티오피아에도 각각 50만 달러,
2,500만 달러를 지불할 것을 명시하였다.178) 그러나 리비아 등의 구식민
지와는 달리 알바니아와 에티오피아에 대하여 독립 규정에 의해 배상 지
불이나 문화재 반환 등을 인정한 것은 두 나라 모두 연합국의 지원을 받
아서 이탈리아 파시즘 정권의 침략으로부터 해방, 독립을 달성한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알바니아와 에티오피아에 대한 배상 지불
은 침략전쟁에 대한 것이고 식민지배에 관한 것은 아니었다. 위와 같이
대 이탈리아 강화조약에서는 전쟁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처리방침이 분
명하게 구분되어 있었고, 대 이탈리아 강화조약의 제14부속문서인 ‘할양
지역에 관한 경제 및 재정적 규정’에서도 제19항에서 ‘이 부속서의 규정
은 구 이탈리아의 식민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어 리비아
등 이탈리아의 구 식민지에 대한 배상이나 반환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
았다.179) 대 이탈리아 강화조약 체결 과정에서 이탈리아와 연합국 측은
공통적으로 이탈리아의 구 식민지 처리 문제에 대하여 이탈리아의 의한
통치의 계속 혹은 유엔의 신탁통치를 상정하고 있었고, 결국 대 이탈리
아 강화조약은 이탈리아의 전쟁책임은 물었지만 식민지 지배의 책임을
물어 이를 청산하지는 못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180)
이러한 식민지 책임에 대한 미청산 경향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단계에서 더욱 강화되기에 이른다. 최소한 식민지에 관한 조항을
마련하고 알바니아와 에티오피아에 대해서는 배상과 문화재 반환 등을
명시하였던 대 이탈리아 강화조약과 달리,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는
식민지에 관한 규정이 전무하였고, 그 당연한 결과로 한국에 대한 일본
의 식민지배의 법적 성격이나 불법성에 대한 규정도 찾아볼 수 없다. 샌
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초안 작성 단계에서 작성된 미 국무성의 문서 내용

178) 이상의 대이탈리아 강화조약에 대한 설명은 오타 오시무, 2012, 13-16 참조.
179) 오타 오시무, 2012, 15-16.
180) 오타 오시무, 20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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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살펴보면, 연합국 측이 강화조약에서 식민지 책임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무관심이나 간과를 넘어 일본의 한국합병에 대한 적극
적 승인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1951. 7. 3.에 작성된
문서에서는 “일본의 조선 통치와 지배로 발생한 청구권을 해결하기 위한
반환청구권 또는 배상청구권은 과도하다”고 하면서 “조선은 1948. 7. 29.
에 열린 약탈당한 재산의 반환에 관한 극동위원회의 결정에 있어서 이익
이 주어지는 대상이라고 간주되지 않았다. 조선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에 의해 점령된 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181)고 하였다. 실제로 미국
은 일본의 한국 병합을 승인하는 전제에서, 식민지 통치 자체에 대한 한국
의 배상 요구는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이러한 미국의 입장은 식민
지 조선을 일본이 국제법적으로 정당하게 취득하였다는 일본 정부의 식민
지 인식과 공명하는 것이었다.182)
결국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식민지 책임의 청산이나 식민지배
의 성격과 관련한 조항이 전무한 조약으로서 사실상 일본의 전후배상 책
임의 청산을 위한 조약이 아닌, 동아시아에서의 냉전체제 구축을 위한
조약이었다. 이는 평화조약으로서는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패전국
에게 관대한 조약이었는데, 날로 격화되는 냉전의 국제정세 하에서 일본
이 ‘자유세계의 일원’이 되어 반공의 전초기지가 되기를 희망했던 미국으
로서는 일본과 이처럼 관대한 조건의 조약을 체결할 동기가 충분하였으
나, 이와 같은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식민지 또는 피
점령지였던 국가들이 입은 피해와 고통에 대해서는 정당한 배려가 행하
여지지 못하였다.183) 대 이탈리아 강화조약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181) State Department Comments on JAPQ D 2/7, July 3, 1951. Korean Claims Under
Korean Vesting Decrees to Property in Japan, RG 59, Records of the Department of
State, Office of the Legan Adviser Japanese Peace.
182) 1949년 3월 일본 외무성이 작성한 <조선에 있어서의 채무의 처리에 대해서>에는 “조선의
병합이 일본과 당시 조선정부 사이의 병합조약을 근거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적혀 있
고, 1949년 12월의 <할양지에 관한 경제적 재정적 사항의 처리에 관한 진술>에서도 “(조선
이) 당시로서는 국제관례상 통용되는 방식에 따라 취득되었으며 세계 각국들도 일본령으로
오랫동안 승인되고 있었던 것으로서 이들 지역의 취득, 보유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범죄시하
는 것에 대하여 승복할 수 없다”는 서술이 있다(오타 오시무, 20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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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탈리아와 일본, 연합국 측은 패전국인 이탈리아와 일본이 연합국에
게 미친 전쟁책임의 추궁에 있어서는 상호 대립적인 관계였으나, 식민지
책임의 처리에 있어서는 서로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에 있었다. 나아가
대 이탈리아 강화조약에서 식민지 청산과 관련한 명시적이고 독립적인
규정을 두었지만, 실질적으로 식민지 청산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는데, 이
에 더하여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는 식민지배 청산에 관한 조항을
전혀 두지 아니함으로써 일본의 식민지 책임은 강화조약에서 어떠한 평
가도 받지 아니한 채 미완의 과제로 남겨지게 되었다. 극동군사재판에서
부터 이어진 이러한 식민지 미청산 경향은 향후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과거 청산 과제가 현재에 이르기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남아 있는
기나긴 질곡의 역사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은 미국과 일본 간 안보조약이라는 새로운 안보동맹을 창출하였고, 동아
시아에서 일본을 자국 진영으로 끌어들인 미국은 소련에 비하여 우월한
입지를 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식민지
배의 문제가 전혀 다루지지 아니함으로써 식민지 문제는 한국과 일본 간
의 양자교섭에 의해 해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되었고, 연합국 측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과정에서 보여준 식민지 문제에 대한 묵
인과 불처벌 경향은 일본에게도 그대로 전이되어 전후 식민지 책임에 대
한 왜곡된 일본사회의 인식을 형성하였다. 나치범죄를 처벌함으로써 국
제인도법을 내적으로 수용하여 공적이고 집단적 기억을 만들 기회를 가
졌던 독일과 달리, 연합국의 법정에서 처벌받은 일본군인들과 정치인들
을 일본사회에서 충실한 국민으로 이해할 뿐 범죄자로 생각하지 않는 규
범인식과 현실을 보여준다.184) 또한 연합국은 식민지 체제에 대한 승인
을 전제로 일본의 한국에 대한 보상의무를 불법적인 식민지 책임에 의한
배상이 아닌, 한국에 대한 경제원조의 성격으로 관념했는데, 이러한 식민
지 책임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관념은 1965년 한일협정에서 나타난 일본
183) 이근관, 2008, 369.
184) 이재승, “식민주의와 과거극복의 정치”, 법과사회 49호, 2015.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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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태도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2) 피해자의 배제
극동군사재판에서 일본에 의한 전쟁과 식민지 피해를 받았던 아시
아 국가들이 재판소 구성을 비롯하여 재판과정 전반에의 참여가 배제되
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도 조약체결 과정에서
피해국가들, 특히 가장 큰 피해를 받았던 한국과 중국의 참여가 배제되
었다. 당초 미국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준비 단계에서는 한국의 참가
를 추진하는 입장이었고, 남한 내부에서도 대일배상회의에 직접 참가하
여 일본으로부터 식민지배 및 전쟁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인
식이 표출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1949. 11. 23. 미 국무성은 주한미국 대
사에게 한국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참가 여부에 대한 의견을 타진하
였고, 주한미국 대사는 12. 3. ‘한국인 부대가 중국군과 함께 일본에 대항
해 전쟁을 수행했던 것, 한국인 게릴라 부대가 만주에서 싸웠던 것, 한국
임시정부가 중국에 존재했던 것’ 등을 근거로 들어 한국의 참가를 강하
게 주장하는 내용의 전보를 보냈다.185) 이에 따라 1949. 12. 19.에 작성된
조약 초안에는 전문의 체약국에 ‘한국’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1951. 4. 23.
에 있었던 요시다-달레스 회담에서 일본은 ‘Korea and the Peace
Treaty'라는 문서를 통해 ‘한국은 해방된 국가이지 전쟁상태에 있었던
국가가 아니며, 만약 서명을 하게 되면 10만 명이 넘는 재일조선인이 연
합국인으로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는 점 등을 들어 한국
의 조약 서명에 반대하였고, 이에 달레스가 보상문제는 교전국에 한하여
인정하는 등의 해결이 가능하다고 하자, 일본은 회담 후 각서를 보내 조
약에서 재일조선인이 연합국인의 지위를 획득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실하
게 된다면 한국의 조약서명 반대를 고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
185) FRUS 1949, Vol.Ⅲ, 904, 911, 류지아, “한국전쟁 전후 대일강화조약 논의에 의한 아시아
내에서 일본의 안보와 위상-한국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일민족문제연구 18권, 2010,
88-8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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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86) 한편 한국이 결과적으로 조약에 참가하지 못한 데에는 미국과 더
불어 영국의 반대도 작용했다. 영국은 한국이 조약에 참가하는 경우 중
국과 함께 다른 아시아 국가의 조약참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국의 조약참가를 반대하였다. 영국은 홍콩을 비롯한 식민지적
권익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과의 관계개선이 절실하였기 때문에 이미 북
경의 공산주의 정권을 중국을 대표하는 사실상의 정부로 인정하고 있었
고, 그러한 상황에서 일본과 직접적인 교전을 하지 않은 한국을 강화회
의에 초대하고 북한과 중국을 초대하지 않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187) 이러한 영국의 주장은 중국이 1937년 이후 강화회의에
참가하고 있는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오랫동안 일본과 교전하고 있었다
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꽤 설득력 있는 것이었다.188) 결국 1951. 7. 9.
달레스는 주미한국 대사화의 회담에서 “일본과 전쟁상태에 있으면서
1942년 1월 연합국 선언의 서명국인 나라만이 조약에 서명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조약 서명국이 될 수 없다”고 통고하였다.189)
이렇듯 강화조약에서 피해국인 한국이 배제된 것은 당시의 국제정
세와 연합국 측의 반대에서 기인한 측면이 큰데, 그 반대의 주요 논거는
한국이 일본의 교전국이 아닌 식민지에 불과하고, 식민지에게는 교전국
과 같은 정도의 지위를 부여할 수 없다는 관념이었다. 이렇듯 일본의 적
국도 아니고 아국도 아닌, 식민지라는 정체성이 조선에게 부과한 이중의
질곡은 식민지배가 형식적으로 종결된 후의 전후처리 과정에서도 피해의
청산을 가로막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190) 극동군사재판을 거쳐 샌
186)
187)
188)
189)
190)

FRUS 1949, Vol.Ⅳ, 1011, 류지아, 2010, 90에서 재인용.
하종문, 2001, 140; 류지아, 2010, 90.
류지아, 2010, 90-91.
FRUS 1951, Vol.Ⅵ, 1182-1183, 류지아, 2010, 91에서 재인용.
한편, 최근의 연구에서는 대일강화회의에서 한국이 배제되게 된 경위에 위에서 언급한 국제
정세나 연합국의 반대 뿐만 아니라, 한국 내에서의 내재적 요인도 있었다고 지적된다. 유의
상의 연구에 의하면, 제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인 독일을 강력하게 응징하고자 하였던 베르
사유 조약을 대일강화조약의 모델로 삼고 강경한 대일배상 요구로 일관했던 이승만 대통령
의 태도는 당초 한국의 대일강화회의 참가를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미국의 입장을 부정적으
로 바꾸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외교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
국의 외교가 오직 이승만 개인에 의해 이루어졌던 점, 한국의 참가에 대해 강한 반대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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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까지 이어진 피해자 배제의 기조는, 일본으로 하
여금 조약에 따른 배상을 전쟁책임과 식민지 책임의 가해자로서의 속죄
의식에 기초한 것이 아닌, 연합국 측에 대한 패전책임으로서만 내면화하
게 만들었다. 나아가 일본은 연합국이 아닌 아시아 피해국에 대한 배상
을 불법행위에 기한 배상금이 아닌 경제원조의 의미로 이해하였으며, 한
국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의 배상은 시장개척과 수출촉진의 촉매
역할을 하여 무상 경제협력의 효과까지 발생시켰다.191) 배상의무를 경제
적 기회로서만 파악할 뿐 식민지 책임과는 무관한 것으로 여기는 일본의
태도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의 체결과정과 내용에 투영된다.

제3항

한일청구권 협정과 포스트식민 법적 구조의 구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후속조치로서 양국 간 교섭 끝에 1965.
6. 22. 한국과 일본 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의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
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he Settlement of Problem concerning Property
and Claims and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이다. 그런데 한일청구권 협정은 그 명칭에 들어 있는 ‘경제협력
(economic cooperation)'이라는 단어가 표상하는 바와 같이 식민지배 책
임의 청산을 위한 협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한국과 일본 간 경제조약에
더 가까운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이와 같이 협정의 명칭에 사용된 ‘경제협
력’이라는 문구는 협정상 청구권의 성격 및 협정의 성격 자체를 대단히
모호하게 만들었다. 나아가 한일청구권 협정 당시 일본이 한국에게 지불
하는 금액이 어떤 손해에 대한 배상인지(혹은 보상인지)에 대하여, 협정

피력했던 영국에 대한 외교교섭의 소홀함, 한국의 참가 당위성에 대한 정치권이나 일반 국
민들의 무관심과 국내여론 미형성과 같은 내재적 요인들이 외재적 요인과 함께 작용하여 한
국의 대일강화회의 참가추진을 좌절시켰다(유의상, “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회의와 한국의 참
가문제-한국의 내재적 요인과 그 영향-”수선사학회, 사림 53권, 2015).
191) 하종문, 2001,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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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자체에서 별다른 언급이 이루어지 아니한 채 불분명하게 처리되었
다. 한일청구권 협정은 전문과 총 4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었는데, 구체적
인 협정의 내용을 살펴본다.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 및 양국 국민의 재산과 양국 및 양국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희망하고, 양국 간
의 경제협력을 증진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1. 일본국은 대한민국에 대하여

(a) 현재에 있어서 1천8십억 일본 원(108,000,000,000원)으로 환
산되는 3억 아메리카합중국 불($ 300,000,000)과 동등한 일
본 원의 가치를 가지는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을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0년 기간에 걸쳐 무상으로 제
공한다. 매년의 생산물 및 용역의 제공은 현재에 있어서 1백
8억 일본 원(10,800,000,000원)으로 환산되는 3천만 아메리카
합중국 불($ 30,000,000)과 동등한 일본 원의 액수를 한도로
하고 매년의 제공이 본 액수에 미달되었을 때에는 그 잔액은
차년 이후의 제공액에 가산된다. 단, 매년의 제공 한도액은
양 체약국 정부의 합의에 의하여 증액될 수 있다.
(b) 현재에 있어서 7백20억 일본 원(72,000,000,000원)으로 환산
되는 2억 아메리카합중국 불($ 200,000,000)과 동등한 일본
원의 액수에 달하기까지의 장기 저리의 차관으로서, 대한민
국 정부가 요청하고 또한 3의 규정에 근거하여 체결될 약정
에 의하여 결정되는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을 대한민국이 조달하는데 있어 충당될 차
관을 본 협정의 효력 발생 일로부터 10년 기간에 걸쳐 행한
다. 본 차관은 일본국의 해외경제협력기금에 의하여 행하여
지는 것으로 하고, 일본국 정부는 동 기금이 본 차관을 매년
균등하게 이행할 수 있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전기 제공 및 차관은 대한민국의 경
제발전에 유익한 것이 아니면 아니 된다.

이처럼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대하여 무상으로 3억 달러, 유상

- 78 -

의 장기저리차관으로서 2억 달러의 제공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위 문구
에서 나타나듯이, 위와 같이 일본이 한국에게 제공하는 금원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무엇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대하여 협정은 침묵하
고 있다. 협정의 문언만 놓고 보더라도, 제공되는 금원이 일본의 식민지
책임과 관련한 과거청산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일
본은 협상과정에서 무상의 3억 달러와 유상의 2억 달러를 경제협력기금
의 성격으로 이해하고 ‘청구권’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강하게 거부하였으
며, 위 용어를 협정에서 삭제하는 경우 무상 원조액을 늘리겠다고 한국
정부를 회유하기도 하였고, 결국 한일협상 막바지에서 양국 대표는 자국
국민의 감정에 맞게 편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 용어로 ‘경제협력’과 ‘청구
권’이란 용어를 혼합하여 병기하였다.192) 이를 통해 일본이 식민지배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전제로 한일청구권 협정을 체결했다기보다는, 경제적으
로 어려운 한국에게 시혜적인 의미의 경제협력기금을 원조한다는 입장에
서 협정체결에 나아갔음이 드러나고, 이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당시 연합국 측이 가지고 있었던 인식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었다.
제2조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
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
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
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제2조 2. 본조의 규정은 다음의 것(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각기
체약국이 취한 특별조치의 대상이 된 것을 제외한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a) 일방체약국의 국민으로서 1947년 8월 15일부터 본 협정의 서
명일까지 사이에 타방체약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사람의 재
산, 권리 및 이익
192) 이장희, “일본군‘위안부’와 한일 청구권 협정의 재검토”,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해결의 전망』, 풀빛, 2001, 10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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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있어서의 통상의 접촉의 과정에 있어 취득
되었고 또는 타방 체약국의 관할 하에 들어오게 된 것
제2조 3.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
약국의 관할 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
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
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위와 같이 한일청구권 협정에서는 제2조 제1호에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임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에서는 연합국 측과 일본 간의 배상책임만이 규율되었을 뿐, 한국을 비
롯한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일본의 배상책임은 조약의 대상에서 제외되
었기 때문에 결국 일본의 식민지 책임의 청산 문제는 한국과 일본 간 양
자 교섭의 과제로 남겨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일청구권 협정 제2
조에서는 마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일본의 식민지배 문제까지 규율
한 것처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규율한 청구권 등에 관한 문제가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문구가 삽입되었다. 한편 미국
정부는 1950년대 후반부터 경기침체로 인해 동북아시아에서의 지역협력
체제 구축을 현실화시킬 필요성이 증대되자 일본과의 협력체제를 통해
미국의 대아시아 원조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한일관계의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청구권 문제의 처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고, 일
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원조를 한국의 대일청구권 해결과 연계하는 경제
협력방식을 제기하였다.193) 이처럼 한일청구권 협정은 자국의 경제적 부
193) 도시환, “한일조약체제와 식민지 책임의 국제법적 재조명”,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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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을 완화하려는 미국의 의도, 전후 성장한 독점자본의 진출을 갈망한 일
본의 요구, 그리고 불안정한 정권기반을 경제성장으로 완화하고자 했던
한국 정부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면서 경제협력방식으로 귀결되었다.194)
한일청구권 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Ⅰ) 제2항 g목은 협정 제2조
제1호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부연하고 있다.
(g) 동조 1에서 말하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되는 양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국 및 그 국
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에는 한일회담에서 한국 측으로부
터 제출된 "한국의 대일 청구 요강"(소위 8개 항목)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청구가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동 대일청구 요강
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게 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위 합의의사록에 따라 작성된 8개 항목의 청구권 내용에는
일본의 전쟁범죄나 식민지 책임과 관련된 항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
았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도 한일청구권 협정은 일본의 식민지 책임
을 포함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청구권 문제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지
도, 해결하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식민지 책임의 미청산 상태는 극동군사
재판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거치면서 학습된 식민지 책임에 대한
불감 상태가 이어져 내려온 것이었고, 극동군사재판과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 참여가 배제되어 식민지 피해 청산의 기회조차 갖지 못했던 한
국 정부는, 한일청구권 협정 체결 단계에서도 미청산의 자장 속에 갇힌
채 식민지배의 피해국이자 수동적인 객체의 입장에서 협정을 체결하였다.
한일청구권 협정을 비롯하여 일본이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의 사이
에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이후 체결한 양자조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본의 대외 정책 속에 식민주의와 오리엔탈리즘적 태도가 내재되어 있
음을 알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일본은 연합국들에 대해서는 패전국으로서

2012, 29.
194) 도시환, 2012, 29.

- 81 -

의 법적 책임을 다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는 식민지배의 합법성을 전제로 시혜적인 성격의 조약 문안들을
채택하였다.195) 일본은 한일청구권 협정에서 ‘경제협력’, ‘청구권’,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인 해결‘ 등의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협정의 성격을 식민지
배의 청산보다는 경제적인 원조에 가깝게 변형시켰다. 한편, 일본은 1967
년 9월 말레이시아와의 양자 조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조약은 아래와 같
은 문구들로 구성되어 있다.
The Government of Japan and the Government of Malaysia, 196)
Recognizing that a settlement of the questions regarding the
unhappy events in Malaysia during the Second World War
will

contribute

between

Japan

to
and

the

furtherance

Malaysia,

and

of

friendly

Desiring

to

relations
promote

economic co 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Have agreed as follows.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말레이시아에서 일어난 불행한 일들과 관련
한 문제 해결이 일본과 말레이시아 상호 양국 간 우호적 관계 및
경제협력을 증진할 것을 희망하며, 일본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
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97)

이와 같이 일본은 말레이시아와 양자조약을 체결하면서 한일청구
권 협정과 동일하게 ‘경제협력’(economic co-operation)이라는 용어를 사
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일본의 침략전쟁 수행에 의
하여 말레이시아가 입은 피해를 ‘불행한 일’(unhappy events)이라는 추
상적이고 모호한 용어로 표현하였다. 만약 위 양자조약이 일본의 전쟁책
임을 사후적으로 청산하고자 하려는 의지와 결단 아래 체결되었다면, 말
레이시아가 2차 대전 중 감내했던 손해와 고통을 ‘불행한 일’이라는 비법
률적, 감상적 용어로 표현하는 데 그치지는 않았을 것인바, 위와 같은 용
195) 홍성필, 2012, 413.
196) https://www2.gwu.edu/~memory/data/treaties/Malaysia.pdf (검색일 : 2017. 6. 15.)
197) 이하 조약의 번역은 필자에 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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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의 사용에서도 이미 위 양자조약은 시혜적인 원조제공의 성격을 더 강
하게 띠고 있었다. 일본- 말레이시아 간에 체결된 조약의 제1항 제2호는
일본이 말레이시아에 무상으로 29억 4,000만 엔을 공여한다는 내용을 담
고 있다. 한편 위 조약 제2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Art. 2
The Government of Malaysia agrees that all questions arising
out of the unhappy events during the Second World War
which may affect the existing good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are hereby fully and finally settled.
제2조
말레이시아 정부는 양국 간 우호적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
2차 세계대전 중 일어난 불행한 일들로 인한 문제가 이 협정으로
인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음을 확인한다.

위 조항과 같이, 일본은 말레이시아와의 양자조약을 체결하면서도
한일청구권 협정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한 표현-양국 간의 문제가 ‘완전
히 그리고 최종적으로(fully and finally)’ 해결되었다는 표현을 사용하였
다. 일본은 이외에도 1955년에는 태국과 ‘특별 엔 협정’을 체결하여 54억
엔 상당의 영화 파운드를 지불하고 96억 엔 상당의 차관을 제공하였으
며, 한국과는 1965년의 한일청구권 협정을 통해 유상 2억 달러, 무상 3억
달러의 공여를, 싱가포르에 대해서는 1967년에 경제협력협정을 체결하여
각 29억 4,000만 엔의 유상, 무상 공여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198) 이
처럼 일본은 아시아 국가에 대한 전후배상의 문제를 자신들이 일으킨 전
쟁과 식민지배에 대한 가해책임으로서의 참회와 반성의 의미로 새기지
않고, 저개발 국가들에 은혜를 베푸는 차원에서의 경제협력 및 원조제공
의 의미로 인식하였다. 그러한 차이는 일본이 아시아 국가가 아닌 서구
연합국과 체결한 조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더욱 유의미하게 나타난다.
198) 이원덕, “일본의 전후 배상외교에 관한 고찰 -국제비교의 관점”, 동북아역사 논총 제22호,
2008, 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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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1956년 네덜란드와 양자조약을 체결하면서 위 조약 제1조
에서 ‘일본 정부로 인하여 네덜란드 정부와 국민에게 제2차 세계대전 중
발생한 고통에 대하여 동정과 후회(sympathy and regret)를 표현한다’는
문구를 사용하였고, 네덜란드 측에 위자료(solatium)으로 1,000만 달러를
공여하였다. 또한 1958년에 체결된 스웨덴과의 양자조약에서는 ‘일본 정
부가 스웨덴 정부에게 2차 세계대전 중 일본 정부로 인하여 스웨덴 국민
들에게 야기된 모든 종류의 고통과 손해(damage and sufferings)에 대한
청구권에 대한 배상(reparation)의무를 이행할 것’임을 약정하면서, 그러
한 배상책임이 국제법에 근거한 책임(held responsible according to
International Law)임을 분명히 하였다. 일본이 아시아 국가와 체결한 협
정과 서구 연합국가들과 체결한 조약에서 이처럼 용어와 표현의 사용을
달리하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차이이다. 일본은 아시아 각국들과 체결
한 경제협정에서는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의 책임을 통감하는 문구를 아예
삽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협정의 목적은 ‘경제협력’과 ‘우호적 관계’
의 증진으로 표현되었을 뿐, 전쟁과 식민지배 등 과거의 불법행위에 대
한 책임에 근거하여 금전을 공여한다는 인식을 협정 내용에 전혀 반영하
지 않았다. 또한 아시아 각국들과의 조약에서 2차 세계대전 중 협정 상
대국이 겪은 고통과 손해는 ‘불행한 일’로 표상되었고, 성격이 불분명한
청구권 등은 위 경제협정 체결로 인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
되었음이 협정 말미에서 선언되었다. 반면, 연합국 측과 맺은 조약에서는
‘동정과 후회’라는 표현을 통해 전쟁 중 일본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사죄의 의미를 담았고, 그러한 손해를 ‘고통과 손해’라는 법적 용어
로 명백히 표상하였다. 나아가 명시된 일본의 책임이 국제법에 근거한
책임임을 뚜렷이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이중적 태도는 앞서 살
펴본 극동군사재판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거치면서 자국의 식민지
책임을 부정하는 방향성 속에서 형성되어 온 것이다. 이처럼 전후처리
과정은 연합국의 관점에서 그 주된 관심사인 연합국의 식민지를 중심으
로 이루어지거나, 일반적인 전쟁범죄의 관점에서 다루어졌을 뿐 그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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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재된 식민지배로 말미암은 파괴적인 동원의 양상을 포착하기에는 무력
하였다. 여기서 식민지의 피지배자들이 직면하였던 또 다른 이중의 질곡
을 느낄 수 있다. 양현아는 연합군 측이 황색 피부에 가려진 아시아인
간의 차이를 보지 못한 것을 ‘사회적 색맹’에 비유하는바, 아시아 내부의
정의, 아시아인들 간의 관계수립을 위한 노력이 아시아인들 스스로가 아
닌 연합국이라는 외부의 타자에 의해 주도됨으로써 식민지 피지배와 제
국주의 과거 청산은 아시아의 지연된 과제로 남게 되었다.199)
여기서 주목할 사항은, 전후에도 일본정부와 사회에 잔존하는 이러
한 식민주의적 태도와 오리엔탈리즘의 사유가 2015년 한일합의에서도 그
대로 재현되었다는 사실이다. 2015년 한일합의에서 이루어진 일본 측 표
명사항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이 식민지 시기에 받았던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손해는 ‘마음의 상처’라는 모호한 은유적 표현으로 표상되었고,
일본정부가 피해자들의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위해 거출하기
로 하는 자금의 성격이 식민지 책임으로 인한 배상금에 해당하는 것인지
그 책임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여전히 침묵한 채 만연히 합의의 말미에
서 ‘이번 발표를 통해 동 문제가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
인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위 합의에서 선언된 ‘최종적,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에 대한 기시감은, 1965년 한일협정에서 등장한 ‘완전히 그리고 최종
적으로’라는 표현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처럼 극동군사재판과 샌프란
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청산되지 못한 식민성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에 그대로 투영되었고, 한일청구권 협정은 50년이 지난 후 완전히 동일
한 구조를 가진 한일합의로 재현되었다.
본래 경제적 배상은 침략전쟁을 일으킨 국가를 징벌하는 한편, 전
쟁으로 인해 피침략국이 받은 피해와 손실을 원상회복하기 위한 물질적
조치로서의 의미를 함께 가지지만, 일본의 배상은 아시아 각국의 개발을
위한 경제원조 제공의 의미로 여겨졌을 뿐200), 일본에 대한 징벌적 기능
199) 양현아, 2016(“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아시아성”), 71-72.
200) 이원덕, 2008, 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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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피해회복의 기능 그 어느 것도 수행하지 못하였다. 또한 일본이 아시
아 각국에 대하여 개별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경제원조의 방식으로 배상문
제를 처리하였기에, 전쟁과 식민지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들에 대한
배상은 철저하게 배제되었다. 이렇듯 일본 정부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
약과 아시아 각국과의 개별적인 양자협정을 통해 국가를 상대로 금원을
제공했을 뿐 피해자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상에는 일체 응하지 않는
원칙을 견지해 왔기에, 수많은 아시아의 전쟁 피해 희생자들은 일본 정
부를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해 왔다.201) 그러나 소송을 통한 권리구제는
모두 실패로 귀결되었고, 한일청구권 협정 체결 이후 한국 정부 또한 식
민지배로 인한 ‘위안부’ 및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미청산 상태를 유지시켜 왔다.202) 이러한 미청
산 상태의 균열은 2011. 8. 30.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부터 비로소 본격
적으로 가시화되기 시작하였다.

201) 이원덕, 2008, 32-33.
202) 그런 의미에서, 2000년 법정 판결문에서 일본의 국가책임에 대한 항변을 배척한 것은 큰 의
의가 있다. 2000년 법정 판결문에서 판사단은 여타 아시아 국가와 맺은 협정의 준수로 인해
미해결된 청구권 문제가 일괄지불 방식에 의해 해결되었다는 일본 측의 항변을 배척하면서,
“국가가 개인희생자에 대하여 국제적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한 피해자들의 권리와 청구
를 무효화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특히 ‘위안부’에 대하여 저질러진 불법행위가 제 평
화조약에 의하여 지불되는 보상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았고, 여타 협정은 경제
적 및 지정학적 이유로 일본의 재정적 책임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해결의
정치적 성격은 명확하다. 연합국과 특히 미국은 미국연방법원에서 제소된 필리핀, 중국, 대만
과 한국에서 온 ‘위안부’ 사안의 기각을 촉구함으로써 지역 내 러시아의 영향력을 반대하고
미국의 영향력을 보장할 목표를 가진 것이었다. 국제법상 발전하는 원칙에 의하면 인도에 반
하는 범죄에 대한 의무는 전체 공동체에 대해 부담하는 것이며, 국가의 정치적인 전략적 거
래는 가해국에 대한 희생자의 국제법적 청구를 소멸시킬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2000년 일
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 자료집, 308-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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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위안부’ 관련 재판 및 ‘2015 한일합의’
제1절 일본군‘위안부’ 헌법소원
헌법재판소는 2011. 8. 30.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에 대하여 가
지는 일본군‘위안부'로서의 배상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한·일 양국 간 해석상 분쟁을 위 협정
제3조가 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아니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의 부
작위가 위헌임을 확인한다”고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6헌마788 결정, 이하 ‘이 사건 결정’). 이 사건 결정이 포스트식민 한
국사회에서 가지는 의미는 실로 지대한 것이나, 가장 중요한 것은 위 결
정이 극동군사재판에서부터 한일 청구권협정에 이르기까지 이어져 오던
식민지 미청산의 법적 구조에 대한 도전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오랜 세월 계속되어 온 한국 정부의 부작위는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한국 정부에게는 작위의무가 부과되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결정은 식민지 책임의 청산과 관련된 국가역할에 관한 패
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왔다. 헌법재판소 결정 이전까지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포착은 1991년 김학순 외 3인의 일본국에 대한 소송으로부터
시작하여,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과 미국에서의 일본군
‘위안부’ 소송 등 주로 국제적 무대, 또는 대한민국 바깥에서의 책임을
묻는 방향에서 이루어져 왔을 뿐 대한민국의 책임 자체는 제기되지 않았
기에, 그러한 의미에서 대한민국은 일본군‘위안부’ 문제 이후에 설립된
근대국가로서 가해자가 아닌 주변적 의미에서의 지원자의 지위에 머물러
있었다.203)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결정은 더 이상 대한민국이 식민지배의
203) 강민구 외 6인, “인권의 적극적 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 일본 '군위안부‘ 결정(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6헌마788 결정)을 중심으로”, 공익과 인권, 통권 제12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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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국 혹은 시혜적인 의미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자
의 지위에 머무르지 않고, 가해자이자 배상자의 지위를 겸유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 결정은 한일청구권 협정에 의한 국가차원의 경제
원조를 통해 국가 내부에 있는 개별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까지 해결된
것이라는 관념을 부정하면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는, 공동체로서의
민족의 피해와는 별개로 사회 속에서 회복되어야 하는 피해임을 암시하
고 있다. 즉, 이 사건 결정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한국정부와
사회가 침묵하고 묵인한 데 따른 피해 역시 ‘위안부’ 됨에 따른 피해에
포함된다는 것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정부와 사회를 단순
히 식민지배의 대상이자 객체라는 수동적, 소극적 지위를 넘어 ‘위안부’
피해에 대해 사죄하고 배상하여야 할 지위에 위치시켰다. 이로써 ‘위안
부’ 피해가 식민지배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포스트식민 한국사회의 집
합적 피해라는 피해의 사회성이 규명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결정은 식
민지 미청산의 법적 구조에 대한 균열이 국가 차원에서 시도된 것이라는
획기성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여전히 1965년의 한일청구권 협정
체제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한계도 노정하고 있다. 즉, 이 사건 결정은
한국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 존재 여부와 관련된 한일청
구권 협정에 대한 해석상의 분쟁을 협정이 규정한 바에 따른 해결절차에
회부하지 않는 부작위가 위헌임을 선언하는 것을 그 요지로 하고 있는
바, 정부의 부작위의 위헌성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한일청구권 협정의 해
석과 그에 따른 작위의무의 이행이 주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었을 뿐, 한
일청구권 협정 자체가 노정하고 있는 포스트식민의 법적 구조, 즉 위 협
정 체결 당시 누락된 식민지 책임의 추급과 식민지 책임의 법적 성격에
관한 치열한 규명에까지 나아가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결정은
이듬해인 2012. 5. 대법원이 식민지 시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결에서 전면적으로 한일청구권 협정의 법적 성격과 식민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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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의 불법성에 대한 판단에 나아가는 법적 결단의 계기를 마련하였고,
이는 사회적 차원의 시민운동과 학술활동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
서 이 사건 결정의 위대함은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을 것이다.

제1항

헌법소원의 제기 및 소송경과

2006년 7월 ‘위안부’ 피해자 109명은 외교통상부장관을 피청구인으
로 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그 요지는 한일청구권 협정에 의하여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의 해
석과 관련하여 분쟁이 존재하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이를 한일청구권 협
정이 규정한 바204)에 따른 해결절차에 회부하지 않는 부작위는 위헌이라
는 취지였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 외교통상부 장관은 ‘외교상의 경로’
를 통해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으며, 중재위원회 회부 여부는 국가의 포
괄적인 재량으로 중재위원회 회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부작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한일청구권협정 제 3조 제1항 상의 ‘외
204)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는 1항에서 분쟁 사안에 대해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할 것을 규
정하고 있으며, 이어 2항은 “외교상 경로로 해결할 수 없었던 분쟁은 중재위원회에 회부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3조의 규정을 옮겨본다.
• 한일청구권 협정 제3조 (밑줄에 의한 강조는 필자)
1. 본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 체약국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었던 분쟁은 어느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타방체약국의
정부로 부터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공한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의 기간 내에 각
체약국 정부가 임명하는 1인의 중재위원과 이와 같이 선정된 2인의 중재위원이 당해
기간 후의 30일의 기간 내에 합의하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당해 기간 내에 이들 2인
의 중재위원이 합의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과의 3인의 중재위
원으로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에 결정을 위하여 회부한다. 단, 제3의 중재위원은 양 체
약국중의 어느편의 국민이어서는 아니 된다.
3. 어느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당해 기간 내에 중재위원을 임명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제3국에 대하여 당해 기간 내에 합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중재
위원회는 양 체약국 정부가 각각 30일의 기간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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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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적 경로’를 통한 노력이 진행 중이라는 취지의 항변을 하였다. 학계에
서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특수한 인권침해로
서 국가에게 더욱 강한 작위의무가 발생하고, 한국 정부의 작위의무 위
반으로 인해, 청구인들은 국가의 통치권에 복종하는 데 대해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을 조리상의 권리,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헌법 제23조의 재산권, 헌법 제37조 제1항 및 조리에서
유래하는 국가의 외교적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심각하게 침해
당하고 있으므로 한국 정부의 부작위는 위헌이라고 선언되어야 한다는
견해가205) 제기되어 왔다.206)

제2항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마침내 헌법재판소는 2011. 8. 30. “청구인들이 일본국에 대하여 가
지는 일본군‘위안부'로서의 배상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한·일 양국 간 해석상 분쟁을 위 협정
제3조가 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아니하고 있는 피청구인의 부작위는
위헌임을 확인한다”고 선고하였다.
대한민국이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른 피해자들의 청구권의 존재를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나서지 않았다는 부작위를 위
205) 김창록, “일본군‘위안부’ 헌법소원”,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31집, 2009. 1,
337-368.
206) 헌법소원이 제기된 경위에 대한 파악이 소송 진행과정 전반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하다. 위
헌법소원 사건에서는 2005. 8. 26.이 중요한 시점으로 언급되었는데, 바로 그 날이 한국정
부가 문제가 되는 한일청구권 협정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공개한 날이기 때문이다. 피해자들
은 권리 행사에 한일청구권 협정이 제한 요소로 계속 언급되자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그 내
용을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였고,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그
리하여 정부는 2005. 8. 26.에 협정문서를 전면공개하면서 정부의 법적 견해를 밝혔는데,
그 중 핵심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와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문제의 경우 한일청구권 협정에 의
해서도 일본정부의 책임이 면책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정부 입장의 표명에 따
라 피해자들은 정부가 문서 공개에 따른 후속 조처로서 당연히 협정 제3조에 따라 해석상의
분쟁을 해결하리라 기대했으나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자 헌법소원을 제기
하게 된다. 김창록은 한국 정부가 2005. 8. 26.이전에는 작위의무를 인정하지 않고 이행도
하지 않음으로써, 그리고 8. 26. 이후에는 작위의무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작위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였다 (김창록, 2009, 앞의 글,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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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으로 선언한 이 사건 결정은 오랜 세월 공적인 영역에서 침묵 속에 갇
혀 온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
인 책임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결정은 그 동안 일본이라는 외부의 타자에 대해서만 이 문제의 책임을
돌리던 데서, 대한민국의 책임을 중층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기본권
과 국가의 의무에 대한 의미 있는 인식의 전환을 담고 있기도 하다. 오
랫동안 한국사회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그 상흔에 대
한 치유, 그리고 이 역사적 문제를 어떻게 공적으로 선언하고 청산할 것
인지에 대해 침묵해 온 것은 한국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말하지 않음으로써’ 그 상흔을 지속시켰다는 것을 상징하는데, 이 사건
결정으로 인하여 ‘위안부’ 문제의 해결에 참여해야 할 주체가 가해국 일
본과 피해국 한국이라는 2자적 구도를 넘어, 일본정부와 한국정부, 그리
고 피해자라는 3자적 구도로 확장된 것이다. 한국정부는 그간 식민지배
의 피해국으로서 피해자의 위치와 동일시되거나, ‘위안부’ 지원법령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시혜적인 의미의 경제적 보상을 하는 주체로서만 관
념되어 왔으나, 이 사건 결정은 한국정부 또한 ‘위안부’ 피해를 구성하고
가중시키는 한 축이 되어 왔음을 자인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제3항

이 사건 결정의 내용과 의의207)

(1)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종래부터 누적되어 온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의하면, 헌법재판소
는 행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
는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
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하여,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
207) 이하 이 사건 결정문 내용을 직접 인용하는 경우에는 인용표시(“ ”)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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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 존재를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으로 해석해 왔다. 여기서 말하는 “공
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
되어 있는 경우”가 의미하는 바는,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
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
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헌법재
판소 2004. 10. 28. 2003헌마898 결정 등 참조).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선례에 의할 때 일본군‘위안부’ 피해
자들의 배상청구권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지 아니하고 있는 정부 측의
부작위가 위헌임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사실상 그 적법요건
에 대한 심사에서부터 많은 난항을 예상하고 있는 성격의 것이었다. 이
사건 결정에서 다수의견은 작위의무의 성격에 대해, ‘모든 국민은 인간으
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
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
다’고 규정한 헌법 제10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
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 헌법 제2조 제2항, ‘3·1운동으로 건립
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의 계승을 천명하는 헌법 전문 및 협정의
해석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1차적으로는 외교상 경로를 통하여,
2차적으로는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규정하는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
의 규정을 종합하여, “일본국에 의해 자행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불법
행위에 의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당한 자국민들이 배
상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보호하여야 할 헌법적 요청에 의
한 것으로서, 그 의무의 이행이 없으면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중대하게
침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작위의무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이처럼 이 사건 결정에서 다수의견이 작위의무를 도출할 수 있었
던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식민지 상황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초래된 인권침해에 대하여 한국정부가 가지는 이중적인 지위에 대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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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그 전제로 한다. 다수의견은, 비록 헌법이 제정되기 전인 일제강점
기에 일어난 일이라고 할지라도 강제동원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말살된 상태에서 비극적인 삶을 영위하였던 ‘위안부’들의 훼손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시켜야 할 의무는 지금의 정부가 국민에 대하여 보호
하는 가장 근본적인 보호의무라고 설시한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작위의
무는 단순히 법률 차원에서 인정되는 의무 혹은 국가의 직권발동에 의해
시혜적으로 베풀어지는 의무가 아니라,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헌법적 차
원의 의무라고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이 사건 결정은 ‘위안부’ 피해에 대
한 배상과 회복의 주체를 식민지배 시기 전, 후라는 시간적 이분법 혹은
한국과 일본이라는 공간적 이분법을 통해 협소하게 한정지었던 시각에서
벗어나 한국정부가 식민지 시기에 자국민에 대한 보호의무를 제대로 수
행하지 못하였던 점, 나아가 한일청구권 협정 체결 당시 청구권의 내용
을 명확히 하지 않고 ‘모든 청구권’이라는 포괄적 개념을 사용하여 협정
을 체결하였던 점을 근거로 한국정부의 작위의무 이행이 시혜적인 배려
가 아닌, 헌법적인 의무임을 확인한 것이다.

(2) 피청구인의 부작위의 위헌 여부에 대한 다수의견의 판단
이 사건 결정은 본안판단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는, 일본국과 일
본군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고 그 감시 아래 일본군의 성노예를 강요당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달리 그 예를 발견할 수 없는 특수한 피해”라는
전제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에 대하여 가지는 배상청구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일 뿐 아니라, 그 배상청구권의 실현은 무자비하
게 지속적으로 침해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자유를 사후
적으로 회복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므로, 그 배상청구권의 실현을 가
로막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근원적인 인간으로서
의 존엄과 가치의 침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설시하였다. 또한 ”최근
까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의 법정에서 진행해 온 3차례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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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이 이 사건 협정에 의하여 소멸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패소 확정되어 일본의 법정을 통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사법적 구제, 또는 일본 정부의 자발적 사죄 및 구제조치를 기
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피청구인인 대한
민국 정부가 한일청구권 협정의 해석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위
협정의 규정에 따른 외교행위 등을 할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
는 청구인들의 중대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결정은 그 동안 일본에만 책임을 돌리던 데서 한
국의 책임을 중층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기본권과 국가의 의무에 대
한 근본적인 시각의 전환을 담고 있다. 이 사건 결정의 다수의견은 그
동안 ‘위안부’들의 피해가 지속되어 온 원인에는 일본의 직접적인 불법행
위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가 그러한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을 실질적으
로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부작위도 피해의 확대와 지속에
기여했다는 문제의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한일청구권 협정
체결 당시 ‘모든 청구권’이라는 포괄적이고 불확실한 개념을 사용하여 협
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이후 위 협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
생하고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 행사에 장애가 발생한 이상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할 구체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그
리하여 이 사건 결정에서는 피청구인 측에서 부작위 사유로 내세운 “소
모적인 법적 논쟁으로의 발전가능성 또는 외교관계의 불편이라는 매우
불분명하고 추상적인 사유를 들어, 그것이 기본권 침해의 중대한 위험에
직면한 청구인들에 대한 구제를 외면하는 타당한 사유가 된다거나 또는
진지하게 고려되어야 할 국익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선언함으로써, 국
가가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른 분쟁해결절차에 나아갈 작위의무의 적극적
인 실현이 단순한 시혜적인 성격의 것이 아니라,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
위의무로서 정부가 국민에 대하여 부담하는 가장 근본적이고도 필수적인
보호의무임을 명확히 하였다.
한편, 이 사건 결정에서 각하의견을 낸 2인의 재판관의 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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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살펴보면, ‘위안부’ 피해의 회복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에 대한 다
수의견과 반대의견의 상반된 관념을 엿볼 수 있다. 반대의견은 다수의견
과 달리, “국가가 국민에 대하여 기본권보장 및 그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는 국가의 일반적, 추상적 의무를 규정한 것에 불과한 헌법 제10조, 제2
조 제2항, 헌법 전문의 규정 그 자체로부터 국민을 위한 어떠한 구체적
인 행위를 해야 할 국가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
서 “다수의견이 침해되는 청구인들의 기본권의 중대성, 기본권 침해 구
제의 절박성에만 근거하여 국가 간 조약에 기재된, 의무성조차 없는 문
구를 일방 체약국의 정부인 피청구인에 대하여 조약상 행위를 강제할 수
있는 의무 조항이라고 해석해 버린 것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며, 오히
려 한일청구권 협정 제3조에 기재된 분쟁해결절차에 나아가는 행위는 양
체약국의 재량행위로서 헌법보다 하위규범인 조약에 명시되어 있는 이상
조약의 당사자도 아닌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
는 구체적인 작위의무로 탈바꿈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마지
막으로 반대의견은, “청구인들이 처해 있는 기본권구제의 중요성, 절박성
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헌법이나 법령, 기타 헌법적 법리에 의
하여도 발견해 낼 수 없다면 결국 이들의 법적 지위를 해결하는 문제는
정치권력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밖에 없고, 헌법해석의 한계를 넘어서
까지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에게 그 문제해결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
권력분립의 원칙상 헌법재판소가 지켜야 하는 헌법적 한계”라고 끝맺고
있다.208) 이처럼 반대의견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관한 헌법규정은
일반적, 추상적 규정에 불과하여 그로부터 개인의 주관적인 권리가 도출
될 수는 없다고 해석한다. 나아가 헌법보다 하위규범인 조약에 기재된
것에 불과한 문구를 가지고 국민이 직접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인 행위를

208)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결정이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 종전 선례와 다른 판단을 내림에
있어 행정부작위 헌법소원을 부정하던 선례에 대한 충분한 비교 내지 비판적 검토가 없는
상태에서 국민 여론에 떠밀려 결론을 상정하고 근거를 끼워 맞추는 식의 논리적 비약이 존
재한다는 비판을 하는 의견도 있다(성중탁, "행정부작위 헌법소원에서의 작위의무와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140, 2014. 2, 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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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할 수 없고, 결국 이는 정치권력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렇
듯 작위의무의 존재 여부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반대의견은 ‘위안부’ 문제
의 해결에 있어 국가의 역할을 시혜적 지원자의 역할로 한정 짓고, 적어
도 한국정부는 식민지배 시기에 일어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인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다수의견과 반대의견 내용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시각의
차이를 느낄 수 있다. 이 사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은 ‘위안
부’ 피해 생존자들이 일본 정부에 대하여 가지는 배상청구권의 성격을
단순히 재산권으로서의 경제적 권리를 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자유를 사후적으로 회복시켜 주는 권리로 해석하고 있는데,
이는 청구인들의 침해된 기본권을 단지 개인의 주관적 권리로 이해하는
것에서 나아가, 공동체가 지향하는 가치의 수호라는 적극적인 의미를 부
여한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사건 결정의 다수의견은 작위의무의
구체성, 추상성 등 형식적 분류에 얽매이기보다는 침해되는 기본권의 급
박성, 중대성, 역사성 등을 이유로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권을 바라보는 이념적 렌즈의 변환을 시사한다.209)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은 그 동안 일본과 한국을 가해자와 피해자라
는 이분적 구도로 양분하여, ‘위안부’ 문제에 있어 한국을 단지 피해자의
자리로만 위치시키던 시각에서 벗어나 ‘위안부’ 피해자 대 한국정부와 일
본정부라는 삼자관계의 구도에서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바라봄으로써 한
국정부의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고, 한국정부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명확
히 하였다. 과거에 일본군‘위안부’였다는 사실만으로 사회생활과 가정생
활의 모든 영역에서 제약을 받아 온 ‘위안부’ 피해 생존자들에게는 일본
의 공식적인 사죄와 배상을 받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서 권리를 인정받고 살아가기 위한 선결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국가는
한일청구권 협정의 체결당사자로서 협정에 규정된 분쟁해결 절차를 개시
할 수 있으므로 피해 생존자들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역량을 마련해줄
209) 강민구 외 6인, 2011,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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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유일한 행위자인 이상, 이 사건 결정은 국가가 ‘위안부’ 피해 생
존자들의 기본권 구제에 소극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장애요소를
제공한 행위주체로서 더욱 적극적인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선언이
다.210) 흔히 한국정부의 공식적 담화에서 식민지 역사와 관련된 쟁점들
이 ‘과거사’라고 불리고, 식민지 문제가 단지 과거의 사안으로서 오로지
현재에 ‘청산’되어야 할 것으로만 의미가 부여되는 현실에서, 과거의 사
건들은 과거를 재구성하는 현재의 의미부여를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으
므로 일본군‘위안부’의 역사를 과거의 문제로 고정시켜 놓은 공식적 기억
방식에 질문해야 한다211)는 문제의식에 기반할 때, ‘위안부 됨’으로 인한
피해가 단지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피해
자들의 삶의 향방을 계속적으로 결정 지으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속
되어 오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 사건 결정 다수의견의 내용은 포스트식민주의
적 시각과 공명한다. 이 사건 결정과정에서 오간 공방의 내용에서 도출
되듯이, 이제 ‘위안부’ 문제를 다룸에 있어 일본의 책임 뿐만 아니라 한
국사회와 정부가 이 문제를 방치하고, 외면한 데 대한 책임소재 역시 다
투어지고 있다. 나아가 비록 이 헌법소원 심판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외
교통상부장관으로 대변되는 정부이고,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지목된 부분
은 정부가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부작위’이지만,
이러한 표면상의 청구 형식을 넘어서 이 헌법소원심판은 기실 몇십년에
걸쳐 ‘위안부’ 생존자들이 겪었을 고통이나 소외에 대한 한국사회의 무관
심과 경멸에 대한 고발이자, 한국사회 속의 가부장적 관념이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사회의 경계 밖으로 내몰아 그 피해가 누적되고 연장되어 왔
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상이다. 한편 이 사건 결정의 인용보충 의견
은 대한민국 정부가 한일청구권협정에 명시된 분쟁해결절차로 나아가지
아니한 부작위가 위헌임을 확인하는 것에서 나아가, 만약 대한민국이 일
210) 강민구 외 6인, 앞의 글, 393-394.
211) 양현아, “한국인 ‘군 위안부’를 기억한다는 것, 일레인 김·최정무 편저, 박은미 옮김, 『위험
한 여성』, 삼인, 2001, 강민구, 앞의 글 12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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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국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협정한 것이라고 해석
된다면 그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국민들에 대하여
국가 스스로 그 손해를 보상할 의무를 책임을 진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래 항목에서 후술한다.

(3) 인용보충의견의 내용
인용보충의견은 “대한민국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을 체결하여 일본
국으로부터 무상자금 3억 달러를 받고 국민들이 일본국에 대하여 손해배
상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협정함으로써 일본국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국민들에 대하여 그 손해를 보상할 의무를 진다
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은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에 따라 일본국을
상대로 외교적 교섭이나 중재절차를 추진하여 한일청구권협정의 위헌성을
제거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일본국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손해를 완전하게 보
상할 책임을 진다고 선언하여야 한다”고 설시하고 있다. 이러한 인용보충
의견의 내용은, 설사 한일 양국이 분쟁을 중재재판에 회부함으로써 헌재가
위헌으로 판단한 부작위 상태가 해소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문제를 원점,
즉 청구권협정 체결 이전으로 돌리는 것일 뿐 더 나아가 실질적인 권리구
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 위에 터 잡고
있다. 인용보충의견은 한일청구권 협정의 해석이 여러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음을 예측하면서, 만약 청구권협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가 불
가능하다는 해석이 채택된다면 그 때는 대한민국 정부가 직접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고 선언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피청구인들의 권리
구제에 있어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공백을 메우려고 한다. 민사소송과 달
리 헌법소원심판에서는 처분권주의의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
서, 위 인용보충의견은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한일청구권 협정 관련 문제
에 대한 새로운 보충적 해결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생각된다.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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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사건 결정의 의의
헌법재판소의 이 사건 결정 내용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각의 변화
로 주목할 부분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한국정부의 지
위, 그리고 우리 시민사회가 담당해야 할 역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가이다. 이 문제에 관련하여 직접적인 가해자인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에
대하여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명확하나, 그
간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문제해결 구도에서 대한민국의 역할은 좀처럼
드러나지 않거나 피해국으로 인식될 뿐, 문제해결에 있어서 적극적인 역
할을 담당해야 할 또 하나의 주체라는 인식은 부재하였다. 일본군‘위안
부’ 지원법령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한 강민구의 연구는,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령에서 이루어지는 일본 군‘위안부’에 대한 호명은 한국 근대사의
강제징용자, 4.3사건 관련자,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호명과는 달
리 ‘일제에 의하여’ 라는 문언과 ‘국가가’라는 지원주체 설정을 통해 일본
은 가해자, 대한민국은 중립적이고 시혜적인 경제적 원조의 주체로만 등
장함으로써 대한민국은 전혀 주어로 등장하지 않고 단지 면책의 역할,
시혜의 역할, 민족적 보상의 역할로만 규정되어 포스트식민주의적인 문
제제기는 침묵을 강요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 결정 이전까지 일본
군‘위안부‘는 법률 차원에서는 근대 국민국가의 시혜적인 원조대상으로만
그려져 왔고, 법적 차원에서 일본군’위안부’의 생산이 왜곡되어 왔기에,
일본군‘위안부’ 문제 관련 법률은 민족주의적, 국가주의적인 식민성의 논
의에 갇혀 있다는 것이다.213) 이러한 지적을 토대로 할 때, 이 사건 결정
에서 다수의견이 ‘우리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하여 경제적 지원
및 보상을 해주는 한편 일본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 공식적인 사
죄와 반성, 올바른 역사교육의 실시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국제사회
212) 성중탁, 2014, 86.
213) 강민구, “일본군위안부 지원법령과 법적 주체 생산: 포스트-식민법 이론에 서서”, 공익과 인
권 제12권, 2012, 10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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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지속적으로 위안부에 관한 문제제기 방식을 취하였던 이상, 외교상
의 경로를 통한 분쟁해결조치에 나선 것이므로 공권력의 불행사가 아니
다’라는 피청구인 측 주장에 대해, “가해자인 일본국이 잘못을 인정하고
법적 책임을 지는 것과 우리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회보장적 차
원의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므로, 우리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일부 생활지원 등을 하고 있다고 하여 그것을 작위의무의
이행으로 볼 수 없다”고 한 것은, 한국정부가 단지 피해자들에게 시혜적
인 의미에서의 경제적 지원을 한다고 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법적 책임과
의무에서 면책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위안부’들
에 대한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피해는 식민지 시기 일본에 의해서 가해졌
지만, 식민지배가 종결됨과 동시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피해자들의 삶에 있어 중요하고 사소한 각종 조건들을 결정
지으면서 현재까지 지속되게 된 원인에는 한국정부와 사회의 가부장적
시선과 침묵이 공동으로 기여했음을 인식한다면, 대한민국은 비록 식민
지배의 피해국이었지만 피해자들에 대한 가해자(배상의무자)로서의 이중
적 성격을 띠게 된다. 그간 이 문제에 대한 한국사회와 정부의 침묵은
단순히 이를 공론화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의미가 아니라, ‘위안부’들이
받았던 피해를 공식적으로 승인하고, 사과하고, 보상하려는 노력의 부재
내지는 부정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매우 치명적이고도 적극적인 의미를
띤 침묵이었다. 이 사건 결정의 다수의견에서 엿보이는 헌법적 결단의
기저에는, ‘위안부’ 문제의 한층 더 본질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과거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의 ‘위안부’들에 대해 가했던 잔혹한 억압에 대한 공식적
책임 추궁과 동시에 ‘위안부’들의 피해를 한층 더 확대시키고 지속시켰
던,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던 소극성과 침묵에 대한 반성적 고찰이 필요
하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소중하게
평가한다.
한편 이 사건 결정은 ‘위안부’ 피해의 성격을 바라보는 시각의 전
환도 담고 있다. ‘위안부’ 피해는 위안소에서의 직접적인 강간 피해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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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 해방 이후 한국사회에서 피해자들에게 가해진 오해와 비난, 고립과
소외까지도 포함하는 것이기에, 단순한 개인적 법인의 침해라는 주관적
인 피해를 넘어서는 성격의 것이다. 이 사건 결정에서 ‘위안부’ 피해자들
의 배상청구권 실현을 위해 한국정부가 한일청구권 협정에 대한 한일 양
국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에 나아갈 작위의무가 있다고 본 것은 훼
손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국가가 나서서 ‘회복’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관념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다시 사회와 커뮤니티
안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 피해회복과 치유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임을 내포하고 있다. 사법이 추구하는 정의가 처벌(punitive justice)뿐
만 아니라 회복(restorative justice)에 관한 것이고, 회복적 정의의 최종
적 의미가 피해자들의 사회 속에서의 재통합과정, 즉 사회로 하여금 이
들을 한 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다214)고 한다면 ‘위안부’ 피해의 집합
적이고 공동체적인 성격을 인지하고, 이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그 피해
를 회복시킬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포스트식민 한국사회에 남겨진 과제
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결정은 한국사회와 시민들에게 이에 대해 고민
할 수 있는 화두를 던져 주었다.

제4항

이 사건 결정의 한계

앞서 언급한 이 사건 결정의 역사적인 의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결정을 통해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존재함을 아울러 지적해 두고자 한다.
먼저, 이 사건 결정은 그 주된 초점이 한일청구권 협정의 해석에
관한 한일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정부가 협정 제3조에 따라
분쟁해결의 절차로 나아가야 할 의무가 있는지에 맞추어져 있고, 그 결
과 과연 한일청구권 협정에 의하여 식민지 책임이 청산된 것인지에 관한
거시적인 분석에는 나아가지 못하였다. 이 사건 결정은 한일청구권 협정
제2조의 해석에 관하여, “일본은 위 협정에 의한 배상청구권이 모두 소
214) 양현아, 2008,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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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되었다고 하면서 청구인들에 대한 배상을 거부하고 있는 반면, 한국정
부는 청구인들의 배상청구권이 위 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이 아니어서
아직까지 존속한다고 해석하여 한일 간 ‘분쟁’이 발생한 상태”라는 점을
전제로 위 분쟁상태의 해결절차로 나아갈 한국정부의 작위의무를 강조하
고 있다. 그러나 한일청구권 협정 체제가 가져온 식민지 책임의 미청산
상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지 위 협정에 관한 한일
양국 간의 해석상의 분쟁이 존재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을 넘어 한일
청구권협정 체제에 내재되어 있는 식민주의와, 식민지 책임의 추궁을 회
피한 채 양국 간 경제협력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서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의 포스트식민적 법적 구조를 좀 더 치열하게 규명하였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요컨대, 이 사건 결정은 한일청구권 협정 체제에 대한
균열을 예고하는 시발점이 되기는 하였지만, 청구권협정으로 조성된 법
적 구조를 여전히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한일청구권 협정이 ‘위안부’
피해 등 식민지배로 야기된 피해회복에 대한 아무런 규정도 담고 있지
아니함으로써 위 협정에 의해 구현된 식민지 책임 미청산의 법적 틀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점에 대한 지적까지는 나아가지 못하였다.
이러한 포스트식민의 법적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 없이 단순히
협정에 대한 양국의 해석상의 분쟁을 정부가 해결하지 않고 있다는 부작
위가 위헌이라고 선언하는 것은 그 법적 결단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한일청구권 협정에 의해 형성된 포스트식민의 자장 속에
서 형성된 ‘위안부’ 피해에 대하여 침묵함으로써 그 상흔을 지속시킨 한
국정부, 더 나아가 한국 사회공동체의 책임의 내용이 너무 가볍거나 불
명확하게 표상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 사건 결정이 지적하고 있듯이
한국 정부는 한일청구권 협정 체결 당시 ’청구권‘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협정을 체결하고도 피해자들의 권리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을 뿐
만 아니라, 1990년대 김학순의 증언으로 인하여 ‘위안부’ 문제가 공론화
된 이후 사회적 차원의 시민운동과 학문적 연구를 통해 ‘위안부’ 피해자
들과 포스트식민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식민지 외상에 대한 치유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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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제기된 이후에도 한 동안 ‘위안부’ 문제를 공론화시키는 데 부정적
이었다. 또한 관련법령을 통해 국가에 의해 이루어진 피해자들에 대한
일부 생활지원은 시혜적인 지원의 성격을 띠고 있었을 뿐, 그러한 생활
지원이 한국정부가 ‘위안부’ 피해의 상흔을 지속시키고 있다는 ‘법적 책
임의식’에 기초한 것이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사실상 이러한 한국 정부의
태도는 단순히 ‘부작위’라는 소극적, 수동적 행위태양을 가리키는 용어보
다 훨씬 더 치명적이고도 적극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한일청구권 협정에서의 ‘청구권’ 개념은 이미 앞서 체결된 샌프란
시스코 강화조약 제4조에서부터 그 의미가 형성되어 온 역사적인 개념이
다. 일본 정부는 명확하게 ‘청구권’ 개념을 일본과 조선 사이의 영토분리
에 따른 재산 및 채무의 계승 관계로서 관념하였을 뿐, 식민지배의 청산
을 목적으로 하는 개념으로 상정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한일청구권 협정
체결 당시에도 일본은 그 명칭에 들어가 있는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
라는 문구가 표상하듯 다분히 위 협정의 성격을 경제원조에 가깝게 만들
었을 뿐만 아니라, 한일청구권 협정에 기하여 공여되는 금원의 성격을
저발전된 한국에 시혜적으로 공여하는 경제협력 자금 혹은 독립축하금의
성격으로 파악하였다. 극동군사재판에서부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거쳐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이어지는 식민지 책임 미청산의 법적 틀 안에
서는, 일본의 의한 한반도 지배의 법적 성격과 그 불법성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한일청구권 협정에 의해 식민지 책임의
문제와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이 일괄적으로 소멸되었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은 과거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1965년 협
정 체결 당시 다루어지지도 않았고 한일청구권 협정의 대상이 되지도 않
은 법적 책임이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인하여 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논리적인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이 사건 결정이 한일
청구권 협정이 누락하고 있는 식민지 책임의 문제와 ‘청구권’ 개념에 대
한 고찰로까지 나아가지 않은 채 한일청구권 협정 제2조와 제3조의 해석
상의 분쟁에만 천착한 것은, 여전히 ‘위안부’ 피해를 비롯한 식민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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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청산을 청구권 협정 체제에 맡겨 두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아쉬운 측면으로 평가한다.
한편 이 사건 결정 이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인 2012년 5월, 대
법원은 일제강점기에 미쯔비시 중공업과 신일본제철에 의해 강제노동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이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청구기각
판결을 내렸던 1심과 항소심의 판결을 뒤집고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
에 대하여,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도 포기되지 아니하였다고 선언하였
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판결). 위 대법원 판결은 일제
강점의 불법성과 그것을 전제로 한 ‘식민지 지배 책임’을 전면적으로 확
인했고, 그 확인은 일본 재판소의 판결을 승인할 수 없다는 판단의 이유
부분에 제시되어 있는바,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일제 강점기는 ‘선언적인
단절’과 ‘법적, 현실적인 연속’의 괴리 속에 애매하게 자리매김되어 왔음
을 상기할 때, 위 판결이 일제의 한반도 지배가 불법적인 강점임을 법적
으로 확인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불법적인 지배로 인한 법률관계 중 대
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효력이 배제된다고 선언한 것
은 일제강점기와 광복 이후의 법적 단절을 명확하게 선언한 획기적인 판
단이라고 할 수 있다.215) 위 판결은 한일청구권 협정의 성격을 샌프란시
스코 강화조약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하면서 “한일청구권 협정은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
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정치적 합
의에 의하여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청구권협정 제1조에 의해 일본 정
부가 대한민국 정부에 지급한 경제협력자금은 제2조에 의한 권리문제의
해결과 법적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선언하였다. 또한 “한
일 청구권협정의 협상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
지 않은 채,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하였고, 이에
따라 한일 양국 정부는 일제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관하여 합의에 이
215) 김창록, “한일 과거청산의 법적 구조”,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47, 2013. 4, 10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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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지 못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
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이고, 대한민
국의 외교적 보호권도 포기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
다. 위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최초로 한국의 최고 사법기관에 의해 일본
의 한반도 지배의 법적 성격 및 한일청구권 협정과 식민지 책임의 관계
가 규명됨으로써 1965년의 청구권협정 체제를 대신할 포스트식민의 법적
구조를 재편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었다. 즉, 헌법재판소의 이 사건 결
정으로 촉발된 한일청구권 협정 체제의 균열은, 위 대법원 판결로 인해
명확하게 가시화되었다고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결정은 피청구인, 즉 국가의 부작위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면서, 국가가 한
일청구권 협정의 해석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위 협정의 규정에
따른 외교행위 등을 할 작위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였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의도적
인 침묵은 단지 ‘부작위’라는 소극적 행위태양으로만 표상하기에는 피해
자들에게 매우 침익적이고 심대한 영향을 미친 적극적인 행위이기 때문
에, 그러한 한국정부의 그간의 태도가 어떤 방식으로 ‘위안부’ 피해자들
의 피해를 가중시키고 지속시켰는지에 대한 검토도 이 사건 결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했다고 생각한다. 포스트식민 한국사회라는 것은
한국정부가 식민지 유산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채, 오히려 ‘외교상의
문제’라는 추상적이고 불분명한 사유를 들어 식민지적 유산을 유용하였
던 현실을 지칭하기도 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단순히 한국정부가 협정
해석상의 분쟁해결을 위한 절차에 나아가지 아니한 ‘부작위’가 위헌이라
는 취지로 이 사건 결정을 해석한다면, 그 실질적인 내용이 어떠하든 한
국정부가 협상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 부작위가 해소된다는 결론에 이를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 한국정부가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있는 협상을

- 105 -

함으로써 작위의무에 대한 불완전이행을 하였다면, 부작위로 인한 위헌
상태는 해소되었다고 볼 것인가? 결국 이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는 위헌
으로 선언된 국가의 부작위의 내용 및 성격이 명확하게 규정되었어야 한
다고 보이고, 그것이 바로 한일청구권 협정에 내재된 포스트식민의 법적
틀에 대한 분석이 이 사건 결정에서 필요했던 이유인바, 그러한 의미에
서 식민지 책임의 미청산과 관련된 치열한 규명은 단순히 판결이유의
‘방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어떠한 ‘작위의무’의 이행이 식민
지 책임의 청산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를 발견하기 위해 꼭 필요했던
작업이라고 사료된다. 이 문제는 후술하는 2015년 한일합의와 관련하여
위 합의로 인하여 한국정부가 위헌상태로 재진입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논란에서 곧바로 제기된다.

제2절 2015년 한일합의와 한일청구권 협정 체제
제1항

합의의 경과

이 사건 결정 이후 한국정부는 일본대사관 측에 양자협의를 제안
하는 구상서를 전달하고 중재절차에 대비해 중재인선정, 국제재판 능력
과 경험이 있는 변호인단 물색 등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이런 한국정부
의 대응은 크게 보면 그 동안 소홀히 해 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
한 국제법상 외교적 보호(diplomatic protection)에 나서기 시작한 것이라
고 평가되었다.216) 그러나 한일 간 중재절차에서 다루어야 할 분쟁의 핵
심은 일본군‘위안부’문제가 한일청구권 협정 제2조에 의해 더 이상 법적
으로 다루어질 수 없는지가 아니라, 일본정부에게

피해자들이 받은 권

리침해에 대하여 배상할 것을 요구하면서 배상의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
는 것이라고 여겨졌다. 애당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헌법소원을 제
216) 조시현,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한·일청구권협정에서의 중재절차”, 민주법학, 48, 2012,
197-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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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것은 일본 뿐만 아니라 한국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바꾸려는 의도
가 강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수십 년 동안 침묵하기는 마찬가지였던
한국정부가 일본‘군위안부’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누구이고, 어떤 피해
를 입었는지, 피해회복 방안은 무엇인지를 함께 말하지 않는다면 정부의
의도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들이 제기되었다.217)
이러한 논의를 뒤로 한 채 이 사건 결정 이후 4년이 흐르고 2015.
12. 28. 한 일 양국은 일본군‘위안부’ 문제 담판을 위한 외교장관 회담을
열었다. 위 회담의 결과로서 이루어진 ‘2015년 한일합의’의 경과와 내용
의 면면에는 극동군사재판에서부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거쳐 강고하게 형성된 포스트식민의 법적 구조가 선명하
게 투영되어 있다. 2015년 한일합의는 2011년과 2012년에 있었던 헌법재
판소 결정 및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독립 이후에도 한
국정부와 사회에 지속되고 있는 식민성의 문제를 다시금 직시하게 해 준
사건으로 평가될 수 있다. 특히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2015년 한
일합의는 그 형식이나 사용한 용어, 내용 측면에서 한일청구권 협정과
매우 유사한 구조를 띠고 있다. 이후 수많은 비판에 직면하게 된 2015년
한일합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본 측 표명사항]
한일 간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양국 국장급 협의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협의해 왔음. 그 결과에 기초하여 일본 정부로서
이하를 표명함.
①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
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
임을 통감함. 아베 내각총리대신은, 일본군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 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한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
성의 마음을 표명함.
217) 조시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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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도 본 문제에 진지하게 임해 왔으며, 그러
한 경험에 기초하여 이번에 일본 정부의 예산에 의해 모든 前
위안부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조치를 강구함. 구체적으로
는, 한국 정부가 前 위안부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하고, 한일
양국정부가 협력하여 모든 前 위안부 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
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행하기로 함.
③ 일본 정부는 상기를 표명함과 함께, 상기 ②의 조치를 착실히 실
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동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함. 또한, 일본 정부는 한국 정
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 상호 비
난·비판하는 것을 자제함.
[한국 측 표명사항]
한일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양국 국장급
협의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협의를 해 왔음. 그 결과에 기초하여 한
국 정부로서 이하를 표명함.
①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표명과 이번 발표에 이르기까지의 조치
를 평가하고, 일본 정부가 상기 ①, ②에서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함. 한국 정
부는 일본정부가 실시하는 조치에 협력함.
②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공
관의 안녕·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
고,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방향에 대해 관련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함.
③ 한국정부는 이번에 일본 정부가 표명한 조치가 착실히 실시된다
는 것을 전제로 일본 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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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2015년 한일합의와 관련하여 주지하다시피 한국사회에서는 엄
청난 논란이 있었고 아직까지도 그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위 합의는 한
일양국 정부의 대표가 공동으로 서명한 문건의 형태로는 존재하지 않는
데, 사실의 인정과 진상규명, 재발방지나 역사교육 등과 같은 그간의 피
해자들의 핵심요구 사항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한일청구권 협정의
틀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2015년 한일합의의 출발점이, 한일청구권 협
정 체제에 대한 최초의 균열을 가시화시켰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었다는
사실은 역설적이다.

제2항

2015년 한일합의와 포스트식민의 법적 구조의 지속

(1) 일본의 식민지 책임 미청산
2015년 한일합의에서 가장 주목해 봐야 할 지점은, 과연 위 합의를
통해 일본이 ‘무엇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는 것이고, 합의 문언에 나오는
‘사죄와 반성의 마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천착이다. 극동군사재
판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거쳐 ‘연합국에 대한 패전책임’만을 내면
화하였을 뿐, 식민지 책임에 관한 청산의 법적, 사회적 틀을 내면화하지
못한 일본정부와 사회의 기조는 전후처리 이후 일본의 식민지배의 역사
이해의 원형을 형성하고 있고, 그러한 기조는 위 합의에도 투영되어 있
다. 전술한 바와 같이, 극동군사재판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나타
난 포스트식민의 법적 구조의 가장 주요한 특징은 ‘식민지 책임의 미청
산’과 ‘피해자 배제’의 구조였고, 그 법적 구조는 2015년 한일합의에서도
그대로 재현되었다.
2015년 한일합의에서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일본 정부가
통감하는 책임의 성격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샌프
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의해 일본에 부과되었던 책임은 ‘연합국에 대한 전
쟁책임’이었고, 강화조약 자체에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에 대한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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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지 책임 혹은 침략책임에 관한 언급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1965
년 한일청구권 협정에서도 식민지배에 대한 법적 책임은 논의되지 아니
하였다. 2015년 한일합의의 [일본 측 표명사항]에 등장하는 “위안부 문제
가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과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함”이라는 문구의
전후를 살펴보더라도, 일본 정부가 책임을 통감하는 대상이 정확히 어떠
한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하는 것인지에 대한 언급은 찾을 수 없다. 사
과와 책임의 통감이라는 주관적, 규범적 표현은, 무엇에 대해 책임을 통
감하는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 역사적 사실인정을 전제로 할 때 온전한
의미를 획득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합의 내용과 같이 책임
과 사과의 대상을 모호하고 불명확하게 남겨 놓은 채 책임을 통감한다는
표현을 쓰는 것은 공허한 수사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 ‘위안부’
피해는 식민지배 시기 조선총독부와 군부의 체계적인 지시 하에 위안소
등의 시설과 행정조직의 동원을 통해 대규모로 행해진 식민지적 체계적
강간이었음을 상기할 때, ‘위안부’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진정으로 통감한
다면 그 당연한 전제로 식민지배의 불법성에 대한 인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식민지 시기 당시 한반도는 일제의 강점으로 인한 식민지적 강
제성이 지배하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모집, 이
송 또한 전체적으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이러한 사실에 대한 인정이 누락된 채 단지 군의 ‘관여 하’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합의의 문언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 동원에 관
해 체계적으로 지시하고 개입하였던 명백한 책임요소들을 제거한 채 이
를 ‘관여’라는 간접적인 용어로 표현함으로써 일본 정부와 군의 개입을
문제발생의 맥락 내지는 배경으로만 적시하고 있다. 그 동안 ‘위안부’ 피
해자들 및 관련단체가 ‘법적’ 책임을 인정할 것을 일본에 장기간 요구해
왔고, 이 점을 일본 측이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2015년
한일합의에서 ‘법적’이라는 용어 사용을 회피한 점 및 불법성이나 강제성
을 언급하지 않은 채 ‘관여’만을 인정하면서 ‘이러한 관점에서’ 책임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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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다고 한 점218) 등에 비추어 볼 때, 2015년 합의에서 사용한 각종 문
구와 용어 역시 일본 입장에서는 많은 고민과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채
택된 것임을 엿볼 수 있다. 식민지 책임에 관한 명확한 언급 없이 단순
한 책임 통감만을 표명함으로써 극동군사재판에서부터 누락되어 온 식민
지배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진지한 규명과 반성은 2015년 한일합의에서
도 여전히 누락된 채로 남게 되었다.
한편 2015년 한일합의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와 고통
을 어떤 용어로 표상하고 있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다. 합의 문언에 따르면 ‘위안부 문제는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
은 상처를 입힌 문제’이고, 일본 정부는 ‘위안부로서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한 마음으로부터 사죄
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식민지 시기에 ‘위안
부’ 피해자들이 입었던 피해는 명예와 존엄, 마음의 상처와 같은 형이상
학적인 피해에 그치지 않고 이국에서 노예화되어 구타와 강간, 굶주림
등 죽음의 위험과 싸워야 했던 물리적이고 가시적이며 잔혹한 피해였던
이상 ‘상처’라는 은유적 표현보다는 이는 피해 내지 손해라는 좀 더 명확
한 표현이 사용되었어야 한다.219) 일본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이후
아시아 국가들과 양자조약을 맺으면서 상대국이 겪은 고통을 ‘불행한 일’
이라는 모호한 용어로 표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2015년 한일합의에서
도 ‘위안부’ 피해자들이 받았던 손해와 고통은 ‘마음의 상처’라는 표현으
로 표상되는 데 그쳤다. 또한 2015년 한일합의에서 일본 정부가 ‘위안부’
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조치로 적시된 것은 한국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일본정부 예산
으로 10억 엔의 자금을 일괄 거출한다는 것 뿐인데, 위와 같이 거출되는
자금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합의 문언상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점
218) 정재민, “일본군‘위안부’ 관련 2011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2015년 한일정부 간 합의의 관계:
외교적보호권의 관점에서”,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61, 2016. 3, 211.
219) 양현아, “2015년 한일외교장관의 ‘위안부’ 문제 합의에서 피해자는 어디에 있(었)나?”,
『2015 '위안부‘ 합의 이대로는 안 된다』, 경인문화사, 2016, 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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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2015년 한일합의는 한일청구권 협정이 구현한 포스트식민의 법적
구조를 지속시켰다. 식민지배의 역사적 경험에 대한 명확한 자기인식과
반성이 없는 미청산의 상태가 2차 세계대전 전후까지 이어져 내려왔고,
그러한 점이 위안부’ 피해를 지속, 강화시켰다는 점을 상기할 때 미청산
된 식민성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위안부’ 피해는 개인적인 것이면서도
집합적인 것이고, 또 과거의 사건임과 동시에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2015년 한일합의가 상정하고 있는 바와 같은
성격이 불분명한 경제적 자금거출로 인하여 ‘위안부’ 피해가 회복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한 법적
대응은 국가와 국가, 국가와 개인을 나누는 근대법의 전제에서 벗어나
피해자의 권리를 인권과 공동체적 관점에서 구현해야 한다는 규범적인
요청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220) 그 피해는 불법행위의 회복방식인 배
상과, 범죄에 대한 응보방식인 처벌이라는 근대적인 방식을 포함한 집합
적인 반성과 보살핌을 통해서만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금전적 배상과
더불어 집합기억의 형성을 위한 증언집의 발간, ‘위안부’ 박물관과 기념
과의 건립, 역사교육 등을 통해 ‘위안부’ 피해의 성격과 본질을 사회공동
체가 충분히 청취하고, 그 피해가 단지 일제시기에 살았던 개인의 불운
이 아닌, 역사와 사회 속에서 집합적으로 야기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이
해는 ‘위안부’ 피해로 인한 트라우마의 치유, 나아가 사회 전체의 치유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과정이다. ‘위안부’ 피해 회복에는 이처럼 금전적인
배상과 처벌이라는 근대적인 방식과 더불어, 역사적 사실에 대한 진지한
규명과 반성이라는 기초 위에 다양한 사회적 배상 수단이 강구되어야 한
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15년 한일합의와 같은 방식으로는 위안소 제도와
같은 반인도적 범죄가 안고 있는 두터운 책임을 풀어가기에 부족하다.221)
이렇듯 ‘무엇을’ 잘못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는 상태에서는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하는 것의 의미도 퇴색될 수밖에 없다.
220) 조시현, 2011, 105.
221) 이재승, 2015, 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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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일본의 정치가들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입장
을 밝힐 때에도, ‘사과’ 또는 ‘사죄’의 언설이 동원되어 왔다. 종래 일본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민간업자가 한 일일 뿐 일본이나
일본군과는 무관하다고 그 책임을 전면 부정하다가, 1992. 1. 요시미 요
시아키 교수가 일본 방위청 방위연구소 도서관에서 6점의 증거자료를 발
견하여 아사히 신문에 공개하자 그 다음날 일본 관방장관이 일본군의 관
여를 인정하고 1. 13.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명하였고, 이후 일본 정부는
자료조사와 피해자 증언청취를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1993. 8. 4. 고노
관방장관 담화(이하 ‘고노 담화’)를 발표하였다. 고노 담화는 “1. 위안소
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관하여는 구 일본군이 직접 또는 간
접적으로 이에 관여했다, 2. 위안부의 모집에 관해서는...감언, 강압에 의
하는 등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된 사례가 많이 있고 나아가 관헌
등이 직접 이 일에 가담한 경우도 있었으며 특히 한반도는 우리나라의
통치 아래에 있어서 그 모집, 이송, 관리 등도 전체적으로 본인들의 의사
에 반하여 이루어졌다. 3.위안소에서의 생활은 강제적인 상황 아래에서의
가혹한 것이었다, 4. 위안부 문제는 당시의 군의 관여 아래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을 심각하게 손상시킨 문제이다, 5. 전 위안부 여러분에게 진
심으로 사과와 반성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222) 고노 담화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연행의 강제성을 처음으로 인정한 공식적 발언이라고 평
가된다. 또한 1995. 8. 15. 무라야마 도미이치 일본 총리는 “우리나라는
과거 국가정책을 그르치고 전쟁에의 길로 나아가 국민을 존망의 위기에
빠뜨렸으며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많은 나라들 특히 아시아 제국에게
큰 손해와 고통을 주었습니다. 미래에 잘못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의심
할 여지가 없는 이와 같은 역사의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여기서
다시 한 번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표명한
다”는 담화(이하 ‘무라야마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무라야마 담화는
222) 김창록, “2015 한일외교장관 합의의 실체와 문제점", 『2015 '위안부‘ 합의 이대로는 안 된
다』, 경인문화사, 2016,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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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무성 종합외교정책국의 주도하에 추진된 것으로 포괄적인 반성과
사죄는 표명하되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모든 배상과 재산

•

청구

권 문제는 법적으로 모두 해결되었고, 정부가 개인보상은 하지 않는다는
내부 방침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223) ‘사죄’와 ‘반성’을 이야기하면서도,
식민지배에 따른 법적 책임은 부정하는 위와 같은 담론 구조에는 전후
처리과정에서 자신들이 짊어져야 할 책임의 내용을 가해책임이자 침략책
임이 아닌, ‘패전책임’으로 관념하게 된 전후 일본사회의 정체성이 반영
되어 있고, 이러한 정체성은 2015년 한일합의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
고 있다. 오히려 2015년 한일합의는, 군과 관의 적극적인 지시와 개입에
따른 위안부 연행의 강제성을 ‘관여’라는 용어로 완화시켜서 표현하엿고,
식민지배와 관련한 내용은 아예 누락되어 있다는 점에서 선행된 고노 담
화와 무라야마 담화보다도 훨씬 더 후퇴한 식민지 책임에 대한 인식수준
을 담고 있다고 여겨진다.224)
223) 服部龍二, ｢村山談話と外務省ー戦後50周年の外交｣(田中努編, 日本論：グローバル化する日
本, 中央大学出版部), 2007, 79~84, 도시환, 2012, 20에서 재인용.
224) 식민지 책임의 청산과 관련하여, 2008. 8.에 이탈리아와 리비아 사이에 체결된 벵가지 조약
[정식명칭: The Treaty of Friendship, partnership and cooperation between Libya and
Italy(일명 ‘The Treaty of Benghazi'), 이하 ’벵가지 조약‘]의 형식과 내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벵가지 조약은 이탈리아의 리비아 식민지 기간 중 이탈리아 국가책임에 대한 리비아
의 청구권 문제에 관한 양국 간 분쟁을 종결하였다고 평가받는다. 벵가지 조약은 전문을 제
외하고 일반원칙(제1장), 식민지 종결과 분쟁해결(제2장), 동반자 관계 발전(제3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문에서는 이탈리아 식민지배가 리비아 국민들에게 끼친 고통에 대한 사과
를 표명하는 내용, 제2장은 사과방법과 식민지 종식을 하는 금전 지불방식의 명문화, 제3장
은 동반자적 관계를 발전시키는 다양한 분야의 방안 등을 담고 있다. 벵가지 조약은 가해국
을 대표하는 이탈리아 국무총리가 가해국의 이름으로 피해국 대표와 피해국 국민에게 공개
적으로 사죄하였다는 점, 조약 전문에 사죄(apology)와 유감(regret)이라는 용어를 삽입한
점, 사과에 대한 증표로서 ‘50억 미국 달러 가치의 기본적 사회간접시설 건설’을 규정한 점,
리비아로 반환되어야 하는 문화재와 고대유물과 관련하여 공동위원회(common committee)
를 설립하고 향후 조약의 집행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과거청산 공동위원회, 동반관계 정립
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구성한 점 등에서 21세기 들어 최초의 식민지 피해배상 조약의 모
델로 평가되고 있다. 물론 벵가지 조약에 대해서도 식민지 과거청산이라는 엄격한 기준에서
볼 때 이탈리아가 리비아에 대해 지불하는 50억 달러의 법적 성격의 모호성, 위 금원이 피
해자들에게 직접 지불되는 것이 아니라 리비아 사회간접시설 자본에 투자된다는 점,
'apology'란 단어가 조약 전문에서만 언급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미흡하다는 지적도
존재한다(이상 벵가지 조약에 대한 설명은 이장희, “리비아 이탈리아 ‘식민지 손해배상책임
사례의 국제법적 검토”, 『한일협정체제와 식민지 책임의 재조명』, 동북아역사재단 국제학
술회의, 2012. 6. 22. 참조). 그러나 이탈리아 총리가 국가의 이름으로 과거 리비아 국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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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자 배제의 구조
2015년 한일합의의 가장 치명적인 결함으로 지적되는 문제는 위
합의과정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참여가 절차적으로 배제되었다는 점이
다.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와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나 그 대리
인과 접촉하여 진지하게 의견을 구하고 그것을 수렴하는 절차가 없었고,
피해자들은 성격이 불분명한 10억 엔 재단의 수혜의 객체에 머물러 있었
다.225) 1991년 김학순의 최초의 증언으로 촉발된 일본군‘위안부’ 운동은
역사적 부정의에 의하여 침묵 당하던 ‘유령’들이 시간을 훌쩍 넘어 비로
소 피해자이자 생존자라는 사회적 형체를 입게 된 역사적 사건이었다고
평가된다.226) 이렇듯 ‘위안부’ 운동의 시작에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있었
기에 그 종지부 역시 피해자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자연스러운 순리임에
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위 합의 과정에서 배제되었다.227)
이러한 2015년 한일합의의 절차적 하자는 피해자의 배상받을 권리
가 확립되어 가는 국제인권기준의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2005. 12.
16.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침해와 국제인도주의법의
중대한 위반행위의 피해자를 위한 구제와 배상에 대한 기본원칙과 지
침’228)은 전문에서 ‘피해자 중심의 시각’(victim-oriented perspective)을

225)
226)
227)
228)

에게 이탈리아의 식민지배가 불법적인 것이었음을 인정하고 사죄한 점 및 조약 자체에서 명
시적으로 식민지 종결과 분쟁해결에 대한 장을 두어 금전적 배상과 문화재 반환 절차 및 향
후 집행절차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식민지배로 인한 법적 책임 인
정의 토대 위에서 피해회복의 방식을 강구하고, 미래의 협력관계를 설정한다는 순서를 취하
고 있어 그 구성이나 형식 및 내용적 측면에서 참조할 부분이 많다.
양현아, 2016(“2015년 한일외교장관의 ‘위안부’ 문제 합의에서 피해자는 어디에 있(었)
나?”), 19-30.
이나영, 2016, 117.
양현아, 2016(“2015년 한일외교장관의 ‘위안부’ 문제 합의에서 피해자는 어디에 있(었)
나?”), 18-29.
결의 제60/147호,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the Right to a Remedy and
Reparation for Victims of Gros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인권장전’이
라고 통한다, 조시현, 2011, 91-9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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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하고 국제인권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자들과의 인간적 연대(human
solidarity)에 기초함을 밝히고 있다.229) 특히 피해자인권장전은 피해자에
대한 권리보장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방대한 원칙과 실현지침을 마련하고
있는데 배상과 관련하여서는 적절성, 실효성, 신속성(adequate, effective
and prompt)과 완전성(full)이라는 기준을 제시하고(제15조, 제18조), 사
안에 따라 원상회복(restitution), 금전배상(compensation), 재활/사회복귀
(rehabilitation), 만족, 재발방지의 보증(guarantees of non-repetition)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선언한다(제18조).230) 피해자의 권리보장에 관한 이러
한 국제기준은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이 단지 금전적 배상 뿐만 아니라
원상회복과 재활, 사회복귀까지 포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위
안부’ 피해와 같이 식민지배가 야기한 집합적 피해에 대한 성찰을 담고
있다. 이러한 집합적 피해의 회복을 위해서는 피해자를 다시 사회의 일
원으로 복귀시킬 수 있게끔 하는 사회공동의 노력이 의무적으로 요구된
다. 피해자 인권장전은 불법행위에는 손해배상이 따라야 하고, 범죄에는
형사처벌이 따라야 한다는 단선적, 선형적 논리에 대한 수정으로 볼 수
있으며,

배상과 처벌 문제가 개인과 국가라는 이분적 관계 속에서만 해

소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 사회공동체 전체의 문제라는 점, 피해자들을
기억하고 기념, 추모해야 한다는 점 및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을 통한 ‘기
억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231) 그러나 2015년 한일합의는 위와 같은 국
제인권기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원상회복, 재활/사회복귀, 재발방지의 보
증, 교육을 통한 기억은 물론이고, 피해회복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간
명한 조치라고 할 수 있는 책임인정과 사죄, 배상이라는 측면에서조차
미흡했던 합의라고 평가된다. 2015년 한일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문
제의 제기에서부터 해결까지 함께해야 할 주체가 아니라 객체에 불과했
고, 피해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제대로 경청되지 않았다는 의미에
229) 조시현, 2011, 92.
230) 조시현, 2011, 92-93; 양현아, 2016(“2015년 한일외교장관의 ‘위안부’ 문제 합의에서 피해
자는 어디에 있(었)나?”), 28-30.
231) 조시현, 2011,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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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객체조차 되지 못하였기에, 이런 절차를 통해 ‘위안부’ 사건의 개인
적이고 집합적인 고통이 회복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232) 나아가 과
거청산과 관련한 합의나 조약 등의 실효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합의과정
에서 발현된 양국의 상이한 입장을 조율하고 처리하기 위해 양국의 학자
들과 시민, 정치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위원회, 세미나, 워크샵 등의
후속적인 회합도 필요한 이상, 단순히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오랜 역사의 질곡이 해결되리라 기대할 수 없다.
이처럼 피해자들을 절차적으로 배제하면서 이루어진 2015년 한일
합의는, 극동군사재판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당시 식민지 피해
국으로서 아무런 참여를 보장받지 못했던 한국의 역사적 지위를 상기시
킨다. 한국정부는 극동군사재판에서 재판소 구성을 비롯하여 재판과정
전반에서 아무런 참여를 할 수 없었고, 일본의 식민지 책임은 추궁되지
않았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도 한국은 일본의 교전국이 아닌 식
민지에 불과하다는 점을 근거로 조약체결과정에 참가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강화조약을 통해 일본에게는 연합국에 대한 패전책임과 그에 대한
배상의무만이 부여되었을 뿐 식민지 책임과 관련한 책임이 전혀 추궁되
지 않았다. 이렇듯 전후처리 과정의 역사에서 자국의 식민지 피해에 대
한 정당한 배상과 회복을 요구할 기회를 전혀 가지지 못했던 피해국으로
서의 한국 정부가 2015년 한일합의에서는 일본 정부의 표명사항을 그대
로 수용하면서 적극적인 행위성을 띠고 피해자들을 배제하고 있다는 점
은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 특히 국가가 개별 피해자들의 구제받을 권리
를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와 더불어 식민지배 책임의 청산과 관련
한 한국 정부의 책임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2016년 3월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위원회(CEDAW)는 한일합의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일본 정부가 공식 사죄
와 배상을 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여성차별철폐협약위원회는 “일본군
232) 양현아, 2016(“2015년 한일외교장관의 ‘위안부’ 문제 합의에서 피해자는 어디에 있(었)
나?”), 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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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언명한 한국과 일본 정부
사이의 합의가 피해자 중심의 접근을 충분히 택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
서, “일부 ‘위안부’들이 당사국의 책임 또는 그들이 겪은 중대한 인권침
해행위에 대한 공식적이고 분명한 인정을 받지 못한 채 사망한 점, 일본
이 교과서들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언급을 삭제한 점”등에 대해 유감
을 표명하고, “지도자들과 공무원들은 피해자들을 다시 트라우마에 빠지
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책임을 깎아내리는 발언을 하지 않도록 보장
하고, 피해자들의 구제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그에 따라 손해배상, 만
족, 공식사죄와 재활서비스를 포함하는 완전하고 실효적인 회복과 배상
을 제공할 것, 교과서들에 ‘위안부’ 문제를 적절하게 통합하고 역사적 사
실들이 학생과 공중 일반에게 객관적으로 제공될 것을 확보할 것, 다음
정기보고서에 피해자들/생존자들의 진실, 정의와 배상에 관한 권리들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한 협의와 기타 조치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당사국에게 촉구하였다.233) 2017년 5월에 고문방지위원회는 한국 보고서
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보상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국
간 이루어진 기존 합의가 수정되어야 한다고 권고하였는데, 위원회는
“피해자 구제권을 명시한 고문방지협약 14조의 기준에서 보면 합의의 범
위와 내용 모두 부족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234)

제3항

소결

2015년 한일합의의 [한국 측 표명사항]을 살펴보면, 한국정부는 일
본정부가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
해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하고 있다.
233) CEDAW/C/JPN/CO/7-8: Adopted by the Commitee at its sixty-third Session(15
February 4, March 2016http://tbinternet/ohchr.org/Treaties/CEDAW/Shared%20Docum
ents/JPN/CEDAW_C_JPN_CO_7-8_21666_E.Pdf.(국문번역은 조시현,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
회 최종의견”, 『2015 ‘위안부’ 합의 이대로는 안 된다』, 경인문화사, 2016, 175-179 참조).
234) http://m.koreatimes.co.kr/pad/news/view.jsp?req_newsidx=229278(2017년 7월 15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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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당시 위 협정으로 인하여 한국과 일본 간의 재
산, 권리 및 청구권 등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
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시점에
서 이루어진 2015년 한일합의에서도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피해의 성격에
대한 모호하고 불명확한 언급 뒤에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선언
하는 법적 구조는 동일하게 재현되고 있다. 나아가 한국 정부는 2015년
한일합의 당시 ‘일본 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관련단체
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할 것을 선언하였다. 이러
한 입장을 표명한 한국 정부에게 있어 소녀상의 의미는 일본대사관의 안
녕 및 위엄의 유지를 저해하는 상징에 불과하였던 듯 하다. 박유하는 한
국 사회에 알려진 ‘위안부’ 피해자상이 민족주의적 기호에 의해 박제된
소녀상에만 동결되어 있다고 비판하기도 하였으나235), ‘위안부’ 피해의
성격의 핵심을 이루는 식민성의 분석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민족적 변
수를 고려할 때, 소녀상은 ‘위안부’ 피해자를 느끼고 싶은 시민들이 그녀
들에게 접촉하는 하나의 수단이자 창문이 되어 왔고, 소녀상에 투영되어
있는 열망은 더 해석되어야 할 현상이지 ‘민족주의적’이라고 재단하여 소
진될 현상이라고 볼 수 없다.236) 나아가 소녀상의 존재 자체가 한국 사
회에서 ‘위안부’ 피해를 기억하고 공유하는 수단으로서, 그 자체로 집합
적인 피해를 회복하는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음에도 합의 당시 한국 정
부는 이를 한일 외교관계에 불편을 끼치는 상징물로 인식했을 뿐이다.
식민지 책임의 미청산과 피해자 배제라는 관점에서, 이처럼 2015년
한일합의는 극동군사재판에서부터 기원한 1965년의 한일청구권 협정의
크로노토프237) 안에 위치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극동군사재판과 샌프란
235) 박유하,『제국의 위안부』, 뿌리와 이파리, 2013.
236) 양현아, 2016(“한국사회의 일본 ‘군위안부’ 인식: 피해자성의 영감”), 16.
237) 크로노토프는 문학에서 예술적으로 표현된 시간적, 공간적 관계들의 본질적 연결성을 표현
하는 바흐친의 용어인바, 이재승은 위 용어를 차용하여 특정한 집단적 체험에서 형성된 시
공간에서 어떤 규범적, 사회적 장이 생겨났다는 점을 비유적으로 표현한다(이재승, “식민주
의와 과거극복의 정치”, 법과 사회 49호, 2015. 8; “사죄와 책임”, 『전쟁과 폭력의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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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코 강화조약 당시에는 참여조차 배제된 외부의 타자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당시에는 경제원조라는 목적을 위해 소극적으로 일본 정부
의 요구에 응하는 수동적인 협상의 객체로 존재하였다면, 2015년 한일합
의에서는 적극적으로 합의 내용 형성에 관여하는 주체로서 일본 정부의
표명사항을 수용하면서,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
한 상호 비난, 비판을 자제할 것을 약속하였다. 일본의 식민지배로부터
형식적으로 해방을 맞은 이후, 한국 정부의 독립된 국민국가로서의 정체
성은 점차 확립되어 가고 있으나, 한국 정부는 그러한 회복된 정체성을
이용하여 과거 전후처리시기에 연합국이나 일본이 식민지 책임의 청산을
지연시켰던 것과 마찬가지로, 2015년 한일합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일본
정부의 식민지 책임을 면책시키는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2011년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비추어 2015년 한일합의의 의미를 새
겨보는 것도 필요하다. 이 사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비록 한국 정부
스스로 피해자들에 대한 가해행위를 한 것은 아니지만, 한국 정부는 피
해회복의 장애상태를 제거하는 행위를 나아가야 할 구체적 작위의무가
있다고 선언하였다. 이후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와의 협상에 나아가기는
하였으나 결국 2015년 한일합의를 통해 분쟁해결을 위한 장애상태를 제
거하지 않고 있었던 소극적 ‘부작위’보다 더욱 적극적이고 침익적인 형태
로 피해자들의 권리구제의 길을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한일청구
권 협정 당시 일본 정부가 당해 협정으로 인하여 청구권 등의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고 선언한 것과 비교할 때, 식민
지배의 피해국이자 피해자들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한국
정부가 합의로 인해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적극적으로 선언하는 것은 연합국이나 일본 정부에 의한 선언보다도 한
층 더 강력하고 침익적인 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여겨진다.
2015년 한일합의에 임하는 한국 정부의 안이한 태도는 합의 형식
에서도 드러난다. 2015년 한일합의는 한일 양국의 정부대표가 공동 서명
다시 여성을 생각하다』, 2015 광복 70주년 기념 국제학술심포지엄 자료집, 1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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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확정된 문서의 형태로 존재하지 않고, 구두합의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238) 즉, 양국 외교장관이 합의 후 합의문 없이 공동기자회견을 통
해 내용을 발표하고 합의안을 정부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으로서, 서면형
식의 합의가 아니었고, 합의 이후 양국 홈페이지에 합의안을 게재한 것
은 양국 간 상호의사의 합치를 위해서가 아니라 구두 합의 이후 그 내용
을 각기 자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것에 불과하였다.239) 이러한 2015년 한
일합의의 형식과 관련하여 그 법적 성격이 조약인지, 아니면 단순한 신
사협정 내지는 정치적 합의인지에 관한 논란이 발생하기도 하였다.240)
그러나 2015년 한일합의의 대상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겪은 인간
존엄과 생명권, 신체의 자유 등에 대한 침해와 관련한 사죄와 법적 배상
과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로서 이는 국회가 결정해야 할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하고,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므
로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238) 전종익, “2015. 12. 28. 한일외교장관 합의와 헌법소원”, 법조협회, 법조 65권 7호, 2016, 9.
239) 이에 따라 2015년 한일합의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리
고 있다. 위 합의가 서면형식을 결여한 이상 조약이라고 할 수 없고, 국회의 비준·체결에 관
한 헌법 제60조 제1항의 논의도 조약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2015년 한일합의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비록 조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양국정부가 법적 구속력의 발생을 의도했다
면 법적 구속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국제적 합의의 법적 구속력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국제법적 의무를 창설하려는 당사자들 의도의 존부인바, 2015년 한일합의 안에는
‘해야 한다’와 같이 의무를 명시하는 어미가 사용되지도 않았고 의무불이행시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는 조항도 없으며, 그 밖에 달리 법적구속력을 의도했다고 볼 수 있는 단서를 찾을
수 없는 이상 위 합의의 성격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일종의 신사협정 내지 정치적 합의에
불과하다는 견해(정재민, 2016, 212-213),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같은 중대한 국
제법적 문제에 대한 합의는 형식상 조약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헌법적으로 유효한 조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문서상의 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공동기자회견의 형식으로 합의를 알리고
차후에 문서상 합의서를 교환하기로 하였다면 이는 조약체결의 전 단계로서 조약체결에 나
아가는 과정에 지나지 않아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으로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견해
(방승주,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한일외교장관회담의 헌법적 문제, 민주법학 제60호,
2016. 3, 117)와 이와 대비하여 2015년 한일합의가 문서가 아닌 구두로 이루어졌다 하더라
도 국가 간 국제법상의 합의라는 점에서 국제법상의 조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전종익, 2016, 14-15) 등이 제기되고 있다.
240) 비엔나 조약법 협약 제2조 제1항 (a)는 조약을 ‘단일의 문서에 또는 2 또는 그 이상의 관련
문서에 구현되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또는 그 특정의 명칭에 관계없이, 서면형식으로 국가
간에 체결되며 또한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로 규정한다. 이 협약은 국내에
서 1969년 채택되었고, 1980년 1월 27일 발효되었다. 외교부 홈페이지 ‘조약정보’ 코너
(2017년 4월 26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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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 체결하였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한일합의는 양국 장관 간 구두합의의 형태로 체결되었는바, 합의의 내용
과 이를 다루는 형식 간의 균형이 맞지 않는 형식상의 하자가 존재한다
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위 합의의 성격을 법적 구속력이 없는 신사협정
내지는 비구속적 합의라고 하더라도, 합의의 내용이 일본군 ‘위안부’ 피
해자들의 기본권 제한과 연관이 있는 이상, 법률유보와 의회유보 원칙에
따라 역시 국회의 동의를 거쳤어야 한다는 결론은 동일하다.241)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일본의 한반도 지배
의 법적 성격 및 식민지배의 불법성에 따른 책임에 관하여 언급하지 아
니한 채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른 분쟁해결절차에 나아갈 작위의무를 중
심으로 한국 정부의 부작위를 위헌으로 설시함으로써 한국정부가 취하여
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의 내용까지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이 사건 결
정은 그러한 의미에서 한국 정부가 취해야 할 작위의무의 내용에 관한
해석의 여지를 여전히 남겨 놓고 있기는 하나, 그러한 점을 감안하더라
도 2015년 한일합의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체제가 가져온 식민지 책
임의 미청산 상태를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승인하는 형태를 취함으로
써 향후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의 실현에 오히려 장애요소를 추가했다는
점 및 그 절차와 형식, 내용 측면에서 헌법재판소가 배상청구권의 실현
에 관한 분쟁해결에 나아갈 것을 촉구한 작위의무의 이행과는 명백하게
역행하는 내용의 합의이다. 2015년 한일합의로 인해 한국정부는 소극적
부작위를 통해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 실현을 방해했던 종전의 위헌적
상태보다도 한층 더 적극적이고 침익적인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
을 가로막는 주체가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16. 3. 27. 위안부 피해자 29명, 생존 피해자 가
족 2명, 피해자 유족 7명은 외교부장관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2015년 한
일합의 및 그 발표가 위헌임을 확인해줄 것을 청구하는 헌법소원을 재차
제기하였다. 청구인들의 대리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합의의
241) 방승주, 2016, 118-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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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로 한국정부는 일본정부가 앞으로 청구인들로부터 개인적인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도 배상청구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할 근거를
제공했고, 이는 청구인들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실상의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한국정부가 2015년 한일합의 과정에서 일본정
부의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오랜 세월 힘겨운 시간을 보낸 청구인들을
배제하였고, 합의 이후에도 합의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제10조, 제21조, 제37조 제1항으로부터 도출되는 절차적 참여권과 알 권리
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정부가 사망한 피해자와 ‘위안부’
피해자 가족에 대해서도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권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고
배상청구권의 장애상태를 제거할 구체적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이들에 대
하여 어떠한 합의도 하지 않은 채 타결을 선언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들
의 기본권 행사에 지장을 주었으며, 2015년 한일합의의 내용은 헌법재판
소가 2011년 8월 판시한 바에 따른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권의 장애상태
를 제거할 구체적인 작위의무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자 피해자들의 기본
권을 침해한 정치적 타협242)이라고 주장하였다.243)
242) 이상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내용에 관한 설명은, http://news.donga.com/3/all/20160328/
77246262/1 (동아일보 2016. 3. 28.), 2017. 4. 24. 검색.
243) 다만, 전종익은 2015년 한일합의의 헌법소원심판 대상적격 여부에 대하여, 2015년 한일합
의로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보는 입장
에 의하면 이는 당연히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작용에 해당하지만, 위 합의
가 법적 구속력 없는 단순한 선언이라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정부에 대한 손해
배상청구권 및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 국제법상 청구권이 여전히 그대로 존재하게 되므로
위 합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전종익,
앞의 글, 29-30). 그러나 필자의 견해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
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015년 한일합의로 인하
여 제한되는 기본권은 단지 금전적 권리인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알 권리, 절차적 참여권 등도 제한되는 기본권에 포함되고, 알
권리나 절차적 참여권의 경우 2015년 한일합의 진행경과에 비추어 볼 때 이미 침해되었다
고 봄이 명백하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가 이미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2015년 한일합의가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배
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결론은 위 합의의 법적성격 등에 대한 해석상 도출될 수 있
는 결론 중 하나이긴 하지만, 그러한 배상청구권의 소멸 여부에 관하여 한일 양국 간 여전
히 분쟁이 존재하고, 그 상태가 해결되지 아니하였으며,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 등의 단어
를 통해 사실상 일본 측이 위 합의로 인한 개인 배상청구권의 소멸 내지 포기를 의도하였다
고 볼 소지가 있는 이상,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라는 기본권 역시 2015년 한일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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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배의 피해국으로서 협상의 타자, 객체에 머물렀던 한국 정부
는 피해자들을 대변할 수 있었던 시점에서 2015년 한일합의를 통해 오히
려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한층 더 어렵게 만드는 주체로 등장하였고,
이러한 현상은 식민지 책임의 미청산에 대한 한국정부의 책임을 더욱 상
기시킨다. 2015년 한일합의에는 피해자들을 그저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한
많은 피해자’로 그 의미를 동결시키면서 하대하는 식민주의적인 시선이
배어 있고 그런 점에서 피해 여성들의 주체성을 무시하는 가부장적인 태
도가 배어 있다.244) 나아가 그러한 식민지적인 태도를 발현한 주체가 전
후처리과정에서 식민지로서 겪어야 했던 역사적 모순을 체험하였던 한국
정부라는 사실을 통해, 여전히 한국정부가 한일청구권 협정 체제가 불러
온 포스트식민의 법적 구조 속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제3절 <제국의 위안부> 관련 재판
박유하의 책 <제국의 위안부>(이하 ‘이 사건 도서’)는 2013. 7. 출
간된 이후 한국 사회의 ‘위안부’ 인식과 관련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
다. 이 사건 도서의 서문에서, 박유하는 “우리 안의 위안부는 그저 가녀
린 ‘소녀’가 아니면 노구를 이끌고 투쟁하는 ‘투사’일 뿐이나 그것은 ‘우
리가 원한 위안부’의 모습에 지나지 않고 위 도서가 그런 식으로 우리가
폭력적으로 소거시켜 온 그녀들의 기억들을 다시 만나려는 시도”245)라고
하였다246). 박유하는 이 사건 도서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을 상당
를 통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그러한 견지에서 위 헌법소원 심판은 적법요건
을 충족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244) 양현아, 2016(“2015년 한일외교장관의 ‘위안부’ 문제 합의에서 피해자는 어디에 있(었)
나?”), 32.
245) 박유하, 2013, 6.
246) 이 사건 도서는 법적 공방과 함께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이재명 성남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박유하의 정체성을 “청산해야 할 친일잔재”로 규정하였고, 박노자는 박유하가
“용서와 화해”라는 표현 뒤에 “끔찍한 국가주의적, 폭력적 사고”를 숨기고 있다고 주장하였
다. 정영환은 박유하가 이 사건 도서를 통해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요약되는 ‘1965년 체제’
를 옹호하는 논리를 만들기 위해 식민주의에 대한 비판 없이 지나친 일반화와 선행연구에

- 124 -

수 인용하면서 이를 저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로 사용하고 있다.
이 사건 도서가 출판된 이후 생존하고 있는 ‘위안부’ 피해자들 9명은 이
사건 도서의 출판금지가처분을 신청함과 동시에 명예훼손을 이유로 이유
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검찰은 박유하를 명예훼손죄로
기소하였다. 민사소송에서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이 인정
되었으나, 형사소송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어 상반된 재판결과가 도출되었
고, 양 재판은 현재 모두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이 사건 도서와 관련한
일련의 재판경과를 살펴봄으로써 법원의 재판을 통해 법원과 사회의 ‘위
안부’ 인식, 더 나아가 식민지 역사인식 상황을 읽어낼 수 있다.

제1항

논쟁의 구도

이 사건 도서는 제1부 ‘위안부란 누구인가 - 국가의 관리, 업자의
가담’, 제2부 ‘기억의 투쟁 - 다시, 조선인 위안부는 누구인가’, 제3부 ‘냉
전 종식과 위안부 문제’, 제4부 ‘제국과 냉전을 넘어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건 도서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박유하 주장의 주요 요지
는, ①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집 속에서 ‘일본군에게 강제로 끌려갔다’
고 말하는 ‘위안부’는 오히려 소수이고, 민간업자들이 ‘위안부’들을 동원
한 주체로서 업자들이야말로 범죄를 저지른 자들로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다, ② ‘소녀 위안부’가 위안부의 평균적인 모습이 아님에도
대표적인 ‘위안부’상이 소녀로 정착된 것은 그런 상상이 우리의 피해의식
을 키워주고 유지하는 데에 효과적이기 때문인데, ‘위안부’들 중에 어린

대한 정반대의 인용이라는 방법론적 오류를 범하였다고 혹평하였고, 조한욱은 한겨레 칼럼
에서 이 사건 도서가 ‘학문의 탈을 쓰고’ 있지만 ‘학문적 결함이 여러 곳에 드러난다’고 일갈
했다. 이 사건 도서를 옹호하는 움직임도 일어났는데 몇몇 학자들은 재판과 관련해서 ‘이 사
건 도서는 위안부 문제를 학문의 관점에서 심화시킨 성과물’이라는 취지의 탄원서에 서명을
했고, 어떤 이들은 ‘동아시아 평화를 생각하는 제3의 목소리’에 동참을 호소하며 이 사건 도
서에 대한 논쟁을 ‘한국사회의 위기적 징후를 고민하는 일’을 시작하는 계기로 삼자고 주장
하였다(이상은 신동규, “홀로코스트 부정의 논리와 박유하의 <제국의 위안부>: 비역사적 내
러티브 구축을 통한 집단기억과 집단감정에 대한 도전”, 사총, 88, 2016, 15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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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가 있게 된 것은 오히려 한 동네에 살면서 어린 소녀들에 대한 정보
를 제공했던 우리 안의 협력자들 때문이고, ‘위안부’들이 ‘위안부’가 되기
까지의 정황은 결코 하나가 아님에도 ‘강제로 끌려간 20만 명의 소녀’라
는 인식은 정신대와 ‘위안부’의 혼동, 업자 등 주변 가담자의 소거, 예외
적인 사례를 일반화한 수용이 만든 상이다, ③ 조선인 ‘위안부’는 중국이
나 인도네시아 같은 점령지/전투지의 여성과는 일본군과의 관계에서 결
정적으로 달랐고, 식민지가 된 조선과 대만의 ‘위안부’들은 ‘준일본인’으
로서 제곡의 일원이었고 군인들의 전쟁수행을 돕는 관계였으며 조선인
‘위안부’와 일본군의 관계가 기본적으로 동지적인 관계였다, ④ ‘위안부’
들이 대부분 ‘성노예’였으나 성노예의 주인은 군대라기보다는 업자였음에
도 정대협이 비난하는 주체는 ‘일본군’일 뿐이어서 일본군이 전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모집된 존재이기도 했던 ‘조선인 위안부’로서의 복잡한
측면을 보지 못하고 우리 자신을 완전한 피해자로 상상하게 만드는데,
‘위안’은 기본적으로는 수입이 예상되는 노동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강간
적 매춘‘이었다, ⑤ 국가가 군대를 위한 성노동을 당연시한 것은 사실이
지만, 당시에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았던 이상 그것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또 일본군의 공식규율이 강간이나 무
상노동, 폭행을 제어하는 입장이었던 이상 강제연행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일본국가에 있다고는 말하기 어렵고, ‘위안부’들에게 행해진 폭행이나 강
제적인 무상노동에 관한 피해는 1차적으로는 업자와 군인 개인의 문제로
물을 수밖에 없다, ⑥ ‘위안부’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 소멸 책임이 한국
정부에게 있었다면 일본에게 ‘법적 책임’을 지도록 요구하기는 어렵고,
1990년대에 행하여진 일본의 도의적 보상은 분명 식민지배로 인해 생긴
피해에 대한 보상이었으니 그 의미를 인정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에 의
한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는 법, 제국의 식민지배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이상 법적 보상을 요구할 수 없
다는 점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박유하는 이 사건 도서의 말미에서 진
정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원한다면 정부는 일본과 대화를 시작해야 하

- 126 -

며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국의 인식이 한국 교과서에 실리고 또 일본과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모든 위안부가 세상을 떠나는 날이 온다
면, 한일간의 화해는 영원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기에 제국주의와 냉전
으로 인한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서 식민지의 복잡성을 들여다보고 제국
주의와 민족주의가 만든 타자에 대한 적대를 넘어설 수 있을 때 진정한
아시아의 연대가 가능하다고 끝맺고 있다.
이러한 이 사건 도서의 내용에 대해서 학계에서는 상반된 반응이
표출되었다. 먼저 2015. 1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
하고,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연구자와 활동가
일동은 “ <제국의 위안부> 사태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원칙적
으로 연구자의 저작에 대해 법정에서 형사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단죄하
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핵심은 일본이라는 국가
의 책임임에도

<제국의 위안부>는 책임의 주체가 ‘업자’라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법적인 쟁점들에 대해 이해의 수준은 매우 낮은 데 비해 주장
의 수위는 지나치게 높으며, 충분한 논거 제시 없이 일본군‘위안부’ 피해
자들이 ‘자발적으로 간 매춘부’였고 ‘일본제국에 대한 애국’을 위해 ‘군인
과 동지적인 관계’에 있었다고 규정하는 것은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아픔
을 주는 일이 아닐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반대로
이 사건 도서로 인한 박유하의 형사 기소에 항의하는 지식인 190여 명의
성명도 발표되었다. 위 성명은 “사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여론을 국
가의 통제 하에 두고 있으며, 이번 기소로 연구와 발언의 자유가 제한받
고 국가 이데올로기에 편승한 주장들이 진리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며, 이
사건 도서의 주장에 논란의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합리적인 방법은 시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자유롭게 표출되고
경합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도서를 둘러싼 사회적 담론 구조가 양분되어 대립
하는 와중에, 이 사건 도서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민사
소송과 형사소송은 진행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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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관련재판의 경과

(1) 출판금지 등 가처분
이 사건 도서가 2013. 7. 발간된 후 ‘위안부’ 피해자들 9명은 2014.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도서의 출판금지 등의 가처분을 신청했
고, 2015. 2. 17. 법원은 이 사건 도서에서 일본군 ‘위안부’들이 일본군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동원되어 ‘애국’한 존재로서 일본군에 대하여 ‘협
력자’ 혹은 ’동지적 관계‘에 있었다고 서술한 부분 및 일본군에 의한 ‘위
안부’ 강제동원 사실을 부정함으로써 일본군 ‘위안부’ 모집에 있어서 영
리성이나 비강제성을 강조하거나, ‘피해자’로서의 본질은 외면한 채 ‘가라
유키상의 후예’라고 하거나 ‘위안부’의 본질이 ‘매춘’이라고 하는 등의 내
용은 피해자들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현저하고 중대하게 저해하는
사실의 적시이거나 적어도 묵시적으로 그 전제가 되는 사실적시를 통해
피해자들의 인격권 및 명예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보아 이 사건 도서
에서 문제가 되었던 34개 부분의 표현들을 삭제하지 아니하고서는 이 사
건 도서를 출판, 발행, 인쇄, 복제, 판매 및 배포 및 광고를 하여서는 아
니 된다고 결정하였다.247)

(2) 불법행위(명예훼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248)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합104726249)
2014. 6. 위안부 피해자들은 이 사건 도서의 일부 표현들이 조선인
일본군위안부가 그 모집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성을 제공한 매춘을 한 것
이라고 강조하고, 조선인 일본군위안부를 일본군의 ‘동지’이자 전쟁의 ‘협
247)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2. 17. 선고 2014카합10095 결정.
248) 이하에서 판결문의 내용을 직접 인용하는 부분은 인용 표시(“ ”)를 하였다.
249)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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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자’로 표현하였는데 이는 단순한 의견이 아닌 사실의 적시이며, 허위사
실일 뿐만 아니라 허위 여부를 떠나서 그 자체로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
인 평가를 침해하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므로, 집단표시에 의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박유하에 대하여 불법행
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를 제기하였다.250)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요건사실로서 피해자 특정 여부, 구체적 사실 적시 여부,
위법성 조각 여부 등이 주된 쟁점으로 다투어졌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위와 같은 개별 쟁점에 대한 판단에 있어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서의 법
원의 판단은 상이하였다. 이 사건 민사소송 판결(이하 ‘대상 민사판결’)에
서는 “이 사건 도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일본군 위안부’ 내지 ‘조선인 위
안부’가 일본 정부에 사죄와 법적 책임을 요구하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
원고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충분히 여겨질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
건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 사
건 도서에서 문제된 대부분의 표현들이 암시에 의한 방법으로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대상 민사판결은 “학문연구가 그 성질상 기존의 진리나 가치
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거나 비판을 가함으로써 역사발전을 지향하기 때
문에 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역사적 인물이 생존하고 있
는 경우라면 그들의 인격권에 대한 보호의 정도가 학문의 자유에 대한
보호보다 중시될 수 있고, 학문 연구결과를 공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와
인격권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학문연구결과를 진
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짐에 있어서 입증의 부담
을 완화해 준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학문연구결과 발표보다 신중함과
엄격함이 요구된다”고 함으로써 결국 박유하가 이 사건 도서에서 사용한
위와 같은 표현들이 학문의 자유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원
250) 원고들은 이 사건 도서를 출판한 출판사의 대표에게도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은 출판업자가 단순히 도서출판을 의뢰받아 출판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
들의 명예 및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청구는 기각하였다.

- 129 -

고들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3)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에 관한 형사소송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합329251)
대상 민사판결과 달리,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에 관한 형사소송(이
하 ‘이 사건 형사소송’)의 제1심에서는 2017. 1. 25. 박유하에 대하여 무
죄 판결(이하 ‘대상 형사판결’)이 선고되었다. 민사 사건과 형사 사건의
차이라는 상이점은 있지만, 두 소송에서의 핵심쟁점은 모두 ‘이 사건 도
서의 특정 표현들이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을 구성하는지 여부’로써
동일하였다. 이 사건 형사소송의 판결(이하 ‘대상 형사판결’)에서의 세부
쟁점은 크게 ① 사실의 적시와 의견 표명의 구별, ② 적시된 사실이 특
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의 명예훼손적 사실이었는
지 여부, ③ 피해자의 특정 여부, ④ 명예훼손의 고의 유무 이렇게 4가지
로 구분되어 검사 측과 피고인 측의 공방이 전개되었다. 뒤에서 살펴보
는 바와 같이, 대상 형사판결은 판결문 논증의 대부분을 ‘사실의 적시’와
‘의견의 표명’ 간 구별에 할애하고 있다.
대상 형사판결에서는 검찰이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라고 기소한
이 사건 도서의 35개 표현 중 5개 부분만이 ‘조선인 일본군위안부 중에
는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위안부가 된 사람이 있다’는 사실 및 ‘일본국이
나 일본군이 법령이나 지시 등의 공식적인 정책을 통해 조선인 여성들을
유괴하거나 물리적으로 강제연행하여 일본군위안부로 만든 사실은 없다’
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 것일 뿐 묵시적으로라도 ‘조선인 일본군위안부들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되었다’는 구체
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즉, 대상 형사판결
에서는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의 적시가 ‘증거에 의해 그 사실의 존부를
251)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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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면서 기소대상이 된 이
사건 도서의 대부분의 표현들을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에 해당
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대상 형사판결이 사실의 적시라고 인정한 표현
들(“위안부들을 유괴하고 강제연행 한 것은 최소한 조선 땅에서는, 그리
고 공적으로는 일본군이 아니었다”, “강제연행과 강제노동 자체를 국가
와 군이 지시하지 않는 이상 강제연행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일본국가에
있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일이다”, “강제연행이라는 국가폭력이 조선인
위안부에 관해서 행해진 적은 없다”)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정책이 있었
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조선인 여성들을 강제로 연행하여 위안부로 만드
는 것이 일본군의 공식적인 정책은 아니었다’고 서술하는 내용으로서 일
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대상 형사판결은 기소된 표현 중 “그런 유의 업무에 종사하
던 여성이 스스로 희망해서 전쟁터로 위문하러 갔다든가 여성의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위안부를 하게 되는 경우는 없었다라고 보는 견해는 ‘사
실’로는 옳을 수도 있다”, “자발적으로 간 매춘부라는 이미지를 우리가
부정해온 것 역시 그런 욕망, 기억과 무관하지 않다”는 표현들은 “조선
인 일본군위안부 중에는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위안부가 된 사람이 있다
는 내용으로서, 직접적인 폭행, 협박에 의해 강제로 연행되어 위안부가
되었거나 기망, 유혹의 방법으로 유인당하여 위안부가 된 사람들에 대하
여는 그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하여 명
예훼손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위 표현들은 “특정
인을 지칭하지 아니한 채 ‘조선인 일본군위안부’라는 집단의 명칭만을 표
시한 표현으로서, 위 집단에 속하는 특정 사람들인 고소인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집단 내의 개별 구성원인 고소인들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고소인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즉 위와 같은 표현은 일본군‘위안부’ 집단 전체에
대한 서술이 아닌 그 중 일부만을 지칭하는 서술로서 종래 우리가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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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위안부’의 모습이 예외적인 경우라는 것일 뿐 그러한 모습의 ‘위안
부’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기에 표현의 대상으
로서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상 형사판결은 박유하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
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이 사건 도서에서 피고인(박유하)이 개진한 여
러 가지 견해에 대해서는 다양한 비판과 반론이 제기될 수 있으나, 이는
서로 다른 가치판단과 평가 사이의 당부를 따지는 문제로서 그 판단은
형사소송절차에서 법원이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
며, 학문적 표현의 자유는 옳은 의견 뿐만 아니라 틀린 의견도 보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견해의 당부에 대한 판단은 사회적 공론의 장에서 자
유로운 의견교환을 통해 상호 검증과 논박을 거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
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 사건 도서의 출판 이후 많은 사람들이 여러 관점
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비판하는 의견을 개진하고 그러한 내용의 책들이
출간되기도 한 이상 이미 우리 사회의 공론의 장은 피고인이 이 사건 도
서에서 개진한 주장에 대해 합리적인 검증과 논박을 통해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적정한 의견 접근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점을 무죄판결의 논거로 들고 있다.
결국 대상 형사판결에서는 이 사건 도서의 표현 내용 대부분을 ‘단
순한 의견표명’이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대부분의 표현들은 그것이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진실성 여부에 관한
판단을 받지 못한 채 형사법상 구성요건해당성 여부 심사에서 탈락되었
다. 나아가 대상 형사판결에서 사실의 적시라고 판단된 부분은 명예훼손
적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거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범죄성립이 부정되었다.

제3항

관련 재판 및 <제국의 위안부>에 대한 비판적 분석

대상 민사판결과 대상 형사판결의 재판과정과 판결문 논증구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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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는 것은 포스트식민 한국사회에서 ‘위안부’ 문제에 관한 지식상황
을 읽어내는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다. 특히 법정 공방 과정에서 주된
쟁점으로 등장하였던 내용들을 살펴보면, 재판에서의 논의의 주된 초점
은 실정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미시적인 쟁점에 주로
집중될 뿐, ‘위안부’ 문제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특성인 식민성의 문제 및
박유하의 주장이 내포하고 있는 포스트식민의 법적 구조가 법정에서는
충분하게 현출되지 못하였다고 여겨진다. 대상 판결들이 이유에서 설시
하고 있는 구체적인 법적 판단의 당부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법리의 적용
과 결부시켜 분석되어야 할 내용이 많지만, 이 글에서는 박유하의 글이
내포하고 있는 포스트식민의 법적구조와 식민성이 관련 재판에서 충분하
게 포착되지 못하였다는 점을 몇 가지 측면에서 논증하고자 한다.
비록 결론은 상이하였지만 이 사건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과정에서
심리의 초점은 해당 표현이 사실적시에 해당하는지 혹은 단순한 의견표
명인지 여부, 나아가 사실 적시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명예훼손적인 사실
의 적시인지, 고소인 개개인이 명예훼손 행위의 피해자로서 특정되었는
지 여부 등에 맞춰졌다. 특히 재판과정에서는 이 사건 도서가 명예훼손
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위안부’ 피해의 성격
을 ‘자발과 강제’, ‘매춘과 성노예’등의 이항대립적인 구도 안에서 조명하
는 한계가 나타났다. 이 사건 형사소송의 심리과정에서는 ‘자발이었느냐
혹은 강제였느냐가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결정짓는 데 핵심적’이라는
전제 하에 ‘매춘’이라는 말을 통과시키기 위해 다른 많은 말들이 반복적
으로 소모되었으며, 때로는 ‘위안부’의 상황을 표현한 말 중 종래의 시각
으로 볼 때 매춘에 어울릴 것 같은 것들을 부인하는 데 대부분의 노력이
경주되었다.252) 검찰 측에서는 박유하가 ‘위안부’ 피해자들을 매춘부로
표현한 것에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음을 입증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고,
재판부 역시 박유하가 이 사건 도서의 표현들로 인하여 ‘위안부’의 본질
252) 오정진, “법이 상처를 겪어내기-『제국의 위안부』명예훼손죄 공판에 임하여”, 부산대학교
법학연구, 제58권 제1호, 201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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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매춘이라고 표현한 것인지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일본군‘위안부’ 제도
의 핵심적인 특징은 식민성에서 도출되고, 그러한 식민지배의 맥락에서
기인하는 모호함과 혼종성이 피해자들의 증언 속에서도 표출되는 이상
‘위안부’ 피해의 성격을 단지 ‘자발적인 매춘’과 동일시했다는 것만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관점 또한 ‘위안부’ 피해에 내포되어 있는 식민성
의 본질을 지나치게 단순화시켜 이해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 사건 도서
의 표현들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처는, 단지 이 사건 도서가 피해자들을
‘자발적인 매춘부’들과 등치시켰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 사건 도서가 기
존의 여러 연구성과들을 통해서 규명된 ‘위안부’ 피해의 복합적인 특성에
도 불구하고, ‘기존의 민족주의적 서사가 표면적인 피해인식 외의 모든
기억을 말살시키려 한다’고 비판하면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을 ‘스스
로 말할 수 없는 자가 말하는 자신도 모르게 조작된 기억’이라는 철저하
게 수동적인 텍스트로 뒤바꿈으로써 피해자들의 주체성을 박탈한 데서
오는 상처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관련 재판들의 공판정과 법
언어라는 공식적 제도의 장에서 ‘위안부’ 피해의 역사적인 의미가 온전히
청취되거나 공유되지는 못하였다고 생각한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 도서
가 내포하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을 중심으로 관련 재판에서 제대로 현
출되지 못하였던 쟁점들을 살펴보면서 <제국의 위안부>를 비판적으로
독해하고자 한다.

(1) 국가책임 부정과 구조적 강제 담론으로의 도피
박유하는 이 사건 도서에서 그 동안 한국사회가 간과해 온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다층적인 모습을 발굴하고, 정대협으로 대변되는 민족주
의적 시각에서 탈피한 새로운 시각으로 이 문제를 조망하여 ‘기억에서
소거’된 위안부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려는 시도를 표명하고 있고, 이러
한 문제제기는 일본이라는 유일한 가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귀속시키려는
한국사회의 ‘위안부’ 인식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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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한다. 그러나 사실상 박유하가 이 사건 도서를 통해서 제시하는 관점
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박유하의 주장은 극동군사재판
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거치면서 식민지배의 법적 책임에 대해 불
감하게 된 일본정부와 사회의 지배적인 인식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다.
결국 박유하 주장의 핵심은, 조선인 ‘위안부’ 피해자들을 직접적으로 동
원한 주체는 민간업자들이고 당시 일본국가가 강제연행과 강제노동 자체
를 지시하지 않았던 이상 일본국가에게 강제연행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
다고 보기 어렵고, 한국사회의 민족주의는 ‘위안부’ 피해자들에게서 그저
완벽한 피해자의 모습만을 보려했고 그러한 피해구조에 균열을 가할 수
있는 다른 기억들을 전부 소거하였으며, 조선인 일본군‘위안부’의 체험은
다른 점령지의 피해자들과 다른 특수성을 띠었는데, 조선이 일본의 식민
지였기 때문에 이들은 ‘준일본인’으로서 일본의 전쟁수행에 협력하고 원
조하는 동지적 관계의 측면도 있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이 사건 도서는
식민지배에 대한 일본의 법적 책임은 부정하면서, 단지 상징적, 도의적
책임만 인정하는 전제 위에 서 있다. 1965년의 한일청구권 협정에서 일
본의 식민지 책임에 대한 언급이 누락되고, 2015년 한일합의에서는 일본
이 표명하는 사죄의 내용과 통감하는 책임의 성격이 무엇인지 언급되지
않은 채 불분명하게 지나가 버렸듯이, 이 사건 도서 역시 일본정부와 일
본군부의 ‘위안부’ 제도에 대한 지시나 동원행위와 같은 적극적이고 명백
한 책임요소들을 소거한 채 실체가 불분명한 도의적, 상징적 책임만을
언급하고 있다. 박유하의 주장에는 ‘위안부’ 제도를 관통하는 식민지 에
대한 역사인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역사인식의 결여는 박
유하가 일본국가에 의한 직접적인 강제연행을 부정하는 대목에서 드러나
는데, 박유하는 표면적으로 식민지적 구조를 강조하면서도, 그 구조 안에
서 활동했던 민간업자와 포주들을 이야기할 때는 마치 그들이 식민지배
맥락과 무관하게 사회적 진공상태에서, 개인적인 악성의 발현으로 그러
한 역할을 수행한 것처럼 사실관계를 변형시키면서, 일본을 이 범죄에
대한 책임주체의 지위에서 탈각시키려고 한다. 위안소를 경영하고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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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많은 업자들의 존재는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로 존재함으로써 어떻
게 일본국가가 조선에서 더욱 광범위한 체계성과 집단적, 조직적 특성을
띠고 ‘위안부’들을 동원할 수 있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증거이다.
가시적인 중간동원의 매개체인 업자들이 존재한다고 하여 그들이 더 1차
적이고 직접적인 가해세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위안부’ 제도의 운영에 관
한 총체적인 권한이 식민지 동원과정에서 이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통
제했던 일본정부와 일본군에게 있음을 간과한 것이다. 일본의 식민지 점
령기에 직접적인 무력보다 훨씬 더 세련된-법제와 행정조직의 정비를
통한 ‘합법적’ 동원을 가장한- ‘위안부’ 동원 제도가 구축되어 있었다고
할 때, 그 위력은 직접적인 물리력에 의한 강제동원이나 위안소로의 수
용보다도 한층 더 체계적이고 강력했을 것이다. 그렇게 일상적이고 사적
인 공간에까지 식민지배 권력이 깊숙이 침투한 결과로 발생한 조선인 업
자들의 존재를 두고 일본군‘위안부’ 강제동원의 직접적 책임이 업자들에
게 있다고 말한다면 이는 식민구조가 조선인 일본군‘위안부’ 제도에 미친
총체적인 영향을 보지 못한 것이다. 박유하가 말하는 구조적 책임은 의
도한 결과가 아닌 과실에 의한 결과에 대한 책임 혹은 도의적 책임에 유
사한 개념인데, 일본정부, 일본군사령부, 조선총독부, 조선군사령부는 단
지 ‘위안부’ 연행을 단속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위안부’ 동원을 기획하
고 실행하는 등 전국적으로 징모업자의 선정과 허가에 관여하였기 때문
에 조선인 업자가 ‘위안부’ 동원구조의 말단에서 직접적인 행위자의 역할
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주도권은 업자에게 있지 않다.253) 박유하에게 있
어서 ‘식민지배’, ‘구조적 강제’의 담론은 실제로 식민지배의 맥락이 ‘위안
부’ 피해자들에게 미친 심각한 피해의 양상을 고찰하기보다는, 오히려 추
상적이고 불명확한 구조의 문제로 도피하면서 궁극적인 책임귀속 주체를
은폐하는 기제로 사용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였
기에 조선인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동원은 더욱 집단화, 조직화된 체계
적 강간의 양상을 띠었고, 그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미치는 육체적, 정신
253) 윤명숙, 최민순(역), 2015,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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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상흔은 더 깊고 장기화될 수밖에 없었다. 직접적인 정부와 군에 의한
동원 외에, 그들의 묵인과 방조 하에 활동했던 민간업자들의 존재도 그
러한 현상의 한 증거이다. 이러한 식민지배 상황에서의 강제성을 판단하
면서, 직접적인 물리력과 강제력이 있었는지 여부와 같은, 현행 형사법상
강간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동원되는 최협의 폭행, 협박설의 입장에
서 강제성 여부를 해석하는 것은 역사성이 결여된 것이다.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관련 재판 과정의 심리가 이 사건 도서의 표현들이 위안부 피
해를 ‘자발적 매춘’으로 표상했느냐 여부에 지나치게 치중되었던 것은 그
러한 도식적인 ‘자발과 강제’의 구별을 뛰어넘어, 그 구별을 모호하게 하
고, 심지어는 구별을 어렵게 만드는 식민지 상황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
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된다. 식민지적 상황은 단순한 전시상황과는 또
다른 상황에 대한 이해를 그 전제로 하는데, 이는 식민지배가 폭탄과 총
알이 난무하는 전장이 아닌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조직과 제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쟁에서의 불법행위가 총과 칼을 이용한
직접적인 무력을 통해 행사된다면, 식민지에서의 불법행위는 법과 제도
를 통해, 합법성의 형식을 띠면서 행사될 수 있다. 일제는 형법상의 약취
유괴죄를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지만, 이를 유명무실하게 하는
작업소 개업 법제를 일찍이 도입하였는데, 그 법제의 규율내용이나 방향
에서도 일본과 식민지 조선에서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즉, 소개영업
취체규칙(1917)에 따라 일본에서는 창기나 작부의 사기적 모집을 금지하
고 비교적 엄중한 행위제한을 가동하였다면, 식민지 조선에서의 소개영
업취체규칙(1922)은 비교적 소략하게 규정되어 인사소개업자가 창기나
작부를 편법적으로 모집하는 행위가 가능하게 되었다.254) 이렇듯 본토에
서는 금지되는 행위가 식민지에서는 허용되는 차별적인 법제가 작동하고
있었고, 일제는 이러한 차별적인 제도 위에서 중일전쟁 이후 국가총동원
법(1938. 4.)을 제정하고 국가직영소개소를 골지로 한 직업소개법(1938.
7.)도 개정하였는바, 일본이 조선에서 단속권을 강화한 목적은 조선인 여
254) 한혜인, 2013, 376-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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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보호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원활한 총동원체제를 위해 업자들
을 순치하려는 것이었다.255) 일본에서의 ‘위안부’ 모집에서 연령이나 직
업상의 제약이 작동한 데 비해 조선에서는 그러한 제약이 없었기 때문에
미성년의 부녀들도 광범위하게 ‘위안부’로 동원될 수 있었으며, 일제는
이와 같이 총독부의 지휘 아래 입법, 사법, 행정의 측면에서 조선인 부녀
자를 ‘위안부’로 동원할 수 있도록 식민지 동원법제를 정비하였다.256) 이
렇듯 일제는 식민지에서 본토와 다른 규범과 관행을 성립시켜 식민지 조
선인들을 차별적으로 동원하였다. 이러한 이중적 법제를 통한 차별과 지
배의 문제는, 법실증주의에 근거한 형식적인 합법성을 넘어 식민지에 작
동하고 있었던 법 자체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박
유하는 ‘위안부’에 대한 강제연행과 강제노동 자체를 국가와 군이 지시하
지 않았고, 일본군의 공식규율은 강간이나 무상노동, 폭행을 제어하는 입
장이었던 이상 강제연행에 대한 법적책임이 일본국가에 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형식적인 법체계에서 강간 등이 금지되어 있었다는 점
이, 실질적으로 국가에 의해 체계적으로 지시되고 관리된 ‘위안부’ 피해
자들에 대한 ‘식민지적 강간’에 대해서, 일본의 책임을 면책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홀로코스트를 비롯한 민족말살, 체계적 강간 등 인도에 반
하는 범죄가 행해진 역사적 현장 어느 곳에서도 그러한 살해, 강간 행위
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257) 나아가 홀로코스트 과
정에서 유대인 공동체는 나치가 학살에 임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말단
255) 한혜인, 2013, 381.
256) 이재승, 2015(“식민주의와 과거극복의 정치”), 22.
257) 신동규는 박유하가 ‘제국’이라는 수식어를 통해 피식민자들이 가지는 피해의 기억을 지우고,
제국과 신민 사이에 형성된 연민의 기억을 끄집어내는데, 이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새로운
해석보다는 그 역사적 실재를 인정하지 않는(홀로코스트의 존재를 부정하는) 프랑스 부정주
의와 유사한 논리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의 전쟁범죄에 의한
증거의 파괴(문서소실, 의도적 증거인멸)와 혐의자들의 범죄사실 부인 등으로 인해 정확한
피해상황을 종합할 수 없었다는 점은 홀로코스트의 실재를 거부하는 부정주의자들의 근거가
되었는데, 박유하 역시 일본에서 동원된 정신대의 숫자가 불명확하다는 문제제기로 논의를
시작하여, ‘위안부’ 동원의 책임을 상대화시키기 위해 부정주의자들과 동일한 방법론-집단수
용소에서 폭력의 행사자는 독일군이 아니라 같은 처지의 수감자였다는 주장-을 통해, 조선
인 ‘매춘업자’의 개별적 책임을 강조한다는 것이다(신동규,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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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으로 재편성되어 있었는데, 유대인 공동체가 더 많은 이들을 살
린다는 논리로 낮은 계층의 유대인은 우선적으로 희생시키고, 이들의 동
원에 협력했던 것과 ‘위안부’ 모집이라는 제국의 정책에 동원된 조선인들
의 협력은 모두 게임의 규칙을 쥐고 있던 지배권력과의 연결 속에서 이
해되어야 한다.258) 그러한 측면에서 박유하는 식민지 동원체제에 대한
합당한 분석을 수행하지 않은 채 식민지법제가 당시에 포괄적으로 유효
한 법규범이라는 인식 위에서 식민지배를 일상화, 정상화하였고, 실제로
식민지 백성들이 대한제국의 신민으로서는 주권과 정치적 시민권을 상실
하였지만, 나머지 생활영역에서는 일본인과 동등한 지위를 가졌다고 사
고하는 듯 하다.259) 관련 재판들의 공판 과정에서도 이러한 식민지적 법
제와 구조 하에서의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에 대한 인식이 전제된 상태
에서 이 사건 도서의 명예훼손적 성격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졌어야 한다
고 생각한다. 즉, 이 사건 도서에서 문제된 표현들은 자발과 강제의 이분
법이 아니라, 그 구별 자체를 모호하게, 때로는 무의미하게 만드는 식민
지적 상황을 전제로 분석되었어야 한다. 이 사건 도서는, 일본의 식민지
배로 인한 법적 책임을 모호하게 탈각시키면서 ‘민간업자’들로 대변되는
개인의 개별적 책임만을 문제 삼고 있다. 이러한 논리구조는 천황이 기
소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고, 개별전범들의 개인적 형사책임으로만 귀
결됨으로써 조직적인 전쟁과 식민지 책임을 다루지 못했던 극동군사재판
의 법적 구조와 매우 유사하다.

(2) 피해자 증언의 자의적 발췌와 해석
박유하는 이 사건 도서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집에 나타난
피해자들의 증언의 상당수를 인용하면서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그런데

258) 김요섭, “위안부 문제와 『제국의 위안부』 논쟁이라는 현상”, 『제국의 변호인 박유하에게
묻다』,도서출판 말, 2016, 57.
259) 이재승, 2015(“식민주의와 과거극복의 정치”),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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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도서가 위와 같이 증언을 인용하면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대변
하는 형식을 취하면서도, 사실상 그 증언을 자의적으로 발췌하고 취사선
택하여 ‘위안부’들의 경험을 해석하고 있는 이상, 피해자 증언들의 의미
가 이 사건 도서에서 제대로 재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도 관련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 도서의 명예훼손적 성격을 심리하는 하나의 자료로 활
용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상 공판과정에서 이 사건 도서
가 피해자들의 증언을 그 취지에 맞게 올바르게 인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서는 별다른 심리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오히려 이 사건 도서가 인용하
고 있는 피해자들의 증언은, 박유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논거로
서만 이해되었다.
박유하는 이 사건 도서에서 마치 기존 연구들에서는 소녀상과 같
은 단일하고 동결된 ‘위안부’의 이미지만을 재생산해온 것처럼 이야기하
고 있으나, 기존 연구들도 피해자들 내부에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다는
것을 결코 부정하지 않았다. 박유하는 증언집 한 권만 펼쳐보아도 우리
에게 알려진 하나의 이미지만으로는 충분치 않은 다양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고, 그래서 소녀상과 같이 동결된 이미지로 ‘위안
부’들을 보는 것은 자신이 보고 싶어 하는 이미지를 벗어나는 증언들은
보지 못했거나 무시한 결과라고 칭한다.260) 그러나 박유하가 펼쳐본 증
언집에 억압되고 소거되지 않은 채 현출된, 바로 그 증언들 때문에 박유
하는 다양한 ‘위안부’의 이미지들을 볼 수 있었던 것이다.261) 예컨대 증
언 4집 한옥선의 증언에는 일본병사와의 관계에 대해 상당히 길고 자세
하게 재현하고 있는데, 그녀의 딸은 생존자의 평생의 유일한 가족이면서
한옥선의 의지처가 되지만 동시에 그녀가 ‘위안부’였다는 사실을 평생 지
울 수 없도록 하는 표지이고, 그녀는 증언에서 강간범이자 아이의 아버
지이자 평생을 소환하지 못한 부끄러운 첫사랑인 일본 병사를 ‘무어’라고
도 부르지 못한 채 그를 소환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불편해 했으나, 그
260) 박유하, 2013.
261) 양현아, 2016(“한국사회의 일본 ‘군위안부’ 인식: 피해자성의 영감”),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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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소환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삶을 설명할 수 없었기에 많이 울었고 눈
에는 거의 늘 눈물이 고여 있었다고 한다.262) ‘위안부’들의 증언 속에 녹
아 있는 이러한 혼종성과 딜레마에 대해서 당시 증언팀은 긴 토론과 고
민을 했고 그 결과 사랑이자 아픔이자 길고 긴 트라우마인 그 경험을 감
히 ‘무어라 이름 붙이지 않고’ 충실히 재현하기로 했다고 회상하고 있
다.263) 이렇듯 이미 ‘위안부’들의 증언을 증언집 속에 담는 과정에서 그
녀들의 혼종적이고 양가적인, 그러나 고통스러운 경험들이 고스란히 재
현되었기에 그렇게 세상 바깥으로 나온 ‘위안부’들의 경험을 박유하도 볼
수 있었던 것이므로, 기존의 연구들이 ‘단일한 피해자’로서의 ‘위안부’상
만을 재현해 왔다는 주장은 정당하지 않다. 게다가 박유하는 피해자들
증언의 일부만을 발췌하여 인용함으로써 증언 내용 중 자신이 주목하는
‘협력적 관계’ 내지는 ‘동지적 관계’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로 주
로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대상 형사판결에서는 박유하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을
자신이 적시한 사실의 근거로 인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해당 표현이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표명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다. 즉, 대상 형사판
결은 이 사건 도서의 표현 중 ‘증언에 의하면 아편 사용의 대부분은 주
인이나 상인들을 통한 직접사용이었고, 군인과 함께 사용한 경우는 오히
려 즐기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부분은, “피고인(박유하)이 실제
위안부들의 증언을 근거로 함으로써 의견의 기초사실을 밝혔고 ‘즐기기
위해 사용한 것이다’라는 것은 그에 대한 평가에 불과하므로 순수의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위와 같은 판시 내용은 “의견의 기초가 되는
사실까지 따로 밝히는 경우 적시된 기초사실 자체에 의해 명예훼손이 성
립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기초사실을 근거로 표명한 의
견부분은 ‘순수의견’으로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명예훼
손이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2001. 1. 19. 선고 2000다
262) 양현아, 2016(“한국사회의 일본 ‘군위안부’ 인식: 피해자성의 영감”), 18.
263) 양현아, 2016(“한국사회의 일본 ‘군위안부’ 인식: 피해자성의 영감”),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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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8 판결)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대상 형사판결이 위 판결이유 부분
에서 인용한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르더라도, 의견의 기초가 되는 사
실을 따로 밝히는 경우 무조건적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아니라, 기초사실을 근거로 표명한 의견 부분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적시된 기초사실 자체에 의
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인 이상, 대상 형사판결에서 ‘적시
된 기초사실 자체’가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한 채 단지
‘기초사실을 근거로 표명한 의견’ 부분을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다고 한
것은 필요한 법적판단의 단계 중 일부를 생략한 것이다.264)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었던 “그러나 증언에 의하면 아편은 대부분 주인이나 상인들을
통한 직접사용이었다”라는 부분은 피해자들의 증언 내용 중 ‘위안소에서
아편주사를 맞는 위안부들도 있었고 위안소의 운영자인 주인이 위안부들
에게 아편주사를 놔 주기도 하였다’, ‘나도 한 번 찔러보니 세상이 내 세
상이여.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군인들이 몰래몰래 찔러줬는데, 같이
아편을 찌르고 그걸 하면 그렇게 좋다고 하면서 여자도 찔러주고 자기들
264) 이해를 돕기 위하여 위 대법원 2000다10208 판결의 사안을 예로 들어본다. 위 판결에서는
“이 사건 기사 중 계엄의 불법성에 관한 부분은 ‘계엄법은 1949. 11. 24.에야 비로소 제정
되었는데, 최근 총무처 산하 정부문서기록보존소에서 나온 제주도지구 계엄선포 관련 문제
에 따르면, 이승만 정권은 계엄법을 제정하기도 전인 1948. 11. 17.에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밝혀졌으니, 결국 이 사건 계엄은 법적 근거 없이 이승
만 정권에 의하여 불법적으로 선포된 것이 틀림없다’라는 취지임을 알아볼 수 있는바, 그렇
다면 피고는 이 사건 기사로 계엄이 불법이라는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면서 그와 같이 보는
근거, 즉 그 의견의 기초가 되는 사실까지 따로 밝히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표명한
의견 부분은 이른바 순수의견으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될 여지가 없다. 한편
피고가 따로 밝히고 있는 의견의 기초가 되고 있는 사실, 즉 ‘계엄법이 1949. 11. 24.에 제
정되었다는 사실’과 ‘이승만 정권이 1948. 11. 17.에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는 사실’은
그 속에 타인의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
건 기사 중 계엄의 불법성에 관한 기사 부분은 그 전체가 명예훼손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
시함으로써, 두 단계의 판단, 즉 ① 기초사실을 근거로 표명한 의견 부분이 명예훼손인지 여
부, ② 의견의 기초가 되고 있는 사실 자체가 명예훼손인지 여부를 각각 나눠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판단 구조에 따르면, 대상 형사판결에서도 위 2단계의 판단이 순차적으로 이루
어졌어야 한다. 그런데 대상 형사판결의 해당 부분은 ① 부분에 대한 판단만으로 명예훼손
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넘어가고 있지만,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부합하는 판단을 하기 위
해서는 ② 부분의 판단, 곧 의견의 기초이자 근거가 되는 ‘아편이 대부분 주인이나 상인들을
통한 직접사용이었다’라는 사실의 적시가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인지에 대한 판단이 함께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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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찌르고 그렇게 했어요’와 같은 부분을 인용한 다음에 이루어진 사실
의 적시로서, 위와 같이 적시된 기초사실이 문장의 맥락상 직전에 인용
되고 있는 실제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 취지를 바르게 담고 있다고 보
기 어렵다. 오히려 위와 같은 증언 내용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일본당국과 군인들이 노예화된 상태에서의 성
적착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위안부’들에게 아편을 주사하였다는 체계
적 폭력의 한 양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 사
건 도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 내용을 자의
적으로 발췌한 후 부분적으로 인용함으로써 그 전체적인 취지를 왜곡하
고 있는데, 이렇듯 자의적으로 해석된 피해자들의 증언 내용이 이 사건
도서의 논증을 뒷받침하는 주된 근거로 사용되고 있는 점은 역설적이다.
피해자들의 증언에 나타난 ‘위안부’ 피해와 경험은 특정한 부분의 표현을
넘어 전체로서 결합되었을 때 피해의 양상을 온전하게 표상할 수 있다.
설령 박유하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일본군에 대한 피해자들의 동지의식
과 친밀감이 실제로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친밀감은 ‘위안부’ 피
해의 맥락과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가공할 만한 숫자의
일본군을 강제로 ‘위안’해야 했던 폭력적인 체험과 함께 공존하였던 것이
고, 그렇기 때문에 증언에 나타나는 고통과 아픔, 친밀감, 자책감 등의
복합적인 감정들은 전체 증언의 구조 속에서 통합적으로 해석되어야만
한다. 이 사건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심리 과정에서도 이 사건 도서가
피해자들의 증언을 인용하는 방식이나 내용이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보인다. 이러한 점에 대한 검증은
이 사건 도서의 명예훼손적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작업일 것
으로 여겨지는데, 박유하는 대부분 피해자들의 직접적인 증언을 인용하
면서 이를 통해 그 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소거된’ 새로운 피해자의
상을 발굴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만약 박유하가 피해자들의
증언의 일부를 떼어 그것이 마치 피해경험 전체를 표상하는 것처럼 둔갑
시키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빌려서 철저히 자신의 입장에서 ‘위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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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 규명된다면, 이 사건 도서로 인하
여 생존하고 있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왜 상처를 받고 분노를 표시하는
지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애정과 유대가
존재했다고 해서 상황의 폭력성이나 강제성이 감해지지는 않으며, 오히
려 그러한 애정과 유대 자체가 피해자의 고통과 모욕을 더 깊게 하는 피
해사실의 일부일 수도 있다. 물리적인 폭력성과 친밀함이 공존할 수 있
고, 그러한 공존이 폭력성과 친밀함 중 어느 하나를 거짓이나 과장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야말로 여성에 대한 폭력에서 여성의 경험을 독해
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인식인 바, 이 인식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친밀
성을 발굴하는 작업은 폭력성에 대한 고발을 침묵시키는 작업이 되어버
린다.265) 대상 형사판결에서 이 사건 도서가 인용하고 있는 피해자 증언
의 전체적인 취지가 올바로 인용된 것인지 검증하지 않고, 단지 피해자
들의 증언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를
부정한 것은 비판적으로 새겨볼 필요가 있다.

(3) 식민지적 강간으로서의 ‘위안부’ 제도에 대한 인식 부재
박유하가 이 사건 도서에서 사용하였던 표현들을 보면, ‘위안부’ 문
제에 대한 그의 인식이 어떠한지를 엿볼 수 있다. 이 사건 도서에서 박
유하는 ’위안부‘의 전신이 19세기 후반 해외에서 성매매를 하던 일본인
여성인 ‘가라유키상’이라고 하거나, 조선의 ‘위안부’들이 준일본인으로서
‘제국의 일원’이고 일본군과 ‘동지적, 협력적 관계’였다고 하고, 조선인
‘위안부’는 ‘피해자이자 협력자’인 이중적인 지위를 가졌고, ‘위안부’ 문제
는 기본적으로는 수입이 예상되는 노동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강간적 매
춘’ 혹은 ‘매춘적 강간’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 사건 도서에서 사용
된 이러한 표현들에 대하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련 재판들에서도
265)류한수진, “제국의 위안부, 왜 피억압자의 말로 피억압자를 공격하나”, 미디어오늘 2016. 7. 20.,
http://www.truetruth.org/bbs2/zboard.php?id=true_news&no=3233(검색일: 2017.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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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지속적
인 쟁점이 되었다.
그런데 필자는 박유하가 사용한 이러한 표현들 속에서 식민지배
관계를 바라보는 박유하의 왜곡된 인식을 본다. 일본군‘위안부’들의 체험
은 그녀들이 속한 국가와 일본국과의 관계에 따라 차등적인 양상을 보였
고, 그러한 의미에서 같은 군‘위안부’라고 하더라도 일본인, 조선인, 대만
인, 중국인 피해자들이 겪은 강간의 체험이 결코 같은 경험일 수는 없을
것이다. 박유하는 일본의 적국이나 점령지에서의 군위안부와 식민지에서
의 군위안부 체험은 다를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조선인
일본군‘위안부’는 준일본인이었고, 일본의 전쟁수행에 협력하고 원조하는
‘동지적 관계’, 즉 “조선

≒ 일본”이라는

결론으로 자신의 논지를 귀결시

킨다. 박유하는 식민지배 관계에서 피지배국과 지배국이 ‘동지적 관계’에
있다고 하고, 식민지 피해자들에게 일본제국 신민의 지위를 귀속시킴으
로써 일본제국에 맞서려는 권리의식에 대한 근본적인 혼동을 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2차 세계대전 직후 국제전범재판소에서 관철된 원칙, 즉 국
내법을 이유로 국제법상의 범죄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법리(박해받은
조선인이 당시 국적법상 일본인이었다고 하더라도 인도에 반하는 죄의
성립을 방해하지 않는다)를 무시하는 것이다.266) 오히려 조선은 형식적
으로는 일본국의 적국이 아니라 이미 일본국 내부로 편입된 식민지였기
때문에, 더욱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동원과 피해를 받았다. 국제법상의
‘체계적 강간’, 그리고 점령지 등지에서의 ‘위안부’ 피해와 구별되는 조선
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의 특성으로서 강제불임, 반복적이고 집단적인 강
간으로 인한 성기훼손 현상, 식민지배가 종결된 후의 가부장적 사회로부
터 받은 차별과 소외 문제 등에 대해서는 앞서 살펴보았는바, 이렇듯 조
선이 강제적으로 일본에 복속되었지만 여전히 저항과 적대가 살아 있는
식민지였다는 점으로 인해 조선인 일본군‘위안부’ 들이 받았던 파괴적인
피해의 양상을 박유하는 조선이 형식적으로 일본의 일부였다는 점을 들
266) 이재승, 2015(“식민주의와 과거극복의 정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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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동지적 관계’ 내지 ‘협력적 관계’라는 언어로 단순화시켜 버린다. 그
런 의미에서 이 사건 도서는 ‘위안부’ 문제를 다층적으로 조망하고, 일본
에 대한 책임추궁의 문제에만 머무르는 것을 넘어서 다중적인 책임을 본
다는 시도를 표방하고 있지만, 기실은 일본국가의 책임을 면책시키고, 조
선인 일본군‘위안부’ 피해 확대에 핵심적인 요인이었던 식민성의 문제를
가리거나, 왜곡하고 있다.
이 사건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과정에서는 좁은 의미의 ‘자발과
강제’의 구별에 천착하여 이 사건 도서의 표현이 ‘위안부’ 피해를 자발적
인 매춘과 동일시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인지를 살펴보았
다. 박유하는 조선인 ‘위안부’는 ‘피해자이자 협력자’인 이중적인 지위를
가졌고, 기본적으로 ‘위안부’는 수입이 예상되는 노동이었으며 조선인 ‘위
안부’들은 다른 점령지나 적국의 여성과 달리 일본 제국의 일원으로 동
원되어 전쟁터에서 군인들을 정신적, 신체적으로 위안하는 역할을 할 것
을 요구받았다는 의미에서 ‘위안부’ 제도를 ‘강간적 매춘’이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항변하였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무력행사와 체계적
인 식민지배의 제도적 틀이 일상화되어 있는 식민지배의 상황에서는 협
의의 ‘자발과 강제’의 구별 자체가 무의미할 수 있다. 증언 과정에서 피
해자들은 강간 경험에 대해 말할 때 여전히 ‘받았다’ 혹은 ‘당했다’는 표
현을 사용했을 뿐 강간이나 성폭력과 같은 용어를 실제 증언에서 접하기
는 어려웠는데, 이는 그들이 일본군과 ‘협력적 관계’를 이뤄서가 아니라
이 체험, 고통, 능멸을 무어라 부를지 몰라서였고, 이렇듯 증언을 하기
전인 50여 년 간 피해자들이 자신들이 당한 일에 대한 ‘이름’을 붙이지
못했다는 점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가의 방관 내지는 법체계의 무관
심의 이면이므로 피해의 중요부분을 구성한다.267) 이렇듯 ‘위안부’ 피해
자들의 증언은 그녀들이 놓여 있었던 식민지배의 맥락과 결합시켜서 해
석할 때 비로소 그 온전한 의미를 획득할 수 있고, ‘위안부’ 피해는 ‘매춘
적 강간’이 아닌, ‘식민지적 강간’으로 호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267) 양현아, 2016(“한국사회의 일본 ‘군위안부’ 인식: 피해자성의 영감”),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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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의 위안부>를 둘러싼 법정 공방의 과정에서 이 사건 도서의 표현
들의 문언적인 의미를 넘어서는, 역사적 맥락과 결합된 텍스트의 해석과
의미부여는 미처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평가한다.

제4절 포스트식민 한국사회의 ‘위안부’ 지식상황
2011년의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부터 2015년 한일합의와 최근의 <제
국의 위안부>를 둘러싼 재판의 경과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포스트식민
한국사회 ‘위안부’ 지식상황의 단면을 읽을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 책임 미청산의 단초가 된 극동군사재판에
서부터 이어져 한일 청구권협정을 통해 구축된 포스트식민 법적구조에
대한 도전과 균열이 국가 차원에서 시작된 최초의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 사건 결정은 그 동안 상대적으로 미진하게 다루어졌
던 한국정부의 책임을 정면으로 거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책
임은 일본의 전후처리 과정에서 한국정부가 적극적으로 식민지 책임의
청산을 위한 문제제기에 나아가지 않은 채 한일청구권 협정과 같은 형태
의 협정을 체결하여 ‘위안부’ 피해자들의 개별적인 권리구제를 어렵게 만
드는 권리장애 사유를 스스로 제공하였다는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
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결정 과정에서 공권력의
부작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적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간 보
여 온 소극적인 태도를 극복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과 더불어
한국 정부가 식민지 책임의 청산을 위한 노력을 전개할 의무가 시혜적인
것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임을 규명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결정은 그 역사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1965년의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조성된 포스트식민의 법적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지적까지는 나아가지 못하였다. 청구권협정 체제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
제기를 위해서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에 대한 선언과 아울러 청구권 협정
에서 동원된 ‘청구권’ 개념의 역사적 의미와, 위 협정에 기해 야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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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된 식민지 책임의 미청산 상태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였음에도, 이
사건 결정이 한일청구권 협정의 해석에 관한 양국 간의 분쟁과 이를 해
결하지 않고 있는 한국정부의 ‘부작위’에만 초점을 맞춘 것은 한계로 지
적될 수 있다. 한국정부는 광복 후 1960년대까지는 정부수립과 한국전쟁
등을 치르면서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전후처리에 대한 별다른 대책을 세
우지 못하였고,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체결 당시에는 재산, 권리 및 이
익과 청구권의 구별이나 국가의 외교적 보호권과 개인 권리의 구별에 대
한 명확한 인식이 결여된 채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1990년대 이후에는
‘생존자 생활대책’이라는 차원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을 지급하고 임대주택을 우선 임대하는 등의 정책을 펼치긴 했지만, 일
본 정부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고 피해자들에 대한 시혜적인 생활지원
을 하는 데 그쳤다.268) 이러한 한국정부의 기본 입장은 대체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일본정부의 국가 책임을 인정하나 개인별 보상문
제로 인한 한일 간 분쟁은 원하지 않으며 한일청구권 협정에 관한 법적
논쟁을 더 이상 벌이지 않겠지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인권문
제이므로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의 지지를 끌어내는 활동은 여전히 계속
한다”는 것이었고, 이러한 기본적 틀 안에서 대일관계와 외부 변수에 따
라 조금씩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269) 이렇듯 한국정부는 그간 스
스로를 식민지배의 피해국이자 ‘위안부’ 등을 비롯한 개별 피해자들에 대
하여 시혜적인 원조를 베푸는 주체로 인식했을 뿐 스스로 미청산된 식민
성의 법적 구조를 지속시키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이와 더불어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한 소극적인 외교적 대응도 그러한 법적 구조를 지
속시켰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사건 결정이 지적한, 한일청구권 협정이
규정하는 분쟁해결절차로 나아갈 작위의무는, 한국정부가 스스로 야기한
청구권 협정체제의 불확정성을 제거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조치였을
뿐, 분쟁해결절차에 나아가는 것만이 식민지 책임의 청산을 위해 이행해
268) 김진,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대한 헌법소원”, 『일본군 위안부 문제, 법적 쟁점의 정리와
최근 동향의 분석』, 민족문제연구소, 2009, 223-227.
269) 양기호, “전후보상과 한국정부의 대응”, 일본학보 제53집, 2001, 63.

- 148 -

야 할 작위의무 내용의 전부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 사건 결정을 통해 그간 간과되어 온 한국 정부의 책임이 부각된 것은
포스트식민 한국사회가 식민지 책임을 청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일청구권 협정의 실시 과정에서 일본으
로부터 제공된 무상자금 등의 국내적 분배는 한국 정부에게 일임되었으
며 한국 정부는 매우 제한적인 부류의 피해자에 대해 명목적인 금액만을
지급하고 대부분의 무상자금은 경제발전이라는 ‘생산적 목적’에 사용하였
기에, 한국정부로서는 개별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
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고 피해자들 및 그 유족에 대해 이행하여야 할 일
정한 의무가 존재한다.270)
한편, 이 사건 결정에서 제시된 한국정부의 작위의무 이행은 2015
년 12월 28일의 한일합의로 귀결되었다. 2015년 한일합의는 그 구조와
형식, 내용, 사용된 용어 등의 측면에서 한일청구권 협정 체제와 매우 유
사한 법적 구조를 보여준다. 피해자들과 절차적, 실체적으로 아무런 사
전, 사후 조율을 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2015년 한일합의는 식민지 책임
에 대하여 침묵하고, ‘위안부’들이 입은 피해를 단지 ‘명예와 존엄에 대한
상처’로만 표상하며, 성격이 불분명한 1억 원 자금의 거출을 통해 문제의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을 선언하였다. 이러한 합의 내용을 체결한 한국
정부는 여전히 청구권협정 체제가 야기한 포스트식민의 법적 구조 속에,
그리고 탈식민화되지 못한 냉전적 질서 속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2011년 헌법재판소가, ‘위안부’ 문제의 해결 구도에 대한 시각을 한국정
부와 일본정부, 그리고 피해자들이라는 3자적 구도로 확장시켰던 것은,
한국정부가 냉전 질서 하에서 안보적 고려와 외교관계상의 편리 등을 이
유로 피해회복을 위한 적극적 조치에 나아가지 않음을 지적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에도, 2015년 한일합의를 통해 한국 정부는 오
히려 그러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방식의 합의
270) 이근관, “한일청구권협정상 강제징용배상청구권 처리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사건 판결의 종합적 연구』, 2014,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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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체결함으로써 한일청구권 협정 체제를 지속시켰을 뿐만 아니라, 오히
려 권리구제의 장애 정도를 가중시켰다.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는 ‘위안
부’ 피해자들이 한 명이라도 더 살아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들과의 사전적 협의 부재를 정당화시켰으나, ‘위안부’
피해는 단순히 어떤 개인에게 발생한 ‘불행한 일’이 아니라 한국이 역사
적으로 체험했던 식민지배의 역사와 필연적으로 결부되어 있다는 점에서
개인적이면서도 집합적이며, 과거임과 동시에 현재의 일이다. ‘위안부’ 피
해자를 단순히 생존한 피해자들에만 국한시켜 한일합의에 나아갔던 정부
의 피해자 인식은, 그 자체로 역사성을 상실한 것이고, 피해의 집합성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것이라고 보인다.271) 자연인인 일본군‘위안부’였던
사람과 일본군‘위안부’문제 자체를 구별할 필요가 있는바, ‘위안부’ 운동
은 생존피해자를 대변하는 것을 주요한 목표로 설정한 운동이므로 그 전
제로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재는 필수조건이겠지만, 일본군‘위안부’ 문
제는 피해자를 넘어선 다른 층위의 문제들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기
준이 던지고 있는 인권피해의 사회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272) 따라서
설사 생존피해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시점이 도래한다고 해도, ‘위
안부’ 문제가 종결된다고 할 수는 없다. 결국 한국정부는 2015년 한일합
의를 통해 종전의 소극적 부작위로 인하여 초래된 위헌상태보다도 한층
더 적극적이고 침익적인 방식으로 식민지 책임의 미청산 상태를 가중,
심화시켰다.
한편, <제국의 위안부> 관련 재판 과정에서 주된 초점은 실정법상

271) 양현아는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알려지는 데 고인이 된 생존자들의 기여가 크기에 위안부 피
해자의 범주를 현재 살아 있는 사람에게만 국한시키는 것은 합당하지 않고 남한에서 국가에
등록하여 생존했던 238명의 피해자는 피해회복의 절차에서 ‘협의의 피해자’에 포함되어야 한
다고 한다. 이렇듯 피해자의 신원은 물론 숫자마저도 특정할 수 없다는 사실에서 ‘위안부’ 피
해자들은 여전히 ‘유령’으로 우리 곁에 있고, 삶과 죽음의 영역에 걸쳐 있는 이러한 존재들이
한국의 역사문제에 있어 지연된 정의와 트라우마를 증언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생존
하고 있는 피해자들과 돌아가신 피해자들은 한국의 집합적 트라우마를 표출해 온 존재들이고,
식민지 조선과 포스트식민 한국사회의 역사가 응축되어 있는 주체들이다(양현아, 2016,
“2015년 한일외교장관의 ‘위안부’ 문제 합의에서 피해자는 어디에 있(었)나?” 34-36).
272) 조시현, 2011,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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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도서의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혹은
‘의견의 표명’인지, 이 사건 도서의 표현들이 ‘위안부’들이 돈을 벌기 위
해 자발적으로 매춘에 종사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위안
부’라는 집단적 표시에 의하여 개별 고소인들이 피해자로서 특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학문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박유하가 표명한 의견을 법적
관점에서 재단할 수 있는지에 맞춰졌다.273) 그러나 정부나 국가권력이
이 사건 도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도서가 다
루고 있는 직접적인 대상인 ‘위안부’ 피해자들이 박유하의 표현들에 의해
고통 받고 있음을 호소하면서 고소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공권력에 의
한 학문적 표현의 자유의 억압이라는 틀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다소 그 초점이 어긋난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재판 과정에서
<제국의 위안부>라는 텍스트가 기초하고 있는, 미청산된 식민성의 법적
틀은 주된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위안부’ 피해의 핵심적인 성격
을 구성하는 ‘식민성’의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고, 이 사건 도서는 마치
273) 특히 대상 형사판결은 “박유하가 개진한 여러 견해에 대해서는 다양한 비판과 반론이 제기
될 수 있으나 이는 서로 다른 가치판단과 평가 사이의 당부를 따지는 문제로서 그 판단은
형사소송절차에서 법원이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고, 학문적 표현의
자유는 옳은 의견 뿐만 아니라 틀린 의견도 보호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학문적 표현의 자유
를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한 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독일, 프랑스를 비롯한 서구의 여러
나라에서는 ‘아우슈비츠의 거짓말’을 처벌하는 범죄유형이 존재한다. 독일 형법에서 ‘민중선
동죄’라는 제목으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유형에 의해 공연히 “유태인 학살은 없었다” 혹은
“아우슈비츠에는 가스실이 없었다” 등의 말을 하는 것은 독일의 역사적 사회에 대한 분단을
가져오고 공공의 평온 및 유대인의 인간 존엄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처벌된다. 독일 뿐만 아
니라 프랑스(반인도적 범죄에 의문을 갖는 행위), 스위스(공공질서 범죄), 스페인(제노사이드
정당화 처벌), 포르투갈(헤이트 스피치 처벌), 슬로바키아(네오나치 표명 처벌), 마케도니아
(전쟁범죄 용인 등 처벌), 루마니아(파시스트 상징법), 알바니아(제노사이드 정당화 문서 처
벌), 이스라엘(인종주의 선동 출판물 발행금지) 등 많은 국가들에서 과거의 역사에 대한 허
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왜곡된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이상 ‘아우슈비츠의 거
짓말’ 범죄에 대하여는, 마에다 아키라, 이선희 역, “위안부 문제와 학문의 폭력-식민주의와
헤이트 스피치, 『제국의 변호인 박유하에게 묻다』, 도서출판 말, 2016, 82-87 참조). 이
처럼 과거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충분한 학문적, 역사적 근거가 없는 왜곡적 서술은 한 사
회가 추구하는 공익적 가치와 정의를 훼손할 수 있다는 공감대 하에 각국은 이를 형사범죄
로 처벌하고 있고, 이를 공권력의 탄압에 대항한 표현의 자유의 문제로 볼 수 없다. 더군다
나 그 역사를 직접 체험한 피해자들이 생존해 있는 상황에서는 그러한 언설이 명예와 인격
권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학문결과 발표보다도 훨씬
더 철저한 역사적 고증과 엄밀한 검토가 필요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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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 ‘위안부’ 관련 연구들이 표방하지 않았던, ‘위안부’ 피해의 새로
운 국면을 드러내는, 그렇지만 논쟁적인 연구인 것처럼 취급되었다. 그러
나 박유하가 이 사건 도서를 통해 표방하는 일본의 식민지배로 인한 법
적 책임에 대한 인식은, 극동군사재판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통해
식민지배의 대가를 피해국들에 대한 책임이 아닌, 단순한 패전책임으로
서만 감내했던 일본정부와 사회가 체득한 입장과 동일하다. 박유하는 한
일관계의 진정한 회복을 위한 화해를 말하지만, 일본이 ‘무엇에’ 대해 책
임을 지고 사과를 해야 하는지, 그 책임의 성격은 무엇인지에 대해 침묵
하고 있다는 점에서 2015년 한일합의의 일본 측 표명사항에서 드러난 입
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박유하는 이 사건 도서에서 ‘위안부’ 소녀상이 민족의 상징으로서
의 피해자 상을 나타낸다고 비판하면서, ‘완벽한 피해’의 기억을 빌려와
덧씌우고, 조선 여성들의 ‘협력’의 기억을 벗겨낸 소녀상을 통해 그들을
‘민족의 딸’로 만드는 것은 가부장제와 국가의 희생자였던 ‘위안부’들을
또 다시 희생시키는 일이라고 주장하지만, 막상 이 사건 도서에서 ‘위안
부’ 경험을 ‘협력’과 ‘일본제국을 위한 애국’의 의미로 새기는 증언의 주
체가 누구이고 어떤 맥락에서 그러한 증언을 한 것인지, 그러한 경험이
전체 ‘위안부’로서의 경험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엄밀하
게 검증하지 않은 채 그것이 이제까지의 ‘위안부’ 경험에 대한 인식에 결
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일반화하였다. 게
다가 박유하는 ‘고정된 위안부 상’에 대한 민족주의적 기억을 만들어내고
소거하는 주체가 한국정부인지, 일본정부인지, 사회운동 세력인지, 일반
시민들인지, 아니면 박유하를 비롯한 연구자들인지에 대하여 밝히지 않
고 있다. 관련 재판의 과정에서는 이 사건 도서가 ‘위안부’ 문제를 청산
하기 위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만 하는 핵심적인 질문들에 답하지 아
니한 채, ‘구조적 강제’ 개념을 사용하여 일본 국가의 책임을 부정하고,
피해자들의 증언 취지를 자의적으로 왜곡시켜 인용하며, ‘매춘적 강간’이
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식민지배 상황에서의 체계적 강간이었던 ‘위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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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성격을 가리고 있다는 점을 역사성을 가지고 좀 더 치열하게 규
명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 재판 과정에서는 이 사건 도서의 텍스
트가 역사적인 맥락에서 분석되지 않았고, 실정법상의 명예훼손 법리, 자
발과 강제의 이분법, 사실과 의견의 구별, 그리고 학문의 자유라는 도식
적인 기준을 통한 검토만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일련의 법적 사건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포스트식민
한국사회에서 노정되고 있는 지식상황을 보여준다. 직접적인 식민지배의
가해자였던 일본정부 이외에, 피해자들을 대변하여 식민성의 청산에 적
극적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한국정부의 책임이 부각되는 것은 한국정부도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하나의 주체로 호명되는 현상으로서 포스트
식민주의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현상이다. 그러나 2015년 한일합의에 임
하여 한국정부가 과거청산에 대하여 보여준 인식과 그로 인한 사회적 논
란, 그리고 박유하의 <제국의 위안부>가 표방하고 있는 식민지 책임 부
정의 논리를 ‘한일 간의 진정한 화해와 다층적 진실의 발견’ 혹은 ‘학문
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일련의 시각들은 여전히 ‘위안부’ 문제
를 조망할 시각과 방법론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는 한국사회의 지식상황
을 반영하고 있다.
아직 많은 이들은 ‘위안부’ 문제를 오랜 과거의 문제라고 여기고,
그 주된 관심은 식민지 시기에 위안부들이 강제동원되고 위안소로 끌려
가서 폭력과 착취, 강간을 당했다는 가시적이고 극단적인 경험에 모아져
있다. 하지만 생존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드러나듯이 ‘위안부’였다는 ‘과
거’의 사실이 ‘현재’ 그들의 삶 속에 각인되어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
는 사실은 ‘위안부’ 문제가 결코 과거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재까지도 지
속되고 있음을 알게 한다. ‘위안부’ 피해상에서 해방 이후 60여년이 지난,
즉 식민지 시대 경험보다 더 많은 시간 동안의 ‘살아온 과정’, 고통과 소
외, 피해가 모두 과거의 문제로 환원된다면 ‘현재형’으로서의 상흔의 모
습은 실종되고 이는 식민지 유산에 대한 협소한 이해274)에 불과할 것이
274) 양현아, 2006,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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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방이 된 이후 다시 돌아온 ‘위안부’ 피해자들은 한국사회의 가부장
적 시선에 의해 ‘정조를 빼앗긴 더럽혀진 몸’으로 여겨졌고, 따라서 생존
자들은 과거에 위안부였다는 사실이 밝혀짐과 동시에 자신이 몸담고 있
던 사회의 제반영역-가정, 마을-과 사회적 관계로부터 추방당하였다.
이러한 측면을 통해서 살펴볼 때 해방 이후의 한국 사회는 ‘위안부’ 생존
자들이 향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사회적 관계의 범주를 엄청나게 축소
시켰다. ‘위안부’들은 과거사를 논함에 있어서는 민족의 남성들이 지켜내
지 못한 순수한 피해자로 그려지는 동시에 현재의 맥락에서는 일본군에
게 정조를 박탈당한 ‘더럽혀진’ 이들로 여겨졌다. 그렇기 때문에 위안소
체험은 귀국 후 삶의 맥락 속에서 역동적으로 재구성되어 온 과거의 현
재성을 드러내며, ‘위안부’ 됨의 사후 피해는 한국에 돌아온 이후의 다른
사건들과 착종되어 있고 따라서 끊임없이 재생되고 있기에275) 지속성을
띠게 된다. 비단 한국 정부만이 아니라 사회 속에 존재했던 개별 시민들
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인데,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여성의 성
성과 정조에 대한 통념이 강하게 영향을 미쳤던 이상 한국의 가부장적
시민사회와 문화에 가담한 시민들도 간접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고, 결국
‘위안부’ 피해는 한국, 일본 양국 그리고 식민지 이전과 이후에 걸쳐 있
는 성격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276) 이렇듯 ‘위안부’ 문제는 이중, 삼중의
층위 속에 겹겹이 쌓여 있는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과거 일제가
‘위안부’들에 대해 가했던 잔혹한 억압에 대한 공식적 책임 추궁과 동시
에 위안부들의 피해를 확대시키고 지속시켰던 한국정부와 사회, 그리고
시민들의 책임에 대한 집단적이고 반성적 고찰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한
다. 이렇듯 일본군‘위안부’ 역사와 제도에 대한 책임은 다중적인 것으로
서 일본정부, 한국정부, 연합군,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시민책임으로 분
산하여 동심원적으로 그 책임구조를 그려낼 수 있으며277), 현재의 포스
275) 양현아, 2001, 81-92.
276) 양현아, 2006, 140.
277) 양현아, “토론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대협 창립 2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움, 2000
년,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말한다 자료집(2010. 11. 18.),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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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식민 한국사회는 그 책임구조의 층위를 발견하기 위한 도전과 좌절의
소용돌이 속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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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요약 및 결론

이 연구를 통해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일본군‘위안부’ 제도는 식민
지적 체계적 강간으로서, 일반적인 전시강간이나 다른 점령지의 ‘위안부’
제도와는 구별되는 차별성을 띠고 있고, 식민지배 시기에서부터 전후처
리 과정까지 이어지는 포스트식민의 법적 구조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식민지 책임이 청산되지 못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법적, 사회적 현상들을 관통하고 있다.
일본군‘위안부’제도는 일본 국가가 제국주의적 전쟁 상황에서의 효
율적인 군사적 동원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정책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한 제도로서 ‘체계적 강간’이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일본군‘위안부’제도
는 체계적 강간이라는 일반적인 전시강간의 틀로만 포섭하기에는 넘쳐나
는, 특수한 성격을 띤 문제였다. 적국에 속하는 집단의 파괴가 아니라 이
미 일본 내부로 복속된 조선을 체계적으로 착취하는 맥락 속에 ‘위안부’
제도가 놓여 있었기 때문에, 체계적 강간은 ‘강제임신’이 아닌 ‘강제불임’
으로 귀결되었고, ‘위안부’제도는 적국도 아니고 아국도 아닌 적대적이면
서도 모호하고 혼란스러운 식민지적 정체성의 기반 위에서 발현되었다.
조선은 일본의 가장 중요한 식민지였기 때문에 대다수 ‘위안부’의 동원은
조선에서 이루어졌고, 식민체제 내부로 편입된 토착세력과 당시 조선의
열악한 사회경제적 상황, 여성에 대한 가부장적 인식이 결합하여 조선에
서는 그 어떤 지역보다도 집단적이고 대규모인 체계적 위안부 동원이 이
루어질 수 있었다. ‘위안부’ 피해자 간 민족에 따른 차이도 나타나는데,
수적으로도 조선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위안부’에 대한 대우에 있어
서도 조선인들은 특별히 지극히 열악한 상황에 의도적으로 놓였다. 가장
극심한 학대를 받은 조선 여성들의 저항양식은 역설적으로 가장 소극적
인 자상이나 자살로 다수 표출되었다. 이처럼 일본군‘위안부’ 제도의 발현
양상은 당해 제도가 발현되는 장소의 성격과 불가분적인 관계를 맺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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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안부’ 피해를 비롯한 식민지 피해는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후
극동군사재판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등 일본에 대한 전후처리과정에
서 청산되지 못한 채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불처벌(impunity)과 미청산
경향은 1965년의 한일청구권 협정까지 연결되었고, 식민지 책임 미청산
과 피해자 배제의 구조를 요체로 하는 포스트식민의 법적 구조가 구현되
었다. 현재의 포스트식민 한국사회는 여전히 위와 같이 형성된 포스트식
민의 규범적 자장 속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1년 8월의 헌법재
판소 결정은 위 구조에 대한 균열을 선언했지만, 포스트식민 법적 구조
를 완전히 해체시키는 데 이르지는 못하였고, 이후 한국정부는 2015년
한일합의를 통해 오히려 위 구조를 지속시켰다. 한편, <제국의 위안부>
를 둘러싼 사회적 공방과 관련 재판에서는 식민성이 소거된 채로 ‘위안
부’ 제도를 이해하는 박유하의 주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
하였다. <제국의 위안부>는 마치 식민지의 시공간이 정상(正常)국가의
그것과 동일한 것처럼, ‘위안부’ 제도를 개인적인 차원의 범죄의 문제로
다루고 있고, 추상적이고 불분명한 구조의 문제로 도피하면서 궁극적인
책임귀속 주체로서의 일본국가를 면책시킴으로써 ‘다층적 진실’을 본다는
명목으로 전후 일본정부와 사회가 체득한 식민지 인식을 재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재판 과정에서는 사실과 의견의 구별에 관한 실
정법상 명예훼손의 법리, 혹은 자발과 강제의 이분법에 따른 도식적인 기
준에 근거한 심리와 판단이 이루어졌을 뿐, <제국의 위안부>가 어떠한
측면에서 식민지 책임의 문제를 왜곡하고 있는지를 고찰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현재까지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청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식민지 시기와 전후 처리과정에서부터 형성되고 응축되어 온
역사적 원인에 기한 것임을 알 수 있었고, 특히 식민지 책임 미청산 상
태에서 초래된 포스트식민의 법적 구조의 특징은 현재의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는 법적, 사회적 사건들에서 그 형태를 변형시키면서 계속적으로
재현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나아가 ‘위안부’ 책임의 추궁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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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위안부’ 문제가 내포하고 있는 식민
지 피해로서의 성격과 더불어 역사적인 이해가 수반되어야 함을 지적한
다.
이 연구는 식민지배로 인해 야기된 가장 어둡고 극단적인 짐을 온
몸과 마음으로 짊어져야 했던 ‘위안부’들의 역사적 상흔이 치유되기를 바
라는 마음에서 시작되었다. 일본의 공식적 사죄와 인정, 법적 책임의 인
정은 피해회복의 절차 중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일본
의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피해회복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
다. 이제까지 ‘위안부’ 문제는 일본 식민지배의 책임을 규명하고, 처벌한
다는 목적 아래 식민시기에 일본군에 의해 자행된 위안소에서의 경험으
로 인한 피해에 주로 초점을 둔 상태에서 논의되었다면, 이제 우리의 시
선은 ‘위안부’들에게 지속적인 상흔을 안겨 준 일본이라는 외부의 가해주
체와 함께 포스트식민의 법적 구조를 창출하고 지속시킨 한국정부, 그리
고 ‘위안부’ 피해를 온전히 공유하지 못했던 한국사회의 시민들에게까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포스트식민의 법적 구조에 대한 역사적이고 다층
적인 이해와 이를 기초로 한 법적 구조의 재편성이, 한국사회와 시민들,
그리고 ‘위안부’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재체험하는, 여전히 잔존하는 식
민성의 굴레로부터 진정한 해방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 158 -

참 고 문 헌
1. 문 헌
○ 국내문헌
강경자, “동경재판이 초래한 전후 일본사회 전쟁 책임의식 결여-A급 전범 면책
문제를 중심으로”, 한일군사문화연구 제22권
강민구, “일본군위안부 지원법령과 법적 주체 생산: 포스트-식민법 이론에 서
서”, 공익과 인권 제12권, 2012
강민구 외 6인, “인권의 적극적 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 일본 '군위안부‘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6헌마788 결정)을 중심으로”, 공익과
인권, 통권 제12호, 2011
강선미, 야마시타 영애, “천황제 국가와 성폭력- 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여성학적
시론”, 한국여성학 제9집, 한국여성학회, 1993.
강정숙, "위안부, 정신대, 공창, 성노예", 역사비평, 2006년 봄호(통권 74호), 2006. 2
______, “일본군‘위안부’제의 식민성 연구- 조선인 ‘위안부’를 중심으로”, 성균관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김경리, “메이지 20년대 '제국일본'의 이미지 고찰”, 일본어문학 제 43집, 2009.12
김명숙, 양현아, 안진, 홍성수, 이상수 『법사회학, 법과 사회의 대화』, 다산출판
사, 2013,
김명혜, “미완성의 이야기: 일본군‘위안부’들의 경험과 기억”, 한국문화인류학,
2004.
김미정, “한국내 일본군‘위안부’ 연구동향”,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논문집, 10
김요섭, “위안부 문제와 『제국의 위안부』 논쟁이라는 현상”, 『제국의 변호인
박유하에게 묻다』,도서출판 말, 2016
김용규, “이식에서 번역으로: 호미 바바의 탈식민 이론”, 오늘의 문예비평, 통권
23호, 2005. 9

- 159 -

김정란, “일본군‘위안부’ 운동의 전개와 문제인식에 대한 연구: 정대협의 활동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박사학위논문, 2004
______, “일본군 ‘위안부’운동에 나타난 민족주의적 경향”, 철학과 현실, 통권 제
69호, 2006. 6
김진,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대한 헌법소원”, 『일본군 위안부 문제, 법적 쟁
점의 정리와 최근 동향의 분석』, 민족문제연구소, 2009

김창록, “일본군‘위안부’ 헌법소원”,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31집,
2009. 1
______, “한일 과거청산의 법적 구조”,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47, 2013. 4
______, “2015 한일외교장관 합의의 실체와 문제점", 『2015 ‘위안부’ 합의 이대
로는 안 된다』, 경인문화사, 2016. 6
김헌주, 백승덕, 전영욱, 최우석, “젊은 역사학자들, <제국의 위안부>를 말하다”,
역사문제연구 33, 역사문제연구소, 2015
나카노 토시오,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식민지 피해, 그 책임의 방법”, 『전쟁과
폭력의 시대, 다시 여성을 생각하다-일본군‘위안부’ 문제와 식민지 피
해, 그 책임의 방법』, 2015 광복 70주년 국제학술심포지엄 자료집,
2015. 8
노용무, “김수영과 포스트식민적 시 읽기”, 한국시학연구 제 3호, 2000.11
도시환, “한일조약체제와 식민지 책임의 국제법적 재조명”, 대한국제법학회, 국제
법학회논총, 2012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전시 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UN 인권위원회 특별보고
서”, 이미경 의원 의정자료집 1, 1996
류지아, “한국전쟁 전후 대일강화조약 논의에 의한 아시아 내에서 일본의 안보
와 위상-한국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일민족문제연구 18권, 2010
마루야마 마사오, “초국가주의의 논리와 심리”, 김석근 역, 『현대정치의 사상과
행동』, 한길사, 1997
마에다 아키라, 이선희 역, “위안부 문제와 학문의 폭력-식민주의와 헤이트 스피
치, 『제국의 변호인 박유하에게 묻다』, 도서출판 말, 2016

- 160 -

민가영, “경계안의 여성, 경계 밖의 여성”, 당대비평, 통권 제 28호, 2004. 12
박유하, 『제국의 위안부』, 2013, 뿌리와 이파리
______, “일본군‘위안부’문제와 1965년 체제: 정영환의 <제국의 위안부> 비판에
답한다”, 역사비평 112, 2015
______, “젊은 역사학자들의 <제국의 위안부> 비판에 답한다: “젊은 역사학자들,
<제국의 위안부>를 말하다”에 대한 반론, 역사문제연구 34, 2015
방승주,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한일외교장관회담의 헌법적 문제”, 민주법
학 제60호, 2016. 3
백재예, “아시아·태평양 전쟁기 연합국의 일본군 ‘위안부’ 인식에 관한 연구”
-ATIS, NEFIS 심문 보고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
과 석사학위논문, 2016. 2
서현주, “2006 ~2016년간 일본군‘위안부’ 연구의 성과와 전망-한국의 역사분야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53호, 2016
성중탁, "행정부작위 헌법소원에서의 작위의무와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한국
법학원, 저스티스 140, 2014. 2
신동규, “홀로코스트 부정의 논리와 박유하의 <제국의 위안부>: 비역사적 내러
티브 구축을 통한 집단기억과 집단감정에 대한 도전”, 사총 88, 2016
신영숙, “아시아태평양 전쟁 시기 일본군‘위안부’의 정체성-여자 군속의 종군간
호부와 비교 연구”, 동북아역사논총, 25호, 2009.
신혜수, “민족주의와 페미니즘: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통해 본 그 결합과 긴장”,
한국여성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1994
야마시타 영애, 『한국의 위안부 문제와 민족주의, 근현대 한일관계와 재일교
포』, 서울: 서울대출판부, 1999
양기호, “전후보상과 한국정부의 대응”, 일본학보 제53집, 2001
양종근, “탈식민주의와 민중, 민족주의”, 신영어영문학 제4집, 2009, 11
양현아, “식민지시기 한국가족법의 관습문제-시간의식의 실종을 중심으로”, 사회
와 역사, 제58권, 2000. 12
______, “증언과 역사쓰기, 한국인 ‘군 위안부’의 주체성 재현”, 사회와 역사 제60

- 161 -

권, 2001. 12
______, “증언을 통해 본 한국인 ‘군 위안부’들의 포스트식민의 상흔”, 한국여성
학 제22권 제3호, 2006
______, "2000년 법정을 통해 본 피해자 증언과 법 언어의 만남" 김부자 외,『한
일간 역사현안의 국제법적 재조명』, 동북아역사재단, 2008
______, “토론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대협 창립 20주년 기념 국제심포
지움, 2000년,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말한다 자료집(2010. 11. 18.)
______, “한국사회의 일본 ‘군위안부’ 인식: 피해자성의 영감”, 『일본 '군위안부’
문제, Fight for Justice』, 한일공동 심포지엄 자료집, 2016
______, “2015년 한일외교장관의 ‘위안부’ 문제 합의에서 피해자는 어디에 있(었)
나?”, 『2015 ‘위안부’ 합의 이대로는 안 된다』, 경인문화사, 2016. 6
______,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아시아성”, 『동아시아 역사분쟁-갈등의 현장을
찾아 화해의 길을 묻다』,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오정진, “법이 상처를 겪어내기-『제국의 위안부』명예훼손죄 공판에 임하여”,
부산대학교 법학연구, 제58권 제1호, 2017
오타 오사무, “두 개의 강화조약에서의 식민지주의와 한일‘청구권’, 『한일협정체
제와 식민지 책임의 재조명』, 2012. 6.
우쓰미 아이코 지음, 이호경 옮김, 『조선인 BC급 전범, 해방되지 못한 영혼』,
동아시아, 2007
유의상, “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회의와 한국의 참가문제-한국의 내재적 요인과
그 영향-”수선사학회, 사림 53권, 2015
윤명숙, “일본군위안부문제에서 얻는 역사적 교훈”, 내일을 여는 역사 제4호,
2001. 1
윤명숙, 최민순(역), 『조선인 군위안부와 일본군 위안소 제도』, 이학사, 2015
윤선희, “해방전후사, 포스트식민주의 시각에서 본 기억”, 한국언론학보 제50권 6
호, 2006. 12
이경원, “탈식민주의의 관계적 정체성을 모색하며-릴라 간디, 포스트식민주의란

- 162 -

무엇인가?”, 실천문학 통권 60호, 2000. 11
이근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및 대이탈리아 강화조약의 비교연구”, 『한일간
역사현안의 국제법적 재조명』, 동북아역사재단, 2008
______, “한일청구권협정상 강제징용배상청구권 처리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사건 판결의 종합적 연구』, 2014, 230.
이나영, “탈식민주의 페미니스트 읽기”, 한국여성학, 제 24권 3호, 2008. 9
______, “일본군‘위안부’ 운동: 포스트/식민국가의 역사적 현재성”, 아세아연구 제
53권 제3호, 2010
______, “페미니즘 관점에서 본 일본 ‘군위안부’ 운동의 역사와 ‘2015년 한일합의’의
문제점”, 『2015 ‘위안부’ 합의 이대로는 안 된다』, 경인문화사, 2016. 6
이상호, “맥아더의 극동군사재판 처리와 전후 한일관계 굴절의 기원”, 군사 제85
호, 2012. 12
이선이, “일본군의 성폭력에 대한 일고찰: 중국 산시성 피해자의 구술을 중심으
로”, 사학연구 제120호, 2015. 12
이원덕, “일본의 전후 배상외교에 관한 고찰 -국제비교의 관점”, 동북아역사 논
총 제22호, 2008
이윤제,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범죄자 처벌”,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법적 책임’
심포지엄 자료집, 2017. 7.
이장희, “일본군‘위안부’와 한일 청구권 협정의 재검토”,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해결의 전망』, 풀빛, 2001
______, “도쿄국제군사재판과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에 대한 국제법적 비교연
구”, 동북아역사논총 25호, 2009
______, “리비아 이탈리아 ‘식민지 손해배상책임 사례의 국제법적 검토”, 『한일
협정체제와 식민지 책임의 재조명』, 동북아역사재단 국제학술회의,
2012. 6. 22.
이재승, “식민주의와 과거극복의 정치”, 법과 사회 49호, 2015. 8; “사죄와 책임”,
『전쟁과 폭력의 시대, 다시 여성을 생각하다』, 2015 광복 70주년 기

- 163 -

념 국제학술심포지엄 자료집
______, “식민주의와 과거극복의 정치”, 법과사회 49호, 2015. 8
전종익, “2015. 12. 28. 한일외교장관 합의와 헌법소원”, 법조협회, 법조 65권 7호,
2016
정영환,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1965년 체제의 재심판 -박유하의 <제국의 위안
부> 비판”, 역

사비평, 2015

정재민, “일본군‘위안부’ 관련 2011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2015년 한일정부 간 합
의의 관계: 외교적보호권의 관점에서”,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
총 61, 2016. 3
정진성, "전후처리와 정신대 문제", 근현대사강좌 제7호, 한국현대사연구회, 1995.
11
______,

“민족주의와 페미니즘에 관한 한국여성학의 논의: 일본군‘위안부’ 문제
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15권 2호, 1999

______, “전시 여성 인권침해의 보편성과 특수성: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
제사회의 인식”, 한국여성학, 제19권 2호, 2003
______, “일제 말 강제동원기의 기업위안부에 관한 연구”. 사회와 역사, 63권,
2003.
______, “일본군위안부제도의 식민지성: 전쟁-젠더-민족-계급-국가의 역학”,『전
쟁과 폭력의 시대, 다시 여성을 생각하다-일본군‘위안부’ 문제와 식민
지 피해, 그 책임의 방법』. 2015 광복 70주년 국제학술심포지엄 자료
집, 2015. 8.
정현백, “민족주의와 페미니즘”, 페미니즘 연구, 창간호, 2001. 11
정혜욱, “번역과 포스트식민주의”,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코기토 59, 2003. 12
조시현,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가능성”, 『한일간 역사현안의 국제법적 재조명』, 동북
아역사재단, 2009
______,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역사와 법적 책임”, 민주법학 제5호,
2011. 3

- 164 -

______,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한·일청구권협정에서의 중재절차”, 민주법학, 48,
2012
______, “2015년 한일 외교장관 합의의 법적 함의”, 『2015 ‘위안부’ 합의 이대로
는 안 된다』, 경인문화사, 2016. 6
하종문, “천황제, 도쿄재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일본식 ‘과거극복’ 과정의 세
계기”, 아세아연구 통권 106호, 2001
______, “일본군 위안소 체계에 대한 국가 관여의 역사적 고찰”, 『한일 간 역사
현안의 국제법적 재조명』, 동북아역사재단, 2009
한혜인, “총동원체제하 직업소개령과 일본군 위안부 동원-제국 일본과 식민지
조선의 차별적 제도운영을 중심으로”, 사림 제64권, 2013
홍성필, “일본의 전후책임인식과 이행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 충남대학교 법학
연구, 제23권 제1호, 2012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 보고서』, (사)한국정신대문
제대책협의회,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한국위원
회 엮음, 2001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 자료집』, 여성부, 2004. 12.

○ 외국문헌
Beverly Allen, Rape Warfare: The hidden genocide in Bosnia-Herzegovina

and Croatia, University of Minnesota, 1996
Catharine A. MacKinnon, “Rape, Genocide, and Women’s Human Rights”, in
Alexandra Stigmayer (ed.), Mass Rape: The War against Women in

Bosnia-Herzegovina, Lincoln and Londo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994
Christine Chinkin, "Rape and Sexual Abuse of Women in International Law"
in

D.

Dallmeyer(ed.),

Reconceiving

Reality:

Women

and

International Law, Studies in Transnational Legal Policy, No.25,

- 165 -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1993
Coomaraswamy, 'Of Kali Born:Violence and the Law in Sri Lanka', in M.
Schuler(ed.), Freedom from Violence: Women's Strategies from
Around the World, 1992
Gay Mcdougall(1998), "Comtemporary forms of slavery: Systematic Rape,
Sexual Slavery and Slavery-like practices during Armed Conflict",
Doc. E/CN.4/Sub.2/1998/13 22 June
Hyunah Yang, "Revisiting the Issue of Korean "Military Comfort Women":
The Question of Truth and Positionality", positions, Duke University
Press, 1997
Radhika Coomaraswamy(1996), "Reports on the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on
Issues of Military Sexual Slavery in Wartimes, Special Rapporteur
on Violence Against Women, Its Causes and Consequences,
Resolution 1994/45, U. N. Doc. E/CN.4/1996/53/Add.1, 4January
Tadeusz Mazowiecki, Special Rapporteur of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port Pursuant to Commision Resolution 1992/S-1/1 of 14
August1992, E/CN.4/1993/50(10 February 1993)

○ 인터넷 참고자료
https://www2.gwu.edu/~memory/data/treaties/Malaysia.pdf
http://news.donga.com/3/all/20160328/77246262/1(동아일보 2016. 3. 28.)
CEDAW/C/JPN/CO/7-8:

Adopted by the Commitee at its sixty-third

Session(15 February 4, March 2016)
http://tbinternet/ohchr.org/Treaties/CEDAW/Shared%20Documents/JPN/CEDA
W_C_JPN_CO_7-8_21666_E.P
http://m.koreatimes.co.kr/pad/news/view.jsp?req_newsidx=229278

- 166 -

류한수진, “제국의 위안부, 왜 피억압자의 말로 피억압자를 공격하나”, 미디어오늘 2016.
7. 20., http://www.truetruth.org/bbs2/zboard.php?id=true_news&no=3233(
외교부 홈페이지 ‘조약정보’ 코너

○ 판결문, 결정문
헌법재판소 2011. 8. 30. 2006헌마788 결정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0208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2. 17. 선고 2014카합10095 결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 13. 선고 2014가합104726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 25. 선고 2015고합329 판결.

- 167 -

Abstract
Post-Colonial Korean Society and the issue of
Japanese ‘comfort women’
Kim Seonwha
Legal Sociolog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tries to identify the nature of ‘comfort women’
problem

in

mobilization

connection
system.

A

with

general

series

of

wartime
legal

and

rape
social

and colonial
events

in

post-colonial Korean society lies in post-colonial legal framework,
which resulted from impunity by Tokyo Trial and Treaty of San
Francisco. Therefore, this study has the characteristic of legal
historical sociology, identifying the fact that the legal structure
underlying the present ‘comfort women’ related phenomena is shaped
and condensed from the context of the historical post-war process.
‘Comfort

Women’ system can be regarded as a

kind of

‘systematic rape’, which is a term made to disclose the criminality of
rape camps installed as a means of large-scale attack against the
enemy in civil war of Yugoslavia. Contrary to the usual rape in
personal context unrelated to the national policy, systematic rape is a
different form of sexual rape, which refers to systematic and
organized form of sexual violence planned and ordered by the state.
However the ‘Comfort women’ system had extraordinary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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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iving from the historical fact that Chosun(the former name of
Korea) was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The differences can be seen
in ‘comfort women’ mobilizing process, ethnic differences among
victim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ocation and the operation of
‘comfort women’ system. These features differentiate the ‘comfort
women’ system from general wartime rape, and give the reason why
we should understand Japanese ‘comfort women’ system throughout
the history of colonial rule. To say, Japanese ‘comfort women’ system
was a ‘colonial systematic rape’.
The

colonial

sufferings

including

‘comfort

women’ damage

continued after the postwar process. The state of impunity from
Tokyo Trial continued thorough the Treaty of San Franciso, resulting
in distortion of perception of Japanese government about colonial
responsibility. Among the postwar process, ‘comfort women’ damage
was not even discussed as part of Japanese colonial responsibility.
The legal framework of ‘colonial impunity’ and ‘exclusion of victims’
repeated in Treaty of San-Franciso, and Japan understood the
responsibility given in postwar process solely as the responsibility of
losing war, not as the responsibility of invasion and colonial rule.
This post-colonial legal framework was established in Agreement on
the Settlement of Korea and Japan(1965), as the purpose of the treaty
was expressed to promote the ‘ economic cooperation’ and ‘friendly
relations’ of two countries and Japan’s colonial responsibility was not
mentioned

in

the

agreement.

It

became

the

start

of

endless

controversy about the meaning of money Korean government earned,
and the substantiality of rights and claims which have been declared
to be “completely and finally” resolved. The post-colonial legal frame
work from postwar process continued in the series of events such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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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Announcement by Foreign Affairs Ministers of Korea and Japan
on the issue of 'comfort women', and related trials regarding
‘Empire’s

comfort

women’,

functioning

as

a

tool

to

read

the

knowledge condition about Japanese ‘comfort women’ in post-colonial
Korean society.

Keywords: Japanese ‘Comfort Women’, Post-colonialism, Colonial
rule, Colonial systematic Rape, Post-colonial legal framework, Tokyo
Trial, Treaty of San Francisco, Agreement on the Settlement of
Korea and Japan, Constitutional petition by 'comfort women' victim,
2015 Announcement by Foreign Affairs Ministers of Korea and Japan
on the issue of 'comfort women', 'Empire's comfort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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