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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본 연구는 한국 사회가 일본군‘위안부’를 어떻게 문제화해왔는지를 ‘피
해’와 ‘피해자’에 대한 이해방식을 통해 탐구했다. 이를 위해 일본군‘위안

부’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작위의무를 둘러싸고 피해와 피해자의 의

미가 경합했던 한일청구권협정 부작위 위헌소송(2006-2011)의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불운한 삶을 살아온 할머니에 불과했던 일본군‘위안부’는 1987년 민주

화 이후 과거사청산 운동과 반성폭력 운동의 흐름에서 ‘피해자’로 호명

되기 시작했다. 정신대문제 운동은 피해자를 투쟁가로, 이들의 개별화된 

고통을 정치적 동력으로 변환시키고자 노력했고 1990년대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제도화되었다. 이후 2000년대 인권 담론의 확장과 과거

사청산 작업의 본격화와 함께 ‘피해자’는 인권 주체로서 논의되기 시작

했고 이들의 고통은 사회공동체의 기억과 인권을 위해 이야기되었다. 
즉, 소송 이전 ‘피해자’를 권리 주체로 보는 관점이 등장했고, 이것은 여

전히 이들을 인도주의적 보호·지원 대상으로 보는 관점과 병존했다.
위헌소송에서 피해자의 배상청구권 실현을 위한 한국 정부의 작위의무

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외교통상부의 주장은 ‘피해자’를 권리 주체가 아

닌 보호·지원의 대상으로 축소하는 것을 의미했다. 특히 외교적 보호권 

논의에서 ‘피해자’는 인권과 평화와 배치되는 ‘국익’을 추구하는 국가 중

심의 외교 행위 대상으로 부차화되었다. 또한, 외교통상부는 ‘피해’를 미

래를 재고하도록 하는 현재의 인권문제가 아닌 한국 정부의 부작위와 관

계없는, 식민지 시기 누구라도 겪을 수 있었던 과거의 사건으로 복속시

켰다. 피해자들의 고통은 이들의 권리 회복 대신 개개인에 대한 인도주

의적 조치를 정당화하는 개인의 아픔으로 소환되었지만, 담론경합에서 

피해의 특수성과 사회적 차원이 논의되지 못하면서 이 경향은 제어되지 

못했다.
2010년대 피해자 기표와 이들의 고통이 탈정치화되고 개인화되는 양

상이 강화되면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은 피해자들의 고통 경감에 

있다는, 사회운동에 대한 백래쉬가 일었다. 2015년 12.28 한일 위안부 

합의가 보여주듯 그 가운데 여성의 경험을 통한 평화구축, 그리고 사회 

변혁을 통한 재발 방지를 요구해온 여성운동의 문제 제기는 관철되지 못

하고 있다. 페미니스트 이행기 정의의 실현을 위해 피해와 피해자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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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를 재의미화해야 하는 이유다.
본 논문은 위헌소송의 담론경합에서 드러난, 한국 정부가 상정한 피해

와 피해자의 의미와 그것을 전제로 한 대항 담론이 일본군‘위안부’ 운동

의 피해자 정치(politics of victimhood)를 무력화하고 페미니즘의 논의

를 굴절시키고 있음을 밝혔다는 의의를 갖는다.

주요어 : 피해자, 일본군‘위안부’, 인권, 평화구축, 이행기 정의, 초국적 

여성운동

학  번 : 2019-28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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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문제제기와 연구 질문

오늘날 일본군‘위안부’1) 문제를 둘러싼 논의의 중심에는 ‘피해자’가 놓

여 있다. 문제에 대한 사회적 주목도가 높아진 2010년대에 피해자의 고

통과 피해의 심각성, 피해생존자의 수를 언급하며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는 주장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즉, “현재 고령의 피해 여성들이 과거에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로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으며 피해에 대한 구제

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생존피해자”(조시현, 2012:177)라는 것이 

해결을 촉구하는 주된 논거가 되기 시작한 것이다. ‘피해자 중심주의’라
는 어휘가 2015년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이하 2015 위안부 합의)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와 관련하여 처음으로 등장했고, 문재인 정권

은 ‘피해자 중심적 접근’을 문제 해결의 원칙으로 선언하기도 했다.2) 20
20년 일명 ‘정의연 사태’라는 일본군‘위안부’ 운동을 둘러싼 갖가지 논란

1)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일본군‘위안부’ 담론을 다루고자 하기에 가장 일반적

으로 사용되는 명칭인 일본군‘위안부’를 사용하고자 한다. 정진성(2016:3-8)
에 따르면 일본군‘위안부’가 여성운동에서 문제화되기 시작한 1980년대 말 

일본에서는 종군위안부(從軍慰安婦)가, 한국에서는 정신대(挺身隊)가 주로 

피해/자를 지칭하기 위해 쓰였다. ‘종군위안부’는 피해자가 군대를 자발적으로 

따라갔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었기에, ‘정신대’는 피해를 여자근로정신대와 구

분하게 되면서 점차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군대위안부’ 혹은 ‘군위안부’도 

쓰이다가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가 위안부는 일본군과 일본 정

부가 당시 사용했던 역사적 용어이지만, 이들의 시각에서 위안이었다는 의미

로 작은따옴표를 붙여 일본군‘위안부’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한국 사회

에 정착되었다. 일본군 성노예(military sex slave)는 정대협이 유엔을 타겟

으로 하여 활동한 결과 일본군‘위안부’ 피해를 전시 성노예제(sexual slaver
y)로 규정하는 유엔 보고서가 나오면서 확립된 명칭이다. 국제사회가 전시 

성폭력을 개념화·의제화하던 1990년대에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전시 성노예

제의 역사적 사례로 인지된 것이다.
2)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이하 합의 TF, 2017)

에 따르면 ‘피해자 중심적 접근’은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이 피해 여성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데 있다는 관점이다. 피해 구제과

정에서 피해자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며, 정부는 피해자의 의사와 입장을 수

렴해 외교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다(합의 TF, 20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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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그 내용에는 차이가 있을지라도 모두 고통받은 고령의 여성 노인이

라는 의미를 가진 피해자 기표를 경유, 궁극적으로 피해자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를 두고 문제의 해결을 논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는 ‘피해’와 ‘피해자’를 통해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

는가? 피해자의 상처와 고통에 대한 응답을 요청하는 것은 일본군‘위안

부’에 대한 문제화 방식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
때 일본군‘위안부’가 사회에 환기하는 과제는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들

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 특히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이행기 정의(transit
ional justice)로서 과거사청산이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어떻게 실행되어

야 하는가의 문제와 직결된다.
이행기 정의가 새로운 역사서술로 미래로 나아가고자 과거를 재방문하

는(Teitel, 2003:86) 작업이라면, 페미니스트들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를 역사의 주체로 정립하고 “여성을 차별, 소외, 은폐한 사회 구조의 억

압적 권력 관계(신영숙, 2002:288)”를 해부하는 증언의 역사화를 촉구

해왔다(양현아, 2006b; 김수진, 2013). 그러나 일본군‘위안부’가 어떠한 

피해인지, 우리가 이 문제를 이야기할 때 피해자가 어떤 존재로 우리 앞

에 서게 되는지에 대한 고민은 여성학계와 운동의 바깥을 넘어본 적이 

없다(김수진, 2013:63). 이러한 지적은 여성운동을 둘러싼 지형을 면밀

하게 포착해 페미니스트들의 문제의식이 누락되거나 미끄러지는 지점을 

파악할 필요를 제기한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진행된「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

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 부작위 위헌확

인」소송(2006헌마788, 2011.8.30., 이하 한일청구권협정 부작위 위헌

소송)은 ‘피해’와 ‘피해자’에 대한 담론들이 경합했던 장으로 주목될 필

요가 있다. 본 위헌소송을 연구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위헌소송에서 1990년대부터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요구해

온 일본군‘위안부’ 운동과 이러한 지향점에 맞서온 외교통상부가 한국 

정부의 작위의무를 둘러싸고 무엇이 피해 구제조치에 적합한지에 대한 

의견들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고 이 심판 기록을 통해 운동의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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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어떤 대항 담론으로 반박되고 있는지, 이때 양측에서 ‘피해’와 ‘피해

자’는 어떻게 전제되었는지 포착할 수 있다. 둘째로, 본 소송은 가해국 

일본-피해국 한국이라는 이자 구도를 일본 정부-한국 정부-피해자라는 

삼자 구도로 전환하는 기점(김선화, 2017:91)이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렇다면 이 위헌결정에 따라 한국 정부가 취한 조치인, 2015 위안부 

합의에 전제된 ‘피해’와 ‘피해자’, 그리고 한일외교 관계에 대한 시각이 

소송에서 문제화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당시와 비교했을 때 과연 달

라졌는지 혹은 지속되었는지 설명할 수 있다. 셋째로, 박유하의『제국의 

위안부-식민지지배와 기억의 투쟁』(2013, 이하『제국의 위안부』), 20
15 위안부 합의, 2020년 ‘정의연 사태’에서 드러났듯 2010년대 고통받

는 고령의 피해자로 축소, 강화된 ‘피해자’ 명명이 그 이전 시기의 피해/
자 담론에 비추어 변혁적 정의(transformative justice)의 실현에 어떤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지 분석할 정초를 마련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과 필요성에서 설정한 연구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일본군‘위안부’를 문제화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중심에 놓이게 된 

사회적 배경은 무엇인가?
2. 한일청구권협정 부작위 위헌소송을 둘러싼 논의장에서 ‘피해자’와 ‘피
해’는 어떠한 방식으로 의미화되었는가?

3. 그것은 젠더 관점의 이행기 정의, 나아가 변혁적 정의(transformative 
justice)를 이끌어 나가는 데 어떠한 과제를 남기고 있는가?

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1. 민족 담론에 대한 페미니스트 비판: 여성 피해자의 주변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있어 피해와 피해자는 어떻게 재현되어왔는가? 
페미니스트 연구자들, 특히 포스트식민주의 페미니즘(postcolonial femin
ism)의 방법론3)을 취하고 있는 연구자들(Yang, 2001[1998]; 김수아, 2
3)양현아(2006b:137-138)에 따르면, 포스트식민주의 페미니즘은 첫째, 기성 



- 4 -

000; 이나영, 2010)은 식민지배에 대한 민족주의 언설에 주목했다. 이들

은 민족이나 국가를 의미하는 기표로 여성을 차용하는 민족 담론(김은

실, 1994)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재현하는 방식을 비판해왔다. 그 

가운데 여성 피해생존자는 주변화되어왔고 이들의 고통과 침묵, 수치는 

지속되어 왔다는 것이다(Yang, 2001[1998]:175).
김은실(1994)은 일본군‘위안부’ 피해가 민족의 고난을 말하기 위해 이

용되었다고 지적했다. 그 가운데 성적 모순과 피해의 특수성, 여성 개인 

주체의 경험은 삭제되고 피해는 “한민족이 일본이라는 강간범에 의해 유

린된 것(41)”으로 의미화됐다는 것이다. Yang(2001[1998]:169)도 199
0년대 여성 피해자는 민족주의 담론의 장이자 재료로 취급되었고 이 과

정에서 담론을 통해 표상되는 주체는 남성과 동일시되는 민족이었다고 

설명했다.4) 이때 ‘피해’는 마땅히 한국 남성에게 속했어야 할 ‘정조’를 

일본인 남성에게 빼앗긴 민족의 수치 혹은 자존심의 문제이자 양국 남성 

간의 문제가 된다(168-169). 그러나 남성중심적인 섹슈얼리티 잣대인 

‘정조의 상실’이라는 명명은 ‘피해’를 개인적이고 도덕적인 문제로 치환

했고, 여성들의 경험을 제대로 규정하지 못했다(174). 
김수아(2000) 역시 1990년대 전반에 걸쳐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해

결은 민족주의로 매개돼 이야기되어왔고 이때 ‘피해자’는 민족 수난의 

기표로 의미화되는 동시에, 민족 수치의 기표로 그 존재가 부인(negatio
n)되고 있다고 지적했다(134). 그 외에도 1990년대에 ‘피해자’가 남성 

민족 주체의 도덕적 우월성과 경제 대국의 남성성을 구성하는 자원이 되

어 ‘일제에 강제로 끌려간 순결한 민족의 딸’로 표상되었다는 이나영(20
10)과 ‘피해’가 망각되었을 때는 “외세에 의해 성적으로 ‘오염된 존재’”

페미니즘을 탈식민화하고, 둘째, 식민지배에 대한 민족주의 담론을 비판하고, 
셋째, 식민지배와 포스트식민 사회를 분석하는 방법론이다. 기존 민족주의적 

반식민 담론, 맑스주의 역사학, 서발턴 연구가 여성과 젠더를 소거한다는데 

문제의식을 갖고 서발턴의 성별성, 식민지 피지배 경험에 대한 젠더 분석, 탈
식민 사회 동안 재구성된 가부장제 분석을 과제로 삼는다(139).

4)이나영도 일본 제국주의의 잔인함을 고발할 때는 여성의 몸을 빌리지만, 이
때 여성 “스스로는 침묵당한 채 발화자의 주체 위치를 확인하는 상징으로 사

용”된다고 지적했다(이나영, 2007a; 이나영, 2013:18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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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기억되었을 때는 “일본 제국주의가 가한 피해를 몸에 새긴 ‘우리 민

족’”이었다는 김주희(2017:46)의 지적과 같이 페미니스트들은 한국 사회

의 ‘위안부’ 담론이 젠더화된 민족주의에 기대면서 국가 내부의 탈식민

화를 지연해왔음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이러한 피해자 전형이 갖는 한계도 지적됐다. 우에노(199

9[1998]:125-127)는 ‘군대 성노예제’라는 명명을 적절한 대항 담론으

로 보면서도 이것이 일종의 패러다임이 되면서 “‘연행 당시 처녀였으며 

완전히 속아서 또는 폭력에 의해 납치되어 도망이나 자살을 꾀했지만 저

지당했다’는 피해자 모델”과 맞지 않는 ‘불순한’ 피해자들이 자신의 존재

를 드러내기 어렵게 되었고 그들의 행위성이 부정되었다고 주장했다.5) 
또한, 이 명명이 여성 섹슈얼리티에 대한 가부장적 이중 기준에 따라 한

일 피해자 간의 분단을 초래했다고 진단했다(128). 그러나 이러한 비판 

역시 피해자의 위치와 피해의 맥락을 소거하는 한계가 있음이 지적됐

다.6) 예컨대 임경화(2019)는 이러한 우에노의 비판은 피해가 국가와 군

대에 의해 제도적이고 조직적으로 실행되었다는 강제성의 측면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7) 일본군‘위안부’ 피해를 성차별의 극단적인 사례로 만

들면서 한국과 일본의 피해자들이 놓인 역사적 위치와 다중의 권력 관계

의 차이, 일본 정부에 책임을 묻는 피해자들의 요구는 부차화된다는 것

이다(81).
이러한 논의들은 한국 사회의 남성중심적인 민족주의 담론지형에서 여

성 서발턴(subaltern)의 경험이 주변화되거나 발화되지 못했음을 지적하

5)우에노(1999[1998]:116)의 정의에 따르면 ‘군대 성노예제’라는 명명은 피해

자가 납치되어 감금된 상태에서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강간을 당했음을 강

조하는 것이고, ‘매춘’이라는 명명은 업자가 관여했고 금전이 오갔다는 이유

로 피해자가 자유의사를 가졌다고 전제하는 것이다.
6)임경화를 포함한 많은 연구자가 우에노의 논의에서 식민주의의 맥락이 소거

되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부자(2008:141-142)는 우에노를 비롯한 일본인 

페미니스트에게는 ‘제국 페미니즘’을 극복하기 위한 탈식민주의적 언설 실천

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7)우에노와 달리 이나영(2013:27-28)은 ‘위안부’와 ‘양공주’에 적용되는 자발/

강제 이분법이 여성을 이분화하는 효과를 지적하면서도 국가/남성 간의 관계

가 여성들의 몸/섹슈얼리티를 어떻게 억압하고 착취하는지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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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또한, 한국 사회의 ‘위안부’ 담론에서 ‘피해자’가 민족의 피해를 

체현하는 기표, 즉, ‘민족의 딸’로 담론적으로 구성되었음을 짚고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주로 1990년대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담론을 

다루고 있기에 이 연구들이 지적한 한계들이 이후 시기에도 지속되었다

고 하더라도, 피해와 피해자의 의미를 끊임없이 갱신하면서 정치적인 문

제로 만들어 온 페미니스트 정치학이 2000년대 어떤 지형에 놓이게 되

었는지 별도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2. 증언과 기억의 젠더 정치: 피해자 관점의 확장

1990년대는 위의 연구들이 지적했듯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가부장적이고 식민주의적인 담론구조가 여전히 강고해 보이는 한편, 그
것에 균열이 생긴 시기이기도 하다. 피해의 실상이 밝혀지고 피해자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여러 겹의 침묵들이 깨지기 시작했다. 피해

자의 증언과 기억을 다루는 여성주의 연구들은 이들의 신고 전, 귀국 후

의 삶까지 다루면서 피해자들의 주체성과 “목소리와 언어, 입장을 찾아

가는 여정(양현아, 2001:70)”에 주목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여러 

고비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살아남은 생존자로 

재발견되었다(심영희, 2000; 2000년 여성국제법정 증언팀, 2001; 양현

아, 2001; 2006; 사카모토, 2005).
증언 구술 및 생애사 작업과 그 독해로 피해자의 발화가 가능하게 된 

조건들을 밝히고, 그들의 경험을 통해 해석의 과제를 던지고, 일본군‘위
안부’ 운동과 피해 신고로 피해자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탐구하는 연구

들도 이뤄졌다(황은진, 1998; 심영희, 2000).8) 피해자의 증언을 통해 

8)황은진(1998)은 가부장제에 도전하는 여성주의 담론과 증언 활동 및 수요시

위에 참여하는 경험으로 피해자들의 삶에 대한 성찰성이 고양되었다고 설명

하며 이들의 행위성을 강조했다. 심영희(2000:131-134)는 관계단절과 빈곤, 
순결 이데올로기와 반일 정서, 언설화의 불가능성은 피해자들을 침묵하게 했

지만, 여성주의 담론과 여성운동, 정부의 지원체계가 이들이 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심영희는 피해자들이 “기억을 회복”하면서 받은 정신적 효과

와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통해 정체성을 형성하는 사회적 효과를 고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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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와 이들의 삶을 이해하고 ‘투명한’ 피해자에 고정되지 않는 주체의 

복합성과 이질성을 재현하기 위한 시도들이 이뤄진 것이다(양현아, 200
1:92-93).9) 나아가 양현아(2006b:141)는 피해자의 행위성과 주체성을 

중심에 둠으로써 “아래로부터의 역사 쓰기”가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4: 기억으로 다시 쓰는 역사』(20

01)는 2000년대 이뤄진, 역사서술과 구술 방법론에 있어 피해자들을 중

심에 두는 인식론적 전환을 보여준다.10) 증언 4집은 증언을 피/가해라는 

법적 책임을 요구하는 증거로 삼고자 했던 1990년대 증언집과 달리 역

사와 기억을 매개하는 트라우마적 차원에 주목했다(김수진, 2013:38). 
또한, 증언팀은 진상규명에 목적을 둔 엄밀한 조사 대신, “묻기에서 듣기

로”와 증언자의 주도성을 원칙으로 두고 구술을 진행했다(김수진, 2013:
50).
이와 같은 증언 구술 연구들은 피해자에게 피해가 육체적일 뿐 아니라 

정신적, 사회 관계적 측면까지 “후유증(심영희, 2000)” 혹은 “포스트 식

민의 상흔(trauma)(양현아, 2006b)”을 누적해왔다는 것을 드러내기 시

작했다.11) “개인적, 집합적 트라우마를 간직한 경험의 집적물(김수진, 2

있다.
9)한국 사회의 가부장적 성 규범이 ‘순결을 잃은’ 피해자들을 혼인제도에 불안

정하게 편입하게 만들면서 죄스러운 여성의 한의 문제로 피해를 수용하도록 

했다고 설명한 이상화(1992)와 달리, 양현아(2001)는 정조 이데올로기에 사

로잡혀있었다는 기존의 피해자 상과 무성적인 ‘할머니’ 정체성 재현과 달리 

이들의 구체적 삶의 맥락에서 볼 때 결혼과 동거는 경제적·사회적 필요에 의

한 것이었으며 섹슈얼리티와도 결합하여 있었다고 설명했다.
10)피해자의 증언 및 구술 방법론을 이론화하는 연구들도 개진되었다(이선형, 

2002; 김성례, 2002; 사카모토 치즈코, 2005). 이선형(2002)은 구술은 ①
사회정치적 맥락의 영향을 받고 ②고유의 해석 틀을 갖는 기억의 지도를 갖

고 ③특정 시공간에 놓인 해석자(청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된다고 설

명했다. 또한, 몸짓과 표정, 침묵 등과 같이 비언어적인 의미 전달 방식인 

구술성(orality)이 텍스트화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11)양현아(2006b)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귀국 후에도 다음의 상흔을 겪었다. ①

육체적 상흔: 구타 및 폭력으로 인한 외상, 성적 폭력으로 인한 성병 감염 

및 전수, 불임 ②정신적 상흔: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 부끄러움과 두려

움, 좌절 속 침묵과 언설의 어려움 ③사회관계적 상흔: 가족의 파손과 가족 

구성의 어려움, 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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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36)”로서 증언이 보여주는 피/가해의 중층성과 협력부터 방조까지의 

한국 사회의 연루됨은 한국 정부와 사회가 분담할 책임이 있음을 보여준

다(Yang, 2001[1998]; 김성례, 2002; 양현아, 2006b; 김수진, 2013; 이
나영, 2016). 
따라서 증언은 증언자를 피해자로 붙박아두려는 게 아닌 용기와 힘을 

가진 자가 청자에게 사회정의를 구현하기를 요청하는 것이며(양현아, 20
06b), 청자/화자뿐 아니라 사회공동체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증언 불가

능성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사회 변혁적 힘이고(이나영, 2016), 역사적·
경험적 진실성을 주장하는 정치적인 실천(김성례, 2002)12)이다. 김수진

(2013:52)이 지적한 것처럼 ‘위안부’ 구술증언에는 “정치적인 성격”, “법
적 증거로서의 위치”, “구술 생애사로서의 가치”가 서로 엮여있다.
한편, 피해자들의 기억이 일본군‘위안부’ 운동과 함께 집단 기억(collec

tive memory) 혹은 공공 기억(public memory)이 되어가는 과정을 다룬 

연구들은 평화의 소녀상, 수요시위,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교과서와 같

은 매개물을 중심으로 그 정치학을 설명했다. 한국의 민족주의와 가부장

제가 만든 공적 기억과 여성주의적 시각에 의존한 사적 기억이 경합했

고, 그 과정에서 후자가 승리했지만(최지선, 2003), 일본군‘위안부’ 문제

를 현재화하고자 하는 기억의 투쟁은 계속 전개되고 있다고 진단됐다(정
현백, 2004). 박재원(2017)은 시민사회가 항일운동 중심의 일제강점기 

집단기억에서 배제된 ‘피해기억’을 발화하고 확산 및 응집해왔다고 주장

했다. 이나영(2017:68)은 트라우마 피해자의 발화가 확산되면서 이들의 

고통과 연대하는 “공감적 청중(김수진, 2013; 이나영, 2017 재인용)”이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김명희(2018a)도 청중이 피해자와 근접해 접촉하

는 사회적 기억의 공간이 확장되면서 부인(denial)에 맞서는 “시인(reco
gnition)의 정치”가 발현되었다고 분석했다.

12)증언은 그동안의 역사를 비판하는 동시에 역사적 진실을 재규명하는 반(反)
역사적 작업이고, 증언해야 한다는 필연성은 오히려 “증언의 불가능성(the i
mpossibility of testimony(Felman, 1992:224; 김성례, 2002:49 재인용)”을 

입증해줌으로써 그것이 기억의 투쟁이자 망각의 결과물임을 보여준다(김성

례, 2002: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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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한 바와 같이 기존 연구들은 피해자의 행위성과 주체성을 부각하

고, 복합적인 피해자 재현과 역사서술에서의 피해자 관점의 필요를 제기

하고, 증언을 페미니스트 정치적 실천으로 해석해 왔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폭력에서 살아남은 생존자, 근현대를 살아온 여성 주체, 정치

적 요구를 하는 시민으로서 정립하는 관점과 해석은 본 연구에 큰 시사

점을 남긴다. 그러나 최근의 피해/자 담론은 선행연구가 이야기하는 여

성들의 발화와 해석의 중요성보다는 ‘피해자’로서의 개인만을 주목하고 

있다. 운동이 전개되면서 피해자와 이들의 고통에 연대하는 청중들이 형

성되는 한편, 피해자의 감정이 정치적 실천과 연계되는 대신 소모되는 

양상도 관측된다. 2000년대 이후 담론지형에서 피해/자의 의미화가 페미

니즘의 문제의식과는 어떻게 달랐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3. 국제법과 국제정치에서의 피해자의 권리

국제법과 국제정치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와 피해자는 어떻게 다뤄져 

왔는가? 2015 위안부 합의 이후 두 분야 모두에서 피해자의 권리에 주

목하는 연구들이 등장했다.
먼저, 피해자들의 증언으로 밝혀진 피해 사실을 기반으로 일본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자 하는 일본군‘위안부’ 운동의 움직임과 함께 법학 연

구들이 진행되었다. 이 연구들에서 ‘피해’는 한일 간 양자조약에 구애받

는 법적 청산의 문제 혹은/그리고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인간 존엄의 문

제로 전제되었다. 첫째로, 일본, 미국, 한국에서 진행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일본 헌법, 국가배상법, 민법 등의 국내법 및 국제법에 

근거한 청구 내용과 각국 사법부의 판단을 다루는 연구들이 있다(이승

우, 2006; 오승진, 2018; 이은경, 2018). 이 경우 1965년 한일청구권협

정에 따라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과 국가의 외교적 보호권이 소멸하였는

지가 중요하게 다뤄졌다. 
둘째로, 피해가 국제법상 인도에 반하는 죄(crimes against humanity) 

혹은 전쟁범죄로 구성되는지13), 일본이 체결한 국제조약 및 국제관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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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반한 것으로 국가책임을 성립시키는지14) 다루는 연구들이 있다(박
원순, 1997; 김명기, 2001; 장복희, 2001; 최철영, 2002; 김영석, 2012; 
도시환, 2015; 이윤제, 2016; 장혜원, 2018). 이 연구들은 한일청구권협

정에 명시된 중재재판과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의 제소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법적 책임의 불이행 혹은 “식민지 책임의 미청산”과 “피

해자 배제의 구조”를 가능하게 한 포스트식민적 법적 구조(김선화, 201
7: 157)를 극동국제군사재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한일청구권협정의 

연속 선상에서 통시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들도 진행됐다(정인섭, 1997; 
김창록, 2010; 김선화, 2017).
한편, 일본군‘위안부’ 피해를 비롯한 전시 성폭력의 불처벌에 대한 국

13)뉘른베르크국제군사재판과 극동국제군사재판 헌장에서 규정된 인도에 반하

는 죄는 “전쟁 전 또는 전쟁 중 … 살인, 잔혹행위, 노예화, 강제이주 및 그 

밖의 비인도적 행위” 또는 “정치적, 인종적…이유에 따른 박해행위”이다(박
원순, 1997:444). 연구자들은 “노예화”, “그 밖의 비인도적 행위”, “강제이

주” 등이 일본군‘위안부’ 제도에 해당한다고 짚고 있다(김명기, 2001:94; 도
시환, 2015:74). 국제형사재판소의 제7조 인도에 반한 죄 중 ‘사람들의 강

제실종’ 항목과 관련하여 ‘위안부’ 동원이 국가기관에 의해 “피해자가 체포, 
구금, 또는 납치”된 행위로, 사실인정을 거부하는 일본 정부를 처벌할 수 있

다고 주장됐다(조시현, 2009; 김영석, 2012; 장혜원, 2018). 일본과 조선이 

적대적 대치 관계에 있었기에 피해가 조선인‘위안부’에 대한 전쟁범죄로 구

성된다는 주장도 있다(이윤제, 2016).
14)일본이 가입한 ①강제노동조약(1930년)에 따라 여성에 대해 완전히 금지된

(동 조약 제11조), “스스로 자원하지 않았음에도 불이익의 위협하에 이루어

지는 일체의 노무(동 조약 제2조)”로서의 강제노동에 종사시킨 행위, ②‘여
성 및 아동의 인신매매 금지조약’에 따라 “매춘을 목적으로 미성년자의 여성

을 권유·유괴” 혹은 “사기, 폭행 기타 일체의 강제수단을 사용하여 성년의 

여성을 권유·유괴(동 조약 제1조와 제2조)”한 행위(박원순, 1997:442), ③
국제관습법규인 노예제도 금지에 근거해 “소유물과 같은 상태로 두고자 하

는 의사로 개인을 체포·수송하는 행위”(443), ④‘육전법규관례에 관한 헤이

그 협약(1907년)’의 46조, “교전국에 대하여 점령지에서 가족의 명예와 권

리, 개인의 생명과 사유재산을 존중”하지 않은 행위(443-444)로 설명된다. 
⑤제네바 협약과 ICC 규정에서 금하는 다양한 형태의 성적 폭력(장복희, 20
01), ⑤강행 규범과 관련하여 인권의 존중과 보호를 침해한 불법행위로도 

주장됐다(최철영, 2002:23; 도시환,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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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여성운동의 문제 제기는 국제법의 서구중심성과 남성중심성을 내파하

는 계기가 되었고(최철영, 2002) 피해의 성격을 ‘전시 성노예제’와 ‘체계

적 강간’과 같은 국제법 개념으로 정립하는 성과를 낳았지만(양현아, 20
09). 일본군‘위안부’를 보편적 여성 인권문제로 다루면서 그 역사적 특수

성인 식민지배와 제국주의, 민족 차원이 소거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정
진성, 2003; 정대협, 2007; 양현아, 2009; 조시현, 2009; 2011).15)

2015 위안부 합의는 ‘피해’를 국제인권법상의 문제로 보면서 피해자의 

권리를 조명하는 연구들이 등장하는 기점이 되었다. 조시현(2011)은 일

찍이 한국 정부가 이 문제에 취하는 국가 혹은 개인의 청구권이라는 이

분화된 접근을 넘어서 국가의 재량에 맡길 수 없는 인권과 피해자의 권

리를 중심으로 접근 방향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98). 이 

연구들은 2005년 유엔에서 채택된 ‘피해자권리 기본원칙’16)에 근거해 

중대한 인권침해를 입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배상과 구제의 권리를 

위해 법적 해결이 이뤄져야 하며 국가도 그것을 보장할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조시현, 2011; 김관원, 2015; 김창록 외, 2018).
국제정치학 연구에서 ‘피해’는 한일관계를 악화해 돌파구를 찾아야 할 

한일 과거사 문제로 분류되었고 한일 과거사 처리와 대일외교, 동북아 

안보의 관점에서 그 해결책이 모색되었다(장기영, 2017; 전우원, 2018; 
나시지마 리에, 2018).17) 한미일 3국 공조 혹은 동북아 안보체제 구축

15)양현아(2009:188, 199)는 인종 말살을 목적으로 한 ‘체계적 강간’과 달리 

일본군‘위안부’ 제도에서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재생산이 아닌 성적 만족의 

도구를 위해 이용되었고, 국가 정책으로서 체계적으로 동원된 식민지 여성 

피해자는 가해자인 일본군에게 적이 아니라 그들의 일부로 다뤄졌다는 차이

를 지적했다.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The Women’s Inter
national War Crimes Tribunal)’도 국제법과 그 관행의 한계로 일본 지배의 

법적 성격을 판단하지 않았고 조선인‘위안부’와 관련해 민족차별을 묻지 않

았으며(조시현, 2009) 식민지배 책임 대신 식민지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정

도에 그쳤다고 비판받았다(정대협, 2007).
16)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the Right to a Remedy and Reparatio

n for Victims of Gros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
d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RES/60/147.

17)각 정권의 시기별 한일갈등 대응 패턴의 유사성(전우원, 2018) 혹은 리더

쉽, 정치구조, 외교구상(나시지마 리에, 2018), 국민이 느끼는 안보위협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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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국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한일청구권협정 부작위 위헌소송의 

위헌결정이나 화해치유재단의 해산과 같이 갈등을 키우는 조치보다는 양

국이 협력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됐다(조경근, 2013; 최홍경, 2
015; 남광규, 2017; 이민주, 2019). 국가 중심의 프레임에서 진행된 연

구들에서 국가와 통일된 입장을 갖지 않는 행위자들인 피해자와 시민사

회, 국제기구의 담론들은 부차적인 것으로 밀렸다.
그러나 일본군‘위안부’ 운동은 전 지구적 정의를 추구하는 초국적 여성

운동으로 국가의 경계와 여성 간의 권력 관계를 인지하면서도 이를 넘어 

연대하면서(이나영, 2018) 인권 담론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바탕으로 일

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해왔다(이정선, 1998).18) 운동을 비롯한 

시민사회가 양국 정부의 정책 결정(김영희, 2002; 최현실, 2005; 곽진

영, 2006; 최명숙, 2015)과 한일 간의 외교교섭(양기호, 2015)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19)
또한, 2015 위안부 합의 이후 국가 간 문제 해결 메커니즘에서 ‘피해

자’가 배제되었다는 측면에 주목한 연구들이 등장했다(양현아, 2016; 백
승덕, 2016; 신기영, 2016; 손열, 2018).20) 양현아(2016:34)는 합의 과

정에서 “피해자는 어디에 있(었)나?” 되물으면서 한국 정부가 합의의 대

관계(장기영, 2017)를 분석하며 현 정권이 취해야 할 대응책이 제시됐다.
18)이정선(1998)은 페미니즘과 여성 인권운동의 성장으로 일본군‘위안부’ 운동

이 ‘인권주의 관점’이라는 유효한 문제 해결의 틀을 획득했음을, 즉, 운동이 

국제법 규범과 유엔을 거쳐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여성의 인권을 짓밟은 반

인도적 범죄로 정의하고 법적 배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19)최현실(2005)은 유엔을 비롯한 글로벌 거버넌스를 이용한 일본군‘위안부’ 

운동의 인권 프레임이 한국 정부의 태도 개선과 1993년「일제하일본군위안

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의 제개정과 같은 지원 정책을 이끌어냈다고 설명

했다. 양기호(2015)는 한일관계, 시민레벨, 정부레벨, 국제정치 간의 상호작

용을 통해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한일 간 현안에서 국제적으로 쟁점화되어 

왔음을 설명했다. 한일관계에 한국 시민사회가(A 유형), 일본 정부와 시민

사회가(B 유형) 영향을 미치고, 한일외교나 일본 사법절차에서의 실패로 시

민단체가 국제쟁점화하고(C 유형), 한국 사법부와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외

교교섭이 본격화되는(D 유형) 과정이 복합적으로 작동했다는 것이다(25).
20)손열(2018)은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복합적 성격은 무시되고 한일 간 고유

의 역사문제로 취급되면서 안보-경제-국가 단위의 집합 정체성이 결합한 

구조적 동학에서 문제 해결이 좌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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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로 가정한, 현재 생존해있는 피해등록자뿐만 아니라 ‘피해자권리 기

본원칙’에 따라 조선인‘위안부’ 피해자, 이들과 관계된 가족과 친지, 넓게

는 포스트 식민국가의 시민까지 합의의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

다.21) 신기영(2016)은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국제 여성인권규범 문제이

자 아시아라는 지역성을 갖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피해’를 “가해

국 정부의 책임을 협상과 타협의 대상으로 간주(285)”한 양국 간 전략

적·기능적 합의는 시민사회와 글로벌 수준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다고 지적했다(288).
선행연구들의 흐름이 보여주듯 일본의 국제법적 국가책임 추궁과 한일 

간 외교적 혹은 초국가적 해결 촉구를 넘어서 2010년대 이후 인권침해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며 특히, 20
15 위안부 합의에서 이뤄진 것과 달리 외교 절차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실현되어야 하는지, 또 그것이 어떻게 모색될 수 있는지에 대

한 논의는 먼저 본 연구가 탐구하고자 하는, ‘피해자’를 어떤 존재로 상

정해왔고 또 상정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에 달려있다. 또한, 보편적인 인

권 프레임인 전시 성폭력/전시 성노예제가 구체적인 역사적 사례인 일본

군‘위안부’에 적용될 때 긴장을 야기했듯, 법과 외교의 장에서 국제인권 

담론을 통해 ‘피해’가 논의될 때 여성의 경험이라는 특수성이 어떻게 다

뤄지게 되는지가 새로운 문제로 제기된다.

제 3 절 이론적 배경

본 연구는 피해자 기표와 담론이 폭증하는 가운데 페미니스트 운동 내

부에서뿐만 아니라 법과 외교의 장에서도 피해자의 권리, 고통, 인권에 

대한 다양하고 이질적인 논의들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와 피해

21)반면, 조진구(2019)는 정부가 이해당사자와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는 건 타당하나, 외교교섭의 내용을 전부 공개할 수 없고 공개하는 것

이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반박했다. 또한, 2015 위안부 합의에 따라 위로금

을 받은 피해자와 유족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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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의미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탐구하고자 한다. 첫째로, 피해자 

정치(politics of victimhood)에 대한 논의와 둘째로, 페미니스트 이행기 

정의와 변혁적 정의를 다룬 연구를 이론적 자원으로 채택한다.
첫째로, 선행연구 검토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피해자 재현, 경험의 발

화, 증언의 역사화와 기억의 정치화는 심도 있게 다뤄졌지만, 페미니스

트 정치학의 지형, 즉, 피해자 기표를 이해하는 방식이 달라진 전반적인 

논의 지형에서 여성운동의 논의가 왜곡되거나 굴절되는 지점은 거의 연

구되지 않았다. 첫 번째 이론적 자원을 가져와 후기 근대사회 신자유주

의에서 피해자가 어떤 모습으로 사회정의와 그 정치학의 중심에 서게 되

었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둘째로, 한일 과거사와 국가 중심의 외교적 해결이라는 논의 프레임을 

비판한 선행연구에서 나아가 피해자와 이들의 피해 회복이 중심이 된 문

제 해결은 어떻게 이뤄져야 할지 논의하고자 한다. ‘피해자’가 인권침해 

당사자로서 외교 절차에서 법적 위상을 갖게 된 현재, 두 번째 이론적 

자원을 가져와 젠더 관점이 탈각된 국가 중심의 해결을 비판하고 피해자

와 이들의 권리를 중심으로 한 이행기 정의의 실현이 페미니스트 관점에

서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 제시하고자 한다.

1. 신자유주의와 ‘피해자 정치(politics of victimhood)’의 

의미 변화

“피해자가 있는 곳에 권력투쟁이 존재함을 이론화했던” 페미니즘 이론

에서 ‘피해자’는 행위성을 소실한 자라기보다는 분노하고 저항하는 주체

이다(Eisenstein, 1997:40; Stringer, 2014:31 재인용). 가령, 성폭력을 

당한 여성이 ‘피해자’라는 위치성(positionality)을 얻기 위해서는 강간 

문화와 남성중심적인 법 해석, 가부장적인 섹슈얼리티 이데올로기에 맞

서 사회적·법적·정치적인 경합을 벌여야 했고 그것이 피해자 정치(politic
s of victimhood)였다(Buckley-Zistel & Zolkos, 2012; Druliolle & Br
ett, 2018). 동시에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을 ‘피해자’로 주장하는 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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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여성들을 수동적이고 무력하고 보호받아야 하는 주체로 만드는 지점

을 경계해 왔다(Stringer, 2014:5-6).22)
그러나 피해자들이 그 위치성을 토대로 피해를 둘러싼 구조적 부정의

와 사회·경제적인 “억압을 극복하기 위해 억압에 대한 인정을 요구(Butl
er & Athanasiou, 2016[2013]:144)”했던 과거와 달리, 모두가 피해의

식을 갖고, 상처를 선언하고, 그것에 대한 인정을 요구하는 양상이 나타

나면서 이것을 피해자 정치로 보는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과거와 달리 

피해자임을 강조하고 언어적 모욕에 민감하면서도 정부 당국과 제3자를 

해결책으로 찾는 피해자 문화(culture of victimhood)의 출현은 이러한 

경향과 맥을 함께 한다(Campbell & Manning, 2018:15-16). 이전에는 

사소하게 여겼던 일상적 행위를 미세 차별(microaggression)23)로 규정

하는 새로운 현상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도덕적인 감각이 변화했음을 보

여준다. 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그 등장 배경과 한계를 진단하고 있다.
먼저, 무엇이 이러한 변화를 추동했는가? 거시적인 사회변동에 주목한 

학자들은 불안정성과 유동성으로 특징지어지는 액체 근대(Bauman, 200

22)Stringer(2014)에 따르면 첫째로, 포스트모더니즘과 포스트구조주의 페미니

스트들은 피해자 정체성 정치와 ‘피해자로서의 여성’이라는 페미니즘의 언명

을 비판하는 한편(5-6), 피해자/행위자와 자유의지/결정론의 이분법을 넘어 

두터운 시각을 요구해왔다(7-8). 둘째로, 반인종주의와 포스트식민주의 페

미니스트들은 제국주의와 접점을 갖는 서구 페미니즘이 제3세계 여성을 ‘피
해자’로 만들면서 제1세계 여성을 ‘행위자’로 정립해왔음을 지적했다(120-1
21). 셋째로, 페미니스트들은 피해자됨(victimhood)이 사회적으로 구성될 

때 젠더, 인종, 종족성, 식민주의, 제국주의, 계급이 교차하는 지점에 주목해

왔다(161). 넷째로, 반 강간 페미니스트들은 피해자 대신 생존자라는 용어

를 사용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에 따라붙는 낙인에 대항했고(29-30) 생존

자들을 본인의 경험에 권위를 갖는 발화 주체로 위치시키고자 했다(77). 이
들은 성적 피해(victimization)를 정치화함으로써 가부장적 피해자다움과 피

해자 재현, 피해자 비난에 맞섰다(62). 다섯째로, 종속된 지식(subjugated k
nowledge)의 인식론적 가치를 부각해온 페미니스트들은 종속된 집단이 부

정의를 꿰뚫어 볼 지식의 소유자라고 주장했다(27).
23)미세 차별이라는 개념은 사회적 차별을 존속시키지만, 일상적이고 규범적으

로 여겨지는 말과 행동, 즉, 미묘하게 이뤄지는 차별을 지칭하는 것으로 그

것을 가한 이의 의도나 그러한 해석의 동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모욕을 당했

다고 느낀 상대방에게 스트레스와 같이 무시할 수 없는 결과를 낳는다고 강

조한다(Sue, 2010:5; Campbell & Manning, 2018:3-6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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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Pitch, 2010 재인용)에서 미래의 위험(risk)은 복지의 축소 등과 같

은 신자유주의화에 따라 개인화되고 민영화된 방식으로 예방되고 관리될 

수 있다고 여겨지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Beck, 1992; Pitch, 20
10 재인용). 그 결과 ‘피해’는 구조적인 억압보다는 위험을 예방하지 못

한 개인의 책임이 된다(Stringer, 2014). 가령, Stringer(2014)에 따르

면 강간은 ‘이상적인 신자유주의 시민’인 여성이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Brown(1995)과 Illouz(2010[2007])는 후기 근대사회 혹은 신자유주

의가 피해자 정치학이 대두되는 배경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개인

의 고통과 감정을 핵심자원으로 삼는 내러티브가 정체성 정치학과 자아 

구성의 기본 도식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가 혹은 시장과 같이 많은 자

원을 운용하고 배치하는 제도적 차원에서 통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Brown(1995)은 후기 근대에 등장한, 고통과 상처에 대한 사

회적 인정을 호소하는 정치화된 정체성(politicized identity) 정치학이 

자유주의, 관료주의와 규율 레짐, 소비 자본주의라는 역사적 조건에서 

구성되었다고 설명했다.24) Illouz(2010[2007]:78)는 감정 자본주의를 

논하면서 20세기에 치료학, 페미니즘, 경제적 생산성의 문화설득 담론이 

얽혀 내면생활에서 추출된 감정을 자아됨과 사회성의 핵심으로 삼는 소

통 모델이 도출되었다고 주장했다.25) 또한, 정신분석학의 치료 내러티브

24)자유주의에는 보편적인 공동체로서 국가로 재현되는 ‘우리’와 개별적인 ‘나’ 
사이의 긴장이 잠재되어 있다. 그러나 후기 근대에 와서 국가가 특정한 경

제적 이해관계, 정치적 목적, 사회적 구성에 투자(invest)하면서 점차 보편

성의 외피를 잃게 된다(Brown, 1995:57). 한편, 포스트식민주의적인 인구 

이동과 탈영토화, 가족과 공동체의 붕괴 및 파편화, 소비자 개인 주체의 형

성, 행동을 기반으로 한 훈육적 정체성의 생산과 같은 사회적 변화로 인해 

점차 ‘나’의 개인화·개별화가 이뤄진다(58). 정체성 정치는 ‘우리’에서 배제

된 차이를 가진 ‘나’를 제시하며 저항하지만, 자유주의의 자율적이고 통합적

인 자아 개념과 통합적이고 보편적인 공동체라는 허구를 전제로 하는 한계

를 지닌다(64-65). 또한, 자본주의와 남성 백인 중산층 부르주아라는 문화

적·경제적 이상에 대한 비판을 결여해 계급을 비가시화하고 탈접합한다(59, 
61). 자유주의 담론은 그럼에도 이것을 초과하여 제시된 차이를 이해관계로 

탈정치화하고, 규율 권력은 정체성을 규범화하여 재식민화한다.
25)이 소통 모델은 어떤 감정을 주관적으로 느꼈다는 사실 그 자체로 인정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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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기계발 및 자아실현의 내러티브의 전형이 되면서 고통당했다는 주

장과 그것에 대한 인정 요구가 자아에 자리 잡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피해자 담론의 부상을 진보적인 사회운동의 언어로 전유하는 신

자유주의의 백래쉬(backlash) 혹은 반동(reaction)으로 포착한 이들도 

있다(Stringer, 2014; Horwitz, 2018). Horwitz(2018:556-557, 564)는 

보수 진영이 자신들이 소수자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과 정치적 올

바름(political correctness, PC)에 고통받는 ‘진짜 피해자’라고 선언하면

서 사회적 소수자들을 실패를 책임지지 않고 사회 탓을 하는 ‘가짜 피해

자’로 비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가 무기력하고 수동적인 주체

로 온정의 대상이 되는 것을 넘어서 정치적으로 올바른 척한다고 조롱받

는 대상이 된 것이다.
피해/자 의미의 신자유주의적 전회는 고통을 사회적이라기보다는 심리

적인 것으로, ‘피해자’가 된다는 것(victimhood)을 사회적 힘과 권력에 

의한 것이기보다는 분노(ressentiment)가 가득한 해로운 마음 상태를 갖

는 것으로 바꿔놓았다(Stringer, 2014:2-3).26) Pitch(2010:28)는 ‘피해’
가 특정 시간대와 장소의 구체적 사건으로 이해되고 그러한 개별적인 경

험이 사람들을 피해자로 만든다고 여겨지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가 집합적이고 제도적인 억압이 아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위해를 우연

히 당한 자로 이해되면서 고통의 경쟁과 피해자 선별이 강화되었다(28).
Frazer(2017[2013]:104)는 후기 자본주의 복지국가에서 욕구 해석(n

eed interpretation)의 정치27)가 욕구 만족의 정치로 변형되었다고 지적

자격을 부여한다는 특징을 가진다(81). 
26)Stringer(2014)의 분석에 따르면, 신자유주의 피해자 이론은 첫째로, ‘피해

자’는 나쁘고 ‘행위자’는 좋다는 이분법적 도식, 둘째로, 뒤집힌 피해자학의 

패턴, 셋째로, 분노(ressentiment, 르상티망)라는 모티브를 특성으로 가진다

(9).
27)Frazer(2017[2013])는 욕구를 누구의 해석에 따라 정의하고 어떠한 방식으

로 충족시킬지를 둘러싼 투쟁을 ‘욕구 해석의 정치’라고 명명한다. 욕구 주

장은 ‘A는 Y를 하기 위해 X를 필요로 한다’라는 형식을 갖는데, X를 하기 

위해서는 P가 필요하다는 또 다른 욕구 주장으로 이어지면서 연쇄 그물망을 

형성하게 된다(81-83). 욕구 토론은 주장을 위한 표현양식이 되고, 치유적 

어휘, 행정 관리적 어휘, 종교적 어휘, 페미니즘적 어휘, 사회주의적 어휘가 

요구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어휘가 된다(85). 후기 자본주의 복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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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그의 논의는 피해자의 고통이 정치적으로 해석되어 행정 체계에 

진입하게 되었을 때 복지정책이 피해자의 요구를 만족하기에 적절하고 

충분하다고 여겨지게 되는 상황을 설명해준다. Frazer에 따르면, 여성운

동이 비정치적 영역에 있다고 여겨지던 욕구를 정치화하는 데 성공했을 

때 욕구는 국가의 개입과 지원의 대상, 즉, ‘사회서비스’로 재정의되면서 

탈정치화되고 탈맥락화·재맥락화된다(102). 피해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과 관련해 명시”되면서 욕구는 “계급·인종·젠더 특수성으

로부터 추상화”되고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생활조건을 만들어내는 데 참

여하는 행위자라기보다 … 미리 정의된 서비스의 수동적인 수혜자”로 정

의된다(102). 서비스의 ‘고객’들은 개별화되고 치유적인 행정 담론에 놓

이게 되지만, 일부는 이 경향에 저항함으로써 정치로 회귀하고자 한다(1
07).
마찬가지로 피해자 정치와 그 제도화를 주목하는 Kapur(2005)는 제3

세계 여성이라는 ‘진짜 피해자 주체(authentic victim subject)’가 페미니

스트 법 정치학의 토대가 되면서 이것이 형사법의 개혁에만 소급되는 보

호주의적이고 보수적인 국가의 조치만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Kapur는 이것이 국제 여성운동의 여성에 대한 폭력 캠페인과 인도의 페

미니스트 운동 모두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인도의 페미니

스트는 반민족주의적이고 서구 중심적이라는 혐의를 피하고자 서구 페미

니즘과 구분되는 인도 페미니즘, 주체적인 서구 피해자와 반대항에 있

는, 행위성이 모자라고 착취에 취약한 인도 피해자 여성 주체를 내세웠

다(23). 이러한 피해자 상은 제3세계 여성을 인종주의적·식민주의적으로 

재현함으로써 이들에게 피해자됨(victimhood)이라는 특질을 귀속하는 젠

더 본질주의와 문화적 본질주의를 강화했다(6).
위의 논의들은 후기 근대와 신자유주의의 맥락에서 피해/자의 의미가 

탈정치화·탈맥락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것이 비단 서구 사회

에만 해당하는 논의는 아니다. ‘피해’가 피해자의 고통을 중심으로, 그리

가는 이러한 욕구 토론(talk)/담론과 권리 및 이해관계의 토론/담론이 병존

한다는 특성을 갖는다(7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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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할 결과로 이해되는 현상이 한국의 맥락과 경험

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Stringer(2014:6-7)는 페

미니스트들이 피해자 언어를 버리기보다는 재의미화하고 해방의 정치학

의 용어로 되찾음으로써 피해자 담론에 배어든 신자유주의적 가치를 배

척하고 보수 담론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

서 한국 사회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담론을 고찰한다.

2. 이행기 정의와 변혁적 정의, 페미니스트 접근

이행기 정의28)는 과거의 식민지배·독재정치·무력충돌 상황에서 벌어진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한편, 현재의 분열된 사회를 봉합하고 

미래로 나아가려는 정치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들을 말한다(최철

영, 2011:239; Bell & Rourke, 2007:24). 국제이행기정의센터(Internati
onal Center for Transitional Justice, ICTJ)에 따르면 이행기 정의의 

주된 메커니즘으로는 형사처벌, 진상규명, 물질적·상징적 배보상, 기관 

및 제도의 개혁이 있다. 이중 어떤 조치가 먼저 이뤄져야 하는지는 이행

기 정의 사례연구에 있어 중요한 문제이다.
이행기 정의 개념은 분쟁 이후 과도기와 정치적 전환기에 발전·확대·

규범화되었다. Teitel(2003)에 따르면 첫째로, 이행기 정의는 2차 세계

대전 종전 이후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 등 전쟁범죄 재판을 통해 인권

침해에 대한 형사 정의를 묻는 법률적 개념으로 등장했다(70). 둘째로, 
이행기 정의는 소련 붕괴와 냉전 종식 이후로 새로운 역사적 국면을 맞

28)이행기 정의는 2000년대부터 과거사청산과 관련하여 국내 학계에서 사용되

기 시작했다(이영재, 2012:140-141). 정근식(2020)은 광주민주화운동을 

다룬 연구에서 과거사청산과 이행기 정의 개념을 구분해 사용했다. 정근식

은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을 우선시했던 1997년까지의 과거사청산 운동의 

원칙에서 나아가 “2005년 이후의 폄훼와 왜곡에 대응하는 진실의 사회적 

구성(37)”과 “역사적 상상력(16)”의 창출을 통한 이행기 정의의 실현이 과

제로 제시된다고 분석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과거사청산 혹은 이행기 

정의와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는 소수이다. 관련 연구는 다음을 참

고(이소영, 2011; 백재예, 2016; 김명희, 2017; 2018a; 201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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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 라틴 아메리카·아프리카·동유럽 국가들의 경험을 거치며 사회적·정
치적 차원까지 확장되었다(70-71). 이 시기 이행기 정의는 독재정권, 
공산체제, 인종주의의 역사와 그 아래 자행된 국가범죄를 청산하고 근대

화와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위한 메커니즘을 의미하게 되었다(78-79). 
셋째로, 이행기 정의는 1998년 상설 국제형사법정(International Crimina
l Court, ICC) 설립이 보여주듯 인도주의적 정의 패러다임에서 규범화되

고 정착되었다(71-72).29) 
Teitel이 설명한 첫 번째 시기에 사법절차를 통한 가해자 처벌과 피해 

배보상을 주목적으로 삼는 응보적 정의(retributive justice) 모델이, 진
실화해위원회 등의 프로세스가 진행된 두 번째 시기에 진상규명, 피해 

회복,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화해, 당사자와 공동체의 재통합을 말하는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 모델이 등장했다(Teitel, 2003:78-80; 
이재승, 2011). 최근에는 “폭력이 가능했던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조건을 

변화시키는” 변혁적 정의(transformative justice) 모델이 논의되고 있다

(김재형·오하나, 2019:296). 즉, 기존의 이행기 정의 개념보다 포괄적이

고 구조 개혁적이며 지역과 맥락 중심적인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

이다(Gready & Robins, 2014).30) 이러한 문제의식을 배상의 차원에 접

목한 변혁적 배상(transformative reparation) 개념은 배상이 과거 인권

침해에 대한 피해자 개인의 구제수단을 넘어 인권침해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 구조적 부정의를 변화시키는 잠재적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고 전제

한다(UN Human Rights Council, 2010; 송에스더, 2020:92 재인용).31)

29)이행기 정의는 신/자유주의와 연관된 인권의 지구화의 한 부분으로서 전파

되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 건설 프로젝트에서 발전과 평화구축과 연관된 

헤게모니적 담론이 되었다고 평가받는다(Gready & Robins 2014:341).
30)Gready & Robins(2014)는 자유주의 패러다임의 시민권과 정치권만 강조하

기보다 구조적 폭력과 사회경제권까지 분쟁의 종결과 평화 과정에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고려해야 하고 국가 중심의 하향식 제도들보다는 지역의 맥

락과 행위성, 관심사를 중심으로 메커니즘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변혁적 정의는 시민들이 메커니즘의 실행과 결정을 주도할 수 있어야 

하고, 제도화된 틀을 넘어 공동체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특정 사건보다는 사

회정의를 이야기하고, 피해자를 기억과 진실을 말하는 능동적 시민으로 세

워야 한다고 본다(357-359).
31)2007년 ‘여성 및 소녀의 구제와 배상에 관한 나이로비 선언’ 3항은 배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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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990년대부터 무력분쟁 중의 성폭력에 대한 사법 정의를 주장

한 페미니스트들의 비판은 이행기 정의의 메커니즘과 개념에 있어 단순

히 여성을 편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주의적이고 ‘중립적’인 전제와 가

정까지 완전히 뒤바꾸기를 요구했다(Buckley-Zistel & Zolkos, 2012:
5).32) 1993년에 설립된 구유고 국제형사법정(International Criminal Tr
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ICTY)과 1994년에 설립된 르완다 

국제형사법정(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Rwanda, ICTR)은 전

시 성폭력을 비롯해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책임을 최초로 물은 국제형

사법정으로 그러한 변화의 기점으로 평가된다.33)
페미니스트들은 이행기 정의가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정치적 폭력

(political violence)’과 해방/억압 혹은 평화/무력분쟁이라는 이분법은 여

성의 삶에서의 공/사적 분쟁/들의 뒤얽힘, 분쟁과 그 이후의 효과들까지 

다루기엔 역부족이라고 비판했다(Bell & Rourke, 2007:33-39). 좀 더 

상세히 설명하자면, 첫째로, 국가에 의한 공적 폭력, 고문 등을 가리키는 

분쟁 이후 원상회복과 일상 복귀만을 목표로 삼을 것이 아니라 분쟁 이전부

터 인권침해가 가능하게 되는 조건을 만들어오고 이들의 삶을 형성해온 사

회적·문화적 부정의와 정치적·구조적 불평등을 변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송
에스더, 2020:95). 유엔 사무총장의 2014년 분쟁 관련 성폭력의 배상에 대

한 지침노트는 젠더 관련 배상 정책의 수립·이행·영향력에 있어 변혁적 잠재

력을 염두에 둬야 함을 촉구했다(송에스더, 2020:94).
32)이러한 논의에서 전시 성폭력은 군사 개개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 아

니라 전쟁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정립됐다(양현아, 2001:66). 가령, 
1994년 르완다 제노사이드(genocide)에서 가해진 집단 강간은 여성 개인에 

대한 위협과 모욕을 가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여성이 속한 종족집단, 남성, 
공동체를 모욕하기 위한 성격을 가진 것이었다(Hudson, 2009).

33)이 법정들의 헌장과 ICC의 로마 규정(Rome Statute)은 인도에 반하는 죄로

서 강간 등을 명시했다. ICTY 헌장 5(g) 조항과 ICTR 헌장 3(g) 조항에 

인도에 반하는 죄로서의 강간이 명시되어있으며, 아케예수(Akayesu) 사건

에서 강간은 “강압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저질러진 성적 속성의 행위. 
사람의 몸에 대한 신체적 침입으로만 제한되지 않으며 삽입 혹은 신체적 접

촉을 포함하지 않는 행위도 포함”하는 행위로 정의됐다(Campbell, 2007). 
로마 규정은 강간, 성노예제, 강제된 매춘, 강제된 임신, 젠더 기반 박해, 강
제된 불임, 기타 형태의 성폭력을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하는 죄로 규정했다

(Franke, 2006:817). 현 국제인도법의 성폭력 모델과 국제형사법정에서의 

전시 성폭력의 기소와 처벌은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되고 있

다(Campbel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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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폭력 개념은 공사 구분을 함축하고 있고 사적 영역에서 가족과 

공동체에 의한 여성 대상 폭력을 배제했다(Bell & Rourke 2007). 또한, 
특정 법을 위반한 개인의 범죄와 처벌, 그에 따른 개인의 피해에만 주목

하면서 구조적인 폭력인 사회경제적인 피해, 차별, 불평등을 포착하지 

못했다(Aoláin, 2012). 둘째로, 무력분쟁이 없는 평화로운 이행기 사회

에서도 젠더 기반 폭력은 신자유주의로 재구조화된 조건과 변화한 젠더 

구조에서 패턴과 형태를 바꿔 나타난다(Bell & Rourke, 2007; Benson 
et al., 2008; Gready & Robins, 2014).34) 무력분쟁과 전시에 여성에게 

가해지는 신체적 폭력의 정도는 평시의 젠더 불평등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Chinkin, 2001; Hudson, 2009).
여성의 살아진 경험들(lived experiences)을 기반으로 이행기 정의를 

재개념화해야 하며 그 메커니즘에 여성들의 참여를 보장해서 이들의 경

험과 이야기, 젠더 관점이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Buc
kley-Zistel, & Zolkos, 2012). 2000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통과

된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결의 1325호’는 분쟁의 예방, 관리, 해결을 

위한 모든 의사결정과 평화구축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와 젠더 관점의 채

택을 권고했다(강윤희, 2013:70-74).35) 또한, 변혁적 정의와 마찬가지

로 페미니스트 이행기 정의는 무력분쟁의 시기에만 한정되지 않는, 여성

억압에 일조해온 사회 구조의 개혁을 요구한다.
인권침해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장하기 위한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2000년대 중반, 이행기 정의 분야에서도 ‘피해자-전회(v
ictims-turn)’가 일어났다(Gracía-Godos, 2016). Druliolle & Brett(20
18)은 첫째로, 이행기 정의 연구에서 ‘피해자’와 피해자됨(victimhood)이 

34)이행기 정의의 메커니즘과 여성의 권리 제도화에 있어서 큰 성취를 이뤘던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도 아파르트헤이트로부터의 이행기에 백래쉬와 가부장

제로 여성에 대한 폭력이 지속되었을 뿐 아니라 더욱 심각해졌다는 연구는 

이 점을 잘 보여준다(Sigsworth & Valiji, 2011:121-126).
35)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 on Women, Peace and 

Security. S/RES/1325. 비공식적이고 풀뿌리 차원에 있는 여성운동의 노력

이 엘리트 수준의 경합에서 소모되지 않고(294) SCR 1325와 같은 국제적 

틀이 수사로 그치지 않고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는(301) 과제가 남아있다고 

진단된다(Hudson, 2009:294,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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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되고 획득되는 방식(5), 둘째로, 피해자의 정치적 동원과 피해자됨

의 정치화(9)를 주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36) 즉, 복수의 과거사 문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행기 정의에서의 피해자 중심 접근이 어떻게 이뤄

져야 할지가 문제로 떠오르게 된다. 셋째로, 피해자와 지원단체가 이행

기 정의 메커니즘에서 어떤 위치와 역할을 갖고 국가와 사회의 평화, 정
의, 기억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는 것이다(11-12).
김현숙(2002:78-80)은 과거사 청산작업으로 과거를 공적 서사화한 

이후 그것에 대한 우리의 성찰, 윤리적 질문과 지식을 폐쇄해서는 안 된

다고 주장했다. 과거에 대한 재현과 기록은 현재의 법, 규범, 담론양식에 

의한 것이며, 부분적 이해에서 빠진 잔여물(residual)이 존재하기 때문이

다.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긴장 속에서 과거를 더 명료화할 수 있는 

담론 틀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군‘위안부’ 피해를 미래의 한일

관계를 방해하는 과거사로 위치시키고 피해/자에 대한 해석을 종결시키

고자 하는 관점은 위의 논의들로 비판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 이행기 정

의의 논의에서 과거의 피해는 현재를 재고하고 미래를 재구성하는 자원

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피해자의 구제뿐 아니라 사회 구조와 조건을 변

화시키고자 하는 페미니스트 이행기 정의와 변혁적 정의의 문제의식이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그 해결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논의하고자 

한다.

36)이행기 정의에서 피해자 정치는 피해자 집단들, 미디어, 지배 엘리트, 정부 

당국이 만들어내는 역학을 보되(Breen-Smyth, 2018), 한정된 자원을 둘러

싸고 고통의 경쟁과 위계화가 발생한다는 기존의 경쟁적 피해자됨(competit
ive victimhood) 개념은 비판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분석됐다(Druliolle, 
2018). 보스니아와 헤로체코비나의 사례를 검토한 연구에서도 여성 성폭력 

피해자에게 요구되는 혹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젠더화된 피해자상(victimh
ood)이 주목됐다(Hronešová,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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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연구 자료 및 연구 방법

1. 연구 자료

본 연구의 주된 분석자료는 한일청구권협정 부작위 위헌소송의 심판 

기록이다. 2020년 8월 7일 헌법재판소 사이트에서 심판기록복사신청을 

한 결과, 2020년 8월 21일 행정문서와 결정문을 제외하고 재판 중 제출

된 모든 문서를 받아볼 수 있었다. 심판 기록은 2006년 7월 6일 접수된 

심판청구서부터 결정문이 나오기 전 2011년 8월 10일에 마지막으로 접

수된 문서인 심판청구 일부 취하서까지 총 45건의 문건, 1,260쪽의 분

량으로 이루어져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포함한 분석대상 문건 및 

문서 목록은 별첨의 [표 3]에서 정리했다.
위헌소송의 청구인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64인37), 피청구인은 외교

통상부 장관이다. 그 외에도 심판 기록문서를 생산한 주체들을 포함하여 

아래의 [표 1]에 정리했다. 분석에서는 각 문서가 생산된 맥락과 이와 

달리 재판에서 이용되면서 새롭게 갖게 된 맥락 모두를 검토했다. 또한, 
각 주체가 법정에서 갖는 위치를 염두에 두고 지배적 담론들이 현출된 

결정문(양현아, 2010:227)에서 어떤 언설이 인용되거나 참조되는 등 힘

을 갖게 되었는지 살폈다.
청구인 대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와 피청구인 대리인이 제출한 답변

서 등에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문서들이 첨부되어 있다. 청구인 측에

서는 유엔 특별보고관 쿠와라스와미 보고서(1996), 맥두걸 보고서(199
8), 일본 재판소 판결문, 미 하원 등 각국 의회의 결의안, 대한변호사협

회와 일본변호사협회의 선언문 등을 첨부해 국제사회의 기준과 여론에 

비추어볼 때 한국 정부가 조처를 해야 하며 피해자의 개인 배상청구권, 
나아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에 관한 현재의 갈등이 해결될 수 있는 국

37)위헌소송이 청구된 2006년 7월 5일에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109인이 청

구인이 되었으나, 결정문이 나온 2011년 8월 30일에는 청구인들의 사망으

로 인한 청구 일부 취하로 청구인의 수가 줄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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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 상황이 마련되었음을 보여주고자 했다. 또한, 청구인 측은 수요시

위에 관한 신문기사로 그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에 법

적 책임을 촉구해왔음을, 피해자의 심신후유장애에 관한 의학 논문으로 

이들의 고통을 보여주고자 했다.
피청구인 측은 한국 정부가 법적 배상문제를 제외하고는 일본군‘위안

부’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외에서 노력해왔다는 외교통상부의 주장을 뒷

받침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했다. 한국 정부의 피해자 지원현황, 유엔 인

권위 및 유엔 총회에서의 발언 요지, 피해/자 실태조사, 일본 정부에 대

한 법적 책임추궁 노력을 정리한 문서 등이 그러한 목적에서 첨부되었

다. 또한, 논의의 중심이 된 한일청구권협정 관련 문서와 이후 제정된 

지원법의 법문도 제출됐다.
그 외에도 청구인 측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다음 아고라 등에서 서명을 받은 탄원서, 청구인

인 피해자가 수기로 작성한 청원서, 법학자이자 인권변호사인 도쓰카 에

쓰로의 의견서도 재판에 제출되었다. 이와 같은 갖가지 문서들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다양한 담론 생산 주체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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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은 송두환, 박한철, 김종대, 이정미, 목영준 재판

관 5인이 제시한 위헌의견, 이강국, 민형기, 이동흡 재판관 3인의 합헌

의견(반대의견), 조대현 재판관의 인용보충의견으로 이뤄져 있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법을 언어체계로서 접근하여, 법이 현실을 표상한다기보다

는 오히려 현실을 구성하는 담론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다(양현아, 
2006a:263). 이러한 관점은 법에 내재한 편향된 관념과 태도를 비판적

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265). 결정문을 통해 법적 쟁점과 결정의 

청구인 측 피청구인 측

이해관계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109인(2006.7.5.)/

64인(2011.8.30.) 외교통상부 장관

참고인 김창록 교수(법학) 정인섭 교수
(법학)

탄원서, 
청원서, 
의견서 

제출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탄원서), 정신

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탄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청원서), 도쓰카 에

쓰로(의견서)

첨부 문서 

작성자

‘위안부’문제의 입법 해결을 요구하는 모

임, 일본군성노예전범여성국제법정 재판

부, 라디카 쿠와라스와미, 게이 맥두걸, 유
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유엔 국제법위원

회, 국제 앰네스티, 서울행정법원, KBS 시
사기획 및 기타 언론사, 대한변호사협회·
일본변호사협회, 대한변협신문, 일제피해

자신문, 시모노세키 지방재판소, 히로시마 

고등재판소, 일본 민주·공산·사민당, 대한

민국 국회, 호주 시의회, 한국 시의회, 일
본 시의회, 일본 국회, 미국 하원, 한일회

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민관공동위원회, 여
성가족부, 외교통상부, 민성길 외 3인(의
학), 변주나(간호학), 최봉태(역사학)

외무부/외교통상

부, 주 일본 대사

관, 주 캄보디아 

대표부, 청와대, 
유엔 국제법위원

회, 일본 외무성

[표 1] 심판 기록의 문서 생산 주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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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를 분석하는 것을 넘어 법정을 담론의 장으로 보고 결정문을 포함한 

심판 기록을 담론분석의 대상으로 삼고(양현아, 2010:227) 담론들이 생

산된 사회적·역사적 맥락과 재맥락화(recontextualization)의 방식도 함

께 살피고자 한다. 더불어 법 여성학적 관점에 기반하여 중립성과 객관

성을 가장하지만, 실상 남성적인 “법의 언어와 판단에서 배제되거나 무

시되어 온 여성의 경험을 드러내는 작업(양현아, 2004; 추지현 2017:29 
재인용)”을 시도하고자 한다.
따라서 연구 방법으로 소송 기록에서 나타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의미구성에 대해 담론-역사적 접근(Discourse-Historical Approach, D
HA)을 취하고자 한다.38) 본 연구는 특히 각 행위 주체의 진술(predicat
ion)이 ‘피해’와 ‘피해자’라는 사회적 주체와 대상, ‘피해’라는 현상과 사

건, 과정 및 실천에 어떤 담론적 속성(qualification)을 부여하는지 주목

한다(Reisigl & Wodak, 2009:95). 즉, ‘피해’와 ‘피해자’에 부여되는 의

미, 이것을 전제하고 양측이 갈등을 빚는 지점, 양측의 주장에서 공유되

는 관점 및 가정과 문제화되지 않거나 침묵하게 된 문제들을 담론분석하

고자 했다.
그 밖에도 일본군‘위안부’ 문제화(problematisation)39) 과정에서 피해

와 피해자의 의미가 부여되는 사회적 배경을 살피기 위해 문헌연구를 수

행했다. 관련 법령, 국회에서 생산된 의안·회의록·청원서, 정부의 보도자

료 및 정책 보고서, 신문기사와 단행본을 문헌 자료로 삼아 검토했다. 1
990년대까지의 신문기사의 경우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를 이용했다.

38)이 접근은 5개의 질문으로 이뤄진다(Reisigl & Wodak, 2009:93-94). 1. 
주체, 대상, 현상/사건, 과정 그리고 실천은 어떻게 명명되고 일컬어지는가? 
2. 어떤 특징이 사회적 행위자, 대상, 현상/사건과 과정에 부여되는가? 3. 문
제의 담론에서 어떤 주장이 이용되는가? 4. 어떤 관점에서 명명, 속성, 주장

이 표현되는가? 5. 각각의 발화가 노골적으로 표현되는가? 혹은 강화되거나 

완화되어 표현되는가? 본 연구가 집중하는 것은 두 번째 질문이다.
39)WPR(What’s the Problem Represented to Be?) 접근은 국가 정책이 그것

의 외부에 이미 존재하는 문제를 다룬다기보다는, 그것이 해결하겠다고 암

시하는 특정 문제를 ‘문제’로 생산한다는 관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Bacch
i, 2009:10). 따라서 이 접근은 가정된 문제보다는 문제화에 집중하며, 이것

이 통치 과정(governing process)의 핵심이라고 본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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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일본군‘위안부’의 문제화 과정: ‘피해자’
의 부상

이 장에서는 2006년 한일청구권협정 부작위 위헌소송이 제기되기까지 

일본군‘위안부’를 둘러싸고 그 피해와 피해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논의됐

는지를 검토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어떻게 위헌소송과 같은 법적 쟁

송의 주체가 될 수 있었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제 1 절 1990년대 이전: 피해와 피해자의 출현

1. 민족의 상처로서의 피해의 가시화

일본군‘위안부’ 피해는 1960년대부터 ‘정신대’40)라는 명목으로 끌려가 

‘위안부’가 되었다는 서술로 가시화되었다. 그러나 남성 화자들에 의해 

‘피해’는 민족이 겪은 수모이자 일제의 만행으로서 담론화되었다. 1980
년대부터 피해는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로서 소환되었지만, 여성 피해당

사자는 주목되지 않았다. 이들은 ‘조선의 여자들’ 혹은 ‘우리 자매’로 지

칭되면서 민족의 피해를 의미하는 기표가 되었다.
1960년대 “조선의 여자들이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끌려가 일본군의 위

안부가 되었다(정진성 2001; 박정애 2020)”는 서술이 등장했다.41) 이 

40)1990년대 초반까지 한국 사회에서 일본군‘위안부’를 가리키는 용어로 ‘정신

대’가 쓰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식민지 조선에서 일본군‘위
안부’를 동원하는 방식은 기존에 구축되어있던 공창제 메커니즘을 이용한 

인신매매로 업자, 면장, 경찰과 같은 점조직들만이 전면에서 움직였고 그 배

후였던 일본군은 위신을 위하여 숨겨져 있었다(박정애, 2020:63-64). 많은 

조선 여성들이 타지에 도착하고 나서야 자신이 하게 될 일이 간호나 공장 

노동, 단순한 접대나 청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위안부’와 같이 성

적인 함의를 가진 명칭은 식민지 조선 민간에는 은폐되었고 총동원체제에서 

전쟁 수행을 위한 동원조직을 일컫던 정신대만이 미혼 여성들이 끌려가 소

식 없이 돌아오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줄 유일한 단서였던 것이다.
41)1960년대 이전 언론에서 피해자를 직접 호명하고 있는 경우는 해방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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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기사들에서는 일제가 정신대라는 명목으로 “10대 소녀”부터 “나이 

찬 처녀”들을 싱가포르, 중국, 마닐라, 남양 등의 전선으로 “납치동원”, 
“징용”, “끌고 가” ‘위안부’로 이용했다고 언급됐다(1962.08.14., 1963.0
8.14., 1965.02.17., 경향신문; 1964.04.12. 조선일보; 1966.08.09. 동아

일보). 피해는 피해자의 입이 아닌, 징용·징병을 다녀온 청년들이 이국에

서 귀환하지 못하는 조선 여성들을 목격했던 일화 등으로 전해졌다(196
2.10.16. 경향신문, 1965.08.16. 경향신문). 또한, 일본군‘위안부’는 남성 

화자들에 의해 민족이 겪은 수모로 언급되었다. 즉, 피해는 광복절을 맞

이하여 젊은이들이 어떻게 일제의 만행을 잊을 수 있냐고 꾸짖거나(아래 

인용한 기사) 한일국교를 정상화하려는 흐름에 일본 정부의 분명한 태도 

표명을 요구되는 사례로 지적되었다(1965.02.17. 경향신문).

▼挺⾝隊=俗稱“⼥⼦供出”이라고도�했다.� 나이찬�處⼥들을�戰線으로�끌고가�

慰安婦로� 삼았다.� ⽇帝兵⼠에�⼈⾝을� 供養한� 것이다.� …� 얼마나� 많은� 韓國의�

處⼥들이� 끌려가고� 그後� 어떻게� 되었는지� 아는� 사람은� 없다.� ⽇帝敗亡후� 「싱

가포르」니� 「마닐라」에서� 挺⾝隊로� 나온� ⼥性들이� “古國에� 돌아가면� 恨이� 없

겠다”면서�娼⼥로� 떨어지는�것을�보았다는�悲話� 몇토막이�우리의� 가슴을�슬프

게�할뿐이다.”42)

1980년대43)에 일본군‘위안부’ 피해는 일본 역사 교과서에 일제의 만

행에 대한 자세한 언급이 없다는 것과 관련해서 이야기되었다(1982.07.
25. 조선일보; 1982.07.30. 경향신문; 1982.07.31. 동아일보). 일본의 

“역사 왜곡”과 “대한 가치관”을 지적하기 위해 ‘한민족’이 여전히 기억하

중국에서 귀환을 기다리고 있는 동포들의 소식을 전하며 “중일(中日)전쟁당

시 굼주리고 배우지못한우리자매들을 꼬이여 일군의위안부대로 끄러간 사실

은 아직우리의가슴을여위고 있다(1946.03.30. 조선일보)”는 기사가 전부다.
42)송건호. 光復前夜(광복전야) 日帝(일제)의發惡(발악) 8.15에 생각나는 말들. 

1963.08.14. 경향신문. 비슷한 논지의 기사로 안응렬(외대교수 불문학). 健
忘症(건망증). 1966.08.09. 동아일보.

43)1970년대에도 일본에서 일본군‘위안부’를 단독으로 다룬 책이 많이 나왔지

만, 한국에서 최초로 주목받은 책은 요시다 세이지의『私の戦争犯罪: 朝鮮人
強制連行』(1983)이다. 한국 언론은 제주도에서 조선인 여성들을 강제연행

했다는 책 내용에 주목했다(1983.06.23. 조선일보, 1984.05.27.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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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고 몸소 겪었던 피해 중 하나로 일본군‘위안부’가 언급되었다. 즉, 
‘피해’는 과거에 한정된 문제인 한편, 한일 관계사에서 민감하게 다뤄져

야 할 민족의 상처로 여겨졌다. 이 시기까지 한국의 역사 교과서에서의 

일본군‘위안부’ 서술이 ‘민족의 수난’ 중 ‘인력 수탈’ 부분에서 한 문장 

정도로 짤막하고 추상적으로만 언급되었던 것(박재원, 2017:50-53)44)
에서도 드러나듯, 다른 일제 강제동원 과거사에 비해 크게 주목되지도 

않았다.
1990년대 초까지 소설과 영화에서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재현은 

주로 성인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전시하고 선정적으로 소비하는 방식으

로 이뤄졌다(김청강, 2017). 1985년 영화 ‘여자정신대’부터는 이전과 달

리 끌려온 조선인‘위안부’가 ‘정조’를 지키고자 저항하는 “순수한 피해자

(pure victim)”로 등장하지만, 포르노그래피적으로 피해가 재현되는 양

상이 이어졌다(김청강, 2017:176).45) 즉, ‘피해’는 단발적으로나마 가시

화되었지만, 피식민 남성 주체의 시선에서 민족 수난사의 일부로 언급되

는 데 그쳤고 대중문화에서는 성애화되어 일종의 포르노로 소비되었다.
‘피해’를 일제 강제동원 피해로서 한일 과거사와 일본의 역사 왜곡 문

제로 이해하는 틀은 이후에도 지속되었고 젠더화된 민족주의 담론은 ‘피
해/자’에 대한 여성주의적 해석을 뒤틀리도록 했다. 즉, ‘피해자’는 한민

족이자 한국이었으며, 여성 피해자는 민족의 피해를 대리하는 기표가 되

는 지형이 지속됐다.
44)대일항쟁 중심의 국난 극복 서사에서 민족의 피해는 소략한 부분을 차지했

다. 기존 남성 중심의 징용·징병 서술에서 여성의 피해는 2차 교육과정 국

사 교과서에서 “연약한 여성들까지도 여자정신대라는 이름으로 강제 동원하

였다(문교부, 1968)”라고 처음 언급되었다(박재원, 2017). 1987년 전까지

의 교과서들에서는 한 문장의 암시적인 서술이 전부였다. “젊은 여자들까지

도 산업 시설과 전선으로 강제로 끌어갔다(문교부, 1979).” “우리나라 여자

들까지도 침략전쟁의 희생물(문교부, 1982)이 되었다.”
45)가령, 1974년 영화 ‘여자정신대’의 포스터는 일본군의 군도 옆에 누워있는 

반라의 여인이 강간당하는 모습을 “補償받지 못할 從軍慰安婦 8万의 痛哭!!”
는 문구와 함께 싣고 있다(1974.10.27. 조선일보). 그러나 1980년대 말부터

는 “일본군국주의의 잔혹함”과 “식민지배와 여성억압이 만나 빚어낸 민족수

난의 상징”을 “선정주의 소재로” 한 데에 대한 불편함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1989.05.26.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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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자의 발화와 침묵의 지속: 불운한 노인 여성으로

서의 피해자

일본군‘위안부’는 해방 후 대일배상문제와 관련해 국가에 ‘일제강제징

용동포’로 호명되기도 했지만,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에 따른 정부

의 보상금 지급에서는 배제되었다. 1970년대 말 1980년대 초 우연히 등

장한 일본군‘위안부’는 언론에서 ‘할머니’로 불렸고 이들의 고통은 개인

의 불운한 삶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야기되었다. ‘피해’를 여성 개인의 수

치스러운 경험으로 보는 담론구조에서 당사자의 침묵은 유지되었다.
일본군‘위안부’는 해방 후 정부가 대일 배상에서 미불노임(未拂勞賃)을 

요구하고자 찾았던 군인, 군속, 정신대 등과 함께 ‘일제강제징용동포’로 

호명되었다(1948.9.14. 조선일보). 그러나 유괴살해범이 일본인 대좌의 

아들이었다거나(1961.12.30. 조선일보) 해방 후 월남에 남았던 피해자

가 거액의 유산을 남기고 죽었을 때(1964.02.13. 경향신문) 외에는 언

론에서 피해자 개인은 거의 주목되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체결했고 1970년대에 일제에 

강제로 징용·징병되어 사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보상금을 지급했

다.46) 일본군‘위안부’ 사망자나 미 귀환자의 경우 유족들에게 피해 사실

이 밝혀졌을 가능성이 없었기에 사실상 이들은 보상대상에서 배제되었

다. 이러한 정책은 생존해있는 강제동원 피해자가 집단으로 조직화되고 

정치적인 요구를 하기 시작한 1990년대 이전에는 이들이 국가의 관심 

바깥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 사회에 최초로 모습을 드러낸 일본군‘위안부’는 1979년 개봉한 

다큐멘터리 ‘오키나와의 할머니(沖縄のハルモニ　 証言・従軍慰安婦)’ 속

46)한국 정부는 1971년 5월부터 1972년 3월까지 직계유족으로부터 신고를 받

았고 1975년 7월 1일부터 1977년 6월 30일까지 총 9,546명에게 30만 원

씩 보상금을 지급했다. 대일보상청구권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군‘위안부’와 

관련하여 기사화된 내용은 약 오만 명의 “일본군인상대의위안부”가 끌려간 

것으로 예상한다는 일본공안청의 조사가 거론된 것이 전부였다(1974.04.16. 
동아일보; 1974.04.17.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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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배봉기였다.47) 1975년, 배봉기는 일본으로 되돌아간 오키나와에서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기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속아서 ‘위안부’로 오

게 된 과거를 털어놓았다. 이 이야기는 그해 말『류큐신보(琉球新報)』
에 실려 알려지게 됐다(이성순 외, 2006). 언론은 영상 속 배봉기가 ‘위
안부’ 생활을 털어놓을 때는 담담하거나 미소까지 지었지만, 고향 이야

기에는 눈물을 터뜨렸던 것에 주목했다(1979.09.21. 동아일보; 1979.09.
28. 경향신문). 타국으로 끌려와 해방 후에도 고향에 돌아가지 못한 기

구한 한 여자의 일생으로 피해가 해석된 것이다. 언론은 전쟁이 끝나고

도 “수치심”과 “세월” 때문에 돌아가지 못한 여성들이 존재한다고 짐작하

면서도 이들을 찾거나 배봉기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자 하지 않았다.48)
두 번째로 나타난 ‘위안부’는 “고국으로 돌아갈 면목이 없어(1984.03.1

0. 동아일보)” 태국에 살고 있던 노수복이었다. 노수복은 이산가족찾기

운동에 참가하고자 방콕의 한국대사관으로 찾아갔고, 이 과정에서 ‘위안

부’로 동원되었던 것이 드러나 “정신대 할머니”로 보도됐다(1984.03.10. 
동아일보; 1984.03.10. 조선일보).49) 노수복의 혈육 상봉과 한국 방문은 

이슈가 되었고 많은 기사에서 고국, 고향, 가족과의 상봉이 강조됐다(서
울대인권센터정진성연구팀, 2018:42). 즉, ‘피해’는 이들이 불시에 납치

되거나 속아서 고국과 가족에서부터 멀어지게 된 원인에, ‘피해자’는 그

러한 불운한 삶을 산 할머니에 불과했다. 
1990년대 정신대문제 운동이 시작된 뒤로는 언론이 배봉기의 말에 

“증언”(1991.10.25. 한겨레; 1992.06.02. 매일경제), 노수복에 “증인”, 
“산증인”이라는 새로운 수식어를 붙이고 있다는 점을 보더라도(1991.04.
20. 경향신문; 1991.04.21. 한겨레; 1991.08.16. 조선일보) 존재 자체가 

47)테츠오 감독은 1977년과 1978년 한국에 방문하여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증

언을 들으려고 했으나 이들을 찾지 못했다(1978.02.24. 동아일보).
48)언론은 일본 매스컴의 관심과 일본인 감독에 초점을 맞춰 다큐멘터리 소식

을 전했다(1979.09.21. 동아일보; 1979.09.28. 경향신문). 언론이 “한 많은 

생애”를 산 배봉기를 직접 만난 건 1985년이었다(1985.03.22. 동아일보).
49)노수복의 ‘위안부’ 생활을 “식민치하 한국의 민초가 당해야 했던 공동의 비

운을 극대화해서 반영”된 것으로 보면서 “마침내 비극의 受難史를 떨쳐버리

고서 한 사람의 「광산 노씨」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탈환하고야 말았다”고 

평가하는 사설도 있다(1984.03.13.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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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로 여겨졌던 1990년대와 달리 이들의 등장은 일회성의 화제로 소비

되었다. 이 “할머니들”의 “비극적인 삶”은 분노와 슬픔을 끌어내는 “우리 

모두의 치욕(경향신문 1984.03.21.)”으로 이야기될 뿐 국가에 어떤 조치

를 요구하거나 사회 구조를 변혁해야 한다는 등의 정치성을 갖는 주장으

로 이어지지 않았다. 피해자의 고통은 같은 민족으로서 공유될 수 있는 

감정 이상으로 의미화되지 않았다.
1980년대 등장한 두 피해자는 언론에서 ‘할머니’로 호명되었고 이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호칭 중 하나로 할머니가 굳어지게 되었다. 그러

나 이러한 할머니로서의 재현은 이들의 피해가 침묵되고 방관되던 세월

을 지나 피해자가 고령이 되어서야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역사적·개인

적 조건들이 마련되었음을 보여준다(양현아, 2001:65). 피해자들의 발화

를 가로막은 것은 피해를 여성 개인의 수치스러운 경험으로 보는 가부장

적이고 식민주의적인 담론구조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군‘위안부’는 

‘일제의 만행’으로 추상적으로 이야기될 뿐 그것의 구조적이고 역사적인 

전모는 드러나지 못했다.

제 2 절 1990년대: 과거사청산 운동의 등장과 피해 지

원의 제도화

1. 정신대문제 운동과 ‘피해자’ 호명: 투쟁가로서의 피해자

1987년 민주화 이후 과거사청산 운동과 반성폭력 운동의 흐름에서 여

성 피해당사자들은 초기 정신대문제 운동이 주력한 진상규명, 공식사죄, 
피해보상의 대상인 ‘정신대 피해자’로 언론에서 호명되기 시작했다. 정신

대문제 운동은 ‘피해’가 여성·계급·민족 차별이 만든 전쟁범죄이자 인권

문제라고 정치화했고, 커밍아웃한 피해자들은 수요시위와 증언집회 등의 

활동을 통해 일본 정부의 부인에 맞서는 정치적 주체가 되었다.
한국교회여성연합회(이하 한교여연)를 중심으로 1988년부터 정신대문

제 운동이 조직 차원에서 시작되었고 1990년 11월 16일 한국정신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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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가 결성됐다.50) 한교여연은 1970년대 중반부

터 원폭협회와 함께 원폭 피해자 문제를 제기하고(오은정, 2018) 1970
년대 초반과 1980년대에 한국 정부가 외화확보를 위해 정책적으로 육성

해온 기생관광에 반대해 일본 교회 여성들과 연대·운동해온 단체였다(민
경자, 1999b). 한교여연은 정신대문제 역시 기생관광과 마찬가지로 ‘외
세에 의한 성 침탈’이라고 인식하고 운동에 나섰다.51)
한편, 군인·군속·정신대 등 일제 강제동원 피해 배보상을 요구하면서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를 중심으로 일본 정부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1990년 5월 25일로 예정된 노태우 대통령의 방일은 

강제동원 피해자, 원폭 피해자, 사할린 한인을 대변하는 단체들이 적극

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계기가 되었다.52) 한교여연도 1987년 21개 여성

단체가 연합해 결성된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한여연)과 전국여대생대표

자협의회(이하 여대협)와 함께 한국 정부에 굴욕적인 대일외교를 청산하

고 일본 정부에 정신대문제 진상규명 및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는 입장문

을 냈다.53) 1991년 12월 6일 김학순을 비롯한 일본군‘위안부’와 군인·군
속 피해자가 함께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소했다

(정대협 20년사 편찬위, 2014:394).
즉,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이전 시기와 달리 자신들을 ‘피해자’로 정의

50)이화여자대학교 영문과 교수였던 윤정옥은 해방 후에도 돌아오지 않는 여성

들을 찾다가 이들 중 몇몇이 ‘위안부’가 되었고 군인을 상대했다는 것을 알

게 되었다(정진성 외, 2015:23). 피해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혼자 고전하

던 윤정옥은 이효재를 통해 1987년 교회연을 만났다. 1988년 교회연의 기

생관광 국제세미나에서의 윤정옥의 발표는 정신대문제 운동이 촉발되는 계

기가 되었다. 교회연 회장 박순금, 정신대연구회 회장 윤정옥, 한국여성단체

연합 회장 이효재가 정대협의 초대 공동대표가 되었다(이효재, 1999:186).
51)이나영(2010:57)은 이러한 한교여연의 시각이 “민족, 젠더, 섹슈얼리티, 계

급의 교차지점”을 인지하고 “국가의 필요에 의해 여성의 성이 동원되었다는” 
문제의식에서 일본군‘위안부’ 운동이 출발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52)‘사할린동포법률구조를 위한회’, ‘한국원폭피해자협회’도 소송을 준비하거나 

검토 중이었고 재일조선인의 법적 지위 문제도 불거졌다(1990.03.27. 동아

일보).
53)한교여연·한여연·여대협. “노태우 대통령 방일에 즈음한 여성계의 입장: 5월 

24일로 예정된 노태우 대통령의 방일에 즈음하여 여성계는 다음과 같이 입

장을 밝힌다”. 199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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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집합행동에 나섰으며 한일 양국 정부에 피해를 인정하고 보상할 것

을 요구했다. 이들은 인권, 정의, 평화라는 언어로 국가책임과 인권침해, 
일본의 재군사화54) 문제를 제기했다. 이것은 강제동원·태평양전쟁 피해

에 대해 과거사청산을 요구한 최초의 움직임이었다. 냉전의 붕괴는 199
0년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2차 세계대전의 ‘전후’가 시작되도록 한 것이

다(김부자, 2008; 나카노, 2008).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분출하기 시작했

던 현상은 역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전 지구적인 이행기 정의의 흐름(나
카노, 2008:27)과 탈식민화에 대한 열망과도 연결되어 있었다.
한편, 이 시기 여성운동은 민주화운동에 편입되어 국가폭력으로서 공

권력에 의한 성폭력을 제기하던 것에서 나아가 여성 일반에 대한 성폭력

과 남성중심적 섹슈얼리티를 문제화하기 시작했다(민경자, 1999a). 성폭

력특별법 제정 요구안55)에서 드러나듯 국가에 피해자를 위한 조치를 요

구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길 강하게 촉구했던 여성운동은 피해자 기

표가 사회 담론에서 부상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전술했듯 여성계가 정신대문제를 동시대 여성운동의 과제로 여기며 정

신대 운동에 결합해 있었고(이효재, 1999:187) 과거사청산을 요구하는 

대열에 정신대 운동이 합류해있었다. 즉, 1990년대 초 일본군‘위안부’ 운
동은 피해자 담론을 적극적으로 생산한 과거사청산 운동과 반성폭력 운

동의 접점에 있었다. 이러한 움직임에 한국 언론은 1990년부터 정신대, 
즉, 일본군‘위안부’를 징용·징병·원폭 피해자와 함께 ‘전쟁 피해자’로, 피
54)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정대협, 이화여자대학교 민주동우회, 반핵평화운동

연합이 내각총리대신 미야자와 기이치에게 보내는 공개서한(1992.7.1.)은 

“천황의 군대, 일본자위대의 해외파병과 군사 대국화를 반대”하고 “일본 PK
O법 철회”를 요구했다.

55)‘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폭력특별법 제정추진 특별위원회’가 입법 청원하기 위

해 1992년 7월 4일 내놓은 ‘성폭력 대책에 관한 특별법(안)’은 다음과 같

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과 가해자 교화시설 설치, 성폭력 발생원인과 

예방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적절한 의료제공 등 

성폭력 대책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조항 설치 △성폭력범죄의 

법적 개념을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의 죄’로 규정 △고소 기간, 친고죄 폐

지 △수사, 재판과정과 병원치료에서의 피해자 보호 조처와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제도 도입 △비공개재판 △피해자의 증거확보를 위해 보건소, 종
합병원 안에 성폭력 전담부서 설치 등(1992.07.05.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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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자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1991년부터는 이들을 ‘정신대 피해자’
로 호명하기 시작했다.56)
그러나 문제화 과정의 초기에 일본 정부는 책임을 회피해왔다. 1990

년 6월 6일 일본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노동성은 “위안부는 민간의 업

자가 군을 따라 함께 데리고 다녔”고 “실정 조사는 할 수 없다”고 답변

했다. 이에 한교여연 외 38개 여성단체는 1990년 일본 정부에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다음의 사항을 요구했다.57)

1. 일본정부는�조선인�여성들을�종군위안부로서�강제연행한�사실을�인정할�것.

2. 그것에�대해�공식적으로�사죄할�것.

3. 만행의�전모를�스스로�밝힐�것.

4. 희생자들을�위하여�위령비를�세울�것.

5. 생존자와�유족들에게�보상할�것.

6. 이러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역사교육� 속에서� 이� 사실을� 가르칠� � �

� � 것.

그러나 1991년 4월 1일 일본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도 외무성은 “당
시 정부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상의 상황을 파악할 수 없

다”고 답변했다(정대협 20년사 편찬위, 2014:393). 이러한 일본 정부의 

태도에 맞서 1991년 8월 14일 김학순의 기자회견이 열렸다.58) 그는 “정
56)그 외에도 원폭 피해와 삼청교육대,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피해자’ 용

어가 언론에서 자주 등장했다. 1980년대 후반 원폭협회는 일본의 국가책임

을 묻는 23억 달러 보상청구 운동을 시작했고 이것이 전후보상 운동과 함께 

이슈화되었다. 1988년 삼청교육대 등 제5공화국에서의 정치 권력형 비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1989년 연석청문회가 열

리면서 기사화되었다. 즉, 민주화 이후 과거사청산과 반성폭력 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피해자 기표의 사용이 일상화되었다(추지현, 2017).
57)한교여연 외 38개 여성단체. “공개서한: 내각총리대신 가이후 도시키 귀하”. 

1990.10.17. 이후 ‘책임자 처벌’도 추가되었다. 1993년 <제2차 강제종군위

안부 문제 아시아연대회의>에서의 논의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사실인정, 법
적 책임 촉구를 위해 전쟁범죄란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주는 

‘돈’의 문제로 전도되는 경향”을 막기 위해서였다(정대협 20년사 편찬위, 20
14:86-87).

58)한교여연이 비슷한 연배인 원폭 피해자를 중심으로 ‘위안부’ 피해자를 찾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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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 자체를 부인하는 일본 정부를 고발하려 증언에 나섰다”고 밝혔다.

“당한� 것만� 해도� 치가� 떨리는데� 일본사람들이� 정신대란� 사실� 자체가� 없었다

고�발뺌하는�것이�너무�기가�막혀�증언하게�됐다.”59)�

“정신대위안부로� 고통받았던� 내가�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일본은� 위안

부를� 끌어간� 사실이� 없다� 하고� 우리� 정부는� 모르겠다� 하니� 말이나� 됩니

까?”60)�

“정부가� 일본에�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공식� 사과와� 배상� 등을� 요구해야�

한다.”61)

정대협은 1991년 9월 18일 ‘정신대 신고전화’를 개설했고 그해 12월 

2일 문옥주 할머니가 두 번째로, 12월 31일 김복선 할머니가 세 번째로 

신고했다(정대협 20년사 편찬위, 2014:59-60).62) 이어 1992년에 국가

에 등록된 생존피해자 대다수가 신고했다. 김학순의 기자회견은 인신의 

형태로 일본군‘위안부’가 문제화되는 동시에 피해자 존재가 증거로, 피해

자의 발화가 증언으로 변모하게 되는 계기였다. 정대협은 “김씨의 증언

을 시작으로 생존자, 유가족들의 증언을 통해 역사의 뒤안길에 묻혀 있

던 정신대 실상이 밝혀져야 한다”라고 밝혔다(1991.08.15. 한겨레).
정신대연구회는 1992년 피해자 19명의 증언을 모아 증언집 1집,『강

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1993)을 발간했다. “현 단계에 있어서 

군위안부 문제의 주안점은 우선 진상을 밝혀내는 일”이라고 판단, 한 피

해자를 10회 이상 면접하면서 정확성과 신빙성을 확보하고자 했고(정진

중 원폭 피해자인 이맹희가 김학순을 데리고 왔다(정대협 20년사 편찬위, 2
014:57). 윤정옥에 따르면 “사회에 알리는 거보다…위안부였던 할머니를 발

견해내는” 것이 정신대문제 운동의 더 우선적인 목적이었다고 한다(정진성 

외, 2015:72).
59)挺身隊(정신대)로 끌려간 金學順(김학순)할머니 눈물의 폭로 戰線(전선)의 

노리개“짓밟힌 17세” 1991.8.15. 경향신문. 
60)“挺身隊(정신대)치욕 꼭 배상받겠다” 국내거주 첫고발 金學順(김학순)할머

니. 1991.08.15. 동아일보.
61)종군위안부 참상 알리겠다. 1991.08.15. 한겨레.
62)한국 정부도 1992년 1월 적십자사를 통해 피해자 신고를 받기 시작했고 19

93년 8월부터는 정부가 피해자 신고를 일괄 접수하였다(정대협 20년사 편

찬위, 201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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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1993:15) 이러한 조사지침은 3집(1999)까지 이어졌다. 증언 구술작

업과 1992년 요시미 요시아키의 일본 방위청 방위연구소 도서관에서의 

자료 발굴 등 민간 차원에서 진상규명이 진척되면서 ‘피해’는 “국가·민
족·성·계급”의 “유기적 결합(정진성, 1992:42)”이 빚은 것이라고 설명되

었다.

“조선인� 종군위안부의� 연행은� 천황제가� 군국주의의� 방향으로� 발전하는� 과정

에서� 군대의� 필요에� 의해� 세운� 종군위안부� 정책을� 식민지� 조선에� 강제력을� 통

해� 시행한� 것으로서,� 전반적인� 여성비하의� 가부장적� 사고에� 기초한� 일련의� 여

성� 정책의� 진전과정과� 군국주의화에� 따라� 전개된� 식민지� 정책의� 진전과정이�

만난� 지점에서� 형성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계급에� 따라� 차별적으로� 이루어

진�것이다.”(정진성,� 1992:42)

<제1차 정신대문제 아시아연대회의>에서 발표된 이 글과 마찬가지로 

아시아연대회의 결의문(1992.8.11.)은 식민지배, 침략전쟁, 일본의 천황

제 파시즘과 군국주의, 가부장제가 “여성의 성적 노예화와 인간 존엄성 

말살”을 가능하게 한 배경이고 정신대문제의 해결이 “전쟁범죄의 재발” 
방지와 평화구축의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즉, 일본군‘위안부’ 운동은 1990년대 초반에는 일본 정부의 사실인정

과 함께 일본 법원 소송 제소로 공식사죄와 피해보상을 받아내는 것63), 
관련 문서자료가 은폐되거나 파기된 상태에서 피해자의 기억을 통해 피

해의 실체를 밝히는 진상규명을 과제로 삼았다. 증언 구술작업과 피해국 

및 일본 여성과 연대, 태평양전쟁 피해자들과의 과거사청산 요구는 일본

63)앞서 본문에서 서술한 소송은 아시아태평양전쟁 한국인 희생자 보상청구 소

송이라고 불린다(1991년 제소, 2004년 패소). 이외에도 부산 종군위안부·여
자정신대 공식사죄 등 청구사건(관부재판, 1992년 제소, 2003년 패소), 재
일한국인 종군위안부 사죄·보상 청구사건(송신도 사건, 1993년 제소, 2003
년 패소) 등이 있었다(오카와, 2008:87-89). 한일청구권협정 부작위 위헌

소송은 이처럼 1990년대 일본 법원에 제소된 소송들이 2000년대 초 모두 

패소하게 되면서 일본에서의 사법 투쟁은 더는 불가능하겠다는 일본군‘위안

부’ 운동의 판단,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의 배상청구권이 소멸하였다는 일

본 정부의 주장과도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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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안부’ 운동이 과거 인권침해를 가능하게 했던 사회 조건의 변화를 

꾀하는 변혁적 정의의 실현까지 주장하도록 했다.
비로소 피해의 전모가 드러나면서 한국 사회는 여자 근로정신대와 일

본군‘위안부’를 구분하게 되었다.

[그림 1]64)이 보여주듯 피해/자를 가리키는 명칭으로 1990년대 초반

에는 정신대가, 1990년대 중반에는 종군위안부 혹은 강제종군위안부가, 
1990년대 후반부터는 일본군위안부 혹은 일본군‘위안부’가 주로 사용되

었다. 이것은 강제성을 부각하여 피해를 ‘피해’로 인정받고, 일본군과 일

본 정부라는 책임 주체를 밝히면서도 피해자 관점을 채택하고자 한 일본

군‘위안부’ 운동의 의식적인 명명 작업과도 관련이 있다.65) 일본군 성노

64)정신대 빈도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라는 단체명으로만 쓰인 검색결과

는 제외했고 근로정신대, 여자정신대 등의 표기도 포함한 것이다. 종군위안

부 빈도는 강제종군위안부와 종군위안부로 쓰인 검색결과를 포함한 것이다. 
일본군위안부(작은따옴표의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와 일본군 성노예의 빈도

는 정확히 일치하는 검색결과를 합했다. 일본군 성노예는 1993년부터 사용

되었지만, 1998년까지 5건 미만, 1999년 10건으로 사용빈도가 적었다.
65)1992년 8월 <제1차 정신대문제 아시아연대회의>는 ‘종군위안부’ 명칭이 

일본 정부의 초기 입장이나 일본 우익들의 주장처럼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그림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명칭의 기사 출현빈도(1990~1999년)
출처: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경향신문, 동아일보, 매일경제, 조선일보, 한겨

레 기사 중 각 명칭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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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는 1990년대 초 국제인권 담론에서 나온 용어이지만, 1990년대까지 

한국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쓰이지 않았다.
1992년 1월 8일 일본 대사관 앞에서 미야자와 기이치 일본 총리의 방

한을 계기로 수요시위가 시작되었고 윤정옥에 따르면, 일반인들이 더 많

은 지금과 달리 그때는 “할머니들이 쏟아져 나”왔다(정진성 외, 2015:5
2). 점점 더 많은 피해자가 ‘피해’를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

면서 수요시위와 증언집회 활동 등으로 사회운동의 주체가 되었지만(황
은진, 1998), 한국 사회 담론에서는 ‘피해자’는 운동가라기보다는 민족의 

피해자로 환원되곤 했다(김수아, 2000).66)

2. 위안부 지원법과 정부의 외교정책: 인도주의적 지원대

상으로서의 피해자

한국 정부는 일본과의 외교 관계상 도덕적 우위에 서면서도 외교적 불

편을 방지하기 위해 1993년 ‘인도주의적인 정신’에서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을 제정했다. 1995년 일본 정부의 ‘도의적 책임’에 근거한 ‘여성을 위

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이하 국민기금)’ 지급 결정에 일본군‘위안부’ 
운동은 법적 배상을 요구하며 저항했지만, 한국 정부는 ‘민족의 자존심’
을 지키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일시금을 지급했다. 즉, 한국 정부는 ‘피
해’를 한일외교 관계의 장애물인 과거사 문제로만 봤고, 정부의 배상 불

요구 방침과 금전적 보상에 한정된 조치는 ‘피해자’를 복지 지원대상에 

머무르도록 했다.

일본군을 따라갔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기에 강제종군위안부로 바꿀 것을 결

정했다(강정숙 2006; 정진성, 2016). 1995년 3월 <제3차 일본군‘위안부’ 
문제 아시아연대회의>는 ‘위안부’ 명칭이 일본군과 일본 정부가 당시 사용

했다는 점에서 역사성을 갖지만, 피해 여성에게는 위안(慰安)이 아니었다는 

비판적인 시각에서 작은따옴표를 붙여 일본군‘위안부’를 사용하기로 했다(정
진성, 2016).

66)가령,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에 반대한 피해자들이 영웅화될 

때조차 이들의 정당한 사죄와 배상 요구보다는 이들이 지켜낸 민족의 자존

심과 도덕적 우위 위주로 이야기됐다(김수아, 2000:111-112,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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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6월 참의원 예산위원회의 회의록에 분노한 여성계는 노태우 

대통령에게도 공개서한을 보냈다.67)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대해 공

식사죄, 진상규명, 피해보상, 역사 왜곡의 정정을 요구하고, 국내에 위령

비를 세우고, 우리 역사에도 정신대를 명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

나 같은 해 한교여연의 민원에 대한 외무부의 회신68)에서 한국 정부는 

①실태조사에서는 일본 정부에 강제징용명부를 요청한 상태라고만 답했

고 ②위령비 건립은 명부가 입수된 뒤에 검토될 수 있으며 ③보상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종결되어 정부 차원에서는 제기할 수 없으며 민간 

차원의 것은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렇듯 한국 정부는 일본군‘위
안부’ 문제를 종결된 전후 보상문제로 보면서 1991년 초반까지는 적극

적으로 나서지 않았다(김수아, 2000:40).
정부가 진상규명, 즉, 일본군‘위안부’ 운동의 요구사항을 일부 받아들

이게 된 것은 1991년 말이었다. 1991년 8월 김학순의 기자회견과 12월 

보상청구 소송 제소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한일 양국 간 현안 과제”
가 되었기 때문이었다.69) 한국 정부는 1991년 12월 7일 한일 아주국장

회의에서 일본 정부에 진상규명과 적절한 조치를 공식 요청했고 12월 1
3일 국회는 정대협의 청원70)을 심사, 윤정옥의 진술과 피해자 이옥분의 

증언을 들었다(정신대문제대책실무반, 1992). 1992년 1월 3일 일본 정

부가 가토 관방장관 담화와 1차 조사결과로 정부의 관여를 인정하고 관

계성청의 자료조사 방침을 발표하자 1월 17일 노태우 대통령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 수립”을 지시했고, 정부는 1월 22일 “선 진상규명과 보

상 또는 배상” 방침과 ‘정신대문제실무대책반’을 구성하는 자체 진상규명 

대책을 발표했다(김수아, 2000:41). 1992년 7월 정신대문제대책실무반

67)한교여연 외 38개 여성단체. “공개서한: 노태우 대통령 귀하”. 1990.10.17.
68)대한민국 외무부. 한국교회여성연합회의 “민원 회신”. 1990.12.14.
69)대한민국 국회사무처. 제161회 국회 보건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1993.5.1

0., 76.
70)정대협은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거론하지 않는 문제를 일본 정부가 답하

기 주저하고 있다고 청원을 제출했다(청원번호 130496, 1991.7.18.). 정대

협은 청원서에서 정부가 일본 정부에 6개 항을 공식 요구하고 실태조사 위

원회를 만들어 진상규명하고, 독립기념관 내에 위령비를 세울 부지를 만들

어달라고 요청했다(한교여연, 199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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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표한 ‘일제하 군대위안부실태조사 중간보고서’는 법적 책임에 대한 

언급 없이 진상규명 등 한일 과거사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성의 있는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상규명에 국한하는 한국 정부의 소극적인 조치는 정부가 ‘피해’를 한

일 과거사 문제이자 한일외교 관계의 장애물로서만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피해자들의 참담한 생활상이 드러나면서 정대협은 1992년 1
월 22일 “피해 여성에 대한 응급생활보호조치”(한교여연, 1992:96)를 

요구했지만, 어떤 대책도 나오지 않았다. 피해의 배보상에 있어서 노태

우 정권은 유보적인 자세를 취하는 듯했지만,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소

멸했다는 쪽에 가까웠다(김수아, 2000:43, 45).
1993년 김영삼 정권이 출범했고, 같은 해 3월 13일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안」(이후 위안부 지원

법)71)이 정부 의안으로 제출되어 1993년 제정됐다. 정부 의안72)은 이 

법안이 “도덕적 우위를 갖고 새로운 한일관계를 정립하는” 차원에서 일

본 정부에 법적 배상은 요구하지 않지만, 생존피해자를 돕기 위해 “우리 

정부 스스로” 조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외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것은 “불행했던 과거사의 상처를 민족자존의 차원에서 발전적

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것이었다.73) 
정대협은 대통령이 발표한 “피해자들에 대한 생활보호대책”이 언론의 

보도와 같이 일본 정부를 대신한 “물질적 보상”인지, “민족 수난의 희생

자에 대한 동포적 차원의 위로와 생활 지원”인지 질의하면서 국제법 규

범을 위반하는 중대한 인권침해74)를 입은 피해자는 국가의 판단과 상관

없이 배상의 권리를 갖는 주체이며 정부가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주

71)법률 제4565호, 1993.6.11. 제정, 시행 1993.6.11. 정식 약칭은 위안부피해

자법이지만, 이후의 개정법과 구분하기 위해, 그리고 제명과 조항에 피해자

가 들어가지 않은 것을 고려해 이 글에서는 위안부 지원법으로 약칭한다.
72)정부 의안. 의안번호 140239. 1993.5.7.
73)문서 3의 참고자료, 군대 위안부 피해자 구호 조치(1993.3.29), 외교통상부 

장관, 2006.08.29., 
74)중대한 인권침해란 피해자 숫자가 대규모이고 피해가 막대하고 장기적인 영

향을 미치는 인권침해를 말한다(송에스더, 202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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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했다.75) 이러한 정대협의 주장은 당대의 국제인권 담론을 빠르게 흡

수한 결과였다. 즉, 이 시기 일본군‘위안부’ 운동은 물질적 보상(compen
sation)에서 나아가 국제법에 따른 총체적 배상(reparation)을 요구하고 

있었다(이효재, 1999:203). 전술했듯 일본 정부에 대한 요구도 ①진상규

명, ②범죄인정, ③공식사죄, ④법적 배상, ⑤책임자 처벌, ⑥역사 교과서 

기록, ⑦추모비와 사료관 건립으로 차츰 다듬어졌다.
위안부 지원법은 그 법문에서 밝히고 있듯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

어 일본군위안부 생활을 한 자” 중 “생존자로 법 적용대상자로 결정·등
록된 자”를 대상76)으로 “국가가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이들을 보호·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됐다. 지원 내용으로는 생활보호, 의료보

호, 생활안정지원금, 임대주택 우선임대를 명시했다. 국가가 법적이고 외

교적인 절차와 제도에서 배상을 비롯한 피해 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책임은 무시되는 한편, 피해자의 생활을 안정

시키는 것에 한정된 복지정책으로서 피해 지원이 제도화된 것이다.
1993년 8월 4일 일본 정부는 2차 진상조사 발표와 함께 설치, 운영, 

관리 및 이송에 관해 구 일본군의 관여를 인정한 ‘위안부 관계 조사결과 

발표에 관한 고노 내각 관방장관 담화(이하 고노 담화)’를 발표했다. 한
국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유병우 외무부 아주국

장은 이 문제를 더는 한일 간의 외교 현안으로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방침이라고 밝혔다. 8월 9일 정대협77)은 한국 정부가 진상규명뿐만 

아니라 배상문제까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문제 제기했지만, 1995년

75)정대협.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김영삼 대통령의 3월 13일 자 지시에 대

한 우리의 입장“. 1993.3.14.
76)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위안부’는 대개 가족이 없고 가족이 있어도 ‘위안부’

라는 것을 감추려고 하기에 생존자로 대상을 한정하자는 주장이 받아들여졌

다. 피해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용어를 

쓰게 된 것은 제명이 법의 내용을 대표해야 하고 외무부가 역사성을 살림으

로써 일본 정부의 책임을 부각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관계 단체도 

이 제명을 수용했다고 밝히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사무처. 제161회 국회 법

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제5호. 1993.5.17.
77)정대협. “‘강제종군위안부 문제, 외교 현안으로서의 종결’이라는 정부 입장에 

대한 질의.” 1993.8.9.,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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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정부의 공식적인 언급은 거의 없었고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일단

락되는 듯 보였다(김수아, 2000; 정재민, 2016).
1995년 6월 무라야마 정권은 국민기금의 창설과 의료, 복지 사업계획

을 발표했고 피해자와 일본군‘위안부’ 운동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996년 

1월 국민기금을 강행 지급하면서 문제는 다시 이슈화되었다. 운동이 거

센 저항을 한 것은 ‘피해자’는 정당한 배상의 대상으로서 일본 정부는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하며,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는 수사는 피해자들을 

시혜적인 금전적 보상의 대상으로 만든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78) 동시

에 정대협은 피해자의 경제적 어려움과 ‘위안부’ 후유증으로 인한 지병

을 구제하기 위해 생활안정지원금을 증액해달라고 요구했다.79)
일본 정부의 정책에 환영의 뜻을 밝히던 정부는 국내외 여론이 좋지 

않자 이것은 “대다수 피해자의 요구를 외면한 것이라고” 유감을 표현하

는 등 급선회했다(외무부 논평, 1997.1.12.; 김수아, 2000 재인용:48). 
그러나 1997년 한일정상회담에서도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언급되지 않

았고 외무부도 “피해자 본인이 받겠다는데 어쩔 수 없다”는 입장으로 후

퇴했다(김수아, 2000:48). 1998년 2월 23일 외무부는 “고령과 생활고에 

시달리는” 피해자가 “유혹에 넘어가” 국민기금을 수용하지 않도록 보상

을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김수아, 2000:50). 4월 15일 외교통상부는 

‘도덕적 우위’와 ‘한일 간의 새로운 관계’를 들어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대신 일본 정부에 개인 배상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80)

78)정대협·한여연, 일본군‘위안부’ 한국인 생존자 외 21개 단체. “한국 외무부는 

일본 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즉각 중단하라!”., 1995.8.9
79)이효재·윤정옥·성봉희(정대협).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금증

액”. 청원번호 150040. 1996.09.19. 이 국회 청원서는 피해자들을 “과거 식

민지의 딸”이라고 지칭하며 국가가 디딤목이 되길 호소하는 한편, 피해자의 

인권과 명예회복, 범죄인정과 법적 책임이라는 언어를 사용했다. 비슷한 시

기 일본 정부의 국제법적 책임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피해자 

생활 지원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하는 청원이 제출됐다. 김유경 외 39,665명
(광운대학교 총여학생회), 1996.8.13., 청원번호 150023.

80)외교통상부 보도자료. 1998.4.14. “생존 구 군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

금 지급에 즈음한 대변인 성명”. 임동원 외교안보 수석은 “한일 간에 얽힌 

최대 장애 요인을 피해자가 먼저 푸는 대담한 정책(조선일보, 1998.4.15.; 
김수아, 2000:50 재인용)”이라고 밝혔다. 문맥상 후자의 피해자는 한국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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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은 당일 국무회의에서 사죄 없는 보상은 ‘민족적 자존심’
이 허락하지 않고 국민과 당사자들이 납득해야 한다고 이미 발표된 안을 

보류시켰다(1998.04.15. 한국일보).81) “피해자의 고통을 신속히 해결할 

필요는 있으나 책임 문제는 그것대로 해결해야” 하고 “우리 정부의 일본 

정부에 대한 향후 배상요구·책임추궁 등의 대책에 문제를 낳을 수 있”기
에 “피해자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치라”고 지시했다(1998.04.15. 중앙

일보). 반면, 외교통상부는 “한일관계가 더이상 군대위안부 배상 문제를 

둘러싼 法理 싸움으로 경색돼서는 안된다”면서 이 문제는 한일청구권협

정으로 “이미 종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1998.4.15. 동아일보). 외교통

상부는 발표에 앞서 정대협과 긴밀히 협의했다고 밝혔지만, 정대협의 김

윤옥 공동대표는 반대의견을 표했다(1998.4.15. 한국일보). 
이전 정권과 달리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듯 보였던 김대중 대통령

은 4월 21일 “민간단체에서 일본 정부에 배상을 계속 요구하는 것에 정

부는 개입하지 않”지만, 공식 방침상 배상은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수아, 2000:50). 피해자에게는 5월에 위안부 지원법 시행 초기에 지

급된 1차 지원금에 이어 2차 지원금이 지급되었다(정대협 20년사 편찬

위, 2014:221). 
종합하자면, 1990년대 내내 한국 정부에 있어 ‘피해자’는 일본군‘위안

부’ 운동이 주장한 것처럼 배상청구권을 갖는 중대한 인권침해 피해자가 

아닌,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면서도 우호적인 한일외교 관계를 위해 인

도주의적 차원의 지원금을 지급받는 대상에 머물렀다. 대외적으로는 진

상규명, 대내적으로는 금전적 보상에 제한된 한국 정부의 조치는 평화, 
젠더, 인권을 중심에 두고 한일관계를 재고해야 한다는 여성운동의 문제

의식을 누락했다. 이러한 지점은 역설적으로 한일외교 관계가 지향하는 

바를 보여준다.
부를 의미한다.

81)김대중 대통령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인권문제로 보는 시각을 처음으로 

드러낸 대통령이기도 하다.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 직후 한일의원연맹 일본 

측 위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군 위안부 문제는 한일 간 과거청산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문제이므로, 양국 정부는 물론 전 세계인들이 납득하도록 처리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조선일보, 1998.2.27.; 김수아, 2000:49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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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2000년대: 인권 담론의 확장과 피해자 위상의 

변화

1. 국제인권레짐과 과거사 청산작업, 피해자 명명의 제도

화: 인권침해 당사자로서의 피해자

김대중 정권부터 유엔을 중심으로 제도화되어온 장치들을 주축으로 한 

국제인권레짐(international human rights regime)이 국내에 확산되었고 

노무현 정권에 들어 일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과거사 청산작업이 본격

화되었다. 이러한 흐름에서 일본군‘위안부’는 인권침해의 당사자이자 진

상규명과 배보상의 대상인 ‘피해자’로 호명되었다. 이 시기 이뤄진 위안

부 피해자법 개정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명을 제도화했고 ‘피해’를 

기억과 인권이라는 가치와 연관된 것으로 보는 것이었다.
1987년 민주화와 함께 한국은 1990년 유엔 인권협약82)에 가입하고 1

991년에 유엔에 북한 정부와 동시 가입하며 국제인권레짐에 편입되었다

(정진성 외, 2014[2010]:115). 그러나 국제인권레짐의 확산, 즉, “정부 

관료와 시민단체, 그리고 기업에 이르기까지 인권 감수성이 증대하는 소

위 인권의 사회화 과정(socialization of human right)(정진성 외, 2014
[2010]:121)”이 곧바로 뒤따르진 않았다. 국제협약의 비준을 넘어 국내

법과 정책으로 국제인권레짐이 구현되기 시작한 것은 1998년 출범한 김

대중 정권 때였다.83) 정진성 외(2014[2010])에 따르면, 1990년 말부터 

2007년까지는 ‘한국 인권의 확장기’로 여겨지는 시기이다. 1995년「5·1
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84)이 제정되고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82)‘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CCPR)’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
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CESCR)’을 

말한다.
83)사형집행의 중단, 국가인권위원회 설립(2001년), 국가보안법의 신중한 적용 

등이 인권 개선을 보여주는 행보로 꼽힌다(정진성 외, 2014[2010]:184). 
84)법률 제5029호, 1995.12.21. 제정. 1995.12.2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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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기소·구속·재판이 진행되었던 흐름에 이어 과거사 청산작업 역

시 활발히 이뤄졌다. 1999년 12월「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

복에관한특별법」85)과 민주화운동과 관련한「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

법」86)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추지현, 2017:111).
김대중 정권에서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국가폭력에 대한 과거사청산이 

이뤄졌다면, 노무현 정권에서는 한국전쟁기 민간인학살과 일제강점기 친

일반민족행위와 강제동원 피해까지 과거사청산 작업에 포함되었다. 200
3년 11월「과거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가결됐고, 이
것에 근거한「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기본

법)87)이 2005년 12월부터 시행됐다(추지현, 2017:111). 2004년 3월 

제정된「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88)에 따라 11
월 국무총리 소속 하의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되

어 피해 신고를 받고 진상규명 작업을 담당하게 되었다.89) 노무현 대통

령은 2005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과거사정리기본법을 언급하면서, 청산

의 과정에서 “피해당하고 고통받은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여 진정한 화

해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

과 사과, 배상 또는 보상, 그리고 명예회복”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대통령비서실, 2006:306).

85)법률 제6117호, 2000.1.12. 제정. 2000.4.13. 시행.
86)법률 제6170호, 2000.1.15. 제정. 2000.5.16. 시행.
87)법률 제7542호, 2005.5.31. 제정. 2005.12.1. 시행. 제1조(목적). 이 법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
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 기초해 2005년 12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

거사정리위원회가 출범했다.
88)법률 제7174호, 2004. 3. 5. 제정. 2004. 9. 6. 시행. 이 법의 제2조(정의)

에 따르면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는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

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군인·군속·노무자·군 위안부 등의 생

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말한다.
89)본 위원회는 최종 보고서를 발간하지 못하고 2010년 폐지되었고 같은 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로 

바뀌어 2015년까지 존속했으나 진상규명 작업이 미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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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지원법은 여러 차례 개정되었지만, 2002년「일제하일본군위안

부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

안부 피해자법)90)로 일부 개정되면서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은 피

해자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제명과 조항에 ‘피해자’라는 어휘를 추가

했다.91) 즉, 이때 언급된 고통은 2010년대와 같이 단순히 개인적 차원

의 상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피해자 관점을 취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이러한 법 개정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라는 명명이 제도화한 것

이었다.92)
2002년 개정 법안의 목적에서 “국가가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한다는 

어구는 삭제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할 뿐 아니라 기념사업을 수행해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한다는 내용이 추가되

었다. 이어 법안이 2005년 일부 개정되면서93)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진

상규명”까지 그 목적에 포함하게 되었다. 또한, 2005년 법안에는 제2조
의 2(국가의 의무)를 추가해 진상규명, 역사교육, 그리고 적극적인 피해

자 발굴과 피해자의 생활 안정까지 국가의 의무로 명시했다. 이러한 법

문의 변화는 아래 [표 2]에서 정리해두고 있다.

90)법률 제6771호, 2002.12.11. 일부개정, 2003.6.12. 시행.
91)법 개정이유 중 ◇주요골자 가. (법 제명) 관련 이유 참고. 이미경 의원 등 

29인, 의안 번호 1393, 2001.12.31. 발의. 박숙자 전문위원은 피해자 제명

을 붙임으로써 ‘일본군위안부’라는 용어가 “주는 부정적 인상을” 덜고, 이들

을 “피해자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어 “인권회복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
라고 평가했다(여성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 2002.02., 3).

92)2004년부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모/부고 기사도 일본군‘위안부’에 ‘피해

자’를 붙여 이들을 호명하기 시작했다(김소형, 2019:9). 
93)법률 제7637호, 2005.7.29. 일부개정, 2006.1.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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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2000년대 법 개정은 과거사청산의 흐름과 인권 담론의 영향을 

받은 결과로 보인다. 기존의 피해자 지원에서 나아가 개정된 법안에 새

롭게 포함된 진상규명, 역사교육, 기념사업은 1990년대 일본군‘위안부’ 

법안 위안부 지원법 위안부 피해자법

시기 1993년 제정 2002년 일부개정 2005년 일부개정

정의

일제에 의하여 강

제동원되어 일본군

위안부로서의 생활

을 강요당한 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

원되어 성적학대를 받

으며 위안부로서의 생

활을 강요당한 피해자

좌동

대상

일군위안부 중 생

존자로 생활안정지

원대상자로 결정·
등록된 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대상자 

등), 국민

좌동

담당

부처
보건사회부 여성부 여성가족부

목적

국가가 인도주의적 

정신에 입각하여 

이들을 보호·지원

피해자를 보호·지원하

고 기념사업을 수행함

으로써 이들의 생활안

정을 기하고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증진에 기여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기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기하고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

립과 인권증진에 기여

지원

내용

생활보호, 의료보

호, 생활안정지원

금, 임대주택 우선

임대

생계급여, 의료급여, 
생활안정지원금, 임대

주택 우선임대

생계급여, 의료급여, 생
활안정지원금, 임대주택 

우선임대, 간병인 지원, 
국적 회복 및 고국방문

사업

내용
X

기념사업, 역사적 자료

의 수집·보존·관리·전
시 및 조사·연구, 교
육·홍보 및 학예활동

기념사업,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교육·홍보 및 

학예활동, 국제교류 및 공

동조사

국가

의 

의무

X X
진상규명·올바른 역사교육 

등에 대한 적극적 노력, 
피해자 적극 발굴하고 생

활안정 위해 조치 강구

[표 2] 위안부 지원법과 위안부 피해자법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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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이 한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길 요구했던 내용으로 2000년대 

중반이 되어서야 그 법적 기반이 다져지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기억/기
념 조치의 법제화는 일본군‘위안부’ 피해를 피해자 개인이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전받으면 끝나는 문제로 보는 대신 새로운 역사서술을 통해 사

회공동체의 과거, 현재, 미래를 재해석하고 재구성해야 할, 인권이라는 

중대한 가치와 연관된 문제로 보는 시각의 전환이 이뤄졌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2005년 의안이 발의되었을 당시 국가의 의무 조항에 포함되어 

있던 “배상(에 대한 적극적 노력)”은 법 목적이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있다는 사유로 삭제되었다.94) 이후 일본군‘위안부’ 운동은 피해자들이 

중대한 인권침해의 피해자로 ‘권리를 가질 권리(right to have rights
)’95)를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 즉, 위헌소송 제소로 이러한 

한계를 넘고자 시도하게 된다.
이러한 대일 과거사청산 흐름에서 2005년 8월 26일 한국 정부는 서울

행정법원의 공개명령(2002구합22943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2004.2.
13. 결정)96)이 없었던 부분까지 총 161건, 3만 6,400쪽의 한일회담 관

련 문서를 전면공개했다(호리야마, 2008:5). 이 결정에 이르기까지 외교

통상부와 청와대는 큰 이견을 보였다. 외교통상부는 일본 정부가 비공개

를 요청했다는 외교상의 이유와 공개할 경우 국제관계에서 국가적 신뢰

가 크게 실추될 수 있다는 중대한 국익을 들어 문서공개를 거부해왔고 

2004년 3월 4일 판결에 항소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밀어붙이면서 2004년 8월 16일 문서를 공개하는 방향이 정부방침으로 

94)여성위원회 심사보고서, 2005.6. 14.
95)한나 아렌트가『전체주의의 기원』에서 제시한 개념이다. 아렌트가 이 개념

을 쓴 것은 난민과 같이 어느 정치 공동체에도 속하지 못한 이들이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상황, 즉, 국민 국가의 시민권을 가져야만 구체적 권리들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을 지적하기 위해서였다. 나아가 일본군‘위안부’ 사례서 

볼 수 있듯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로서 국민 국가 시스템(DeGooyer, 2018:
60)”은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주권을 가진 영토 국가들로 구성된 세계 체

제에서 일본군‘위안부’ 운동의 법적 배상 요구는 피해자를 비롯한 당사자들

이 주체가 되지 못하는 국가 간 외교 행위에서 미끄러지고 있는 것이다.
96)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근로정신대, 군인, 군속, 노무자, 원폭 피해자와 그 

유족 등이 2002년 제기한 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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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세해졌고 9월에는 문서공개 TF가 발족했다(호리야마, 2008:17).
‘한일협정문서공개를위한민관공동위원회(이하 민관공동위)’97)는 문서

공개의 후속대책으로 한국 정부가 “고통받은 역사적 피해사실”에 근거해 

일본 정부에 보상받았던 사실에 따라 한국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를 구

제할 도의적 책임을 갖는다고 밝히며「일제강점하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98)을 내놓았다. 또한, 징용·징병 등 다른 강제동

원 피해와 “반인도적 불법행위”로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분리하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법적 책임 인정 등 지속적 책임추궁과 유엔 인권위 등 

국제기구에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것은 한일청구권협정이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조

약 제4조에 근거해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이 협정에 따라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문서공개로 협정의 성격이 분명해지면서 일본

의 국가책임이 남아있으며 법적 배상이 이행되어야 한다는 일본군‘위안

부’ 운동의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된 것이다.
한국 정부의 이러한 입장 발표는 정부가 과거사를 한일 간 외교적 쟁

점으로 만들지 않겠다는 일전의 방침을 버리고, 2005년 3월 17일 “개인 

피해자에 대한 권리 보호는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서 국가가 박탈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한일협정 틀 안의 것은 우리 정부가 부담하고, 그 “범
위 밖의 사안”은 “일본 정부가 인권존중과 인류 보편적 규범의 준수 차

원에서 해결하도록 촉구”할 것이라는 변화한 대일 기조방침99)에서 나온 

것이었다(호리야마, 2008). 그러나 이러한 입장표명에도 불구하고 외교

통상부를 비롯한 한국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에 

97)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005.8.26.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

동위원회 개최”. 민관공동위는 국무총리가 공동위원장을 맡았고, 외교통상부

를 포함한 9명의 정부위원과 1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었다.
98)“이 법의 제정으로 군 위안부들 일제의 강제동원과 관련한 반인도적 불법행

위 등에 대한 일본의 법적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님을 천명한다”라고 밝

혔다. 해당 법안은 관련 단체들의 반발로 2006년 9월 국회 상정됐으나 먼

저 부쳐진 대안인 의원입법이 가결됐다. 이에 2007년 7월 대통령이 거부권

을 발동하여 12월 정부 수정안이 제정됐다(호리야마, 2008:64-65, 68).
99)대한민국 정책브리핑. “NSC 상임위원회 성명문”. 200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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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특별한 조처를 하지 않았으며 이것이 2006년 한

일청구권협정 부작위 위헌소송이 제기되는 계기가 되었다. 
노무현 정권의 과거사 청산작업은 친일파와 독재정권을 권력의 기반이

자 계보로 삼고 있던 보수 정치세력의 반대에 부딪혔고 이명박 정부 들

어서는 중단되게 되었다(호리야마, 2008; 추지현, 2017:112). 그러나 이 

작업이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국가폭력과 일본군‘위안부’를 포함한 일제 

강제동원의 ‘피해자’를 인권침해의 당사자로서 보상과 진상규명을 위해 

호명하는 작업을 수반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후 제정된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

적100)에서도 드러나듯,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 및 해소하는 것

은 사회를 재통합하고 화해(reconciliation)로 나아가고자 하는 과거사청

산의 목적과 이어지는 것이었다.

2. 국제인권법과 초국적 여성운동: 권리 주체로서의 피해자

1990년대부터 시작된 국제사회의 피해자 중심 접근(victim-centered 
approach)의 흐름에서 2005년,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국제인권법의 

노력이 집대성된 ‘피해자권리 기본원칙’이 도출되었다. 일본군‘위안부’ 운
동은 국제 여성 인권운동으로 이러한 국제법적 발전 방향과 함께 호흡하

고 있었고 ‘피해자’를 권리 주체로 만들어왔다. ‘피해’를 전시 성노예제라

는 중대한 인권침해와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보는 국제사회의 인권 담론

은 2000년대 한국 사회에서 더욱 확산되었다.
1990년대부터 이행기 정의와 평화구축의 규범적 틀과 원칙은 피해자

의 존엄을 회복하고 이들을 보호하며, 트라우마를 가진 사회에서 역할을 

100)법률 제8669호, 2007. 12. 10. 제정. 2008.6.11. 시행. 제정이유는 다음과 

같다.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과 관련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일본의 법적 책임을 충분히 규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일청구권협정 체

결 후 “1975년에 실시된 정부보상에서…국가의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였음을 

고려하여 국가가 인도적 차원에서 이들의 오랜 고통을 위로하고 국민화합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급하려는 것임.” 이 법의 대상은 군인·군
무원, 노무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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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을 수 있도록 힘을 북돋는 쪽으로 점차 변화해왔다(Druliolle & Brett, 
2018:1). 형사 사법절차에서 범죄피해자를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의 확

산과 피해자학(victimology)의 성립, 인권침해 피해자를 구제하고자 하

는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의 체계화는 피해자 중심 접근이 확장되어왔

음을 보여준다(김창록 외, 2018:14). 이러한 흐름에서 2005년 유엔 총

회는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과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 피해자의 

구제권과 배상권에 관한 기본원칙과 지침’(이하 피해자권리 기본원

칙)101)을 채택했다. 이 선언은 그간 인권조약과 국제인권문서에서 규정

되어 있던 피해자권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구체화하면서 그간 이뤄진 

일련의 성과들을 집대성했다(김창록 외, 2018:20).102)
피해자권리 기본원칙은 전문에서 피해자 중심 시각(victim-oriented p

erspective)을 채택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조시현, 2011:93), 국제

인권법의 중대한(gross) 위반과 국제인도법의 심각한(serious) 위반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구제권(right to remedies)을 제11호 원칙에서, 배상

(reparation)과 관련된 원칙들을 제15호부터 제23호 원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구제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victim’s right)를 국제법에 따른 실정

법상의 권리로 보면서(김창록 외, 2018:28) ①평등하고 유효한 사법접

근, ②손해에 대한 적절하고 실효적이며 신속한 배상, ③위반과 배상 제

도에 관한 관련 정보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제11호 원

칙에 따르면 배상은 원상회복(restitution), 금전배상(compensation)103), 
101)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the Right to a Remedy and Reparati

on for Victims of Gros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RES/60/14
7. 본문의 피해자권리 기본원칙의 번역은 김창록 외(2018)를 따랐다.

102)‘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중대한 침해의 피해자가 가지는 원상회복, 금전배상

과 재활에 대한 권리’의 특별보고자로 반 보벤(van Boven)을 임명하는 것

부터 그의 작업을 계승한 바시오니(Bassiouni)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고 

유엔 총회에서 이 보고서가 채택되기까지 약 16년이 걸렸다(김창록 외, 2
018:16-18).

103)제20호 원칙에서 경제적 환산 가능한 다음의 손해에 대해 금전 배상할 것

을 규정했다. (a) 신체적 또는 정신적 침해 (b) 고용, 교육과 사회적 급여

를 포함한 기회 상실 (c) 물질적 손해와 소득 능력 상실을 포함한 소득 

(d) 정신적 손해 (d) 법적 조력이나 전문가 조력, 의약품과 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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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rehabilitation), 진상규명·권리 및 명예회복·사실인정·공식사죄·책임

자 처벌·기념과 추모·교육 등을 포함하는 만족(satisfaction), 재발 방지 

보장(gurantees of non-repetition)의 형식을 갖게 된다.104)
이러한 국제법 담론을 정대협은 재빠르게 받아들였다. 정대협은 1992

년 8월 유엔 인권소위원회에 참석해서 ‘현대형 노예제’와 ‘중대한 인권침

해 피해자에 대한 배상’ 의제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구두 발언하면

서 유엔에서의 활동을 시작했고 그해 11월에 유엔에서 ‘중대한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배상문제’를 담당하는 특별보고관인 테오 반 보벤(Theo 
van Boven)을 초청해서 ‘국제인권협약과 강제종군위안부’라는 주제로 세

미나를 개최했다(정진성, 2019:249). 반 보벤의 1993년 보고서105)는 정

대협이 배상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는 데 도움을 줬다(박원순, 1997:4
35-437). 중대한 인권침해의 “배상은 일반 사법상의 불법행위 배상과는 

그 결이 다르며, 단순 피해자 개개인에 대한 정의 실현을 넘어, 해당 사

회의 핵심규범 체계를 재수립하고 법의 지배를 강화하는 것”(UN OHCH
R, 2008:10; 송에스더, 2020:84 재인용)을 요구한다.
더불어 초국적 페미니스트 운동으로 진행된 일본군‘위안부’ 운동은 첫

째로, 분명히 금지되는 행위였지만 기소·처벌된 바가 거의 없었던 강간

을 비롯한 전시 성폭력이 중대한 인권침해임을 받아들이게 하고, 둘째

로, 성노예제라는 법적 개념을 통해 피해의 성격을 정의함으로써 이것이 

인도에 반하는 죄(crimes against humanity)이자 전쟁범죄임을 주장하

고, 셋째로, 민중 법정(people’s tribunal)으로 불처벌을 가능하게 만들어

왔던 법적·사회적 구조를 문제 삼고 책임자 처벌에 한정되지 않는 과제

심리적·사회적 서비스 비용

104)이러한 피해자의 권리에 대해 제1원칙에서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주의법을 

존중, 존중 보장, 이행할 국가의 의무(obligation)를 규정한 뒤, 제3원칙에

서 그 의무의 범위로 (c) 인권법 또는 인도법 위반의 피해자로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평등하고 효과적인 사법접근을 제공, (d) 피해자에게 금

전배상을 포함하여 실효적인 구제를 제공할 것 등을 명시했다.
105)Study concerning the right to restitution, compensation and rehabilitatio

n for victims of gross violations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
doms(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중대한 침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보

상 및 회복의 권리에 관한 연구), E/CN.4/Sub.2/19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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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시했다.
첫째로, 정대협을 주축으로 한 일본군‘위안부’ 운동은 1990년대 국제

인권규범을 다시 쓰는 데 일조했다. 1993년 비엔나 세계 인권회의(Vien
na 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의「비엔나선언 및 행동강령(Vi
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은 “성에 근거한 폭력, 
모든 형태의 성희롱과 성적착취”를 인권침해로 규정했고(이나영, 2018:2
09) “성노예”를 포함한 “전시 여성 인권침해는 국제인권법과 인도주의적 

법의 기본적인 원칙에 대한 침해”로 선언했다(최현실, 2005:146). 1995
년 베이징 제4차 세계여성대회(Beijing Fourth World Conference)의 베

이징 행동강령(Beijing Platform for Action)은 ‘젠더에 기반한 폭력’을 

정의하고 전시체제에서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과 성적착취도 젠더 

폭력이라고 선언했다(이나영, 2018:212).
둘째로, 정대협은 ‘피해’를 성노예제라는 개념으로 포착하면서 국제사

회에서 이것이 불법행위로 다뤄질 수 있도록 했다. 1993년부터 1999년
까지 정대협은 유엔 인권위원회와 인권소위원회에서 일본군‘위안부’ 문
제를 ‘전시하 조직적 강간, 성노예제 및 그와 유사한 관행’으로 규정하게 

하고, 특별보고관을 임명해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활동을 진행했

다(정진성, 2019:250-251).106) 그 과정에서 일본군‘위안부’ 제도를 군

대 성노예제(sexual slavery)로 규정하는 쿠마라스와미(Coomaraswamy, 
1996)107)와 맥두걸(McDougall, 1998)108)의 보고서 등이 나왔다. 
106)그 외에도 정대협은 1990년대 초부터 유엔의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여성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고문방지위원회(Commi
ttee against Torture) 등 인권조약기구들과 국제법률가협의회(Internation
al Commission of Jurists), 국제 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등 주

요 국제 NGO와 연대해왔다.
107)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violence against women, its cause

s and consequences, Radhika Coomaraswamy, in accordance with Comm
ission on Human Rights resolution 1994/45(인권위원회 결의 제1994/45
호에 따른 라디카 쿠마라스와미의 여성에 대한 폭력, 그것의 원인과 결과

에 관한 특별보고관 보고서), E/CN.4/1996/53/Add.1.
108)Systematic rape, sexual slavery and slavery-like practices during arme

d conflict: final report submitted by Gay J. McDougall, Special Ra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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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두걸은 성노예제를 노예제의 한 특수한 형태라고 정의했다. 노예제

가 “자발적이지 않은 예속상태”라면 성노예제는 여성들이 지속적이고 반

복적으로 “강간 내지 매춘”을 강요당하면서 이러한 “조건 내지 상황”을 

빠져나오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한다(양현아, 2009:190-191).109) 
양현아는 피해자에게 감금과 통제, 경제적 부채, 물리적 폭력을 통한 지

속적 성적 강요가 이뤄졌고 특히, 조선인 피해자의 경우 전시 상황인 먼 

이국에 동원되어 빠져나올 수단과 정보를 갖지 못하는 상태에 놓였기에 

일본군 성노예제를 노예화 범죄로 보기 충분하다고 설명했다(192).
셋째로, 일본군‘위안부’ 운동은 극동국제군사재판의 후속 재판의 성격

을 갖는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The Women’s Intern
ational War Crimes Tribunal, 이하 2000년 여성국제법정)’을 2000년 1
2월에 개최해 현 일본 정부의 국가책임과 인도에 반한 죄로 개인 형사

책임을 함께 물었으며, 2001년 12월 천황에 유죄판결을 선고했다(정대

협, 2007). 이 법정은 1998년 <제5차 아시아연대회의>에서 마츠이 야

요리의 제안으로 준비되기 시작해서 한국과 일본, 필리핀 등 아시아 시

민사회와 피해 여성들, 페미니스트들이 만들어낸, “여성의 목소리와 경험

에 집중한 최초의 민중법정(Chinkin, 2001:339)”이었다.
2000년 법정의 판사였던 Chinkin(2001)에 따르면, 2000년 여성국제

법정은 전범 재판과 진실위원회를 하나의 프로세스로 합친 것이라고 할 

수 있다(339). 법정은 일본군 성노예제에 대한 각국의 역사적 기록들을 

법적 증거로 정리함으로써 첫째로, 일본군과 일본 정부의 여성의 성적 

노예화는 군사적 목적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졌음을 밝혔다(34
0). 둘째로, 군국주의와 군사적 목적이 성적 학대로 이어지는 등 젠더 

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보여줬다(341). 또한, 피해자의 구술 및 서면 증

언을 증거로 인정하고 법정에서 청취, 판결에 인용(認容), 사후 대책을 

권고함으로써(양현아, 2009:154-155) 단순히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다

eur(전시 하 조직적 강간, 성노예제 및 그와 유사한 관행에 관한 특별보고

관 게이 맥두걸의 최종 보고서), E/CN.4/Sub.2/1998/13.
109)이때 피해자의 동의 혹은 저항, 금전적 대가 등 보상의 수용 여부는 범죄

를 구성할 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양현아, 200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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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다 이들의 수치심과 죄책감, 공동체로부터의 소외와 분리를 가능하

게 한 젠더 구조와 불처벌의 문화를 변혁해야 한다는 과제를 제시했다.
이처럼 국제사회와 초국적 여성운동에서 1990년대에 수용된 전시 성

노예제 담론은 2000년대 유엔과 아시아 피해국을 넘어 세계 각국에서 

일본군‘위안부’ 운동이 다각적으로 전개되고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다양

한 측면에서 다뤄지면서 국내에서도 점차 확산되었다.

[그림 2]110)에서 볼 수 있듯 ‘일본군 성노예’ 용어를 사용한 기사는 2
000년대 들어 소폭이지만 출현빈도가 증가했다. 2000년은 여성국제법정 

개최, 2007년은 미국 하원의 121 결의안 채택111)에 따라 이것을 사용

110)‘일본군 성노예’ 키워드 검색 및 ‘성노예’를 반드시 포함하는 검색결과를 추

린 것이다.
111)마이크 혼다 의원 외 167명이 제안해서 하원 본회의에서 통과한 결의안이

다. 2007년 2월 15일 미 하원 청문회에서 네덜란드 피해자 얀 루프 오헤

른(Jan Ruff O’Herne)과 한국 피해자 이용수, 김군자가 증언한 것이 큰 역

할을 했다(정대협 20년사 편찬위, 2014:117). 121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1) 일본군이 여성들을 ‘위안부’로 알려진 성노예를 만든 역사적 책임을 

공식 인정, 사죄, 수용하고 (2) 공식사죄로 이전 성명에 대한 진실성과 의

혹을 해소하고 (3) 성 노예화와 인신매매를 부정하는 주장에 분명하고 공

[그림 3] ‘일본군 성노예’의 기사 출현빈도(1990~2011년)
출처: 빅카인즈에서 199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서비스하고 있는 언론사(경
향신문, 국민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부산일보, 전북일보, 
중부매일)의 기사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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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사가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와 초국적 페미니스트 운동의 

언설을 직접 인용하는 것을 넘어 언론이 자체적으로 피해/자를 성노예로 

지칭하는 경우도 늘었다. 일본군 성노예라는 명명에 담긴, 젠더 위계와 

젠더 폭력에 대한 개선을 요청하는 페미니스트들의 문제 제기가 완전히 

공유되었다고는 볼 수 없지만, 국제사회에서 ‘피해’를 성노예제로 인식하

고 있으며 피해/자를 ‘성노예’라고 부름으로써 전쟁범죄이자 인권침해라

는 성격을 드러내고자 한다는 지점은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112)

제 4 절 소결

이 장에서는 일본군‘위안부’ 문제화에서 ‘피해자’가 위상을 달리하게 된 

흐름을 살폈고, 각 시기의 주체들에게 ‘피해’와 ‘피해자’는 어떻게 다르게 

이해되었는지 설명했다.
첫째, 1990년대 이전 ‘피해’는 남성 화자들에 의해 민족 수난사이자 

한일 과거사로 추상화되어 이야기되었고 ‘피해자’는 여성 피해당사자보

다는 일제의 만행을 당한 한민족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에 등장한 ‘피해자’는 고향과 가족을 그리워하는 할머니 이

상으로 인식되지 않았고 ‘피해’는 개인의 비극적인 삶과 개별화된 고통

으로 해석되었다.
둘째, 1990년대 ‘피해자’는 일본군‘위안부’ 운동의 흐름에서는 ‘투쟁가’

개적으로 반박하고 (4) 국제사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현재와 미래 세대에 

범죄에 대해 교육할 것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2007년부터 세계 각지 및 

일본 지방의회, 한국 시의회에서 결의가 나왔다. 
112)위안부 피해자법 개정을 위해 2005년 안명옥 외 24인이 제출한 의안은 일

본 제국주의가 “아시아 여성을 조직적으로 강제연행·납치하여 일본군의 성

노예로 만든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잔악한 범죄행위”로 “인
권유린 범죄”라는 피해를 정의했다. 이러한 서술은 일본군 성노예제라는 

국제인권 담론의 인용 시 피해의 강제성과 잔혹성이 강조되는 일면을 보여

주고 있다. 안명옥 의원 외 25인. 의안 번호 171689. 2005.04.21. 그 외에

도 이미경 의원 외 22인(의안 번호 150754. 1997.10.23.)과 통일외교통상

위원회 위원장(의안 번호 170623. 2004.10.25) 결의안도 비슷하게 서술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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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국 정부의 정책의 흐름에서는 인도주의적 ‘지원대상’으로 각기 상

정되었다. 피해자들은 1990년대 초반 과거사청산 운동과 반성폭력 운동

의 흐름에서 ‘정신대 피해자’로 호명되기 시작했고 수요시위와 증언집회 

등의 활동을 통해 정치적 주체가 되었다. 1990년대 중반 국민기금에 맞

서 법적 배상에 대한 요구가 강해졌을 때도 한국 정부는 위안부 지원법

에 근거한 금전적 지원만 지속했다. 즉, 운동은 ‘피해’를 일본이 법적 책

임을 져야 할 평화와 인권의 문제로 보았지만, 정부는 ‘피해’를 한일관계

의 장애물로 보고 미래를 위해 제거해야 할 과거사 문제로 여겼다.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일본군‘위안부’ 운동과 정부의 ‘피해’와 ‘피

해자’를 이해하는 이와 같은 시각의 차이는 한일청구권협정 부작위 위헌

소송이 전개되는 과정에서도 지속되었다.
셋째, 2000년대 국제 인권레짐의 확장과 과거사 청산작업의 본격화로 

‘피해자’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라는 명명을 제도화한 위안부 피해자법 

개정과 민관공동위 발표가 보여주듯 인권침해 당사자로서 부상하게 되었

다. 또한, 이 시기 ‘피해’와 피해자의 고통은 금전적인 보상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닌, 사회공동체의 기억과 인권이라는 가치와 연관된 것으로 여

겨졌다. ‘피해자’를 중대한 인권침해 피해자로서 구제와 배상의 권리 주

체로 만들고자 했던 일본군‘위안부’ 운동의 시도가 일부 받아들여진 것

이다. 한편, 전시 성노예제라는 국제인권 담론이 국제사회와 초국적 페

미니스트 운동의 언설을 경유해 받아들여지면서 ‘피해’가 인권침해이자 

불법행위였다는 시각이 국내에도 확산되었다.
이러한 시각의 변화는 위헌소송이 제기되고 청구인 측인 일본군‘위안

부’ 피해자와 운동의 주장을 인용한 위헌결정이 나오는 배경이 되었다. 
3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인권침해 피해자의 실효적이고 신속한 구제를 위

해 국가가 외교적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논리에 근거해 소송이 전개

되었다. 소송의 담론경합과 위헌결정을 2장에서 살핀, 소송 이전 시기 

한국 사회에서 ‘피해’와 ‘피해자’가 이야기되어온 방식에 비추어 분석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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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일본군‘위안부’ ‘피해’와 ‘피해자’를 둘러

싼 담론경합

본 장에서는 한일청구권협정 부작위 위헌소송에서 피해와 피해자의 의

미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청구인 측(일본군‘위안부’ 피해자)과 피청

구인 측(외교통상부 장관) 간의 갈등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결
정문이 어느 측의 주장과 논거를 가져오면서 ‘피해’와 ‘피해자’에 대한 

담론을 생산하고 있는지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와 지

원의 대상으로 축소하려는 외교통상부의 움직임이 어떻게 지속되고 있는

지 밝히고자 한다.

제 1 절 소송의 경과와 법적 쟁점 및 결정

이 절에서는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 헌법소원의 제소부터 결정까

지의 경과를 설명하고 결정문을 중심으로 법적 쟁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2장에서 서술했듯 일본군‘위안부’ 운동은 1990년대부터 진상규명, 법

적 배상, 책임자 처벌, 공식사죄, 범죄인정, 역사 교과서 기록, 추모비와 

사료관 건립을 요구해왔지만, 1995년 발족한 국민기금에 맞서 일본 정

부의 법적 배상을 더욱 강하게 촉구해왔다. 이에 양국 정부는 한일청구

권협정으로 국가 차원에서 법적 배상의 문제는 완수되었다고 주장해왔

다. 노무현 정권의 과거사청산 흐름과 바뀐 대일 기조에서 한일회담 관

련 문서가 공개되었고 2005년 민관공동위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은 남아있고 이를 추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피해자와 지원단체들은 700차 수요시위(2006.3.15.)와 외교통상

부 항의 방문, 요구서와 질의서 전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등으

로 외교통상부에 ‘적극적인 대일외교정책’을 요구했지만, 외교통상부는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되 재협상은 “법적 안정성”
과 “외교적 신뢰”,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는 “소모적 법리 논쟁” 때문에 힘

들다(2006.4.10. 외교통상부 답변서; 2006.4.12. 외교통상부 답변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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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며 법적 책임추궁을 위한 어떤 구체적 계획도 내놓지 않았다. 이
에 2006년 7월 5일 생존피해자 109명(청구인)은 외교통상부(피청구인)
가 협정 제3조에 따라 협정의 해석과 실시에 따른 분쟁을 해결하지 않

은 부작위는 청구인들의 헌법 제23조 재산권,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

치 및 행복추구권, 제37조 1항 국가로부터 외교적 보호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결정을 구하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113) 위헌소송 제소

는 그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사법 투쟁을 해왔던 피해자와 일본군‘위안

부’ 운동이 “식민지배의 피해국으로서 피해자의 위치”와 “시혜적인 의미

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자의 지위”에 머물러 온 본국

에 책임을 물은 포스트콜로니얼한 움직임이었다(김선화, 2017:91).
우경화된 일본 정부에 맞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각국 의회 결의안이 

2007년부터 도출되었고 청구인 대리인114)은 국제사회의 여론을 보여주

기 위해 그것들을 참고자료로 제출했다.115) 한편, 청구인 대리인과 피해

자, 정대협, 정신대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은 재판 초기부터 공개

변론이 열릴 것을, 청구인인 피해자가 참고인이 되어 법정에서 진술할 

기회를 줄 것을 요청했다.116) 그러나 2009년 2월 헌법재판소는 법학전

문대학원 교수들을 양측의 참고인으로 지정했고 이들의 의견서가 재판에 

제출되었다.117) 같은 해 4월 9일 공개변론이 비로소 진행되었다. 2011
113)문서 1. 심판청구서, 청구인 대리인, 2006.07.05., 4. 이날 심판청구서 제

출 기자회견을 주최한 단체는 나눔의 집,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정대협, 한국정신대문제연구소이다. 일본군‘위안부’ 역사관, 일본군‘위안부’
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도 외교통상부 입장에 관한 기자회견(2
006.4.17.)에 참여한 바 있다.

11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변호인단이 구성되었고 심판청구서만 보

더라도 법무법인 케이씨엘 외 15곳이 합류해있었다.
115)재판 중 청구인 측이 참고자료로 제출한 것들은 대개 위와 같은 맥락에서 

생산된 문서들이었다.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문서들은 이러한 참고자료들과

는 성격이 다른데 다음과 같이 나눠볼 수 있다. 첫째로, 1990년대부터 초

국적 여성운동 및 국제사회에서 생산된 자료, 둘째로, 위헌소송이 제기되기

까지의 국내 맥락 및 법적 해결을 위한 시도들에 관한 자료, 셋째로, 피해

자의 정신적 후유증에 관한 학술 연구이다.
116)두 단체는 서명분을 모은 탄원서를, 피해자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청구인 

대리인은 공개변론 신청서와 청구인인 피해자, 윤정옥, 당시 정대협 상임대

표 윤미향 등이 포함된 참고인 및 당사자 신문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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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5인(위헌의견), 3인(반대의견), 1인
(인용보충의견)으로 한일 양국 정부 간 협정 제2조 제1항118)에 따라 일

본군‘위안부’ 피해자의 개인 배상청구권이 소멸되었는지에 관한 해석상 

분쟁이 존재하고 한국 정부가 제3조에 명시된 절차119)에 따라 이를 해

결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그러하지 않고 있는 한국 정부의 부작

위가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판시했다.120)
본 헌법소송에서의 주요 법적 쟁점은 다음과 같다. 행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요건과 관련하여 첫째로, 피청구인의 작위의무가 존재하

는지의 여부이다. 판례상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

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때, 즉, ① 헌법상 명문으로 공

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②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③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할 때 헌법소원은 적법하게 된

다.121) 둘째로, 역시 적법 요건과 관련해 공권력의 불행사가 이뤄졌는지

의 여부이다. 셋째로, 일반적으로 폭넓은 재량을 허용받는 외교 행위가 

헌법상 기본권 보호 의무에 따라 행사되어야 하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

117)공개변론에서 재판장은 참고인 신문은 전문적 의견을 받기 위한 것이지 사

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에 청구인 측의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

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서 36. 변론조서, 2009.04.09, 42. 
118)「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

에 관한 협정」
     제2조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

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완전히, 그리고 최종

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119)제3조 1항 본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 체약국 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적 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
           2항 1.의 규정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었던 분쟁은…중재위원회에 결  

 정을 위하여 회부한다. (후략)
    한일청구권협정의 재판 관련 조항의 전문은 별첨에 실어두었다.
120)본 위헌소송은 원폭 피해자에 대한「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

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 부작위 위헌확인」
소송(2008헌마648, 2011. 8. 30)과 함께 진행되었고 헌법재판소는 같은 

날 두 재판 모두 같은 취지에서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121)문서 46. 헌재결정2006헌마788, 2011.08.3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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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여부이다. 만약 그렇다면 넷째로, 그 재량에 따른 부작위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하는 바가 국가기관의 기본권 기속성에 합당한 범위를 초

과하고 있는지다. 다섯째로, 기존 선례, 「중재요청불이행 위헌확인」소

송(98헌마206, 2000.3.30.)과의 구별 여부이다.122) 해당 사건의 경우 

헌법재판소는 한국 정부에 “중재 회부라는 특정한 방법에 따라 우리나라

와 일본국 간의 분쟁을 해결하여야 할 헌법에서 유래하는 구체적 작위의

무가 있고 나아가 청구인들이 이러한 공권력 행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판단으로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첫 번째 작위의무의 법적 근거 존부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청구인

의 작위의무가 협정 제3조 및 헌법 전문, 헌법 제2조 제2항의 재외국민 

보호 의무,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에서 

유래한다고 판시했다. 다수의견은 이러한 판단하에 분쟁이 발생한 이상 

협정에 명시된 절차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았지만, 협정 제3조에 

‘의무’를 규정한 바 없고 협정 제3조와 헌법의 명문 또는 해석에 의해서

도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도출될 수 없다는 반대의견이 맞섰다.
두 번째, 대한민국 정부가 그와 같은 작위의무를 불이행했는지와 관련

하여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 문제를 도외시한 외교적 

조치로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작위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했다.
세 번째, 작위의무의 불이행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와 관

련해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기본권에 모든 국가권력이 기속되기에 외교 

행위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특정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되는 

외교 행위가 “법령에 규정된 구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이 헌법상 기본권 

보호 의무에 대한 명백한 위반”에 해당할 시 위헌이라고 선언되어야 한

122)이 소송은 일본군 군인·군속이었던 재일조선인이 일본의 ‘전상병자전물자

유족등원호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에 관해 일본 헌법상 평등권 위반인지

를 다퉜던 재판에서 이어진 것이다. 청구인들은 한일청구권협정에서 피징

용 부상자들의 보상청구권이 타결되지 않았다고 밝힌 한국 정부에 협정 제

3조 2항에 규정된 중재 회부를 요청했으나 거부되자 위 헌법소원을 제기

했다. 문서 6. 준비서면, 청구인 대리인, 2006.10.27.; 문서 3. 답변서, 외
교통상부 장관, 2006.08.29., 1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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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판시했다.123) 반면, 협정 제3조의 ‘외교적 해결의무’의 이행과 관

련, “사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판단기준을 마련하기도 힘든 고

도의 정치 행위 영역으로서 헌법재판소의 사법심사의 대상은 되지만, 사
법 자제가 요구되는 분야”라는 소수 의견이 반대의견으로 제시됐다.124) 
네 번째, 재량권 행사의 범위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①침해되는 기본

권의 중대성, ②기본권침해 위험의 절박성, ③기본권의 구제 가능성, ④
진정한 국익에 반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①배상청구권은 “헌법

상 보장되는 재산권”인 동시에 그 실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자유”를 회복하는 의미가 있고, ②고령인 피해자에게 시간이 지

체될 경우 “침해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회복이 “영원히 불가능해”지
고, ③“협정 체결 경위와 그 전후 상황, 일련의 국내외적 움직임을 종합

해볼 때” 가능성 있고, ④외교 행위 특성을 고려해도 부작위 이유가 매

우 “불분명하고 추상적”이며 이것이 피해 구제를 외면할 “타당한 사유라

거나 진지하게 고려되어야 할 국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125) 
반대의견은 중대성과 절박성은 인정하지만, 권력분립의 원칙상 외교적 

문제를 해결할 의무를 강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용보충의견은 일본 

정부에 의한 구제 가능성이 낮고 고령인 피해자의 절박성을 고려해 법정 

의견에서 나아가 “대한민국은 이 사건 협정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일본

국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손해를 완전하게 보상할 

책임을 진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제시했다.126)
다섯 번째 선례 구속 원칙과 관련하여, 다수의견은 선례는 협정 해석

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할 ‘특정 방법을 취할 작위의무’ 여부를 다뤘지만, 
본 위헌소송은 분쟁의 해결을 위해 협정 규정에 따라 외교 행위 등을 할 

작위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심사한다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반대의견은 위 선례에서 구체적 작위의무를 인정하지 않은 건 협

정 제3조의 분쟁 해결조치 모두 “‘의무사항’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외교적 

123)문서 46. 헌재결정2006헌마788, 2011.08.30, 18.
124)문서 46. 헌재결정2006헌마788, 2011.08.30, 2.
125)문서 46. 헌재결정2006헌마788, 2011.08.30, 1-2.
126)문서 46. 헌재결정2006헌마788, 2011.08.3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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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사항’이라는 데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127)
이처럼 국가의 작위의무 근거와 그 이행 여부, 재량권 행사의 범위와 

이것이 초래한 손해 간의 인과관계가 주요한 법적 쟁점이 되었고 이를 

둘러싸고 피해자의 권리와 보호, 외교적 해결, 피해의 의미에 대한 논쟁

이 전개되었다. 이 장에서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법과 위헌결정 이

후 남은 과제를 논의하기 전에 각 쟁점을 중심으로 피해자와 피해의 무

엇이, 어떠한 방식으로 논의되었는지를 살펴본다.

제 2 절 피해자의 위상: 권리 주체와 보호 대상

1. 운동과 정책의 간극: 투쟁가 혹은 지원대상

청구인 측은 한국 정부의 작위의무가 존재하고 그것이 행사되어야 함

을 강조하기 위해 피해자들이 인권침해에 대한 법적 배상을 요구해온 투

쟁가라고 주장했다. 이때 ‘피해자’는 권리 주체로 간주되었다. 반면, 피청

구인 측은 작위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며 적절한 피해 구제조치를 해왔다

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복지정책의 지원대상으로 한정했고, 청구인 측

의 시도를 탈정치화·탈맥락화하고자 했다. 청구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헌법재판소는 ‘피해자’를 피해를 구제받아야 할 인권침해 당사자이자 법

적 배상을 위해 싸워온 사회운동의 주체로 상정했다.
먼저, 양측이 한국 정부의 작위의무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어떤 존재라

고 전제하고 있는지 살피고자 한다. 나아가 청구인 측의 피해당사자 법

정 진술 요청에서 ‘피해자’가 어떻게 이야기되었는지 설명한다. 마지막으

로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피해자’를 상정했는지 결정문을 보고자 한다.

1) 작위의무와 피해자 위치: 인권

청구인 측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추궁해야 

127)문서 46. 헌재결정2006헌마788, 2011.08.3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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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한국 정부의 작위의무를 강조했다. 그 와중에 ‘피해자’는 인권침해 

상황의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가 작위의무를 이행하고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다하길 요구하는 권리 주체이자 투쟁가로 이야기되었다. 
청구인 측은 ‘피해자’가 인권을 유린당한 이들인 동시에 “자신의 존엄

과 가치를 되찾기 위해…수요시위에 참석하는 등 노령의 나이를 무릅쓰

고” 싸우는 투쟁가들이라고 주장했다.128)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인용된 

것은 수요시위와 일본과 미국, 한국에서의 근 15~20년간의 사법 투쟁이

었다. 청구인 측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들은 국제법 및 국내

법을 위반한 인권유린행위에 대해 피해회복 조치를 요구하는, 권리 실현

을 위한 것이었고129) “청구인들을 비롯한 일제 피해자들의 오랜 투쟁의 

결과…이 사건 청구권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분쟁이 현재화”된 것

이다.130) 
반면, 공권력이 불행사한 것도, 한국 정부의 작위의무가 있는 것도 아

니라는 피청구인 측의 주장에서 ‘피해자’는 위안부 지원법의 목적이 보

여주듯 “인도주의적”인 “보호·지원의 대상”으로 간주되었다.
외교통상부는 일본 정부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2005년 민관공동위 

결정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부터 ‘인도주의적’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겠

다는 한국 정부의 접근과 입장은 일관되게 유지되어왔으며 정부가 피해

자에게 갖는 작위의무는 “도덕적”인 것밖에 없다고 주장했다.131) 외교통

상부는 피해자를 정부가 지원해온 현황을 보여주기 위해 국내 피해자신

고접수결과 및 해외 피해자 실태조사 자료, 1993년의 위안부 지원법 등

을 제시했다.132) 또한,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금전적 문제는 해

128)문서 1. 심판청구서, 청구인 대리인, 2006.07.05, 5. 같은 문서에 외교통상

부의 적극적인 대일외교정책을 요구했던 700차 수요시위를 보도한 기사들

도 첨부되었다.
129)문서 2. 심판청구이유보충서, 청구인 대리인, 2006.08.25, 4. 
130)문서 38. 심판보충이유서, 청구인 대리인, 2009.05.27, 12.
131)외교적 보호권이라는 한국 정부의 작위의무에 있어 “국가의 ‘법적’ 의무와 

‘도덕적’ 의무는 명확히 구별되어야 할 필요성 있다”는 것이다. 문서 10. 
보충답변서, 외교통상부 장관, 2007.04.10, 9.

132)문서 3의 참고자료, 일본군군대위안부지원현황(2006.3.13), 외교통상부 장

관, 2006.08.29.; 문서 25의 을제5호증, 군대위안부실태조사결과(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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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되었기에 정부 차원의 대일 배상은 요구할 필요가 없으며 그것을 외교

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정부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133)
이에 맞서 청구인 측은 피청구인 측이 법적 책임을 물질적 보상으로만 

한정해서 논의하고 있으며 “청구인들의 주장을 금전 책임추궁으로만 폄

하하여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134) 일본 정부의 ‘도의적 책임’에 기

반한 시혜적인 금전적 지원은 ‘피해자’를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동정의 

대상으로 삼아 버”리기에 피해자들이 국민기금의 수령을 거부해왔다는 

것이다.135) 청구인 측은 피해자들은 “금전적으로 혜택을 보기 위해서 그

동안 싸워”오지 않았다는 것을 부각했다.136) 즉, 청구인 측은 법적 배상

을 요구해온 일본군‘위안부’ 운동과 그 맥락에서의 위헌소송 제소는 피

해자의 금전적 이해관계가 아닌 인권 회복을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반면, 외교통상부는 “반인륜적인 인권침해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

면서도, 그러한 피해의 구제를 위한 작위의무는 거부했다. 재판 초기 제

출된 문서에서 외교통상부는 다음과 같이 끝맺고 있다. 

“정부로서는� 앞으로도� 청구인들의� 복지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며,� 아

울러� 청구인들이� 겪은� 고통이� 앞으로� 그와� 유사한� 반인륜적인� 인권침해가� 되

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어� 중요한� 교훈이� 되리라는� 점을� 감히� 말씀드리고

자�합니다.”137)

이후의 문건들에서는 청구인들의 복지와 함께 “피해 회복”까지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반인륜적인 인권침해의 “부당

성과 재발방지의 필요성”을 알리고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죄와 반성”
을 요구하겠다고 덧붙이고 있다.138) 그러나 피청구인 측은 이처럼 인권 

피청구인 대리인, 2009.03.05.
133)문서 3. 답변서, 외교통상부 장관, 2006.08.29, 17.
134)문서 38. 심판보충이유서, 청구인 대리인, 2009.05.27, 10.
135)문서 6. 준비서면, 청구인 대리인, 2006.10.27.
136)문서 36. 변론조서, 청구인 대리인, 2009.04.09, 23.
137)문서 3. 답변서, 외교통상부 장관, 2006.08.29, 20
138)문서 10. 보충답변서, 외교통상부 장관, 2007.04.10; 13.; 문서25. 문서 2

5. 변론요지서, 피청구인 대리인, 2009.03.05,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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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론을 가져오는 한편, 소송에서 문제가 된 배상청구권 관련 논쟁을 해

결할 작위의무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들이 갖는 구제와 배상에 대

한 권리가 장애 상태에 놓인 상황은 도외시했다. 따라서 외교통상부가 

언급한 금전적 지원, 복지, 피해 회복은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개인 욕구 충족의 차원으로 환원하는 맥락에 있으며 ‘피해자’를 ‘고객’에 

머무르게 만드는 것이다(Frazer, 2017[2013]).

2)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 구술증언

청구인 측은 여러 차례 청구인인 피해자의 법정 진술을 요청했고 이 

언설들에서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 경험에 권위를 갖는 발화 주체이자 

정치적 주체로 전제되었다. 청구인 대리인은 피해자 길원옥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 현황, 한국·일본 정부의 대응, 국내외적인 문

제제기 경위 등”과 관련하여 진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139) 마
찬가지로 청구인인 피해자가 제출한 청원서와 정대협이 제출한 탄원서는 

피해자들이 유엔, 일본 법정, 미국과 유럽연합 의회에서 증언하면서 힘

을 얻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으며 결의안 채택의 성과를 이끌

어냈다는 점을 지적하며 헌법재판소에서 직접 진술할 기회를 달라고 호

소했다.140) 
국가에 등록된 피해생존자들인 청구인 개인의 기본권이 한국 정부의 

부작위에 침해되었는지 다루는 재판이었지만, 청원서는 ‘우리’를 주어로 

삼고 있으며 ‘우리’를 “일본군‘위안부’라고 불렸던 여성들”이라고 지칭했

다. 즉, 이들의 발화는 일본군 성노예제에 희생된 이들 모두를 “친구”, 
“언니”, “동생”으로 호명하면서 이들을 대변한다는 집합성을 전제하고 있

었다. 또한, 김학순 덕에 “비로소 우리도 뒤따라 용기를 낼 수 있었”다고 

밝히며 증언 간의 연결성을 드러냈다.141) 그러나 전술했듯 재판부는 참

139)문서 22. 참고인및당사자신문신청, 청구인 대리인, 2009.2.11, 6. 
140)인용한 부분은 문서 32. 청원서, 청구인 강일출, 2009.04.07, 3-4.; 문서 

33. 탄원서, 정대협, 2009.04.07.
141)문서 32. 청원서, 청구인 강일출, 2009.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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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진술은 법적 쟁점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의견을 받기 위함이라며 당

사자 신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사건의 배경을 고찰하는 것과 관련하여 1990년대부터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요구해온 일본군‘위안부’ 운동의 흐름, 피해자

와 지원단체가 ‘피해자’를 “정당한 배상의 대상이 아닌 인도주의적 자선

사업의 대상”으로 보는 국민기금에 저항해왔고 일본에서 사죄·보상 소송

들을 청구해왔다는 것을 지적했다.142) 공권력의 불행사를 판단할 때도 

위안부 지원법의 생활지원금과 정부가 국민기금을 받지 않은 피해자에게 

지원한 일시금이 언급되긴 하지만, 피해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를 회복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가해자인 일본국이 잘못을 인정하고 법

적 책임을 지는 것과 우리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회보장적 차원

의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판단했다.143)
즉, 재판부는 청구인인 피해자의 배상청구권 관련한 양국 간 해석상의 

분쟁을 해결하지 않은 한국 정부의 부작위를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피
해자’를 단순히 복지정책의 지원대상이라기보다는 일본 정부의 법적 배

상을 요구해온 주체이자, 인권침해 당사자이자 권리 주체로 정립했다.

2. 피해자권리 보장에 대한 해석: 국가의 의무 혹은 재량

양측 논의의 중심이 된 것은 한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 의무였다. 외교

적 보호권은 자국민이 타국의 국제법 위반행위로 피해입은 경우 이들의 

보호를 위해 자국 정부가 타국에 대하여 평화적인 방식으로 권리를 주장

할 수 있는 국제법상의 개념이다. 청구인 측은 ‘피해자’는 외교적 보호권

의 주체로 국가는 이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고 피청구인 

측은 외교적 보호권은 국가의 재량껏 실행되어야 하며 ‘피해자’는 그 결

과를 수용해야 하는 외교 행위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피

해를 도구화하는 국가 간 외교 행위의 결과를 피해자가 받아들여야 하는 

142)문서 46. 헌재결정2006헌마788, 11.
143)문서 46. 헌재결정2006헌마78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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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닌, 이들의 의사를 고려해서 국가가 이들의 피해 구제를 위해 외

교적으로 나설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러한 결정은 ‘피해자’에게 국

가의 외교적 보호권 행사를 통해 배상과 구제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

받을 위상을 부여했다.
피해자권리 보장과 관련한 양측의 논쟁에서 첫째로, 외교 행위가 사법

심사 대상인지, 둘째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때 피해자의 견해가 고

려되어야 하는지, 셋째로,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에서 무엇을 주안점으로 

혹은 목적으로 둬야 하는지, 넷째로, 그렇다면 한일청구권협정을 체결한 

정부의 행위는 어떻게 봐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그 가운데 양측이 

‘피해자’를 보는 시각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밑에서 차례로 살피고

자 한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가 각 쟁점과 관련해서 어떻게 판시했는

지 그 가운데 ‘피해자’가 어떻게 논의되었는지 설명한다.

1) 재량이 허용되는 외교 행위: 사법심사 대상

외교통상부는 국제법상 외교적 보호권은 국가에 속한 권리이며 그 행

사 여부나 방식은 전적으로 국가의 재량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고 주장

했다. 따라서 분쟁 해결절차의 회부를 “정부와 국민 간의 법적 권리·의무

관계”로 파악하여 그러하지 않는다고 하여 부작위 혹은 위헌 여부로 재

판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144) 피청구인 측은 청구인 측이 제시한 

헌법 제2조 제2항 재외국민 보호는 국제법상의 ‘외교적 보호(diplomatic 
protection)’ 개념이 아닌 ‘영사적 지원 혹은 보호(consular assistance o
r protection)’를 의미한다고 반박했다. 전자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더라도, 
현 국제관습법이 국가의 의무를 부정하고 있기에 외교적 보호권을 헌법

적 의무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145) 그 외에도 작위의무가 헌법 명문상 

규정되거나 해석상 도출될 수 없어 헌법소원의 적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한다고 주장했다.

144)문서 3. 답변서, 외교통상부 장관, 2006.08.29, 10. 
145)문서 10. 보충답변서, 외교통상부 장관, 2007.04.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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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청구인 측은 현재 국가가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지 않아 일본

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중대한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외교

적 보호권의 행사를 국민에 대한 국가의 의무로 만들고자 했다.
청구인 측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의 불행사 혹은 충분하

지 않은 행사는 “국가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침해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 본 부작위 헌법소원의 취지라고 지적했다.146) 
또한, 피해자에게 “헌법 질서의 근간이 되는 가치에 관계되는 기본적 인

권의 침해가 초래된 경우”이기에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헌법상의 의

무가 당연히 존재”하고 외교적 보호권은 절대적으로 재량적이지 않으며 

국내법적 심사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147) 일본 정부의 법

적 배상이 피해로 인한 근원적인 인간 존엄과 인격권에 대한 침해상태를 

사후적으로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148)

2) 외교적 보호권 행사: 고려되어야 할 피해자의 견해

나아가 청구인 측은 외교적 보호권이 실정 국제법상 국가의 권리라고 

해도 이것이 행사되길 원하는 인권침해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

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외교적 보호권의 주체로, 외교적 보호권을 피

해의 구제수단으로 만들고자 했다.
청구인 측은 유엔 국제법위원회의「외교적 보호에 관한 조문 초

안」149)의 19조에 따르면,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 가능성 및 이 권리의 

146)문서 11. 준비서면, 청구인 대리인, 2007.05.16, 3
147)문서 24. 변론요지서, 청구인 대리인, 2009.03.02.; 문서 27. 참고인 의견

서, 청구인 참고인, 2009.03.23, 8
148)문서 24. 변론요지서, 청구인 대리인, 2009.03.02, 12
149)「외교적 보호에 관한 조문 초안」(Draft Articles on Diplomatic Protecti

on)(GA A/CN.4/L.684 19 May 2006) 제2조에 따르면 “국가는 이 초안 

규정에 따라 외교적 보호를 행사할 권리”를 가지며 국제법상 이를 행사할 

의무는 지지 않는다. 그러나 제19조에서 그러한 권리를 갖는 국가는 “(a) 
특히 중요한 침해가 발생했을 때 외교적 보호 행사 가능성에 대해 정당하

게 고려해야 하고; (b) 외교적 보호의 호소와 청구될 배상에 관한 피해자

들의 견해를 가능한 한 고려해야 하며; (c) 책임이 인정된 국가로부터 획

득한 손해배상금을 합리적으로 공제한 금액을 제외하고 피해자에게 이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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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와 청구될 배상에 있어 중대한 인권침해 피해자의 견해를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들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외교적 보호권이 

인권침해 피해자를 위한 중요한 구제수단으로서 확인되고 있으며 외국에

서 외교적 보호권을 헌법으로 규정하거나 이것을 개인의 헌법상의 권리

로 보는 판례가 많아지고 있다고 제시했다.150) 청구인 측에 따르면 이것

은 인권을 강조하게 된 국제법의 발전 방향을 보여준다.151) 
반면, 피청구인 측은 ‘피해자’를 국가의 외교 행위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대상으로 그 위상을 격하했다. 피청구인 측은 “개인은 본국

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경우 이에 따른 반사적 이익을 누릴 수는 있

지만, 국가의 권리인 외교적 보호권의 주체라고는 할 수 없”다고 주장했

다.152) 피청구인 측에 따르면 국제사법재판소나 국제법학자들도 이러한 

의견을 표하고 있다.153) 
외교통상부는「외교적 보호에 관한 조문 초안」2조의 해설, ‘국가는 

어떠한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It is under no duty or obligation to d
o so)’를 강조하면서 19조가 권고적 성격에 머물고 있고 초안이 정식 

채택된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154) 또한, 청구인 측이 제시한 외국의 

사례는 예외적인 것에 가깝고 “일반적인 국가 관행”으로 보기에도 어렵

기에 “국제관습법의 적절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155)

3) 외교적 보호권의 주체: 개인 대 국가

위와 같은 청구인 측의 논리에서 ‘피해자’는 외교적 보호권이라는 작위

의무의 이행에 있어 권리의 주체로서 중심에, 국가는 외교 절차를 통해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서 6. 준비서면, 청구인 대리인, 2006.10.27. 
150)문서 6. 준비서면, 청구인 대리인, 2006.10.27.
151)문서 6. 준비서면, 청구인 대리인, 2006.10.27.; 문서 27. 참고인 의견서, 

청구인 참고인, 2009.03.23, 7
152)문서 10. 보충답변서, 외교통상부 장관, 2007.04.10, 3.
153)문서 3. 답변서, 외교통상부 장관, 2006.08.29, 6
154)문서 10. 보충답변서, 외교통상부 장관, 2007.04.10, 3.
155)문서 10. 보충답변서, 외교통상부 장관, 2007.04.10,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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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서게 된다.156) 과거 국가가 민

족 집단이라는 보편적 공동체를 재현한다고 여겨지고 한국 정부가 일본

군‘위안부’를 포함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대표하고 대리할 수 있

던 이전과 달리, 2000년대 인권의 언어를 통해 ‘피해자’가 구제와 배상

의 권리 주체로 부상하면서 그러한 전제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맞서 외교통상부는 국민 개개인이 “특정 외교 행위 또는 외교정

책을 국가가 취하도록 요구”하는 권리를 인정받는다면 외교정책의 수립, 
외국 정부와의 교섭, 국제사회에서의 통일된 의견 제출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157) 또한, 일본 정부가 거부해온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외교적 보호권 행사는 “원활한 외교”와 “한국 정부의 외교정책

에 대한 신뢰”를 위해서158) 행사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는 국가의 외교적 이해관계 및 편의와 피해자 개인의 인권회복을 위한 

조치가 같이 갈 수 없으며 전자를 위해 후자가 희생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전제되어 있다.

4) 한일청구권협정 체결에 대한 해석: 피해자의 권리 대 국익

앞서 대비된 양측의 관점을 잘 보여주는 것이 한국 정부의 한일청구권

협정 체결을 둘러싼 갈등이다. 청구인 측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뤄진 정부의 외교 행위로 국가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들의 권리를 소멸

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청구인 측은 한국 정부의 협정 체결은 별개의 

권리 주체인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들을 대행하여 그 2조에 따라 

“국민들의 재산, 권리, 이익에 관하여서도…해결하려는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이것에 대해 “직접적 효력을 초래”한 결과를 낳은 “위헌적 협정”
이라고 주장했다.159) 또한,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156)문서 36. 변론조서, 2009.04.09.
157)문서 3. 답변서, 외교통상부 장관, 2006.08.29, 7.
158)문서 26. 참고인 의견서, 피청구인 참고인, 2009.03.13, 18
159)문서 6. 준비서면, 청구인 대리인, 2006.10.27.; 문서 1. 심판청구서, 청구

인 대리인, 2006.07.05, 16.



- 74 -

협정에 따라 “성노예 피해와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 문제가 피해자 개인

의 의사와 무관하게”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고 할 수 있는

지 되묻고 있다.160) 
이러한 주장에 피청구인 측은 국가가 피해자인 국민의 동의나 위임을 

받았을 때만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은 국제법 질서에 비

추어볼 때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161) 피청구인 측은 국가가 정치적 

고려에서 “개인의 피해보상 요구”를 충분히 참작하지 않고 한일청구권협

정과 같은 외교적 타결을 할 수 있고 이때는 국가가 해당 국민의 손해 

전보(塡補) 여부와 그 정도를 결정하는 국내적 성격의 문제만이 남을 뿐

이라고 주장했다.162) 한국 정부는 협정 체결 뒤 보상을 충실히 해왔으

며, 그런데도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피해자”가 외교적 보호권을 요구할 

권리는 없다는 것이다.163) 일부 헌법재판관의 반대의견도 협정에 근거하

면 “청구인들이 만족할 만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외교적 해결

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164)
즉, 피청구인 측은 훼손된 인권을 회복해달라는 피해자들의 요구를 개

인의 ‘보상 결과’에 대한 ‘불만족’이나 ‘평가’로 이야기함으로써 인권 담

론을 무력화하고 있다. 이처럼 ‘피해’를 국가 간 협정의 잔여물로 취급하

면서 피해자들의 권리를 형해화하는 논리는 문제가 된 협정 체결에서부

터 본 소송에서의 피청구인 측의 발언까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나아가 국제법 전문가로 의견서를 낸 피청구인 참고인은 2005년 민관

공동위 발표와 달리 일본 정부의 해석처럼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피해자의 

160)문서 1. 심판청구서, 청구인 대리인, 2006.07.05, 5-6.
161)문서 26. 참고인 의견서, 피청구인 참고인, 2009.03.13.
162)문서 26. 참고인 의견서, 피청구인 참고인, 2009.03.13, 12.
163)문서 26. 참고인 의견서, 피청구인 참고인, 2009.03.13, 16. 애초에 협정이 

“결과에 대한 개개인들의 만족이나 평가와는 별개로…한일 양국이 불행했

던 과거사에서 유래하는 부담을 모두 떨쳐버리고 국교 정상화를 계기로 새 

출발을 하자는 취지에서 체결”되었다는 것이다. 문서 26. 참고인 의견서, 
피청구인 참고인, 2009.03.13, 17. 

164)“‘외교적 해결을 할 의무’란 그 이행의 주체나 방식, 이행 정도, 이행의 완

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판단기준을 마련하기도 힘들고, 그 의무

를 불이행하였는지의 사실확정이 곤란한 고도의 정치 행위 영역”이라면서 

제시한 것이다. 문서 46. 헌재결정2006헌마788, 2011.08.30, 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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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배상청구권은 소멸하였다고 주장했다.165) 이러한 주장은 민관공동

위, 즉, 정부의 입장과도 다른 해석이었기에 법정에서 재판관들이 따로 

질문하였고 참고인은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밝혔다.166) 반면, 한일 과거

청산의 법적 구조를 연구해온 청구인 참고인은 양국이 식민지배와 관련

하여 ‘불법강점’ 혹은 ‘합법 지배’로 의견이 나뉘고 있으며 그 해석에 근

거한 청구권 내용도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본에 

의한 한국에서의 “약탈과 파괴”, “일제의 36년간 식민지적 통치의 대가”
는 협정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167)
전술했듯 본 헌법소원 법정 의견은 외교 행위가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피해자’는 중대한 기본권이 침해

된 당사자로서 피해 구제를 위한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와 그 내용에 있

어서 의사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는 이들이라고 강조했다. 기본권의 구

제 가능성과 관련하여 작위의무가 이행되길 원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

자의 의사를 언급하면서, 「외교적 보호에 관한 조문 초안」 제19조 “외
교적 보호를 행사할 권리를 가진 국가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특히 외교적 보호의 행사 가능성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하고, 가능한 모

든 경우에 있어서, 외교적 보호에의 호소 및 청구될 배상에 관한 피해자

들의 견해를 고려해야 함을 권고적 관행으로 명시”했음을 들었다.168)

165)한일청구권협정이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해 체결한 것이 아니며 

타결범위를 협상 과정에서 논의된 대일청구 8개 요강으로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양국과 양국 국민 간의 일제 식민지배로 인하여 연

유되는 모든 권리의무관계, 국내법적 의미의 위법행위에 대한 배상적 청구

권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타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서 26. 
참고인 의견서, 피청구인 참고인, 2009.03.13, 7-9, 11.

166)문서 34. 참고인진술및신문조서, 피청구인 참고인, 2009.04.09. 그러나 피

청구인 대리인도 위와 같은 해석의 가능성이 있기에 중재재판 패소 가능성 

있다고 주장했다. 문서 37. 참고서면. 피청구인 대리인, 2009.04.22, 10.
167)제3차 한일회담의 일본 대표 쿠보타는 한국에서 일본에 의한 “약탈과 파

괴”는 없었고 만약 있었다면 보상하겠다고 함으로써 이것에 대한 한국 및 

한국인의 청구권은 남아있다는 것이다. 또한, 당시에도 양국은 이 협정이 

일본과 한반도의 분리 분할에 수반되는 재정상·민사상의 권리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체결되는 것이라는 이해를 공유했기에 “일제의 36년간 식민지적 

통치의 대가”는 협정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문서 27. 참고인 의

견서, 청구인 참고인, 2009.03.2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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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일본군‘위안부’는 배상과 구제에 대한 권리를 가진 중대한 인권침

해 ‘피해자’로서 타국 정부의 반인도적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

는 자국 정부의 외교 행위를 통해 보호받아야 하는 위상을 갖는다고 여

겨진 것이다. 이것은 1990년대부터 일본군‘위안부’ 운동이 주장해온 피

해자됨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비로소 받아들여지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제 3 절 피해의 역사성: 지속되는 과거와 상상 불가능

한 미래

1. 일제 강제동원으로서의 경중: 보편성 혹은 특수성

양측은 일본군‘위안부’ 피해를 여타 일제 강제동원 피해와 비교하면서 

작위의무의 존재와 부작위의 위헌성을 논했다. 청구인 측은 ‘피해’가 중

대한 인권침해이며 그 구제의 필요성이 막대하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강

제동원 피해에 비해 특수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피청구인 측은 ‘피해’가 

중대한 인권침해임은 인정하지만, 특별한 구제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기 

위해 보편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작위 위헌결정은 침해되는 기본권

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청구인 측과 마찬가지로 ‘피해’가 중대한 

인권침해로 강제동원되어 성노예를 강요당한, 유례없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고 보고 한국 정부의 작위의무 이행을 촉구했다.
피해의 의미와 관련하여 양측은 첫째로, 이것이 중대한 인권침해로서 

작위의무를 갖는지, 둘째로, 피해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지, 셋째로, 
본건이 선례와 구별되는지 논쟁했다. 밑에서 차례로 살핀 뒤 관련 결정

문 내용까지 분석하고자 한다.

1)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작위의무

청구인 측은 피해를 “헌법 질서의 근간이 되는 가치에 관계되는 기본

168)문서 46. 헌재결정2006헌마788, 2011.08.3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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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인권침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근저에서부터 부정당한 중대한 인

권침해”로 구제의 필요성이 막대하다고 주장했다.169) 청구인 측은 피해

가 국제강행법규(jus cogens)170)와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171)라고 언

급하는 한편, 피해가 헌법이 수호하는 가치인 인간의 존엄권을 심대하게 

훼손한 인권침해라고 이야기하면서 국내법으로 판단했을 때도 한국 정부

의 작위의무가 있다고 제기했다. 청구인 측은 1998년 일본 야마구찌 지

방재판소 시모노세키지부도 중대한 인권침해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일본 국회가 사죄와 배상을 할 입법 의무를 지며 그것에 대한 부작위는 

국가배상법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판시했음을 들었다.172)
피청구인 측은 강제동원 피해가 모두 똑같이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주

장하면서 정부가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와 달리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특별히 외교적으로 조처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일본군‘위
안부’ 피해자에게 다른 일제강점하 피해자보다 많은 금전적 지원을 해줬

다는 주장이 반복되었고 그 지원 기간과 금액까지 제시되었다.173)
이에 청구인 측은 일본군‘위안부’ 피해는 “일제 식민지 시대에 우리 민

족이 겪었던 가장 극악한 인권유린”174)이자 2005년 민관공동위가 밝힌 

대로 다른 일제 강제동원 피해와 달리 협정 때문에 해결되지 않은 ‘반인

도적 불법행위’이기에 특수한 조치가 취해져야 하며 그러할 의무가 강화

된다고 주장했다.175) 그러나 한국 정부가 발표 이후 조치로 군인, 군무

원, 노무자를 위한 지원 법률안을 내놓았던 것과 달리 일본군‘위안부’ 문
제와 관련해서는 법적 책임추궁을 위한 어떠한 작위도 하지 않았다고 지

169)문서 1. 심판청구서, 청구인 대리인, 2006.07.05, 8. 
170)문서 6. 준비서면, 청구인 대리인, 2006.10.27.
171)청구인 대리인은 피해가 국내법상 불법행위이고 국제법적으로도 ‘노예의 

금지에 관한 조약’, ‘추업을 행하기 위해 부녀 매매를 금지하는 국제조약’, 
‘강제노동에 관한 조약(ILO 29호 조약)’, ‘헤이그 육전 조약’, ‘인도에 관한 

죄 및 전쟁범죄 금지의 국제관습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문서 1. 
심판청구서, 청구인 대리인, 2006.07.05, 5.

172)문서 1. 심판청구서, 청구인 대리인, 2006.07.05, 8-9. 
173)문서 25. 변론요지서, 피청구인 대리인, 2009.03.05, 6
174)문서 36. 변론조서, 청구인 대리인, 2009.04.09, 2.
175)문서 27. 참고인 의견서, 청구인 참고인, 2009.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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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했다.176) 청구인 측은 반인도적 불법행위라는 성격에 맞는 일본 정부

의 포괄적인 법적 책임의 이행이 필요하며 피해자들이 그 내용으로 7개 

항을 주장해왔다고 지적했다.177) 또한, 그렇기에 다른 피해와 달리 유엔

의 보고서나 국제노동기구의 결의도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포함한 국제

법에 따른 완전한 해결을 요구했고 미국의회 역시 일본군‘위안부’ 문제

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178)

2) 피해의 성격: 유례없는 성노예 피해 대 식민지인의 전쟁피해

청구인 측은 피해의 잔혹성과 한국인 피해자가 수십만 명에 이르는 규

모, 그 유례를 달리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일본군‘위안부’가 특수한 

피해임을 주장했다. 그리고 “일본국과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고 

그 감시 아래 일본군의 성노예를 강요당한” 피해의 실체는 “일종의 성노

예제”라고 명명했다.179)
청구인 측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본군‘위안부’ 운동이 이

끌어낸 국제사회의 언설을 인용했다. 미국 하원의 결의안은 일본군‘위안

부’를 “20세기 최대의 인신매매 사건이며, 집단 강간, 강제 낙태, 정신적 

모욕, 성적 학대 등으로 신체적 장애, 학살 또는 자살이 포함된 전례없

이 잔인하고 중대한 사건”으로 규정했다고 제시되었다.180) 유엔 특별보

고관인 쿠와라스와미(1996)는 피해를 “군사적 성노예(military sexual s
lave)”로 맥두걸(1998)은 “인도에 반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로 

서술했고, 앞서 언급된 일본 사법부의 판결은 피해가 “나치의 만행에 

준”하는 중대한 인권침해이며 “철저한 여성차별·민족차별 사상의 표현이

며, 여성의 인격의 존엄을 근저에서부터 침해하고, 민족의 긍지를 유린

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고 인용했다.181)

176)문서 6. 준비서면, 청구인 대리인, 2006.10.27.
177)문서 27. 참고인 의견서, 청구인 참고인, 2009.03.23, 5.
178)문서 6. 준비서면, 청구인 대리인, 2006.10.27.
179)문서 26. 참고인 의견서, 피청구인 참고인, 2009.03.13, 2.
180)문서 11. 준비서면, 청구인 대리인, 2007.05.16.
181)문서 27. 참고인 의견서, 청구인 참고인, 2009.03.2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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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전시 성노예제라는 국제인권 담론을 통해 청구인 측은 이 피해에

는 전쟁 수행을 위해 식민지인이 전장의 한가운데까지 강제 동원되었다

는 측면만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군수품’ 취
급을 받는 노예적인 상황에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성적 학대당했다는 

측면을 보여줄 수 있었다.
반면, 피청구인 측은 피해가 크든 작든 모두 같은 피해라고 주장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가 “매우 특별한 피해”라고 언급하곤 있지만, “거의 

전 한민족 구성원들이 크든 작든 일제하 피해를 입었으며” 개인들의 전

쟁피해를 현실적으로 국가가 전부 구제해줄 수 없다는 것이다. ‘특별하

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일본군‘위안부’ 피해는 식민지로 전락하게 된 역

사적 사실에서 기인한다고 설명되었다.182) ‘피해’가 일제강점기에 한민

족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었던 경험으로 의미화되면서 이것의 젠더 차

원은 소거된 것이다.
즉, 이처럼 전시 성노예제라는 국제인권 담론과 일제 강제동원이라는 

한일 과거사 담론 사이에서 피해에 대한 논의가 오가는 가운데, 여성의 

‘피해’는 잔혹성과 유례없음이 부각되면서 특수한 피해가 되거나 혹은 

보편적인 것으로 상정되는 식민지 남성의 징용·징병 피해와의 차이가 물

화되면서 한민족의 전쟁피해로 이야기되었다. 즉, 양측이 피해의 내용보

다는 피해의 경중을 중심으로 이견을 빚으면서 피해의 무엇이 특수하고 

더 고려가 필요한 것인지는 논의되지 않았다. 

3) 98헌마206 사건과의 구별

이러한 양측의 담론경합은 ‘중재요청불이행위헌확인사건’을 둘러싼 논

의에서도 드러났다. 피청구인 측은 이 사건에서도 일본 정부가 징용 피

해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하지 않고 우리 정부도 중재 요청을 하지 않음

으로써 재산권뿐만 아니라 본 소송과 같은 피해법익인 평등권, 인격권에 

182)문서 26. 참고인 의견서, 피청구인 참고인, 2009.03.13, 21; 문서 34. 참고

인진술및신문조서, 피청구인 참고인, 200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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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중대한 인권침해가 주장되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소송과 마찬

가지로 본 위헌청구도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183)
반면, 청구인 측은 일본군‘위안부’ 피해는 헌법의 근간이 되는 인권침

해라는 특수성이 있어 통상의 전쟁에서 발생하는 피해자 문제, 즉, 전상

병자·전몰자 유족의 원호 적용 여부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한, 본 위헌

소송 청구는 위 사건처럼 중재위 구성을 요청하는 것이 아닌, 제3조에 

규정된 일체의 행위, 외교적 경로와 중재위 구성 모두를 하지 않은 한국 

정부의 부작위를 문제 삼고 있다고 반박했다.
본 위헌소송의 법정 의견에서 피해는 “일본국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자

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이자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불법행위”로서 어떤 

국제법에 어긋나는 인권유린행위인지는 판단되지는 않지만, “인간의 존

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판시되었다.184) 또한, 침해되는 

기본권의 중대성과 관련하여 피해가 “일본국과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동

원되고 그 감시 아래 일본군의 성노예를 강요당한 것”으로 “달리 그 예

를 찾아볼 수 없는 특수한 피해”이며 그 특수성이 쿠마라스와미(1996)
와 맥두걸의 보고서(1998), 미국 하원의 결의안, 일본 사법부 판결 등 

국제사회에서 확인되었다고 판시했다.185) 특히, 사건의 배경을 짚을 때 

맥두걸 보고서(1998)가 일본군‘위안부’를 성노예제로, 위안소를 강간 센

터(rape center, rape camp)로 규정했다는 것이 언급되었다.186) 더불어 

2005년 민관공동위와 국제사회가 이러한 피해의 성격에 맞는 법적 책임

의 이행이라는 해결책을 제시했음이 언급되었다.187)
요컨대 피해의 광범위성, 조직성과 지속성, 강제동원, 감시와 성노예 

강요라는 특성을 언급하는 법정 의견은 헌법재판소가 ‘피해’를 성노예제

이자 체계적인 강간(systemic rape)으로 명명하고 중대한 인권침해로 

정립하고자 한 초국적 페미니스트 운동으로서의 일본군‘위안부’ 운동의 

183)문서 25. 변론요지서, 피청구인 대리인, 2009.03.05, 21-22.
184)문서 46. 헌재결정2006헌마788. 2011.08.30, 1
185)문서 46. 헌재결정2006헌마788. 2011.08.30. 18.
186)문서 46. 헌재결정2006헌마788. 2011.08.30, 12.
187)문서 46. 헌재결정2006헌마788. 2011.08.30, 11-13.



- 81 -

국제인권 담론을 수용했음을 보여준다. 즉, 피해는 체계적 강간의 주요 

요소, “강간 행위가 ‘대규모’로 행해졌으며, ‘체계적 강간 정책’이 존재했

으며,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이 관여했음’(양현아, 2009:178)”
으로 설명될 수 있고,188) 성노예제로서 여성들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강간 내지 매춘 강요 상태(양현아, 2009:191)”에 놓인 반인도적 범죄라

는 것이다. 일본 사법부의 판결을 언급하면서 피해를 가능하게 했던 “여
성차별 사상”과 피해가 “여성의 인격의 존엄을 근저에서부터 침해”했음

을 짚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피해를 젠더 관점에서 문제화하는 시각을 받

아들이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사건의 배경과 관련하여 일본군의 위안소 설치가 

군의 병력 손실을 막기 위한 군사 정책으로서 이뤄졌음을 지적했다. 점
령지 및 전장의 현지 여성들에 대한 강간으로 인한 “현지인들의 반발과 

성병 등의 문제”를 방지하고, 군인들에게 ‘정신적 위안’을 제공해 “사기

를 진작시키고 불만을 유화시키”기 위함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식민지 

여성들을 “‘위안부’로 ‘고용’”한 것은 이들이 “일본어를 할 줄 모르”기에 

“군의 기밀이 새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의도”였다고만 서

술했다.189) 
하지만 조선인‘위안부’의 모집, 운송, 관리까지 식민지성이 관여되지 

않은 바는 없었다(양현아, 2020). “여성차별·민족차별”이 교차하는, 극도

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식민지 여성들에게 어떠한 힘들이 작동하면서 장

기간에 걸친 대규모의 광범위하고, 지속적이면서도 은폐된 개입이 가능

해졌는지, 즉, 이들을 ‘아군’이자 일본인으로서 동원해서 일본의 근대 공

창제 모형에 근거해 반(半)자발적으로 몸을 파는 여성을 만들어냈던 “식
민지적 강간”(양현아, 2001:70)이 무엇이었는지 포착했다면 헌재 결정의 

의의가 더욱 분명해졌을 것이다.
188)인용된 보고서에서 맥두걸은 체계적 강간은 “그 자체로도 이미 범죄가 되

는 강간 행위가 ‘목표 집단(targeted group)’에 대하여 ‘광범위한(widespre
ad)’ 또는 ‘정책에 기반을 둔(policy-based)’ 대규모적 형태의 공격이 될 

경우 해당한다”고 설명한다(McDougall, 1988:22; 양현아, 2009:175 재인

용). 
189)문서 46. 헌재결정2006헌마788. 2011.08.3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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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 구제에 대한 해석: 과거에 한정된 피해 혹은 회복

되어야 할 현재의 피해

청구인 측은 한국 정부가 한일청구권협정을 체결했을 뿐 아니라 2005
년 이후에도 부작위로 일관하면서 인권침해 상태가 지속되었다고 주장하

면서 ‘피해’를 회복되어야 할 현재의 것으로 문제화했다. 반면, 피청구인 

측은 ‘피해’는 일본 정부가 저지른 불법행위일 뿐 한국 정부와 이후 정

부의 외교 행위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거나 외교통상부가 충분히 조

치해왔다고 주장하며 과거로 복속시키고자 했다. 위헌결정은 청구인 측

의 주장과 같이 한국 정부의 협정 체결과 부작위로 배상청구권의 실현 

및 피해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판단하며 ‘피해’를 현재화했다.
피해 구제와 관련해서 첫째로, 한국 정부의 부작위가 재량권 행사 범

위를 넘어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둘째로, 2005년 민관공동위의 발표가 

문제가 된 작위의무와 관련해서 어떤 것이었는지, 셋째로, 한국 정부가 

작위의무를 이행했는지가 위헌소송의 쟁점이 되었다. 그 가운데 양측이 

‘피해’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위의 쟁점을 다룬 결정문에서 ‘피
해’는 어떻게 이야기되었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1) 공권력의 불행사에 따른 권리침해의 문제화

청구인 측은 미 하원 결의안이 2007년 통과될 정도로 “청구인들의 피

해는 과거의 인권문제일 뿐 아니라 현재의 인권문제로도 중요”하다고 역

설했다.190) 청구인 측의 피해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주장은 가해

국이 법적 배상을 비롯한 법적 책임을 부정하고 있는 상황과 더불어 피

해자의 본국이 상대국과의 외교 행위 및 정책에서 그러한 상황을 해결하

기 위해 조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문제화하는 것이었다.
청구인 측은 피해자에게 “현재 심각한 기본권이 침해되어 있고, 재판

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없는 위험이 현실적으로 긴급하게 발생”했다고 

190)문서 6. 준비서면, 청구인 대리인, 200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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짚었다.191) 청구인 측은 연이은 일본에서의 재판 패소는 2000년대 들어 

일본 정부와 사법부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국가의 외교적 보호권뿐만 아

니라 피해자 개인의 배상청구권까지 소멸하였다고 해석을 전환한 데 있

기 때문임을 들었다.192) 청구인 측에 따르면 일본 국내법에 따른 구제절

차를 밟았으나 민사소송이 모두 기각된 현재,193) 한국 정부를 통해서가 

아니면 피해자의 법적 불안정 상태를 해결할 다른 구제수단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반면, 피청구인 측은 피해가 전적으로 일본 정부의 과거 가해 사실에 

따른 것이며 피해 회복에 대한 책임은 일본 정부에 귀속된다고 주장했

다. 한국 정부를 일본 정부와 동등한 가해자 위치나 책임 주체로 두어서

는 안 된다는 주장으로 정부의 부작위가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될 수 없

다고 반박한 것이다.

“…위안부� 피해에� 대한� 책임은� 엄중하게� 가해자인� 일본� 정부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위안부�피해의�책임을�놓고�대한민국�정부와� 일본�정부를� 동일한�반열

에� 두는� 것은� 그릇된� 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안부� 강제� 동원이라는� 행위

로� 청구인에게� 엄청난� 고통을� 준� 주체는�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는� 점에� 비추

어�볼� 때,� 대한민국�정부가� 위안부�문제의�가해자로서�청구인의�재산권이나�행

복추구권을�침해하고�있는�것은�아니라는�것입니다.”194)

또한, 피해자의 기본권을 한국 정부가 어떻게 침해하고 있는지 청구인 

측이 제시하고 있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전적으로 국가의 재량인 외교 

행위의 부작위에 따른 상황이나 결과를 말하는 것이라면 헌법상 보장되

는 기본권이라 볼 수 없다는 것이다.195) 이에 맞서 청구인 측은 배상청

구권이 일련의 외교적 절차를 거쳐야만 실현되더라도 여전히 청구인들의 

재산적 이익이며, 협정의 해석 문제가 청구권 행사의 결정적 장애를 초

191)문서 17. 준비서면, 청구인 대리인, 2008.02.14, 3.
192)문서 27. 참고인 의견서, 청구인 참고인, 2009.03.23. 
193)문서 24. 변론요지서, 청구인 대리인, 2009.03.02, 8.
194)문서 3. 답변서, 외교통상부 장관, 2006.08.29, 4.
195)문서 3. 답변서, 외교통상부 장관, 2006.08.29,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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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했고 그것만이 유일한 수단이 된 상황이기에 부작위로 침해되는 재산

권이 헌법이 보호하는 범위에 들어간다고 주장했다.196)
마지막으로, 피청구인 측은 외국의 외교적 보호권 관련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같이 “먼 과거의 일”이자 현재 “급박한 신

체적 위협이 없는” 것에 대해선 청구인용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희소하

다고 주장했다.197) 즉, 피청구인 측은 ‘피해’를 과거의 문제이자 이미 종

결된 문제로 환원하고자 했다.
한국 정부의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사실인정, 사죄 촉

구와 역사 왜곡에 대한 항의에 한정된 외교적 조치는 ‘피해’를 한일 과

거사로 명명할 때는 충분했지만, ‘피해’가 반인도적 불법행위이자 중대한 

인권침해로 명명되면서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적 배상이 중요하게 제기

되자 ‘실효적이고 신속하고 적합한’ 배상의 기준에 있어서 한국 정부의 

부작위가 문제화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담론지형에서 피청구인 측

은 위에서 보듯 전자의 피해 의미로 회귀시키고자 하거나 아래에서 보듯 

피해를 위한 조치를 해왔다는 논리를 펼쳤다.

2) 2005년 민관공동위 발표: 작위의무의 구체화

청구인 측은 2005년 민관공동위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작위의무의 구체성이 증대된 뒤에도 

“명백한 법적 책임의 인정 위에 포괄적인 구제조치를 취해야 할 강한 작

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198) 또한, 이때 한국 정

부가 이전과 해석을 달리함으로써 양 정부 간의 해석상 분쟁이 더욱 명

확해졌다고 주장했다.199) 이러한 논리에서 ‘피해’는 피청구인 측이 주장

했듯 단순히 과거의 피해 사실뿐 아니라 현재의 권리 회복의 지연까지 

196)문서 24. 변론요지서, 청구인 대리인, 2009.03.02, 8.
197)외국의 3건의 판례에서 “청구인이 구금 혹은 투옥되었던 심각한 상황이었

음에도 청구 기각 판결이 나온 점으로 볼 때” 그러하다고 주장했다. 문서 

10. 보충답변서, 외교통상부 장관, 2007.04.10, 8.
198)문서 27. 참고인 의견서, 청구인 참고인, 2009.03.23.
199)문서 27. 참고인 의견서, 청구인 참고인, 2009.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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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는 것이 된다.
반면, 피청구인 측은 2005년 밝힌 “법적 책임은 금전적 보상(민사적 

배상책임)은 배제하는 것”200)이었다거나 제3조 상의 중재 회부를 통한 

분쟁 해결을 시도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아니며201) “국제법상 국가책임 

추궁방식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일반적 의미”였다고 주장했

다.202) 피청구인 참고인은 그간 정부의 조치들도 “국제사회에서 통상적

으로 채택되는 방법을 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203) 민관공동위는 기존

의 정책을 확인한 것이고 별도로 새로운 방식의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를 

약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204)

3) 피해 지원과 ‘외교적 경로’: 역사화에 대한 거부

피청구인 측은 1990년대부터 위안부 지원법을 통해 피해자의 인격권, 
재산권 또는 배상청구권이라는 기본권침해를 어느 정도 구제 및 전보해

왔으며205) “보다 중요한 문제”인 과거사에 대한 공식적인 사죄와 반성을 

요구하고 국제사회에서 문제 제기해왔다고 맞섰다.206) 이러한 피청구인 

측의 논리는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의 “도덕적 우위를 가지고 새로운 한

일관계 정립에 접근”하자는 입장표명207)을 비롯해 1990년대 한국 정부

200)문서 37. 참고서면, 피청구인 대리인, 2009.04.22, 1.
201)문서 25. 변론요지서, 피청구인 대리인, 2009.03.05, 2.
202)문서 29. 공개변론진행에 관한 의견서, 피청구인 대리인, 2009.04.07, 12.
203)문서 26. 참고인 의견서, 피청구인 참고인, 2009.03.13, 5-6.
204)문서 26. 참고인 의견서, 피청구인 참고인, 2009.03.13, 5. 
205)문서 25. 변론요지서, 피청구인 대리인, 2009.03.05, 32. 피청구인 참고인

은 위안부 지원법이 청구권 자금으로 법률을 제정해 일제 피해자들에게 보

상했던 것의 일부로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을 했다”라고 주장했다. 문서 37. 
참고서면, 피청구인 대리인, 2009.04.22, 4, 6. 재판관들은 이것은 법리적

으로나 사실관계 상으로나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206)문서 25. 변론요지서, 피청구인 대리인, 2009.03.05, 6.
207)다음은 피청구인 측 변론요지서에서 직접 인용한 부분이다. “김영삼 대통

령은 종군위안부 문제는 일본 측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며 물질적 

보상문제는 필요하지 않다면서 그런 점에서 도덕적 우위를 가지고 새로운 

한일관계 정립에 접근할 수 있을 것” 문서 25의 입증방법 을제8호증. 보도

자료(청와대). 변론요지서, 피청구인 대리인, 200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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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치가 전제하고 있던 바를 드러낸다. 남성과 동일시되는 ‘민족’의 자

존심과 연관된 한일 과거사 문제 외에 여성 피해자 개인에 대한 구제와 

배상은 “물질적 보상문제” 정도로만 여겨지면서 양국 정부 간에 독자적

인 외교 문제로 다뤄지지 않았던 것이다.
또한, 소송이 진행되면서 외교통상부는 양국 정부의 해석상 분쟁을 협

정 3조 1항에 명시된 외교적 경로를 통해 해결하고자 노력해왔다고 주

장했다. 그러나 피청구인 측이 제시한 을제2호증 ‘유엔 인권위 및 유엔 

총회에서의 발언 요지’208), 을제10-1호증 ‘군대 위안부 관련 일본 정부

에 대한 법적 책임추궁 노력(2005.8. 이후)’209)이나 이후의 소명 내용에

서 명시적으로 그러한 작위의무를 다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 청구

인 측은 민관공동위의 입장을 전하는 것 외에는 2005년 이후에도 외교

통상부가 일본 정부에 법적 책임과 배상을 촉구하는 움직임은 취한 바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210)
이처럼 2000년대 흐름에서 외교통상부와 입장을 달리한 청와대의 강

력한 의지로 가능했던 한일회담 관련 문서의 전면 공개 및 민관공동위의 

발표와 이어지는 역사적 맥락을 만들고, 그것을 발판삼아 한일관계의 새

로운 방향을 설정하고자 하는 시도들은 피청구인 측에서 거부되었다.
헌법재판관들은 민관공동위 결정, 심판과정에서 보인 피청구인의 주장 

등을 통해 협정 관련 분쟁이 존재한다고 확인했다.211) 또한, 헌법재판소

는 작위의무가 존재한다고 판단하면서 한국 정부가 “청구권의 내용을 명

확히 하지 않고 ‘모든 청구권’이라는 포괄적 개념을 사용해 협정을 체결”
함에 따라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권의 실현 및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

치의 회복”에 대한 장애 상태를 초래하는 데 일조했다고 판시했다.212)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불행사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부분에서 정부가 

“금전적 배상책임은 묻지 않는 대신…보다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208)문서 3. 답변서, 외교통상부 장관, 2006.08.29, 첨부. 
209)문서 25. 변론요지서, 피청구인 대리인, 2009.03.05. 첨부.
210)문서 39. 참고서면, 피청구인 대리인, 2009.06.19, 3.
211)문서 46. 헌재결정2006헌마788, 2011.08.30, 16-17.
212)문서 46. 헌재결정2006헌마788, 2011.08.3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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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해도 작위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한국 정부는 2005년 민관공동위 선언에도 “2008년 이후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해

결하기 위한 별다른 계획도 없”으며 1990년대부터 금전적 배상책임을 

물은 바 없고, 2006년 외교통상부의 회신이나 위헌소송 중 서면에서도 

협정 해석상 분쟁을 해결할 의사를 보이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다.213)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한국 정부의 협정 체결과 부작위로 인해 피해 회

복이 지연되어왔다고 보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조치를 위해 나설 의무를 

한국 정부에 부과하면서 ‘피해’를 현재화하고 문제화하고 있다.

제 4 절 고통의 해석

1. 피해자: 고통과 인정의 대상

위헌소송의 양측 모두 피해생존자의 고통과 상처를 언급하고 있지만, 
서로 다른 맥락에서 의미를 부여했다. 청구인 측이 이들의 고통을 인정

받고자 하고 강조한 것은 피해자의 권리침해 상황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

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였다. 헌법재판소는 권리 주체인 피해자

들의 사망 이후에는 침해된 기본권의 회복이 불가능해진다고 판단하면서 

청구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반면, 피청구인 측은 작위의무를 부정

하기 위해 ‘피해’를 개인의 아픔으로 환원하는 맥락에서 고통을 언급했

고 이를 통해 청구인 측의 주장을 탈정치화하고 ‘피해’를 과거의 사건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만들고자 했다.
피해자의 고통에 관한 양측의 논쟁은 첫째로, 구제의 시급성과 관련해

서 둘째로, 작위의무의 존재 여부와 관련해서 벌어졌다.

213)문서 46. 헌재결정2006헌마788, 2011.08.3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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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제의 시급성: 고통받은 고령의 피해자

청구인 측은 한국 정부에 피해자 구제를 위한 헌법상 작위의무가 있으

며 외교 행위의 재량권이 제한된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고령의 여성 

노인들의 고통과 상처, 한을 부각했다. 특히, 피해자가 고령이기에 법적

인 피해 구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으로 문

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청구인 측은 국가의 피해등록자 중 다수

가 사망했고 남은 생존자들도 “여명이 얼마 남지 있지” 않아 “일본 정부

를 상대로 권리를 행사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헌법재판소

에 호소했다.214) 청구인 측은 이들의 고통이 국가와 정부, 헌법이 없었

다는 사실에 기인했으며215) 부작위 위헌결정은 피해자 개인에게는 고통

과 “한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216)
다수의견도 기본권침해 구제의 절박성을 다루면서 생존자들이 고령이

고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청구인을 비롯한 이들 다수가 사망했음을 밝

히면서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경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

을 실현함으로써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고 침해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를 회복하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해질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217)
피청구인 측 역시 피해자를 우선시하고 이들의 고통에 공감한다는 수

사를 자주 사용하고 있다. 문서 말미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고통

과 아픔에…애석함을 표시”218) 하거나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폄하

하려는 의도”219)는 전혀 없다고 밝히는 식이다. 그러나 그간 정부가 일

본 정부에 대해 진상규명과 공식사죄, 사실인정만을 요구하고 법적 배상

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지원금을 지급해온 것은 고령인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의 실효성과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주

214)문서 1. 심판청구서, 청구인 대리인, 2006.07.05.; 문서 24. 변론요지서, 청
구인 대리인, 2009.02.27, 14.

215)문서 35. 참고인진술및신문조서, 청구인 참고인, 2009.04.09.
216)문서 36. 변론조서, 청구인 대리인, 2009.04.09, 9.
217)문서 46. 헌재결정2006헌마788, 2011.08.30., 1. 
218)문서 10. 보충답변서, 외교통상부 장관, 2007.04.10.
219)문서 25. 변론요지서, 피청구인 대리인, 200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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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했다.220) 
즉, 양측은 고통받은 고령의 피해자라는 피해자 상을 둘러싸고 이들에 

대한 피해 구제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전술했듯 양

측이 한국 정부의 작위의무와 관련하여 적합하다고 내놓은 조치로 비추

어볼 때 청구인 측에서 전제된 ‘피해자’는 존엄과 가치의 회복이 필요한 

주체였고 피청구인 측에서는 금전적 보상으로 충분히 손해를 보전할 수 

있는 복지 지원대상이었다. 그러나 생존피해자 개개인에 대한 국가의 개

입에 몰두한 양측의 담론경합은 피해자 사후에는 문제가 더는 논쟁이 될 

수 없어 종결된다는 한국 정부의 이해방식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2) 작위의무의 유무: 개인의 고통과 피해의 탈/정치화

피청구인 측은 작위의무를 부정하기 위해 고통을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으로 축소하면서 ‘피해’를 탈정치화했다. 그러나 이것은 

고통의 역사적이고 집합적인 차원을 여성의 피해 경험을 통해 이해하고

자 하는 시도를 소실하도록 했다. 
외교통상부는 한국 정부는 “고통을 준 주체”가 아니므로 작위의무는 

없지만, “청구인들이 겪은 고통이 앞으로 그와 유사한 반인륜적인 인권

침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어 중요한 교훈이” 될 것이라고 주

장했다.221) 또한, 피청구인 측은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이 “종전 60년도 

더 지난 오늘날까지 충분히 치유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222) 
다른 강제동원 피해와 크게 다르지 않은 피해라고 말하며 일제 식민지기 

모두가 “불가항력적”으로 ‘고통’을 앓아야 했다고 주장했다.223) 식민지인

이라면 누구라도 겪을 수 있었던 불운한 사건으로 피해를 이야기하면서 

현재의 정치적인 사안224), 즉, 국가에 의무를 강제할 사안이 될 수 없다

220)문서 29. 공개변론진행에 관한 의견서, 피청구인 대리인, 2009.04.07, 13.
221)문서 3. 답변서, 외교통상부 장관, 2006.08.29, 4. 20. 
222)문서 26. 참고인 의견서, 피청구인 참고인, 2009.03.13, 2. 
223)문서 26. 참고인 의견서, 피청구인 참고인, 2009.03.13, 21. 문서 34. 참고

인진술및신문조서, 피청구인 참고인, 2009.04.09, 6.
224)그러나 일본군‘위안부’ 피해는 다른 강제동원 피해와 달리 “피해자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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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논리를 펼친 것이다.
반면, 청구인 측은 피해자의 고통과 감정을 이러한 피청구인 측의 태

도를 비판하는 도구로 삼았고 이때 ‘피해자’는 고통에 무력화된 존재라

기보다는 분노하고 저항하는 주체(Stringer, 2014:31)였다. 
피해자들의 자필 탄원서는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싸”워왔지만, 고통과 

한과 함께 살아가고 있으며 한국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적극적

으로 해결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이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호소했

다.225)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외교통상부의 태도는 “피해자들의 사망을 

통해 이 문제가 자연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는…것과 다름없는 무책임”
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이야기되었다.226) 청구인 측은 정부가 피해자의 

기본권 침해상황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건 이들에게 “또 한 번의 상처

를 주는 태도”라고 강조했다.227) 또한, “그분들의 가슴에 맺힌 한과 상

처”가 재판될 수 있도록 재판의 공개심리를 요청하고 있는 정대협의 탄

원서 역시 61년 동안의 “피해자들의 고통”은 오랫동안 국가로부터 외면

받아왔는지를 보여주는 햇수라고 한국 정부의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228)
종합하자면, 피청구인 측의 논리에서 ‘피해자’는 청구인 측과 위헌결정

이며 피해의 성격이 젠더와 섹슈얼리티에 관한 것(정희진, 2018:209)”일 

때 그렇듯 피해 사실이 인정되기도 어렵고 피해자의 말을 믿어주지도 않기 

때문에 발화되기에도 문제화되기에도 어려웠다. 여타 페미니즘 운동이 그

래왔듯, 일본군‘위안부’ 운동은 투쟁을 통해 피해를 ‘피해’로 획득해왔다.
225)이용수의 자필 탄원서: “…재판관님 저는 15살 나이에 끌려가 79살 될 때

까지 고통 속에 살면…빼앗긴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한
국 정부가 왜 저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습니까. 정녕 피해자들

이 죽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까…저희의 한 맺힌 목소리를 들어주십시

요.” 김분이의 자필 탄원서: “…재판관님 저는 16살 나이에 끌어가 81살 될 

때까지 고통소계 한을 품고 살고 잇습니다 한국 정부가 저에 문재를 저극

적으로 해결하지 안습니다. 한만는 피에자들이 주기만을 바랍니다.” 심판기

록복사 과정 중 성명이 가려진 자필 탄원서: “이제 제 나이 79세 요즈음은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등의 여러 가지 병으로 매일 병원을 친구처럼 살고 

있습니다. 주기전의 소원은 하루빨리 우리나라가 이문제에 나서서 후세에

는 다시는 이런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잘 검토하여 해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문서 7. 탄원서, 정대협, 2006.11.22.
226)문서 1. 심판청구서, 청구인 대리인, 2006.07.05, 10.
227)문서 11. 준비서면, 청구인 대리인, 2007.05.16, 1-2.
228)문서 7. 탄원서, 정대협, 200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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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시했듯 외교적 보호권의 주체 혹은 중대한 인권침해 피해자로서 구

제와 배상의 권리 주체가 아닌, 고통과 상처를 체현하는 한에서만 주체

로 여겨졌다. 전자의 경우 일본군‘위안부’ 운동의 맥락과 겹쳐볼 때 ‘피
해자’는 피해자 위치를 기반으로 젠더 정의와 군사주의, 식민주의에 대

한 성찰을 요구하는, 공동체의 시민으로 변모할 여지를 갖게 되지만, 후
자의 경우는 ‘피해자’를 불쌍하고 도와줘야 할 존재로 고정하는 것이다.
다음 장에서 다루겠지만, 이러한 피청구인 측의 개인화되고 탈정치화

된 피해/자 의미구성은 이행기 정의의 실현 대신 피해자 개인의 트라우

마 치유만을 과제로 삼게 되는 전조를 보여준 것이었다.

2. 피해: 국가의 개입을 요구하는 고통의 맥락

전술했듯 양측은 다른 맥락에서 피해 구제와 인권회복을 논했지만, 청
구인 측도 피해를 가능하게 만든 사회 조건과 젠더 질서를 바꾸고자 하

는 논의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위헌소송에서 피해가 그 경중을 중심으로 

논의되면서 청구인 대리인은 성폭력 피해의 치명성과 회복 불가능성을 

중심으로 피해가 헌법상 기본권을 심대하게 훼손한 것임을 주장했다. 또
한, 국가의 작위의무를 놓고 양측이 갈등하면서 청구인 대리인은 귀국 

후 피해자들의 고통은 한국 정부의 부작위로 인한 것이라고 문제화했다. 
그러나 페미니스트들은 이행기 정의 메커니즘에 있어 젠더 폭력의 특수

성, 여성이 받는 젠더화된 효과와 특수한 필요에 주목하고 젠더 권력 관

계를 변혁할 것을 요구한다.
피해자들의 고통에 관한 청구인 대리인의 논의는 첫째로, 피해의 특수

성과 관련해서 둘째로, 정부의 부작위를 문제화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 

한계를 살펴볼 수 있다.

1) 고통의 정도로 변별된 피해의 특수성

청구인 대리인은 일본군‘위안부’ 피해를 유례없고 특수한 피해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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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성폭력 피해의 치명성과 회복 불가능성을 부각했다. 청구인 

측은 김학순의 고발을 인용하며, “여성으로서의 가장 수치스럽고 치욕스

러운…참혹한 성노예 체험”229)이었다고 피해를 언급했다. 또한, 피해자들

은 “인생의 꽃다운 시기에 일본군에 끌려가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 성노

예 생활을 감내”해야 했으며 “한창나이의 연약한 여성을 군대의 성노예

로 삼아 집단적이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학대한 끔찍한 상황은 일찍이 유

례가 없었던 것”230)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조선인 ‘위안부’는 대개 끌

려갔던 시점에서 미성년자로 추측되지만231), 고령의 여성인 현재와 대비

되는, 피해를 입을 당시 ‘인생의 꽃다운 시기’이자 ‘한창 나이’였던 피해

자의 상황을 부각함으로써 피해의 치명성을 강조한 것이다. 
청구인 대리인은 “나라를 잃은 탓에 그리고 잔악한 일본군에 의해 여

성으로서 가장 소중한 부분을 말살당”232)했다고 생식능력의 훼손을 부

각하여 성폭력 피해가 피해자 본인에게 되돌리지 못할 피해였음을 역설

했다. 또한, “모성의 원천인 가녀린 여성을 군대의 성노예로 만드는 범

죄”였다고 주장했다.233)
그러나 피해자 자격과 상해 정도를 통해 폭력의 심각성과 국가 개입의 

필요가 가늠되는 법 담론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 초래하는 광범위한 

원인과 결과” 혹은 그 “핵심 원인이 성별 권력 관계”에 있다는 것을 드

러내기는 더욱 어렵게 된다(허민숙, 2013:119-120). 청구인 측의 주장

에서 일부 언급되듯 일본군‘위안부’ 피해는 장기간의 집단적·지속적 강

229)문서 24. 변론요지서, 청구인 대리인, 2009.07.27, 17.
230)문서 36. 변론조서, 청구인 대리인, 2009.04.09, 2-3.
231)정영환(2016)과 김부자(2016)는 일본인‘위안부’ 징집의 조건이 까다로워

지면서 그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여성 및 아동의 인신매매 금지조약’이 적

용되지 않는 식민지인 조선과 대만에서 성병에 걸리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

되는, 미성년이자 성매매 경력이 없는 여성을 징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약은 미성년 여성의 성매매를 금하고, 성인 여성도 사기나 강제적 수

단을 이용해 성매매하게 했다면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190
4년, 1910년, 1921년의 조약에 가입하고 1933년의 것은 비준하지 않았다. 
미성년의 기준은 ‘20세 미만’(1910년 조약), ‘21세 미만’(1921년 조약)이
었다(김부자, 2016:138).

232)문서 36. 변론조서, 청구인 대리인, 2009.04.09, 2-3.
233)문서 24. 변론요지서, 청구인 대리인, 2009.03.0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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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606 주사’와 낙태 및 불임시술이라는 성과 재생산 폭력(sexual and 
reproductive violence)이었음이 증언으로 드러난 바 있다(양현아, 202
0). 따라서 피해가 여성의 섹슈얼리티, 재생산 건강, 그리고 인간으로서 

일체의 존엄을 훼손했다는 측면이 피해의 특수성으로 다뤄져야 했지만, 
일제 강제동원 피해와의 경중을 비교하여 피해를 논하는 와중에 이러한 

측면은 주목되지 않았다. 인권침해가 일어난 당시나 현재에도 잔존하는, 
“여성의 신체적 일체성이나 인격의 존엄, 바로 그녀들의 인간성 그 자체

를 무시하는 풍조”234)는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못했고 이후에도 신체적 

후유증으로 남은 생식기 손상, 생식기능 장애 역시 언급되지 않았다.

2) 고통의 현재화: 정부의 부작위

청구인 대리인은 한국 정부의 부작위로 피해자들의 고통이 현재에도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정신적 후유증을 부각했고 귀국 

후 피해자의 아픔은 한국 정부의 태도에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되었다.
청구인 대리인은 피해자들이 고문 및 가혹행위, 강간 등의 심각한 인

권유린행위로 인하여235)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정신의학적 후유증”
을 앓고 있고 현재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지 못함을 주장했다.236) 
또한, 귀국 후의 피해자의 삶을 언급하고 있는 청구인 대리인의 변론은 

국가의 방치와 무관심 속에 이들의 인권침해 상황이 가중되었다고 주장

했다.
234)문서 1의 갑제3호증. 2000년 여성국제법정 요약판결문(2004.12), 270, 청

구인 대리인, 2006.07.05.
235)문서 24. 변론요지서, 청구인 대리인, 2009.02.27, 14.
236)문서 2. 청구이유보충서, 청구인 대리인, 2006.08.25, 7, 재판에 첨부 자료

로 제출된 민성길 외의 논문(2004)이 과거에는 전원이, 현재는 3분의 1 
정도가 PTSD에 시달리고 있음을 밝히고 있고, 변주나의 논문(2003)이 신

체적, 심리적, 그리고 성적고문 및 가혹행위가 이뤄졌음을 밝히고 있다. 문
서 1의 입증방법 갑제16호증 민성길 외, 2004,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관한 연구”, J Korean Neuropsychiatry Assoc, 
43(6), 청구인 대리인, 2006.07.05., 문서 1의 입증방법 갑제17호증. 변주

나, 2003, “치유되지 않은 일제 36년-일본군 위안부들의 고문 및 가혹행

위 심신후유장애 실태”, 스트레스 연구 11(1), 청구인 대리인, 200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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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국한� 이들은� 그런� 과거를� 누군가� 알까� 두려워하며� 자신들이� 겪은� 아

픔을� 감추고� 살아왔습니다.� 그� 때문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일제

에서� 해방된� 국가로부터� 아무런� 위로와� 배려� 그리고�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 청구인들은� 한일청구권협정� 당시는�물론�그� 후� 30년� 가까이�세월이� 흐르기

에�이르기까지�철저한�무관심�속에�겨우�생계를�연명해�왔습니다.� 피해자�할머

니들은� 지금도� 위안소� 구금� 당시� 입은� 여러�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

다.”237)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단순 “추상적인 인권이나 과거사 정리”가 아니

며 “피해의 지속성”과 현재성을 강조해서 피해 구제를 위한 한국 정부의 

작위의무를 강조하기 위해서였다.238)
그러나 피해자들이 “그런 과거를 누군가 알까 두려워하며 자신들이 겪

은 아픔을 감추고 살아왔”던 것을 가능하게 한 배경은 고찰되지 않았

다.239) 반면, 청구서에 첨부됐던 ‘2000년 여성국제법정’ 판결문은 여성

들이 귀향했을 때 가족과 친족 공동체 등으로부터 받은, 혹은 그로부터 

예상되는 거부가 이들의 고통을 가중했다는 점을 짚고 있다.240) 청구인 

대리인이 인용한 정신의학 연구들도 가부장적인 섹슈얼리티 이데올로기

가 지배적인 한국 사회(변주나, 2003)에서 수치심과 낙인 때문에 고통

스럽고 위축된 삶을 살아가야 했던 경험(민성길 외, 2004)을 심리적 후

유증의 요인으로 꼽았다. 청구인 피해자의 청원서는 징용·징병 피해자들

과 달랐던 귀환 상황을 말하고 있다.

237)문서 37. 변론조서, 청구인 대리인, 2009.05.22, 3.
238)문서 6. 준비서면, 청구인 대리인, 2006.10.27, 21.; 문서 24. 변론요지서, 

청구인 대리인, 2009.03.02, 20.
239)문서 36. 변론조서, 2009.04.09, 3.
240)18. 증언을 통하여 일관되게 말해진 것은 성폭력 피해자인 여성들의 고통

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사람들에게서 거부당함으로써 한층 더 비

참해졌다는 것이었다. 그 비극의 책임이 그녀들 자신에게 있다고 보는 성

차별적인 태도의 결과, 치욕으로 고통받고, 침묵을 강요당한 것이다. 문서 

1의 입증방법 갑제3호증.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여성국제법정 요약판결

문, 2004.12,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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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살아서� 조국으로� 돌아왔으나,� 징용으로,� 징병으로� 갔던� 사람들은� 독

립되었다고� 만세를� 외치며� 가족들과� 만나� 생사를� 확인하고� 기뻐했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내가� 원해서� 간� 것도� 아니고,� 납치되고,� 인신매매되어� 간�

것이었음에도� 내가� 죄를� 지은� 것만� 같아� 부모,� 형제자매� 앞에� 당당히� 나타날�

수가�없었습니다.� 그런�일을�겪었다고�가족에게조차�말할�수�없었습니다.”241)

많은 구술증언에서 피해 여성들은 임신할 수 없는 신체 상태 그리고 

이미 버린 몸이 되었다는 죄의식과 부끄러움으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

아 키우는 일반적인 여성의 삶을 살 수 없었다는 ‘한’을 토로해왔다(이
상화, 1992; 황은진, 1998; 심영희, 2000; 양현아, 2006b). “가부장적 

정조 규범”과 “후기 식민주의 사회상황”이 교차하면서 조장된 침묵은 일

본군‘위안부’ 피해가 “동아시아 식민주의와 가부장제가 만나는 초유의 

장”이었음을 보여준다(양현아, 2001:70). 
페미니스트 이행기 정의의 관점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해방 후 

경험은 젠더 기반 폭력이 식민지배/해방과 전쟁/종전이라는 이분법적 시

기 구분에도 불구하고 가부장적 사회에서 구조적이고 일상적인 형태로 

바뀌어 지속되었음을 보여준다(Bell and Rourke, 2007:33-39; Gready 
& Robins, 2014). 즉, 선행연구들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일본군‘위안부’ 
피해는 이행기에 재편된 젠더 관계에서 섹슈얼리티와 연관된 피해에 대

한 문화적 가정 때문에 여성들의 고통이 배가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해왔듯 이행기 정의와 그 메커니즘이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피해자의 복권만을 대상으로 삼는 대신 공동체와 

사회를 재구조화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한다. 일본

군‘위안부’ 운동은 생존자뿐만 아니라 희생자와 미래 세대를 위해, “죽은 

혹은 아직도 침묵의 삶을 강요당하고 있는 소녀와 여성들을 위해 정의를 

요구”해왔다.242) 따라서 그러한 고통과 폭력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로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호명하는 행위는 이들의 불굴의 의지와 생존력

을 상찬할 뿐 아니라 이들이 ‘생존자’가 되어온 사회가 아닌 다른 사회

241)문서 32. 청원서, 청구인 강일출, 2009.04.07.
242)문서 1의 갑제3호증. 2000년 여성국제법정 요약판결문, 200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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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과제를 내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앞서 살펴본 두 쟁점에 따라 법적 배상을 비롯한 이행기 정

의 메커니즘에서 성과 재생산 건강에 대한 여성들의 특별한 필요와 젠더

/섹슈얼리티 규범이 가중한 폭력의 효과까지 고려되어야 한다(Rubio-M
arín, 2006; Franke, 2006).243) 일본군‘위안부’ 운동이 주장해왔듯 피해

는 전쟁과 군사주의, 신/식민주의와 연관된 젠더 권력 관계와 여성 섹슈

얼리티 착취를 문제 삼는 현재의 인권문제로서 변혁적 정의를 요구한다. 
인권침해를 가능하게 하고 침해상황이 지속되도록 한 사회 구조를 변화

시키기 위한 변혁적 배상이 필요한 사안인 것이다.

제 5 절 소결

이 장에서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진행된 한일청구권협정 부작위 

위헌소송에서 양측의 담론경합에서 피해와 피해자의 의미가 어떻게 전제

되었는지 분석했다.
첫째, 한국 정부의 작위의무를 둘러싼 양측의 담론경합에서 ‘피해자’를 

권리 주체로 보는 청구인 측의 관점과 ‘피해자’를 여전히 인도주의적 보

호·지원대상으로 환원하고자 하는 피청구인 측의 관점이 갈등을 빚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각각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를 요구할 수 있는 위

상을 갖는 존재 혹은 국가 중심의 외교 행위 결과를 수용해야 하는 대상

으로 생각되었다. 위헌결정은 일본군‘위안부’ 운동이 주장해왔듯 ‘피해자’
를 배상과 구제의 권리를 갖는 중대한 인권침해 피해자로 위치시켰고 한

국 정부-일본 정부라는 2자 관계가 아닌 피해자의 견해를 고려해, 피해

자까지 포함된 3자 관계로 외교 행위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둘째, ‘피해’를 국가와 사회의 미래와는 상관없는 과거의 문제로 고립

243)시에라리온 진실화해위원회(이하 진화위)의 활동이 좋은 사례로 꼽힌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진화위와 달리 시에라리온 진화위는 여성과 소녀들이 전

시에 더욱 취약해지는 구조적 조건들을 다뤘고, 변혁적 영향을 갖는 포괄

적 배상계획과 가족법을 비롯한 전 분야의 개혁을 요구하는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Franke, 2006; 송에스더,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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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고자 하는 피청구인 측의 시각과 그것을 통해 현재를 문제화하고 미

래로 나아가고자 하는 청구인 측의 시각이 충돌했다. 이에 따라 ‘피해’는 

한국 정부의 부작위와는 관계없는 보편적인 일제 강제동원 피해이자 식

민지인 모두가 겪은 전쟁피해 혹은 작위의무가 촉구되는 유례없고 특수

한 성노예 피해이자 인권문제로 생각되었다. 위헌결정은 ‘피해’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인권침해이자 정부의 구제조치로 

권리 회복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현재의 문제라고 간주했다.
4장에서 살펴보겠지만, ‘피해자’를 복지정책의 수혜자로, ‘피해’를 과거

로 복속시키고자 하는 대항 담론은 현실주의 외교와 안보 정책으로 다시 

등장했고 한국 사회에서 병존하고 있는 인권 관점과 충돌하게 됐다.
셋째, 고통받는 고령의 ‘피해자’라는 상을 두고 청구인 측은 피해자의 

감정과 상처를 통해 작위의무를 역설하고자 했지만, 이에 대항하여 피청

구인 측은 피해 구제의 논의를 개인화·탈정치화했다. 그러나 청구인 대

리인도 강제동원 피해와의 경중에 있어서 피해의 치명성을, 피해의 현재

화에 있어 한국 정부의 부작위를 강조하는 한편, 젠더 관점에서 개인적 

차원에 머물지 않는 권리 회복을 구체화하지 못했다.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지만, 2010년대 ‘피해자’를 고통받은 여성 노인

으로 한정하는 흐름이 강화되면서 복지정책을 넘어선 적극적인 인권회복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약받게 되었다.
이처럼 양측의 담론경합에서 드러난 피청구인 측의 ‘피해’와 ‘피해자’에 

대한 이해방식과 청구인 대리인의 한계는 변혁적 정의 실현에 대한 페미

니스트 운동의 요구를 왜곡하고 단절하는 백래쉬가 어떤 논의 지형에서 

가능해졌는지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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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피해자’ 호명과 젠더화된 평화구축의 과제

본 장에서는 한일청구권협정 부작위 위헌소송에서 한국 정부의 작위의

무 이행이 한일관계와 관련하여 어떻게 상정되었는지를 청구인 측과 피

청구인 측의 담론경합을 통해 분석하고, 위헌결정이 평화구축이라는 과

제에 시사하는 바를 다루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2011년 위헌결정 이후 

소송에서는 소수 의견에 불과했던 피해/자 담론이 어떻게 지속 및 확장

되면서 탈젠더화된 평화구축으로 연결되고 있는지, 따라서 어떤 과제를 

남기고 있는지 살펴본다.

제 1 절 피해를 통한 한일관계의 재구축: 피해자의 인

권과 국익

전술했듯 위헌소송에서 ‘피해’는 일본 정부의 한국 국민에 대한 국제법 

위반행위로 이야기되었고 국가의 작위의무 행사 방안으로 협정 제3조의 

외교적인 경로 혹은 중재위원회 회부가 제시되었다. 청구인 측과 피청구

인 측은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한일관계의 미래를 위해 풀어야 할 문제

라면 그 해결이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 해결이 어떤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만들 것인지 갈등을 빚었다. 청구인 측은 한국 정부가 협정 제3
조에 규정된 분쟁 해결조치를 취함으로써 ‘평화’와 ‘인권’이, 피청구인 측

은 협정의 틀을 그대로 지킴으로써 ‘외교적 신뢰’와 ‘법적 안정성’이 한

일외교 관계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작위의무의 행

사가 ‘진정한 한일관계의 미래’와 ‘중요한 국익’을 위하는 길이라고 판시

했고, 재발 방지와 평화구축이라는 과제를 제시했다.
양측은 첫째로, 작의 의무의 이행은 피해 구제 가능성과 국익에 비추

어 적절한지, 둘째로, 이것이 어떤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구축할 것인

지로 갈등을 빚었다. 이러한 양측의 논쟁과 각 쟁점에 대한 헌법재판소

의 판단을 밑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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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 구제 가능성과 국익에 대한 전망

청구인 측은 앞서 살폈듯 한일청구권협정이 위헌적 협정이라고 비판하

기도 했지만, 다양한 외교적 보호권 행사 중에 적어도 협정에 명시된 분

쟁 해결절차인 외교적 경로나 중재재판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그

것이 피청구인 측이 말하는 국익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

다.244) 즉, 청구인 측에 따르면 작위의무 이행은 외교적으로 소모적인 

논쟁을 일으키자는 게 아니라245) 현실적이고 정당한 것이다.246) 
청구인 측은 해석상의 다툼과 같은 문제를 “회피하여서는 한일 간의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져만 갈 뿐”이고 절차를 따르는 건 “평화적이고 

외교적 해결”이라고 주장했다.247) 정부가 협정에 예정된 조치를 따르는 

건 협정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외교적 

신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248) 국가가 자

국민 보호를 위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는 건 “국가외교의 관례에도 

어긋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249) 오히려 그것은 협정을 충실히 이행

하는 것이고 체결 때 예상했던 범위이기에 “그에 따른 외교적 마찰도 덜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250)
나아가 청구인 측은 협정에 따른 정부의 조치가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

의 배상 청구를 거부할 명분을 없애는 것으로 피해의 입법적 해결을 가

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251) 1998년 입법 작위의무가 있다는 일

244)문서 1.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구인 대리인, 2006.07.05., 13-14.; 문서 

24. 변론요지서, 청구인 대리인, 2009.03.02. 그런데도 법적 책임에 대한 

“공식 문제 제기나 재협상을 먼저 제기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유엔 인권위원회, 국제노동기구, 국제 앰네스티와 같은 국제기구의 권고에

도 불구하고 피해국의 정부가 외교적 보호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겠다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문서 2. 심판청구이유보충서, 2006.08.25, 3. 
245)문서 36. 변론조서, 청구인 대리인, 2009.04.09, 7.
246)문서 17. 준비서면, 청구인 대리인, 2008.02.14, 4.
247)문서 6. 준비서면, 청구인 대리인, 2006.10.27.
248)문서 2. 심판청구이유보충서, 청구인 대리인, 2006.08.25, 21
249)문서 2. 심판청구이유보충서, 청구인 대리인, 2006.08.25, 21.
250)문서 6. 준비서면, 청구인 대리인, 2006.10.27.
251)문서 38. 헌법소원심판보충이유서, 청구인 대리인, 2009.05.2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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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의 야마구치지방재판소 시모노세키지부 판결에 따라 2001년 민주당·
공산당·사민당이 국회에 제출한 ‘전시성적강제피해자문제해결의 촉진에 

관한 법률안’도 법적 배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피청

구인 측은 일본 정부의 그간 움직임을 보면 입법적 해결을 절대 받아들

이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252)
피청구인 측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이행을 위해 첫째로, 일본 정부

에 협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문제를 제기하는 것 혹은 둘째로, 쿠마라

스와미(1996)의 권고처럼 국제사법재판소에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제소

하는 것 모두 실패할 가능성이 있고, 이것을 방지하는 것이 국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때 피청구인 측이 말하는 ‘국익’은 여성의 경험을 

소외시키고 그것을 포함하기보다는 배척하는 것임이 드러난다.
첫째로, 협정에서 명시한 외교적 경로로 해결되지 않아 중재위원회 회

부, 즉, 중재재판으로 가더라도 패소 가능성이 있기에 “국가의 명예와 관

련된 것”으로서 우려된다고 밝혔다.253) 피청구인 측에 따르면 중재재판

은 “상대국과의 외교적 마찰”, “소모적 법적 논쟁의 가능성”, “문제 해결

의 효율성” 등 때문에 국제적으로 거의 회부되지 않았다.254) 피청구인 

측은 ‘금전적 보상’을 일본 정부에 요구하게 된다면 금반언의 원칙(esto
ppel)을 어기는 것이 되고255)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일관되지 않은 

입장에 대해 이 원칙을 걸고 넘어선다면 패소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

다.256) 즉, 피청구인 측은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갖는 금반언의 원칙

을, 청구인 측은 2005년 민관공동위 이후 한국 정부가 피해자에 대해 

지켜야 할 신뢰 보호의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둘째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패소할 시 이후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관

련한 “우리 정부의 대일 외교수행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된다고 주장했

다.257) 청구인 측은 국제인권법의 발달과 그간의 국제기구들의 권위 있

252)문서 39. 참고서면, 피청구인 대리인, 2009.06.19, 6.
253)문서 34. 참고인진술및신문조서, 피청구인 참고인, 2009.04.09, 4.
254)문서 37. 참고서면, 피청구인 대리인, 209.04.22, 9.
255)문서 37. 참고서면, 피청구인 대리인, 2009.04.22, 11.
256)문서 26. 참고인 의견서, 피청구인 참고인, 2009.03.13, 19.
257)문서 1의 갑제15호증.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외교통상부 입장(2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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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법적 권고들에 대한 이해 부족에 따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258)

2) 작위의무의 이행: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구상

 

청구인 측에게 피해 구제는 한일 과거사와 관련하여 정의, 평화와 인

권을 중심으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청구인 측은 작

위의무의 이행은 “청구인들에게 법적 정의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냉전 공조에서 평화 공조로 한일관계를 한 단계 성숙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259) 또한, “양국의 장기적인 미래”에 서로 도움이 되

는 것이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회복은 “미래지향적 보편적 가치”를 갖

고 있음을 강조했다.260) 청구인 측은 공개변론을 요청하면서 피해자들의 

문제 제기가 “일제의 반인도적 범죄를 청산하는 중요한 계기”로 한일관

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261) 청구인 측은 2004년 한일회담 

문서를 공개하라는 판결문을 인용해 “일본과의 외교 관계에 있어 다소의 

불편이 따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한일관계의 역사적 특수성에 비추어 이

는 국가적으로 수인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제시했다.262)
청구인 대리인의 이러한 관점은 2000년대 한국 국회와 시의회의 언설

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2002년 한국 국회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법적 

해결을 촉구하며 “한-일 간의 진정한 호혜평등의 실현을 위해”서 한일 

과거사에 대한 올바른 규정과 피해자 명예회복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

장했다.263) 2009년 대구시의회의 결의안은 “한일 간의 과거사 문제의 

10.), 청구인 대리인, 2006.07.05. 
258)문서 1. 심판청구서, 청구인 대리인, 2006.07.06, 13.
259)문서 2. 헌법소원심판보충이유서, 청구인 대리인, 2009.05.27, 12.
260)문서 2. 헌법소원심판보충이유서, 청구인 대리인, 2009.05.27, 14.
261)본 소송의 청구인 중 한 명이 일본에서 제기한 한일회담문서공개소송으로 

독도가 일본의 부속 도서가 아님을 확인하는 법령이 있음이 밝혀졌다고 언

급하면서 “일제 피해자들의 투쟁이 한일 간의 왜곡된 역사를 바로 밝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 문서 21. 공개변론재신청서, 청
구인 대리인, 2009.02.03, 1. 

262)문서 1의 갑제6호증. 2002구합33943 정보공개거부처부취소 판결(2004.2.
13.), 14, 청구인 대리인, 2006.07.05; 문서 6. 준비서면, 청구인 대리인, 
200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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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해결은 이후 양국 간의 우호 협력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

다.264) 한편, 비슷한 시기에 나온 일본 시의회의 결의안들은 일본군‘위
안부’ 문제를 일본의 전쟁 책임과 여성의 인권침해 문제로 접근하고 있

다. 일본 시의회는 전쟁 수행을 위해 여성의 성이 이용되는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아시아 사람들의 전쟁피해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하면서 평화

적으로 공존해나가는 길”을 만들자고 촉구했다.265) 즉, 청구인 대리인의 

새로운 한일관계 구상에 있어 젠더 관점은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
반면, 외교통상부는 이전에 밝힌 바와 같이 적법하게 체결된 조약에 

대해 재협상을 체결하자는 주장은 “한일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것”이며 국제사회가 한국에 갖는 “외교적 신뢰”가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

했다.266) 즉, 현상 유지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만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이다. 피청구인 측은 국가의 작위의무 도출과 관련하여 “국내문제와는 

다른 국제관계의 특수성”을 들면서 “전체적인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적절

하지 않”다고 주장했다.267) 
즉, 외교적 신뢰, 법적 안정성, 전체적 국익을 말하는 피청구인 측의 

논리에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란 과거사를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잊고 

263)일본 민주당·공산당·사민당이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의 통과를 요청하는 문

건으로 국내외 동향을 보여주기 위해 청구서에 첨부된 것이다. 문서 1의 

갑제10호증. “전시성적강제피해자문제해결의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

한 제정촉구 대한민국 국회의원 110명 서명 서한(2002.07), 26, 청구인 

대리인, 2006.07.05.
264)문서 41의 갑제28호증 2.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대구시의

회의 결의안”(2009.07.24.), 청구인 대리인, 2009.9.18.
265)문서 41의 갑제27호증 1.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가의 성실한 대

응을 요구하는 의견서(후쿠오카 시의회, 2009.3.25.)”; 3.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의견서(미타카 시의회, 2009.6.23.)”; 4. “일본군‘위안부’ 문제

에 대한 성실한 대응을 요구하는 의견서(고가세이 시의회, 2009.6.24.)”; 
6.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의견서(이코마시의회, 2009.9.)”, 청구인 대리인, 
2009.9.18. 

266)2005년 한일회담 문서가 공개된 후 일부 청구인들과 ‘정신대 할머니와 함

께하는 시민모임’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해 달라고 

민원을 넣었다. 이 민원에 대한 외교통상부의 회신 내용을 일부 가져온 것

이다. 문서 1의 갑제15호증.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외교통상부 입장(20
06.4.10.), 청구인 대리인, 2006.07.05. 

267)문서 10. 보충답변서, 외교통상부 장관, 2007.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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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위해 경제적·군사적으로 협력하자는 ‘현실적인’ 외교 노선에 가까

웠다.268) 반대의견을 낸 일부 헌법재판관들도 “문제의 심각성”과 “교류

와 협력을 지속해야 하는 한일 간의 미묘한 외교 관계”를 서로 배치되는 

것으로 놓으면서 비교하고 있다.269)
본 헌법소원 법정 의견은 사건 배경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한일회

담이나 회담 중 제시된 8개 항목 청구권, 협정 체결 후 보상대상에 포함

되지 않았음을 짚으며 “협정의 체결 경위 및 그 전후의 상황”, 국내외에

서 사실인정, 사죄, 배상을 촉구하고 있는 움직임을 볼 때 기본권의 구

제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270) 또한, “국제정세에 대한 이해를 바탕

으로 한 전략적 선택이 요구되는 외교 행위의 특성을 고려”해도 피청구

인 측이 든 ‘소모적인 법적 논쟁으로서의 발전 가능성’ 또는 ‘외교 관계

의 불편’은 중대한 인권침해 피해자의 구제를 외면할 사유나 “진지하게 

고려되어야 할 국익이라고 보기 어렵”기에 협정 제3조에 의한 분쟁해결 

조치를 취하는 것이 진정한 국익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271) 재판

부는 이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과거의� 역사적� 사실� 인식의� 공유를� 향한� 노력을� 통해� 일본� 정부로� 하여금�

피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하도록� 함으로써� 한·일� 양국� 및� 양� 국민의� 상호

이해와�상호신뢰가�깊어지게�하고,� 이를� 역사적�교훈으로�삼아�다시는�그와�같

은� 비극적� 상황이� 연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한·일� 관계의� 미래를� 다

지는� 방향인� 동시에,� 진정으로� 중요한� 국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272)

268)“…과거사 문제가 새로운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는 한일관계를 구축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할 것” 문서 25의 을

제9호증 보도자료(외무부)(93.3.29), 피청구인 대리인, 2009.03.05.
269)문서 46. 헌재결정2006헌마788, 2011.08.30, 26.
270)문서 46. 헌재결정2006헌마788, 2011.08.30, 20. 사건 배경에서 쿠마라스

와미 보고서, 맥두걸 보고서, 각국 결의안, 유엔인권이사회 실무그룹보고

서, 유엔B규약인권위원회의 심사보고서, 국회 결의안, 대한변호사협회와 일

본변호사협회의 공동성명문의 권고사항을 인용했다. 문서 46. 헌재결정200
6헌마788, 2011.08.30, 11-13.

271)문서 46. 헌재결정2006헌마788, 2011.08.30, 20.
272)문서 46. 헌재결정2006헌마788, 2011.08.3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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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현실주의 외교관과 국가 안보를 중심으로 정의되어온 국

익과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는 청구인 측과 법정 의견에서 일본군‘위안

부’ 문제의 해결, 즉, 인권과 정의와 관련해 새롭게 의미화되었다. 따라

서 한국 정부의 부작위를 문제시함으로써 실현하고자 한 법적 배상은 피

해자의 권리 보호와 구제뿐만 아니라 피해를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

시는 그와 같은 비극적 상황이 연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 즉, 재발 방지

와 지속 가능한 평화구축이라는 과제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한국 정부가 

피해 구제를 위해 협정 3조에 명시된 조치를 취하라는 위헌결정은 한일

청구권협정과 같이 정책 결정기구를 중심으로 국가의 이해관계를 위해 

이뤄져 왔던 외교교섭과 평화협상 체결의 전환을 꾀하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273) 이러한 위헌결정의 의의에 비추어보면 2010년대 한국 정부

의 작위의무 이행은 일종의 평화구축 메커니즘으로 진행되어야 했던 것

이다.

제 2 절 여성의 발화와 경험 해석을 둘러싼 국제정치: 
젠더 관점에서의 평화구축

위헌결정은 피해 구제를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재발 방지와 평화구축

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지만, 한일청구권협정의 내용과 체결 전 회

담, 이후의 보상대상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가 다른 일제 강제동원 피

해와 달리 누락되는 일련의 과정274)에 깔린 젠더 편향은 문제화하지 않

았다. 그러나 이러한 지점에 주목함으로써 이후 진행되어야 했을 평화구

축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들과 권리 주체로서 여성 피해자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제시될 수 있다.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2000년 여성국제법정 판결문은 여성 피해자들의 

경험이 국가 간 조약 체결 등 평화구축 과정에서 배제되면서 무력분쟁 

273)이러한 결정이 협정의 법적 구조를 받아들이면서 협정이 내포하고 있는 식

민주의와 양국 정부가 짊어져야 했을 식민지배 책임의 청산이라는 과제를 

추궁하기에는 부족했다는 평가(김선화, 2017:102)도 있다.
274)문서 46. 헌재결정2006헌마788. 2011.08.3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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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여성에 대한 폭력이 처벌되지 않는 문화가 영속되고 있음을 짚고 있

다.275) 이것은 피해자를 절차상으로나 내용상으로 배제한 협정 체결이 

현재 이들의 인권침해 상황을 지속시키는 중요한 배경이 된다는 점에서 

위헌소송에서도 중요한 사안이었다. 그러나 위헌소송에서 협정으로 구축

된 1965년 체제가 문제의 해결을 실질적으로 가로막는 상황은 문제화되

었지만, 법정에서 “군대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당시까지 알려진 

바가 전혀 없었기 때문”276)이라는 식으로 그것을 체결한 정부의 행위는 

더는 추궁되지 않았고 결정문에서도 지적되지 않았다.277)
그러나 징용·징병과 달리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법정 의견에서 지적하

듯 협정 체결을 위한 한일국교정상화회담 중278)에도, 우리 정부가 제1
차 한일회담(1952년)에서 제시해서 5차 한일회담(1960~1961년)에서 

논의의 기반이 되었던 ‘한일 간 재산 및 청구권협정 요강 8 개항’279)에

275)30. 본 법정은 모든 평화조약에는 본질적인 젠더 편향이 존재한다는 수석

검사의 주장은 납득되는 것임을 인정한다. 본 법정은 개인으로든 집단으로

든, 모든 평화조약 체결 시 여성이 남성과 평등한 발언권도 지위도 가지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한다. 바로 그 때문에 평화조약 체결 시, 군의 성노예제

와 강간의 문제는 아무런 대응도 없이 방치되었고 조약의 교섭이나 최종적 

합의에 어떠한 역할도 없었던 것이다. 본 법정은 국제적인 평화교섭 과정

이 이렇게 젠더 의식을 결여한 채 행해지는 것은 무력분쟁 하에서 여성에 

대한 범죄가 처벌되지 않는다는, 지금도 지속되는 불처벌의 문화를 조장하

는 것이라고 인식한다. 문서 1의 갑제3호증. 2000년 여성국제법정 요약판

결문(2004.12), 2004.12, 274.
276)문서 37. 참고서면, 피청구인 대리인, 2009.04.09, 3.
277)문서 36. 변론조서, 2009.04.09.
278)한일회담이 진행되던 당시 일본군‘위안부’ 피해는 보관금과 관련해서 언급

된 바 있다. 1953년 5월 19일 제2차 한일회담 중 장기영 대표가 한국인 

예탁금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 여자로 전시 중에 해군이 관할하고 있었던 

싱가포르 등 남방에 위안부로 건너가서, 돈과 재산을 남기고 귀국한 여성

도 있다. 군 발행의 영수증을 가지고…보상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사회 정

책적으로 이것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는 경우도 있다”고 언급했다(최홍

경, 2015:84-85). 청구권위원회 대표 임송본 식산은행장의 1952년 2월 

제1차 회담 준비문서 「대일회담 재산권 및 청구권 문제」에 ‘재산과 청구

권 문제와 관련한 제목 및 조항’으로 ‘태평양전쟁 중의 위안부 보관금 관

계’가 기재되어 있었다(유의상, 2015; 정재민, 2016:202 재인용). 
279)8개 항목 청구권 중 본 위헌소송과 관련된 5항은 다음과 같다. ‘한국법인 

또는 자연인의 일본 및 일본국민에 대한 일본 국채, 공채, 일본 은행권, 피
징용 한국인의 미수금, 그 외 한국인의 청구권을 변제할 것.’ 제5차 한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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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협정 체결 후 입법 조치에 의한 보상대상280)에도 포함되지 않았

다.281) 이것은 평화회담과 협정에서 남성 위주의 징용·징병이 민족의 피

해로 재현되어왔다면, 일본군‘위안부’라는 여성의 피해와 경험은 주변화

되고 비가시화되었음을 드러낸다.
이러한 누락은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것처럼 외교 절차에서 피해자의 

견해와 권리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뿐 아니라, 분쟁 종식 후 평화구축 

과정에서 “무력분쟁이 여성에게 미치는 불균형적이고 특별한 영향력(강
윤희, 2013:71)”에 대한 고려, 여성 피해당사자의 동등한 참여와 전적인 

개입, 분쟁 방지와 갈등 해결에 관한 의사결정에서의 여성의 역할 확대

와 젠더 관점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2000년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S/RES/1325)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다음의 사항 등을 촉

구하고 있다.282)

담에서 일본은 한국이 개인의 피해에 대한 보상문제를 들고나오는 것에 강

하게 반발하면서 구체적 근거, 즉, 징용, 징병의 인원수나 증거자료를 요구

했다. 문서 46. 헌재결정2006헌마788. 2011.08.30, 8.
280)1966년 2월 19일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1982.12.31. 법률 

제3613호로 폐지)로 무상자금 중 민간보상의 법률적 근거 마련하고, 1971
년 1월 19일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1982.12.31. 법률 제3614호
로 폐지)로 보상신청을 받았으나, 그 대상은 일제에 의해 강제로 징용·징
병된 사람 중 사망자 등이었다. 1974년 12월 21일 ‘대일 민간청구권 보상

에 관한 법률’(1982.12.31. 법률 제3614호로 폐지)을 제정하여 1975년 7
월 1일부터 1977년 6월 30일까지 합계 91억 8,769만 3천 원을 지급했다. 
문서 46. 헌재결정2006헌마788, 2011.08.30, 9.

281)문서 46. 헌재결정2006헌마788, 2011.08.30, 9.
282)여성평화운동계의 촉구로 한국 정부는 이 결의에 따라 2014년 1기 국가행

동계획(2014-2017)과 2018년 2기 국가행동계획(2018-2020)을 수립했

다. 그러나 이 계획들에서 “국가비상계획”(1기) 혹은 “남북관계발전 기본계

획”과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2기)이 아닌 동북아 외교정책에서의 젠더 

관점 도입은 명시되지 않았다. 2기 계획에 국방·통일·외교 분야의 정책 의

사결정과정에서 여성 비율을 높이는 목표 5가 구체화되었지만, 1기 계획에 

있었던 여성 정책 관련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세부 계획 5.2는 삭제

되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와 관련해서는 1기 계획에서 “지원 정책과 기

념사업을 강화”, 2기 계획에서 그것을 “활성화”하겠다고 제시되었고 외교정

책을 재조정한다기보다는 “피해자를 위한 국제적 노력”(2기)을 다하겠다고 

추상적으로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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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분쟁의� 예방,� 관리,� 해결을� 위한� 국가,� 지역,� 국제적� 제도들과� 메커니즘에

서의� 모든� 정책� 결정� 수준에서� 여성의� 대표성� 증대를� 보장하기를� 회원국

들에�촉구한다.� …

⑧평화�협정을� 협상하고�실행할�때� 관련된�모든�행위자는,� 무엇보다도,� 다음

을�포함한�젠더�관점을�채택할�것을�요구한다.

(a)본국� 송환� 및� 재정착� 기간,� 그리고� 사회� 복귀,� 재통합,� 분쟁� 후� 재건을�

위한,� 여성과�소녀들의�특별한�필요;

(b)현지� 여성들의� 평화� 주도권� 및� 분쟁� 해결을� 위한� 토착적� 과정들을� 지

원하는� 조치들과� 모든� 평화� 협정의� 실행� 메커니즘에� 여성을� 참여시키

는�조치들;

(c)여성�및� 소녀들의�인권을�보호하고�존중하는�것을�보장하는�조치들,� 특

히�이것들이�헌법,� 선거체제,� 경찰과�사법부에�관련될�때;

⑨무력분쟁의� 모든� 당사자는� 여성과� 소녀들이� 민간인으로서� 갖는� 권리와� 보

호에�적용될�수�있는�국제법을�전적으로�존중할�것을�요구한다.� …

⑪모든� 국가는� 불처벌(impunity)을� 종식하고� 대량학살(genocide)과� 인류에�

반하는� 범죄� 및� 여성과� 소녀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포함한� 모든� 전쟁범죄�

책임자를� 기소할� 책임이� 있으며� 이들� 범죄를� 사면� 조항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한다.283)

국제규범으로도 정립된 이러한 요구사항들에 근거해 한일 양국 정부의 

평화구축이 이뤄져야 했지만, 기존 국제정치의 관행대로 이뤄진 2015 
위안부 합의에서 전시 성폭력의 근절과 여성과 피해당사자의 분쟁 해결 

및 평화구축 과정의 참여에 대한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84) 이러

한 상황은 단순히 피해자의 참여를 요구하는 것을 넘어 그 전에 현재 정

283)①과 ⑧은 강윤희(2013)의 표 2.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 발췌

문의 번역을 참고(74). ⑪도 같은 글을 참고(73).
284)그러나 피해자들의 참여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Brett(201

8)은 2015년 콜롬비아 정부와 저항군 사이에서 열린 평화회담에 피해자들

이 대표자(delegate)로 참여하고 이들의 요구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생긴 효과를 밝혔다. 첫째로, 피해자들이 평화구축의 주체로 인정받

으면서 큰 효능감을 얻게 되었고 둘째로, 평화 협정의 정당성과 대표성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 그 내용과 성격이 전환되었고 셋째로, 갈등과 폭력의 

수준을 낮추자는 합의가 이뤄져 지속가능한 평화가 구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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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간 외교 행위를 통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바가 정확히 무엇

인지, 이때 추상적으로 말해지는 ‘국익’은 과연 누구의, 무슨 이익인지 

질문할 필요를 제기한다.
페미니스트들은 국제정치와 젠더 관계가 상호구성되어 왔다는 것285), 

특히, 보편성을 가장한 현실주의(realism)라는 외교, 안보 분야의 지배 

담론에서 국가가 마땅히 추구할 가치로 보는 자율성, 권력, 통제가 헤게

모니적 남성성(hegemonic masculinity)과 연관된 것임을 지적해왔다(Ti
ckner, 2001[1992]:56; 황영주, 2013:41). 또한, 평화학은 힘의 우위로 

유지되는, 전쟁의 부재 상태를 일컫는 기존의 평화 개념을 소극적 평화

(negative peace)로 일컫고 이것 대신 폭력의 근원을 없애는, 구조적 폭

력을 제거한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를 촉구해왔으며 이러한 문제

의식은 페미니스트 안보학에서도 공유되고 있다(박주식, 1996; 황영주, 
2013:32). 
정리하자면,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현실주의와 남성 백인 엘리트 위주

의 정책 결정으로 이뤄지는 한일외교 관계와 동북아 안보를 전면적으로 

전환할 것을, 그리고 기존의 국제정치의 실행방식, 평화, 안보를 여성의 

경험과 젠더 관점을 중심으로 재정의하고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제 3 절 위헌결정 이후: 피해/자 담론의 지속과 평화구

축의 지연

위헌소송에서 드러난 피청구인 측의 ‘피해’와 ‘피해자’에 대한 이해방식

은 한국 정부의 언설에서 드러나듯 지속되었을 뿐 아니라 2010년대 일

련의 사태에서 점차 강화되면서 여성운동의 주장을 전유하기에 이르렀

다. 즉, 탈정치화되고 개인화된 피해자 기표가 부상하면서 피해 구제 역

시 개개인에 대한 인도주의적 개입으로 국한되었다. 이러한 전제에서 이

285)‘위안부’는 국가, 민족, 남성의 필요에 따라 호명되지만, 첫째로, 이들의 물

적 실존성은 비존재화 전략을 저지하고 있으며 둘째로, 이것은 역설적으로 

젠더 관계가 국가 및 남성 간의 관계를 구축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라는 점을 드러낸다(이나영, 20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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뤄진 2015 위안부 합의와 일본군‘위안부’ 운동에 대한 백래쉬는 위헌결

정의 취지와 달리 여성의 경험을 통한 평화구축을 가로막고 있다.
2011년 위헌결정에 따라 한국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의 해석상

의 분쟁 해결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은 

협정에 따라 외교상의 경로를 먼저 밟겠다고 밝히고 일본 정부에 양자 

협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공식적인 답변을 주지 않았고, 한
국 정부도 다음 조치로 명시된 중재위원회 회부로 넘어가지 않았다. 20
14년 3월 헤이그 한미일 3국 정상회담 이후 미국의 중재로 한일 간 국

장급 협의가 진행되기까지 문제의 법적 해결은 진전되지 않았다.286) 먼
저, 2015 한일합의 이전까지 한국 정부가 어떤 피해/자 담론을 생산하며 

일본 정부에 해결을 촉구하고 국내여론에 대응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011년 12월 18일 교토 한일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몸소 나

서 ‘할머니들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법적 조치와 함께 ‘인도주의적’ 해결

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287) 이 대통령은 생존해있는 피해

자들이 고령이며 “일생의 한을 갖고 살던 예순세 명의 할머니들이 돌아

가시면 양국 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큰 부담으로 남게 된다”라
는 언사와 함께 양국의 파트너쉽을 위해 “걸림돌인 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288) 박근혜 정부도 2013년부터 

연로한 피해자들의 고통과 상처가 ‘치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재차 밝

286)그동안 일본 정부는 1000차 수요시위(2011.12.14.)에 세워진 평화비의 철

거를 요청했고 2012년 말부터는 고노 담화를 재검토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2014년 중반, 일본 정부는 고노 담화 검증 보고서를 발표했고 요

시다 세이지의 강제연행 증언과 관련해 아사히신문 오보 소동이 일었다.
287)이명박 대통령은 일본군‘위안부’ 피해는 인도주의적 문제로 인도주의적 조

치가 필요하다고 공식 석상에서 여러 차례 발언했다. 이에 법적 책임을 추

궁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바뀐 것인지 논란이 일었고 정대협은 “발
언의 배경과 취지, 진의”를 밝히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정대협, 2012; 조
시현, 2012:169 재인용). 조시현(2012:178, 185)은 피해는 인도주의 차원

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제인도법 및 국제인권법 위반의 문제로, 피해자

는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하는 죄로 인권을 침해받았기에 인도적 고려를 통

해서는 이들의 필요를 충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88)연합뉴스, “李대통령, 日총리에 위안부 우선 해결 요구(종합)”, 2011.12.1

8., 조시현 2012:168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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혔다.289)
즉, 위헌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는 ‘피해’를 한일외교 관계의 

장애물로 여기고 있었고 피해 구제로 인도주의적인 조치만을 언급하고 

있었다. 이 언설들에서 고령의 피해자의 고통과 상처에 대한 ‘인도주의

적’ 책임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라는 한국 정부의 촉구

에도 응답하지 않는 일본 정부의 것이 되었다. 이것은 국제정치의 행위 

주체인 국가가 인적 구성으로나 추구하는 가치의 측면에서나 남성의 얼

굴을 하는 한, 인권 담론이 차용되더라도 적극적 평화와 여성 인권을 중

심으로 한일관계를 재구축하고자 하는 페미니스트들의 문제의식이 미끄

러져 버리는 현실을 보여준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피해자들의 사망이 곧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종결을 의미한다고 전제하고 있다.290) 피해생존자들이 모두 사망

한 후에는 더는 이들의 고통과 한을 해소할 수 없으므로 ‘피해’와 ‘피해

자’에 대한 의미작업은 물론이고 이 문제가 더는 논쟁거리가 되지 않는

다고 보는 것이다. 피해생존자들의 사망 후에는 이들의 권리 보장이나 

피해 구제가 불가능해지기에 서둘러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위헌결정은 

지속력을 갖지 못하고, 국가의 의무는 개인의 피해를 경감하는 차원으로 

축소된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정권 초반인 2013년부터 양자 협의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는 피해자분들이 희망하고 또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야 할 것”291)이라고 피해자와 이들의 의사를 해결의 중

심에 내세웠다. 마치 피해자들을 외교적 보호권의 주체로 인정하는 듯 

보였지만,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선언한 2015 위안부 합의에

289)외교통상부 대변인 정례 브리핑 2013.08.29. 95주년 3.1절 기념사 2014.0
2.28.; 96주년 3.1절 기념사 2015.03.01.

290)비슷한 시기부터 언론은 피해자의 추모/부고 기사에서 국가에 등록된 피해

자가 몇 명이 남았는지 명시하기 시작했다. 1991년 1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피해자의 추모/부고 기사를 분석한 김소형(2019)에 따르면, 
2010년부터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에서 국가에 등록한 피해생존

자의 수를 명시하기 시작했다(8).
291)외교통상부 대변인 정례 브리핑 201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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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들은 내용에서는 타자화되었고 절차에서는 배제되었다.292) 합의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위로금도 일본 정부가 합의 직후부터 법

적 책임에 따른 배상은 아니라고 밝힘으로써(합의 TF, 2017:15) ‘피해

자’를 인도주의적 지원의 수혜자로 전제하고 있었다.
즉, 여전히 피해자는 위헌소송에서 외교통상부가 주장했듯 “본국이 외

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경우 이에 따른 반사적 이익을 누릴” 수 있을 따

름이었다.293) 추상적인 국익을 내세운 정부의 외교적 편의와 이해관계로 

중대한 인권침해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가로막아서는 안 되며 재산권뿐

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회복을 위해 이들의 배상청구권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달리 합의가 진행되고 처리된 

것이다. 2015 위안부 합의는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이행하여 피해자

를 구제하고 인권과 평화 중심의 새로운 한일관계를 구축하는 계기 대신 

“더이상 한일관계가 경색되지 않고”294) 한미일 협력의 동북아 안보체제

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었다.295)
협상 타결 후 불거진 논란들에 2015년 12월 31일 청와대는 “평균 나

이 89세”인 고령의 피해자가 “한 분이라도 더 생존해 계실 때 가슴에 맺

힌 한을 풀어”드리기 위해 한국 정부가 조속한 해결에 전력을 다한 것이

라고 밝혔다.296) 고령의 피해생존자의 한을 푸는 것이 곧 피해 회복이라

는 주장은 ‘피해’를 개인의 문제로, ‘피해자’를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처럼 

일생의 한을 갖고 살던 할머니로 전제하고 있었다. 위헌결정으로 일본군

292)양국 협의가 이뤄진 후에서야 외교부 관계자가 국가에 등록된 피해생존자

나 그 가족과 접촉해 내용을 설득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때도 직접 청취가 

이뤄진 것은 3건뿐으로 나머지는 법적 대리인이 아닌 보호자와의 면담으로 

이뤄졌다(양현아, 2016:35). 
293)문서 10. 보충답변서, 외교통상부 장관, 2007.04.10., 3.
294)연합뉴스. 2015.12.31. “靑 ‘위안부 문제 합의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정윤섭 기자. 
295)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국민 여론을 악화시켰다. 2015 위안부 합의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한 국민 중 77.7%가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합의했”다는 점을 지적했다(동아시아연구원·겐론 NPO, 201
7; 손열, 2018:170 재인용)

296)연합뉴스. 2015.12.31. “靑 ‘위안부 문제 합의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정윤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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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문제가 외교 협상 테이블에 비로소 올라가고 언론의 주목을 받

는 사회 문제가 되었던 2010년대에 이러한 한국 정부의 ‘피해’와 ‘피해

자’에 대한 협소한 이해방식은 여성운동의 페미니스트 문제의식이 확장

되는 것을 방해하는 한 요소가 되었다. 이러한 논의 지형이 점차 강고해

지면서 인권침해 피해자에게 변혁적 배상을 비롯한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함으로써 한일관계에서의 평화구축과 군사주의로 인한 젠더 폭력의 재

발 방지를 요구한 일본군‘위안부’ 운동의 주장은 역풍을 맞게 되었다.
2014년에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9명이 박유하의 저서, 『제국의 위

안부』의 표현을 문제 삼으며 출판 등 금지 및 접근금지 가처분·손해배

상 소송을 제기하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발했다. 학술서

가 법정에 세워졌다는 측면만 부각한 ‘학문의 자유에 대한 억압’ 담론이 

공론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고(양대은, 2019) 책과 저자

가 큰 주목을 받으면서 일본어판(2014)과 법원의 가처분 판결에 따른 

삭제판(2015)이 간행되었다.
이 책은 피해/자 의미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전회를 기반으로 한, 일본

군‘위안부’ 운동에 대한 백래쉬를 보여준다. 첫째로,『제국의 위안부』는 

‘피해’를 구조적인 억압이 아닌 개인이 가하거나 당하는 물리적인 폭력

으로 축소해(Pitch, 2010) 운동이 주장해온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의 근

거를 해체했다. 박유하가 논증한 책임의 소재는 담론적 차원의 ‘국가(제
국)’와 ‘남성’이지만, 법적 책임을 갖는다고 지목하고 있는 대상은 강제

로 여성들을 끌고 갔고 감금하고 관리했던 업자와 포주, 강간과 폭력을 

금한 군법을 어긴 일부 일본 군인들이다(박유하, 2015[2013]:191). 제
도의 최하단부에 있었을 개인들의 범죄만을 문제화함으로써 전체적인 시

스템을 만들고 운영한 주체인 일본국의 책임은 소거하는 것이다.
둘째로, 이 책은 피해자됨(victimhood)을 주장하는 일본군‘위안부’ 운

동이 오히려 피해자들을 분노하는 ‘피해자’로 만들고 있다고 뒤집어서 

주장했다(Stringer, 2014). 박유하는 피해의 맥락을 삭제하고 증언집을 

인용해 조선인‘위안부’가 운동이 전파한 피해자 상에 들어맞지 않는 좋

은 기억들을 많이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일본군과 연애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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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에게 연민을 느끼는 등 제국의 전쟁 수행을 위해 전쟁터에 끌려온 

당사자들로서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를 가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 

위치에서 일본을 비난하고자 하는 정대협과 한국 사회의 욕망이 이러한 

기억을 억압했고 피해자들은 노령에 거리에 나서야 했다는 것이다(박유

하, 2015[2013]:189-190).
셋째로, 이 책은 ‘피해자’가 일본군의 성노예나 소녀상으로는 적절하게 

재현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일본군‘위안부’ 운동의 언어를 전유했다(Hor
witz, 2018). 성노예라는 명명이 연상시키는 “강제연행과 반복적 무상 

성폭행(박유하, 2015[2013]:116)”이라는 기억은 민족주의에 영합하지

만, 조선인‘위안부’의 본질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이 전적으로 노

예적 상황에 있지 않았고 업자와 포주가 이들의 주인이었기 때문이다(박
유하, 2015[2013]:117). 이것은 초국적 여성운동이 생산한 ‘일본군 성

노예’라는 명명의 함의를 비틀어버리는 것이다. 또한, 박유하는 피해자 

중 소녀는 소수 예외297)였기에 정대협이 세운 평화의 소녀상은 민족주

의 가부장제에서 보호받을 만한 피해자 전형을 취한 것이고 저항의식과 

분노만을 표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박유하, 2015[2013]:206). 복수심

에 불타고 남의 탓만 하는 ‘피해자’(Van Dijk, 2009; Stringer, 2014:10 
재인용)를 일본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이상적인 신자유주의 시민’과 반

대항에 두고 이들의 분노를 정의에 대한 요구가 아닌, 개인의 병적인 심

리에 가깝게 이해하는 것이다(Stringer, 2014:11).
이처럼 신자유주의적 피해/자 언어를 통해 사회 부정의에 대항하는 실

천을 무력화하는 논리는 2020년 일명 ‘정의연 사태’라는 일본군‘위안부’ 
운동을 둘러싼 갖가지 논란에서 개인화되고 탈정치화된 피해자 기표와 

함께 한국 사회의 담론에 다시 등장했다.
먼저, 피해자 개인의 복지를 위해 쓰여야 할 정부 예산과 단체 기부금

297)그러나 박유하가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가져온 사료(United States 
Office of War Information Psychological Warfare Team, 1944.10.1., “일
본인 포로 심문보고서 49호(Japanese Prisoner of War Interrogation Rep
ort No. 49”)의 조선인‘위안부’ 명단에 따르면 징집 당시 이들의 평균 연령

은 21.15세이며 미성년자가 그중 절반이 넘는다(정영환, 2016:6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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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다는 논의가 한 축을 이루면서 박물관 건립과 

역사 자료 보존·전시와 같은 기억/기념사업, 정대협의 인건비와 경비, 피
해자 본인의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기부금까지 문제가 됐다.298) 이것은 

‘피해자’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도와야 할 불쌍한 할머니로, ‘피해’를 그

러한 개인의 불행한 사건으로 보는 관점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었다. 동
시에 진보-보수 진영 구분을 넘어 피해자들이 피해자 위치를 이용하여 

돈과 권력을 좇는다고 조롱하는 언설도 급격히 늘어났다.299) 
또한, 이러한 신자유주의적인 피해자 의미를 기반으로 일본군‘위안부’ 

운동과 그 문제 제기에 대한 백래쉬가 전개되었다. 피해자들은 정치적 

주체가 아니라 ‘반일 민족주의적인’ 지원단체의 사익 추구에 이용당해왔

으며 법적 책임을 말해온 정대협이 국민기금 등 일본 정부의 위로금을 

받은 일부 피해자들을 배척했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300) 일본군‘위안

부’ 운동과 함께 투쟁해온 이용수의 말을 왜곡해 인용하면서 기존 운동 

노선과 달리 일본과의 ‘화해’ 혹은 외교적 해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진

단도 쏟아졌다(이은진, 2020).
그 외에도 공론장에서는 피해자 기표를 경유한 논의들이 펼쳐졌지만, 

피해가 더는 ‘반일’을 위해 문제화되어서는 안 되고 무엇이 되었건 피해

자들을 위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피해’가 고통받은 피해자 개인의 위무

298)“할머니들 위해 모은 성금인데… 정작 받은 건 106만 원”(조선일보), “정의

연 기부금 수입 49억, 피해자 현금지원 9억”(동아일보), “22억 중 9억 피

해자 지원했다는 정의연…최근 2년은 4700만 원”(머니투데이), “정의기억

연대의 ‘수상한 술값’ 하룻밤 3300만 원 지출”(한국경제) 등을 꼽을 수 있

다. 미디어 오늘. 2020.05.19. “정의연 사태 ‘만든’ 언론 보도 톱아보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참고. 그 외에도 연합뉴스. 2020.06.18. “위안부 피해 

정부지원금, 할머니 지원보다 기념사업에 더 지출”. 오예진 기자. 
299)“‘윤미향 논란’ 타고… “위안부=사기단” 유투브 폄훼 확산“(국민일보)”, “김

어준 배후설 제기에, 이용수 할머니 “다신 그런 말 마라”(중앙일보)” 등의 

보도를 참고할 수 있다. 미디어 오늘. 2020.05.27. “이용수 할머니 조롱부

터 배후설까지 상처 헤집는 정의연 논란”, 손가영 기자. 참고. 
300)“소수 활동가의 전횡 견제할 장치 있었나”(동아일보), “피해자보다 ‘조직’ 

중심…의견 다른 할머니 목소리 ‘외면’”(세계일보) 등을 꼽아볼 수 있다. 미
디어 오늘. 2020.05.27. “이용수 할머니 조롱부터 배후설까지 상처 헤집는 

정의연 논란”, 손가영 기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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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지원이 아닌 현재의 한국 사회와 공동체에는 어떤 과제를 환기하고 

있는지 다뤄지지 않았다. 여성 피해자를 권리 주체로 만들어 즉, 국제정

치에 개입할 수 있는 동등한 참여 주체로 정립해 기존의 한일외교 관행, 
그리고 그것이 중심으로 두는 가치와 지향점을 변화시키고자 한 문제 제

기 역시 거부되고 있다.

제 4 절 소결

이 장에서는 위헌소송에서의 담론경합과 위헌결정에서 한국 정부의 작

위의무 이행이 한일관계와 관련하여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이야기되었는

지 젠더 관점에서 분석했다. 또한, 위헌소송에서 나타난 피해/자의 의미

와 평화구축에 대한 논의가 이후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폈다.
첫째로, 소송에서 ‘피해’는 한일관계를 위해 풀어야 할 과제로 전제되

었고, 피청구인 측은 법적 안정성과 외교적 신뢰를 앞세우며 작위의무의 

이행 없이 1965년 체제를 현상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익’이 평

화와 인권과 같이 갈 수 있다고 본 청구인 측과 위헌결정은 피해를 역사

적 교훈으로 삼아 재발 방지와 평화구축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위헌결정에 따라 정부가 취한 2015 위안부 합의는 여전히 담론

경합에서 드러난 피청구인 측의 이해방식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둘째로, 청구인 측의 주장과 헌법재판소의 결정보다 더 나아간 페미니

스트들의 논의는 평화협상에서 여성의 피해가 누락되면서 불처벌의 문화

가 지속되어왔음에 주목하고 향후의 평화구축 과정에 있어 여성들의 참

여와 젠더 관점의 반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현실주의적 안보

와 외교 위주의 2015 위안부 합의는 이제는 국제규범이 된 이러한 문제

의식에 한참 미달한 것이었다.
셋째로, 소송 이후 개인의 고통과 감정을 중심으로 한 피해자 기표의 

탈정치화가 가속되면서 평화구축에 대한 논의가 개인의 피해 구제로 국

한되었다. 즉, ‘피해자’를 권리 주체 대신 고통받은 고령의 피해자로 보

는 시각에 기반해 피해 구제를 인도주의적 지원·보호로 수렴시키는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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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강화되었다. 여성 피해당사자가 참여하고 이들의 경험이 반영된 평화

구축을 통해 구조적 폭력의 제거, 즉, 젠더 관계를 변혁하고자 하는 페

미니스트들의 목소리는 사회운동에 대한 백래쉬로 힘을 잃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피해자와 이들의 고통을 동력으로 삼아 인권과 법 

담론으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국가에 촉구해온 움직임이 그것을 피

해생존자 개인에 대한 인도주의적 개입의 차원으로 축소하는 반동에 부

딪혔음을 보여준다. 그 와중에 여성의 경험을 역사화함으로써 부정의한 

사회 구조와 억압에 문제 제기하고 한일외교 관계를 적극적 평화와 여성 

인권을 중심으로 재구축하고자 한 일본군‘위안부’ 운동의 문제의식은 한

국 사회에서 관철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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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본 연구는 2020년 ‘정의연 사태’에서 ‘도와줘야 할 불쌍한 할머니인 

피해자를 여성운동이 이용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

발한다. 즉, 오랜 일본군‘위안부’ 운동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피해자가 어떤 존재로 우리 앞에 서 있었는지, 우리 사회가 이들에게 인

정한 위치가 무엇이었는지를 되묻는다.
주지하다시피 여성이 피해의 경험을 언어화하고 피해자됨의 과정을 인

정받는 것,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국가와 사회에 요청하는 것을 넘어 

그 과정에서 젠더의 작동 방식을 진단하고 변혁하는 것은 페미니스트 정

치학에서 중요한 과제였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의 가속화와 함께 ‘피해’와 

‘피해자’를 둘러싼 언설들은 페미니즘의 논의를 왜곡하는 방식으로 유통

되기 시작했다. ‘피해’는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억압의 산물이라기보다는 

삶의 조건이 불안정하고 유동적인 후기 근대사회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

는 개인적 사건이자 고통의 심각성 측면에서만 변별될 수 있는 것으로, 
‘피해자’는 개인의 고통에 대한 위무와 지원의 대상일 뿐임에도 불구하

고 정치적 올바름을 명분으로 배타적 권리 주장을 지속하는 존재로서 조

롱받기까지 하는 상황이 여러 문헌에서 지적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와 피해자가 이해되는 방

식은 어떠했는가? 이 논문은 피해자 정치에 대한 논의와 페미니스트 이

행기 정의 및 변혁적 정의의 관점에 기반하여 한일청구권협정 부작위 위

헌소송(2006-2011)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중심으로 ‘피해’와 ‘피해자’가 

의미화되는 방식과 그 효과를 보여주고자 했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위헌소송이 제기되기 전까지 한국 사회의 일본군‘위안부’ 

문제화 과정에서 ‘피해자’가 그 위상을 달리하며 부상하게 된 사회적 배

경을 탐구했다. 이전까지는 불운한 삶을 살아온 할머니에 불과했던 여성

들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출현한 과거사청산 운동과 반성폭력 운동의 

흐름에서 ‘정신대 피해자’로 호명되기 시작했고 정신대문제 운동의 시작



- 118 -

으로 정치적 주체로 거듭나게 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 국제인권레짐의 

정착과 과거사청산 작업의 본격화로 ‘피해자’는 인권침해를 입은 권리 

주체로서 인식될 수 있었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명이 제도화되었다. 
1990년대 한국 정부는 그 배상 불요구 방침과 위안부 지원법이 보여주

듯 ‘피해자’를 인도주의적 보호·지원의 대상으로 간주해왔지만, 2000년대

의 흐름은 인권 및 과거사청산 담론이 만든 균열을 보여주고 있었다.
3장에서는 위헌소송에서의 담론경합에서 ‘피해’와 ‘피해자’가 어떻게 

전제되었는지 분석했다. 피해자’를 권리의 주체가 아닌 보호와 지원의 

대상으로, ‘피해’를 국가와 사회의 미래와 관계없는 과거사 문제로 축소

하려는 한국 정부의 움직임은 작위의무의 존재와 부작위로 인한 기본권 

침해상황을 부정하고자 하는 주장에서 지속됐다. 외교적 보호권을 둘러

싼 피청구인 측(외교통상부)의 논의는 ‘국익’을 위해 이뤄져야 하는 외

교 행위와 국가 중심의 의사결정과정에서 ‘피해자’를 부차적인 존재로, 
‘피해’를 장애물로 간주했다. 피해자의 고통은 부정의에 분노하고 저항하

는 힘 혹은 사회공동체를 재통합하고 화해로 나아갈 계기가 아닌 개인의 

아픔으로 환원되었다. 이에 맞선 청구인 측(일본군‘위안부’ 피해자)도 

‘피해’가 다른 일제 강제동원과 비교해 갖는 특수성과 개인적 차원을 넘

어선 권리 회복을 구체화하지 못하면서 피해 구제를 피해자 개개인에 대

한 인도주의적 개입으로 국한하는 경향을 제어하지 못했다.
4장에서는 위헌소송의 평화구축 논의와 피해/자 담론이 어떻게 신자유

주의적으로 전유되면서 위헌결정과 여성운동의 문제 제기를 무력화하고 

있는지 설명했다. 2015 위안부 합의에서 결정의 취지인 평화구축을 위

한 여성 피해당사자의 참여, 즉, 피해자의 적극적 권리 행사에 대한 필

요는 피청구인 측의 논의에서와 같이 동북아 안보와 한일외교의 이해관

계에서 뒷전으로 밀렸다. 개인화되고 탈정치화된 피해자 기표가 부상하

면서 합의는 할머니들의 한을 신속히 풀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정당화되

었고 사회운동이 불쌍한 이들을 이용해왔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백래쉬

가 일었다. 즉,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은 고통받은 피해자 개인의 

고통을 경감하는 것에 있다는 협소한 이해가 구조적 폭력을 제거한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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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평화의 구축과 군사주의로 인한 젠더 폭력의 재발 방지라는 과제를 

가로막고 있다.
그러나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그것을 가능하게 했고 현재도 잔존하는 

신/식민주의와 경제적 수탈, 군사주의와 무력분쟁, 젠더 권력 관계와 여

성의 섹슈얼리티 착취와 연결되어 있다. 특히, 젠더 부정의는 일본군‘위
안부’ 운동이 문제 삼아온 지점이자 새롭게 등장한 청년 여성 페미니스

트들이 소녀상 운동에 민족 담론의 “‘순결한 처녀’로서의 소녀가 아니라 

가난한 식민지 가족의 어린 나이의 여성으로서의 소녀에 동일시(김수진, 
2020:2)”하면서 응답하게 만든 지점이다. 위헌소송 이후 펼쳐진 상황은 

페미니스트 이행기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피해자 정치학이 가진 힘을 일

본군‘위안부’ 운동이 되찾아야 한다는 과제를 제기한다.
따라서 ‘피해’와 ‘피해자’를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차원에서 새롭게 의미

를 부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첫째로, 현 상황을 타개하고 피해자들을 

권리 주체로 만들어 온 피해자 의미를 되찾기 위해서, 둘째로, 정의를 

요구하는 피해자의 발화와 여성의 경험이 평화구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셋째로, 개인의 고통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서 억

압의 요인들을 식별하고 사회 구조를 변혁하기 위해서다. ‘피해자’는 피

해자 위치를 기반으로 젠더 정의, 반식민, 평화를 요구하는 공동체의 일

원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피해’는 피해자들의 고통스러운 상태라는 고정

된 결과가 아니라 현재를 재해석하고 미래를 구상하는 과정에 놓인 것으

로,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의 이행은 현재의 외교와 안보에 대한 상과 

그 정책 기조를 변화시키는 기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한국 사회에서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의미의 변화와 

피해자 기표의 부상을 한일청구권협정 부작위 위헌소송을 중심으로 고찰

한 사례연구로서 외교통상부가 드러낸 탈정치화되고 개인화된 피해/자 

이해방식과 그것을 공유하고 있는 대항 담론이 여성운동의 피해/자 및 

인권 담론을 무력화하고 그 논의를 굴절시키고 있음을 밝혔다. 일본군

‘위안부’ 사례를 통해 현재의 신자유주의적 피해자 담론이 피해자의 고

통을 개인적 차원의 것으로 격하시키고 피해자들을 잔여적 복지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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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만들고 있다는 측면이 드러났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전회에 맞서 

피해자라는 위치를 통해 전달하려는 메시지, 이들이 피해를 경험하게 되

는 과정, 그 경험이 이해되고 해석되는 맥락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하는 

페미니스트 정치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오늘날 청년 여성 페미니스

트들이 보여주는 젠더 부정의에 대한 저항의 에너지가 피해/자의 의미를 

새롭게 만들 가능성, 그것을 위해 마련되어야 할 사회적 조건에 관한 탐

구는 후속 연구의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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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

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Settlement of Problem concerning Property and Claims and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발효일 1965.12.18.] [일본, 제172호, 1965.12.18.]

제2조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
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

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

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2. 본조의 규정은 다음의 것(본 협정의 서명일 까지 각기 체약국

이 취한 특별조치의 대상이 된 것을 제외한다)에 영향을 미

치는 것이 아니다.
(a) 일방체약국의 국민으로서 1947년 8월 15일부터 본 협정의 

서명일 까지 사이에 타방 체약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사

람의 재산, 권리 및 이익

(b)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있어서의 통상의 접촉의 과정에 있어 취

득되었고 또는 타방 체약국의 관할 하에 들어오게 된 것

      3.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

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 에 타방 체약

국의 관할 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

민의 타방 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

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

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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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1. 본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 체약국 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었던 분쟁은 어느 일방체약국

의 정부가 타방 체약국의 정부로부터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공한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의 기간 내에 각 체약국 정부가 

임명하는 1인의 중재위원과 이와 같이 선정된 2인의 중재위

원이 당해 기간 후의 30일의 기간 내에 합의하는 제3의 중재

위원 또는 당해 기간 내에 이들 2인의 중재위원이 합의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과의 3인의 중재위

원으로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에 결정을 위하여 회부한다.    
단, 제3의 중재위원은 양 체약국 중의 어느 편의 국민이어서

는 아니된다.
      3. 어느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당해 기간 내에 중재위원을 임명하

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제3국에 대하

여 당해 기간 내에 합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중재위원회는 

양 체약국 정부가 각각 30일의 기간 내에 선정하는 국가의 

정부가 지명하는 각 1인의 중재위원과 이들 정부가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

으로 구성한다.
      4. 양 체약국 정부는 본조의 규정에 의거한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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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1)‘전시성적강제피해자문제’와 입법화의 경과-‘위안부’문제의 입법해결을 요구하는 모임 2)수
요시위 오늘 700회-신문기사들(2006) 3)2000년 여성국제법정 요약판결문 4)전시의 군사적 

성노예 문제에 관한 북한, 한국 및 일본 파견 조사 보고서(1996)등-라디카 쿠마라스와미 5)
전시 조직적 강간, 성노예, 노예적 취급 관행에 관한 유엔인권위원회 산하 소수자에 대한 차

별방지 및 보호 소위원회 특별보고서(1998)-게이 맥두걸 6)서울행정법원 2002구합 33943
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판결문 7)보도자료: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

원회 개최(2005) 8)판결문(일본군‘위안부’피해자 등에 관한 일본 야마구찌지방 시모노세끼지

부)(1998) 9)「전시성적강제피해자문제해결의촉진에관한법률안」(이하 전시성적강제피해자

법률안)(2001.3.21. 민주, 공산, 사민의 공동제출) 10)전시성적강제피해자법률안의 조속한 제

정촉구 대한민국 국회의원 110명 서명서한(2002년 7월 발송) 11)일본국의 전시성적강제피

해자법률안의 제정촉구결의안(2003) 12)60년이 넘도록 계속되는 기다림: 일본군 성노예제의 

생존자를 위한 정의(국제 앰네스티, ASA 22/012/2005) 13)보도자료: 장하진 장관, 에반스 

미하원의원에 지지서한: 일본군 위안부 관련, “일 정부 책임 수용” 결의안 제출(여성가족부, 2
006) 14)「일제강점하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법률안」15)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외교통상부 입장(외교통상부, 2006.04.10.) 16)“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관한 연구”(민성길 외, 2004) 17)“치유되지 않는 일제 36년: 일본군 위안부들의 고문 

및 가혹행위 심신후유장애 실태”(변주나, 2003)

연번 제출일 문건명 제출자 첨부문서

1 2006.07.05 심판청구서

청구인 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외 15
1. 입증방법301)
2. 소송위임장

2 2006.08.25 심판청구이유보

충서

청구인 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외 1
-

3 2006.08.29 답변서 외교통상부 장관
1. 일본군 군대 위안부 지원현황(2006)
2. 유엔인권위, 유엔총회에서의 발언요지

4 2006.09.12 공개변론신청서
청구인 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

5 2006.10.27 참고자료
청구인 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1. 미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일본군 위안

부 결의문 관련 인터넷신문(2006)
2. 미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일본군 위안

부 결의문 관련 인터넷 사설(2006)
3. 결의안 채택 환영하며 일본 정부에

게 결의안 수용 촉구하는 일본군위안부 

기자회견 사진(2006)
6 2006.10.27 준비서면

청구인 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외 2
-

7 2006.11.22 탄원서
한국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

재판의 공개심리를 요청하는 탄원서: 40
8명의 서명, 피해자 할머니들의 탄원서

8 2007.03.15 호증목록
청구인 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미국 하원에 제출된 일본군 위안부 관

련 결의안·제출과정

[표 3] 분석대상 문건 및 문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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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제출일 문건명 제출자 첨부문서

9 2007.03.15 공개심리요청서

명지

한국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

1. 총 2,505명의 서명지

2. 총 188명의 사진 서명판

10 2007.04.10 보충답변서 외교통상부 장관
외교적 보호에 관한 유엔 국제법위원회 

초안 관련 규정(영·한)(2006)
11 2007.05.16 준비서면

청구인 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

12 2007.05.16 참고자료
청구인 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히로시마 고등재판소 판결문(2007.4.2
7. 판결)과 번역문

13 2007.06.29 공개변론 

재신청서

청구인 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미 하원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 관련 인

터넷 신문기사(2007)

14 2007.10.18 참고자료
청구인 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1. 미 하원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 관련 

인터넷 신문기사(2007)
2. 북일수교 교섭 관련 인터넷 신문기

사(2007)

15 2007.10.18 호증목록
청구인 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1. 미 하원 결의안 회의록과 번역본(20
07.7.30.) 
2. 미 하원 HR121 ‘위안부결의안’ 통과

와 의의

16 2007.12.20 참고자료
청구인 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1. 캐나다의회·네덜란드의회·유럽의회 

결의안과 번역문(2007)
2. 관련 인터넷 신문기사(2007)

17 2008.02.14 준비서면
청구인 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

18 2008.04.24 참고자료
청구인 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1. 다카라즈카 시의회의 청원 채택 환

영 성명에 대한 보도자료(2008)
2. 유엔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검토

(일본)에 대한 보도자료(2008)

19 2008.07.14 참고자료
청구인 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최봉태. 2008.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한국인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 현황과 

쟁점: 한일 수교회담 문서 공개 후를 

중심으로”

20 2008.10.29 참고자료
청구인 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1. 한국 국회의 결의안 통과 관련 인터

넷 기사(2008)
2. 「일본군위안부피해자명예회복을 위

한공식사과및배상촉구결의안」제278회 

임시회의록(2008. 10. 27)

21 2009.02.03 공개변론재신청

서

청구인 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공개된 한일회담 문서에서 독도를 자국

의 부속 도서에서 제외한 일본 법령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인터넷 기사(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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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1)일본군대위안부피해자 현황 및 지원내용(2009) 2)유엔인권위 및 유엔총회에서의 발언요지

(2009) 3)외교적 보호에 관한 유엔 국제법위원회 초안 관련 규정 4)발신전보: 종군위안부

(정신대)관련 문서 수집(1991) 5)군대위안부 실태조사 결과 6-1)군대위안부 피해자신고접

수결과 분석(1992) 6-2)보도자료:정신대문제 추진현황(외무부, 1992) 7-1)해외거주 군대

위안부에 대한 실태조사(외무부, 1992) 7-2)홍보참고자료: 구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1997) 7-3)해외거주 군대위안부에 대한 실태조사(주 캄보디아 대표부, 1997) 7-
4)해외거주 군대위안부 실태조사(주 일본 대사관, 1997) 8)수석회의에서의 김영삼 대통령의 

지시(청와대 보도자료, 1993) 9)보도자료: 군대위안부 피해자 구호조치(외무부, 1993) 10-
1)군대위안부 관련 일본 정부에 대한 법적책임 추궁 노력(2005.8. 이후)(2009) 10-2)보도

자료: 일본 총리의 군대위안부 관련 발언에 대한 당국자 논평(외교통상부, 2007) 10-3)보도

자료: 군대위안부 문제 관련 대변인 논평(외교통상부, 2007) 11)한반도 출신 종군위안부 관

련 가토 관방장관 발표문과 번역문(1992) 12)위안부 관계 조사결과 발표, 고노 관방장관 담

화와 번역문(1993)

연번 제출일 문건명 제출자 첨부문서

22 2009.02.11
참고인 및 

당사자 

신문신청서

청구인 대리인 

김진
-

23 2009.02.13 참고인 신청서 외교통상부 -
24 2009.02.27 변론요지서

청구인 대리인 

법무법인 이안
-

25 2009.03.05 변론요지서
피청구인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입증방법302)

26 2009.03.13 참고인 의견서
피청구인 참고인 

정인섭 교수
-

27 2009.03.23 참고인 의견서
청구인 참고인 

김창록 교수
-

28 2009.04.02 변론요지보충서
청구인 대리인 

김진
-

29 2009.04.07 공개변론 진행에 

관한 의견서

피청구인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

30 2009.04.07 참고자료
청구인 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戶塜悅朗(도쓰카 에쓰로)(龍谷大學(류
코쿠 대학) 교수) 의견서와 번역문(200
9)

31 2009.04.07 탄원서

청구인 강일출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인터넷 다음 아고라 탄원서 서명부 총 

2,359명의 서명지

32 2009.04.07 청원서 청구인 강일출 (청구인인 피해당사자의 청원서)

33 2009.04.09 탄원서
한국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

1. 인터넷 다음 아고라 청원서명 총 88
7명의 서명분 

2.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홈페이지 

청원 서명 총 5,300명의 서명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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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1)KBS시사기획쌈CD “공탁금2억엔의비밀”(2009), 22)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서울행정법원, 200
9) 23-1, 2)후쿠시마 미즈호 참의원 의원의 질의 및 국회답변과 번역본(2006) 24)일제피해자신

문 준비 4호(2009) 25)호주시의회 결의안(2009) 26)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44차 회기 권고안

(2009) 27-1~6)일본 시의회 청원(2009) 28-1, 2)한국 시의회 결의안(부천, 대구)

연번 제출일 문건명 제출자 첨부문서

34 2009.04.09 참고인 진술 및 

신문조서

피청구인 참고인 

정인섭 교수
-

35 2009.04.09 참고인 진술 및 

신문조서

청구인 참고인 

김창록 교수
-

36 2009.04.09 변론조서 -

37 2009.04.22 참고서면
피청구인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입증방법 13) 한일협정문서 주요 내용 

14) 청구권 자금 백서(1976)
참고자료 1.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 관한 

법률(1974) 2. 태평양전쟁전후 국외강

제동원희생자등지원법(2007)
38 2009.05.27 심판 보충이유서

청구인 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외 2
-

39 2009.06.19 참고서면
피청구인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

40 2009.06.19 보충의견서
청구인 참고인 

김창록 교수
-

41 2009.09.18 참고서면
청구인 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외2
입증서류303)

42 2010.11.09 호증목록
청구인 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29-1, 2)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최종

적 해결에 관한 제언(안) 원문과 번역

문(2010)
30-1, 2) 대한변호사협회와 일본변호

사연합회의 공동선언(안) 원문과 번역

문(2010)
43 2011.01.11 참고자료

청구인 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대한변협신문(332호, 333호): 대한변협

과 일본변연의 일제 피해자 보상 공동

선언문 발표 관련 신문기사(2010)
44 2011.06.28 참고자료

청구인 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생존자명단<총 64명>

45 2011.08.10 심판청구 일부 

취하서

청구인 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사망자명단<총 45명>

46 2011.08.30 헌재 결정 

2006헌마788 헌법재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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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eaning of Harm and Victim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Focusing on Litigation on the Illegality of an 

Omission on the Agreement on the Settlement 
of Problem concerning Property and Claims and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the “Agreement”)

Jaeim LEE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Gender Studi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d how South Korean society has 
represented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to be a problem 
through a way of understanding “harm” and “victim.” To this end, 
research data of litigation surrounding the illegality of an omission 
in the “Agreement”(2006-2011) were examined, in which the 
meanings of harm and victim competed with each other over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commissive duty to act on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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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who had been only 
known as old women with unfortunate lives, began to be recognized 
as “victim” through the movements to face the past and the 
movements against sexual violence after democratization in 1987. 
The movement surrounding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problem tried to transform victims into fighters and their individual 
suffering into political movements. In addition, protection and 
support for the “comfort women” became institutionalized in the 
1990s. Later, in the 2000s, along with the expanded discussion of 
human rights and full-scale work to deal with the problems of the 
past, the “victim” began to be discussed as a subject of human 
rights, and their sufferings were shared by the social community for 
the memory and human right. In other words, prior to the lawsuit, a 
new perspective on “victim” appeared which viewed them as a 
subject of rights, and this new perspective coexisted with the 
humanitarian one of seeing them as subjects deserving protection 
and support.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asserted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does not have a commissive duty to make 
the victim's right to claim for reparation valid in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This implied a narrower definition of victim as the 
recipients of protection and support, not as subjects with rights. In 
particular, “victim” have been marginalized by state-centered 
diplomatic activities that pursue “national interests” contrary to 
human rights and peace in the discussion of the right of diplomatic 
protection. In addition, the Ministry has minimized the concept of 
harm into a past incident that anyone in the colonial period could 
have experienced and which does not have anything to do with the 
omission in the Agreement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ra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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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 as a human rights issue that allow people to reconsider the 
future. The suffering of the victims was recalled as individual pain 
that justified humanitarian measures for individuals instead of 
restoring their rights. However, this trend could not be controlled as 
the specificity and social dimension of the harms were not 
discussed.

In the 2010s, as the signifier of victims and their suffering 
became depoliticized and got more and more personalized, a backlash 
to the social movement occurred which claimed that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could be resolved by alleviating 
victims’ pain. Even though feminist movement requested the 
prevention of recurring problems through social transformation and 
the peacebuilding based on women’s experiences, their request has 
not been fulfilled, as shown in the Korea-Japan Agreement of 
December 28, 2015 on the Issue of “Comfort Women” Issue. This is 
why the definition of harm and victim must be re-defined in order 
to make feminists’ transitional justice feasible. 

This paper is meaningful for the following reason. It 
uncovered the definition of harm and victim used by South Korean 
government in the competitive discussion of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based on that, the counter-discourse has paralyzed the 
politics of victimhood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movement and distorted the discussion on feminism.
keywords : Victim,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Human 

Right, Peacebuilding, Transitional Justice, Transnational 
Feminist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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