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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중국과 일본 간의 민간배상 청구권 문제는 오래전부터 논쟁의 대상이

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일본은 제2차 세계 대전 시기에 중국을 침

략하여 중국 인민에게 저지른 많은 범죄 행위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중

국 국민에 대한 배상도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일본의 민간배상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일본 법원은 "개인은 국제법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국가무답책, 소송시효를 도과하고 일본의 국내법은 소송을 

지지하지 않다”는 일반적인 논리에 근거한 몇 가지 이유를 들면서 중국 

국민의 청구소송을 거절했다. 이러한 논리를 적용하며 청구소송을 거절

한 예로는 대표적으로 중국인 전쟁 피해자(난징 대학살, 731부대 생체 

실험과 무차별 폭격)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중국 인성 폭력 피해자 손해 

배상 청구 (1차) 소송 사안(즉 4명의 중국 위안부 소송 사건) 등에서 살

펴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각 유형

의 사건에서 일본에서의 소송 현황을 상세히 파악할 것이다. 그리고 전

후 중국 측이 민간배상 청구권에 대한 입장을 중점적으로 정리하고 전후 

중국과 대만지역의 특별한 역사적 배경을 결합하여 이들의 입장을 각각 

분석하고 정리한다.

  본 논문은 주로 중일 민간배상 청구권 문제와 관련된 문제를 연구했는

데 중일 민간배상 청구권과 관련된 분쟁과 국제법 증거를 분석함으로써 

중국 피해자가 일본 정부에 배상 청구권을 제기하는 정당성을 입증하고 

중국 피해자가 일본 법원에서 관련 소송을 제기하는 합법성과 합리성을 

설명한다. 그리고 한국의 대일 민간배상 청구권과 관련된 문제를 연구함

으로써 앞으로 중일과 한일 양국이 민간배상 청구권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전망을 제시한다. 중국 민간배상 청구권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일 민간배상 청구권에 대한 연구를 강화함으

로써 한국 정부와 학자들이 민간배상 청구권에 대한 입장을 분석함으로

써 한중 대일 민간배상 청구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고 한일 민간

배상 청구권과 관련된 국제법 내용을 목적성 있게 분석하여 더 많은 국



제법적 증거를 확보한다. 그리고 중국의 입장을 중심으로 한중 양국이 

민간배상 청구권에 대한 공동 입장과 결합하여 중국과 한국 양국이 공동

으로 민간배상 청구권을 해결하는 새로운 경로를 전망한다.

주요어: 민간배상, 청구권, 위안부, 강제징용, 전후배상, 조약 

학 번: 2018-26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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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중국과 일본 간의 민간배상 청구권 문제는 오래전부터 논쟁의 대상이

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일본은 중국을 침략하는 동안 중국 인민에

게 저지른 많은 범죄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중국 국민에 대

한 배상을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일본의 민간배상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1990년대부터는 세계 인권 관념, 국제 인권법의 

발전 및 중국 인민 전후 법률 의식과 권리 의식의 향상에 따라 중국 피

해자들이 일본 현지 법원에 이러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

기 시작했지만, 대부분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 일본 법원은 일반적인 

"개인은 국제법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국가무답책, 소송 시효를 도과하

고 일본의 국내법은 소송을 지지하지 않다”는 일반적인 논리에 근거한 

몇 가지 이유를 들면서 중국 국민의 청구소송을 거절한 것이다. 오늘날 

국제 사회가 점점 인권 문제를 더 중시하게 되고 중일 간의 민간배상에 

관한 논란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은 일본에 대

해 제2차 대전 때의 민간배상 문제를 직시하는 것을 양국 관계에 미치는 

영향보다 더욱 강조하기 때문에 민간배상 청구권은 다시 한 번 각 국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한국뿐만 아니라 특히 중국에서도 이러한 주장은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중국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의 전후 배

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의 민간배상 청구권에 대한 독일과 일본의 태도

를 비교하면 일본 정부가 민간배상에 대한 책임을 안 할 뿐만 아니라 떠

넘기고 있는 태도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 독일은 서방 점령국과 옛 

소련, 동유럽 등 12개국에 대해 ‘국가 간 배상금’의 형식으로 배상했

다. 이 외에 이스라엘과도 ‘룩셈부르크 협정’을 맺었다. 그리고 전후 

민간배상의 법적 근거를 국내법의 형식으로 확정했다. 한편 “서독연방

보상법(連邦補償法)”, “가혹완화조치（苛酷緩和措置)”, “연방반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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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聯邦返濟法)1)”등 일부 국내법이 제정됐다. 이 같은 독일 정부의 움직임

으로 독일 법원에서 벌어진 전쟁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은 독일 법원

의 지지를 얻어 피해자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독일의 

일련의 조치는 중국 피해자가 일본 정부에 대해 배상 청구권의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더 좋은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2) 나아가 

중국인 피해자들이 일본법원에서 소송하는 것의 적법성과 합리성을 더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주로 중국 피해자가 일본에 대해 배상 청구권을 제기할 수 

있는 국제법적 증거의 적법성과 중일 간의 민간배상에 관한 분쟁을 중심

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먼저 민간배상 청구권의 구체적인 배경과 현황, 

그리고 중일과 한일 간의 민간배상 문제에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여 피해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중국 피

해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또한, 

전후 중국 정부의 입장과 대만 지역의 입장을 연구하여 피해자가 민간배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더 유리한 증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게다가 중국 

정부가 국내법 절차에 민간배상 청구권의 적법성을 어떻게 확정할 것인

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분석도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학자의 

다양한 관점에 대한 분석과 연구를 통해 중국 피해자의 민간배상 청구권 

실현에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이 글은 주로 중국 피해자 민간배상 청구권의 합법성과 중국 대륙 및 

대만 지역에서 계속 논의하고 있는 배상 청구권 입장의 연구를 통해 중

국 피해자가 일본 법원에서 배상 청구권을 제기한 정당성을 분석한다. 

그리고 일본 정부 배상 거부할 때 제기한 몇 가지 근거에 대해 반박을 

함으로써 일본은 중국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거부하는 행위가 국제 인권

1) 다카기 겐이치 지음 ; 최용기 옮김, <전후보상의 논리>, 한울 , 1995, P65.

2) 管建強, 《中國民間戰爭受害者對日索償的法律基礎》, 華東政法學院博士學位論文, 2005
年4月,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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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위배되고 전후 인도주의의 발전 추세와 배치되는 것을 분명하게 밝

히고자 한다. 또한 민간배상 청구권 문제가 점차 중일 간의 장기적이고 

우호적인 발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므로 헤이그 조약, 조약법

에 관한 비엔나협약,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등 국제 조약에 대한 분석

을 통해 일본에게 중국 피해자의 민간배상 청구 문제를 조속히 잘 처리

할 것을 일깨울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일 간 민간배상 과정에 

대한 상세한 연구를 분석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중일과 한일 민간배상 

문제 비교하면서, 민간배상 문제를 더욱 잘 해결하고 민간배상 진행을 

촉진하는 해결책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일본 정부의 피해

자 배상을 촉구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 및 도구가 도출되어야 일본에게 

역사를 직시하라고 촉구할 수 있고 중국 피해자에게 배상 판결이 신속하

고 정당하게 선고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본문의 연구 방법은 문헌 연구이다. 주로 국제법적 증거를 바탕으로 

중국 피해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중일 간 민간배상 청구권 논란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다. 그 가운데 관련된 문헌은 주로 한·중·일 3국의 

민간배상에 관한 역사적 자료, 한·중·일 3국의 학자에 관한 저서, 잡

지와 기타 출판물에서 다룬 논문 및 보도, 중국 및 한국에서 발표한 석

박사 학위 논문, 일본 법원의 판결과 관련한 자료, 국제 조약과 국제 판

례 등 중 엄선하여 분석 연구를 진행한다. 이 글은 위의 문헌을 참고하

여 민간배상 청구권 문제에 대해 포괄적인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제1장 서론 부문은 주로 연구 배경, 목적, 범위, 방법에 대해 설명한

다.

  제2장에서는 주로 중일 민간배상의 역사적 배경과 현황을 상세히 연구

하겠다. 그리고 민간배상 청구의 대표적 사례에 대해 상세히 분석하고 

설명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과거 및 기존 국제법 증거의 관련 내용을 연구하면서 일

본 국내법의 이론과 중일 공동성명 결합하여 분석한다. 그리고 연구내용

은 중국 측의 입장을 표준으로 중일 간의 민간배상 청구권 논란을 분석

하겠다. 또한 다시 한 번 중국 피해자들 배상 청구권의 합법성을 설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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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의 배상 요구에 대해 회피하는 행위는 인도주의 

정신을 심각하게 위배한다는 점을 밝히겠다.

  제4장에서는 민간배상 청구권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분석하고 중국에

서는 법의 절차를 통해 민간배상에 관한 승인도 인정한다는 점을 소개한

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중국 대륙과 대만 지역의 입장과 증거를 

각각 분석해 민간배상 청구권에 대한 중국의 일관된 입장과 시각을 설명

했다.

  제5장은 구체적으로 한일 민간배상 논란을 분석했다. 한국의 입장 및 

한일협정을 포함한 국제법적 증거 일부를 분석해 중일과 한일의 민간배

상 문제를 비교하겠다. 그리고 한국인 피해자들의 현재 소송 현황도 상

세히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중일 및 한일의 민간배상 청구권에 대한 대

비로 연구하는 것을 갖는 중요한 의미를 강조했다.

  제6장은 앞의 내용을 기초로 함으로써 중국 피해자 관점에서 새로운 

관점으로 분석하고 일본 정부에 배상 청구권을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다.

  제7장은 결론 부분으로, 앞에서 논의한 내용과 관점을 잘 정리한 다

음, 필자의 관점을 더욱 잘 밝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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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중 일 민간배상 청구권의 

역사적 배경 및 현황

제1절 역사적 배경

  중일 민간배상 청구권의 역사적 배경은 일본의 대중 침략 역사뿐만 아

니라 중국은 일본 및 미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과의 조약의 체결도 포

함한다. 그래서 타임라인을 바탕으로 중일 민간 청구권의 배경을 분석하

겠다.

  2020년 현재,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75년 되었다. 그것은 나치 독

일, 이탈리아 왕국, 일제를 중심으로 구성된 추축국과 전 세계의 반침략 

세력에 대항하기 위한 연합국 사이에서 진행된 글로벌 규모의 전쟁이었

다. 중국에서는 이를 항일 전쟁(War of Resistance against Japan)이라고

도 한다. 주로 제2차 세계 대전 중에 중국은 일본 침략에 저항하는 한편 

전면적인 민족성의 전쟁을 진행했다. 1931년 9월 18일, 일본은 중국에서 

만주 사변3)을 일으키고 중국 동북 지역을 침범해서 중국에 이때부터 무

려 14년의 식민지 침탈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일본군은 침략 기간 동안 

중국 국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일련의 인도주의 정신에 어긋나

는 범죄를 저질렀다. 일본군은 중국에서 난징대학살 등 일련의 학살을 

저지르고 화베이(華北) 지역에서 삼광(三光) 4)정책을 펼쳤다. 이 밖에 일

본군은 충칭 대공습(重慶大轟炸) 위주의 폭격 사건, 하얼빈에서 731부대 

위주의 세균전(細菌戰), 화학전(化學戰),5)강제징용, 위안부 등 일련의 비

할 바 없이 비참한 죄행을 만들었다,6) 1937년 12월 13일 일본은 공식적

으로 난징을 점령했다. 그 후 일본군은 난징에 대한 일반인 및 전투 능

력을 상실한 군인에 대해 잔악무도한 학살을 자행했다. 난징을 점령한 

3) 중국에서 구일팔사변(九一八事變)이라고 부른다.
4) 일제 강점기에, 모두 죽이고 모두 불태우고 모두 빼앗아가던 정책.

5) 중국에서 毒氣戰이라고 부른다.
6) 人民網,“不能忘卻的紀念”, 2015.(http://www.people.com.cn/ 검색일: 20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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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40일이 채 되지 않아 일본군은 집단 총살, 생매장 등 잔인한 방법으

로 30여만 명의 평민들과 포로가 된 군인들을 살해했다. 난징대학살7)은 

무고한 중국인들의 생명을 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일련의 폭력행위로 인

해 난징 인민들은 막대한 재산과 정신적 손실을 입게 되었다. 그리고 일

본군은 1938년 2월 18일부터 5년 반 동안 충칭에 대한 전략적인 무차별 

폭격을 개시하여 1만여 명의 충칭 민간인을 숨지게 하고 1만7600여 채의 

민가를 파괴하였다. 장기간의 폭격은 충칭 인민에게 보상할 수 없는 손

실을 가져왔다. 일본군은 5년 동안 충칭에서 약 218회의 폭격을 감행하

였다. 뿐만 아니라 일본 731부대가 중국 동북 지역에서 살아 있는 사람

을 이용한 실험을 통해 세균전을 연구하는 행위도 중국인을 학살하는 주

요 죄행 중의 하나이다. 전쟁 기간에 일본군의 폭행은 셀 수 없이 많았

고, 중국 인민에게 미친 정신적·재산적 피해도 셀 수 없이 많았다. 전

쟁 기간에 일본군은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 지역에서 위안소를 세웠

다. 위안부 제도는 침략을 당하는 지역 여성의 신체와 정신 모두 큰 상

처를 주었다. 중국을 침략하는 기간에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일본 동조 내각은 1942년 11월 27일에 “중국인 노동자가 일본 국

내로 이입한 서류”8)를 제정하였고 1944년 2월 28일에 ‘중국인 노동자

의 일본 국내 이입을 가속화하는 문서’가 제정되었다. 1943년 4월부터 

1945년 5월 일본은 중국에서 노동자들에 강제징용하고 중국 노동자들에

게 일을 진행하도록 강요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 속에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는 기간의 일련의 범죄 행위를 분석한 후, 중국 국가와 국민이 입

은 손해에 대해 일본은 적극적인 배상을 해야 할 당위성은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은 1945년 일본의 항복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추축국의 주요세력인 독일은 1945년 5월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다. 일

본의 조속한 투항하는 것을 촉구하기 위해 미 중 영 3국은 7월 26일에 

포츠담선언을 발표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은 포츠담선언을 접

수하고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다. 그중 포츠담 선언9)의 제11조는 “일본

7) 王衛星, 《南京大屠殺地域範圍與起始時間再研究》, 江蘇社會科學, 2017年第5期.
8) “強擄中國赴日勞工名錄”，中國人殉難者名錄共同編制執行委員會,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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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국 경제를 유지하며 현물 배상을 할 수 있는 산업을 유지하도록 허

락해야 하지만, 재무장해서 전쟁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산업을 하도록 

허락하면 안 된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원자재 관할권을 허락해

서는 안 되고,원자재 이용권만을 허락한다. 세계 무역 관계에서 일본의 

참여는 최종적으로 허락된다.”10)고 명시하였다. 여기서 현물 배상은 일

본의 피해 국가와 국민에 대한 배상 문제와 명확하게 관련되었다. 1950

년대 이후 미국은 아시아에서 통치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제2차 세계대전

에서 피해를 당한 국가의 이익을 해치는 조약을 주도적으로 맺었다. 이

에 대해 1950년 12월 4일 저우언라이(周恩來)는 중화인민공화국 외무장

관의 명의로 “미국 정부는 대일 문제에 관한 양해 각서에서 강화조약 

작성한 방안을 동맹국의 대일 공동 작전 목적을 완전 위반한다. 그리고 

미국은 대일 정책에 관한 모든 국제 합의를 깨버렸다. 동시에 중국 인민 

항일 분투의 기본 이익을 더욱 말살하였다. 또한 일본 인민의 미래 소망

을 무시한다.”11)는 성명을 발표했다. 즉, 중국의 국가 및 인민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미국의 정책에 대한 중국의 반대를 표명한 것이다. 1951

년 9월 8일 제2차 세계 대전의 48개 전승국과 패전국 일본은 미국 샌프

란시스코에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조약은 1952

년 4월 28일 공식 발효된다. 미국 등은 제2차 세계대전의 주요 참가 및 

피해국인 중화인민공화국이 유엔 의석을 얻지 못했다는 이유로 협정에서 

제외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체결된 같은 해, 저우언라이(周恩
来)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장이 중국 인민을 대표하여 성명을 다시 발표

하였다. 성명 내용은 아래와 같다.12)

9) 1945年7月26年 波茨坦公告 참조.

10) Potsdam Declaration 제11조의 원문 

"Japan shall be permitted to maintain such industries as will sustain her economy 
and permit the exaction of just reparations in kind, but not those which would 
enable her to re-arm for war. To this end, access to, as distinguished from control 
of, raw materials shall be permitted. Eventual Japanese participation in world trade 
relations shall be permitted"

11) 管建強, 앞의 논문(각주 2), P151 참조.
12) 管建強, 앞의 논문(각주 2), P15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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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는 다시 한 번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중화인민공

화국의 참가 준비, 의제, 체결이 없기 때문에 중앙인민정부는 불법적이고, 무효

라고 여기며, 그래서 절대 인정할 수 없다.”

  이 성명을 통해 중화인민공화국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 것이다. 

1952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발효되기 전에 대만당국(지역)과 일본 간에 

일화 조약을 체결했다. 1952년 5월 5일 이에 대해 저우언라이(周恩來)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중국 정부는 샌프란시스코 조약과 일

화 조약을 절대 반대하고 장제스(蔣介石)가 배상 요구를 포기했다는 약

속은 남의 재물로 생색내는 것이다. 중국 정부와 인민은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는 성명을 발표하여 엄정하게 지적하였다. 성명은 중국 

국민의 확고한 입장을 재차 표명했다.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70년대 중일 수교되기 전 까지 일본은 중

국 및 중국인들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한 적이 없으며 어떠한 형태로도 

배상을 한 적이 없다. 1972년 9월 29일에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일본과 

국교 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해 중일 공동성명(中日聯合聲明)13)을 체결했

다. 성명은 중일 양국 인민의 우호를 위해 중국은 전쟁 배상요구를 포기

한다고 선언했다14). 그리고 성명에 일본이 하나의 중국 고수되어야 한다

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중국 고유의 영토를 반환하고 포츠담선언에서 약

속한 배상을 되도록 빨리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아쉽게도 일본은 

사과와 배상을 하는 약속을 실행하지 않고 오히려 위와 같은 각종 조약

을 구실로 삼고 자신의 중국 및 중국 인민에게 끼친 상해는 인정하지 않

는다. 중국 외교부는 일본의 사과하지 않고 배상하지 않는 것에 대해 여

러 차례 성명을 내면서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성명 내용은 아래와 

같다. 

“중국 정부는 성명에서 대일 전쟁에 대한 배상요구를 포기하는 선언은 양국 

13) 中國軍事百科全書編審室, 《中國大百科全書·軍事》, 中國大百科出版社, 2007.

14) 중일 공동성명(中日聯合聲明) 제5조
中華人民共和國政府宣佈：爲了中日兩國人民的友好，放棄對日本國的戰爭賠償要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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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사이좋게 지내는 데 착안한 정치적 결단이었다. 일본 대법원은 중국 측

의 반대와 엄정한 여러 차례 교섭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조항에 대해 자의적 

해석을 했다. 중국 측은 이 자의적 해석에 대해 강하게 반대한다. 중국 정부가 

중국 인민을 대신해 자신들의 손해배상 권리를 포기할 권리는 없다......”

  중국 피해자의 법의 의식 향상과 한국 등 다른 나라의 대일 소송은 중

국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일본 정부는 역

사에 대한 장기적인 직시하지 않고 중국 인민에 대한 사죄와 배상도 하

지 않기 때문에 중국 피해자들은 일본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대일 민간배상 청구권의 실현도 점차 중국이나 

한국과 일본의 법학 연구자를 각광을 받고 있는 중이다.

제2절 현황

  제2차 세계 대전 기간에 중국은 14년 동안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전쟁 승리 후의 중국 경제와 국민 생활은 회복과 조정이 급히 필

요했다. 그리고 경제수준이 점차 회복되고 발전함에 따라 중국인의 법의 

의식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중국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가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은 사실과 소극적으로 배상하고 사과하는 사실에 직면해서 

중국 피해자에 일본 정부와 기업이 함께 응분의 배상 책임과 사과하는 

것을 요구했다. 90년대 이후 지금까지 제기한 중국 대륙 피해자들의 대

일 소송이 30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었다.15) 1995년부터 중국 피해자

들은 일본에서 많은 소송을 제기한다. 이 중 첫 번째 소송은 중국 노동

자들이 도쿄지방법원에서 낸 소송이다.16) 이 소송에서 원고는 일본 기업

은 전쟁 기간에 상처를 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주장했

고 중국 노동자 또는 그 유족에게 약 6천만 엔을 배상해야 한다고 요구

했다. 그러나 1997년 도쿄지방법원 1심 판결은 중국노동자 소송단 패소

했는데, 이에 중국인 노무자와 유족들은 항소로 대응했다. 2000년 도쿄

15) 裁判例結果一覽，Courts in Japan (https://www.courts.go.jp/ 검색일: 2020.06.30.)
16) 旻子, 《尊严：中国民间对日索赔纪实》, 中国工人出版社, 2002, P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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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에서 중국노동자 또는 그 유족과 일본기업은 화해한다는 결정을 

판결을 내렸고 가시마 건설회사는 5억 엔을 중국 적십자사에 신탁해 보

상금으로 내놓았다.17) 이 사건은 여러 건의 소송 중 드물게 화해협약을 

맺어 소송의 결과를 낸 사건이다. 이 밖에 2009년 10월 히로시마의 니시

마쓰 건설 강제노역 사건도 니시마쓰 건설은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하며, 

피해자에게 2억5000만 엔을 보상 기금 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의 화해를 

이끌어냈다. 화해의 대상은 고소인뿐 아니라 강제노동의 360명 피해자 

전원이었고, 전원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피해자 조사, 기념비 건립 등 

화해 사항도 추가됐다. 2010년 4월에는 니시마쓰 건설 시나노가와 사업

소(西松建設信濃川事業所)의 중국인 노동자 사건도 화해결정이 나왔다. 

니시마쓰건설은 보상금을 포함한 1억2000만 엔의 해결금을 중국인권발전

기금에 “니시마쓰 시나노가와 평화기금”(西松信濃川和平基金)으로 신

탁했다. 이 몇 건의 소송은 화해로 끝났지만 일본정부와 기업들은 중국 

피해자에게 상처를 준 것은 정면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일본 

기업의 배상과 사과를 받았지만 중국 국민들이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받

은 상처보다 큰 배상과 사과를 훨씬 받지 못했다.18)

  이러한 특수한 개별 사건과 달리 전체 상황을 살펴보면 일본에 대한 

소송을 화해로 끝난 것은 많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아주 개별적인 화

해하는 사건을 제외하고 대부분 소송은 일본 법원에서 다른 이유로 기각

했다. 그중 유명한 사건은 중국인 전쟁피해자(난징대학살, 731부대 생체

실험과 무차별대폭격) 손해배상청구소송, 중국 성폭력 피해자 손해 배상 

청구 소송(제일심, 第一審) (즉 “중국”위안부 소송), 중국 성폭력 피해

자 손해 배상 청구 소송(항소심，第二審)19) 등 사건이다. 이 소송들은 일

본 법원에서 중국 개인이 배상을 포기하고 개인이 국제법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등 다른 이유로 기각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류젠차오(劉建
超)20)은 중국 피해자들이 개인 배상청구권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17)  管建強, 앞의 논문(각주 2), P75 참조.
18) 金新林, 《侵華日軍細菌戰中國受害者訴訟研究》, 上海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10, 

P84.

19) 重慶晨報, 2007年4月29日, “日最高院宣判中國放棄個人戰爭賠償”.
(http://news.sina.com.cn/w/2007-04-29/010011735673s.shtml 검색일: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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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말했다.

“중국 측이 일본 대법원은 중일공동성명에서 대일 전쟁 배상 요구를 포기한 

조항에 대해 자의적 해석하는 것은 강력히 반대한다. 중국 정부는 중일공동성명

에서 일본에 대한 전쟁 배상 요구를 포기한 것은 양국 국민이 우호적으로 지내

는 데 착안한 정치적 결단이라고 선언한다. 중국 정부는 일본 대법원이 중국 측

의 여러 차례 엄정한 교섭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을 임의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 일본 대법원은 중일공동성명에 대해 내놓은 해석은 불법이고 

무효이다. 일본은 중국을 침략하는 전쟁 기간에 중국 인민을 강제징용하고 노역

을 시킨 것은 일본 군국주의가 중국 인민에게 저지른 심각한 범죄이고 지금까

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현실의 중대한 인권 문제이다. 중국 측은 이미 일본 

측에 역사에 대해 책임을 지는 태도로 관련 문제를 잘 처리 할 것을 요구했

다.21)”

  그러나, 전후 대일소송이 장기화되고 소송 절차가 복잡해 대부분 피해

자가 고령인 까닭에 이미 일부 피해자들은 세상을 떠난 경우가 많았다. 

이 점은 피해자 배상 청구권 실현이 직면한 현실적인 어려움이다. 이러

한 이유로 특히 위안부와 난징 대학살 피해자들의 소송은 일본의 배상과 

사과를 되도록 빨리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민간배상 

실태는 여전히 심각하다. 그러므로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에 대한 소

극적 태도에 맞서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국제법적 근거를 파악해 반박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피해자들은 일본 법원에게 제기한 대부분 소송 청구

권이 기각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과 일본의 학자와 변호사 등과 

함께 새로운 법률적 경로를 찾고 일본 법원이 제시한 이유를 반박하기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연구하고 있다.

제3절 대표적인 사례

20)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http://www3.fmprc.gov.cn/web/ 검색일: 2020.06.09.)

21) 新華社，外交部：“中方強烈反對日任意解釋戰爭索賠條款”，2007. 
(http;//news.xinhuanet.com/world/2020-06/09/content_6037619.htm 검색일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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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피해자가 일본에서 제기한 대부분 소송은 강제징용 등에 관한 소

송과 난징 대학살과 위안부 등에 관한 소송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눈다. 

두 가지 유형의 소송은 기존 원피고소인에 따라 그 소송과정도 다르게 

거친다. 다음은 그 대표 사례 분석을 통해 더 상세하게 각 유형의 소송 

사건은 일본에서 소송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1)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 - 중국 위안부 피해자

  위안부（Comfort woman）제도란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일본 정부와 

군대는 아시아의 침략 전쟁을 순조로운 실시와 완성하기 위해 제정된 군

대 성노예 제도다.22) 대다수 중국학자는 이러한 제도를 기만과 강요란 

부당하고 인권침해적인 수단을 통해 운영했다고 주장한다.23) 일본정부는 

중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각 지역에 대량의 위안소를 세워서 아시아 각국

의 여성들에게 심각한 심신상해를 입혔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위안부’는 일본 군국주의가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중국

과 한국, 동남아 국가를 포함한 피침략 국민들에게 저지른 엄중한 반인

도적인 범죄라는 입장을 밝혔다.24) 이후 1990년대부터 중국 피해자들은 

일본에서 속속 소송을 제기했다. 1995년 8월 중국 산시성 리슈메이 등 4

명 피해자가 도쿄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1인당 2000만 엔(1996년 2

명 추가 기소)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1998년 10월 30일에는 10명의 원

고가 도쿄지방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2001년 7월 16일에는 하이난의 

피해자 8명이 도쿄지방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일본 정부에 죄를 인정

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소송들은 일본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기각됐다. 일본 법원은 중국 피해자의 소송을 기각한 주요이유는 다음과 

22) 朱贻庭·崔宜明, 《伦理学大辞典》, 上海辞书出版社, 2002, P10.

23) 蘇智良·《慰安婦研究》, 上海書店出版社，1999, P10-11.

蘇智良：慰安婦是指按日本政府或軍隊之命令，爲日本軍人提供性服務，充當性奴隸的婦
女，是日本軍隊專屬的性奴隸，所以慰安婦最恰當的解釋就是日軍的性奴隸，但是以性奴
隸來代指慰安婦則顯得過於寬泛，因此他認爲，在中文直接使用慰安婦一詞，是一種較好
的方法.

24) “外交部就慰安婦問題,阿富汗問題，美韓聯合軍演等答問.”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http://www3.fmprc.gov.cn/web/ 검색일: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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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이 같은 이유로 중국 피해자의 재일소송 진행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것

은 중국 피해자들의 권익 실현에 커다란 장애가 되었다. 그리고 이 유형

의 안건은 모두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의 법원은 독

립적으로 판결을 내릴 권리가 있지만 근원적으로 일본 정부와 국가의 이

익과 관련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원도 이 사건들의 소송 결과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 외에 제2차 세계 대전

이 끝난 지 75년이 되었기 때문에 증인과 물증 등 많은 증거가 보존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도 침해사실을 계속 부인하고 있는 와중에 

일본 정치정세도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대륙 위안부 피해자의 대일 

배상 청구 과정에서 직면하는 어려움과 도전이 점점 많아질 것으로 판단

된다.

  2) 일본 기업만 상대로 소송 - 니시마쓰 건설 강제징용 소송

  제2차 세계 대전 기간에 일본은 피침략 국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일본 자국에서 대량의 징병을 하여 일본 자국의 노동력이 심각하게 

부족하게 만들었다. 일본은 자국의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침략당

한 다른 아시아 국가 사람들에게 화살을 겨누었다. 특히 중국이 대표적

인 국가로 볼 수 있다. 1942년 11월 27일 일본 내각은 자국 내 전시 경

제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중국에서 노동자의 들여보내는 방법을 공식적

으로 통과시켰다. 일본군은 중국 사람들을 일본, 남양, 몽골 등지로 강제

로 끌어들여 현지 광산, 기업, 항구 또는 군수기업에서 일하게 했다. 약 

4만 명25)에 가까운 중국 피해자들이 노무자로 끌려갔고, 이 중 34,282

① 국제법상 개인은 국제법 주체가 될 수 없다.

② 일본 민법에 따라 소송을 이미 공소시효를 넘어섰다.

③ 일본은 “국가무답책” 원칙을 적용한다.

④ 중국은 이미 전후 배상 청구권을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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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26)이 명부에 기록되어 있다. 강제징용 당한 중국 근로자 중 6830명은 

비인간적인 구금과 학대를 버티지 못하고 결국 일본에서 사망했다. 1990

년대 초반부터 중국 피해자들은 일본 현지 법원에 강제징용에 대한 일본 

기업 및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예를 들면 1998년 피해자들이 

니시마쓰 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소송

은 대체적으로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냈을 뿐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4

년 만에 히로시마 지방법원은 2002년 7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

러나 중국 피해자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2004년 7월 히로시마 

고등법원은 피고 니시마쓰 건설이 패소했다는 취지의 2심 판결을 선고했

다. 판결 결과에 불복한 니시마쓰 건설은 항소하고 결국 2007년 4월 27

일 일본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최종 판결을 내렸다.27)

"중일 공동성명에 따라 중국은 이미 전쟁 배상 요구를 포기했다는 이유로 중국 

피해자들이 니시마쓰 건설에 대한 소송요구 3건을 기각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

의 피해자는 정신적이나 육체적 고통을 겪었고, 니시마쓰 건설은 중국 노동자들

에게 강제징용을 강요해 이익을 챙겼으며 국가적 배상금도 받았다. 법원은 니시

마쓰 건설을 비롯한 모든 측이 이번 사건의 피해자를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기

를 바란다.”

  하지만 니시마쓰 건설은 일본 법원이 이미 중국 피해자의 소송을 기각

했다는 이유를 들며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았고 2009년 중국 피해자와 

합의서를 체결했다. 필자는 피해자에게 이 화해협의는 피해자의 요구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일본 법원이 원고의 소송 청구에 대해 기각

한 것은 일본 정부와 기업이 중국 피해자에 대한 제2차 세계 대전 기간

에 준 상처를 인정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니시마쓰 건설

에게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건의하더라도 원고의 요구를 인정하는 것이 

25) 각주 8 문서 참조.

26) 각주 8 문서 참조.
27) 中威船案判決，[1989] 

滬海法商初字第25號(定期租船合同糾紛)，[2011]滬海執字第6號,(2014]滬海執異字第1號 
   (中国法院网 https://www.chinacourt.org/article/detail/2014/09/id/1430908.shtml  검색일: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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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단순히 인도적인 입장으로 니시마쓰 건설에 조언을 해주는 것이

라 할 수 있다. 이런 유형의 민간배상 청구권의 실현은 일본 기업만 관

련된 것이지만 일본 법원이 원고의 청구취지를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대

부분 이른바 ‘화해’를 최후의 해결 방식으로 한다. ‘화해’라는 방식

은 표면적으로 볼 때 중국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주었다고 할 수 있지만, 원고가 일본 법원에서 패소한 이 법적 결과는 

중국 피해자의 배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중국 근로자

를 강제 징용한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일본 법원은 제2차 세계 대전 기

간 일본 정부 및 기업이 중국 피해자들에게 입힌 상처를 인정한다는 판

결을 내렸으나 중국이 이미 배상 청구권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

송을 기각했다. 이는 중국 피해자의 일본에서의 소송 과정의 복잡성과 

어려움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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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중 일 간 분쟁과 국제법 근거의 적용

  중일 간 민간배상 청구권 분쟁은 오래된 일이라 할 수 있다. 제2차 세

계 대전 후에 침략 기간에 일본이 저지른 엄중한 범행을 청산하기 위해 

중국,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네덜란드, 인도, 

필리핀 11개국이 파견한 11명의 법관들이 법정을 구성해 역사적 의미를 

가진 도쿄 재판(Tokyo Trial28))을 진행했다. 그러나 전후 세계정세 변화

와 미국의 아시아 정책의 변화로 도쿄 재판은 큰 아쉬움을 남겼다. 우선 

도쿄재판은 히로히토 일왕의 전쟁 책임을 묻지 않았다. 먼저, 일왕은 일

본 전쟁 책임 체제의 최고 책임자로 일왕의 전쟁 책임을 묻지 않으면 일

본 국가의 전쟁 책임을 철저하게 추궁할 수 없다. 또한, 일본은 침략 전

쟁에서 저지른 수많은 범죄행위, 예를 들어 731부대의 죄행과 강제징용 

범죄, 위안부에 대한의 죄행 등은 이번 재판에서 응분의 책임을 묻지 않

았다.29) 이런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피해국과 피해국 국민에게 지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전후 일부 일본 정부 관계자와 우익 세력은 전

쟁 기간 동안의 침략 행위에 대해 사과와 뉘우침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일본 정치의 장기적인 우경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재판에 관련

된 일부 국제법 문제도 철저히 해결하지 않고자 하였다. 이로 인해 전후 

중국 피해자의 배상 청구권이 오랫동안 실현되지 못해 일본은 전후 책임

에 대해 장기적으로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응당한 배상을 거부하게 되었

다. 마지막으로 중일 간의 민간배상 청구권 논쟁은 중국 피해자들이 일

본에서 일본 정부와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동안 구체적

으로 이뤄졌다. 주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쟁점이 포함되어 있다.

28) 한국현대사연구회, 근현대사강좌 제6호, 동북아역사재단, 1995, P76-132.
29) 宋志勇, 《東京審判的歷史意義》, 中共中央党史和文献研究院，2015.

(http://www.dswxyjy.org.cn/BIG5/n/2015/0906/c244522-27548946.html（검색일: 
2020.06.30.)

① 개인이 국제법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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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다섯 가지 논쟁에 대해 일본 법원은 판결 결과를 내릴 때 서로 다

른 방식으로 적용하여 중국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사과를 거절했다. 그

러나 중국 측은 이를 근거로 내린 판결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

했다. 다음은 국제 조약, 국제법 원칙, 일본 국내법 등을 근거로 몇 가지 

논쟁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중국 피해자의 민간배상 청구권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증명한다.

제1절 개인이 국제법의 주체인가(국제법상의 개인 권리)

  중국 피해자는 일반적으로 일본 정부, 기업 또는 개인 등 법적 주체가 

전쟁 기간의 행위가 국제법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사실을 일본에서 소송

을 제기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로 삼는다. 즉, 중국 피해자는 일본 정부, 

기업과 개인 또는 기타 가해 행위가 있는 주체에게 배상 청구 권리를 가

진다는 것을 나타내고 해당 주체들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일정한 보

상을 해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라 일본 법원은 다양한 이

유로 이 주장을 판단했는데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

의 일본 법원은 중국 피해자들이 제기한 민간배상 청구 소송을 심리하는 

과정이나 판결 결과에서 일본은 전쟁 기간의 일련의 행위는 국제법 위반

된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은 전후에 외교 경로를 통해 

국제법적 책임을 다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도 모두 해결됐음을 강조했

다. 둘째, 일본 법원과 일본 정부는 개인이 국제법 주체로 일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은 일본 법원에 배상 청구권을 청구

할 권리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중국 피해자들은 소송 과정에서 확실한 

국제법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은 구

체적인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② 국가무답책(國家無答責) 적용가능 여부

③ 민간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도과 여부

④ 중국 정부는 이미 민간배상 청구권을 포기하는 여부

⑤ 일본에서 국제 조약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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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헤이그 협약(Hague Convention)

  헤이그 협약, 즉 헤이그 법규는 1899년과 1907년 헤이그에서 열린 두 

차례의 평화회의에서 통과된 일련의 공약과 선언 문서를 총칭한다. 헤이

그 회의에 포함된 모든 법률문서에서“육전의 법 및 관습에 관한 협약”

과 “협약부속서 육전법 및 관습에 관한 규칙30)”은 중일 간 민간배상 

청구권 논쟁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헤이그육전법의 제3조는“이 규정을 

위반한 교전 측은 필요할 때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

리고 “그 측은 자기 군대의 구성원들이 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한다. 중국과 일본이 헤이그 조약에 가입했기 때문

에 중국 피해자들이 일본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때 이 조약의 법률 조

항을 원고 측의 법률적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원고들은 헤이그 육전법의 

제3조는 구성 인원의 불법행위를 포함하여 개인이 가지고 있는 국제법상

의 주체성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일본 정부 및 기타 피고들은 중국 피해

자에 대해 배상하고 사과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개인

은 전쟁 기간 특수한 국제법 주체로 인정받고 있고, 이미 전쟁 이후의 

각종 국제 심판에 반영되고 있다. 예를 들어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의 도

쿄 재판 기간에 법정은 개인 전범에 대한 국제 판결을 선고했는데 이것

도 개인의 국제법 주체성에 대한 인정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유명한 법

학자 오펜하임이 펴낸 ‘국제법’이라는 책31)에서 전시 국제법에서 개인

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규나 국제법이 개인의 전쟁범죄를 처벌하는 규정

을 많이 열거한 것도 개인이 국제법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중국 피해자의 소송 청구에 대해 일본 정부와 법원은 

개인이 국제법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는 중국 피해자

들이 제기한 소송 청구가 일본 정부의 이익과 관련되기 때문에 일본 법

원은 자국의 이익을 고려해서 판결을 내린다는 점을 추정할 수 있을 것

이다. 최근 몇 년간 일본 법원이 내린 중국 피해자에 대한 판결에 대한 

30) 다음부터 헤이그육전법으로 부른다.
31) 중국에서 <오펜하임국제법(奧本海國際法)>이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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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일본이 원고의 요구를 기각한 이유는 다음과 같

이 정리할 수 있다.

  헤이그 육전법의 제3조에 대해 일본 법원은 국가책임을 부인하지 않았

지만 피해자 개인은 국제법 주체가 아니라는 점만 강조하여 판결을 내릴 

때 체약국의 국내에서 국제법을 적용하는 의무를 기술적으로 회피했다. 

이 쟁점 해결해야 할 문제는 일본에서 국제조약이 적용의 의무 문제

다.33) 따라서 필자는 국제 조약이 일본 국내에서 적용되는 문제와 일본 

32) 高木孝喜著(舒雯譯), 
《中國戰後補償訴訟中的國際法爭論點——個人請求的原則，海牙公約精神的復甦（上）
》, 中國律師2001年地8期，2001, P105.

33) 管建強, 앞의 논문(각주 2), P249참조.

① 헤이그 육전법 제3조는 규정을 위반한 교전국이 자신이 저지른 손해 행

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뿐만 아니라 군대 구성원의 모든 행위에도 상응

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일본 법원은 이 규정을 통해 

개인이 다른 나라의 위법 행위에 손해를 입었을 때 가해국과 그 구성 인원

에 대한 국제적 책임을 추궁하려면 반드시 그 소재 국을 통해 외교적 보호 

방식으로 국가와 국가 간의 방식을 통해 추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일본

에서 법원 판결도 다음과 같은 내용을 여러 차례 표현한 걸로 볼 수 있다. 

법원은 “국제법은 원래는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법률이다. 

비록 한 국가가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결과 타국 국민이 

피해를 입혔다. 그 때는 가해국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피해자 개

인도 아니고 유족도 아닌 피해자의 국적국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함으로

써 간접적으로 구제를 도모하는 것이다.”32)

② 헤이그육전법의 제2조에 규정 제1조가 가리키는 정관 및 본 조약의 각 

조항은 반드시 체약국 사이에 있어야 하며, 각 측이 모두 체약국임을 교전

할 때만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공약의 조문은 피해자 개인이 전쟁 중에

도 자신의 이름으로 권한이 있고 가해자에게 직접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확실하게 형식으로 규정하지 않게 나아가 일본 법원이 원고의 청구 

소송을 거부하는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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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의 적용 문제에 대해 후반부에 구체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그리

고 양국 간 헤이그 육전법의 제3조 규정의 논쟁에 대해 대부분 중국학자

들은 “일본 정부와 법원이 개인의 국제법 주체성과 국제법상에 개인의 

권리의무성을 혼동하는 방식을 취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국제법상의 개인과 “포획심판소(prize court)”

  포획심판소란 전쟁이나 무장충돌이 발생한 동안 교전국이 국내법에 따

라 설치한 전문적으로 해상 포획에 종사하는 효력 판정을 하는 특별 법

원을 말한다. 모두 포획이 재판을 거쳐야 하지만,  포획재판권은 순수한 

국내제도라 할 수 있다.34) 포획심판소는 결코 국제 법원이 아니라 순수

하게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원이다. 포획심판소는 국제사회가 해양 충

돌에 대해 다른 나라 국민의 사유재산에 대해 존중을 해야 한다는 점을 

반영했다. 이는 적국의 사유 선박을 포획하기 전에 포획재판소의 재판 

확인을 거쳐야 이 선박을 몰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1908년 런던선언의 제64조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했다. 포획심판소가 선박과 

화물의 포획에 대해 그 효과가 있는 지 판단한 경우 또는 심사 검증 없이 포획 

물권을 석방한 경우 이해 관계자는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35).

  포획심판소의 내용을 보면 포획심판소는 단순히 국내법에 따라 주요내

용을 정하는 것이지만 주로 교전국과의 분쟁에 관련되기 때문에 국제법

에 규정된 상황에서 해당되는 법률조문을 제정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 있다 보니 한 나라가 국내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포획심판소에서 국제법 규칙을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또한 근대 

국제법에서 확인된 법원의 포획제도는 전시(戰時)에서의 개인의 권리를 

대상으로 한다. 비록 적대국과 중립국 국민이 얻은 결과는 다르지만 포

34) 王鐵崖主編, 《中華法學大辭典 國際法學卷》, 中國檢察出版社, 1996, P50.

35) 奧田安弘，川島真主編：《中國戰後補償共同研究》，明石書店，2000年出版，p98(管建
強, 앞의 논문(각주 2), P56에서 재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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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법원은 국제법을 실질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이 제도의 조정 대상은 

개인이다. 이런 의미에서 개인의 국제법상의 권리를 국내차원에 적용하

는 것은 개인이 국제법의 주체성을 전제로 하는 조건이 필요하지 않다36)

고 할 수 있다. 이는 중국 피해자들이 헤이그 육전법의 제3조를 근거로 

일본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타당하고 근거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근거는 일본 법원은 중국 피해자들이 국제법상 갖고 있는 개인의 

권리를 일본 국내에서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해줄 것이

다. 포획심판소 제도가 국제적으로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은 개

인이 포획국가 소재지 법원에서 국제법에 따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는 점을 설명할 수 있게 해주며, 한 국가가 규칙을 어겨 다른 나라의 개

인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피해자 개인에게 일정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할 수 있다. 이 규칙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에 따라 중국 피해

자들이 일본에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효과적인 국제법적 근거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 헤이그의 “해전에서 포로의 권리 행사 일부 제한에 

관한 협약37)”에도 중립국 국민에 대한 규정이 있어 개인이 국제법에 따

라 직접적으로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지킬 수 있음을 한 발 더 나아가며 

설명한다.

  3)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중국 피해자가 헤이그 육전법의 제3조를 근거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일본 법원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을 준칙으로 제2조에 규정된 조문 

용어의 일반적인 의미에 근거하여 해석하면, 이 조항은 가해국과 피해국 

간의 권리 의무 관계만을 규정한다고 설명하며, 설사 국내법적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해국에 대한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창설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일본 법원은 조약 내용을 단순히 

보면 헤이그 육전법은 내용 및 절차에서 개인의 권리를 뚜렷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약만 근거로 하면 불합리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중

36) 管建強, 《跨越對日民間索賠的法律障礙》, 三聯書店(香港)有限公司, 2006, P110.
37) 《關於海戰中限制行使捕獲權公約》 第5, 6, 7, 8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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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피해자는 일본 법원이 헤이그 육전법이 제정한 배경과 과정을 결합해 

조약 제3조의 내용을 설명해야 하고 직접적으로 부정할 수 없다고 주장

했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해석 제31조, 제32조에 따르면 원고

는 선의의 해석 원칙에 따라 개인이 헤이그 육전공약 제3조에서 누리는 

권리를 확인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제31조는 해석의 통칙

을 규정하는데, 조약은 그 용어에 따라 조약의 목적과 취지가 가지는 일

반적인 의미를 참조하고 선의로 해석해야 한다. 그리고 제32조는 해석에 

관한 보충 자료를 규정하는데, 제31조의 적용하는 의미를 증명하기 위해

서 혹은 제31조에 의해 해석되었으나 의미는 모호해지거나 애매하거나 

얻은 결과가 불투명하거나 불합리하게 보일 때 그 의미를 확정하기 위해

서는 해석의 보충자료를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조약의 준비 작업과 체결의 상황을 포함한다.38) 헤이그 육전법은 제정하

는 과정과 목적, 그리고 준비 업무와 체결 상황에 관계없이 모두 개인의 

38)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발효일 
1980. 1. 27]    [다자조약,  제697호, 1980. 1. 22, 제정] 

제31조  (해석의 일반규칙)
① 조약은 조약문의 문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으로 보아, 그 조약의 문면에 부여되

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② 조약의 해석 목적상 문맥은 조약문에 추가하여 조약의 전문 및 부속서와 함께 다음

의 것을 포함한다.
  (a) 조약의 체결에 관련하여 모든 당사국간에 이루어진 그 조약에 관한 합의
  (b) 조약의 체결에 관련하여, 1 또는 그 이상의 당사국이 작성하고 또한 다른 당사국

이 그 조약에 관련되는 문서로서 수락한 문서.
③ 문맥과 함께 다음의 것이 참작되어야 한다.
  (a) 조약의 해석 또는 그 조약규정의 적용에 관한 당사국간의 추후의 합의
  (b) 조약의 해석에 관한 당사국의 합의를 확정하는 그 조약 적용에 있어서의 추후의 

관행
  (c) 당사국간의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국제법의 관계규칙
④ 당사국의 특별한 의미를 특정용어에 부여하기로 의도하였음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의미가 부여된다.

제32조  (해석의 보충적 수단)
    제31조의 적용으로부터 나오는 의미를 확인하기 위하여, 또는 제31조에 따라 해석

하면 다음과 같이 되는 경우에 그 의미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약의 교섭 기록 및 
그 체결시의 사정을 포함한 해석의 보충적 수단에 의존할 수 있다.

  (a) 의미가 모호해지거나 또는 애매하게 되는 경우, 또는
  (b) 명백히 불투명하거나 또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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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실현을 명확하게 포함된다. 조약의 규정은 체약국의 의견에 따른 

상술한 조항은 군사적 필요에 의해 허가된 범위 내에서 전쟁의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교전국 간 및 교전국과 국민 간의 관계를 

위한 일반적인 행위 규칙이다. 그리고 공약은 보다 완전한 전쟁 법규를 

발표하기 전에 각국이 성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규정했다. 통과한 규정

에서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 주민과 교전자들은 국제법 원칙의 보호와 관

할을 받는다. 왜냐하면 이런 원칙은 문명국가 간에 제정된 관례, 인도주

의 법규와 민중의 양심에 대한 요구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이상의 

내용은 중국 피해자들의 요구가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라는 것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 헤이그 육전법 제3조는 개인 권리 실현의 절차를 구체

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제정할 때의 목적과 원칙을 결합해 개인의 

권리 실현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다.

  4) 베르사유조약 (Treaty of Versailles)

  베르사유조약은 제1차 세계 대전 후 전승국이 (협약국) 패전국 (동맹

국) 에 대한 평화 조약이다. 독일 세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이

지만 전후 보상에 관한 규정은 중일 민간배상 청구권 소송에도 참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베르사유조약 제29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

다.

“전시에 협약국의 국민이 적국의 영토 내에서 각자의 모든 재산 권리나 이익

에 손해를 입었을 경우 개인은 혼합중재재판소（Mixed Arbitral Tribunal）에 손

해 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적국정부를 기소할 수 있다.”39)

39) 베르사유조약 제297조 제7항 

<e. The nationals of Allied and Associated Powers shall be entitled to compensation 
in respect of damage or injury inflicted upon their property, rights or interests, 
including any company or association in which they are interested, in German 
territory as it existed on August 1, 1914, by the application either of the 
exceptional war measures or measures of transfer mentioned in paragraphs 1 and 3 
of the Annex hereto. The claims made in this respect by such nationals shall be 
investigated, and the total of the compensation shall be determined by the Mix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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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전쟁 중 피해를 본 개인이 직접 국제법에 따라 청구 절차를 진행

할 수 있는 사례40)고 헤이그 육전법 제3조에 나타난 손해배상 일반원칙

의 실현된 산물41)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전후 개인은 국가와 국

가 간 외교적 보호를 통해 해결하는 것보다 가해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 실현을 더 보장할 수 있다. 국가 간에 일정한 

조약 체결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손해 받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지만 이

것은 국가가 국민 권리의 대위보상(subrogation)에 대한 배상 청구할 뿐

이다. 개인은 주체로 가해국에 대한 배상 청구의 기본 권리를 상실할 수 

없다.

  이상의 각종 국제 조약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일본 법원에 개인이 국제

법 주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의 불합리성이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 전

쟁 중 피해를 본 개인은 국제법의 주체로 삼고 가해국을 제소할 수 있

다. 국제적으로 개인의 주체성을 제한하는 경우를 생각하더라도 이에 대

한 논란은 여전히 존재하고, 일본 법원이 개인의 국제법상의 권리와 의

무를 실현해야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일본 법원이 

중국 피해자의 소송을 기각한 것은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고 본다.

제2절 국가무답책(國家無答責)42)을 적용할 수 있는 여부

Arbitral Tribunal provided for in Section VI or by an Arbitrator appointed by that 
Tribunal. This compensation shall be borne by Germany, and may be charged upon 
the property of German nationals within the territory or under the control of the 
claimant's State. This property may be constituted as a pledge for enemy liabilities 
under the conditions fixed by paragraph 4 of the Annex hereto. The payment of 
this compensation may be made by the Allied or Associated State, and the amount 
will be debited to Germany.>

40)《中國戰後補償共同研究》,奧田安弘，川島真主編，明石書店，2000，P102(管建強, 앞의 
논문(각주 2),  P232에서 재인용함.)

41) 管建強, 앞의 논문(각주 2), P254참조.
42) 국가무답책(國家無答責)의 법리란, 국가 또는 관공사(공무원)의 위법등의 행위에 의해

서 손해가 발생하여도, 국가가 배상책임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는 "국가
무책임의 원칙" 내지는 "공권력무책임의 원칙" 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松本克美, 
「｢国家無答責の法理」と民法典」, 立命館法学第292号,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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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무답책은 일본 메이지 시대에 헌법에 따라 제정한 법률 원칙에 따

른 것으로 일본 국가와 일본 국민 간의 의무와 책임관계를 말하며 국가

가 국가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적 피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국가무답책은 일본 법원이 중

국 피해자의 소송요구를 기각한 주요 법적 근거 중의 하나가 됐다. 예를 

들어 2006년 3월 30일 일본 후쿠오카 지방법원은 '국가무답책'을 이유로 

중국 45명 원고가 미쓰비시 재료(三菱材料), 미쓰이 광산(三井矿山), 일본

정부에게 중국인 노동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 책임을 지라는 소송

을 기각했다.43) 법원은 메이지 헌법 하의 ‘국가무답책’ 원칙에 따라 

일본 정부는 권리행사로 인해 초래된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필요

가 없다고 생각한다. 일본 법원이 이미 폐기된 원칙으로 중국 원고의 소

송요구를 기각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생각한다. 1947년에 공포된 

일본국 헌법의 제17조에서 개인이 공무원의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을 

때 개인이 국가에 손해 배상 청구권을 가지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기 때

문이다.44) 그리고 1947년에 공포된 국가배상법도 국가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상의 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국가는 어느 정도의 

배상 책임을 가진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일본 법원은 법률 불소급의 원

칙(法律不溯及既往)에 따라 중국 피해자가 일본 정부에 대한 소송 청구

에 대해 이 두 가지 규정은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원고가 

피해를 입었을 때 이 두 가지 법률이 아직 효력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

에 이전의 행위는 국가무답책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이유는 매우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중국 피해자들이 일본에서 

제기한 소송은 일본 민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일본 민법

에 규정된 권리침해 행위와 그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은 공권력에 대한 

규정을 배제하지 않았다. 원고는 일본 민법 규정에 따라 일본 정부에 소

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43) 管建強, 앞의 논문(각주 2), P90참조.
44) 日本憲法（にほんけんぽう）第十七條：

任何人在由於公務員的不法行爲而受到損害時，均得根據法律的規定，向國家或公共團體
提出賠償的要求,日本駐華大使館. 
(https://www.cn.emb-japan.go.jp/itpr_zh/kenpo_zh.html, 검색일: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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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는 전후 배상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에서 국가면제 원칙과 국

가무답책을 혼동하면서 판결 등을 통해 배상거부를 답하고 있다. 실제로 

국가무답책 원칙과 국제법상의 국가 면책의 성질은 다르다. 국제법상 국

가면제는 주권면제45) 또는 국가관할면제라고도 한다. 국가의 면제란 국

가의 행위와 재산이 다른 나라의 입법, 사법과 행정 등의 관할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하며, 즉 한 나라의 동의가 없는 한, 그 국가의 행위는 소

재국 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고, 그 재산은 해당국 법원의 압류와 강제 

집행을 면하는 제도를 지칭한다. 국가 면제는 주로 국가와 국가 간의 관

계를 가리킨다. 반대로 국가무답책은 일본과 일본 국민 사이의 관계를 

규정한다. 즉, 중국 피해자와 일본 정부의 소송 관계는 국가면제에도 적

용되지 않고 일본이 일방적으로 제기한 국가무답책 원칙에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또한 제2차 세계 대전 기간에 일본이 중국 피해자들에 대한 준 상처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 완전히 적용되었다. 국제형사재판소

에 관한 로마규정의 제25조 4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인의 형사책임과 관련된 이 규정의 어떠한 조항도 국제법상의 국가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46)

  이 규정은 전쟁 중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가든 개인이든 일정한 책

임을 져야 함을 입증하는 규정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도 ‘국가무답책 원칙’에 대해 여전히 논쟁이 많다. 피고 일

본 정부는 일본 헌법의 전제 하에서 국가 권리가 민법의 적용에 있어서 

배제되고 국가의 손해 배상 책임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일본 

헌법 제17조를 바탕으로 제정된 국가배상법은 그 부칙 제6항에 따르면 

“본 법 시행 전의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이전의 법에 따라 집행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법원은 국가배상법 시행 전 피

45)  정인섭, <新국재법강의>, 제10판, 박영사, 2020, P264.

46)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조약/국제형사재판소에관한로마규정,검생일: 
2020.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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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행위를 이유로 한 소송이어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인정한다. 이에 대해 원고는 다음과 같이 반박을 할 수 있

다.

47) 管建強, 앞의 논문(각주 2), P202참조.
48) 管建強, 앞의 논문(각주 2), P204참조.

① 국가의 배상 책임은 사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

   원고는 ‘국가무답책’ 원칙은 국가의 권리 침해행위를 사법상의 행위와 

공법상의 행위로 나누었다. 공법상의 행위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

에 이 경우 민법상 권리 침해 행위의 규정에 더욱 적용되어야 한다. 일본

민법 제709조에 규정된 손해 배상은 권리 침해 행위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권리 침해의 주체는 제한하지 않는다. 그 권리 침해 행위

가 권력의 역할이든 아니든 그 행위의 주체가 개인이든 국가든 공공 단체

든 피해자가 받은 손해는 모두 사법적 성질을 가지고 권리 침해 행위의 

주체가 부담하는 손해 배상 책임도 사법적 성질을 가진다. 원고는 본 소

송의 피고인의 위법 행위가 ‘국가의 권력 작용’이라도 공법의 성질이 

있더라도 피고가 초래한 손해 배상 책임은 사법적 성질이 가지고 있기 때

문에 피고는 민법 709조에 따라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

다.47).

② 국가무답책 원칙은 통치권에 기초한 권력 행동에 국한된다. 국가무답책 

원칙은 자국민과의 관계에만 적용할 수 있고 국가 통치권에 복종하는 관

계에서 성립되며 타국 국민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 이는 일본 일왕이 자

국민을 통치하기 위해 만든 원칙이며, 당연히 다른 외국 국민에게는 적용

되지 않는다.

③ 국제 의무에 근거하여 국내법으로서의 원칙에 대한 ‘국가무답책’은 제

한을 가지고 있다.48) 일본은 헤이그 육전법 제3조에 대해 통과할 때 중일 

전쟁 때는 이미 국제 관례화된 헤이그 육전법 제3조를 이행할 때 국내법

과 저촉되는 경우 국내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규정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일본 법원은 ‘국가무답책’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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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일본 법원은 '국가무답책' 원칙을 중일 민간배상 

소송에 적용해 원고의 소송요구를 기각하고 있다. 그러나 극소수의 일본 

법원도 중일 간 배상 청구소송은 이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인정한

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예를 들 수 있다.

  이는 원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본 법원 및 일본 학계에서도 ‘국가무

답책’을 적용에 대해 논쟁의 여지가 있었음을 보여 준다. 현재의 소송 

현황을 기초로 일본 정부는 역사를 직시하고 전쟁 피해자의 배상 청구 

문제를 정확하게 해석하며 국제법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

을 해야 한다.

제3절 소송시효를 초과하는가

  중국 전쟁 피해자가 1990년대부터 일본 법원에서 제기한 소송은 상당

수가 소송시효 및 제척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피고의 권리 침해행위의 존재를 인정했고 권리 침해행위가 국제

법을 위반하여 중국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처를 입혔다고 주장하였으나 

49) 平成15年3月11日判決言渡,平成９年(ワ)第19625号,損害賠償等請求事件.

50) 平成16年5月24日，平成14(ネ)511，福岡高等裁判所 ，第1民事部，損害賠償等請求控訴
事件.

① 도쿄 강제 징용 소송에서 도쿄지방법원은 2003년 3월 11일 판결에서 국

가배상법 시행 전의 국가 책임을 부정하는 국가무답책 원칙을 기각했다.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은 정당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49)

② 후쿠오카 강제징용에 관한 소송에서 후쿠오카 고등법원은(항소심) 2004년 

5월 24일에서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특수한 경우에 따라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원은 “국가무답책을 적용하고 국가의 책

임을 부정하는 것은 부당하며 공평정의에도 현저하게 어긋난다.”고 인정

했다.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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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법정 소송시효 및 제척기간을 도과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송요

구를 기각하였다. 이 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중국 피해자의 일본에서의 소

송판례를 분석해 연구할 것이다. 중국 민간전쟁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

을 살펴보면 대부분 침해 행위에 따른 청구권이다. 또 일부 소송은 청구

권이 ‘복합인 청구권’에 속하는데, 즉 일본과 한국 민법 내에서 ‘청

구권 경합’으로 부르는 경우라 볼 수 있다. 이 같은 소송 사건의 피해

자는 가해자에게 부당 이득의 채권을 반환하라고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침해행위로 입은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

는 청구권을 갖는다. 예를 들어 일본 정부와 기업은 중국 노동자들을 강

제 징용한 사례51)에서 이런 청구권 경합을 살펴볼 수 있다.

  일본 법원 내 중국 피해자 청구권 소송에 대한 다양한 판결을 분석하

면서 일본 법원과 일본 정부, 일본 법학계의 “제척기간 및 소송시효”

에 대한 적용 및 해석하는 것은 잘 파악할 수 있다. 일본 법원이 이 같

은 이론을 적용한 판결은 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제

척기간에 의하여 원고의 소송요구를 기각한다. 그리고 제척기간과 소송

시효를 동시에 적용해서 소송요구를 기각하기도 한다. 다음은 일부 관련 

판결을 분석하면서 설명하기로 한다.

  1) 제척기간에 의하여 원고의 소송요구를 기각한 판결

  제척기간은 중국에 일반적으로 “예정기간” 또는 “예비기간”이라고

도 부른다. 그것은 통상적으로 법률로 규정된 모종의 민사 권리의 유효 

존속 기간을 가리킨다. 어떤 법률사실로 권리자가 법률이 정한 기한 내

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된다는 것이다. 제척기간이 소송시효

와 다른 특징은 다음과 같다.

51) 管建強, 앞의 논문(각주 2), P261참조.

(1) 제척기간은 권리인은 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으로, 그 본

질은 권리의 존속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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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일본법은 제척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일본 학계에서

는 통상적으로 “제척기간 기간 경과 때 권리를 소멸하고 점유권, 혼인, 

상속 취소권, 상소권, 즉시 항고권 등 법률상의 존속기간으로 통해 해석

하고 있다.”53) 일본 법학계의 “제척기간”에 대한 정의는 중국의 정의

와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일본 학자들은 제척기간과 소송시효를 비슷하

다고 보고 양자의 차이점도 있는 제척기간은 중단을 인정하지 않으며, 

당사자가 원용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판단을 내려야 하고, 그 기간 내 권

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소멸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과 다른 것은 일

본에서 당사자가 소송시효를 원용하지 않고 항변을 한다면 일본 법원이 

직접 판단할 수 없는 점이다. 또한 일본 법률조문이 청구권에 관한 문제

에 의하여 단기와 장기적인 시효기간을 규정하면 주로 단기적으로 소송

시효를 규정하고 장기적으로는 제척기간은 규정하는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본 민법 제724조, 제884조, 제1042조54) 등에서 구체

52) 蘇智良, 앞의 책(각주 23)참조.
53) 新村出編，《廣辭苑》，巖波書店，昭和51年第二版補丁版，P1122(管建強, 앞의 논문(각

주 2), P281에서 재인용함.)
54) 일본민법 (https://ko.wikisource.org/wiki/번역:민법_(일본) 검색일: 2020.07.21.)

제724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때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 
불법행위의 때로부터 20년을 경과한 때에도 이와 같다. 

제884조 상속회복의 청구권은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권을 침해당한 사실
을 안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개
시의 때로부터 20년을 경과한 때에도 이와 같다. 

제1042조 감액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 및 감액하여야 할 증여 또
는 유증이 있었음을 안 때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에 의하여 소
멸한다. 상속 개시 때부터 10년을 경과 한 때에도 이와 같다.

(2) 제척기간은 법률에 규정된 불변기간이며, 일반적으로 기간의 중단, 중지 

또는 연장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3) 제척기간의 적용은 법원 직권으로 하고 당사자의 소송 주장에 달려 있지 

않다.

(4) 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권리가 확립된 날부터 기산한다.

(5) 그것이 소멸한 것은 실체권리(비승소권)이며, 일반적으로 형성권에 적용

된다. 예를 들어 추인권, 철회권, 해제권 등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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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나타나고55) 특히 일본 민법 제724조에 규정된 제척기간이라는 것

은 권리 침해 행위 때부터 스스로 20년 동안 권리를 거쳐 소멸한다는 것

이다.

    ① 위안부 관련 소송

  전쟁 중 일본군에 의해 종군 위안부로 강제 납치된 4명의 피해자는

1995년 8월 7일에 일본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일본 정부에게 정식으

로 사과를 요구하고 1인당 2300만 엔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도

쿄지방법원은 국제법상 개인이 국가에 대한 배상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

고 20년간의 제척기간을 거쳐 청구권은 소멸됐다고 판결하며 원고의 소

송요구를 기각했다. 원고 피해자는 판결에 불복해 상소를 제기했으나 2

심인 도쿄고등법원도 제척기간을 이유로 원고의 소송요구를 기각했다56). 

    ② 강제징용 관련 소송

  전쟁 기간에 일본은 중국에서 중국 노동자들을 일본으로 강제로 끌어 

들여가서 노동력을 충당하고 이 노동자들을 학대하며 강도 높은 노동 작

업을 하도록 강요했다. 2004년 3월 23일 관련 노동자들은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 지방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일본 정부와 기업에게 모두 8억 6

천만 엔의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 법원은 민법의 제척기간

의 적용을 이유로 강제 징용을 한 국가 및 기업의 가해 행위가 20년 이

상 지났다고 판단해 손해 배상 등 채무가 없어지기 때문에 원고의 소송

요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에서는 국가와 기업의 공통된 권리 침해행위

를 인정하였으나 제척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법원은 원고의 기소가 어

려운 사유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척기간의 적용을 

55) 五十嵐清等著《民法（1）總則，侵權行爲》，有斐閣，1988年出版，P160.(管建強, 앞의 
논문(각주 2), P262에서 재인용함.)

56) 中國原慰安婦二審再度敗訴，《日本共同社》2004年12月15日(管建強, 앞의 논문(각주 2), 
P91에서 재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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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하는 특별한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하였다.57)

  일본 법원은 이 두 개의 청구 소송에 대해 다른 이유를 든 것은 물론 

제척기간이 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일본 법원은 앞서 

언급한 소송시효와 제척기간의 차이를 주목하지 않았다. 위안부 소송과 

강제징용 소송은 모두 권리침해 행위로 인한 제기한 소송이었지만 강제

징용 소송에는 일본 기업에 대한 통제기간에 원고가 받아야 할 근로보수

의 상환 요구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것은 부당이득 반환 요구로 발생한 

채권이고 일본 민법 제166조에 따라 소송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로부터 진행한다. 전항의 규정은 시기부동의 권리 또는 정지조건부 권

리의 목적물을 점유하는 제3자가 그 점유의 개시의 때로부터 취득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권리자는 그 시효의 중단을 위해 언제

라도 점유자의 승인을 구할 수 있다. 또한 일본 민법 제167조에 따르면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한다. 채권 또는 소유권 이

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한다.58) 두 소송 사

건을 비교해 보면 일본 법원이 원고의 소송 판결을 기각할 때 제척기간

을 강조하면서 채권으로 인한 소송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이는 공평정의를 위배할 뿐 아니라 일본 헌법과 민

법의 기본 이념에도 맞지 않는다고 보인다.

  2) 제척기간과 소송시효를 동시에 적용해서 소송요구를 기각한 판결

  중국에서 소송시효59)는 권리자의 민사 권리를 침해를 당한 후의 법정 

시효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시효 기간이 만료되면 권리자의 

권리가 더 이상 법원의 보호를 받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소송 시효가 만료되었지만 권리자의 권리는 상실되지 

57) 日本《北海道新聞》，2004年3月23日（夕刊）報道(管建強, 앞의 논문(각주 2), P266에서 
재인용함.)

58) 일본 민법 메이지 29년(1896년) 4월 27일 법률 제89호.

59) 中華人民共和國民法通則
關於適用《中華人民共和國民法總則》訴訟時效制度若干問題的解釋．最高人民法院．
2018年7月18日(中華人民共和國民法典,2021년1월1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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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권리 자체와 그 청구권은 이로 인해 소멸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소

송시효 제도는 권리의 적극적 실현에 대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대만 지역의 저명한 법학자 왕택감 (王澤監)은 소송시효의 존재로 채

무인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해서 채무인의 이익은 시간이 오래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없다고 보증한다. 그리고 소송시효의 규정은 기

존 질서를 존중해 법의 평화를 유지한다. 또한 법률관계를 간소화하고 

법원 부담을 줄여 거래원가를 낮출 수 있고 보호받을 가치가 없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는 법률에 

규정된 소송시효 내에 청구할 권리자는 모두 법원의 보호를 받고 법원은 

권리자의 요구에 따라 판단하여 의무자에게 필요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준다. 반면에 권리자의 소송시효가 

만료된 후에 청구권을 실행할 경우 그 권리는 소멸되지 않지만 법원은 

이 권리에 대해 보호하지 않고 의무자에게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요하지 

않는다.60)

 소송시효의 객체는 청구권이고 그 시효 기간은 권리자가 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을 때부터 기산한다. 그러나 대륙법의 각국의 민법이론과 실무

에 따르면, 인신권 및 신분과 밀접한 구분이 없는 청구권은 소송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물권의 지배권과 공존하는 일부 청구권(방해배제청구권,

排除妨害請求權)도 소송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61) 일본 민법의 소송시

효 기간은 그 권리 자체의 종류와 소멸 원인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각

종 민법 조문을 통해서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일본 민법 제167조62)는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한다. 그리고 채권 또는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규정한다. 일본 민법 제724조는“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때로부터 3년간 행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 불법행위의 때로부터 20년을 

경과한 때에도 이와 같다.”고 규정한다. 이 밖에 단기간의 소송시효에 

60) 王澤監, 《民法學說與判例研究》, 北京大學出版社, 2009.

61) 邹瑜，顾明，高扬瑜，郑杨, 《法学大辞典》, 中国政法大学出版社, 1991.
62) 앞의 각주 5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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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규정도 있다. 예를 들어 일본 상법 제522조63)에 따르면 상인의 채

권은 보통 5년이고 민법 제170조64)에 따르면 소송시효는 3년이라는 것이

다.

  앞에서 논의한 1)의 설명에 따르면 강제징용 소송은 일반적으로 권리

침해 행위에 대한 소송과 관련될 뿐만 아니라 가해기업의 부당이득에 대

한 반환요구를 행사하는 것도 관련된다. 이것이 바로 채권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 법원은 통상적으로 권리침해 행위를 제척기간에 적용

하고 채권의 부당이득에 대해 소송시효를 적용한다.

  전쟁 중 미쓰이광업(三井礦業)의 강제징용을 당한 중국 피해자는 2000

년 5월 10일 일본법원에서 일본정부와 미쓰이광업(三井礦業)에 대해 사

과를 청구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004년 이 사건에 

대해 일본 후쿠오카 고등법원은 제2심 판결을 내렸는데, 법원은 일본정

부와 미쓰이광업이 전쟁 당시 중국 피해자를 강제징용을 한 것은 불법행

위로 인정했지만 이미 소송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원고의 소송요구를 기

각하기로 했다. 이 판결은 강제징용이 공정과 정의에 반하는 것이며 인

간의 가치에 대한 부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65) 그럼에도 불구

하고 일본 법원이 여전히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피해자가 배

상청구권을 상실하기 전 20년 이내에 가능한 빠르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척기간의 적용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일

본 법원이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은 주요근거는 1986년부터 시행된 

중화 인민 공화국 공민의 출입국관리법(中華人民共和國公民出境入境管理
法)66)이다. 법원은 피해자가 1986년 후부터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이미 

14년이 지나 채권의 소송시효를 도과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일본 

63) 劉成傑，柳經緯, 《日本最新商法典譯註》, 中國政法大學出版社, 2012.

64) 앞의 각주 58) 참조.
65) 管建強, 앞의 논문(각주 2), P290참조.

66) “中华人民共和国主席令第五十七号”
(http://www.gov.cn/flfg/2012-06/30/content_2174944.htm 검색일: 2020.07.23.)

2012年6月30日，《中華人民共和國出境入境管理法》由第十一屆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
委員會第二十七次會議通過，自2013年7月1日起施行，《中華人民共和國公民出境入境管
理法》同時廢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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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내린 이 판결결과는 매우 모순적이다. 침해에 대한 소송이라면 

20년에 제척기간을 적용된다.67) 채권의 부당이득이라면 10년간 소송시효

만 적용되고 시효는 중단할 수 있다. 두 제도가 함께 적용됐지만 사실상 

제척기간 적용만 고려했을 뿐 법원은 여기서 소송시효 중단의 성질을 고

의로 무시한 것이다. 또한 일본의 민법상 소송시효와 제척기간이 적용할 

때 필요한 배경을 고려해야 일부 특수 사건과 관련해 적용 여부의 상황

은 법원의 진지하게 판단을 해서 제척기간과 소송시효는 적용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강제징용을 당한 중국 노동자와 그 가족들

은 일본 정부 및 기업이 전쟁 기간 동안 자행한 불법행위에 대해 일본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전후에 일본 외무성이 집약한 강제노역 

노동자의 명세 및 구체 보고서가 소실되고 은폐의 고의로 인멸되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68) 이런 상황

에서 원고는 ‘국가가 전후에 증거 인멸 활동을 하는 것’을 법적 근거

로 삼아 제척기간과 소송시효의 적용을 제한하고 원고의 소송요구를 지

지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 외에 전쟁범죄와 인도의 죄69)에 대한 시효부적용에 관한 협약도 시

효기간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두었다. 이 협약은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

하는 죄의 소추 및 처벌과 관련된 중요 선언, 문서 또는 협약의 어디에

도 시효 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고 규정하고 이 협약을 통하여 전쟁

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하여는 소송시효의 기한이 없다는 국제법

상의 원칙을 확인하고, 이의 보편적 적용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며 시

의적절하다고 규정한다.70).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중국 피해자들이 일

67) 第一審,福岡地裁平 14.4.26 判例1098號，判例時報1809號2003年4月1日.
68) 李宗遠, 《日本強擄中國赴日勞工<外務省報告書>的來龍去脈》, 文明,2015年10期.

69) 联合国公约与宣言检索系统, 《戰爭罪及危害人類罪不適用法定時效公約》，
(https://www.un.org/zh/documents/treaty/files/A-RES-2391(XXIII).shtml 검색일: 
2020.07.29.)

70)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한 공소시효 부적용에 관한 협약 >,제1조.

제1조 다음과 같은 범죄에 대하여는 범행 시기와 상관없이 공소시효의 제한이 적용
되지 아니한다.

    (a) 1945년 8월 8일자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 설립헌장에 규정되고, 1946년 
2월 13일자 국제연합 총회 결의 3(I) 및 1946년 12월 11일자 결의 95(I)에서 확



- 36 -

본에서 제기한 소송은 이 원칙에 충분히 적용된다. 

  앞서 말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면 일본 법원은 제척기간 또는 소

멸시효를 이유로 피해자의 소송을 기각하는 것은 국제법이 위배되며 피

해자에 대한 기본적 인권침해로 보인다.

제4절 민간배상청구권 포기 여부

  제2차 세계 대전 기간에 일본의 침략행위는 중국과 중국 국민에게 막

대한 상처를 입혔다. 특히 중국 피해자들에게는 엄청난 인신피해가 입혔

을 뿐 아니라 막대한 재산피해도 입혔다. 전쟁이 끝난 후 중국 피해자가 

일본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은 모두 중국 피해자가 배상 청구

권을 포기했다. 는 이유로 원고의 소송요구를 기각했다. 중국은 이 이

유가 법적 근거가 없고 국제법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양측은 극심한 논쟁을 벌였다. 다음은 상세한 분석을 통해 중국 피해자

의 민간배상 청구권이 포기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일본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민간배상 청구를 거절하는 것은 안 된다.

  1) 민간배상과 전쟁 배상

  제1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국제법상의 민간배상에 대해 별도의 조문으

로 규정되지 않았다. 국제법 및 국제 인도주의 정신의 발전에 따라 전쟁 

이후에 법적 문제뿐만 아니라 점점 더 많은 정치경제와 사회 문제도 고

려되는 추세에 따라 피해자의 요구도 점차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따라

서 전후 배상 기간에는 민간배상과 전쟁배상을 분명하게 구분해야 한다. 

인된 전쟁범죄, 특히 1949년 8월 12일 전쟁 희생자 보호를 위한 제네바 협약
에 열거된 “중대한 위반.”

    (b) 다음과 같은 행위가 범행지국의 국내법 위반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1945년 8월 8일자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 헌장에 규정되고 1946년 2월 13
일자 국제연합 총회 결의 3(I) 및 1946년 12월 11일자 결의 95(I)에서 확인된 
전시 또는 평시를 불문하고 저질러진 인도에 반하는 죄, 군사적 공격이나 점
령 그리고 인종차별정책에 따른 비인도적 행위에 의한 추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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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배상71)은 가해국 또는 해당 국가와 조직, 개인이 전쟁 기간에 실시

한 국제법 및 인도주의 원칙을 위반한 범죄행위로 인해 입은 인신과 재

산,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간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한 배상 및 부담

하여야 할 기타 민사 법률적 책임을 모두 포함한다. 민간배상의 가해자

는 침략전쟁을 일으킨 일국의 정부일 수도 있고, 침해행위를 한 해당 국

가의 기업, 개인 또는 기타 조직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이다. 전

쟁배상72)이란 전패국이나 발기국은 전쟁으로 인한 막대한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고 돈이나 실물로 전승국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국제법상 

침략으로 피해를 본 국가는 침략을 발기한 국가에게 전쟁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전쟁배상의 주체는 국가다. 전쟁배상과 민간배상의 차이

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① 법률 성질의 차이

  전쟁 배상은 일반적으로 전쟁 후 국가 간에 조약과 공약이나 기타 법

률 형식을 통해 규정한 배상의 의무를 가리킨다. 이는 한 국가가 국제법 

원칙을 위반하여 전쟁으로 인해 다른 국가에 입힌 상해를 초래하여야 하

는 국가 책임과 관련된다. 그러나 민간배상은 한 국가 국민이 전쟁 기간

에 침략국 또는 전쟁을 일으킨 정부, 기업과 조직 또는 개인의 행위로 

인한 인신 또는 재산 손실을 입혔고 이 위법 행위에 대해 배상 청구로 

가해자의 권리침해 책임이나 채권 책임으로 주로 추궁한다. 국제 법률 

원칙에 관련되고 권리와 의무에 관한 쌍방의 국내 법률규정도 관련된다.

    ② 배상 목적의 차이

  전쟁배상은 전쟁 중 다른 국가에 끼친 손해에 대해 책임 있는 국가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며, 전쟁을 일으킨 침략국을 징벌하기 위한 것이다. 

71) 刘波·吴明秀·康健, 《國內起訴民間對日索賠的可行性》, 中国律师, 2002年第3期, 
P68.

72) 中國軍事百科全書編審室, 앞의 책(각주 1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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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배상이란 가해국은 피해국이 전쟁 중에 받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한다. 민간배상도 가해자에게 어느 정도의 처벌과 경고 목적이 

있지만 피해자의 손실을 메우고 피해자로 하여 특정한 권리를 다시 얻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③ 배상 객체의 차이

  전쟁배상을 받는 자, 즉 배상 객체는 주로 전승국이다. 민간배상의 객

체는 전쟁 중 가해국의 인권침해로 피해를 본 참전국의 국민 등이다.

    ④ 배상 방식의 차이

  전쟁배상에는 금전적 보상 외에 대물배상, 원물반환 등의 배상방식이 

있다. 그러나 민간배상은 일반적으로 금전적 배상과 사과를 통해 배상된

다.73)

  2) 중일 공동성명과 중일 평화우호조약

  중화인민공화국정부와 일본 정부의 공동성명(日本國政府と中華人民共
和國政府の共同聲明)은 1972년 9월 29일 중일 국교 정상화 때 양국 정부

가 서명한 공동성명이며, 중일 공동성명 또는 중일 수교 성명이라고도 

부른다. 중일 공동성명에 따르면 중일 양국은 한 줄기의 띠처럼 좁은 강

을 끼고 있는 인접국으로 유구한 전통적 우호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양

국 국민은 지금까지 양국 간에 존재해온 비정상 상태를 종식시키기를 간

절히 바라며, 전쟁 상태의 종결, 중일 국교의 정상화, 양국 국민의 이러

한 염원의 실현은 양국 관계 역사상 새로운 장을 열 것이라고 선언했다. 

일본 측은 과거 전쟁으로 중국 국민에게 끼친 중대한 손해의 책임을 통

감하며 깊은 반성을 표시했다. 일본 측은 중화 인민공화국 정부가 제기

73) 필자는 전쟁 배상과 민간배상의 정의, 배상 방식 등을 분석함으로써 이들의 차이를 
비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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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복교 3원칙’을 충분히 이해하는 입장에서 일중 국교 정상화라는 

견해를 강구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이 입장에 대해 중국 측은 환영했

다. 중국과 일본은 사회제도가 다르더라도 평화와 우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양국의 국교가 정상화되고 양국의 선린 우호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양국 국민의 이익에 부합되는 동시에 아시아의 긴장 국면을 완화 

시킬 수 있고 세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데 기여할 것이다.74) 중일 공

동성명 제5조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중일 양국 국민의 우호를 위해

서 일본국에 대한 전쟁 배상의 요구를 포기할 것을 선언한다.”고 규정

한다. 중국 정부가 장기적으로 양국의 우호적인 발전을 고려한 신중한 

결정이었다. 그러나 중국 피해자가 손해배상 요구할 때 일본 법원은 성

명의 원 뜻을 곡해하고 원고의 소송요구를 기각하는 이유 중의 하나로 

사용한다. 일본 법원은 국가 간 조약으로 이미 민간 전쟁 피해자 개인의 

대일 배상 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전쟁으로 인한 개

인적 피해는 국가 간 평화조약 및 기타 외교적 수단을 통해 해결해야 한

다고 인정했다. 사실 여기서 포기된 것은 국가 간 전쟁배상 청구일 뿐 

중국 피해자 개인의 배상 청구권은 포기되지 않았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62조75)는“전쟁과 평화에 대한 문제를 결정한

다.”는 것은 반드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결정하고 비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중일 공동성명은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비준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중 일 공동성명은 국가 법권 문서가 아니며 국가 법권의 효용을 

가지지 못한다. 중국과 일본의 공동성명은 양국 정부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일 뿐 중국 정부는 정부권한 범위 내에 속하는 권리를 포기할 수밖에 

없고 중국 국민을 대신하여 자신의 개인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 중국과 

일본의 공동성명은 양국의 공식적인 법률 문서가 아니라 양국 정부 지도

자들이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공동성명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1978년

까지 양국이 중일 평화우호조약을 체결하면서 중일 공동성명의 원칙은 

법률 형식으로 확립되었다.

  1978년 8월 12일에 중 일 간에 중일 평화우호조약76)을 정식적으로 체

74) 그러한 취지에서 필자는 각주 71)과 같은 비교 분석을 시도했다.
75) 中華人民共和國憲法 (검색일: 20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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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했고 같은 해 8월 16일에 중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이 조약을 

비준했다. 중일 평화우호조약은 중일 공동성명이 양국 간의 평화적 우호

관계의 기초임을 확인했으며, 이에 밝힌 각 원칙은 엄격히 준수하고 유

엔 헌장의 원칙을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는 등의 합의를 확인했다. 그리

고 중일 평화우호조약은 다른 모든 내용이 아니라 중일 공동성명의 각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만을 지적했다. 이 원칙은 복교3원칙을 바탕

으로 하는 각종 원칙을 말하므로 중일 우호조약도 중국 정부나 국가가 

민간배상을 포기하는 것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확인하지 않았다. 이는 

일본 법원이 제기한 중일 공동성명에서 중국 인민의 민간배상 청구권을 

포기했다는 판결 논리가 전혀 근거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한다.

  또한 1972년 중일 공동성명을 체결하기 전에 많은 국제 외교 법률 실

무와 국제 관습법에서는 이미 전쟁배상 즉 국가 간의 배상 청구와 개인

의 민간배상 청구에 대해 명확하게 구분되었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되었

다. 예를 들어 1919년의 베르사유조약과 1956년의 일소 공동선언은 모두 

전쟁배상과 민간배상에 대해 명확한 구분을 내렸다. 1919년의 베르사유

조약 제231조는“독일과 동맹독일 침략적 방법으로 전쟁을 협약 및 참전

국 정부에 강요함으로써 그 국민들에게 피해와 피해를 입혔다는 책임을 

받아들인다.”고 규정한다. 제232조는“독일은 각 협약 및 참전국이 독

일에 교전하는 동안 바다, 육, 공 침략으로 인한 협약국 및 참전국 민간

인 및 그 재산에 끼친 피해를 보상하는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 전

후 보상이 국가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 재산에 대한 배상까지 포함되었음

을 보여 준다.77) 그리고 일소 공동선언78) 제6조는“소련은 일본에 대한 

76) 中華人民共和國和日本國和平友好條約 (검색일: 2020.08.01.)
77) <Treaty of Versailles > ARTICLE 231.

The Allied and Associated Governments affirm and Germany accepts the 
responsibility of Germany and her allies for causing all the loss and damage to 
which the Allied and Associated Governments and their nationals have been 
subjected as a consequence of the war imposed upon them by the aggression of 
Germany and her allies. ARTICLE: 232.The Allied and Associated Governments, 
however, require, and Germany undertakes, that she will make compensation for all 
damage done to the civilian population of the Allied and Associated Powers and to 
their property during the period of the belligerency of each as an Allied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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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다. 일본 및 소련은 1945년 8월 9일 

이후의 전쟁의 결과로서 발생한 각 국가 및 그의 단체와 국민들의 상대

국 및 그의 단체와 국민들에 대한 모든 청구권을 서로 포기한다.”79)고 

규정한다. 이거도 전쟁배상과 민간배상을 분명하게 구분한 것이다.

  이 같은 분석을 통해 중국과 일본의 공동성명이든 중일 평화우호조약

이든 중국 국민의 배상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음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양자 관계의 발전을 고려하

여 전쟁배상 즉 ‘국가 간’의 배상 청구권만을 포기한 것이다. 그리고 

일본 도쿄고등법원은 2004년 12월 15일에 중국 위안부 소송의 판결에 대

해 원고의 요구를 기각하면서 일본 정부 ‘중 일 공동성명에 따라 개인

의 배상 청구권은 이미 포기됐다’는 항변도 기각했다. 일본 고등법원은 

중 일 공동성명이 개인의 배상 청구권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것은 

이 판결이 처음이다.80) 여기서 일본 법원이 사실상 항변 이유의 부당성

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일본 법원은 일본 정부와 국가의 이익을 고려

해 다른 판결에서 이 항변의 이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국제법 정신에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걸로 보인다.

  3)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81)(중국어: 旧金山和约; 영어: Treaty of Peace 

with Japan; 일본어: 日本国との平和条约)은 “The Treaty of San 

Associated Power against Germany by such aggression by land, by sea and from 
the air, and in general all damage as defined in Annex l hereto.

78) 日蘇共同宣言, (https://www.mofa.go.jp/mofaj/gaiko/bluebook/1957/s32-shiryou-001.htm, 
검색일: 2020.07.26.)

79) 政策研究大學院大學(GRIPS) 東京大學東洋文化研究所 
(https://worldjpn.grips.ac.jp/documents/texts/docs/19561019.D1K.html, 검색일: 
2020.07.25.)

80)《中國原慰安婦二審再度敗訴》,本共同社,2004年12月15日報道(管建強, 앞의 논문(각주 
2), P91에서 재인용함.)

81)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條約（日本國との平和條約）, 「世界和日本」數據庫. 政策研究大
學院大學(GRIPS) 東京大學東洋文化研究所, 195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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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cisco”(일본어: 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라고도 한다. 샌프란시스

코 강화 조약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맹국과 추축국 일본이 1951년 9

월 8일에 체결한 강화 조약으로 1952년 4월 28일에 정식 발효되었다. 샌

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체결 당시 중화인민공화국은 제외되었기 때문에 

조약 체결 이후부터 지금까지 중화인민공화국은 이 평화조약을 모두 인

정한 적이 없다. 전시 국제 협정에 따르면 전후에는 관련 국가들이 전면

적인 대일 강화조약을 체결하여 대일 무장을 점차 해제함으로써 더 이상 

아시아와 세계평화의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945년 12월 모스

크바 외무장관 회의에서 미·소·영·중 4국 일치의 원칙과 대일 전면 

강화의 방침을 재확정하였다. 그러나 1950년에 미국은 대일 강화조약 체

결을 가속하기 위해 대만 국민당 당국을 회의에 초청할 계획이었고 영국

은 중화인민공화국 대표를 초청하여 회의를 진행할 것을 주장했다82). 미

국 국무장관 덜레스는 중동 문제에서 영국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그래서 

영국은 이런 상황에서 양보를 했다. 결국 중화인민공화국 대표를 초청하

지도 않고 장개석(蔣介石) 측의 대표도 초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83) 이

런 상황에서 중국은 일본 침략의 최대 피해자이자 일본군을 이긴 주요 

국가 중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대일 강화조약 체결회의에 제외되었다는 

점은 완전히 불합리하다고 봤다. 그러나 일본 법원은 중일 공동성명 제5

조가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바탕으로 만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

은 중화인민공화국이 민간배상 청구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에 

대해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일화조약(日華條約)84) 및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따르면 중화민국도 이미 대일 민간배상 청구

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청구권은 국내 문제로 청구한 국가의 국내에서 구

제 입법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85) 그러나 일본 법원이 

제기한 관점은 어떤 국제법적 근거도 없다고 생각한다.

82) 다카기 겐이치 지음 ; 최용기 옮김, <전후보상의 논리>, 한울 , 1995, P516.
83) 邢貴德, 《關於日本對中國的貼償問題》, 人連大學學報, 1995年第2期, P182.

84) 중국: 일대조약이라고 한다.
85) 管建強, 앞의 논문(각주 2), P146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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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은 지금까지 그 

유효성을 인정한 적이 없다. 1950년에 미국은 대일 강화각서를 제의했고 

같은 해 12월 4일에 주은래(周恩來) 외무 장관은 일본 강화 문제에 대해 

중국 정부의 입장을 논술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86)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대한 준비와 제정이 중화 인민공화국이 참가하지 

않으면 그 내용의 결과가 어떻든 간에 중앙 인민 정부는 불법으로 간주하기 때

문에 무효가 된다.”

  1951년 8월 5일에 주은래(周恩來) 총리는 일본 배상 청구권을 보류하

겠다고 다시 성명을 발표했고 같은 해 9월 15일에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

약에 반대하겠다고 선언한 뒤 18일에 엄숙한 성명을 했다. 그 성명은 다

음과 같다.87)

“중국은 결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인정할 수 없다.”

  1952년 4월 28일 조약이 발효된 후 주은래(周恩來) 총리는 다시 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 정부가 만든 단독 대일 평화 조약은 결코 일본의 주권회복, 독립과 일본

의 점령 지위를 바꾸는 조약이 아니라, 반대로 일본이 미국 군사기지와 부속국

을 위한 전쟁 준비 조약과 노예 조약을 철저하게 바꾸는 것이다.”

  1952년 5월 5일에 “중국정부는 중국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인

정하지 않고 중국 국민들을 적대시하는 대일조약도 반대한다.”고 재차 

성명했다.88)

86) 石志夫, 《中華人民共和國對外關係史》, 北京大學出版社, 1994, P198.

87) “中華人民共和國中央人民政府外交部部長周恩來關於美國及其僕從國家簽訂舊金山對日
和約的聲明”,人民日報,1951,9,18.

88) 石志夫, 앞의 책(각주 86) P198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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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중국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인정한 적이 없다는 것은 물

론이고 평화조약의 내용만 분석하면 중국이 배상 청구권을 포기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중화인민공화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먼저, 일본이 주장하는 배상 청구권 포기설은 샌프

란시스코 강화 조약의 제14조 (b)에 근거를 두고 있다. 조약 규정은 아래

와 같다.

“연합국은 본 조약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합국의 모든 배

상 청구권과, 전쟁 수행 과정에서 일본 및 그 국민이 자행한 어떤 행동으로부터 

발생된 연합국 및 그 국민의 다른 청구권, 그리고 점령에 따른 직접적인 군사적 

비용에 관한 연합국의 청구권을 포기한다.89)”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중 ‘reparation’은 구체적으로 평화조약에 

근거하여 패전국이 상환하는 전쟁 배상금을 말하고,90) 민간배상 청구권

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제25조는 다음과 같

은 규정을 두고 있다.

“본 조약의 적용상, 연합국이란 일본과 전쟁하고 있던 나라들이나, 이전에 제

23조에 명명된 나라의 영토의 일부를 이루고 있었던 어떤 나라를 말한다. 다만, 

각 경우 관련된 나라가 본 조약에 서명하여, 본 조약을 비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본 조약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여기에 정의된 연합국이 아닌 나라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나, 소유권 또는 이익도 주지 않는다. 아울러 본 조약의 

어떠한 규정에 의해 앞에서 정의된 연합국이 아닌 나라를 위해 일본의 어떠한 

권리나 소유권 또는 이익이 제한되거나 훼손되지 않는다.”

89) Treaty of Peace with Japan，Artical 14（b）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e present Treaty, the Allied Powers waive all 
reparations claims of the Allied Powers, other claims of the Allied Powers and their 
nationals arising out of any actions taken by Japan and its nationals in the course 
of the prosecution of the war , and claims of the Allied Powers for direct military 
costs of occupation.

90) 薛波, 《元照英美法詞典》, 北京大學出版,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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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국민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모두 이 조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은 중국에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리고 일본이 이를 원고 소송을 기각의 근거로 삼는 것은 불합리하다. 

  셋째,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제21조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중국은 본 조약 제25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제10조 몇 제14조(a)2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조선 본 조약의 제2조, 제4조, 제9조 몇 제12조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규정은 국제법과 국제법 원칙을 완전히 위배한다. 이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91)의 제34조. 제35조와 제36조에 의하여 정확하게 판단

할 수 있다.

제34조는“조약은 제3국에 대하여 그 동의 없이는 의무 또는 권리를 창설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35조는“조약의 당사국이, 조약규정을 제3국에 대하

여 의무를 설정하는 수단으로 의도하며 또한 그 제3국이 서면으로 그 의무를 

명시적으로 수락하는 경우에는, 그 조약의 규정으로부터 그 제3국에 대하여 의

무가 발생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제36조는“① 조약의 당사국이 제3국 또

는 제3국이 속하는 국가의 그룹 또는 모든 국가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는 조

약규정을 의도하며 또한 그 제3국이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조약의 규정으

로부터 그 제3국에 대하여 권리가 발생한다.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제3국의 동의는 반대의 표시가 없는 동안 있은 것으로 추정된다.② 상기 1항에 

의거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국가는 조약에 규정되어 있거나 또는 조약에 의거하

여 확정되는 그 권리행사의 조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다.

  상기 규정을 결합하면 중화민국은 중국과 중국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정부는 아니기 때문에 그 결정은 중국 국민과 무관하다. 한편, 

중화인민공화국은 합법적이고 유일한 정부로서 이 조약에 동의한 적이 

없고 서명도 하지 않았으며 공개적으로 이 조약에 대해 반대를 했기 때

91) 비엔나협약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검색일: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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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일본 법원은 이 조약에 따라 피해자의 소송요구를 기각할 수 없다.

  4) 일화조약(日華條約)

  중일 화평조약(中日和平條約)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대만 당국

과 일본이 1952년 4월 28일 타이베이에서 체결한 평화조약이다. 중일 평

화조약(中日平和條約) 또는 타이베이화약(臺北和約)92)으로도 불린다. 일본

에서는 일본국과 중화민국과의 사이의 평화조약(일본어: 日本国と中華民
国との間の平和条約)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1972년에 일본은 중화인민

공화국과 수교했고 양국은 중일 수교 연합 공보를 체결했으나 일본은 대

만 당국과 단교했고 일본 외상은 일방적으로 타이베이 평화조약의 실효

를 선포했다. 중일 수교 관보에 따르면 일본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를 인정하고 일본은 대만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일

부분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포츠담선언 제8조의 입장을 따라는 것은 바로 

카이로 선언의 실시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화조약의 제1조 (b) 규정은 다음과 같다.

“일본인민에게 관용과 우호의 뜻을 표시하기 위해 중화민국은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14조 갑항 제1항의 일본이 제공해야 할 서비스 이익을 자동으로 포기했

다.”

  일본 정부는 중일 간 전후 보상 문제는 이미 일본과 일화조약을 통해 

해결됐다고 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일화조약에 따라 일본과 그 국민과 

중국과 그 국민 간의 상호 청구권,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조약93) 제14조 

(a)를 바탕으로 하는 배상 청구권과 이 조약 제14조 (b)에 규정된 청구권

에 의하며 모든 권리는 이미 포기되었다고 주장한다.94) 그리고 일본 정

92) 日本方面以“華”做爲中華民國的簡稱，而將此條約簡稱爲《日華條約》或《日華和平條
約》,中華人民共和國大陸地區稱爲臺北和約或中日和約，中日和平條約.

93) 샌프란시스코 조약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검색일: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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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평화조약을 체결할 때 중화민국은 중국을 대표하는 합법적인 정부

라고 판단하여 평화조약 규정에 따라 중국은 이미 대일 배상 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일화조약의 제11조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이 조약 및 이를 보충하는 문에 단락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화민

국과 일본국간의 전쟁상태의 존재의 결과로서 생긴 문제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의 해당규정에 따라 해결하기로 한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중일 공동성명이 일화조약 제11조와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제14조 (b)를 바탕으로 제정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제5조가 포

기한 것은 일본에 대한 모든 배상 청구권이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일본 

정부는 중화민국 정부가 조약 체결 시의 합법적인 정권으로서 샌프란시

스코 강화 조약에 대한의 인정과 배상 청구권에 대한 포기가 모두 합리

적이라고 주장한다.95)

  일본 법원이 이런 이유로 중국 피해자의 청구권을 기각한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첫째, 일본과 대만 당국이 계약을 체결할 때 중화민국 

정부는 중국의 합법정부를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대만 

당국은 중국의 전부를 대표하여 일본과 전쟁상태를 종결하는 조약을 체

결할 권리가 없었다. 대만 당국은 대륙 전체를 통제하고 관할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국가 간의 조약을 체결하는 주체가 될 수 없었다. 일본과 

중화민국의 협정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샌프란시스코조약에서 기간을 정하여 일본이 의무를 지거나 약속을 한 때에

는 언제든지 이 기간은 중화민국 영역의 어느 부분에 관해서도 이 조약이 이들 

94)【2002年】平成14年4815號控訴人程秀芝及其他179民原告案（中國細菌戰受害者訴訟
案），日本政府於2003年8約4日提交法庭的“準備書面意見書（1），P119.”(管建強, 앞
의 논문(각주 2), P159에서 재인용함.)

95) 근현대 국제정치의 기본문서 
(https://worldjpn.grips.ac.jp/documents/indices/docs/kindex.html 검색일: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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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의 부분에 대하여 적용 가능해진 때부터 즉시 개시한다. 그리고 오늘 서명

된 일본국과 중화민국 간의 평화조약에 관하여 본 전권위원은 본국 정부를 대

신하여 이 조약의 조항이 중화민국에 관해서는 중화민국 정부의 지배하에 현재 

있거나 앞으로 들어갈 모든 영역에 적용이 있다는 취지의 우리 사이에 도달한 

양해를 언급하는 영광을 가진다.”

  나아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제29조는 다음 내용을 규정한다.

“별도의 의사가 조약으로부터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또는 달리 확정되지 아니

하는 한, 조약은 각 당사국의 전체 영역에 관하여 각 당사국을 구속한다.”

  앞부분 조약의 내용에 따르면 중국 대륙의 민간 피해자는 대만 정부의 

통치 아래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효력도 대륙의 피해자와 관련되지 않

았다. 둘째, 전쟁상태의 종결에 관한 내용은 일화조약의 제1조에 규정한

다. 

“중화미국과 일본국간의 전쟁상태는 이 조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종료한

다.”

  이런 규정이 있었지만 평화조약의 효력이 모든 지역에 이르지 못했고 

중화민국 정부도 국가를 대표하여 전쟁상태를 끝낼 권리가 없었기 때문

에 전쟁상태는 끝나지 않았다. 중일 공동성명은 중일 간의 전쟁상태는 

본성명이 발표된 날부터 중지될 것이라고 규정하여 일화조약에 대한 효

과적이고 강력한 부정임을 명확히 밝혔다. 셋째, 중일 공동성명은 일화

조약 및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바탕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중일 공

동성명이 강조한 복교3원칙은 일화조약의 유효성을 직접적으로 배제했

다. 복교3원칙은 “일본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중국의 유일 합법

정부임을 승인한다.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대만이 중화인민공화

국 영토의 일부임을 거듭 표명한다. 일본국 정부는 이 중화인민공화국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며 포츠담선언 제8항에 의한 입장을 견지

한다. 또한 중국 측은 일화조약이 불법적이고 무효적기 때문에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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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규정한다. 마지막 조항은 원칙의 구체적

인 조문에 나타내지 않았지만 일본과 중국학자들이 공동으로 편찬한 <기

록과 고증 일중 국교 정상화 구 중국의 평화우호조약 체결 교섭>이라는 

책에 복교3원칙의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이 책에는 중

일 양국 정상이 회담에서 복교3원칙은 중일 공동성명의 전제와 기초로 

이뤄낸 공감대가 상세하게 담겨있다.96)

  또한, 일화조약의 무효성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도 여러 차례 명

확하게 밝힌 바 있다. 1950년 12월, 저우언라이(周恩來)는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① 베이징정부는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로서 대일 강화에 참여할 권리가 있

고 국민정부는 중국을 대표할 권리가 없다. ② 강화조약의 기초는 카이로선언, 

얄타협정, 포츠담선언과 일본 항복 후의 대일 기본 정책이다. ③ 대만과 펑후열

도(澎湖列島)는 카이로선언에 따라 베이징정부에 귀속된다.97)”

  1952년 5월 5일, 즉 조약 체결 일주일 후, 저우언라이(周恩來)는 다시 

중화인민공화국을 대표하여 엄정한 성명을 내렸다. 

“미국이 발표를 선언한 단독의 불법대일 협약에 대해서는 절대 인정할 수 없

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중국인민을 모욕하고 적대시하는 일화조약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한다.”

  일련의 성명은 중국정부와 국민들이 일화조약에 대한 강한 반대를 명

확하게 밝혔다.98) 2013년 5월 30일에 외교부 대변인 훙레이(洪磊)99)도 정

례 브리핑에서 중국정부가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불법과 무효라고 

여겨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홍레이(洪磊)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에 중화인민공화국의 참여가 없었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이 조약을 불법

96) 管建強, 앞의 논문(각주 2), P170참조.
97)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http://www3.fmprc.gov.cn/web/ 검색일: 2020.06.09.)

98) 日本律師聯合彙編，《日本的戰後補償》,明石書店，1994年出版(管建強, 앞의 논문(각
주 2), P173에서 재인용함.)

99)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http://www3.fmprc.gov.cn/web/ 검색일: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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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무효라고 여겨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중국은 일

본 측이 역사를 직시하고 사실을 존중하며 약속을 지키고 자신이 해야 

할 국제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이런 내용은 

중화 인민공화국의 입장이 확고하고 민간배상 청구권을 포기하지 않았음

을 충분히 보여 주었다. 그러므로 중국 전쟁 피해자는 자신의 배상 청구

서를 제출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제5절 국제 조약이 일본 국내법에 적용

  전쟁 시기 국제법상의 개인 권리 보호에 대해 국제사회는 개인이 국제 

조약을 인용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지킬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데 이것은 국제 조약이 반드시 국내법에 적용되는 것과 관련된다. 조약

이 국내법에 적용되는 것은 개인이나 법인이 조약을 직접 인용한 구체적

인 규정이 국내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법원이 국제 조약을 직접 

인용하여 재판의 근거로 삼는다. 국제법 기본 원칙에 따르면 조약은 유

효하게 성립되면 효력이 발생하고 계약국에 대해 강제력을 가진다. 조약

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국제사회의 공인된 기본법 원칙이 

되었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6조100)는 “유효한 모든 조약은 그 당사

국을 구속하며 또한 당사국에 의하여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한다.”고 규

정한다. 제27조는 “어느 당사국도 조약의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의 방법

으로 그 국내법 규정을 원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규칙은 제46조를 침해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일본 헌법 제98조 2항101)은 “일본

이 체결한 조약 및 확립된 국제법규는 성실히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규정한다. 게다가 국제 상설 법원은 1932년 2월 4일 폴란드 국민대우안

에 대한 자문에서 한 나라가 자국 헌법을 인용해 다른 나라에 대항할 수 

100) 비엔나협약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검색일: 2020.08.03.)

101) 日本駐華大使館. (https://www.cn.emb-japan.go.jp/itpr_zh/kenpo_zh.html, 
검색일: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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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고 이에 따라 국제법의 의무를 피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체결국이 

개인의 권익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조약과 관련된 조약이 반드시 이행

해야 하는 원칙에 따라 이 조약의 이행은 국제적인 차원에서만 제한할 

수 없고 반드시 국내 차원에 포함되어야 한다.102) 일본이 체결한 조약과 

확립된 국제법규103)가 일본 국내에서 어느 정도 법적 효력을 갖고 있다

는 뜻이다.104)

  일본은 국제 조약의 적용에 대해 간접적으로 적용되기도 하고 직접적

으로 적용되기도 한다. 전자는 일반적으로 자동으로 집행되지 않는 조약 

규칙을 국내법 규정으로 바꾸어 국제조약을 실시하고 적용하는 목적을 

달성하였다.105) 후자는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자동 

집행력을 가진 조약이고 이 조약들의 적용은 국내법에 의존할 필요가 없

다/106) 앞부분의 내용에 따라 일본이 국제법에 적용하는 규정에 따라 강

제징용을 당한 중국 피해자가 일본 정부와 기업을 기소하는 상황을 참고

하여 일본 정부가 1932년 11월에 강제 노동 금지조약을 가입하였다. 제

29조는 강제징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내렸기 때문에 중국 피해자의 소송

에 대한 개인 무소권과 국가무답책의 이유로 피해자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상의 국제법 원칙을 통해 중 일간 논쟁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중국 피

해자가 일본 법원에 민간 피해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증명

했다. 일본정부와 일본 법원은 역사를 직시하고 중국 원고의 요구를 정

확하게 처리하며 중국 피해자에게 사과와 손해배상을 조속히 해야 할 것

이다.

102) 管建強, 앞의 논문(각주 2), P239참조.
103) 여기의 국제법규는 조약과 국제관습법을 포함해야 한다.

104) 管建強, 앞의 논문(각주 2), P252참조.
105) 山田鐐一,《國際私法》，有斐閣，1995年出版，P6(管建強, 앞의 논문(각주 2), P255에

서 재인용함.)

106) 李旺, 《國際條約在國內的效力及實施問題》, 載張乃根主編, 
《當代國際法研究（論文集）》, 上海人民出版社, 2002, P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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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중국의 입장과 중국의 법적 절차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지금까지 일본이 부담해야 할 전후 배상 

책임과 중국 국민에 대한 민간 손해 배상 책임에 대해 중국의 입장은 변

함이 없다. 중국 정부와 민간 조직뿐만 아니라 중국의 법학 연구자 모두 

일본에 대해 역사의 과오를 인정하고 전쟁 기간에 중국 국민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 배상과 사과를 해야 한다고 확고히 주장했다. 본장에서는 

전후 중국 측이 제기한 민간배상 청구권에 대한 입장을 중점적으로 정리

하고 전후 중국과 대만지역의 특별한 역사적 배경을 감안하여 이들의 입

장을 별도로 나눠서 분석하고 정리할 것이다. 먼저 대륙 지역에 대해 중

화인민공화국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고 분석했다. 또한, 대만 지역에서는 

강제 종군 위안부 문제가 주로 논의되기 때문에 대만 지역의 정부 및 민

간단체가 민간배상으로 제기하는 위안부 소송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중점적으로 정리할 것이다.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을 대표할 수 

있는 유일한 합법 정부이기 때문에 본 장은 중국 정부가 중일 민간배상 

청구권 문제에 관련된 주요 법적 절차와 조문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것이

다.

제1절 중국의 입장

  1) 대륙 정부의 입장

  일본의 전후 배상 책임에 대해 중국 대륙 정부는 예전부터 일본은 대

중 침략 전쟁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확고

하고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20세기 1980년대에 중국의 경

제와 문화 수준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그에 따라 중국 국민들의 법률

의식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점점 더 많은 피해자들이 일본 민간배상 청

구에 대한 배상과 사과를 원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실제

로 중국 대륙 정부도 여러 차례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중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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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제 정치 문화 교류가 날로 밀접해지면서, 전후 일본이 중국 피해자

에게 배상하지 않는 것은 양국 간의 우호적인 교류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러한 우호적인 교류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중국 정부는 일

본 정부와 일본 기업들에게 역사를 정확하게 마주하고 전쟁 기간 동안 

중국인들에게 입힌 큰 손해를 배상하며 사과할 것을 여러 차례 촉구했

다. 필자는 중국 정부가 주장하는 전후 중국 민간의 대일 배상 청구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첫째, 제2차 세계 대전 승리 이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초기에 중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중국이 전쟁 기간에 입은 큰 손실을 배상하라고 적

극적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1952년에 미국은 한중을 배제한 샌프란시스

코 강화 조약을 주도적으로 체결했다. 그리고 대만 지역의 국민당 정부

가 일본과 일화 강화 조약(일대조약이라고도 한다)을 체결했다. 이에 대

하여 1952년 5월 5일 당시 중화인민공화국 총리 저우언라이(周恩來)는 

성명을 발표하여 “중국 정부가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과 일화조약(日
華條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 인민 정치협상회의 

공동강령의 제7장 제55조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는 국민당 

정부와 외국 정부가 체결한 각종 조약과 규정에 대해 심사를 하고 각각 

승인 또는 폐지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107)고 강조한다. 이상의 

입장은 일대조약에서 언급한 배상 청구권 포기라는 견해는 인정되지 않

는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다. 조약에 규정된 국민 정부 통제와 통제 예

정 지역에 중국 대륙 지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민 정부는 전

체 대륙 국민을 대표하여 전후 배상을 포기하겠다는 결정을 내릴 권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설령 1955년 3월 1일에 중국 공산당 중앙 정치국은 대

일 정책과 대일 활동의 방침과 계획을 통해 중일 양국의 국교 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해 일본 전쟁 배상 요구를 포기할지라도 배상 면제 선언을 

하는 시간은 너무 이르면 안 된다고 설명한다. 이것은 중국 공산당이 선

언한 첫 번째 대일 기본 정책으로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첫째, 미군이 일본에서 철수할 것을 주장하고 미국이 일본에 군사기지를 

107) 高平等, 《血債：對日索賠紀實》, 國際文化出版公司, 1997, P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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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우는 것을 반대하며 일본 재무장과 군국주의 부활을 반대한다. 둘째, 

호혜 평등의 원칙에 따라 중일 관계를 개선하고 외교관계의 정상화를 추

진한다. 셋째, 일본 국민을 쟁취하고 중일 양국 국민 간의 우의를 맺으

며 일본 국민들의 처지에 대해 동정을 표한다. 넷째, 일본 정부에 압력

을 주고 미국을 고립시켜 중국과의 관계를 바꾸게 한다. 다섯째, 일본 

국민들의 독립, 평화,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운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지지해야 한다.108) 이상으로 대일 정책과 대일 활동의 방침과 계획

을 통해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중일 국교 정상화를 위해 중국 정부가 

일본에 대한 전쟁 배상 청구권을 포기하겠다고 명확히 밝혔지만, 민간배

상 청구권은 포기하지 않았다고 보인다. 전후 승리 초기부터 1950년대까

지 중국 정부가 일본에 대한 배상요구는 대체적으로 적극적인 배상 청구

에서 전쟁 배상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민간배상을 배제하지 않았

다고 본다. 이것은 중일 양국 국민들의 우의와 전후 중화인민공화국이 

중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려고 하는 동시에 대만 장제스(蔣介石) 정부

가 전쟁 배상을 포기하는 영향을 받아,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건국 초

기에 좋은 국제 이미지를 수립하여 향후의 발전에 조화롭고 유리한 국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일련의 국제 종합 환

경이 한 국가의 입장과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확실한 것은 이때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입장에서 전쟁 배상과 민간배상으로 구분되어 논

의되었다고 생각한다.

  둘째, 1980년대에 중미 관계가 점점 완화되는 동시에 중일 관계에도 

전환기를 맞이했다. 1972년 2월에 미국 대통령 닉슨이 중국에 방문했고 

중국과 미국은 상하이 공동성명(上海公報)을 발표했다. 중미 관계가 바뀌

면서 일본도 중화인민공화국과의 국교 정상화를 요구했고 그 결과 1972

년 9월에 중국과 일본은 중일공동성명을 체결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성

명 제5조에서 중일 양국 국민의 우호를 위해 일본에 대한 전쟁 배상요구

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중일공동성명에서 중국 정부는 전쟁배상 청구

만 포기하겠다고 명확히 표명했다. 1978년 8월에 중국과 일본은 중일공

108) 袁成毅, 《谁来承担战争赔偿的责任: 日本对华战争赔偿问题新论》, 黑龙江人民出版社, 
2011, P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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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명 중의 외교3원칙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중일평화우호조약을 체결했

다. 중일평화우호조약은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비준하여 통과시켰는데 그 내용은 정식적인 법률적 효력을 가진다. 이는 

법률상으로는 중일 양국 발전의 기본 정신을 규정할 뿐만 아니라 양국이 

역사에 남겨진 문제를 대하고 처리할 때의 법적 근거가 되었다.

  셋째, 1990년대 중국 피해자가 일본에 대한 주장한 민간배상 청구권 

문제에 대해 중국 정부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왔다. 중국 피해자는 일

본 정부나 해당기업에 전쟁 기간에 입힌 손해를 배상하고 정식으로 사과

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 입장은 주로 중국 외교부 및 국가 

지도자들의 주요 발언과 기자의 질문에 답변 내용 안에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1992년 3월에 중국 외교부장인 첸치천(钱其琛)은 중국일보 기자

와의 인터뷰에서 일부 대표와 위원들이 일본 정부에게 중국에 대해 민간

배상을 실시하라고 요구하는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갑오 전쟁에서 항

일전쟁의 승리에 이르기까지 중국 국민들은 일본 군국주의의 침해를 받

은 지 반세기가 넘었다. 일본 측은 일본의 침략 전쟁으로 인한 일련의 

복잡한 문제를 잘 처리해야 한다.”고 정리한 뒤, “전쟁배상 문제에 관

해서는 중일공동성명에서 중국 정부는 이미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였으

며, 이 입장은 변함이 없고 전국 인민 대표대회의 대표는 안건과 건의를 

제출할 권리가 있으며, 안건 업무를 담당하는 전국 인민 대표 대회 비서

처에서 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109) 중국 민간 피해자

가 1990년대 대일소송을 시작한 이후 중국 정부가 전쟁 배상 문제에 대

해 처음으로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이 답변은 중국 피해자의 민간배상 

청구권을 구체적으로 지지하지 않았지만 중일공동성명을 강조하는 것 자

체가 정부가 전쟁 배상에 대한 포기와 민간배상에 대한 찬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같은 해 4월 장쩌민(江澤民)110)은 일본을 방문하기 전에 중국과 

일본의 관계 문제에 대해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였다. “일제가 시작한 

중국 침략 전쟁은 중국 국민들에게 큰 손해를 주었고 일부 전쟁이 남겨 

놓은 문제에 대해 중국은 역사적으로 실사구시, 엄숙하게 대하는 원칙에 

109) 田桓, 《戰後中日關係文獻集(1971-1995)》,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7, P808.
110) 당시에 중국 공산당 중앙 총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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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상호 협상을 통해 이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잘 해결해야 한다고 주

장해 왔다. 이렇게 하면 양국의 우호적인 협력과 공동 발전에 유리하고 

양국 국민의 우의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111) 장쩌민(江澤民)은 

베이징에서 일본 주재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침략 전쟁 배상 문제에 대한 

태도를 묻자 전쟁배상 문제에 대해 “1972년 국교 정상화 협상 기간에 

발표한 중일공동성명에서 중국 정부는 이미 자신의 입장을 밝혔고 이 입

장은 변함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112) 첸치천(钱其琛)의 대답과 중일

공동성명의 입장을 같이 강조하는 것은 중국 정부의 입장일 뿐만 아니

라, 중국 정부는 중일공동성명에서 민간배상청구권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본다. 이는 중국 정부의 민간배상 문제에 대한 간접적인 태도이기도 하

다. 그리고 당시의 국무원 부총리였던 오학겸(吳學謙)은 “민간배상 청구

와 정부배상 청구가 전혀 다른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으며, 전

쟁으로 상처를 입은 중국인들은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그들의 요구를 제

기하는 것은 완전히 정당하다.”고 말했다.113) 같은 해 중국 외교부 관계

자들도 전후 영토 문제, 강제징용 노동자, 위안부, 생화학 무기등을 놓고 

여러 차례 일본과 교섭을 벌였다.114) 그러나 일본이 중국 피해자에 대한 

민간배상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아 중국 피해자가 일본에서 소송을 제기

해도 그 권리는 실현 또는 존중되지 않았다. 1995년 3월 첸치천(钱其琛)

은 질문에 대답할 때 중국정부의 입장을 더욱 명확하게 했다. “중일공

동성명에서 중국은 국가 간 전쟁 배상을 포기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중국 

국민이 개인 명의로 일본 정부에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

다.”고 강조했다115). 이 대답으로 중국 정부는 국가 간 전쟁 배상과 중

국 국민이 개인 명의로 한 배상 청구를 구분해 중국 피해자가 일본에 민

간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넷째, 2000년부터 지금까지 중국 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

다. 중국 정부는 중국 피해자가 전쟁 중에 생명·신체·재산 등 매우 심

111) 人民日報, 1992年4月3日, 胡麗：“江澤民總書記答日本記者問”

112) 人民日報, 1992年4月2日, “江澤民接受日本記者採訪【N】”
113) 周洪鈞·管建強·王勇等,《對日民間索償的法律與實務》, 時事出版社, 2005, P68.

114)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http://www3.fmprc.gov.cn/web/ 검색일: 2020.06.09.)
115)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http://www3.fmprc.gov.cn/web/ 검색일: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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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한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한다. 일본은 역사를 존중하고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고 정중하게 사

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2003년 후진타오(胡錦濤) 총리는 일본 총리 고이

즈미 준이치로를 만날 때 “일본이 중국에 버리고 간 무기문제는 중일 

간의 역사가 남긴 문제이자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실 문제”라고 강조하

고 “일본 측이 역사 문제를 신중히 처리할 것을 요구하며, 다시는 국민

의 감정을 끼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116)는 것은 강조했다. 그리고 

당시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동안 중국 정부의 

입장을 재차 명확하게 밝혔다. 즉 중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중국에 버리

고 간 화학무기 배상 소송에 대해 진지하게 대처할 것을 요구했다. 이것

은 중국 정부는 일본 민간인 피해자에게 배상 소송의 직접적인 반응을 

보여 주고 이에 대한 피해자 관련 민간의 대일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명확하게 지지한다는 것이다. 2007년 4월 27일 일본 대법원은 중일 공동

성명을 통해 배상 청구권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중국 국민이 니시마쓰 건

설(西松建設)의 강제 징용에 대한 손해 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중국 외교

부 대변인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일본 대법원이 중일공동성명에 

대한 한 해석은 불법이고 무효라고 지적했다. 또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

로 일본에 중대한 인권 문제를 적절히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117) 그리고 

2010년 3월 3일 일본 대법원은 중일공동성명 중 배상 청구권을 포기했다

는 같은 이유로 중국 위안부 피해자의 상소를 기각했는데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다시 표명하며, 일본이 일방적으로 

중일공동성명을 왜곡 해석하는 것에 대한 불법성과 무효성을 지적하였

다. 위안부는 일본 군국주의가 저지른 심각한 범죄며 아직도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처를 주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일본은 책임감과 의리감을 갖

고 피해자에게 공정하게 대응해야 한다.118) 중국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116) 人民日報, 2003年10月21日, “胡錦濤會見日本首相小泉純一郎【N】”

117)“外交部發言人劉建超就日本最高法院就“西松建設”索賠訴訟案做出終審判決事答記者
問[DB/OL]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https://www.fmprc.gov.cn/zflt/chn/fyrth/t314634.htm 검색일: 2020.06.30.)

118) “外交部就日本高法終審駁回我慰安婦賠償上訴答問 [DB/OL]”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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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형식으로 대응해 일본 법원의 왜곡된 해석과 잘못된 근거를 반박할 

뿐 아니라 중국 정부가 중국 민간 피해자에게 일본 배상 청구 소송에 대

한 지지를 밝혔다고 생각한다.

  이상은 중국 정부가 일본의 침략 전쟁과 전후 역사에 남겨진 문제 처

리에 대한 중요한 입장을 정리했다. 중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일본이 역

사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 중국 정부가 중국 국민의 모든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소송행위를 지지

하고 중국 피해자의 권익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중국 피해

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상황에서 일본이 중국 피해자의 소송요구를 일방

적으로 거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양국은 국제법과 국내법 증거를 

기준으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인다.

  2) 대만 지역의 입장

  대만 지역의 민간 대일 배상 청구권 문제는 주로 종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다. 이 부분은 대만 지역의 정부나 민간단체 등 1990년대부터 종

군 위안부의 소송 문제에 대해 견지해 온 입장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했다. 90년대부터 대만 여성 구조기금회는 역사 자료 발굴을 통해 

대만 위안부의 존재를 증명했고 여성 구호 재단은 고발 전용선을 설치했

다.119) 또한 대만 지역의 ‘외교부’120)는 내정부(内政部), 대만 정부 사

회처(政府社會處), 타이베이시 정부 사회국(政府社會局), 가오슝시 정부 

사회국, 중앙 연구원, 대만 문헌원회, 여성 구조기금회 등과 결합하여 

‘대만 위안부 프로젝트 팀’을 설립했다.121) 그리고 1992년 7월 5일 여

성구호재단은 대만 위안부의 첫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122) 그 후 1996

http://www.gov.cn/xwfb/2020-08/05/content_1548593.htm 검색일: 2020.08.05.)
119) 臺北市婦女救援基金會官網 (Taipei Women's Rescue Foundation)

(https://www.twrf.org.tw/tc/p1-about.php 검색일: 2020.08.12.)
120) 這裏爲臺灣政府自稱，中國大陸認爲臺灣始終是中華人民共和國的自古以來不可分割的

一部分
121) 中國時報, 1992年3月14日, 康添財: “內政部設置慰安婦申訴信箱.”
122) 臺視新聞, 2012年9月16日, “臺籍慰安婦調查報告首度完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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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대만 지역의 ‘외교부’는 성명을 발표하여 일본 정부는 유엔인권

위원회의 건의를 따르고 위안부에게 개인 배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여성구호기금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150명의 입법 위원 연서해서 

일본 총리와 일본 상·하원에게 일본 정부가 조속히 특별법을 제정하여 

대만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청했다.123) 1999년에 대만 대표는 서

울에 가서 여성국제전범재판소(女性國際戰犯法庭) 준비 회의에 참석했다. 

그리고 도쿄 지방 재판소에서 일본 정부를 정식적으로 고소했다. 같은 

해 7월에 여성구조기금회는 대만상무인서관(臺灣商務印書館)에 대만 위

안부에 관한 보고서를 출판하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타이베이 중앙연구

원에서 여성 국제 전범 재판소 마지막 준비 회의를 열고 각국 학자와 전

문가들이 피해자의 증언을 근거로 하여 함께 토론하며 재판 준비를 했

다.124) 또한 여성 국제 전범 재판소는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었는데 그 

목적은 일본 정부에 압력을 주고 가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

와 배상을 하기 위한 의도였고,125) 그에 걸맞는 판결을 내렸다.126) 이후 

2003년 3월 11일 도쿄 고등재판소에서 사건을 담당했고, 2004년 2월 9일

에 도쿄 고등재판소는 대만 위안부 대일 소송에 대해 선고를 했다.127) 

2008년에 대만 지역의 ‘입법원’은 대만의 위안부 결의안을 통과시켜 

일본 정부에 위안부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요구했다.128) 2015년 8월 15

일 마잉주는 국사관의 “항일전쟁 승리 및 대만 광복 70주년 기념 특

전” 개막식에서 일본이 반성하겠다고 믿지만 앞으로 더 잘 해 나갈 것

을 바라며 특히 ‘위안부’라는 부분을 명시적으로 말했다.129) 2018년 8

월 14일에 마잉주는 대만 최초의 위안부 동상 제막식에 참석했다. 여성 

구호 재단도 일본 교류 협회에 항의해서 일본은 공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123) 대만 외교부 홈페이지 (https://www.mofa.gov.tw, 검색일: 2020.08.12.)

124) 陳海洋, 《臺灣“慰安婦”問題研究》，上海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2020年5月, P123.
125) “女性國際戰犯法庭.女性國際戰犯法庭日程”. 女性國際戰犯法庭. 2000.12.
126) “女性國際戰犯法庭.女性國際戰犯法庭確定判決”.女性國際戰犯法庭,2001.03.08. 

127) 平成15年３月11日判決言渡,平成９年(ワ)第19625號,損害賠償等請求事件
128) 台灣英文新聞, 2008年11月11日, “立院決議要求日本政府對慰安婦道歉賠償”

(https://www.taiwannews.com.tw/ch/news/785696 검색일: 2020.06.30.)

129) 中央通訊社, 2015年8月15日, “紀念抗戰勝利70年, 總統：體會和平可貴.” 
(https://www.cna.com.tw/news/firstnews/201508150188.aspx 검색일: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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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지적했다.130) 대만 지역은 지도자뿐만 아니라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현지 정부도 법규를 제정하여 위안부 피해자의 배상 청구권을 지지했다. 

이것은 대만 지역 정부, 민간단체 및 개인은 위안부 피해자의 대일 소송 

문제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보인 증거라 할 수 있다. 제2차 세계 대전 

기간에 일본의 대만에는 침략 행위는 대만 인민들에게 큰 상처를 입혔

다. 전후 대만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일본은 이런 문제를 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제2절 중국의 법적 절차

  민간배상 청구권과 관련된 주요 중국법의 근거는 민사소송법(民事訴訟
法)의 규정,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법(侵權責任法)131)의 책임귀속원칙(歸
責原則)과 헌법 절차의 규정을 들 수 있다. 다음은 이 세 가지 법의 근

거를 따로 연구 분석함으로써 민간배상 청구권 문제를 잘 이해하고 해결

하고자 한다.

  1) 민사소송법-관할권과 관련 문제

  중국 피해자가 일본 정부나 기업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은 주로 해외

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책임(涉外侵權責任), 즉 불법행위에 대한 국제재판

관할권 문제가 제기된다. 각국이 관할권을 확립하는 관련 이론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국제 사법 기관 관할, 행위국 관할(行爲國關
係), 피해자 모국 관할(受害者母國管轄), 행위지국 관할(行爲地國管轄) 등 

몇 가지 서로 다른 관할 이론이 있다. 속지 관할 원칙은 외교 민사 안건

의 관할권을 확정하는 중요한 원칙으로 행위지국 관할(行爲地國管轄)은 

속지관할(屬地管轄)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이고 속지 관할에서 가장 기본

130) 自由時報, 2018年8月16日, “臺灣立首座慰安婦像 日本：一直誠實面對、盼獲臺灣正面
評價” (https://news.ltn.com.tw/news/politics/breakingnews/2521047 검색일:2020.06.30.)

131) 2020年5月28日, 十三屆全國人大三次會議表決通過了 《中華人民共和國民法典》, 自
2021年1月1日起施行, 侵權責任包含在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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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관할 원칙이다.132)

  일본 기업이 전쟁 기간에 중국 국민에 대해 행한 권리침해 행위는 중

국 국내에서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상 중국은 불법행위지(侵
權行爲地)에 속한다. 그래서 중국 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불법행위(侵權
行爲)가 중국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한 관할권의 규정에 따라 이런 민간

의 대일 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중국 법

률은 불법행위지(侵權行爲地)는 불법행위(侵權行爲)의 발생지(發生地)일 

뿐만 아니라 권리침해 행위의 결과지(結果地)도 포함한다고 본다. 중화인

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28조133)의 규정에 따라 "불법행위(侵權行爲)로 제

기된 소송은 불법행위지(侵權行爲地) 또는 피고 소재지 법원에서 관할한

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최고법원이 발간한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

송법 해석”의 제24조134)의 규정을 살펴보면, “불법행위(侵權行爲)는 불

법행위(侵權行爲)를 실행한 곳(侵略行爲實施地)과 결과가 발생한 곳(侵權
結果發生地)을 포함한다.”고 규정하여 중국 법원의 다시 관할권을 확정

하였다. 그래서 권리침해 행위지의 하나인 중국 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하

는 것은 권리침해 행위지의 국가가 관할권을 행사하는 법률 제도에 완전

히 부합한다. 게다가 중국 민사소송법의 국제재판관할의 관련 규정에 따

르면 피고가 중국에서 압수할 수 있는 재산이 있거나 피고가 중국에 대

표기구를 설치했을 때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소재지 법원 또는 대표기

구 소재지의 법원에서 관할할 수 있다. 즉, 관련 일본 기업의 존속 여부, 

합병·분리로 인한 명칭 변경 여부, 기업 형식 변경 여부에 관계없이 중

국에서 여전히 압수할 수 있는 재산이나 대표기구가 있으면 중국 법원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135)

  90년대부터 중국 민간 피해자는 일본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했지만 일

본 법원은 여러 가지 이유로 기각했다. 중국 피해자들은 배상 청구권이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중국 국내에서 소송을 여러 차례 시도했다. 앞에

132) 劉羽, 《中國法院受理民間對日索賠管轄權問題研究》, 吉林大學碩士學位論文, 2018年
5月, P16.

133) 中華人民共和國民事訴訟法,(검색일: 2020.08.03.)

134) 中華人民共和國民事訴訟法解釋,(검색일: 2020.08.13.)
135) 中華人民共和國民事訴訟法,第265條.(검색일: 20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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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중국 피해자들은 중국이 제2차 세계 대전 그 당시

에 일본 범죄의 발생지라고 일치로 인정하기 때문에 속지관할 원칙, 보

호관할 원칙, 속인관할 원칙 등을 바탕으로 중국 법원은 일본이 국제법

을 위반하여 중국 국민에게 큰 상해를 입힌 행위에 대해관할권을 가져야 

한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소송사건에서 적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먼저, 2012년 9월 10일,136) 중국 내 15명의 ‘충칭 대공습’ 민간 피해자

는 충칭 고급 인민 법원에서 일본 정부에 소송을 제기하여 일본 정부에 

공개 사죄하고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중국 민간 피해자가 중국 국내에서 

일본 정부를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다. 그러나 충칭 고급 

인민 법원은 이 사건을 수리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4년 3월 18일 베이

징 제1중급법원은 강제징용을 된 중국인 노동자 및 유족이 일본 미쓰비

시 종합재료(원)와 미쓰이 광산(三井礦山) 주식회사에 소송을 제기한 사

건을 공식적으로 접수했다.137) 중국 법원이 대일 배상 청구 소송을 접수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중국 정부가 일본 배상 청구에 대한 민

간의 입장이 더욱 명확해졌고 정치적 차원의 지지에서 법률 차원의 지원

으로 넘어갔으며 일본에 대한 민간배상 청구권 실현의 새로운 시작을 열

었음을 의미한다.

  중국 민사소송법에 따라 중국 피해자는 중국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

지만 피고는 일본의 기업 개인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와 관련되기 때문에 

‘국가면제’138)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여

기서 말하는 국가면제는 주로 관할면제139)를 뜻한다. 국제법상의 관할면

제 규정은 한 나라의 국가 행위와 재산은 다른 나라 법원의 관할을 받지 

않고 국가를 피고로 분류할 수 없다는 규정이다. 국가면제는 절차적으로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의 법원에서 기소되거나 집행되는 조치를 받지 않

도록 하는 것이지만 국가가 실행한 불법행위(侵權行爲)에 대해 실체법적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규정한다. 현재 중국은 불법행위

136) 新华网, “15名“重庆大轰炸”受害者在重庆起诉日本政府”,2012.09.10.
137) 劉羽, 앞의 논문(각주 132). P5참조.

138) State immunity를 말한다.

139) 联合国徽章联合国公约与宣言检索系统, 《联合国国家及其财产管辖豁免公约》
(https://www.un.org/zh/documents/treaty/files/A-RES-59-38.shtml 검색일: 20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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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국재재판관할권 관련 입법이 아직 많이 부족하여 법적 절차가 

완전하지 않은 상황이다.140). 그러나 국제법 체계가 중국 국내에서 구축

되고 완성됨에 따라 국가면제에 대해 외국의 불법행위(侵權行爲)에 대한 

관할권 문제도 점차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고 중국 피해자도 중국 

국내에서 자신의 대일 민간배상 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길 희망한다.

  2) 민법-권리침해책임과 소급력

  앞에서 말한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중국 법원은 

일본이 전쟁 기간에 중국 국내에서의 권리침해 행위에 대해 관할권을 가

진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 민사 법률에 근거하여 중국 법원이 중국 

민간의 대일 배상청구권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 전에 

중국 기존의 민사 법률의 소급력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일본은 전쟁 기간에 중국 피해자에 대한 발생한 권리침해 행위는 그 

행위가 발생했을 때부터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두 번의 정부

의 교체를 겪었을 뿐만 아니라 두 가지 법률 체계의 변화도 겪었다. 즉, 

1931년 난징 중화민국 정부가 제정한 중화민국 민법과 현행 중화인민공

화국 정부가 제정한 민법통칙(民法通則)141)이 그 관련 법률이다. 만약에 

법률 불소급의 원칙(法不溯及既往)142)을 따른다면 일본 정부와 기업이 중

국 민간 피해자에 대한 권리침해 행위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되기 전

에 발생했으므로 그 당시 중화민국 정부가 제정한 법률을 대일 배상청구

의 준거법으로 삼아야 한다. 중화민국 시기의 관련 법률 중 1918년의 법

률적용조례(法律適用條例)143) 제25조는 권리침해 행위로 인한 채권은 권

140) 李华成, 《涉外國家侵權法律問題研究》, 武汉大学博士论文, 2013, P69.
141) 2020年5月28日, 十三屆全國人大三次會議表決通過了, 《中華人民共和國民法典》, 自

2021年1月1日起施行
142) 법률불소급의 원칙(현암사 편집부, 법률용어사전, 2016 개정판, 현암사, 2016.)

법률불소급(法律不遡及)의 원칙이란 법은 시행 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되며, 
그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
다.

143) 법률적용조례는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국제 사법에 관한 입법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이 설립된 후 법률적용조례가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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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침해 행위지의 법원으로 관할을 규정하였으나 중국 법률에 따라 불법 

행위로 간주되지 않고 발생한 손해 배상 및 기타 책임은 중국 법률의 인

정에 한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상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중화민국 시대의 법률을 적용하면 중화인민공화국이 관할권

을 가진다고 확정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 불소급의 원칙을 바탕으로 법률 질서의 평등과 자유를 실

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법률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법질서를 

유지하는 동시에 사회의 발전과 공공의 이익에 대한 요구를 더욱 중시하

기 때문에 피해자의 기본 권리를 지키기 위해 조건의 가지고 있는 ‘유

리한 소급’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되기 

전에 국민당이 제정한 육법전서(六法全書)의 적용 대상이 전체 국민이 

아니고 그가 추구하는 이익은 국민의 이익과 완전히 상반되며, 국민의 

요구와 계급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144) 그래서 당시 중국 공

산당 중앙과 화북 인민 정부는 1949년 2월 22일과 3월 21일에 각각 두 

개의 문서를 보냈다. 각각 <국민당의 “육법전서”를 폐지하고 해방구 

사법원칙을 확정하라는 지시>와 <국민당의 육법전서와 그 모든 반동 법

률을 폐지>를 발표했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중국 인민 민주 독재 체제하에서 국민당 정부가 제정한 육법전서를 폐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사법 업무 중에 육법전서에 근거하여 재판을 해서는 

안 되며 새로운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인민의 법률이 아직 완비되지 않았을 때 

사법 기관은 공산당 정책과 해방군 기존의 각종 강령, 법률, 조례, 명령, 결의 

등을 근거로 하고 근거를 찾지 못하면 신민주주의 관련 정책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중국 공산당은 그 당시 상황에서 새로운 법률을 채택하면 국민, 법인

뿐만 아니라 그 외의 다른 다양한 조직에도 더 많은 권리를 부여할 수 

있고 시대 발전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이런 상

144) 온갖 법령(法令)을 다 모아서 수록(收錄)한 종합(綜合) 법전(法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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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은 법률의 불소급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

고 새로운 정부 성립 후의 법률을 활용하여 국민의 정당한 권익을 더욱 

더 보장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이것은 난징 국민 정부 때 제정한 

법률이 적용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법원은 중국 기존의 민사 법률을 활

용하여 중국 민간 피해자들의 대일 배상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145)

  현행 중화인민공화국 권리침해 책임법(2021년 1월 1일부터 민법전 제7

편 권리침해 책임)은 중국이 중일 민간배상 청구권 문제를 해결하는데 

관련된 법률 중 하나이다. 일본이 전쟁 기간에 중국에 대한 일련의 침략

행위는 중국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가져왔다. 이로 인해 중국 민간 피해

자의 개인 재산 권리를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인신 권리도 침

해했다. 그런 점에서 일본은 이 같은 일련의 권리침해 행위에 대해 책임

을 져야 한다는 점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중국에서 권리침해 행위

는 타인의 인신 재산이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고 법에 따라 민사 책임

을 져야 하는 위법 행위를 말한다. 권리침해 행위가 발생한 후, 가해자

와 피해자 사이에는 특정 민사 권리·의무 관계가 발생하는데, 이는 즉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뜻한

다.146) 구체적으로 말하면 권리침해 행위는 행위자가 과실로 인해 다른 

사람의 인신·재산과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와 법에 따라 민사 책임

을 져야 하는 불법 행위이며 법률 특수 규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하는 침해 행위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중국학자들은 일반적으로 권리침

해 행위는 먼저 민사 과실 행위라고 여긴다. 즉, 권리침해 행위는 법률

에 규정된 특정한 책임을 파괴하는데 이런 책임은 법률에 파괴될 수 없

는 것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

를 입히는 행위이기도 하기 때문에 가해자는 반드시 손해를 입은 사람에

게 배상을 해야 한다.147)

  필자는 歸責原則(책임귀속원칙)이 권리침해 행위의 구성 요건 중 하나

로서 행위자의 행위가 권리침해 행위인지 여부를 인정하고 이에 책임을 

145) 劉羽, 앞의 논문(각주 132) P20참조.

146) 劉美林, 《市場經濟法律概論(第二版)》, 科學技術文獻出版社, 2009.
147) 魏振瀛．《民法(第七版)》, 高等教育出版社, 2017, P64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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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국가가 권리침해 배상의 歸
責原則(책임귀속원칙)을 확정할 때 자국의 정치 상황과 법률 체제에 따

라 歸責原則(책임귀속원칙)도 다르다. 다음은 중국 국내에서 권리침해 책

임의 歸責原則(책임귀속원칙)에 대한 연구를 결합하여 중국 피해자의 민

간배상 청구권의 실현을 분석할 것이다.

  중국에서 권리침해 행위의 歸責原則(책임귀속원칙)148)이란 행위자의 행

위가 사람에게 손해를 입힐 때 어떠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행위자의 권

리침해 책임을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권리침해 행위의 歸責原則(책임귀

속원칙)149)은 권리침해 행위법의 핵심으로 권리침해 행위의 분류, 구성요

건, 입증 책임의 부담, 면책 사유 등 중요한 내용을 결정한다. 이는 권리

침해 구성을 인정하고 권리침해 분쟁을 처리하는 기본적인 근거이고 권

리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지도하는 준칙이다. 중국의 권리침해 행위의 

歸責原則(책임귀속원칙)은 주로 과실책임원칙, 무과실책임원칙, 과실추정

책임과 공평책임을 포함한다.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는 기간의 일련의 행

위는 그 중에 과실책임원칙의 적용대상이다. 과실책임원칙이란 당사자의 

주관적인 잘못이 권리침해 행위를 구성하는데 필수적인 歸責原則(책임귀

속원칙)을 가리킨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106조 제2항150)에 따르

면 공민이나 법인이 과실로 국가나 단체의 재산을 침해하고 타인의 재산

이나 인신 권익을 침해할 경우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요건인 과실은 행위자가 그의 행동을 결정하는 고의적이거나 

과실의 주관적인 심리상태를 말한다.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 합리성을 이

끌기 위해 과실책임의 요구에 따라 일반적인 권리침해 행위 중 행위자가 

합리적이고 신중한 주의의무를 다하면 손해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그에게 

책임을 지라고 하는 요구할 수 없다. 제2차 세계 대전 기간에 일본이 중

국에서 한 일련의 행위는 모두 중국 국민에게 심각한 상처를 입힐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진행되었다. 그래서 과실책임원칙에 따라 중국 피해

자는 일본 정부나 기업 등 가해자에게 배상과 사과를 요구할 이유가 충

148) 王利明, 《侵权行为法归责原则研究(修订二版)》, 中国政法大学出版社, 2004.

149) 邹瑜·顾明·高扬瑜·郑杨, 앞의 책(각주 61)참조.
150) 中華人民共和國民法通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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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하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중국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일본이 중

국 민간 피해자에 대한 행위를 권리침해 행위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

다. 양국이 구체적인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 법원은 권리

침해 분쟁 관할과 관련된 국제관습법에 따라 이러한 사건에 대한 관할권

을 확정하는 것도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3)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중일 민간배상 청구권의 실현도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규정과 관련된

다. 중국의 1954년 헌법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국가의 가장 높은 

권력 기관으로 전쟁과 평화를 결정하는 문제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직권

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51) 중일공동성명에 서명한 사람은 중화인민

공화국 국무원 총리 저우언라이(周恩來)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규

정152)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는 국무원에게 권한을 부여하지 않을 

때 국무원은 이 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중국 정

부가 포기한 전쟁배상 청구권은 정부의 직권범위 내만 인정할 수 있다. 

국무원은 자기의 직권을 넘은 조약을 채결해서 중국 피해자에게 일본에 

대한 개인 배상 청구권을 포기하게 할 수 없다. 이것은 중국 정부가 전

쟁배상과 민간 개인 배상을 엄격히 구분하는 구체적인 법률 근거 중의 

하나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일본은 중국 정부가 중일공동성명에서 민간

배상 청구권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중국 피해자의 소송을 기각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151) 中華人民共和國憲法第五十七條:“中華人民共和國全國人民代表大會是最高國家權力機
關.它的常設機關是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
第六十二條全國人民代表大會行使下列職權，“決定戰爭和和平的問題”

152) 中華人民共和國憲法第三章58條規定: “全國人民代表大會和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
員會行使國家立法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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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민간배상 청구권에 대해 

한일과 중일의 비교연구

  한일 간 민간배상 청구권 문제는 유래가 깊다. 중일과 한일 간의 민간

배상 청구권을 비교하는 것은 중국 민간배상 청구권을 분석하는 토대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일 민간배상 청구권에 대한 연구는 더욱 중요

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먼저 한국 정부 및 학자들이 민간배

상 청구권에 대한 입장도 조사와 분석을 통해 알아봐야 할 것이다. 이렇

게 한일 간 민간배상 청구권의 역사적 배경과 소송 현황을 상세히 연구

해야 한중 대일 민간배상 청구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여 한중 양

국의 대일 민간배상 청구권 실현을 더욱 효과적으로 실현 할 수 있다. 

아울러 목적성 있게 한일 민간배상 청구권과 관련된 국제법 내용을 분석

하여 이 비교연구에 보다 유리한 국제법적 증거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

이다.

제1절 한국 민간배상 청구권의 역사적 배경 몇 소송현황

  한일 민간배상 청구권은 주로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를 다룬다. 이번 

절에서는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의 역사적 배경과 소송 현황을 중심으

로 다룬 다음 한일 민간배상 청구권 문제를 더욱 깊이 연구할 예정이다.

  1) 역사적 배경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는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여 일본의 통치를 받는 시기였고 이는 통칭 ‘일제강점기’로 부

른다. 1910년에 대한제국은 일본제국과 한일병합조약(韓日倂合條約)을 체

결하여 대한제국 왕실이 일본 본토로 이주하였고 한반도는 일본 제국에 

정식적으로 합병되어 일본의 영토가 되었다.153) 식민지 관할을 총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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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는 수도인 한성에 설치하고 경성부로 지정되었다. 즉, 이때부

터 일본 정부는 조선에 대한 식민주의 통치를 시작한 것이다. 일제강점

기의 통치를 살펴보면, 일본 군국주의 정부는 한국의 민족 자본주의의 

발전을 제한하고 자원을 약탈했으며, 일본어를 국어로 정해 한국어를 가

르치는 것을 제한했고 학생들에게 노예화 교육을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

라, 이를 ‘한일동조’라는 미명으로 포장하면서 한국인을 동화시키려고 

하였다. 그리고 일본은 제2차 세계 대전 시기에 한국의 노동력을 대량으

로 강제징용하고 위안부도 강제로 끌고 갔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군국주의 사상을 주입시켰고 많은 한국 국적의 일본군을 모집하여 침략

전쟁을 위해 활동시켰다.154) 그러나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제2차 세계 

대전 패전의 결과로 포츠담 선언을 정식적으로 받아들여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고, 그 결과 한국은 한반도 광복 독립의 영광을 얻었다.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은 광복 이후 혼란 속에서 설립되었다. 그 후

에 미국은 아시아에서의 실력과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1951년 9월 8

일 일부 동맹국가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체결했으나, 그 조약국에 

한중 양국은 모두 제외되었다. 그리고 한국 전쟁 중인 상황 속에서 1951

년 10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한일 양국은 미국 등 동맹국들의 압력

으로 사전에 ‘예비회담’을 거행했다.155) 그리고 양국은 1952년 2월에 

개최될 한일 정상회담에 합의했다. 제1차 한일회담을 앞두고 일본은 한

일 기본 조약안을 제정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53) 傅德华，《研究中日韩东亚文化史的一部重要文献资料书目——写在<日据朝鲜时期汉籍
书目>出版之际》，中国索引，2009.

154)  傅德华, 앞의 글(각주 153) 참조.
155) 有關“日韓預備會談”問題參見拙文“試論第二次世界大戰後首次日韓預備會談”《東

疆學刊》2004年第2期. 試論第一次日韓會談與日本的“逆財產請求權要求”(安成日, 《试
论第一次日韩会谈与日本的 “ 逆财产请求权要求”》, 韩国研究论丛 第十九辑, 2020에
서 재인용함.)

156) 【日】 《朝日新聞》 1952年2月10日試論第一次日韓會談與日本的 “逆財產請求權要

① 양국은 공식적으로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대사를 교환한다.

② 정전 전부터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강화 조약이 발효되면서 일본 국

적을 상실하고 세부적인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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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이 제정한 이 조약 안에는 각종 청구권의 처리 문제가 담겨 있는 

걸로 파악된다.

  그리고 1952년 2월 15일부터 한일은 도쿄에서 ‘제1차 한일회담’이라

고 평가받는 공식 회담을 가졌다. 양측은 재산 처리 및 청구권 문제를 

회의의 주요 의제에 포함시키겠다고 명확히 밝혔다.157) 그러나 일본 측

은 청구권 문제를 다른 문제보다 더 복잡하게 보고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발효될 때까지 타협이 어렵다고 판단해 이 문제에 대한 협상을 

미루자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 측은 이 제1차 한 일 회담은 실질적인 평

화 회담이며 한일 간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해결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청구권 등 실질적인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야만 

양국 간에 진정한 우호 협력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 날인 

2월 16일, 한일 양측이 합의해 재산 청구 위원회를 만들고, 이후 2월 20

일 제1차 회담을 시작했다. 이번 회담에서 한국 측은 한일 간 대일 청구 

요강(8개 항목)을 제시하였다.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다.158)

求”, 安成日, 앞의 글(각주 155)에서 재인용함.

157) 鹿島和平研究所編：吉澤清次郎 監修《日本外交史媾和後的外交【Ⅰ】 對列國關係
【上】》，鹿島研究所出版會，1973年5月版，P44. 試論第一次日韓會談與日本的“逆財
產請求權要求”, 安成日, 앞의 글(각주 156)에서 재인용함.

158) 장박진, “한일 청구권협정 제2조의 형성과정(1965.3-6) 분석: 개인청구권 문제를 중
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제48호, 동북아역사재단, 2015, P300-306.

③ 양국은 전쟁으로 인한 각종 청구권의 처리 문제를 협상하여 해결하였다.

④ 양국은 조속히 통상 항해 조약을 체결하고 조약 체결 이전에 한국은 일

본에서 동맹국과 같은 대우를 받았다.

⑤ 양국 간의 어업 활동 제한에 관한 협상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

⑥ 본 조약은 양국의 비준과 강화조약을 거쳐 동시에 발효된다.156)

① 조선은행을 통하여 반출된 地金 및 地銀의 반환 청구

② 1945년 8월 9일 현재 조선총독부가 일본정부에 대해 가지는 채권

③ 1945년 8월 9일 이후 한국으로부터 이체 또는 송금된 금품의 반환 청구

④ 1945년 8월 9일 현재 한국 법인의 재일 재산의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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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후에 1952년 2월부터 1964년 4월까지 한일 간에 6차례의 공식 회담

이 열렸으나 일본의 식민 통치, 재산 청구권, 전쟁 배상, 어업 범위, 재

일 한국인의 지위, 독도 귀속 문제의 청산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과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양국 간의 협상은 계속 교착 상태에 빠졌다. 1964

년에 한일은 같은 해 12월에 시작된 7차 회담에서 서로 타협을 했고 다

음 해인 1965년 2월에 쌍방은 한일기본조약(韓日基本條約)을 체결했다. 

그리고 같은 해 6월 22일 도쿄에서 정식 계약을 체결했고, 12월 18일에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그 결과 나온 한일기본조약은 1910년 한일 병합 

이전에 체결한 조약을 모두 무효로 규정하였다. 유엔 제195호 결의안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조선의 유일한 합법 정부이고 그 범위는 북위 38도

선 이남으로 결정하였으며, 한일 양국 서로는 대사관과 영사관 등을 설

치하기로 하였다. 같은 날 양측은 다른 협정에도 서명했고, 그 조약과 

협정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0년 동안 한국에 차관 2억 달러, 무상 제공 

3억 달러 등의 방식으로 배상하기로 했다.159) 그 중에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160)은 

159) 한일기본조약의 자세한 내용은 바로 뒤에서 살펴보겠다.

160)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
정(Agreement on the Settlement of Problem concerning Property and Claims and the 

⑤ 한국인(법인 포함)이 가진 일본국 또는 일본국민에 대한 일본 국채, 공채, 

일본은행권, 피징용 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

  a. 일본유가증권

  b. 일본계 통화

  c. 피징용 한국인 미수금

  d. 전쟁에 의한 피징용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

  e. 한국인이 일본 정부에 대하여 가지는 퇴직연금 등의 청구

  f. 한국인이 일본인(법인 포함)에 대하여 가지는 청구

⑥ 한국인(법인 포함)의 일본 정부 또는 일본인에 대한 개별적 권리 행사에 

관한 항목

⑦ 위 여러 재산 또는 청구권에서 발생한 과실의 반환 청구

⑧ 이상의 반환 및 결제의 개시 및 종료 시기에 관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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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문제에 관련된 중요한 조약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

용은 다음과 같다.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trtyInfoP.do?mode=4&trtySeq=3678&chrClsCd=010202&vSct 검색일: 
2020.09.23.)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 및 양국 국민의 재산과 양국 및 양국 국민간

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희망하고, 양국 간의 경제협력을 증

진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1. 일본국은 대한민국에 대하여

    (a) 현재에 있어서 1천8십억 일본 엔(108,000,000,000엔)으로 환산되는 3

억 아메리카합중국 불($ 300,000,000)과 동등한 일본 원의 가치를 가

지는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을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로부

터 10년 기간에 걸쳐 무상으로 제공한다. 매년의 생산물 및 용역의 

제공은 현재에 있어서 1백8억 일본 엔(10,800,000,000엔)으로 환산되는 

3천만 아메리카합중국 불($ 30,000,000)과 동등한 일본 원의 액수를 

한도로 하고 매년의 제공이 본 액수에 미달되었을 때에는 그 잔액은 

차년 이후의 제공액에 가산된다. 단, 매년의 제공 한도액은 양 체약국 

정부의 합의에 의하여 증액될 수 있다.

    (b) 현재에 있어서 7백20억 일본 엔(72,000,000,000엔)으로 환산되는 2억 

아메리카합중국 불($ 200,000,000)과 동등한 일본원의 액수에 달하기

까지의 장기 저리의 차관으로서, 대한민국 정부가 요청하고 또한 3의 

규정에 근거하여 체결될 약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사업의 실시에 필요

한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을 대한민국이 조달하는데 있어 

충당될 차관을 본 협정의 효력 발생 일로부터 10년 기간에 걸쳐 행한

다. 본 차관은 일본국의 해외경제협력기금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으

로 하고, 일본국 정부는 동 기금이 본 차관을 매년 균등하게 이행할 

수 있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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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제공 및 차관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유익한 것이 아니면 아

니 된다.

  2. 양 체약국 정부는 본조의 규정의 실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권고를 

행할 권한을 가지는 양 정부 간의 협의기관으로서 양 정부의 대표자로 

구성될 합동위원회를 설치한다.

  3. 양 체약국 정부는 본조의 규정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약정을 체결한

다.

제2조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

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 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

한다.

  2. 본조의 규정은 다음의 것(본 협정의 서명일 까지 각기 체약국이 취한 

특별조치의 대상이 된 것을 제외한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a) 일방체약국의 국민으로서 1947년 8월 15일부터 본 협정의 서명일까

지 사이에 타방체약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사람의 재산, 권리 및 이

익

    (b)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1945년 8월 15

일 이후에 있어서의 통상의 접촉의 과정에 있어 취득되었고 또는 타

방체약국의 관할 하에 들어오게 된 것

  3.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 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

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

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 74 -

  그리고 한일 간의 민간배상 청구권 문제는 주로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

용 문제를 관련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들의 역사적 배경을 분석하고 

제3조

  1. 본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 체약국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었던 분쟁은 어느 일방체약국의 정부

가 타방체약국의 정부로부터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공한을 접수한 날

로부터 30일의 기간 내에 각 체약국 정부가 임명하는 1인의 중재위원과 

이와 같이 선정된 2인의 중재위원이 당해 기간 후의 30일의 기간 내에 

합의하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당해 기간 내에 이들 2인의 중재위원이 

합의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과의 3인의 중재위원

으로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에 결정을 위하여 회부한다. 단, 제3의 중재위

원은 양 체약국중의 어느 편의 국민이어서는 아니된다.

  3. 어느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당해 기간 내에 중재위원을 임명하지 아니

하였을 때, 또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제3국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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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위

원으로 구성한다.

  4. 양 체약국 정부는 본조의 규정에 의거한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복한다.

제4조

  본 협정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서울에서 교환한

다. 본 협정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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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민간배상 청구 사안의 발생 원인과 배경을 파

악할 것이다.

    ① 위안부 관련 문제

  중국학자는 종군 위안부가 일본군이 관리하는 육군 위안소 등에서 일

본군 병사를 대상으로 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을 말한다고 주장한

다.161) 한중 양국 학자는 모두 위안부를 기만적이고 강박적인 수단이 사

용되었다고 생각한다. 중국학자들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본군의 종

군 위안부 총수는 36만 명에서 41만 명에 달했고, 그 중 주요 인원은 중

국과 한국에서 온 위안부였다고 파악한다. 통계에 따르면 중국 위안부는 

20만 명 이상, 한국 위안부 약 16만 명이라고 분석된다.162) 한국 내에서 

발간된 한성 신문의 1974년 11월 1일 보도에 따르면 “1943년부터 1945

년 8월 15일까지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납치된 한국 여성은 20만 명으로 

추정되며 이 중 5만 명부터 7만 명까지 사망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여성 정신대163) 중에서는 일부 위안부로 강제징용을 당하는 여성

들도 많았다. 위안부 피해자는 매일 일본군에게 성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위생과 취사에도 종사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적은 보

수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 어떤 피해자들은 아무런 보수를 받지 

못했다.164) 종군 위안부는 항상 군대를 따라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지쳐서 죽거나 전쟁 중에 사망·실종되었다.165)

  그리고 한국 학자들이 정의하는 위안부도 중국과 비슷하다. 중국에서

의 위안부는 일본이 만주사변(1931년 9월 18일)을 일으킨 이후부터 태평

양전쟁에서 패전한 1945년까지 전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라는 

161) 安成日, 《略论日本侵略战争对殖民地朝鲜造成的损害》, 韩国研究论丛 第十五辑, 
2020.

162) 蘇智良,陳麗菲, 《侵華日軍慰安婦制度略論》, 歷史研究，1998.
163) 金明基 ,<挺身隊와 國際法>, 法志社 , 1993, P17.
164) Nishino Rumiko, Kim Puja and Onozawa Akane, <Denying the Comfort Women-The 

Japanese State’s Assault on Historical Truth>,  Routledge, 2018.
165) 安成日, 앞의 글(각주 16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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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으로 설치한 ‘위안소’에 강제동원을 되어 일본군의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한 여성을 지칭하는 것이다. 문헌과 증언 속에서는“작부”, “특

수부녀”, “추업부(醜業婦)”, “예기”, “창기”, “여급” 등의 호칭

으로 나타나고, 위안소도 “육군 오락소”, “구락부”, “군인회관”, 

“조선요리옥” 등의 호칭으로 불렸다.166) 한국 피해자들에게 일제강점

기에 일본군에 동원되어 일본군의 성노예로 이용된 피해자들을 지칭하는 

용어에는 일정한 가치판단이 내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 어떤 용어를 사용하는가는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

는다. 앞서 한성 신문에서 말했듯이 1990년대 초반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가 본격적으로 떠올랐을 때는 정신대(挺身隊)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었

다. 정신대는 일본 국가(천황)를 위해 솔선해서 몸을 바치는 부대라는 뜻

으로 일제가 노동력 동원을 위해 만든 것이었다. 정신대(노무동원)와 위

안부(성동원)는 본질적으로 성격이 달랐으나, 여자 근로정신대 동원 여성

이 위안부로 끌려간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의미가 호도되어 잘못 사용된 

것이었다. 이후 연구를 통하여 당시 사용되었던 용어와 가까운 일본군 

위안부라는 용어가 정착되었다. 1990년대 일본에서는 종군위안부라는 용

어가 사용되었다. 그러나 종군이라는 말에는 종군기자, 종군간호사처럼 

자발적으로 군을 따랐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강제로 일본군 위안부

를 동원했던 일본의 역사적 책임을 은폐시킨다는 점에서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용어이다.167)

  국제사회에서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문제를 처음 제기했을 때는 위안

부라는 단어를 직역하여 “comfort wome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현재는 UN 등 국제사회에서 성노예(military sex slavery)와 군대성

노예제도(military sexual slavery)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한다. 1996년 UN

인권위원회에 제출된 라디카 쿠마라스와미(Radhika Coomaraswamy) 보고

서는 이 문제를 명확하게 “전시 하에서의 군대성노예제도(military 

sexual slavery in wartime)”로 규정했다.168)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위

166) 여성가족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e-역사관 
(http://www.hermuseum.go.kr/main/PageLink.do, 검색일: 2020.09.22)

167) 여성가족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e-역사관(각주 166)참조.



- 77 -

안부의 정의를 정확히 이해하고 규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연구를 위한 

유리한 자료도 많이 확보해야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더욱 잘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1990년 11월에 한국 37개 사회단체가 연합하여 ‘한국 정신대 대책 협

의회’를 설립하여 일본 정부에 위안부 문제에 대해 조사하고 사과하며 

배상하라고 요구하였고, 일본 정부에 역사 교과서에 종군 위안부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리고 한국 학계는 일본군의 전쟁 범죄

를 폭로하기 위해 위안부 문제에 관한 대량의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169)

  1991년 8월에 한국의 위안부 피해자인 김학순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기자회견으로 그는 일본군의 범행을 실명으로 공개적으로 밝힌 최초

의 위안부 피해자가 되었다. 그 후에 다른 피해자들도 자신의 피해 경력

을 공개해 일본군의 죄를 입증하였다. 그와 더불어 한국 네에서도 위안

부 관련 서류 및 연구 성과가 속속 공개되었다.170)

  1991년 12월부터 일본 정부는 제2차 세계 대전 중 일본군과 관련된 위

안부 문제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한 후 1993년 8월 4일 당시 내각 장관이

었던 고노(河野)는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고노 내각 관방장관 담화(河
野談話)”171)라는 담화를 발표했다.172) 고노 내각 관방장관 담화에서 일

168) 여성가족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e-역사관(각주 166)참조.
169)《日軍“慰安婦”問題的真相》，〔韓〕歷史批評社1997年版； 韓國挺身隊問題對策協

議會編：《日軍“慰安婦”問題的責任：歷史及社會學研究》，〔韓〕草光出版社2001年
版(李成日, 《安倍政府的“慰安妇”问题认识与日韩关系的困境》, 东北亚学刊 韩日关
系，2018年5月第2期(总第38期), 2018에서 재인용함.)

170) 李成日，앞의 논문(각주 169), P41참조.

171) "河野談話,日本今日將提交河野談話出臺經過調查報告" 
,(新浪網http://news.china.com.cn/world/2014-06/20/content_32721443.htm  
검색일: 2020.09.23.)

172) 河野談話(고노 내각 관방장관 담화)的主要內容如下：

  이른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재작년 12월부터 조사를 진행해 왔으
나, 이번에 그 결과가 정리되었으므로 발표하기로 하였다. 이번 조사 결과, 장기간에, 
또한 광범한 지역에 걸쳐 위안소가 설치되어 수많은 위안부가 존재했다는 것이 인정
되었다. 위안소는 당시의 군 당국의 요청에 의해 설영된 것이며, 위안소의 설치, 관
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관해서는 구 일본군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이에 관여하였
다. 위안부의 모집에 대해서는,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이를 맡았으나, 그 경
우에도 감언, 강압에 의하는 등,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된 사례가 많이 있으
며, 더욱이 관헌 등이 직접 이에 가담하였다는 것이 명확하게 되었다. 또한, 위안서
에서의 생활은 강제적인 상태 하에서의 참혹한 것이었다. 또한, 전장에 이송된 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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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은 오랜 기간 동안 많은 곳에 위안소를 설치하고 그곳에서 위안부를 

많이 강제징용을 한 것을 인정했다. 위안소는 그 당시 일본 군국주의 정

부가 계획을 하고 일본군은 그 계획에 따라 위안소를 설치·관리하며 그 

유지·관리의 차원에서 위안부의 운송에도 참여했다. 위안부의 모집은 

주로 민간에 의뢰하여 이루어졌으나 사기 또는 강박을 통해 본인의 뜻을 

어기는 사례도 많았고 관원이 직접 지시한 사례도 있었다. 위안부 문제

는 많은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심각한 상처를 가져왔다. 이런 상황에 대

해 전후 일본 정부는 “고노 내각 관방장관 담화”를 통해 위안부가 겪

은 고통과 상처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표명한 것이다.173)

  1995년 7월에 그 당시에 일본 총리 무라야마 후지는 ‘아시아 여성 기

금’174)을 설립하자고 제안했고 민간 모금과 정부 지원의 형식을 통해 

제2차 세계 대전 때 일본군이 점령한 지역의 위안부에게 배상금을 지불

했다.175) 2002년까지 한국 정부가 인정한 위안부 피해자는 207명이다. 이 

기금에서 전무이사를 지낸 일본 도쿄대학교 명예 교수 와다 하루키가 

2014년 2월 27일 밝힌 바에 따르면, 이 기금은 한국 위안부 60명에게 1

인당 200만 엔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한다. 보상금을 받은 사람은 한국 

정부가 인정한 위안부 중에 약 30%를 차지했다.176) 아시아 여성 기금은 

부의 출신지는, 일본을 제외하면 조선반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당시의 
조선반도는 일본의 통치 하에 있어, 그 모집, 이송, 관리 등도, 감언, 강압에 의하는 
등, 대체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행하여 졌다. 결국, 본건은 당시 군의 관여 하에서,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준 문제이다. 정부는 이 기회에, 다시금 
그 출신지의 여하를 묻지 않고, 이른바 종군위안부로서 허다한 고통을 경험당하고, 
심신에 걸쳐 씻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께 사과와 반성의 마음을 올린다. 
또한, 그런 마음을 우리나라로서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유식자의 의견 
등도 구하면서, 앞으로도 진지하게 검토해아 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이런 역사
의 사실을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역사의 교훈으로서 직시해 가고 싶다. 우리
는, 역사 연구, 역사 교육을 통해, 이런 문제를 오랫동안 기억에 남기며, 같은 과오를 
결코 반복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시금 표명한다. 또한, 본 문제에 대해서는, 
본국에서 소송이 제기되어 있으며, 또한 국제적으로도 관심이 모여 있으며, 정부로서
도, 앞으로도, 민간의 연구를 포함해, 충분히 관심을 기울여 가고 싶다. 

173) 각주 172) 참조.
174) Muta Kazue, <“The ‘comfort women’ issue and the embedded culture of sexual 

violence in contemporary Japan”>, Current Sociology Monograph 2 64(4), 2016.

175) Nishino Rumiko, Kim Puja and Onozawa Akane, 앞의 책(각주 164) P93.
176) 노컷뉴스, 2014. 2. 27. “日 위안부 피해자 60명, 아시아여성기금 수령…71%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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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민간 조직의 민간 기부를 더 많이 

이용한 배상 방식이기 때문에 대부분 위안부 피해자는 일본 정부가 국가 

보상이 제공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177) 이런 민간 기부를 

통한 배상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2015년 12월 28일에는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

자 문제의 해결 방안에 합의했으며, 윤병세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과 기

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대신은, 12월 28일 오후에 다시 회담을 가진 다음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위안부에 관한 합의사항을 발표하였다.178) 본 합의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위안부 피해자에게 사과했

다. 일본 측은 재정 예산을 조달하여 한국 측이 발기하여 설립한 위안부 피해자 

지원 기금에 자금을 지원할 것이다. 상기 두 가지 전제 하에 한 일 쌍방은 ‘위

안부’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한국 정부는 관련 단체와

의 협의를 통해 주한 일본 대사관 앞 ‘평화 소녀상’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

해 노력할 것이다. 양측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판과 

비난 등을 자제하기로 합의했다.179)

  이에 대해 한국 사회는 일본 정부에 ‘법적책임’을 강력히 요구하고 

한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굴욕외교라고 주

장한다.180)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의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된 시기에는 다수 국민들이 위안부 문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

를 표명했고, 그 의견에 따라 한국 정부는 같은 해 7월 31일에 민간 인

사와 외교부 관원으로 구성된 전문 업무팀을 설립하여 합의 협상의 과정

부” (https://www.nocutnews.co.kr/news/1193160 검색일: 2020.06.30.)

177) 李成日, 앞의 논문(각주 169), P42참조.
178) 한겨레, 2015. 12. 28.,. “한·일, 위안부 문제 해결 합의…“군 관여 여성에 상처”

(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723743.html, 검색일: 2020.08.31.)

179) 《韓日慰安婦問題外長會談聯合新聞稿》, 韓聯社網站, 2015年12月28日(李成日, 앞의 
논문(각주 169), P43에서 재인용함.)

180) 《위안부 단체-피해 할머니들 “알 빠진 합의 … 
수용못해”》,동아일보[정치],2015,12,29.慰安婦問題協議-韓方立場與韓日關係，呂春燕，
東北亞學刊，P82에서 재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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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내용에 대해 전면적으로 검토하는 동시에 위안부 피해자의 의견을 우

선 청취했다.181) 그러나 한국 내 ‘위안부 합의’는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았고 변하지 않은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21년 1월 8일, 서울중앙지법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한 판결을 내리면서, “한

국 법원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는 일본 정부

의 국제법상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에 대해 다양한 국제법적 논거를 

들며 반박했다. 이 논거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재판부는 주권면제 원칙이 배상 회피 수단은 아니라고 한다. 국

가면제 원칙은 반인권적과 반인도적인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예외가 

되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국가면제 원칙이 항구적이고 고정적

인 가치가 아니라 국제질서의 변동에 따라 계속 수정되고 있다고 강조했

다. 둘째, 재판부는 청구권협정과 위안부 합의는 청구권을 유지시킨다고 

판단한다. 재판부는 한일 청구권협정이나 위안부 합의를 통해 피해를 입

은 개인들에 대한 보상을 포괄하지 못했다며 협상력과 정치적인 권력을 

갖지 못한 개인에 불과한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소송 외에 구체적인 손

해배상을 받을 방법이 요원하다고 설명했다. 셋째, 재판부는 판결은 확

정되더라도 일본 정부가 손해배상 집행 과정에 응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

에 배상까지 어렵다고 본다.182)

  그러므로 한일 간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논쟁도 많고 아직까지 제대로 

풀리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시간이나 

연구를 필요하고 양국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양국 국민의 공동 노력도 

필요하다고 본다.

    ② 강제징용 관련 문제

181) 呂春燕, 《慰安婦問題協議-韓方立場與韓日關係》, 東北亞學刊, 2019, P84.
182) 동아일보, 2021. 1. 9. “법원 “위안부 운영, 반인도적 범죄… 日정부를 재판할 권

리 있다””(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109/104840407/1, 검색
일: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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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7년에 일본의 중국 침략으로 전면적인 전쟁이 발생했고 중국군과 

국민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각지에서 완강한 저항을 하기 시작했다. 

일본 군국주의가 중국 통제를 가속하기 위해 중국 전장에 대량의 병력과 

자원을 투입하였기 때문에 정작 일본 국내와 다른 전장에서의 일본군 자

원이 부족하게 되었다. 전쟁에 필요한 병력과 물자를 보충하고 전장을 

확장하기 위해 1938년 4월에 일본은 국가총동원법을 제정 및 공표했고 

일본 본토와 식민지 한국의 인력·물자에 대해 전면적인 통제와 강제 동

원을 실시했다. 당시 일본의 강점 아래 있던 한반도에서는 각종 홍보와 

강제적 정책 법령 아래 강제 동원되는 노동자, 군인, 군무원, 종군 위안

부 등의 피해자가 총 7~800백만 명에 달했다.183) 이 가운데 집중적으로 

검토한 강제징용(노동자 징용)은 당시 일본이 행한 주요 강제 동원이라

고 할 수 있다. 조사에 따르면 일본 군국주의 강제 동원 피해자 중에 강

제징용 노동자 피해자는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최소 113만 명에서 최

대 146만 명으로 조사됐다.184)

  강제 동원중에 강제노동이란 1938년 4월에 공표된 국가총동원법과 그

에 따라 시행된 관련 법령에 따라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며 폭력을 이용하

183) 廉鬆心, 《二戰時期朝鮮半島強制動員受害及索賠問題述略》, 北華大學學報（社會科學
版）, 2020年第四期.

184) 한국사사전편찬회, <한국근현대사사전>, 가람기획, 2005. 강제징용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제가 노동력 보충을 위해 조선인을 강제노동에 동원·종사케 한 일. 중국침략 전
에는 조선의 값싼 노동력을 <모집>하여 일본의 토목공사장·광산에서 집단노동하게 
했으나, 중·일전쟁(1937) 후부터는 국가총동원법을 공포하고 국민 징용령을 실시, 강
제동원에 나섰다. 39년부터 45년까지 강제동원된 조선인은 113만 혹은 14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이들은 주로 탄광·금속광산·토건공사·군수공장에
서 가혹한 노동조건 밑에 혹사당했다. 또한 <근로동원>이란 명목으로 국민학생까지 
군사시설공사에 동원했으며, 44년에는 <여자정신대근무령>을 발표, 12세에서 40세까
지의 여성 수십만 명을 강제징집, 군수공장에서 일하게 하거나 군대 위안부로 보내
는 만행을 저질렀다.
강제징용된 조선인은 공사 후 기밀유지를 이유로 집단 학살당한 경우도 있었는데, 
평양 미림(美林)비행장 노동자 8백여 명, 지시마열도(千島列島) 노동자 5천여 명이 집
단학살된 것이 대표적인 예다. 남양 지방의 섬에 끌려간 경우에는 일본군의 후퇴와 
함께 동굴 속에 가두어져 무참히 학살당한 예도 있었다. 일본 정부는 90년 6월 강제
징용 한국인 총수를 66만 7천 6백 48명으로 공식 발표했을 뿐, 이들에 대한 어떤 보
상도 외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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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노무 인원을 집단 징발한 뒤 업종별로 공장 및 공사 현장에서 강제노

역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중에는 여자 정신대도 포함되어 있었

다. 한국인이 강재징용을 한 지역은 한반도와 일본 본토(남사할린 포함) 

외에 중국, 동남아, 태평양(남양군도) 등도 있다. 종사하는 업종은 병기 

공장, 군대 시공 현장, 건축 현장, 탄광, 항구 운송 시설 등 있다. 이 중 

탄광에 동원된 노무자 수가 가장 많았다.185) 그리고 노무 동원의 경로는 

주로 노동자모집(摊派招募), 관 알선, 국민징용 등 세 가지가 있었으나, 

모든 동원은 국가 권력을 통해 강제적으로 실시되었다.186) 첫째, 노동자

모집(1939. 9. ~ 1942. 1.)은 1939년 9월 1일부터 시작하고 같은 해 7월 

28일에 내무성 등에서 발표한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했다. 구체적인 절

차는 한국 사람을 고용해야 하는 일본인 업주가 모집 신청을 제출하면, 

한국 총독부가 노동자를 모집하는 지역과 인원수를 지정하고 비준한 후 

해당 지역에서 노동자를 제공한다. 둘째, 관 알선(1942. 2. ~ 1944. 8.)은 

조선 총독부가 제정한 관련 정책에 근거하여 실시했다. 한국인을 고용해

야 하는 일본 기업 또는 대리 기구가 신청을 하면, 조선 총독부는 지역

과 인원을 모집하는 것을 비준하고 지정한 후 조선 총독부와 지방 행정

기관은 경찰, 헌병, 직업소개소 등 기구와 협력하여 징용인원을 선정하

고 동원했다. 셋째, 국민징용(1944. 9. ~ 1945. 8.)은 1939년부터 1943년 

말까지 일본에 의해 강제징용 되었던 한국 노동자 수가 40만 명에 달했

으나 전시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해 1944년 9월부터 실시한 강제징용 방

식이다. 총독부는 한국인의 노동력을 미리 조사하고 등록한 후에 수시로 

동원하려고 했다. 이 지시에 복종하지 않으면, 국민의 징용 명령을 어긴

다는 이유로, 체포하고 구속하여 처벌했다.187) 일본의 각종 강제 동원 가

운데 노무동원이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다. 노무 동원은 크게 한반도 내

와 한반도 외의 두 종류로 나뉜다. 노무동원 규모에 관한 일본 당국의 

통계는 72만 명으로 집계 되었으나, 1974년 일본 민간단체의 통계는 150

만 명으로, 2002년까지는 한반도 외의 200만 명, 한반도 내의 550만 명

185) 廉鬆心, 앞의 글(각주 183)참조.

186) 廉鬆心, 앞의 글(각주 183)참조.
187) 廉鬆心, 앞의 글(각주 18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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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추산되었으며, 이는 현장 조사와 연구 활동 및 자료 발굴을 통해 

추가된 결과이다.188) 강제징용 기간에 사망한 한국인 근로자 수는 약 30

만 명으로 집계됐다.189)

[표 5-1] 한국인들의 각지 노동 상황 (1939 - 1944년 12월)190)

[표 5-2] 연간 계획 동원 및 실제 동원 노동자 수192)

188) 정혜경,<일제말기 조선인 강제연행의 역사-사료연구>,경인문화사,2003.（二戰時期朝
鮮半島強制動員受害及索賠問題述略，廉鬆心, 앞의 글(각주 183)에서 재인용함）

189)  權熙英．《海外犧牲者遺骸現況調查事業報告書》［M］．城南: 
韓國精神文化研究院，1995,P11－15.（二戰時期朝鮮半島強制動員受害及索賠問題述略, 
廉鬆心, 앞의 글(각주 183)에서 재인용함）.

190) 朝鮮總督府財務局《第86屆帝國議會說明資料》，對原來資料上存在的明顯的錯誤數據進
行了更正以後再進行合計。戰後補償問題研究會編《在日韓國.朝鮮人的戰後補償》明石書
店，1991年，P35(安成日, 앞의 글(각주 155)에서 재인용함.)

191)  高福顺, 《库页岛的地理发现与日俄对库页岛的争夺》, 长春师范大学学报 
第21卷第1期, 2002, P22-25.

192) 資料來源：朝鮮總督府財務局《第86屆帝國議會說明資料》戰後補償問題研究會編髮，
《戰後補償問題資料第二集》，1991年，P29-30.注：本表的數據不包括軍隊需要移入的勞
工以及滿洲開拓民，日本本土居住朝鮮人等. (安成日, 앞의 글(각주 155)에서 재인용하여 
가독성 있게 재구성함.)

구분 탄광 금속 광산 공사장 공장 및 기타 합계

일본 본토 320,148 61,409 129,664 122,872 634,093

桦太 

からふと191)
10,509 190 5,414 16,113

남양 군도 5,931 5,931

합계 330,657 61,599 135,078 128,803 656,137

연도 전입지역 계획전입인원수 실제전입인원수

1939

일본본토 85,000 49,819

桦太 3,301

남양 군도

합계 85,000 53,120

1940
일본본토 88,800 55,979

桦太 8,500 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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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이 끝난 뒤 강제징용 피해자는 일본이나 한국에서 일본 정부나 기

업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대부분 일본 법원은 소송

을 기각하며 접수를 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강제 징용된 한국인 피해

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다음과 같다.193)

[표 5-3] 한국인 피해자 일본 기업 상대 제기 소송 상황

193) 전쟁 및 식민지배와 관련하여 일본에서 제기된 여러 소송들을 총정리한 자료는 김
창록, “일본에서의 대일과거청산소송: 한국인들에 의한 소송을 중심으로”, ｢한국법
사학 연구｣ 제35권, 2007, P380-394; 田中 宏, 有光健, 中山武敏, 未解決の戦後補償―
問 われる日本の過去と未来(創史社, 2012), P208-213. (김기창·최나진, “한일 청구
권 협정과 강제 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비교사법 제24권 2호(통권77호), 한
국비교사법학회, 2017, P826에서 재인용하여 가독성 있게 재구성함.)

남양 군도 814

합계 97,300 59,398

1941

일본본토 81,000 63,866

桦太 1,200 1,451

남양 군도 17,800 1,781

합계 100,000 67,098

1942

일본본토 120,000 111,823

桦太 6,500 5,945

남양 군도 3,500 2,083

합계 130,000 119,851

1943

일본본토 150,000 124,286

桦太 3,300 2,811

남양 군도 1,700 1,253

합계 155,000 128,350

1944

일본본토 290,000 228,320

桦太

남양 군도

합계 290,000 228,320

1945 불명 불명 불명

합계 857,300 656,137

사건명 : 김순길 미쓰비시 선박 손해배상청구소송
원고 피고 1심 2심 최고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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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長崎地方裁判所 平成4(ワ) 315, 平成9年12月2日[본 각주부터 각주 203까지의 일본 

한국인
일본국
미쓰비시 사

나가사키 지방재
판소
92년 7월 31일 
소제기 
1997년 12월 2
일 원고 청구 기
각194)

후쿠오카 고등재
판소 
1999년 10월 1
일 항소 기
각195).

2003년 3월 28
일 상고 기
각196).

사건명 : 미쓰비시 히로시마 징용 피폭자의 체불임금 등에 대한 청구소송
원고 피고 1심 2심 최고재판소

한국인
일본국
미쓰비시사
료주 주식회사

히로시마 지방재
판소 
1995년 12월 11
일부터 소제기 
(3개 사건)
1999년 3월 25
일 원고 청구 기
각197)

히로시마 고등재
판소
2005년 1월 19
일 항소 일부 인
용198)

2007년 11월 1
일 상고기각 및 
상고 불수리 결
정199)

사건명 : 신일본제철 강제노동 손해배상청구소송
원고 피고 1심 2심 최고재판소

한국인 신일본제철

오사카 지방재판
소 
1997년 12월 24
일 소제기
2001년 3월 27
일 원고 청구 기
각200)

오사카 고등재판
소
2002년 11월 19
일 항소 기각201)

2003년 10월 9
일 상고기각 및 
상고불수리 결
정202)

사건명 : 후지코시사 강제연행근로자에 대한 미불임급 등 청구이차소송
원고 피고 1심 2심 최고재판소

한국인
일본국 
주식회사 후지
코시

도야마 지방재판
소
2003년 4월 1일 
소제기 
2007년 9월 19
일 원고 청구 기
각203)

나고야 고등 재
판소
2010년 3월 8일 
항소 기각204)

2011년 10월 24
일 상고 기
각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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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일 양국 간 민간배상 청구권 문제에 대한 

역사적 배경도 복잡하다고 본다. 양국 간의 민간 청구권 문제206)를 조속

히 해결하려면 민간배상 청구권에 대한 양국 간의 논쟁을 해결해야 할 

뿐 아니라 한국 피해자들의 마음을 빨리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국제법적뿐만 아니라 국제인도주의 차원에서 자신이 

한국 피해자에게 입힌 상처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양국 간에 존재하는 역사적 문제를 철저히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2) 대표적 사안

  한일 간의 민간배상 청구권 문제는 주로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로 나

타난다. 즉, 위안부와 강제징용의 소송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민간배상 

청구권 소송 현황을 잘 파악할 수 있다.

    ① 위안부 관련 소송

  1998년 4월 27일 일본의 야마구치(山口) 지방법원 시모노세키 지부는 

일본국을 피고로 한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들의 청구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시모노세키판결).207) 시모노세키 지부는 “종군위안부는 철저한 

판결은 김기창·최나진, 앞의 논문(각주 193), P827에서 재인용함.]
195) 福岡高等裁判所 1019号 155頁, 平成11年10月1日.
196) 最高裁判所 平成11(オ) 1807, 平成15年3月28日.
197) 広島地方裁判所 平成7(ワ) 2158(甲事件), 平成8(ワ) 1162(乙事件), 平成10(ワ) 649 

(丙事件).
198) 広島高等裁判所 平成11(ネ) 206, 平成17年1月19日
199) 最高裁判所, 平成17(受) 1977, 平成19年11月1日.
200) 大阪地方裁判所 平成9(ワ）13134, 平成13年3月27日.
201) 大阪高等裁判所 平成13(ネ) 1859, 平成14年11月19日.
202) 最高裁判所 平成15(オ) 340等, 平成15年10月9日.
203) 富山地方裁判所 平成15(ワ) 79, 平成19年9月19日.
204) 名古屋高等裁判所 平成19(ネ）150, 平成22年3月8日(通称 不二越強制労働損害賠償).
205) 最高裁判所 平成22(オ) 1310, 平成23年10月24日.
206) 이가라시외, <전후보상과 한일의 상호이해>,한양대학교 출판부, 2003, P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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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차별과 민족차별 사상의 표현이며 여성의 인격의 존엄을 근저에서부

터 침해하고 민족의 긍지를 유린하는 것”이므로 위안부 제도의 “피해

자에 대해, 그 이상의 피해의 증대를 초래하지 않도록 배려와 보증해야 

할 조리상의 법적 작위의무”로서 “특별 배상 입법을 해야 할 의무를 

위법하게 게을리한 데 따른 정신적 손해 배상금” 각 30만 엔을 지급하

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그러나 2001년 3월 29일 일본 히로시마 고등 법

원은 일본 정부 때문에 피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위안부 3명이 제기한 소

송은 패소 판결을 내렸고, 야마구치 지방법원 시모노세키 지부는 1심에

서 선포한 일본정부가 원고 한 명에게 30만 엔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취소했다. 법원의 이유를 보면 여성들에게 위안부나 노동력을 강요하는 

것은 일본 헌법을 심각하게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22개 

한국 시민 단체 연맹은 법원이 하급 법원의 판결을 터무니없이 논리로 

뒤집었다고 밝혔다. 그들은 일본정부가 그 나라의 과거 폭행에 대해 법

적 책임을 질 것을 요구했다.208)

    ② 강제징용 관련 소송

  미쓰비시 사건의 원고들은 1944년 일본에 의해 강제징용을 당해 일본 

히로시마에 있는 미쓰비시 중공에 강제노동을 했고, 1945년 8월 6일 히

로시마가 원폭 당한 이후 피해자들이 각자 비용을 마련해 한국으로 돌아

온 사람들이다. 이들은 1995년 12월 11일 히로시마 지방법원에 일본과 

미쓰비시 중공을 피고로 한 손해배상 및 보수를 지급하는 소송을 제기했

다. 히로시마 지방법원은 1999년 3월 25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이 

결과는 히로시마 고등법원과 일본 대법원에서 유지됐다. 그 후에 일부 

207) 판결의 전문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1998년 6월 27일 개최한 “시모노세키 
재판평석회”자료집 정대협 홈페이지 http://witness.peacenet.or.kr/index.htm)의 자료실
-문서자료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김영필, 전후보상과 한일의 상호이해, 한양대학
교 출판부, 2003, P185의 일본군위안부소송과 일본재판소의 과제에서 재인용함.)

208) “韓國團體憤怒譴責日法院判韓國慰安婦敗訴”，中新社，2001.03.30.
(http://news.eastday.com/epublish/gb/paper148/20010330/class014800004/hwz349417.htm, 
검색일: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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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00년 5월 1일 부산 지방법원에 미쓰비시 중공을 피고로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 지방법원은 2007년 2월 2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

렸고 부산 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했다.209)

  그리고 ‘신일본 제철 사건’의 원고들은 1941부터 1943년까지 일본에 

강제 노동을 당했으나 아무런 보수도 받지 못했거나 적은 보수만 받은 

사람들이었다. 이에 따라 1997년 12월 24일 신일본제철을 피고로 하여 

오사카 지방법원에 보수와 손해배상을 지급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소송은 2001년 3월 27일 기각되었으며, 이 결과는 원고가 오사카 고

등법원과 일본 대법원에서도 유지되었다. 이후 원고는 2005년 2월 28일 

서울 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 중앙지법과 서울 고법은 원고에

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210) 그러나 한국 대법원211)은 원심과 항소심의 

판결212)을 뒤엎고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국제법과 관련된 부

분213)은 한국 대법원의 판결요지 중에 6항에 다음 내용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청구권협정’이라 한다)은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

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서, 청구권협정 제1조에 의해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 지급한 경제협력자

금은 제2조에 의한 권리문제의 해결과 법적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청구권협정의 협상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209) 釜山地方法院 2007.2.2.宣告 2000GaHap7960 判決；釜山高等法院 2009.2.3.宣告 
2007Na4288判決，馬光, 《韓國法院對民間戰爭受害者權益的救濟與對我國的啓示》, 東北
亞論壇, 2015年第5期, P86.

210)首爾中央地方法院,2008.4.3.宣告,2005GaHap16473,判決；首爾高等法院,2009.7.16.宣
告 2008Na49129 判決，《韓國法院對民間戰爭受害者權益的救濟與對我國的啓示》，馬
光, 앞의 글(각주 209), P86에서 재인용함.

211) 대법원 2012. 5. 24.선고, 2009다22549 판결.
212) 韓國大法院 2012.5.24.宣告 2009Da22549 判決 4（Da）部分和韓國大法院2012.5.24.宣

告2009Da68620判決4（Na）部分, 馬光, 앞의 글(각주209), P86에서 재인용함.

213) 이근관, “한일청구권협정상 강제징용배상청구권 처리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서
울대학교 법학 제54권 제3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P331-332참조. （注 이 
부분은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판결과 결합해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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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강제동원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하였고, 이에 따라 한일 양국 

정부는 일제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

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하지 아니

하였음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도 포기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국가가 조약을 체결하여 외교적 보호권을 포기함에 그치지 않고 

국가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국민 개인의 동의 없이 국민의 개인청구권을 

직접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근대법의 원리와 상충되는 점, 국가

가 조약을 통하여 국민의 개인청구권을 소멸시키는 것이 국제법상 허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와 국민 개인이 별개의 법적 주체임을 고려하면 조약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 한 조약 체결로 국가의 외교적 보호권 이외에 국민의 개인

청구권까지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데, 청구권협정에는 개인청구권의 소멸에 

관하여 한일 양국 정부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만큼 충분한 근거가 없는 

점, 일본이 청구권협정 직후 일본국 내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일본국 및 그 국민

에 대한 권리를 소멸시키는 내용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

제협력에 관한 일본국과 대한민국 간의 협정 제2조의 실시에 따른 대한민국 등

의 재산권에 대한 조치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한 조치는 청구권협정만으

로 대한민국 국민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음을 전제로 할 때 비로소 이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국민의 개인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

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개인청구권 자체는 청구권협정만으로 당연히 소멸한다

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청구권협정으로 그 청구권에 관한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

호권이 포기됨으로써 일본의 국내 조치로 해당 청구권이 일본국 내에서 소멸하

더라도 대한민국이 이를 외교적으로 보호할 수단을 상실하게 될 뿐이다.

  이상 판결214)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한일 간의 민간배상 청구권 논란은 

강제징용 피해자의 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는 여

부라 할 수 있다.

제2절 한 일 간의 민간배상 청구권 문제의 관련된 국제

214) 정인섭,<한국법원에서의 국제법 판례>, 박영사, 2018, P9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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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1)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

  위안부 피해자 소송에서 청구의 근거로 카이로선언, 포츠담선언이 원

용되는 경우가 있다.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은 모두 연합국의 일본에 

대한 전후 처리 문제를 다루고 있다. 카이로선언은 1943년 12월 1일 연

합국인 미국, 영국 및 중국의 정상이 카이로에서 2차 대전 이후의 일본

의 영토에 관한 기본방침을 확인한 선언이다. 카이로선언에서‘한국 국

민이 노예상태에 놓여 있음을 유의하여’ 한국을 독립시키기로 명시하였

다.215) 이어서 연합국은 1945년 7월 26일 포츠담선언을 채택하였는데, 이 

선언은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이 세계 인류와 일본 국민에 지은 죄를 뉘우

칠 것을 요구하고, 군국주의 배제, 일본에서 민주 정부의 수립, 카이로선

언의 재확인 등을 명시하고 있다.216) 일본은 1945년 9월 2일 항복문서에 

조인하면서 포츠담선언의 성실한 이행을 약속하였다.217) 그러나 이후 판

결한 일본의 위안부 소송에 관한 판결문을 살펴보면 연합국 주요국인 미

국, 영국 및 중국 등 3국의 수뇌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카이로에서 회

담하여 대일 강화 조건에 관하여 합의한 카이로선언이나 이를 이어받은 

포츠담선언도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의 법적인 근거가 되지 못한

다고 보고 있다.

  2)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은 가능한 한 빨리 아시아의 정책을 참여하

기 위해 다른 제2차 세계 대전 승리국과 일본의 강화조약의 체결을 가속

215) 카이로선언의 내용에 대하여는 이석우, “독도 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전후처리 
조치와 카이로선언의 법적 효력에 대한 이해”, 영토해양연구 제5권, 동북아역사재단, 
2013, P43.

216) 앞의 글 (각주 155)참조.
217) 魏宏運， 《正確認識日本投降和東京審判》，民國檔案,2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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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시켰다. 1951년 9월 8일 동맹국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약을 서명하고 

이 조약은 채택되었다. 샌프란시스코에는 중국, 한국은 초대되지 않았고, 

회의에 참석했던 공산진영 측, 즉 소련,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는 미국 

측이 주도적으로 마련한 조약안에 서명을 거부하였다. 이 조약은 48개 

서명국의 국내절차를 거쳐 다음 해 4월 28일 발효하였다.218) 비록 한국

은 이 조약의 당사국은 아니었지만, 조약 제21조는 이 조약 중 제2조, 

제4조, 제9조 및 제12조가 한국에 적용된다고 규정하였다.219) 한일 간의 

1965년 청구권협정에 대한 논란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대한 내용 분석

을 통해 깊이 이해해야 한다. 한국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의견을 밝혔는

데,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220)와 1965년 청구권협정의 관계에 대하여 

국제공법 관련 부분을 설명하며 시작한다. 대법원은 “청구권협정은 일

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 민사적 채권, 채무관계를 정

치적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다. 이러한 

218) 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日本国との平和条約）, 「世界和日本」数据库, 政策研究
大学院大学(GRIPS) 東京大学東洋文化研究所, 1951,9,8.

219)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1조

중국은 본 조약 제25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제10조 몇 제14조(a)2의 이익을 받을 권

리를 가지며,한국은 본 조약의 제2조,제4조 제9조 몇 제12조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20)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4조

(a) 이 조항의 (b)의 규정에 따라, 일본의 부동산 및 제2항에 언급된 지역의 일본 국

민들의 자산 처분 문제와, 현재 그 지역들을 통치하고 있는 당국자들과 그곳의 (법인

을 비롯한) 주민들에 대한 (채무를 비롯한) 그들의 청구권들, 그리고 그러한 당국자들

과 주민들의 부동산의 처분과 일본과 그 국민들에 대한 그러한 당국자들과 주민들의 

채무를 비롯한 청구권들의 처분은 일본과 그 당국자들 간에 특별한 협의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일본에 있는, 그 당국이나 거류민의 재산의 처분과, 일본과 일본국민을 

상대로 하는 그 당국과 거류민의 청구권(부채를 포함한)의 처분은 일본과 그 당국간

의 별도 협정의 주제가 될 것이다. 제2조에서 언급된 지역에서의 어떤 연합국이나 

그 국민의 재산은, 현재까지 반환되지 않았다면, 현존하는 그 상태로 행정당국에 의

해 반환될 것이다.

(b) 일본은 제2조와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있는 일본과 일본 국민 자산에 대해, 미

군정의 지침이나 이에 준해서 제정된 처분권의 적법성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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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는 한국 사회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221)

  그러나 일본의 하급심 법원은 일반적으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및 

한일 청구권협정 등의 체결로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손해배

상책임이 소멸한다고 해석한다.222)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14조223)는 

연합국이 원칙적으로 2차 대전으로 인한 일본 및 일본 국민에 대한 가지

는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6조224)는 일본의 영역에 

속하였던 국가로서 이 강화조약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는 이 평화조약의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일본과 양자적인 평화조약을 체결할 것을 예정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일본의 법원은 제2차 세계대전 중의 법익 침해로 

일본이 한국 및 한국 국민에 대하여 부담할 수 있는 국제법상의 국가책

임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1965년 12월 18일에 발효한 한일 기본관계

조약,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해제되었다고 보는 것이다.225)

221) 이근관, 앞의 논문(각주 213), P351.
222) 오승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소송에 관한 연구: 해외 법원의 판결

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42권 제1호,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P137.
223)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14조

(a) 일본이 전쟁 중 일본에 의해 발생한 피해와 고통에 대해 연합국에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생존 가능한 경제를 유지

하면서 그러한 모든 피해와 고통에 완전한 배상을 하는 동시에 다른 의무들을 이행

하기에는 일본의 자원이 현재 충분하지 않다는 것 또한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b) 연합국은 본 조약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합국의 모든 배상 

청구권과, 전쟁 수행 과정에서 일본 및 그 국민이 자행한 어떤 행동으로부터 발생된 

연합국 및 그 국민의 다른 청구권, 그리고 점령에 따른 직접적인 군사적 비용에 관

한 연합국의 청구권을 포기한다.

224)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6조

일본은 1942년 1월 1일의 국제연합 선언문에 서명하거나, 동의하는 어떤 국가와, 

일본과 전쟁 상태에 있는 어떤 국가, 또는 이전에 본 조약의 서명국이 아닌 

제23조에 의해 명명된 어떤 국가의 영토의 일부를 이루고 있던 어떤 나라와 본 

조약에 규정된것과 동일하거나, 다만 이러한 일본의 의무는 본 조약이 최초로 

발효된지 3년 뒤에 소멸된다. 일본이 본 조약이 제공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주는 어떤 국가와 평화적인 해결을 하거나, 전쟁 청구권을 처리할 경우, 그러한 

이익은 본 조약의 당사국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225) 오승진, 앞의 논문(각주 216), P137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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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한일 간의 조약의 체결이나 합의에 대해서는 당연히 조약법에 관한 비

엔나협약을 기준으로 분석하고 연구할 수 있다. 우선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이하“비

엔나협약”)서문에서 “이 협약의 당사국은, 국제관계의 역사에 있어서 

조약의 근본적 역할을 고려하고, 모든 국가의 헌법상 및 사회적 제도에 

관계없이 국제법의 법원으로서 또한 모든 국가 간의 평화적 협력을 발전

시키는 수단으로서의 조약의 점증하는 중요성을 인정하며, 자유로운 동

의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약속은 준수하여야 한다”는 규칙이 보편적으

로 인정되고 있음에 유의하며, 다른 국제분쟁과 같이 조약에 관한 분쟁

은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또한 정의와 국제법의 원칙에 의거하여 해결되

어야 함을 확인”226)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청구권협정은 한일 

양국 사이에 체결된 국제조약이므로, 당연히 비엔나협약 제31조 및 제32

조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고 비엔나협약이 발효되기 전에 체결된 청구권

협정 해석에도 적용될 수 있다.227) 비엔나협약의 규정에 따라 조약이나 

합의에 대한 해석은 문맥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일 양국 간

에 체결된 1965년 청구권 협정의 내용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다. 한국은 

226) 비엔나협약 서문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nvention...Recognizing the ever-increasing 

importance of treaties as a source of international law...whatever their 

constitutional...systems, Noting that the principles of free consent and of good faith 

and the pacta sunt servanda rule are universally recognized, Affirming that disputes 

concerning treaties...should be settled...in conformity with the principles 

of...international law...”

227) ICJ 뿐 아니라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도 비엔나협약 제31조 및 제

32조는 국제관습법을 반영한 것이므로 해당 협약 발효 이전에 체결된 조약 해석 에 

적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Lori F. Damrosch et al., International Law, 4th ed. (West 

Group, 2001), pp. 453-454 참조(주진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과 개인청구권 사건의 

국제법 쟁점에 대한 고찰: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서울국제법연구 제25권 2호, 서울국제법연구원, 2018, P193-194에서 재인용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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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해석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면 민간배상 청구권의 원만한 해

결이 가능하다고 본다.228) 그리고 비엔나협약 제27조(국내법과 조약의 준

수)229)는 “어느 당사국도 조약의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의 방법으로 그 

국내법 규정을 원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규칙은 제46조230)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한일 양국이 민간배상 청구권 문제를 해결할 

때 이 조항을 근거로 일본이 한국 피해자에 대한 청구를 피하는 수단으

로 국내 법률을 원용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4) 강제노동에 관한 ILO 협약

  1930년에 강제노동조약(Convention concerning Forced or Compulsory 

Labour)이 채택되었는데, 조약 제10, 14, 15조에 따르면 강제 노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노동을 강요할 경우 임금을 체불해서는 안 되며 모든 입

금은 현금 방식으로 지급해야 한다. 또 조약은 어떤 경우에라도 강제 노

228) 비엔나협약 제31조(해석의 일반규칙)

비엔나협약 제32조(해석의 보충적 수단)

조약은 조약문의 문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으로 보아, 그 조약의 문면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제31조의 적용으로부터 나오는 의미를 확인하기 위하여, 또는 제31조에 따라 해석하

면 다음과 같이 되는 경우에 그 의미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약의 교섭 기록 및 그 

체결시의 사정을 포함한 해석의 보충적 수단에 의존할 수 있다.

  (a) 의미가 모호해지거나 또는 애매하게 되는 경우, 또는

  (b) 명백히 불투명하거나 또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229) 비엔나협약 제27조(국내법과 조약의 준수)

어느 당사국도 조약의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의 방법으로 그 국내법규정을 원용해서
는 아니된다. 이 규칙은 제46조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230) 비엔나협약 제46조(조약 체결권에 관한 국내법 규정)

  ① 조약 체결권에 관한 국내법 규정의 위반이 명백하며 또한 근본적으로 중요한 

국내법 규칙에 관련되지 아니하는 한, 국가는 조약에 대한 그 기속적 동의를 부적법

화하기 위한 것으로 그 동의가 그 국내법 규정에 위반하여 표시되었다는 사실을 원

용할 수 없다.

  ② 통상의 관행에 의거하고 또한 성실하게 행동하는 어느 국가에 대해서도 위반이 

객관적으로 분명한 경우에는 그 위반은 명백한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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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시키는 당국이 노동을 강요당하는 노동자들에게 질병이나 사고 등

에 대해 후속 생활을 유지할 책임을 져야 하는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이 전쟁 기간 동안 한국 노동자 강제

징용 및 전후 노동자 강제 배상 청구권 문제를 처리할 때 강제노동에 관

한 ILO 협약의 체결국으로서 노동자의 청구권 문제를 정확하게 다루어

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231)

  5) UN국제법위원회(ILC) 외교적 보호 초안(2006)

  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 “ILC”)가 작성한 외교적 

보호에 관한 초안(Draft Articles on Diplomatic Protection)을 살펴보면, 

ILC는 “the starting point of interpretation is the elucidation of the 

meaning of the text”라고 규정하였다.232) 그 밖에 ILC 제19조에 따라 

“외교적 보호를 자격이 있는 국가는 책임 있는 국가로부터 손해의 전보

231)《強迫勞動公約》是國際勞工組織大會1930年6月28日通過並開放給各國簽字、批准和加
入並於1932年5月1日生效的公約(聯合國).

強迫勞動條約 第14條 1항

強迫勞動條約 第15條2항

  除本公約第十條所規定的強迫或強制勞動外，各種強迫或強制勞動的工資，應以現金支
付，其工資率不得低於僱用勞工地區或招募勞工地區通常對類似工作所給付的工資率，比
較時以兩地區工資率之較高者爲準. 
(1. 이 협약 제10조에서 규정하는 강제근로 이외의 모든 종류의 강제근로에 대해서는 
노동력이 고용된 지역 또는 노동력이 동원된 지역에서 유사한 작업에 통상적으로 지
급되는 임금률(어느 쪽이 높은지는 불문)보다 낮지 않게 현금으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在任何情況下，任何使用工人從事強迫或強制勞動的當局負有義務，確保那些因僱傭關係
遭遇意外事故或患病以致喪失全部或部分謀生能力者獲得生活維持費，並採取措施，確保
那些因僱傭關係喪失工作能力或死亡的工人的實際受扶養人獲得生活維持費 
(2. 근로로 인한 재해 또는 질병에 의하여 스스로를 부양할 능력을 완전히 또는 일부 
상실한 자의 생계를 보장하고, 해당 근로자의 근로로 인해 발생한 정상생활불능 또
는 질병의 경우 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자의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자를 강제근로에 사용한 기관의 의무이다.)

232) ILC Yearbook, 1966, Vol. 2, p.220; Ian Sinclair,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2nd ed.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84), p.115(이근관, 앞의 논문(각
주 213), P334에서 재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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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해 받은 보상을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전달하여야 한다(합리적인 

공제는 제외 가능)”고 규정하고 있고 “States agree to lump sum 

settlements in respect of multiple individual claims which in practice 

result in individual claims receiving considerably less than was 

claimed”도 규정한다. 233) 이에 따라 실제로 피해자 개인은 받아야 할 

보상을 받지 못했는데 이런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국제법상의  

적용과정에서도 계속 보완해야 한다. 그러나 ILC 중의 외교 보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국 대법원 판결의 외교 보호의 법적 성격을 분석하고 연

구할 수 있으며, 아울러 일괄보상협정은 현재 국제법상에 타당성 여부를 

더욱 심도 있게 연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234) 

  6) 1926년 채택된 노예조약(Slavery Convention)

  한일 민간배상 청구권 소송에서도 노예조약은 양국 간의 전후 보상 문

제를 해결하는데 사용됐다. 특히 위안부 문제는 이 세 조약(협정)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노예조약235)은 노예를 “사람에 대하여 소유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 행사되는 상태나 조건”으로 정의하면서 체약국이 노

예무역의 금지와 모든 형태의 노예를 폐지할 것을 요구한다.236) 도쿄 고

등재판소 판결은 일본 정부가 비록 노예조약을 비준하지 않았으나 메이

지정부는 그 이전부터 기본적으로 노예제도를 용인하지 않았고, 노예조

약의 내용과 대체적으로 동일한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그 내용에 대하여 

법적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였다.237)

제3절 한일과 중일 민간보상의 비교

233) ILC Yearbook 2006, Vol. 2, p.98 (“States agree to lump sum settlements in 
respect of multiple individual claims which in practice result in individual claims 
receiving considerably less than was claimed)(이근관, 앞의 논문(각주 213), 359면에 
재인용함.)

234) 이근관, 앞의 논문(각주 213), P359참조.
235) 노예조약 제1조 제2조.

236) 오승진, 앞의 논문(각주 222), P134참조.
237) 河野談話(고노 내각 관방장관 담화)(각주 172)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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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세계 대전 기간에 한중 양국 국민들은 모두 일본 군국주의의 침

략과 압박을 받았고 정신적으로나 재산적으로 큰 손실을 입었다. 전쟁 

후에 남겨진 전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중 양국의 피해자는 일본 

정부나 전쟁 시기의 가해 기업에게 배상과 사과를 요구했다. 또한 국가 

차원이든 개인 및 민간단체의 차원이든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민간배상 청구권 문제는 중일과 한일 간의 발

전 과정에 따라 공통점이나 유사점이 많이 있다. 예를 들어 양국 피해자

가 일본에서 제기한 소송은 모두 소송권이 없거나 공소시효가 도과되었

다는 이유로 기각되었고, 민간 피해자가 일본에 대한 배상 청구 과정에

서 자국에 해당하는 법률과 법규를 제정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배상 청구

에 대해 실질적인 지지를 하는 등 유사점이 존재한다고 본다. 하지만 중

일 및 한일 간의 민간배상 청구권의 차이점을 비교해서 연구를 하는 것

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래는 몇 가지 측면에서 한중 양국과 일본 

간의 배상 청구권 문제의 차이점을 중점적으로 분석해야 해서 문제를 잘 

발견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여 민간배상 청구권의 빠른 해결을 추

진할 것이다.

  1) 한중 양국의 민간배상 청구권의 역사적 배경 차이

  중국은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일본의 식민지 통치를 오랜 기간 받아 

일본 침략 전쟁의 최대 피해국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중국을 전면적

으로 침략하면서 중국의 22개 지역을 8년 간 점령했다. 그 동안 중국 국

민들은 일본의 강제징용, 강제징용 위안부, 대폭격 등 침략행위와 그 침

략에 저항하는 과정 속에서 커다란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었다. 특히 

위안부만 해도 20만 명에 이른다고 조사되고 있다.238) 그리고 1931년 일

본은 한국에서 침략 전쟁을 일으킨 이후 약 14만에서 16만여 명의 여성

이 위안부로 강제징용을 당했다.239) 이에 따라 양국의 강제징용, 위안부 

238) 朱贻庭·崔宜明, 앞의 책(각주 22)참조.
239) 朱和双·李金莲, 《二战时期东南亚战场上的日军慰安妇》, 学术论坛, 2003年2期,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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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등에 대한 소송사건의 차이가 있는 걸로 보인다. 1990년대 이후 한

국은 위안부 등 민간배상 청구권 문제의 실현에 대해 대대적인 항의와 

사실의 폭로, 일본에서 대대적인 소송 활동을 펼치는 것을 위주로 진행

했다. 그러나 중국은 전후에 국가 경제와 정상 질서의 회복이 급히 필요

했었고, 초기에 국민들도 부족한 법률 의식으로 자신의 권익을 지키지 

못했다. 90년대 이후 국내 법률 체계가 발전하고 중국 국민들의 법률 의

식이 높아지면서 한국 피해자들이 일본에서 진행하는 소송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받아 중국 피해자들도 일본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권익을 

얻기 시작했다. 또한 전후에 미국의 대 아시아 정책의 영향을 받아 양국

이 아시아에서의 발전 목표와 발전 정도가 다르게 됨에 따라 민간배상 

청구권의 실현에도 현저한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배상 청구권의 실현 

과정의 배경에 따라 한중 양국의 차이점도 뚜렷하다고 볼 수 있다.

  2) 전후 배상 방식 및 배상 과정의 차이

  전후 미국은 아시아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동맹국과 일본 간의 강

화 조약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1951년 9월 8일 제2차 세계 대전의 48

개 전승국과 패전국과 일본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체결했고, 그 조약은 1952년 4월 28일에 정식으로 효력이 발생되

었다. 이 조약의 체결 과정에서 한중 양국은 초청을 받지 못했으나 조약

은 중일과 한일 간의 기존 배상 청구권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했고 효력을 발생시켰다. 이 문제에서 중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비록 조약은 한중 양국의 관련 내용을 규정

하고 있지만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이고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비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중국

을 구속할 수 없다.240) 그리고 중일 공동성명에서 중국 정부가 양국 국

240) 중국 외교부의 1951년 8월 15일에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 외교부부장 저우
언라이(周恩來)의 대일 협약 초안 및 샌프란시스코 회의에 관한 성명(中華人民共和國
中央人民政府外交部部長周恩來關於美英對日和約草案及舊金山會議的聲明)>의 원문참
조.
人民網, 周恩來代表中華人民共和國政府於1952年5月5日發表聲明 , 嚴正指出 ,“中國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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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우의를 위해 전쟁 배상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 피해자들

은 전후에 국가 간의 협정(협약)을 통해 응당한 배상을 받지 못했다. 지

금까지 피해자들이 일본에서 제기한 대부분의 소송도 일본 법원에 앞의 

이유를 근거로 들면서 기각되고 배상을 받지 못했다. 반대로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한일은 양국 간의 전후 보상 문제 해결과 양국의 경제 우호 

발전 문제에 대해 모두 7차례 회담을 가졌다. 결국 양국은 1965년 청구

권 협정을 체결했으며 전후 배상 청구권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 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

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

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청구권협정은 전후 배상 청구권에 관한 양국 간의 내용뿐만 아니라 샌

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 제a항에 관한 전후 배상 문제의 내용도 명확히 

규정했다. 한국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초청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청구권 협정을 통해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 제a항의 내용을 간접적으

로 인정했다. 게다가 일본은 청구권 협정을 통해 한국에 일정한 배상을 

해주었다. 양국은 청구권 협정에서 배상금241)의 성격에 대해 여전히 논

府堅決反對舊金山和平條約和日臺和約, 蔣介石放棄賠償要求的承諾是慷他人之慨 ,中國
政府和人民絕對不予承認”. (http://www.people.com.cn/ 검색일: 2020.09.23.)

241)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

정 제1조

1. 일본국은 대한민국에 대하여

  (a) 현재에 있어서 1천8십억 일본 원(108,000,000,000원)으로 환산되는 3억 아메리카

합중국 불($ 300,000,000)과 동등한 일본 원의 가치를 가지는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

본인의 용역을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0년기간에 걸쳐 무상으로 제공한다. 매

년의 생산물 및 용역의 제공은 현재에 있어서 1백8억 일본 원(10,800,000,000원)으로 

환산되는 3천만 아메리카합중국 불($ 30,000,000)과 동등한 일본 원의 액수를 한도로 

하고 매년의 제공이 본 액수에 미달되었을 때에는 그 잔액은 차년 이후의 제공액에 

가산된다. 단, 매년의 제공 한도액은 양 체약국 정부의 합의에 의하여 증액될 수 있

다.

  (b) 현재에 있어서 7백20억 일본 원(72,000,000,000원)으로 환산되는 2억 아메리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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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이 있지만 중일 간의 민간배상 청구권 문제 해결과 비교해 보면 여전

히 참고할 만한 가치가 높다. 한편, 2015년 12월 28일 한국 외교부 장관

은 일본 외상과 ‘위안부 합의’에 관한 부분이 합의하였다. 이 합의는 

일본 정부가 한국 위안부 피해자를 배상하는 등 일련의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이 합의는 위안부 피해자가 물론 한국 민간단체로부터 

모욕적인 합의로 받아들여 아직까지 통과되지 않은 상태로 보류해 두고 

있다. 한중 양국의 전후 배상 과정과 배상 방식을 비교하면 한일 간에 

민간배상 문제의 해결 과정 중 더 많은 시도를 한 것이 분명하다. 안타

깝게도 중국 피해자들은 전쟁 중에 입은 침략 피해에 대해 전후에 합리

적인 보상을 받지 못했다. 한국 피해자들은 어느 정도 배상을 받았지만 

피해자들에게는 그 피해를 메울 수 없을 정도였던 걸로 보인다.

  3) 민간배상 청구권이 포기되었는지 여부의 논란

  1972년 중일공동성명의 제5조가“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중일 양국 국

민의 우호를 위해서 일본국에 대한 전쟁배상의 요구를 포기할 것을 선언

한다,”고 규정했는데 이 성명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은 중일 양국 국민의 

우의를 위해 정부 간의 전쟁 배상 청구권만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 피해자의 민간배상 청구권은 포기되지 않았

고 중국 정부도 포기할 권리가 없다.242) 중일 양국은 이 문제에 대해 전

쟁배상과 민간배상을 정확히 구별해야 한다고 본다. 반면에 한일이 1965

년 체결한 청구권 협정 중에“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중국 불($ 200,000,000)과 동등한 일본원의 액수에 달하기까지의 장기 저리의 차관으

로서, 대한민국 정부가 요청하고 또한 3의 규정에 근거하여 체결될 약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을 대한민국이 조

달하는데 있어 충당될 차관을 본 협정의 효력 발생 일로부터 10년 기간에 걸쳐 행한

다. 본 차관은 일본국의 해외경제협력기금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하고, 일본국 

정부는 동 기금이 본 차관을 매년 균등하게 이행할 수 있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전기 제공 및 차관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유익

한 것이 아니면 아니된다.

242) 국체적인 설명은 본문의 제3장 제4정의 2)항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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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

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

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규정이 존재한다. 이 규정의 존재

로 일본 정부는 청구권협정을 통해 전후 보상 문제는 이미 완전히 최종

적으로 해결되었으며 강제노동 등 청구권 문제는 더 이상 배상하지 말아

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국 대법원243)은 2012년 5월 24

일에 “국가 권력 개입에 따른 반인도적 불법행위와 식민 통치와 관련된 

불법행위”가 발생한 “손해 배상 청구권”이 협정 제2조에 언급한 “최

종 해결되는” 청구권의 범위 중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한국의 개인 피

해자는 여전히 상응한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244) 게다가 

현재 한국 학계에서는 이에 대해 두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일부 학

자들은 일괄보상협정에 따라 청구권 문제는 이미 완전히 해결됐다고 주

장하며, 한국 정부가 만약에 양국 간의 전후 문제를 철저히 해결하려면 

양국 간의 기존 분쟁을 해결하는 동시에 다른 방식으로 피해자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한다고 본다. 또 다른 학자들은 1965년 협정이 각항 배상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강제 노동 등 청구권이 포함되었는지에 대해

서는 청구권협정의 내용만 분석해서는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양국과 일본이 배상 청구권을 해결할 때 서명한 문서의 성질 차이

  양국이 전후배상 청구권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용되는 문서의 성질 또

한 다르다. 1972년 9월 29일에 중국과 일본 간에 공동성명을 체결하자 

중국 정부는 양국 국민의 우의를 위해 전쟁배상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그 후에 1978년 8월 12일에 중일 양국은 중일 평화우호조약을 체결했고 

이 조약은 중일 공동성명에 표시된 각 원칙에 대해 확인했다.245) 1965년

243) 대법원 2012. 5. 24.,선고, 2009다22549 판결.
244) 이기범, “한일관계와 국제법: 한일청구권협정 해석 차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모

색”, 서울, 아산 리포트 아산 국제법 인포커스 2019, 아산정책연구원, 2019.

245)중일 평화 우호 조약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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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일 양국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하“1965년 청구권 협정”)을 체결했다. 

1965년 청구권 협정은 한일 양국 간에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규정하였

다.246) 공동성명(statement, announcement)은 두 개 이상의 국가, 정부, 

정당이 회의나 회담에서 공동 관심사에 대해 입장을 밝히거나, 각 측이 

양자 문제나 다자 간 문제에 대해 달성한 협의를 설명하거나 각자의 권

리와 의무에 대해 발표하는 성명이다. 중국과 일본의 공동성명은 쌍방이 

입장을 표명하는 형식으로 정부와 국가의 구체적인 태도나 견해를 나타

내고만 있을 뿐, 중화인민공화국 입법기구의 확인을 거치지 않았다. 그

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 효력은 조약과 협정보다 훨씬 낮다고 본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입법기구는 중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다. 즉, 중

일 공동성명의 내용은 입법 기관인 중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확

인을 거치지 않은 것이다. 그 후에 중일 우호 조약을 통해 공동성명에 

포함된 원칙을 확인했을 뿐이다. 그러나 협정(agreement)이란 체결국 간

에 특정한 방면의 구체적인 문제(예를 들어 무역, 항공, 외교 등)를 해결

하기 위해 체결한 조약을 말한다. 국제법상 실질적 의의의 조약의 한 명

칭이다. 그러나 때로는 중요한 정치적 조약에 협정이라는 명칭이 쓰이기

도 하며, 최근에는 외국 주둔군의 지위에 관한 조약이 협정이라는 이름

으로 맺어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같이 중요한 협정은 각국 헌

법의 규정에 따라 다르지만, 입법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 것이 일

반적이다. 협정은 조약의 일종으로 공동성명의 성질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국가 입법기관은 협정에 관한 명확한 법적 효력을 부여한다. 비

교를 통해 한중 양국이 일본과 체결한 문서는 성질이 완전히 다르기 때

문에 한일 간의 1965년 청구권 협정이 법적 확정성을 가진다는 것을 명

雙方確認《中日聯合聲明》是兩國間和平友好關係的基礎，聲明所表明的各項原則應予嚴
格遵守.重申聯合聲明第6條的內容，規定雙方應在和平共處五項原則的基礎上，發展兩國
間持久的和平友好關係.

246)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
정
(http://www.law.go.kr/trtyInfoP.do?mode=4&trtySeq=3678&chrClsCd=010202&vSct 검색
일: 20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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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하게 알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중일 3국은 모두 동아시아 국가이고 역사와 

정치에 서로 영향을 주는 긴밀한 관계의 이웃 나라이다. 한중 양국과 일

본이 민간배상 청구권에 관련된 문제를 비교함으로써 중일 배상 청구권 

문제가 있는 주요 부분을 상세히 분석하고 양국 간의 전후 배상을 해결

하는데 새로운 방향과 방법을 제공하는데 유리하다. 제2차 세계 대전 일

본군 피해자의 배상 문제가 장기간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한

일 그리고 중일 간의 우호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문제는 

양국의 정치 분야의 교류 협력뿐만 아니라 양국 간 과학기술과 경제 분

야의 협력과 발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양국 간 민간 청구

권의 실현에 있는 차이를 비교하면 서로가 문제를 해결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고 일본의 방어 논리를 잘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쌍방

이 비교연구를 하면 더 나은 논리를 개발하고 성공적인 경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중국으로서는 한국 정부나 한국의 민간단체가 민간배

상 청구권을 해결하기 위한 깊고 다양한 연구 내용과 소송, 협상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양국 간의 민간배상 청구권의 차이점을 비교하면 

중국 정부와 민간단체가 민간배상 청구권에 대해 더욱 깊이 있는 연구를 

하여 역사에 남겨진 문제를 해결하는 유용한 경험을 제공하도록 격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중일 양국의 민간배상 청구권에 대한 다양

한 해결 태도를 비교함으로써 소송이나 전후 문제 해결 과정에서 사실을 

더 잘 진술할 수 있고 일본의 차별대우를 명확히 반대함으로써 한중과 

일본의 민간배상 문제는 더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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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중 일 민간배상 청구권의 해결방안과 전망

제1절 중국 내 해결 방안

  1) 중국 법원 내 소송 

  지금까지 중국 피해자들이 일본에서 제기한 소송은 극소수의 소송이 

화해로 끝난 것을 제외하고 대다수가 일본 법원에 의해 국가무답책, 공

소시효가 도과되거나 피해자가 소송 주체가 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기각

되거나 패소되는 경우가 많았다. 중국과 일본 사이의 민간배상 청구권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본 법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구속

에서 벗어나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한다. 피해자가 자국 법원에서 소송

을 제기한 것도 민간배상 청구권 해결에 새로운 길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중국 피해자들이 국내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경우 두 가지 문

제를 고려해야 한다. 하나는 피해자의 소송 주체의 자격 문제이고 또 하

나는 중국 법원의 관할권 여부다. 첫째, 피해자가 소송 주체가 될 자격

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헤이그 협약 제3조247)에 따르면 중국 피해

자들은 중국에서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248) 또한, 중국 민법 통칙 

제137조에 따르면 권리침해일로부터 20년이 넘는 경우 법원은 보호하지 

않는다. 그러나 특수한 상황이 있으면 법원은 소송 시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전쟁 피해자 소송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소송시효와 제

척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중국 피해자가 중국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본다. 둘째, 중국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이

247) 民法通則 137條
訴訟時效期間從知道或者應當知道權利被侵害時起計算。但是，從權利被侵害之日起超過
二十年的，人民法院不予保護。有特殊情況的，人民法院可以延長訴訟時效期間.

248) 陸戰法規和慣例公約，第三條
違反該章程規定的交戰一方在需要時應負責賠償,該方應對自己軍隊的組成員做出的一切行
爲負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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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국 피해자가 일본 정부나 기업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은 주로 섭

외 권리침해 책임(涉外侵權責任)의 관할권 문제와 관련된다. 중화인민공

화국 민사소송법 제28조249)에 따르면 권리침해 행위로 제기된 소송은 권

리침해 행위지 또는 피고 소재지 법원에 의해 관할된다. 이에 따라 중국

은 권리침해 행위지로 피해자가 낸 청구권 소송에 대해 관할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에 중일 간 민간배상 청구권 소송은 섭외 소송이기 때문에 일

본과 국제 사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상기 증거를 제외하고 원고는 

법원에 원고의 소송 자격과 중국 법원의 관할권 문제를 증명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이 밖에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청구권에 대해 일

본의 관할권 면제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법률 보완을 통해 

국가 면제권리를 배제해야 한다.250) 비록 국제사회에서 일부 국가들이 

제한면제이론을 인정하고 국가의 관할권 면제에 대해 제한을 했기 때문

에 중국은 이 원칙을 이용하여 일본의 관할권 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다. 그러나 중국 내 법률은 외국 국가의 사법관할과 관련된 규정이 명확

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논란을 해결하고 피해자의 국내 소

송의 합리성을 실현시키기 위해, 반드시 국내 법률 또는 국제조약을 체

결하여 제한면제의 법률 내용을 확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민간배상 청구권 

실현에 확실한 법적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외교 안건의 법률 규정에 대

해 중국은 아직도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못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피해자의 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해 중국의 입법기구는 섭외 권리침

해 사건의 관할권 문제를 명확히 규정해야 하고, 관련 국내 법률을 제정

할 때 피해자의 권리 실현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여야 중국 전쟁 피해자

의 권익을 잘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2) 중국 정부 개입 국내 구조 진행

  우선 중국 피해자들이 일본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동안 일본 법원에서 

249) 中華人民共和國民事訴訟法
250) 劉羽, 앞의 논문(각주 132), P20-25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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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받지 못한 소송사건이 많았다. 그러나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막

대한 돈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소송에서 끝까지 버티기 어

려운 피해자들이 많아 재일소송을 통해 배상 청구권을 실현하기 어렵다

고 본다. 전쟁 기간에 고통을 받았던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하더라도 안

타깝게도 최종적인 보상과는 비례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위

안부·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나이가 많아 장기간의 소송 과정 속에서 세

상을 떠나는 경우가 많았고, 살아있는 피해자들에게는 당장 일정한 보상

을 받아 일상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중국 

정부의 개입이 더욱 필요한 현실적인 근거라고 생각한다. 일본 민간 청

구권 소송에 대한 중국 정부가 관심과 지지를 강화해야 피해자의 소송 

진행에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그 다음으로 중국 피해자의 대일 소송은 피해자의 보상을 목표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본이 자신의 전후 보상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의미

도 있다고 본다. 현재 일본의 판결을 살펴보면 중국 피해자가 일본에서 

소송 활동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당분간 실질적인 결과를 얻지 못할 것

이라고 전망된다. 피해자가 오랫동안 일본 가해자에 대한 보상이나 구조

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피해자에 대한 국내 구조를 적절히 

하여 피해자의 생활 상태를 개선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일본의 전후 

책임을 추궁하는 것과 전혀 충돌하지 않는 정책이라고 본다. 오히려 중

국 정부는 보조금을 통해 피해자에게 적절한 경제적 지원을 해준다면, 

대일소송 진행에도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정부가 민간배상 청구권에 대한 지지를 하여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강화할 수 있다면, 관심의 영역만을 넘어서서 민간배상 

청구 과정에도 적극적인 추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소송대상 구별 후 일본 가해기업에 대한 선행 소송 

  중일 양국 간의 민간배상 청구권 논란은 장기적인 과제라고 볼 수 있

기 때문에 양국이 각자 입장을 보강하기 위한 증명에 많은 시간이 걸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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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배상 청구권 소송에서 일본 정부는 피고의 특수

성이 있으므로 원고인 피해자가 짧은 시간 안에 승소하려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소송 방식이나 대상을 바

꾸는 등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일본 기업

과 일본 정부에 대해 각각 소송을 진행함으로써 배상 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일본 가해 기업을 대상으로 고소할 때 기업이 주체적 

특수성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 주체의 자격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비교해 보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배상 청

구권의 해결에 유리할 것이다. 먼저 일본 가해 기업에 대한 배상 청구권

을 실현하여 피해자에게 일정한 배상과 구조를 받게 하고 추후에 일본 

정부에 대한 소송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일본 기업은 전쟁 행

위가 중국인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것은 인정한 후에 피해자들이 일본 정

부에게 소송을 제기하면 일본 정부에 역사를 인정하고 사과와 배상을 촉

구하는 것 더 유리하다고 보인다.

제2절 한 중 양국 협력 민간배상 청구권 문제 해결 방안

  1) 한중 피해자 일본 내 공동소송 

  한중 양국은 일본과의 민간배상 청구권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많은 

차이점이 있지만 비슷한 점도 많다. 두 나라가 일본의 침략을 당하는 기

간에 국민들은 모두 심각한 박해를 받았다. 그리고 일본 정부 및 기업에 

대한 소송을 시작했을 때 일본 법원은 국가무답책, 개인은 국제법상의 

주체가 아니며, 공소시효를 도과하는 등의 이유로 거부하거나 기각하여 

소송을 통한 민간배상 청구권을 실현하지 못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한중 

양국의 피해자들이 대일 배상 청구권에 박차를 가하려면 연합하여 일본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양국 피해자 단체는 일본의 

전쟁 당시의 불법행위를 연합적으로 조사하고 충분히 분석한다면 풍부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각자 가진 소송 증거를 공유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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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일본 정부 및 일본 가해 업체에 압력을 가해 민간배상 청구권의 해

결을 가속화 할 수 있을 것이다.

  2) 한중 연합과 일본 간 공동 협의 체결

  중국과 한국의 사례를 분석해서 보면, 한국은 대일 민간배상 청구권 

문제에서 한일 간에 여러 차례 협상을 진행하여 보다 포괄적인 협정을 

맺었다. 한중 양국이 대일 민간배상 청구권 문제를 전면적이고 완벽하게 

해결하려면 한국과 일본이 협상할 때의 구체적인 경험을 참고한 다음 중

일, 한일 간의 특수 상황과 결합하여 구체적인 문제를 구체적으로 분석

해야 한다. 한중 양국이 민간배상 청구권 문제를 놓고 협정 체결을 목적

으로 연합하여 일본과 협상을 한다면, 우선 양국의 대일 민간배상 청구

권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서로 다른 상황에서 시작했다는 차이를 인식한 

뒤 서로 다른 역사적 증거와 국제법상의 근거를 파악한 다음, 민간배상 

소송에 유리한 증거를 공유하면서 대응하여 일본 측의 궤변을 더욱 잘 

반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다음 양국이 대일 민간배상 청구권에서

의 공통점을 결합시켜 일본 측이 민간 피해자 배상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구체적인 이유를 반박하여, 협상 진행을 가속화하고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며 양국이 일본과 문제를 해결하는 협의를 체결하는 동력을 제공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한중 피해자 국제기구 또는 NGO(비정부기구), NPO(민간 비영리 단

체)를 통한 공동해결추진

    ① 국제기구를 통한 해결

  한중 양국은 국제기구 등을 통해 일본의 민간배상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다. 양국은 유엔 등 관련 국제기구와의 교류 협력을 통해 세계 각

국의 지지를 받아 일본 정부에 압력을 가해 청구권 문제 해결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유엔 인권 이사회 등 기구는 인권 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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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서 권위 있는 발언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

도 가지고 있다.251) 이런 국제기구들을 통해 한중 양국과 일본의 배상 

청구권 문제를 국제 환경과 연계시켜 법률적인 차원에서 구조를 받지 못

하더라도 관련 기구의 관심을 끌 수 있다면 민간배상 청구권의 추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한 중 양국의 민간배상 청구권 

문제는 국제적으로 더욱 정확한 인식을 형성하고 더 많은 국가 또는 국

제기구의 지지를 얻어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에 압력을 가해 문제를 해

결하도록 해야 한다.

    ② NPO(비정부기구)와 NGO(민간 비영리 단체)를 통한 해결

  NPO는 국가와 시장을 제외한 제3영역의 비영리단체를 가리키는 말이

다. 비영리 조직(Non Profit Organization)의 영문 머리글자를 딴 단어로,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기관, 비영리집단 등으로 다양하게 

불린다. 이를 제3섹터 또는 시민사회 조직이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NPO

는 국가와 시장 영역에서 분리된 제3영역의 조직과 단체를 통칭하는 포

괄적 개념을 가진 말로,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영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준공공(semi-public) 및 민간 조직을 가리킨다. NPO와 유사한 용어로는 

NGO(Non Governmental Organization)가 있다. 두 용어는 동일한 개념으

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NGO를 NPO에 속하는 하위개념으로 보기도 하는

데, 일반적으로 NGO는 NPO 중에서 인권·환경·여성·소비자운동과 정

치개혁 등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주로 개발도상국과 국제사회를 무대

로 활동하는 비정부단체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어 왔다.

  한 중 양국은 각자 나라의 NPO 또는 연합을 통해 NPO를 설립하여 양

국과 일본의 민간배상 청구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NPO는 비영리성

을 목적으로 특정한 분야나 문제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명확한 이익과 

주장을 가진다. 그리고 NPO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장점으로 한중 

양국의 대일 민간배상에 존재하는 부족을 메울 수 있다. 우선 NPO의 경

251) 李超, 《民間對日索賠地國際刑法依據》, 浙江大學碩士專業學位論文, 2011年5月, P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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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는 일반적으로 일부 기금회의 기부에서 나오고252) 한중 양국의 민간배

상 소송에 일정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그 자체의 성질

이 비영리적이며 일정한 중립성과 공익성을 가지기 때문에 배상 청구권 

소송 활동을 할 때 국가의 정치 문제에 지나치게 관여하지 않고 국가의 

이익 등으로부터 제약을 많이 받지 않으면서 피해자의 배상요구를 더욱 

잘 고려하여, 피해자의 입장에서 민간배상 청구 문제의 해결을 신속히 

요구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양국이 민간 청구권 문제에 대한 연

구를 진행할 때 연구기구나 피해자단체가 분산되어 있고 연합 또는 통일

된 NPO를 설립한다면, 민간배상 청구권을 지지하는 각 측의 분산된 역

량을 잘 결집시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전문적인 지도를 제공할 수 있

을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와 배상청구권에 참여하는 각계 명사들과 지속

적인 교류를 나눌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이런 연구의 플랫폼을 통해 

민간배상 청구권의 실현 추진을 다방면에서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

이다.

252) 鍾學敏·張麗東, 《世界經濟新論》, 浙江大學出版社, 2002, P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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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결론

  이상 본 연구는 주로 중일 민간배상 청구권 문제와 관련된 문제를 연

구했는데 중일 민간배상 청구권과 관련된 분쟁과 국제법 증거를 분석함

으로써 중국 피해자가 일본 정부에 배상 청구권을 제기하는 정당성을 입

증하고 중국 피해자가 일본 법원에서 관련 소송을 제기하는 합법성과 합

리성을 설명했다. 본 연구는 역사적 배경 및 각종 정부 및 민간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중국 정부와 피해자 등의 민간배상 청구권에 대한 입

장을 밝혔다. 아울러 한국의 대일 민간배상 청구권과 관련된 문제를 연

구함으로써 앞으로 중일과 한일 양국이 민간배상 청구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민간배상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피해자에 대한 전쟁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 청구

권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일본 정부가 근본적으로 

배상 및 사과를 해야 양국 간의 배상 청구권 문제를 철저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중일 양국의 민간배상 청구권은 많은 논란과 복잡성을 갖

고 있는 문제다. 이러한 문제의 복잡성은 오히려 해결 방법이 다양할 수 

있다는 양면성을 뜻하기도 한다. 민간배상 청구권을 해결하려면 중국 피

해자는 반드시 주도권을 장악해야 하며, 각종 국제 법률 규정을 분석함

으로써 일본 법원이 제기한 국가무답책, 개인은 국제법 주체가 아니며, 

소송시효가 도과했다는 기존 주장을 반박하는 동시에 넓은 생각과 함께 

더 많은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제2장은 주로 중 일 민간배상 청구권의 역사적 배경을 분석하고 현재

의 소송 현황을 상세히 소개했다. 중일 민간배상 청구권의 역사적 배경

은 일본이 중국을 침략한 역사뿐만 아니라 중일 및 미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과의 조약 체결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리고 전후 일본에서 진행된 

소송은 그 기간이 길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민간배상 문제는 여전

히 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소송은 일본 법원에 의

해 기각되었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중국인 전쟁 피해자(난징 대학

살, 731부대 생체 실험과 무차별 폭격)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국인 성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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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피해자 손해 배상 청구(1차) 소송 사안(즉 4명의 중국 위안부 소송 사

건) 등이 바로 기각된 소송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필자는 중국 피해자들이 일본에서 제기한 소송에 대해 분석하고 소개했

다. 그 결과 주로 강제징용 등 소송과 위안부, 난징 대학살 등 유사 사

건에 대한 소송이라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다. 또 이 유형은 

일본 정부만 기소하는 것과 일본 기업만 기소하는 것으로 나눠서 연구할 

수 있었다. 그 중의 대표적인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각 유형의 사건은 일

본에서의 소송 현황을 상세히 파악했다.

  제3장은 중일 간의 민간배상 청구권 논쟁은 중국 피해자들이 일본에서 

일본 정부와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동안 구체적으로 이

뤄졌다. 주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쟁점이 포함되어 있다. ① 개인이 

국제법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여부 ② 국가무답책(國家無答責) 적용 가능 

여부 ③ 민간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도과 여부 ④ 중국 정부의 민간배상 

청구권 포기 여부 ⑤ 일본의 국제조약 적용 여부가 바로 그 쟁점이다. 

이 다섯 가지 쟁점에 대해 일본 법원은 판결 결과를 내릴 때 서로 다른 

논거를 번갈아가며 적용하여 중국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사과를 거절했

다. 그러나 중국 측은 이를 근거로 내린 판결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했

다. 본 장은 주로 국제조약, 국제법 원칙, 일본 국내법 등 몇 가지 쟁점

을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중국 피해자의 민간배상 청구권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증명했다.

  제4장은 전후 중국 측이 민간배상 청구권에 대한 입장을 중점적으로 

정리하고 전후 중국과 대만 지역의 특별한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여 이들

의 입장을 각각 분석하고 정리했다. 대륙 지역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고 분석했으며, 대만 지역에서는 강제 종군 위안부 

문제가 주로 언급되기 때문에 대만 지역의 정부 및 민간단체 또는 개인

이 민간배상에서 위안부 소송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중점적으로 정리

했다.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을 대표할 수 있는 유일한 합법 정

부이기 때문에 본 장은 중국 정부가 중일 민간배상 청구권 문제에 적용

할 수 있는 주요 법적 절차와 조문을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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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에서는 중국 민간배상 청구권을 분석한 앞 장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일 민간배상 청구권에 대한 기존 연구에 강화하고 한국 정부와 학자들

의 민간배상 청구권에 대한 입장을 분석함으로써 한중 대일 민간배상 청

구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했다. 아울러 한일 민간배상 청구권과 관

련된 국제법 내용을 목적성 있게 분석하여 더 많은 국제법적 증거를 확

보했다.

  제6장에서는 중국의 입장을 중심으로 한중 양국이 민간배상 청구권에 

대한 공동 입장과 결합하여 중국과 한중 양국이 공동으로 민간배상 청구

권을 해결하는 새로운 경로를 전망했다.

  본 논문의 연구 목표는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중일 간의 민간배상 청구

권 문제 중에 주요 논쟁 문제를 파악한 다음 해결 방법을 도출해내는 것

이다. 이를 위해서 한중 양국 간에 민간배상 청구권 문제에 대한 차이를 

비교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며 한중 양국의 입장

을 명확히 밝히고자 하였다. 따라서 중일 민간배상 청구권 문제를 최종

적으로 해결하려면 중국 피해자의 입장을 견지하는 토대에서 더 많은 국

제법적 증거를 확보하고 효과적이고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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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econd world war Chinese 

victims' right of claim against Japan

-Focused on the comparison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YAN BIXUAN

                                      College of Law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issue of Individual compensation claims between China and 

Japan has long been the subject of controversy. Since World War II, 

the issue of Individual compensation in China and Japan has become 

increasingly serious as Japan has refused to acknowledge many criminal 

acts committed against the Chinese people during its invasion and thus 

refuses to compensate them. Japan's court rejected the Chinese 

people's lawsuit, citing several reasons based on the general logic that 

“individuals cannot be the main body of international law, exceed 

state responsibilities, and the statute of limitations, and Japan's domestic 

law does not support litigation.”For example Chinese war victim the 

Nanjing Massacre typically. By analyzing these representative cases, this 

paper will provide a detailed understanding of the status of lawsuit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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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in each type of case. In addition, after the war, China focuses 

on its position on the right to claim Individual compensation and 

analyzes and organizes their positions by combining the special 

historical backgrounds of the postwar China and Taiwan.

    This paper mainly studied the issues related to the Individual 

compensation between China and Japan, and by analyzing disputes and 

international legal evidence related to victims' right of claim, it 

demonstrates the legitimacy and rationality of Chinese victims filing 

related lawsuits with the Japanese court. And by studying issues related 

to Korea's right to claim Individual compensation against Japan, Offer 

prospects for China and Korea how to effectively resolve the issue of 

Individual compensation claims in the future. Based on the analysis of 

Chinese claims, analyze the Korean government and scholar's positions 

on Individual compensation, comparing the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of Korea-China-Japan claims, and analyzing international 

laws related to Korea-Japan claims to secure more international legal 

evidence. Moreover, centering on China's position, combined with the 

common position of South Korea and China on Individual compensation 

claims, China and South Korea can jointly find new ways to resolve 

Individual compensation claims.

keywords : Individual compensation, Claim right, Comfort Women, 

Forced labor, Post-war compensation, Trea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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