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신문‘'강제동원 ’관련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
(‘15. 1. 14. 수요일. 대일항쟁기위원회 기획총괄과 02-2180-2651)

1. 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한지 길게 보아 10년이 넘었습니다.

현재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명단(성명과 직책 등 포함), 사

무국 인력규모, 사무국 인원 중 공무원 비중 등에 대한 자료

○ 위원회 위원 명단은 [붙임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 인력은 ‘15. 1월 현재 총78명이며 그 중 공무원은 33명으로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 그간 위원회 활동을 개괄하는 종합보고서 혹은 총람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위원회는 2004년 11월에 발족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 규명위원회’와 2008년 6월에 발족된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위원회’가 통합되어 2010년 3월에 발족하였습

니다.

○ 위원회의 주요기능 및 그간 위원회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붙임 2]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위원회가 4차에 걸쳐 단기 연장되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 강

제동원 진상규명과 희생자 지원에 대한 의지가 없기 때문이

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반박을 듣고 싶습니다.

○ 우리 위원회는 2004년 11월 설립이후 226,583건의 일제강점하 강

제동원 피해신청을 받아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위로금 등 지급신

청은 112,908건을 접수받아 98,477건을 처리하고 그 나머지는 현

재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 특별법상(제19조) 우리 위원회는 한시조직으로서 존속기간이 만

료되는 2015년 6월 이후에는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행정자치부장

관이 승계하도록 하고 있어 정부차원의 희생자 지원에 대한 의지

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4. 일제강점기 강제동원과 관련해 소송 여러 건이 진행중이며 오

는 5월이면 소송 시효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

는 이 소송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으며, 소송 원고에 대

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대법원 판결에 어떤 식으로 대

응할 준비를 하고 있는지 등 진행 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 위원회에서는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 등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협상 또는 소송을 진행할 경우, 위원회의 ‘피해자 결정’이 개인소

송의 객관적 입증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원회 

차원에서 관련 자료 제공 등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5. 강제동원 피해자 명단을 공개해 달라는 시민단체 요청에 대

해 비공개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현재는 공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강제동원피해자명단”의 성격상,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

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공공기

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1항 6호」에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됩니다. 예외 규정으로 공공기관이 작성하

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으나, 피해 당사자들의 법적 위임을 가지고 있지 않는 제3자 등 

시민단체에게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국가행정기관

으로 관련법령을 준수해야하는 의무가 있으며 현재 피해당사자와 

법정 대리인이 정보공개를 신청하거나 소송관련(일본 상대 집단 

소송 등) 법원의 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 강제동원 관련 자료(개인

정보 포함)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6.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인 강제동원 관련 소송에 대한 자료

를 당사자들에게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인 강제동원 관련 소송에 대한 자료 중에서 

우리 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소송관련 자료는 피해 당사자와 법

정 대리인이 정보공개를 신청할 경우 해당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

니다.



위원회 위원 현황

직 위 성 명 현직 비 고

위원장 박인환 대일항쟁기 피해조사 및 지원위원회 위원장

당연직
위  원

김현웅 법무부 차관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

홍윤식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위촉위원

남효순 서울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박  환 수원대 교수 (사학과)

양임석 변호사

오영근 한양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장석흥 국민대 교수 (국사학과)

배영곤 변호사

이상현 일산병원 건강증진센터 소장

[붙임1]



위원회 주요업무 추진현황 (‘14.12말 현재)

□ 주요기능

○ 일제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 및 피해자․유족 결정

○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에 대한 위로금 등 지급

○ 유해의 조사와 발굴․수습․봉안 및 사료관․추도공간 조성 등

특별법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업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국무

총리 소속으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를 둔다.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 및 피해판정 불능결정에 관한 사항

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된 국내외 자료의 수집․분석 및 유해의 조사와 발

굴․수습․봉환에 관한 사항

3. 피해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4. 사료관 및 추도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

5.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

6.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및 그 유족 또는 미수금피해자 및 그 유족에 해당되는지 여부

에 관한 사항

7. 국외 강제동원 생환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8.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부상으로 인한 장해의 판정에 관한 사항

9. 위로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10. 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붙임2]



□ 주요업무 추진현황

가. 강제동원 피해조사 결과

(단위 : 건)

나. 위로금 등 지급현황

○ 위로금 등 처리 및 지급실적
(단위 :건/백만원)

  

구분 계 사망․행불 부상장해 미수금 의료지원금

접수건수 112,908 20,809 33,342 33,477 25,280

처리건수 98,447 19,545 26,327 27,307 25,268

처 리 중 14,461 1,264 7,015 6,170 12

지급결정건수 71,052 18,447 12,445 15,618 24,542

지급결정액 575,830 346,432 83,962 49,396 96,040

○ 위로금 등 지급기준

구분* 대상 지급기준

위로금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사망․행방불명자)의 유족 1인당 2천만원

국외강제동원 부상자 또는 유족 1인당 3백만원～2천만원

미수금 
지원금

미수금 피해자 또는 유족 1엔당 2천원

의료지원금 국외강제동원 생환자 중 생존자 1인당 매년 80만원

* 위로금(특별법 제4조), 미수금 지원금(특별법 제5조), 의료지원금(특별법 제6조)

구    분 총계 군인 군무원 노무자 위안부 기타

총  계 226,583 33,398 37,033 155,479 336 337

각  하 449 21 23 339 7 59

기  각 1,318 195 104 966 1 52

판정불능 6,177 325 204 5,213 305 130

피해자 218,639 32,857 36,702 148,961 23 96

피
해
유
형
별

사 망 19,205 3,305 8,704 7,180 0 16

후유장애 3,398 414 583 2,398 1 2

행방불명 6,380 1,062 974 4,334 0 10

귀환 후 사망 145,944 16,549 19,689 109,643 7 56

귀환 후 생존 43,712 11,527 6,752 25,406 15 12



다. 일제강제동원 역사관 건립('14.5.15 완공)

○ 부산 당곡공원내 12,062㎡(지상 3층, 지하 4층), 522억원 

라. 해외 추도사업 

○ 해외 추도순례 : 19회, 유족 359명 참가

○ 해외 추모탑 건립(3개소) : 필리핀,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 해외 한인 희생자 유골봉환, 천안「국립 망향의 동산」안치

- 일본 유텐사 군인․군속 423位(‘08.1～’10.5), 사할린 희생자 19位(‘13.8~’14.8)

○ 사할린 한인묘 현황파악 : 33개소 10,768기 한인묘 확인(‘1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