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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신일철주금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소송

 1.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보추협)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와 유가족의 
진상규명과 재판지원, 추모사업 등을 벌이고 있는 피해자단체로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를 위한 소송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추협은 민족문제연구소와 함께 오는 
3월 11일(월) 신일철주금주식회사를 상대로 8명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피해배상을 요구
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소하는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2. 2012년 5월 24일 한국 대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와 신일본제철 주식회사를 상대
로 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해 ‘두 기업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원심판결을 모두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시킨 바 있습니다. 이 획기적인 판결로 인
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보추협과 민족문
제연구소는 지난 2월 14일 후지코시주식회사를 상대로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손해배
상을 청구하며 제소한 기자회견에 이어 신일철주금 주식회사(신일본제철 주식회사가 주우
금속주식회사와 합병한 회사)를 상대로 제소하는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3. 일본에서 제소하여 패소한 피해자들이 한국에서 다시 제소한 것이 기존의 소송이었다면, 
이번 소송은 피해자들이 한국의 법원에만 제소하는 소송입니다.

 4.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피해가 하루라도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
져주실 것을 바라며 기자회견 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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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日鐵住金株式會社를 상대로 한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기자회견

○ 일시 : 2013년 3월 11일(월) 10시 30분
○ 장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 02-522-7285)
○ 소장접수 : 11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 주최 :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 담당 : 간사 김진영 010-9811-1092, 286page@naver.com

기자회견 순서
사회 : 김민철(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 참석자 소개
- 재판의 취지와 주요내용 설명
- 원고 발언
- 일본제철 재판지원회의 발언(日鉄裁判支援する会関西事務局)
- 질의·응답

1. 재판의 취지와 주요내용 : 장완익, 김미경
이 소송의 원고들은 일제말기 군수기업이었던 일본제철의 가마이시제철소(당시 이와테현 소

재), 야하타제철소(당시 후쿠오카현 소재) 등지의 사업장에 강제동원 되어 가혹한 노동을 강요당
한 분들입니다.

(구)일본제철 주식회사(현재 新日鐵住金株式會社)는 일제말기 전쟁수행을 위한 철강업의 재편
과정에서 설립된 국책회사로 당시 1만 여명의 노동자를 강제동원한 일본의 대표적인 전범기업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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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해방 후에는 일본의 ‘회사경리응급조치법, 기업재건정비법’에 따라 회사를 해산하고 채권
을 소각했지만 이후 흩어진 회사들을 다시 합병하면서 신일본제철주식회사가 되었다가, 최근 또 
다른 군수기업인 주우금속주식회사와 합병하여 현재의 ‘신일철주금주식회사’가 되었습니다.

(구)일본제철에 강제로 동원되었던 피해자들은 (당시) 신일본제철과 일본정부를 상대로 도쿄지
방재판소(1995.9.15 가마이시소송)와 오사카지방재판소(1997.12.24 오사카소송)에 유골반환, 미
불임금 지불, 사죄와 보상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재판에서 일본 법원은 ① 일
본 국가는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이 없고 ② (구)일본제철과 (제소 당시)신일본제철은 다른 회사이
며 ③ 1965년 한일협정으로 인해 한국인이 갖고 있는 모든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여 원
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2005년에 다시 한국법원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1심판결에서 재판부는 피고
의 법인격이 다르고 시효가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소를 기각했지만 ‘일본정부와 구 일본제철이 
원고들을 속여서 동원하고 강제로 노동하게 하였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5월 24일 한국의 대법원은 ‘일본 법원의 판결은 일본의 식민지지배가 합법적이
라는 인식을 전제한 것으로 일제강점기의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
심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항소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모두 파기환송 하
였습니다.

일본 전범기업이 대한민국 국민을 조직적으로 강제동원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피해자들의 행복
추구권, 생존권, 신체의 자유, 인격권 등을 침해하며 강제노동을 강요한 행위는 명백히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신일철주금주식회사는 강제동원, 강제노동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했으면서 
청구권협정, 회사경리응급조치법, 기업재건정비법 등을 방패막이로 원고들과 같은 강제동원 피
해자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지금도 굴지의 대기업으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新日鐵住金株式會社는 피해자들이 강제동원·강제노동으로 입게 된 정신적 ․ 육체적 고
통과 귀국 후 지속된 정신적 고통까지 위자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 8명은 정신적 손해
액으로 금 100,000,000원씩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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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제철 관련 재판의 연혁
1995.9.22 가마이시 소송 도쿄지방재판소 제소
1997.9 가마이시 소송 신일철은 유족과 ‘화해’
1997.12.24. 오사카 소송 오사카지방재판소 제소
2001.3.27 오사카 소송 오사카지방재판소 판결, 원고 패소
2002.11.19. 오사카 소송 오사카고등재판소 판결, 원고 패소
2003.3.26 가마이시 소송 도쿄지방재판소 판결, 원고 패소
2003.10.9. 오사카 소송 최고재판소 판결, 원고 패소
2005.2.28. 신일철한국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제소
2005.9.29 가마이시 소송 도쿄고등재판소 원고 패소(일본정부상대)
2007.1.29 가마이시 소송 최고재판소 원고 패소(일본정부상대)
2008.4.3. 신일철한국소송 원고패소
2008.4.25. 신일철한국소송 서울고등법원 항소
2009.7.16. 신일철한국소송 서울고등법원 항소기각
2009.8.5. 신일철한국소송 대법원 상고
2012.5.24. 신일철한국소송 대법원 서울고등법원판결 파기환송

3. 원고 소개
연번 피해자 한자 생년월일 동원된 제철소
1 곽해경 郭海耕 1925.6.29 釜石製鐵所(가마이시 제철소)
2 김공수 金玒洙 1925.2.18 八幡製鐵所(야하타 제철소)
3 김광철 金光哲 1925.4.15 八幡製鐵所(야하타 제철소)
4 이상주 李相周 1925.12.18 釜石製鐵所(가마이시 제철소)
5 이윤태 李閏台 1926.2.23 八幡製鐵所(야하타 제철소)
3 최영배 崔永培 1922.6.27 八幡製鐵所(야하타 제철소)
7 주석봉 朱錫奉 1924.3.10 八幡製鐵所(야하타 제철소)
8 장학준 張學俊 1917.2.15 釜石製鐵所(가마이시 제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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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피해사례 : 원고 주석봉
저는 1924년 3월 10일 전북 전주부 전주면 소화정 932번지에서 태어났습니다. 징용 당시 부모

님은 노동일을 하셨고, 생활은 다른 모든 이들과 마찬가지로 어려운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저는 목수일을 하다가 청년대에 입소하여 그곳에서 훈련을 받고 졸업을 했습니다.

19세 되는 해에 전주부청에서 징용을 가야 한다는 연락이 왔고, 부청에서 여러 명이 모여 함께 
갔습니다. 전주에서 부산까지 기차로 이동하고 부산에서 큰 연락선을 타고 시모노세키로 갔습니
다. 시모노세키에서 야하다제철소 공장에 훈련소로 들어갔습니다. 공장을 견학하고, 주의사항 
등을 일러주었습니다. 저는 제1철공소에서 일을 했는데 조선인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숙소에는 서너 명이 한방에서 잠을 잤고, 여관을 기숙사로 사용했으며, 식사는 매우 모자라 항
상 배가 고팠습니다. 월급은 본인에게 직접 주지 않고 고향으로 회사에서 보냈으며, 용돈만 조금 
주었습니다. 고향에서는 약간의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금 얘기는 듣지 못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밖에 못나가도록 항상 감시했습니다. 간혹 도망가다 잡히면 거의 초죽음을 당하도
록 구타를 당했습니다. 감히 도망을 칠 생각은 못하고 자포자기식으로 일을 하는 게 목숨이라도 
부지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의 일과는 오전 6시에 기상하여 3교대로 8시간씩 현장에 도착하고, 근무시간 관리는 관리
자들이 철저하게 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일본인 관리자보다는 조선인 관리자가 더 악독하게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식사는 일본인과 조선인을 구분해서 배급했고 수준이 낮은 민족으로 취
급을 하였습니다. 일본어를 조금이라고 할 줄 알면 그나마 대접이 좋았습니다. 

제가 제1철공소에서 하던 일은 용광로에서 쇳물을 녹여 커다란 도가니에 부어 좋은 쇠를 추출
하는 일이었습니다. 기술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조선인은 기술을 배워서 나간다는 이유로 잘 
배치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일의 성과가 좋은 날은 상금이 있다고 하여 노무자들이 더욱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인 포로들도 있었는데 많이 굶주렸고, 매우 힘든 일만 시켰
습니다. 2년 정도 근무 하던 중 군대에 갈 나이가 되어 징병영장이 나와서 제철소에서 일본인들
의 환영식을 받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때 조선인은 저 혼자였습니다.

부산에서 용산까지 오는 도중에 부모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대전에서 전주로 도망갔습니다. 
전주역에서 그날 바로 헌병에게 붙잡혔는데 헌병에게 사정 이야기를 했더니 집에 갔다가 오후 5
시에 기차를 타고 서울 용산으로 가야하니 전주역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중.고등
학교 학생들까지 길에 나와서 애국군인이라면서 대환영식을 해주었고 전주시에서는 3명이 함께 
갔습니다. 저희 집 문패에도 호마레노이에라는 문구를 붙여주었습니다. 

용산23부대로 입소하여 보름정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밤에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갔고, 배를 
타고 아침을 먹고 시모노세키에서 하카다로 들어갔습니다. 부대에 도착하여 사열식을 하는데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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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가 너무 뜨거워 쓰러지는 군인들이 많았습니다. 여러 부대에 군인을 할당하여 나누어 주었으
며, 본인은 메노하마 해변가에 있는 어느 국민학교가 있는 부대로 배치를 받았습니다. 당시 미군 
비행기 B29의 공격이 심했습니다.

게이셍이라는 산에 들어가서 전투를 하였으며, 식량이 부족하여 늘 배가 고팠습니다. 해방 되
었 몰랐는데 미군 포로들이 돌아다니면서 술을 마셔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군은 해
방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숨기고 두 달 정도가 흐른 뒤에 기한이 지났으니 제대를 하라고 말
해서 그때서야 해방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모노세키에 가니 각국에서 참전했던 군인들이 많았습니다. 군인만 타는 배를 타고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전국 각 도에서 안내자들이 나와서 식사를 대접해주었고, 기차를 타고 전주까지 
왔습니다. 해방이 된 뒤에 조선은 질서도 없고 아주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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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 신일철주금주식회사에 대한 요청서(일본제철 재판지원회)

요청서
2013년2월15일

신일철주금주식회사
대표회장 CEO 宗岡　正二
대표사장 COO 友野　　宏

일본제철원징용공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귀사의 변함없는 발전을 기원합니다.
지난해 5월 24일, 한국의 대법원(일본의 최고재판소에 해당)은 귀사(구 신일철)가 행한 전쟁 

중 강제연행에 의한 피해자의 청구에 대해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단과 반대로 피해자의 청구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 서울 고등 법원의 환송심 일정도 이미 확정되었습니다.(변론 기일 3월 12 
일, 3월 26일 판결 기일 4월 9일)

귀사의 기업 행동 규범에는 ‘법령 · 규칙을 준수하고, 높은 윤리관을 가지고 행동한다’, ‘각 국
가 · 지역의 법률을 준수하고 각종 국제 규범, 문화, 관습 등을 존중하여 사업을 진행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하지 않는 이상, 환송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싸움을 
계속할 것이 아니라 속히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야 말로 앞으로 귀사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
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귀사가 
다음 요구사항에 성실하게 대응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1. 원활한 소송 진행을 도모하기 위해 신속하게 대리인을 선임하고 소송에 임할 것.
2. 한국 대법원 판결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공연히 재판을 연장 시키지 말고, 피해자 · 원고의 

요구를 수용할 것.
3. 강제 연행 문제의 빠른 해결을 위해 본사에 협의를 위한 창구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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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請書
　　　　　　　　　　　　　　　　　　　　　　　　　　　　　　　２０１３年２月１５日

新日鉄住金株式会社
代表取締役会長　兼CEO　宗岡　正二　様
代表取締役社長　兼COO　友野　　宏　様

　　　　　　　　　　　　　　　日本製鉄元徴用工裁判を支援する会
　　　　　　　　　　　　　　　　　東京都千代田区飯田橋3-5-1  特別区一部事務組合労働組合気付 Tel/fax  03－3234－1006
　　　　　　　　　　　　　　 　　 大阪市城東区中央1-8-24東洋プラザ305　Tel 090-8482-9725　

　貴社の変わらぬご発展を祈念いたします。　　　　　　　　　　　　　　　　
昨年、5月24日，韓国の大法院（日本の最高裁にあたる）は、貴社(旧新日鉄)の行った戦争中の

強制連行被害者の請求について、日本の最高裁判断を覆し、被害者の請求権を認める判決を下し
ました。

　そして、現在、韓国・ソウル高等法院での差戻し審の日程もすでに確定しています。(弁論期
日３月１２日、３月２６日、判決期日４月９日)

貴社は、自らの企業行動規範に「.法令・規則を遵守し、高い倫理観をもって行動します」「各
国・地域の法律を遵守し、各種の国際規範、文化、慣習等を尊重して事業を行います」と述べて
おられます。大法院での判決が覆らない以上、差し戻し審の結果が出るまで争うことなく早期に
問題解決を図ることこそ、貴社の将来的な利益に叶うも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被害者が亡くな
らないうちに一日も早い解決のため、貴社が、下記項目に誠実に対応されることを求めます。

記

一. 円滑な訴訟進行を図るために、速やかに代理人を選任し、訴訟に臨むこと。
二. 韓国大法院判決を真摯に向けとめ、いたずらに裁判を長引かせることなく、被害者・原告の

訴えを受け入れること。
三. 強制連行問題の早期解決に向けて、本社内に協議のための窓口を設けるこ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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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마이시제철소
(釜石製鐵所)

오사카제철소
(大阪製鐵所)

야하다제철소
(八幡製鐵所)

미확인
(未確認)

인원수
(人數) 124 9 47 3

첨부3. 2001년 일본제철 강제동원피해자 한일합동 조사활동 현황
2001년 9월부터 2003년 5월까지 5차례에 걸쳐 공탁금 명부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생존여부, 

호적조사, 면담작업을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생존자 48명과 유족 135명(2004년 5.7 현재)이 확
인되었는데 그 중에 8명의 피해자가 이번 재판에 참여합니다.

○ 확인된 일본제철 징용피해자 : 183명 (가마이시, 오사카재판 원고 포함) / 2004.5.7 현재

  - 생존자(生存者) : 48人 /  - 유족(遺族) : 135人

○ 공장별(工場別)

* 명부기록이 없는 사람은 18명 (名簿の記録がない人は18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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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江原)

전남
(全南)

전북
(全北)

충남
(忠南)

충북
(忠北)

평남
(平南)

미확인
(未確認)

인원수
(人數) 2 62 46 58 9 2 4

강원
江原

경기
京畿

광주
光州

대전
大田

부산
釜山

서울
ソウル

울산
蔚山

인천
仁川

전남
全南

전북
全北

충남
忠南

충북
忠北 미확인

인원 3 19 7 5 2 31 3 5 32 28 41 6 1

○ 출신지별(出身地別)

○ 거주지별(居住地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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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4 : 관련 재판개요

1. 일철오사카제철손해배상청구소송(日鐵大阪製鐵損害賠償請求訴訟) 

원고 : 신천수, 여운택
변호사 : 松本建男, 井建雄, 幸長裕美, 奧村秀二, 竹下政行, 金喜朝
피고 : 일본국, 신일본제철주식회사

구분 재판소 제소, 항소일 판결일 내용
1심 오사카지방재판소 1997.12.24 2001.3.27 원고패소
2심 오사카고등재판소 2002.7.31 2002.11.19 항소기각
3심 최고재판소 2003.1.29 2003.10.9 상고기각

1. 소송의 배경 
이 소송은 일제시기 ‘일본제철주식회사’에 동원되어 노동을 강요당한 원고들이 일본제철을 승

계한 ‘신일본제철주식회사’와 일본국을 상대로, 사죄문 계시와 미불임금 지급, 손해배상 등을 청
구한 사건이다.

일본제철은 일제시기 1만여 명의 조선청년들을 동원하여 혹독한 환경에서 노동시키면서 임금
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소송 이전부터 이에 대한 책임문제가 지속적으로 거론되었
다. 하지만 피고측은 ‘신일본제철이 (구)일본제철과 다른 기업’이라는 입장에서 피해자들의 요구
를 거부해왔다.

결국 1995년 9월 22일 피해자와 유족 11명이 도쿄지방재판소에 일본제철 카마이시(釜石)제철
소에 강제동원 되어 노동을 강요당한 것과 연합군의 함포사격에 의해 희생된 데 대한 위자료 청
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1997년 9월 18일 신일본제철이 유족 1인당 200만 엔의 위로금을 지
불하는 조건으로 화해가 성립되었다. 이후 일본국만을 대상으로 소송이 계속되었으나 2007년 1
월 29일 최고재판소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 재판에서 원고와 신일본제철의 화
해는 이후 다른 대일과거사 재판에서 화해를 이끌어 내는 발판이 되었다.



12

일철 오사카재판의 원고 신천수와 여운택은 위의 카마이시 재판 원고들과 같은 피해를 당한 
피해 당사자이다. 이들은 1997년 12월 24일 일본제철이 자신들을 강제 동원하여 강제노동 시켰
으며, 급여를 위법하게 공탁하였고, 구일본제철의 채무는 신일본제철로 승계되었다고 보아야한
다는 것을 근거로 일본국과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원의 판단
1심에서 일본 법원은 원고 여운택, 신천수가 노동자 모집에 스스로 응한 것이므로 (구)일본제

철주식회사가 강제로 연행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하지만 오사카제철소의 생활과 노동내용, 
강제적인 임금저축을 보았을 때 실질적으로 강제노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청구권에 대해
서는 국제법상 개인에게 권리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수용하지 않았다. 또한 
전후 일본기업이 부담할 배상 및 미지급 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46년에 제정·시행된 ‘회
사경리응급조치법’, ‘기업재건정비법’에 의하여 원고들의 임금채권 및 손해배상채권이 위의 구 
계정에 속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신일본제철은 구 계정에 속하는 구일본제철의 채
무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고, 신일본제철이 구일본제철의 채무를 승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도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소를 기각하였다.

2심에서 원고들은 ‘한일협정으로 한일양국은 서로 상대국에 대한 자국민의 외교보호권을 포기
한 것이지 국민 개인의 권리를 소멸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양국이 한
일협정에 의해 서로 외교보호권을 포기하고, 상대국 및 상대국 국민에 대한 ‘재산, 권리 및 이익’
은 상대국의 국내법에 의한 조치에 맡기는 것으로 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1965년 6월 22일 법률 제144호에 의해 한국국민이 가진 일본국민에 대한 채권이 소멸하였다고 
해석된다고 하면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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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일본제철에 대한 강제동원징용피해손해배상 및 임금청구소송(신일철
한국소송)

원  고 : 신천수 등 5인(1심 후 원고 1인이 항소를 하지 않아 4인의 원고가 재판 진행)
변호사 : 김미경, 김수정,  박갑주, 박세경, 이민종, 임종인, 오재창, 윤중현, 장완익, 지기룡, 

천정배, 최윤수, 한경수
피  고 : 신일본제철주식회사

구분 재판소 제소일 판결일 내용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2.28 2008.4. 3 원고패소
2심 서울고등법원 2008.4.25 2009.7.16 항소기각
3심 대법원 2009.8. 5 2012.5.24 파기환송

1. 소송의 개요
태평양전쟁 당시 현 신일본제철의 전신인 일본제철주식회사에 강제 동원되어 노동을 강제당하

다 해방 후 귀환한 원고들이 당시의 피해에 손해배상과 지급받지 못한 임금·강제저축금 등을 청
구한 소송이다. 원고 중 2인은 1997년 12월 24일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에 피고에 대하여 손해
배상청구를 제기하였고, 2003년 10월 9일 최고재판소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다.

원고들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는 강제노동에 대한 것이다. 당시 원고들은 한 달에 
1, 2회의 휴일을 제외하고 강제노동에 시달렸으며 임금마저 강제로 저축하였기 때문에 한 달에 
2, 3엔의 용돈 외에는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들은 이러한 행위가 1932년 일본제국정부
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29호 강제노동에 관한 조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둘째는 일본제철의 법 주체에 대한 것이었다. 소송의 피고였던 현 신일본제철은 1946년 8월 
15일 일본의 ‘기업재건정비법’의 시행에 따라 1950년 4월 1일 해산하면서 야하타제철(八幡製鐵), 
후지제철(富士製鐵·), 일철기선(日鐵氣船), 하리마내화연와(播磨耐火瓦)에 출자하였다. 이 과정
에서 일본제철은 원고들의 임금을 통보도 없이 공탁하고 불량채권은 소각하였다. 이후 1970년 3
월 31일 야하타제철은 일본제철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고 이후 후지제철을 합병하고는 신일본
제철주식회사로 재차 상호를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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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원고들은 구 일본제철과 현 신일본제철은 법인격이 동일하므로 채무 또한 승계된 것으
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채권자 혹은 유가족에게 공탁통지도 하지 않고 공탁금의 시
효를 소멸시킨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한 것으로 공탁금에 대한 청구 시효가 유지되고 있
다고 주장하였다.

2. 법원의 판단
1심 재판부는 대한민국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서 불법행위지로서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다는 것

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일본에서 이 사건 소송과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확
정판결을 받은 원고들에 대해서는 일본의 판결 효력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일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 외의 원고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강제노동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것은 명백하므로 구 
일본제철은 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고, 나머지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권이 한일협
정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인정하였다. 하지만 법 주체부분에서 재판부는 구 일본제
철과 피고가 법인격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하여 나머지 원고
들의 청구도 모두 기각하였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 이유를 모두 인용하면서 일본제철이 채무를 청산하는 데 적용된 ‘응급
조치법’ 등이 국제법 또는 한국헌법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들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일본 법원의 판결은 일본의 식민지지배가 합법적이라는 인식을 전제한 것으
로 일제강점기의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
돌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항소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모두 파기환송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