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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및 역사 · NGO 담당 기자 

발 신 |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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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2차 야스쿠니무단합사 철폐소송 제소와 1차 소송 항소심 판결 안내

※ 연락처 

○ 실무 간사 : 김진영(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010-9811-1092, 

               일본 현지 연락번호 090-9678-4130

○ 일본 관계자 : 090-9204-7607（山本）　090-2466-5184（矢野）

○ 한국 관계자 : 김민철 010-9697-2582

〚보도자료〛

1, 일시 : 2013.10.21~24

2. 목적 : 

- 야스쿠니합사철폐 2차소송 제소(22일)

남영주, 박남순, 박기철 등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27명이 일본 도쿄지방재판소에 

일본정부와 야스쿠니신사를 상대로 무단합사 철폐와 사과, 유골 봉환을 요구(추가)하는 2

차 소송을 제기

- 야스쿠니합사철폐 1차소송 항소심 판결(23일)

1차 소송의 원고인 이희자도 동행하여 24일 오후 도쿄고등법원 재판소에서 있을 노합

사 항소심 판결에 참석할 예정

3. 일본 방문자 

2차 소송 원고 : 남영주, 박남순, 박기철(각각의 진술서 참조)

1차 소송 원고 : 이희자(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공동대표)

실무간사 : 김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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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정

21일 오후 02:15 하네다 도착 ( JL92 )

오후 04:00 야스쿠니신사 방문 합사취하 요청 (2안)

오후 06:30 제2차 소송 제소 최종 준비회의 (도쿄 한국YMCA)

22일 오전 10:00 야스쿠니신사 방문 합사취하 요청 (1안)

오후 13:30 도쿄지방법원 1F 변호사 대기실 집합

오후 02:00 2차 소송 제소

오후 03:00 기자회견 (사법기자클럽)

23일 오후 01:00 도쿄지방법원 정문 앞 홍보 활동

오후 02:00 1차 소송 항소심 판결 (정문 앞에서 항의 집회)

오후 03:00 기자 회견·총괄 집회 (변호사 회관 502D)

오후 06:30 ‘야스쿠니합사 철폐를 위한 새로운 한 걸음’짐회

東京しごとセンター・地下講堂（ＪＲ・地下鉄飯田橋駅下車徒歩８分）

- 다카하시 테츠야(도쿄대 교수) 강연

- 항소심 판결 보고

- 원고 발언(남영주, 박남순, 박기철)

24일 오후 03:35 하네다 출국（ＪＬ９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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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야스쿠니 관련 재판 경과

재한군인․ 군속재판(合祀取下·遺骨返還·損害賠償等請求事件)

- 원고 252명 →  2003년 6월12일 164명 원고 추가, 원고 416명

- 청구 취지 : ‘생사 확인, 유골 반환, 미불금과 군사우편저금 반환, 야스쿠니 합사 철

폐, BC급 전범과 시베리아 억류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 

2001.6.29. 도쿄지방재판소 제소

2011.11.30. 일본 최고재판소 상고기각

1차 야스쿠니무단합사철폐소송(第二次大戰戰沒犧牲者合祀絶止等請求事件)

- 원고 10명 → 2명 사망, 1명 - 3명의 자제가 권한 승계, 현재 원고 11명

- 청구 취지 : 야스쿠니 합사 철폐, 일본․한국 언론에 사과문 게재

2008.2.26. 도쿄지방재판소 제소

2011.7.21. 1심 원고 패소 

2011.8.3. 도쿄고등재판소 항소



4

原告名 原告名 関
係

犠牲者 犠牲者 区分  動 員 時

期

所屬 死亡日 死亡地

권향자 權香子 子 권대인 權大麟 陸軍軍人 19440920(

?)

獨立步兵  116大
隊

19450618 湖南省 岳陽県

김문영 金文英 子 김영환 金永煥 陸軍軍屬 1944.9.1 緬甸  泰俘虜收容
所

19450923

김용자 金蓉子 子 김동근 金東根 陸軍軍屬 1943 19440905 中國 湖南省
김진석 金鎭石 子 김태창 金泰彰 海軍軍屬 19420723 15設營隊 19430122 ニューギニア,

ギルワ
김희복 金熙福 子 김응두 金應斗 陸軍軍人 19450815 步兵  153聯隊, 

18703部隊
19450815 ビルマ、ミア

ンマ
남영주 南英珠 媦 남대현 南大鉉 陸軍軍人 1942년 步兵80聯隊 19440810 ニューギニア

ヤカムル
문철영 文哲令 子 문판금 文判金 海軍軍屬 大湊施設部 19440926 北太平洋方面 

八郞浮丸
박기철 朴基哲 子 박풍현 朴豊鉉 海軍軍屬 步兵77聯隊 19450620 フィリピンバ

ターン
박남순 朴南順 子 박만수 朴滿秀 海軍軍屬 4施設部 19440224 ブラウン
박도선 朴道善 子 박맹순 朴孟順 海軍軍屬 19440409 5建 19440708 サイパン
박매자 朴梅子 子 박면수 朴冕銖 海軍軍屬 19420826 4海軍施設部 19440401 メレヨン
백귀례 白貴澧 子 백종기 白從基 海軍軍屬 19411121 4施設部 19440808 南洋群島方面  

慶順丸
송순복 宋順福 子 송수훈 宋洙熏 陸軍軍人 14方面軍19師團  

73連隊
19450308 フィリピン  

ルソン
안재갑 安載甲 兄 안재순 安在順 陸軍軍人 19421226 8方面軍20師團步

兵79連隊
1944.2.5 カブトビン

유수예 柳修銳 子 유봉학 柳峯鶴 海軍軍屬 1945.1.20 佑施(鹿兒 支部) 19450728 鹿兒島
유충현 柳忠鉉 子 유지흥 柳志興 海軍軍屬 1942.7.23 15設 1943.1.9 ニューギニア,

ギルワ
이명구 李明九 子 이낙호 李洛鎬 海軍軍屬 1944.1.20 3船輸司  パラオ

支部
1945.4.12 パラオ

이미대

자

李美代
子

子 이의영 李儀榮 陸軍軍人 1943.3.20 19師團8515部隊  
師團衛生隊

1945.7.2 フィリピン,  

ルソン
이병순 李炳順 子 이희경 李喜敬 海軍軍屬 19421229 15設營隊 19441029 ニューギニア,

ギルワ
이인복 李仁馥 子 이민구 李敏求 陸軍軍人 19440428 東部ニューギ

ニア
장진화 張鎭花 子 장천옥 張千玉 海軍軍屬 1943.5.20 大湊施設部 1945.5.1 北千島沖(長和

丸)

정진복 鄭鎭福 子 정충모 鄭忠謨 海軍軍屬 1943.3.23 4海軍施設部 1944.2.5 クエゼリン
조무연 趙茂衍 子 조남현 趙南鉉 陸軍軍人 步219  連 1945.4.3 西部ニューギ

ニアソロン
최두용 崔斗鎔 子 최승봉 崔承鳳 陸軍軍屬 1944.2.15 特設建築  101中

隊
1945.7.19 中國  廣西省 

田県
최인재 崔寅在 子 최병섭 崔炳奭 海軍軍屬 4施設部 19430919 トラック
동정남 董定男 子 동선홍 董善洪 海軍軍屬 1943.3.25 大湊 施設部 19441025 北太平洋
최상남 崔相男 子 최판용 崔判龍 陸軍軍人 49師団衛生隊 19450722 ミアンマ

6. 27명 원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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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별진술서

1. 원고 : 남영주

피해자 : 남대현(南大鉉, 관계 오빠)

저는 1939년 2월 24일 경상남도 의령군 정곡면 상황리에서 3남 4녀 중 막내로 태어났

습니다. 위로 있던 오빠 둘은 홍역으로 어렸을 때 죽었다고 합니다. 어릴 때 살던 동네

는 남씨들이 백여집 모여사는 곳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종가로 가세가 상당해서 동네에

서 우리 땅 안 밟고는 못단닌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집안은 농사를 지었지만 하인들이 있어서 실제 가족들이 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할

아버지는 한학을 하시면서 동네 서당의 훈장어른이었는데 매우 엄하셔서 아버지께서 바

깥에 나가실 때, 들어오실 때 모두 뜰에 앉아서 절하면서 인사하고 다녔던 기억이 있습

니다. 

할아버지께서 워낙 한학을 중시하셨고 또 직접 서당에서 훈장어른을 하셨기 때문에 손

자들을 신식학교에 보내는 문제로 아버지와 대립이 일어나곤 하셨습니다. 대립이라기 보

다는 아버지께서 할아버지 몰래 자식들을 학교에 보내다가 할아버지에게 들켜서 큰소리

가 나곤 했습니다.

징병으로 끌려간 큰 오빠는 저보다 14살 정도 위로 당시 나이는 20살이었습니다. 집안

에 남자가 귀하고 아래로 오빠 둘이 죽었기 때문에 큰오빠가 사실상 독자였습니다. 그래

서 끌려가기 전에 급하게 장가를 보냈지만 손자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올케언니는 한국

전쟁 때 까지 우리집에서 살다가 이후에 친정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정말 다정하고 착한 분이셨는데 나중에 호적을 보니 오빠 사망신고가 되어있

길래 어떻게 된거냐고 물어봤더니 ‘젊은 애를 그냥 늙히기가 미안해서’ 아버지께서 올

캐 언니를 친정으로 보내기 전에 오빠 사망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옛날에 살던 집이 엄

청컷는데 큰오빠가 마루에 걸터앉아서 손풍금을 연주하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결국에는 오빠가 도망가고 자꾸 문제가 생기면서 진주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녔지만 큰

오빠가 귀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전까지 학교 공부하는거 말고는 원하는거 다 해줬다

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빠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끌려갔는데 동네 친구 분 두 명하고 함께 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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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징집되어 가는 세 사람을 환송해주기 위해 온 동네 길이 만장기로 뒤덮여 있었습니

다. 귀한 아들이 전쟁터에 끌려가니까 어머니는 앓아눕고 집안은 온통 난리가 났습니다. 

언니들하고 저는 어렸지만 너무 무서워서 어디 얼씬거리지도 못하고 조용히 지냈던 기억

이 납니다. 

귀한 손자를 내보낸 문제 때문에 이후에도 아버지는 할아버지나 주변 어른들에게 여러 

번 곤욕을 치루고 죄인처럼 지내셨습니다. 자기 자식을 전쟁터로 내보낸 아버지 마음도 

마음이겠지만 집안 입장에서는 장손 독자가 없어졌다는 큰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오빠로 부터 남양에 있다는 편지가 몇 번 왔는데 한국 전쟁 중에 집이 불타면서 편

지는 잃어버리고 말았고 지금은 사진만 한 장 남아있습니다.

오빠가 끌려간 뒤에 아버지 하고 쌍둥이 막내였던 저와 동생 둘만 읍내에 작은 상점을 

하면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학교에 다녀왔을 때 엄마가 부엌에 어디 가서 

술을 가져오라고 하시면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가져다 드리곤 했는데 커서 생각해 보니

까 술이 독약인 줄도 모르고 가져다 드렸구나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오빠가 징병나가고 앓아 누었던 어머니는 해방 후에 함께 끌려간 두 사람이 돌아온 후

에도 오빠가 돌아오지 않자 결국 식사도 못하시고 앓으시다가 1946년 즈음에 돌아가셨습

니다. 

아버지는 오빠 소식을 찾기 위해서 어디 누가 군대라도 갖다 왔다는 소식을 들으면 수

소문해서 열일 제처두고 그 집에 찾아다녔습니다. 밀양이나 멀리 떨어진 곧 까지 차타고 

가서 몇일씩 있다 돌아오시곤 했습니다. 어느 집이나 귀한 자식이겠지만 지금 생각해도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무척 애를 쓰고 오빠 소식을 찾아 다니셨습니다. 결국 아버지도 

얼마 안 있어 화병으로 돌아가셨고 제가 시집갈 때 즈음에 가세는 거의 기울어서 거의 

남은 게 없을 정도였습니다. 

결국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모두 오빠 소식을 못 듣고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무

엇보다도 어머님이 돌아가신 것이 마음에 맺혔습니다. 오빠도 억울하고 아버지 할아버지

도 안타깝지만 엄마 없이 어린 시절 보낸 기억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때로 내가 잘못해

서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언니와 저는 이후에 하나밖에 없는 오빠의 생사라도 확인해서 어머니, 아버지 한을 풀

어드리자고 오빠 소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피해자단체를 알게 되어 2003년 5

월에 오빠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오빠는 남양군도로 징집되

었고 1944년 8월 10일 ‘야카무르’(ヤカムル)라는 곳에서 총에 맞아 돌아가신 것으로 



7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오빠가 현재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군국주의의 상징이자, 침략전쟁을 정당하고 미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존재하고 있는 야

스쿠니신사에 오빠가 합사되어 있다는 사실은 정말 충격적이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입니다. 사망통보도 받지 못해서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모두 그렇게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야스쿠니합사도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마음대로 한 것은 우리 유족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런 야스쿠니신사를 매년 참배하는 일본 정치

인들을 볼 때마다 몹시 불쾌합니다.

오빠 유골을 찾아서 한이 돼서 돌아가신 어머니 산소에 비석이라도 하나 세우고 싶지

만 당장 유골을 찾기는 어렵더라도 야스쿠니 신사에서 오빠 이름을 빼서 하루 빨리 오빠

의 영혼이라도 자유로워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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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 : 박남순(朴南順)

피해자 : 박만수(朴滿秀, 관계 아버지)

저는 1943년 2월8일 전라북도 남원군 왕치면 광치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1920

년 3월 3일 생으로 4남매 중에 장남이었습니다. 집안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일꾼을 사서 

농사를 할 정도였으니까 그렇게 어렵게 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징용으로 끌려가시고 나서는 삼촌들은 다른 곳에서 직장을 다니고 집안에 일 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집안이 굉장히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1942년 11월22일에 남양군도로 끌려가셨습니다. 그 때 아버지는 남원 우

체국에서 근무를 했는데 잠시 집에 와있는 동안 ‘일본 놈들이 잡아갔다’고 할머니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임신한지 9개월 정도 되었을 때 가족과의 이별이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 남원에 계시는 작은 아버지 말씀으로는 가끔 남양군도에 있다고 아버지에게서 편

지가 왔다고 합니다. ‘날이 너무 더워서 옷을 입을 수가 없다. 훈도시 하나면 일주일을 

입을 수 있다고’ 편지가 와서 훈도시하고 바르는 약을 함께 보내줬다는 말씀을 하시면

서 우시던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아버지 기록을 찾아서 보니 1944년 2월 24일에 남양군도에서 돌아가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는데 전사 통지서를 받은 것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해방 전에 아버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집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할머니는 식음을 전폐하고, 

몇 일을 아무 말씀도 없이 그저 울기만 했고 어머니도 한 동안 실의에 빠져, 집안 전체

가 그대로 정지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제가 두 살 정도인 때 어머

님이 재혼을 하셨습니다. 

처음 아들이 죽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할아버지는 울지 않으셨지만 어머님께서 재가 

하실 때는 그렇게 통곡을 하면서 우셨다고 합니다. 막상 며느리가 다른 집안으로 시집을 

가시는 것을 보니 정말 아들이 죽었다는 것이 실감 나셨던 것인지 그런 상황이 너무 슬

펐던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할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대문을 안 닫고 주무셨습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은 들

었지만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매일매일 기다리셨습니다. 제사도 1년에 몇 번

씩 지냈는데 아버지 생일날 지내고, 끌려가신 날 지내고, 마음이 힘드니까 할머니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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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생각이 날 때 마다 제사를 지냈습니다. 옛날에는 한 번 제사를 지내는 것이 큰 

행사였기 때문에 며느리들하고 자주 다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들 입장에서는 할

머니께서 왜 그러시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때 어렸고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잘해주셨기 때문에 엄마, 아빠 없는 것에 대해

서 빈자리를 크게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아무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잘해주어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엄마, 아버지 없어서 그런다는 소

리 안 들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어디를 가던 제몫을 다하고 말도 함부로 하지 않으면서 

조심스럽게 살아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스물 한 살에 결혼을 하면서 남원에서 살다가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할아

버지는 제가 열 네 살되던 해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결혼하면서 시골집에는 할머니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결혼한 다음해부터 중풍으로 오래 고생하시다가 

제가 스물아홉 정도 되어서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제가 결혼하고 곧 할머니께서 병에 걸리셨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너무 정신없이 살다가 나이 60이 넘

어 같은 처지의 피해자들과 함께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늦었지만 아버지의 딸로서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활동할 생각입니다. 

저도 나이가 들고 자식을 낳고 살아왔는데 어느 해인가 아들이 스물네 살이 되었는데 

아들을 보니까 이제야 돌아가신 아버지가 가슴에 맺혀서 ‘저 한참 나이에 돌아가셨구

나, 저 젊고 꽃다운 나이에 끌려가셨구나’하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너무 슬프고 아버지

가 한 없이 불쌍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일찍 돌아가신 것이 장남이 끌려가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고 중풍으로 쓰러져서 돌아가실 때까지 대문도 안 닫으시

고 아들을 기다리던 할머니 모습이 떠오릅니다.

수 십년을 아버지 없는 서러움 속에 보내고, 뒤늦게나마 아버지가 이떻게 끌려갔고 돌

아가셨는지를 죽기 전에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유골이라도 찾아서 편

안히 모셔드렸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것이야 말로 자식 된 도리이자 의무라고 생각합

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가 야스쿠니신사라는 곳에 합사되었다는데 정말로 합사된 것인지 

이번에 야스쿠니신사에 직접가서 확인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할지 고

민하고 만약 아버지가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아버지의 이름을 

빼내기 위해 노력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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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 : 박기철(朴基哲)

피해자 : 박풍현(朴豊鉉, 관계 아버지)

저는 1944년 음력 5월 6일 함경남도 고원군 고원면 매평리 286번지에서 출생하였습니

다. 아버지는 6남 2녀 8남매 중 둘째 아들이시고 조부 조모 모든 식구가 비교적 어렵지 

않게 생활하였습니다. 

징용당시에는 어머님과 결혼하여 임신 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집결지인 흥남에서 가족들과 마지막 작별을 했고 그 후 용산을 거쳐 나남과 

청무로 이송되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들었습니다.

그 후 아버지는 치열한 전투에 투입되었고 그 즈음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할머

님께서는 자식이 징용가게 된 것에 안타까운 나머지 화병으로 돌아가시고 집안은 갑자기 

어려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제 아버지는 할머님의 별세와 저의 출생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에 끌려가 전투에 

참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편지만이 왕래하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 해방을 맞이하여 할아버지께서 날마다 역에서 징용 간 저의 부친을 기

다렸으나 끝내 돌아오지 않으시고 가족들은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어머님

마저 아버지를 기다리다 쇠약해진 몸이 더욱 안 좋아져서 어린 저를 시댁에 잠시 맡기고 

친정으로 치료차 가게 되었고 그 사이 전염병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 시절엔 치료법도 마땅히 없고 상황도 좋지 않았던 때라 교통을 차단하여 사람이 왕

래하지 못하게 하여 전염병이 저절로 소멸될 때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

던 사이 할아버지께서 공산주의 사상에 회의를 느끼고 제가 나이 두 살 되던 해 전 가족

을 데리고 월남하게 되었습니다. 

어른들의 말씀으로는 어머님께서도 얼마 후 아버지의 일로 상심하다가 병세가 악화되

어 별세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유복자였기 때문에 어머님께서 돌아가신 후에는 고아로 세상을 살아야만 했습니

다. 

아버지의 생사를 알 수 없어 친척들이 제 호적을 정리 하지 못하고 방치할 수 밖에 없

었습니다. 그러다 나이가 차면서 할 수 없이 1968년 백부님 호적에 입적하게 되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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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저는 그동안 아버지의 유해도, 급여도 보상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소

식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의 생사조차 모르고 살아오다가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를 통해 

기록을 찾아 사망사실을 알게 되어 타국의 전쟁에 희생된 부친의 영혼을 달랠 수 있게 

되어 뒤늦게라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아무런 상관도, 죄도 없는 집안을 송두리째 불행하게 만들고도 

피해자에 대한 소식도 전해 주지 않고 유해의 행방도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관계없다

는 듯 한 태도에 깊은 분노를 느낍니다. 제가 받은 고통과 시련은 어떠한 물질적 보상으

로도 다 하지 못할 것임을 밝혀둡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해 이번 기회에 백부님에게 입적되어 있는 호적

이 제대로 정리되고, 하루빨리 올바른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