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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근로정신대 피해자의 (주)후지코시 손해배상 청구소송 기자회견 안내

근로정신대 피해자의 (주)후지코시 손해배상 청구소송 기자회견

○ 일시 : 2013년 2월 14일(목) 10시
○ 장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실 _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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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김민철(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1. 참석자 소개
2. 재판의 취지와 주요내용 설명 _ 장완익・김미경(법무법인 해마루)
3. 원고 발언
4. 후지코시 2차 소송 재판지원회의 발언
5. 질의·응답

※ 첨부자료
1. 제2차 후지코시 소송 연혁
2. 원고소개
3. 제2차 후지코시강제연행・강제노동소송을 지원하는 호쿠리쿠 연락회 성명서

○ 재판의 취지와 주요내용 설명
이 소송의 원고들은 일제말기 군수기업이었던 후지코시사의 도야마 공장에 강제동원 되어 

가혹한 노동을 강요당한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로 2003년 4월 일본의 도야마지방재판소
에 주식회사 후지코시와 일본 국가를 상대로 손해금과 위자료 지불, 사죄를 요구 적이 있습
니다.

일본의 법원은 후지코시사가 원고들에게 모집 할 때 기망, 협박 등의 위법적인 권유가 있
었다는 점과 열악한 환경에서 중노동이 강제되었다는 것, 임금이 지불되지 않았다는 것 등
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2007년 9월 도야마 지방재판소는 그 권리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실효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2011년 10월 24일 일본 최고재판소는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2012년 5월 24일 한국의 대법원은 일본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 주식회사,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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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4. 1 도야마 지방재판소에 제소(원고 22 명 이후 1 명 추가 제소)

2007. 9.19 1심 판결 - 청구기각, 청구각하

2007.10.1 나고야 고등재판소 항소

2010. 3. 8 항소기각

2010.7.29 최고재판소 상고기각

2011.10.24 상고기각

2011년 10월 28 ~ 31일 도야마에서 기자 회견, 후지코시사에 면담 제의 / 원고 김정주

2012년 2월 20 ~ 21일 도야마 후지코시 정문 앞 항의행동 · 주식회사 후지코시 주주총회 투쟁 / 원고 

일본제철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해 ‘일
본 법원의 판결은 일본의 식민지지배가 합법적이라는 인식을 전제한 것으로 일제강점기의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으
로 판단하여 항소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모두 파기환송 하였습니다.

일본 전범기업이 대한민국 국민을 강제동원을 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피해자들의 행복추구
권, 생존권, 신체의 자유, 인격권 등을 침해하며 강제노동을 하게 한 행위는 명백히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특히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는 동원 당시 가장 어린 경우 10세였으
며 대부분은 당시 13세부터 15세인 어린 소녀들이었던바, 피고의 불법의 정도는 더욱 중대
합니다. 

따라서 피고 주식회사 후시코시는 피해자들이 강제동원 및 강제노동으로 인해 입게 된 정
신적 ․ 육체적 고통과 귀국 후 사회의 잘못된 편견으로 인해 당한 멸시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까지 위자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와 같이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고통을 받아 왔으나 주식회사 후지코시
는 해방 후 국제적인 기업으로 성장했으면서도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 도의적 책임을 외면
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고 70년 가까운 오랜 시간을 허비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해자 17명(피해자 본인 13명, 사망한 피해자 4명의 상속인 18명)의 정신
적 손해액으로 금 100,000,000원씩을 청구합니다.  

※ 첨부자료

1. 제2차 후지코시 소송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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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배

2012년 6월 8일 후지코시 도쿄 본사 행동 · 일본 국회원내 집회 / 원고 3명과 손녀

2012년 9월 28 ~ 29일
도야마 주식회사 후지코시 정문 앞 항의행동, 주식회사 후지코시연락회 결성 

10주년 총회 / 원고 김명배 방일

2013년 2월 20일 후지코시 주주 총회 원고 방일 예정

연번 피해자 원고명 한자명 생년월일

1 김계순 김계순 金啓順
1929.6.22 여수출생. 여수서국민학교 6학년 재학중 

담임교사와 군청직원의 권유로 참가

2 김정주 김정주 金正珠

1931.8.2 순천출생. 아버지가 징용당하여 조부모와 

언니와 함께 생활, 언니가 초등학교 교사의 권유로 

근로정신대에 참가한 후 언니를 만나게 해준다는  

일본인 교사의 설득으로 근로 정신대에 참가

3 나화자 나화자 羅花子

1931.10.1 나주출생. 대정초등학교 6학년에 다니던 

중 후지코시에 가면 공부도 하고 돈도 벌 수 있다는 

조선인 교사의 권유와 대신 아버지를 데려가겠다는  

협박에 의해 참가

4 박순복 박순복 朴順福

1930.4.13 진주출생. 길야국민학교 5학년 재학중 

일본인 여교사가 수업 중에 어차피 모두 가게 되니까 

먼저가는 것이 유리하고 상급학교에 진학 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참가

5 배순례 배순례 裵順禮

1932.3.22 인천출생. 용화초등학교 5학년 재학중 

조선인 여성교사가 반아이들 중 제비를 뽑아 4명에게 

일본에 가도록 강요.

6 서금련 서금련 徐錦蓮
1931.4.1 경주출생.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다는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설득으로 인해 참가

7 안희수 안희수 安喜洙

1931.8.23 마산출생. 성호국민학교 6학년 재학중 

남녀 200여명이 공장에서 작업을 하고 꽃꽃이를 

하는 영상을 보여준 후 여학교에서 공부하고 돈을 벌  

수 있다는 일본인 담임교사의 설득으로 참가

8 유찬이 유찬이 柳贊伊

1926.3.8 잡화점 점원을 하던 중 조선인 구청장이 

일본 여학생이 꽃꽃이 하는 사진을 보여주며 일본에 

가면 돈을 벌고 기술을 배울 수 있다고 권유하여  

참가

9 이금순 이금순 李今順
1931.11.20 순천출생.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직전 

일본인 남성 교사의 강압적인 권유로 인해 참가

10 이복실 이복실 李福實
1932.1.10 서울출생. 장충초등학교 고등과 1학년에 

재학중 친구의 아버지인 조선인 담임교사와 교장이 

2. 원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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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후지코시에 가면 고등과를 졸업한 것으로 하고  

귀국후 여학교에 진학하도록 해주겠다는 설명에 따라 

참가

11 이자순 이자순 李慈順

1932.1.5 군산출생. 군산공립소화심상소학교 재학중 

학교에서 설명회와 영상상영을 통한 설득과 

담임교사의 명령으로 참가

12 전옥남 전옥남 全玉南

1930.5.14 마산출생. 송오초등학교 6학년 재학중 

학교 강당에서 후지코시 남성직원 2명이 선전영상을 

보여준 후 돈을 벌고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설명과  

담임교사의 권유로 참가

13 최희순 최희순 崔姬順

1931.2.2 전주출생. 해성심상소학교 6년 재학중 

후지코시 직원 남성 2명이 교실에 찾아와 후지코시에 

가면 돈을 벌고 공부도 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고  

조선인 담임교사가 강요하여 참가

14 박도일 박태화 朴泰化 피해자 박도일의 자

15 박도일 박복녀 朴福女 피해자 박도일의 자

16 박도일 박옥녀 朴玉女 피해자 박도일의 자

17 박도일 박태준 朴泰俊 피해자 박도일의 자

18 박도일 박태식 朴泰植 피해자 박도일의 자

19 박소득 김형남 金炯男 피해자 박소득의 자

20 성순임 하무남 河武男 피해자 성순임의 자

21 성순임 하명희 河明姬 피해자 성순임의 자

22 성순임 하숙희 河淑姬 피해자 성순임의 자

23 성순임 하숙자 河淑子 피해자 성순임의 자

24 성순임 하명자 河明子 피해자 성순임의 자

25 성순임 하광남 河光男 피해자 성순임의 자

26 성순임 하승희 河承姬 피해자 성순임의 자

27 임영숙 김명배 金明培 피해자 임영숙의 남편

28 임영숙 김종해 金鐘海 피해자 임영숙의 자

29 임영숙 김종월 金鐘月 피해자 임영숙의 자

30 임영숙 김종관 金鐘寬 피해자 임영숙의 자

31 임영숙 김종덕 金鐘德 피해자 임영숙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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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차 후지코시강제연행・강제노동소송을 지원하는 호쿠리쿠 연락회 성명서

不二越訴訟　提訴にあたって　　　

私たちは、日本の植民地支配下の当時、戦犯企業不二越に強制連行され、強制労働を

させられた被害者たちに連帯し、謝罪と賠償を求めて闘って来た。

本日、被害者たちが、韓国において不二越に謝罪と賠償を求め提訴した原告の決意を受

け、必ず戦犯企業不二越にその責任をとらせる 勝利まで共に闘い続ける決意である。

不二越の罪は子どもだった私たちを騙して酷使した上に、戦後68年になる今日に至るも、そ

の責任を居直り続けていることである。

　原告らが不二越と日本政府に謝罪と賠償を求めて8年半。日本の司法は原告 たちの訴え

を「日韓請求権協定で解決済み」と退けた。日本政府と司法に救済された不二越が、戦争

責任をとらないまま、アジアを拠点に世界展開することなど絶対に許すことはできない。

歴史の真実を何ものも覆い隠すことはできない。

日本は皇民化教育で本名も言葉も奪った。その上、「働きながら勉強できる」「お姉さん

に会える」などと騙して、不二越軍需工場で鉄を削るなど昼夜二交替の重労働を強いた。食

事も満足に与えず、雪の降る富山の極寒に、寝具も暖房もない宿舎に監禁し、泣きながら寂し

さと寒さをしのぐために一枚の府布団で2人抱きあって眠った。空襲に怯え逃げ惑い、怪我や病

気になっても休むことは許されなかった。祖国に帰れぬまま亡くなった人もいる。不二越によっても

たらされた心身の傷は今日まで癒されず、不二越での体験は今でも彼女たちを苦しめている。

このような歴史的犯罪を見過ごしていいのか？

今日に至るまでに5人の被害者たちが亡くなった。謝罪も補償も受けられず、無念のまま亡く

なった彼女らの遺志と、そして名乗り出ることができない不二越被害者女子勤労挺身隊1089

名、男子徴用工540名の恨を解くため、不二越の真の謝罪と補償がなされるまで命の限り闘

い、必ず勝利する！

不二越よ　歴史を直視し、真摯に謝罪せよ！

２０１３年２月１４日

第二次不二越強制連行強制労働訴訟を支援する北陸連絡会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