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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일본군위안소 조선인 관리자 일기자료 원본 공개 기자회견

○ 일시 : 2013년 8월 8일(목) 11시-12시

○ 장소 :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B110호

○ 주최 :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참가단체 : 한국정신대연구소(이성순 소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윤미향대표), 

나눔의집(안신권 소장), 민족문제연구소(박한용), 오채현(타임캡슐박물관 관장, 소장자)

 

｢기자회견 순서｣

사회 : 박한용(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 민족문제연구소 교육홍보실장)

1. 참석자 소개

2. 자료소개 및 자료의 핵심내용 소개 

3. 자료의 의의

4. 질의·응답

5. 포토타임

<기자회견 취지>

1942년 여름부터 1944년말까지 버마(현 미얀마)와 싱가포르에서 일본군 위안소 ‘쵸우

바(帳場ちょうば, 카운터)로 일한 '조선인’의 일기가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됨 .

그간 일본군 문서나 연합군 자료와 피해자의 증언은 알려져 있으나 실제 위안소의 일상

적 운영<실무>을 담당한 사람의 기록은 희귀함. 특히 국내의 경우 일본군‘위안부’문제

와 관련된 자료는 피해자들의 증언을 제외하면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임.

비록 개인일기 형식이지만 위안소 운영과 관련된 1943-44년간 2년치 일기(1942년도 

일기는 없음) 속에는 군과 위안소, 위안소와 ‘위안부’ 등의 관계 그리고 ‘위안부’피해자

들의 처지와 생활 등에 관한 기술, 특히 군과 위안소의 관계에 대해 다수의 서술이 있

어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이해하고 문제 해결을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임.

이에 일기 일기의 핵심 내용과 의미를 정리하고 그 원본을 전면 공개함으로써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휘나 연구와 실천에 작음 도움이 되기를 희망함.

<일기 집필자와 일기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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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근무처 업주

1942.8-1943.1.16 칸파치(勘八)구락부 야마모토(山本)

1943.5.1-1943.9.초 이치후지루(二富士樓) 무라야마(村山)

1943.10.20-1944.1.말
偕行社(군인 친목

공제)  택시부 근무

1944.2.1-1944.12.중순 키쿠수이(菊水)구락부 니시하라(西原周復

<사례>

7월 29일 (구 6월 28일) 목요일 흐리고 비

 인센 요마거리의 무라야마 씨 댁에서 일어나 아침을 먹었다. 아라이 씨와 병참에 가서 

사쿠(콘돔)의 배급을 받았다. 위안부 진료소에 가서 번외(番外) 2, 3인 위안부 진찰을 시

켰다. 이전에 무라야마 씨 위안소에 위안부로 있다가 부부생활하러 나간 하루요(春代)와 

집필자는 1905년 경남 김해생으로 1979년에 사망함. 김해공립보통학교(5년)를 졸업하

고 대서업 등을 하다가 경제사정(다액의 채무)으로 1942년 처남과 함께 동남아로 가 

미얀마` 싱가포르 등지에서 일본인이 운영하는 위안소(구락부)의 종업원(카운터:帳場)

으로 1942년 여름(8월 20일)부터 1944년말까지 2년 5개월간 체류함, 위안소를 운영

하는 처남이 버마에서 조난사하고 장녀가 병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조바일을 그만두고 

1944 년 말 귀국함.

집필자는 1922년부터 1957년에 이르기까지 무려 35년간에 이르는 방대한 양의 일기

를 남김(일부 연도치 결락됨). 그 가운데 위안소 관련 일기는 1943년도와 1944년도 2

개년임(조선에서 처남이 여성을 모아 동남아로 건너간 1942년도 일기는 남아있지 않

음). 그의 일기(1943-44년도분 2책)에 따르면, 동남아에서 이력은 아래와 같음.

<위안부문제와 관련한 일기의 주요 내용>

(1) 점령지에서 일본군이 위안소를 관리했음을 보여줌. 

요시미 요시아티에 따르면 위안소 유형은 1) 군직영의 군인`군속전용 2) 군이 관리` 

통제(외형은 민간인이 운영) 3) 군 지정 위안소로 나뉘는데,

일기에는 항공대 소속위안소, 병참관리위안소, 군전용위안소, 지방인위안소 등의 용어가 

나오는데. 군전용위안소로 볼 수 있다.

군 전용의 경우 구체적인 통제 형태는 

1) 위안소의 재정회계와 업무의 보고 

- 1943년 1월 12일자 항공대소속위안소의 수입보고서 연대본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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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7월 29일 (구 6월 28일) 목요일 흐리고 비

 인센 요마거리의 무라야마 씨 댁에서 일어나 아침을 먹었다. 아라이 씨와 병참에 가서 

사쿠(콘돔)의 배급을 받았다. 위안부 진료소에 가서 번외(番外) 2, 3인 위안부 진찰을 시

켰다. 이전에 무라야마 씨 위안소에 위안부로 있다가 부부생활하러 나간 하루요(春代)와 

히로코(弘子)는 이번에 병참의 명령으로 다시 위안부로서 킨센관에 있게 되었다더라. 중

국인거리를 둘러 저녁에 인센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고 밤1시경에 자다.

히로코(弘子)는 이번에 병참의 명령으로 다시 위안부로서 킨센관에 있게 되었다더라. 중

국인거리를 둘러 저녁에 인센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고 밤1시경에 자다.

- 1943년 8월 12일자 병참사령부에 영업일보 제출(매일 오전에 제출함)

- 이외 싱가포르에서는 군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인 경무부 보안과에 제출했는데 이는 

전방과 후방의 차이인 듯함.

2) 군의 ‘위안부’에 대한 직접적 명령과 통제

-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귀환할 수 있으나(일기에는 싱가포르에서 키쿠수이구락부의 위

안부 절반 가까운 숫자가 폐업하고 귀국함),  

- ‘위안부’를 하다 결혼해 위안부를 그만 둔 두 명의 여성에 대해 군이 복귀 명령을 내

려 다시 위안부 생활을 함(하루코春子, 히로코弘子의 사례, 1943년 7월 29일자 일기). 

후방인 싱가포르와 달리 전지인 버마에서는 폐업을 하더라도 군 명령에 따라 결혼생활

도 청산하고 다시 복귀할 정도였음. 이는 비슷한 시기인  “1943년 6월 (일본) ”제15군

사령부가 채무에서 해방된 위안부들을 귀국시킬 수배를 했음에도 戰況 때문에 M739(피

심문자)그룹에서는 누구 한 사람도 귀국을 승인받은 자가 없다“(동남아시아 번역심문센

터 <심리전 심문보고 제2호> (1944.11.30) 라는 보고도 있음. 

- 즉 실제 귀환여부는 본인의 의지에 따라 좌우되기 보다는 현지 군의 수요나 정책, 위

안소 운영업자의 입장 등에 의해 규정되기 때문에 직업이나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음. 

- 일반 매춘업종사자와 다른 군속, 군종속자과 같은 취급을 받았음을 보여줌. 1)

1) *중국: 일본군에서 군위안소 업자를 군속으로 취급하고 또 실제로 조선에 파견한 사례가 있으

며(長澤健一, 『漢口慰安所』, 図書出版社, 1983, 223쪽)

*같은 남방군 영역인 인도네시아에서 군위안소 경영자 군속 신분.

1946년 바타비아 판결문에서도 경영자를 군속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일본정부가 군위안

소 경영자인 青地鷲雄를 야스쿠니에 군속신분으로 합사함(日国立国会図書館が「新編靖

国神社問題資料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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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943년 7 월 26 일 (구 6 월 25 일) 월요일 흐리고 비

인센의 위안소 2개소가 병참관리로 넘어간 뒤 위안부 검징도 병참의 군의가 하기로 

되어 매 일요일마다 킨센(金泉)관에서 수검케 되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이치후지루

의 위안부를 데리고 킨센관에 가서 신체검사와 예방접종을 하고 검징한 후 돌아왔

다. 인센에서 야마곤의 킨센관까지 가서 검사 맡기는 여간 곤란이 아니다. 무라야마 

씨 댁에서 저녁을 먹고 밤 l 시 남짓에 잤다.

<사례>

<사례>

1943년 12월 3일

 “지난 7월 초에 랑군에서 위안소를 경영하는 카네다(金田) 씨는 위안부를 모집하러 

조선에 나갔다가, 이번에 위안부 25명을 데리고 버마로 가는 길에 싱가포르에 도착

하였다”()

1943년 12월 5일

 “니시하라 군의 처소에 가서 놀다가 카네다, 토쿠야마(德山) 등 버마에서 위안업을 

경영하다가, 위안부를 모집하여 다시 버마로 가는 양씨를 만나 고향의 소식을 들었

다”(43.12.5) 

- 아래 기록은 위안소 업자들이 여성들을 동원하기 위해 조선에 돌아갔다고 언급되어 

있는데 이때 이들의 신분은 분명 군 종속자나 군속임. 그러므로 이들의 동원한 것은 일

본군이 직접 했다고 할 수 있음2)

3) 군의관의 직접적 검징(檢徵)과 콘돔의 정기 배부

4) 위안소 이동의 통제

-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던 위안소가 군의 명령에 의해 다시 돌아옴

- 이는 위안소 업주가 영리를 위해 자의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군의 요구의 

방침에 따라 이동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 군종속자

在西貢支部代理,「佛印ヨリ內地、滿州國、支那、「タイ」向旅行許可ニ關スル件」

(1943.2.8)과 事務總長「軍從屬者ニ對スル旅行許可ノ件」(1943.3.10)(女性のためのアジ

ア平和國民基金編, 『從軍慰安婦關係資料集成』1, 龍溪書舍:東京, 1997. 

2) * 문옥주 피해자 경우 스스로 군속이라고 표현하였고 실제로 일본 패전 직후 인도네시아에서

는 군‘위안부’ 피해자들을 용인, 임시간호부, 간호부 등 대단위로 군속으로 편입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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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3년 1 월 29 일 금요일 맑음

버마 랑군市 랑군회관에서 일어나 아침을 먹다 시내에 가서 일본인회사무소를 찾다

가 못찾고 돌아오는 길에 면도를 하였다. 랑군회관에서 자다. 조선에서 함께 온 노

자와(野沢)씨를 만났는데 만달레이 방면에서 위안소를 하다가 우리가 먼저 있던 프

롬시로 부대를 따라와서 영업하고 있다더라. 

1943년 3월 10일 

55사단으로부터 만다레이와 가까운 이에우로 이전하라는 명령이 (버마국 페그市의)

의 金川씨의 위안소(사쿠라구락부-인용자)에 떨어졌다. 위안부 일동은 절대 반대한

다고 한다.

1943년 3월 14일 

金川씨는 사령부 명령에 견디지 못하고 위안소를 이에우로 옮기게 되었다.

1943년 3월 16일 

金川씨는 사단 연락소에서 이에우 방면으로의 이동을 당분간 중지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사례>

1944년 4월 6일 수요일(구 3월 14일) 맑음

아침에 일어나 ケンヒールロード<켄힐로드> 88호 키쿠미즈(菊水)구락부에서 일어나 

자동차로 보이를 데리고 시장에 가서 장을 보아 왔다. 생선조합에 가니 재작년

<1942년> 위안대가 부산에서 출발할 때 제4차 위안단의 단장으로 온 츠무라(津村)

2.  일기에 ‘4차 위안단’이란 용어의 의미와 강제동원(연행) 문제

- 일기에는 집필자가 4차위안단이라고 부르는 기록이 있다. 굳이 차수를 붙인 의미는 

개별 업주들이나 보집브로커들이 임의로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후지나가 다케시 

교수나 안병직 교수 지적대로 1차, 2차, 3차 등으로 이어지려면 대규모이고 조직적인 

동원의 맥락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버마에서 붙잡힌 위안소경영자를 미군이 심문하여 1945년 11월에 작성한 조사

보고서는 1942년 7월 10일에 위안부 703명과 업자 약 90명이 부산항을 출항했다는 

기록하고 있다.<미국전시정보국심리작전반 일본인포로심문보고 제49호(1944.10.1), 동

남아시아 번역심문센터 <심리전 심문보고 제2호> (1944.11.30) 참조> 또 버마에 끌려

갔던 문옥주(피해자)가 버마를 향해 부산을 출발한 일자도 1942년 7월이라고 증언하고 

있다. 포로심문보고에 나오는 위안부 703명 속에 문옥주 피해자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

것이 4차 위안단이라고 불렸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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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가 鮮魚<생선>조합에 요원으로 있더라. 그간의 사정을 간단히 이야기하고 인사하

였다. 정박장에 잠간 나가 위안부 오소메(お＊）, 쥰코(順子), 교에이(共榮)구락부 후

미코(富子?)를 전송하고 돌아왔다. 밤 2시경까지 帳場<쵸우바>일을 보다가 잤다.

- 그런데 4차 위안단이란 “조직적인 전시동원의 일환으로서 위안부가 모집되었음을 나

타내고 있다”(안병직)고 지적한다. 그러나 동시에 마이니치신문 보도에 따르면 한국에서 

일반적인 "군경에 의해 강제 연행이 있었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조선에서 모집을 업

자가 하고, 군이 강제 연행할 필요는 기본적으로 없었을 것이다"라고 견해를 밝힌 것으

로 보도되었다.(마이니치신문, 2013년 8월 7일) 이에 덧붙여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정부

는 93년 8월, 위안소 설치와 위안부 이송에 구 일본군이 직접 간접으로 관여했음을 인

정하고"군의 관여 아래에 여성의 명예와 존엄을 훼손한 "고 말해"고노 담화"을 발표했

지만, 다만 여자의 연행 과정에서 군 관계에 대해서는 제1차 내각 당시의 07년"정부가 

발견한 자료에는 군이나 관헌에 의한 이른바 강제 연행을 직접 나타내는 기술은 없었다

"라는 답변서가 결정되었다는 글을 덧붙였다. 

이 부분은 일본 정부의 최근 입장 즉 현지에서의 군의 직간접 개입은 인정하면서(이 입

장조차도 요즘 후퇴하고 있지만), 조선 내에서는 군의 강제연행은 없었다는 주장과 안

교수의 발언을 연결시키는 듯한 느낌을 준다. 

- 이 일기는 42년도 기록분이 결락되어 당사자의 모집, 동원과정이 확인되고 있지 않

지만, “조선에서는 군 · 관헌이 선정한 업자가 납치 · 인신매매에 의해 여성들을 국외로 

연행한 것은, 예를 들어 미국 전시정보국 심리작전반, " 일본인 포로 심문보고서 '제 49 

호 (1944 1944 년 10 월 1 일) 등 등 다양한 자료와 군인의 증언에 의해” 그리고 피

해자들의 증언에 의해 입증되어 있다. 군・관헌에 의한 폭행・협박을 사용한 연행은 조

선만이 아니라  네델란드인 위안부피해자사건(스마란 사건 등), 인도네시아여성, 중국 

산서성과 해남도 지역에서의 일본군에 의한 약취, 폭행, 협박, 연행 등에 의한 강제성

을 극동국제군사재판이나 동경재판 등의 자료가 나오고 있다.3)

- 고노담화 또한 “위안소는 당시의 군 당국의 요청에 의해 설영된 것이며,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관해서는 구 일본군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이에 관여

하였다. 위안부의 모집에 대해서는,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이를 맡았으나, 그 

경우에도 감언, 강압에 의하는 등,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된 사례가 많이 있으

며, 더욱이 관헌 등이 직접 이에 가담하였다는 것이 명확하게 되었다. 또한, 위안소에

서의 생활은 강제적인 상태 하에서의 참혹한 것이었다. 또한, 전장에 이송된 위안부의 

출신지는, 일본을 제외하면 조선반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당시의 조선반도

는 일본의 통치 하에 있어, 그 모집, 이송, 관리 등도, 감언, 강압에 의하는 등, 대체

3) <(日本) 中央大学 吉見義明, ｢2０13年 6月 4日 橋下徹 市長への 公開質問状｣,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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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당시 신문에 의하면 하윤명은 6년간 100여명, 배장언은 4년간 130여명을 취업사기 

및 폭행 강간 등의 범죄를 저지르면서 청소녀를 비롯한 여성들을 인신매매하여 국외

로 이송시켰다. 특히 하윤명은 경성과 국외 특히 山東省 畓鏡위안소로 보낸 사실까

지 기사에 확인되고 배장언도 만주, 북지, 경성등지로 여성들을 인신매매하였다는 

것으로 대서특필되었다. 그런데 이들이 경찰에서 검거하였다는 데까지는 신문에서 

크게 다루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재판기록은 없다.5)

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행하여졌다.“라고 해 조선 내에서의 강제성에 대해서도 인정

하고 있다. 고노담화에 대한 작의적 해석은 곤란하다.

- 결국 일본군이나 조선총독부가 일본군‘위안부’를 모집하는 역할을 민간인에게 맡겼

을 때 이미 군속으로 취급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고

- 일본이나 조선의 군위안부 모집 명목의 불법 인신매매범에 대한 불처벌은 군의 명령 

수행자로서 군속의 지위가 아니라면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4)

1) 일본군이나 조선총독부가 일본군‘위안부’를 모집하는 역할을 민간인에게 맡겼을 때 

이미 군속으로 취급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고

4) 아래 자료는 중국에 있던 일본군의 요구에 의해 일본 각지에서 불법적 모집을 한 것과 관련하

여 나온 공문들로서 이들이 모집을 하게 된 것은 일본군과 소속해정기관의 요구와 지원하에 

이루어졌고 이들은 범위밖의 현으로 진출하여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들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처벌하지 않아 지속적으로 모집을 하였다.

「上海派遣軍內陸軍慰安所における酢婦募集に関する件」「北支那派遣軍慰安酢婦募集に

関する件」「支那渡航婦女募集取締に関する件」「時局利用婦女誘拐被疑事件に関する

件」, 群馬県知事, 保 제242호 ｢上海派遣軍 내 육군위안소에서의 작부모집에 관한 건｣, 

1938.1.19. 山形県知事, ｢北支派遣軍 위안작부 모집에 관한 건｣ , 1938.1.25. 高知県知

事, 保発 제24호｢중국도항 부녀 모집 단속에 관한 건｣, 1938.1.25. 和歌山県知事, 刑 

제303호 ｢時局 이용 부녀 유괴 피의 사건에 관한 건｣, 1938.2.7. 女性のためのアジア平

和國民基金編, 『從軍慰安婦關係資料集成』1, 龍溪書舍:東京, 1997

5) 동아일보, 誘拐한 百餘處女 貞操를 强制蹂躪 河允明餘罪는 續出, 1939.3.15.2(석)2 

동아일보, 第二河允明事件擴大 誘引魔團一網打盡 京鄕의 婦女子 꾀어 人肉市에 賣喫 救

出된 處女十三名, 1939.3.26.2(석)3. 동아일보, 五十餘 處女를 誘引 北支, 滿洲에 大部

隊를 賣喫收養女를 한다고 白紙委任狀을 받아서 犯罪敢行 第二河允明事件 擴大, 

1939.3.28.2(석)1. 동아일보, 地方에 潛伏中인 誘引殘黨을 掃蕩 裵長彥家一族이 頭目으

로 活動[寫], 1939.4.1.2(석)6 ; 매일신보1939.3.9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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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이나 조선의 군위안부 모집 명목의 불법 인신매매범에 대한 불처벌은 군의 명령 

수행자로서 군속의 지위가 아니라면 해석하기 어려움.6)

6) 아래 자료는 중국에 있던 일본군의 요구에 의해 일본 각지에서 불법적 모집을 한 것과 관련하

여 나온 공문들로서 이들이 모집을 하게 된 것은 일본군과 소속해정기관의 요구와 지원하에 

이루어졌고 이들은 범위밖의 현으로 진출하여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들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처벌하지 않아 지속적으로 모집을 하였다.

「上海派遣軍內陸軍慰安所における酢婦募集に関する件」「北支那派遣軍慰安酢婦募集に

関する件」「支那渡航婦女募集取締に関する件」「時局利用婦女誘拐被疑事件に関する

件」, 群馬県知事, 保 제242호 ｢上海派遣軍 내 육군위안소에서의 작부모집에 관한 건｣, 

1938.1.19. 山形県知事, ｢北支派遣軍 위안작부 모집에 관한 건｣ , 1938.1.25. 高知県知

事, 保発 제24호｢중국도항 부녀 모집 단속에 관한 건｣, 1938.1.25. 和歌山県知事, 刑 

제303호 ｢時局 이용 부녀 유괴 피의 사건에 관한 건｣, 1938.2.7. 女性のためのアジア平

和國民基金編, 『從軍慰安婦關係資料集成』1, 龍溪書舍:東京, 19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