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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메이지 일본 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2년을 맞아 
“ 현장에 스며있는 피해자들의 피와 땀, 눈물의 역사를 기록하라!”

1. 2015년 7월 5일, 강제동원-강제노동의 어두운 역사가 담겨 있는 일본의 근대 산업시
설들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당시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들은 ‘일본의 
아시아 침략과 전쟁의 역사가 감춰져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해당 시설에 대해 “전체 역사를 기술하라”고 권고하며 일본 
산업시설에 대해 ‘조건부’ 등재를 결정했습니다.

2.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일본의 아베총리는 ‘자력으로 산업화를 이룬 위대한 일본’
만 강조하고 있으며 일본의 관료들은 ‘강제노동은 없었다’, ‘민족차별도 없었다’고 하여 
강제노동 역사를 부정하는 위험한 역사수정주의적 발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정부가 해당시설의 실태를 성실히 조사하여 역사적 사실을 숨김없이 밝힐 
수 있을 것인지 깊은 우려가 듭니다.

3. 이에 우리는 일본정부가 ‘역사의 전모’를 밝히는 일에 성실하게 임하고 이를 안내하는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다음의 성명을 한․일 공동으로 발표합니다. 이 
성명은 한국의 6개 단체, 일본의 6개 단체가 함께 준비한 것으로 ‘일본의 메이지 산업시
설’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지 2년이 되는 내일 일본의 아베신조 총리에게 전달하고, 유
네스코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에도 배포할 예정입니다.

4. 민족문제연구소는 일본 시민단체와 함께 앞으로 일본 산업유산 시설의 ‘전체 역사’를 
제대로 설명하는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일본 정부가 세계유산위원회에 해석전략을 제출
하기 전인 11월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5.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제국주의 시대에 일어났던 아픈 역사를 기억함으
로써 동북아의 평화로운 공존과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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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공동성명서]

메이지 일본 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2년을 맞아 
“강제노동 현장에 스며있는 피해자들의 피와 땀, 눈물의 역사를 기록하라!”

2년 전 우리는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23개 시설)’이라는 미명하에 아시아 침략
과 전쟁의 역사를 의도적으로 삭제한 채 세계유산으로 등재시킨 일본 정부를 강하게 비
판했다. 일본정부의 등재 시도는 강제연행․강제노동 피해자는 물론 유네스코 창립정신을 
기만하는 행위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이 일본의 우경화에 
이용되어서도 안 되며 반드시 관련 역사 전체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네덜
란드, 중국에서도 전쟁 포로와 노예노동을 기술하지 않은 세계유산의 등재를 반대했다.

이런 반대 여론에 따라 2015년 7월 5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전체 역사를 기술
하라”는 권고사항을 포함하여 일본 산업혁명 유산의 ‘조건부’ 등재를 결정했다. 이에 일본 
사토 구니 유네스코 대사는 국제기념유산협의회의 권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1940년대 
자신의 의사에 반해 끌려 와 가혹한 조건 하에서 일할 것을 강요받은 많은 조선인 등이 
있었다는 것, 또 2차 세계대전 중 일본 정부가 징용 정책을 실행했다는 사실”을 이해시키
기 위해 ‘정보센터의 설치 등 희생자를 기억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총회
장에서 약속했다. 

일본 정부는 후속 조치로서 2015년 7월, 일본 산업혁명 유산 등재를 주도했던 가토 고
코를 내각관방 참여로 임명하고, 전쟁 중 한반도에서 동원된 ‘징용공’ 등에 관한 ‘최초의 
실태 조사’를 시작했다.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일본 정부는 올해 12월 유네스코에 ‘해석 
전략’을 보고할 예정이다. 우리는 실태 조사를 성실히 수행해 역사적 사실을 밝히는 보고
가 공표되기를 바라며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몇 가지 소식들은 기대보다는 우려를 더 갖게 한다.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해 아
베 총리는 “일본이 서양 기술을 도입하면서 자력으로 사람을 육성하고 산업을 일으켜 산
업국가가 됐다” “해외의 과학기술과 자국의 전통기술을 융합하여 불과 50년 만에 산업화
를 이룬 일본”이라 하여 ‘위대한 일본’론만 펼쳤다. 내각 관료들은 등재 결정 바로 다음 
날부터 ‘강제노역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공식 부인했다. 일본 우익 언론도 ‘강제노동
은 없었다’ ‘민족차별도 없었다’는 등 위험한 역사수정주의적 발언을 반복적으로 생산하
고 있다. 올해 발표된 교과서 서술 지침에는 아베 정부의 이러한 인식이 그대로 반영되
고 있음이 명백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제노동의 실태가 제대로 ‘정보센터’에 반영될지 매우 회의적이다. 일
본의 산업화 진전과 일본의 발전은 ‘기술’ 발전만으로 성취된 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많
은 사람들이 참여한 노동의 역사도 들어 있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 등 아시아에 대한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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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의 역사도 관계하고 있다. 조선인, 중국인, 그리고 제 2차대전 중 연합군의 포로노동도 
있었다. 이처럼 빛과 그림자가 교차되어 새겨진 역사가 산업유산에 담겨 있다.

유네스코 헌장 전문은 “정부의 정치적·경제적 조정에만 기초를 둔 평화는 세계 국민들
의 일치되고 영속적이고 성실한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평화가 아니다. 따라서 평화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인류의 지적·도덕적 연대 위에 평화를 건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일본과 한국, 나아가 아시아 
사람들 사이의 ‘지적·도덕적 연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 아시아의 평화를 구축해가는 
단계가 될 것을 우리들은 바란다. 

이번 일본 정부의 조사에서는 강제노동과 포로노동 등의 그림자와 ‘희생자를 기억’하기 
위한 역사적 사실이 제대로 다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유네스코 ICOMOS가 권고한 ‘역사
의 전모’를 밝히는 일에 일본정부가 성실하게 임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여전히 미쓰
비시,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땀, 눈물, 피의 
기록은 온전히 세계인들에게 알려져야 할 역사이다. 우리는 그러한 역사가 제대로 알려
질 수 있는 노력이 이행될 때까지 감시 활동을 그치지 않을 것이다. 

2017년 7월 5일

한국 :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민족
문제연구소,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한국위원회, 포럼 진실과 정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
사 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일본：재한군인군속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소송을 
지원하는 모임,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 조선인강제노동피해자 보상입법을 추진하는 
일한공동행동, 일본제철징용공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노!합사(NO!合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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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韓共同声明書]

明治日本の産業施設の世界遺産登録2年を迎えて

「強制労働の現場にしみ込んだ被害者の血と汗、涙の歴史を記録せよ！」

2年前、私たちは、「明治日本の産業革命遺産」という美名の下にアジア侵略と戦争の歴史を意図

的に削除したまま23施設を世界遺産に登録しようとした日本政府を強く批判した。日本政府による世界遺

産登録の試みは、強制連行・強制労働被害者はもちろん、ユネスコ創設の精神を欺瞞する行為だっ

たからである。 私たちは、「明治日本の産業革命遺産」が日本の右傾化に利用されてはならないこ

と、必ずや歴史の全貌が反映されなければ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を強調した。アメリカ、オランダ、中国

も、戦争捕虜と奴隷労働について記述のない世界遺産登録を反対した。

このような反対世論によって、2015年7月5日、ユネスコ世界遺産委員会は、「歴史の全貌を記述

せよ」という勧告事項を盛り込んだ産業革命遺産の「条件付き」登録を決定した。これに対して、日

本の佐藤地ユネスコ大使は、国際記念物遺跡会議の勧告を真摯に受け入れ、「1940年代に、自分

の意思に反して連れて来られ、過酷な条件下で働くことを強制された多くの朝鮮人等が存在したこと、ま

た、第二次世界大戦中に、日本政府が、徴用政策を実行したこと、これらの事実」の理解を可能に

するために、「インフォメーションセンターの設置など、犠牲者を記憶にとどめるため適切な措置」をとる

と、総会の場で約束した。

日本政府は、後続措置として、2015年７月、産業革命遺産の登録を主導した加藤康子氏を内閣

官房参与に任命し、戦時中に朝鮮から動員された「徴用工」などに関する「初の実態調査」を開始

した。この調査結果に基づき、日本政府は、本年12月、ユネスコに「説明戦略」を報告することに

なっている。私たちは、この実態調査が誠実に実行され、歴史の事実を明らかにする報告が公表され

ることを願い、期待している。

しかし、私たちに伝わってくるいくつかのニュースは、期待より憂慮を強くさせる。世界遺産登録に当

たって、安倍首相は、「日本が西洋技術を取り入れながら、自らの力で人を育て、産業を興し、産

業国家となった」、「海外の科学技術と自国の伝統の技を融合し、わずか５０年あまりで産業化を成

し遂げた日本」と「日本スゴイ」論ばかりを展開している。内閣閣僚らは、登録決定の直後から、

「強制労働を認めたのではない」と公式否認した。日本の右派メディアも、「強制労働はなかっ

た」、「民族差別もなかった」などと、危険な歴史修正主義的な言辞を繰り返し生産している。今年

発表された教科書叙述に関する指針に、安倍政府のこのような認識がそのまま反映されていることは明ら

かである。

このような状況において、強制労働の実態がきちんと「インフォメーションセンター」に反映されるの

か、非常に懐疑的である。日本の産業化の進展、日本の発展は、「技術」の発展だけで成し遂げ

られたものではない。そこには多くの人びとの労働の歴史も含まれている。朝鮮などアジアへの侵略の歴

史とも連結している。朝鮮人、中国人さらには第二次大戦中の連合国軍捕虜の労働もあった。そのよう

な光と影が交錯して刻まれた歴史が、産業遺産には含まれている。

ユネスコ憲章全文は、「政府の政治的及び経済的取り決めのみに基づく平和は、世界の諸人民

の、一致した、しかも永続する誠実な支持を確保できる平和ではない。よって、平和が失われないた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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には、人類の知的及び精神的連帯の上に築か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述べている。「明治日本の産

業革命遺産」の世界文化遺産登録が、日本と韓国、さらにアジアの人びとの間の「知的及び精神

的連帯」を強化する契機となり、アジアの平和を築いていく一歩となることを私たちは望む。

今回の日本政府の調査においては、強制労働と捕虜労働などの影と「犠牲者を記憶」するための

歴史的事実がきちんと取り上げられなければならない。したがって、ユネスコICOMOSが勧告した「歴

史の全貌」を明らかにすることに、日本政府が誠実に臨むことを強く求める。三菱、新日鉄住金を相

手に今も被害補償裁判を行っている被害者の汗、涙、血の記録は、ありのまま、世界の人びとに知らさ

れるべき歴史である。私たちは、そのような歴史をきちんと知らせる努力が行われる時まで、監視活動を

続けていく。

2017年7月5日

韓国：太平洋戦争被害者補償推進協議会、勤労挺身隊ハルモ二と共にする市民の会、民族問

題研究所、靖国反対キャンドル行動韓国委員会、フォーラム真実と正義、民主社会のための弁護士

会過去事清算委員会

日本：在韓軍人軍属裁判を支援する会、名古屋三菱・朝鮮女子勤労挺身隊訴訟を支援する
会、強制動員真相究明ネットワーク、朝鮮人強制労働被害者補償立法をめざす日韓共同行動、日

本製鉄元徴用工裁判を支援する会、ノー！ハプサ(NO!合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