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의 한일청구권협정 해석의 변천
변호사 야마모토 세이타
머리말
최근 한국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식민지·전쟁 피해자 문제에 대
해 적극적인 판단이 이어지자 일본 언론들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고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간 합의를 무시하여 위안부나 강제 징용 근로자의 청구
권을 인정해서 문제를 되풀이하는 한국 사법부는 민족주의적이다’라
는 식으로 보도했다.
1965 년에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 2 조 1 항에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
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 년 9 월 8 일에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 4 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
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하지만 이 문제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고 쓰여 있
으므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로 끝나는 만큼 단순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바로 일본정부 자신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
으로 해결”이란 개인의 권리 소멸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역설해 온
역사가 있고, “국가간 합의를 무시한” 해석의 대전환을 한 것도 일본
정부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한일 양국 정부의 한일청구권협정 해석의 변천을 살펴,
한일청구권협정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강제동원 문제에 어떤 의미
를 갖는지 생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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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 해석의 변천

1 원폭 재판,시베리아 억류 소송에서의 일본국 측 주장
한일청구권협정과 같이, 국가간 합의로 국가나 국민의 권리를 포
기하는 조항을 청구권 포기 조항이라고 한다. 한일청구권협정보다
전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1951)에도 다음과 같은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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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 조항이 있다.
“14 조(b) 이 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합
국은 연합국의 모든 배상 청구권, 전쟁 수행 중 일본 및 그
국민이 행한 행동으로 인해 생긴 연합국 및 그 국민의 기타
청구권 및 점령의 직접 군사비에 관한 연합국의 청구권을 포
기한다.
19 조(a) 일본은 전쟁으로 생긴,또한 전쟁 상태가 존재했기 때
문에 행해진 행동으로 생긴 연합국 및 그 국민에 대한 일본
및 그 국민의 모든 청구권을 포기하고 또한 이 조약의 효력
발생 전에 일본 영역에 있어서 어느 연합국 군대 또는 당국
의 존재, 직무 수행 또한 행동으로 생긴 모든 청구권을 포기
한다.”
또,일소 공동선언(1956) 6 항에도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일본 및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은 1945 년 8 월 9
일 이후 전쟁의 결과로서 생긴 각기의 국가, 그 단체 및 국민
의 각기의 상대국, 그 단체 및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을 상
호 포기한다."
이들 조항이 국가가 조약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소멸시키는 취지
라면 당연히 보상 문제가 생긴다. 실제로 피해자들이 보상 청구 소
송을 제기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대해서는 이 조약 19 조(a)
는 원폭 피폭자의 미국 또는 해리 트루먼 대통령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권을 일본정부가 소멸시킨 것이라고 해서 히로시마 원폭 피해
자들이 미국의 배상에 대신하는 보상을 일본 국가에 청구했다(원폭
재판).일소 공동선언에 대해서는 이 선언은 시베리아 억류 피해자의
소련 정부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권을 일본정부가 소멸시킨 것이라
고 해서 억류 피해자들이 일본 국가에 보상을 청구했다(시베리아
억류 소송).
이들 소송에서 국가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원폭재판) 1 대일 평화조약 제 19 조(a)의 규정에 의하여 일
본은 그 국민 개인의 미국 및 트루먼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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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
(1) 국가가 개인의 국제법상의 배상 청구권을 기초로 외국과
협상하는 것은 국가의 권리이며 이 권리를 외국과의 합의로
포기할 수 있는 것에 의문은 없는데, 개인이 그 본국 정부를
통하지 않고 독립해서 직접 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국가의 권
리와는 다르므로 국가가 외국과의 조약으로 어떤 약속을 하든
이에 직접 영향을 받지 않는다.
(2) 따라서 평화조약 제 19 조(a)의 "일본 국민의 권리"는 국민
자신의 청구권을 기초로 하는 일본국의 배상 청구권, 즉 이른
바 외교 보호권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만일 이
것(개인의 청구권)을 포함한 취지라고 해석된다면 그것은 포기
할 수 없는 것을 포기했다고 기재된 것에 그쳐서 국민 자신의
청구권은 이로 인해 소멸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가령 원고들에
게 청구권이 있다고 하면 평화조약으로 포기된 것이 아니므로
원고들은 아무런 권리도 침해당한 것이 아니다."
"(시베리아 억류 소송) 2 일소 공동 선언 6 항 2 문으로 우리 나
라가 포기한 청구권은 우리 나라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청구
권 및 외교적 보호권이며, 일본 국민이 개인으로서 가진 청구
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여기에 외교 보호권이란 자국민이 외
국의 영역에서 외국의 국제법 위반으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
해, 국가가 상대국의 책임을 추궁하는 국제법상의 권리이다."
즉 일본 국가는 양 조약의 청구권 포기 조항으로 포기한 것은 국
가의 외교보호권만이며，피해자 개인의 미국이나 소련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일본국은 피해자에 대하여 보
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렇듯 조약에 의한 권리 "포기" 란 개인의 권리 소멸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이론의 창시자는 바로 일본정부였다.
2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시의 일본정부 해석
한일청구권협정 체결에 있어서 일본정부는 협정 l 조와 2 조의 관
계에 대해“청구권협정 l 조의‘경제협력의 증진’과 2 조의 ‘권리
문제의 해결 ’ 사이에는 법률적으로 아무런 상호 관계도 존재하지
않지만 ， 청구권협정 전체의 효과로서 한국의 대일 청구권 문제는
2

국립 국회 도서관"조사와 정보"230 호

3

해결되었다”고 설명했다. 즉 경제협력 자금은 한국 국민의 청구권
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 아니고 이로 인해 보상(배상) 채무가
일본정부 및 국민에서 한국정부로 이전한 것도 아니다는 것이다.그
리고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면 여기에 말하는 "해결"도 외교 보호권
상호 포기를 의미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한일청구권협정 체결에 있어서 이 협정으로 포기되는 것은 양
국의 외교 보호권이며 개인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인
식을 일본정부는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한국인 피해자의 권리 문제
가 아니라 한반도에 자산을 남기고 온 일본인의 문제로서 설명되었
다. 한일회담의 협상 담당관인 谷田正躬(타니다 마사미)는 청구권협
정으로 포기한 것은 외교보호권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 한반도에
자산을 남기고 온 일본인에 대하여 일본정부가 보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해설했다. 3 한반도에 자산을 남기고 온 일본인의 권리에
대해 일본정부가 포기한 것이 외교보호권에 지나지 않는다면，한국
인 피해자 개인의 권리에 대해 한국정부가 포기한 것도 외교보호권
에 지나지 않고，피해자 개인의 권리는 존속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다. 일본정부는 당시부터 실제로는 이러
한 법적 해석을 채용하고 있었지만 정치적으로는 "한일청구권협정
으로 완전히 해결되었다" 는 견해를 거듭 밝혔다.
예를 들면 1962 년과 1963 년에 관광 목적 등으로 일시 입국한
한국인 피폭자에게 일본정부가 피폭자 건강 수첩 (피폭자 증)을 교
부한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후 1968 년
에 일본에 온 한국인 피폭자에게는 수첩 발급을 거부했다. 4 그러나
그 후 한국인 피폭자들이 제기한 많은 소송에 있어서 일본 국가 측
이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 완료라는 주장을 한 것은 한번도 없고,
외 발급 거부는 정치적 시위에 불과한 것이 드러났다.
3 한일청구권협정과 재산권조치법
한일청구권협정 체결과 같은 해,"대한민국 등의 재산권에 관한 조
치법"(이하"재산권조치법"이라고 한다)이 제정되었다.이 법률 1 항은
다음과 같다.
"다음에 제시하는 대한민국 또한 그 국민(법인 포함. 이하 동일)
의 재산권이며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 및 경제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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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일본과 대한민국 간의 협정(이하"협정"으로 한다) 제 2
조 3 의 재산, 권리 및 이익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 항의 규정의
적용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1965.6.22 에 소멸한 것으로 한다.
다만 이날에 제삼자의 권리(동조 3 의 재산, 권리 및 이익에 해
당하는 것을 제외)의 목적이 되어 있던 것은 그 권리 행사에
필요한 한 소멸하지 않는다.
1 일본 국가 또는 국민에 대한 채권
2 담보권이며 일본 국가 또는 그 국민이 가지는 물건 (증권화돤
권리를 포함한다.다음 항에서도 동일)또는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것"
즉 이법률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
결"된 "재산, 권리 및 이익 및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
중 "재산, 권리 및 이익"을 소멸시키는 것이다.이 법안 국회 제출
시의 답변 자료 5는 “대한민국 및 군민의 실체적 권리를 어떻게 처
리할지에 관해,국내법을 제정해서 한일정구권협정 2 조 3 에 규정된
처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라고 설명해서, 이 법률에 있
어서 "소멸"이란 실체적 권리 그 자체의 소멸을 의미한다고 해석하
고, 실무상 그렇게 운용되어 왔다. 예를 들어 기업이 공탁한 징용
노동자의 미수 임금에 대해,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을 받은 (즉, 한
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반환 청구를 하면 재산권조치법에 따라
반환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해서 거부하게 된다. 6
이 법은 한국인의 "재산 권리 및 이익"을 아무런 보상 없이 소멸
시키는 것이며 헌법 상 중대한 문제가 있지만 최고재판소는 이 법
은 합헌이라고 거듭 판시하고 있다. 7
한편으로 이 법의 존재는 한일청구권협정의 “ 완전히 그리고 최
종적으로 해결”이란 개인의 실체적 권리의 소멸을 의미하지 않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만일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개인의 실체적
권리가 소멸되었다면，재산권조치법은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소멸
한 권리를 다시 소멸시키는 법률이라고 봐야 하고，그 입법 취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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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가 국립 공문서관 쓰크바 분관에서 발견한 「국내법관계(상정 문답 타)40.7〜40.10」
라는 제목의 문서
6 도쿄지법 2004.10.15 판결 등.즉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에 관한 공탁금은 반환 청구가
있으면 거부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는 셈인데, 청구권협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북한 거주자,
재일한국인 등의 반환청구에 대비해서 보관 자체는 게속하고 있는 것이다.
7최고재판소 2001.11.22.판결 （판례 타이므즈 1080 호 81 쪽、 판례시보 1771 호 83 쪽）,
최고재판소 2004.11.29.판결（판례 타이므즈 1170 호 144 쪽、판례시보 1879 호 58 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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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불능이 되기 때문이다（2012.5.24 한국 대법원 판결도 이 점
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재산권조치법은 한일청구권협정에
말하는“재산，권리 및 이익 및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
중“재산，권리 및 이익”만을 소멸시킨 것이며，“양 체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이하 “청구권”이라고 한다.)”은 소멸시키지 않았
다.한일청구권협정의 “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 ” 이 개인의
실체적 권리의 소멸을 의미하지 않고，“청구권”은 재산권조치법에
의한 소멸도 면했다고 한다면，“청구권”은 현재까지 계속 살아 있
다고 봐야 한다. 그래서“재산,권리 및 이익”과“청구권”의 구별이
문제가 되는데,일본정부는 “ 재산,권리 및 이익 ” 은 협정 당시 이미
실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 있던 것，“청구권”은 확정 판결에 이르
지 않는 손해 배상 청구권처럼 당시 미확정이었던 것을 말한다고
풀이되고 있다.
예를 들면 1993.5.26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丹波寬(니와 히로시)
외무성 조약 국장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아시다시피, 이 제 2 조 3 항에 있어서, 한쪽 체약국이 재산,
권리 및 이익, 그리고 청구권에 대해 취한 조치에 대해서는 상
대방 체약국은 어떤 주장도 하지 않는다는 식의 규정이 있어서
이를 받고 일본에서 법률을 만들으며, 존재하고 있는 실체적 권
리를 소멸시킨 셈입니다만, 바로 이 법률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이미 실체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재산, 권리 및 이익 뿐이
다.
· …예를 들연 A 와 B 사이에 다툼이 있어서， A 가 B 에 구타
당했다， 따라서 A 가 B 에 대하여 배상하라고 하고 있다，그
런 동안에는 그것은 A 의 B 에 대한 청구권일 것이라고 생각하
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법원에 가고，법원의 판결로 역시 B 는 A 에
대하여 채무를 가지고 있다는 확정 판결이 나왔을 때， 그 청
구권은 비로소 실체적인 권리가 되는，이러한 관계입니다"
이에 따르면 당시
리 및 이익"으로서
보상 소송은 대부분
미확정 미수 임금을

이미 금액이 확정된 미수 임금 등은 "재산 권
재산권조치법에 의해 소멸되었다고 해도 전후
"청구권"에 속하는 위자료 등의 손해 배상이나
청구하는 것이므로 한일청구권협정과 재산권조
6

치법은 청구의 장애가 되지 않게 된다. 8
위 답변은 답변자가 실수로 한 것도 아니고 한국인 전쟁 피해자
의 권리 보호에 배려한 것도 아니다.재일한국인에 대한 적용 제외를
정한 한일청구권협정 제 2 조 2(a)의 해석상, 일본정부로서는 “청구
권”을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던 것이다.
한일청구권협정 제 2 조 2(a)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2. 본조의 규정은 다음의 것(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각기 체약국
이 취한 특별조치의 대상이 된 것을 제외한다)에 영향을 미
치는 것이 아니다.
(a) 일방체약국의 국민으로서 1947 년 8 월 15 일부터 본 협
정의 서명일까지 사이에 타방체약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사
람의 재산, 권리 및 이익
이처럼 재일한국인의 “재산,권리 및 이익”을 한일청구권협정의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문언으로서는 “청구권”을 제외하지 않았다.문
언대로 이해하면 재일한국인의 “청구권”에 대해서는 한국정부가 외
교 보호권을 포기했지만 “재산,권리 및 이익”에 대해서는 외교 보호
권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그렇다면 “청구권”의 범위를 넓
게 해석할 수록 재일한국인의 연금, 원호법 적용 등 미해결 문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요구(외교 보호권 행사)를 회피할 수 있게 된다.그
로므로 일본정부로서는 “청구권”을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던 것이
다.
실제로 재일한국인 전상자의 장애연금 청구 소송에 있어서 이 점
이 문제가 되었다.군인, 군무원으로 동원된 한국인은 일본 국민으로
서 전장에 갔다가 장애를 입었는데 전후에는 원호법 부칙 호적조항
(“호적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 9 에 대해서는 당분간 이 법률을 적
용하지 않는다”)에 의해 장애연금의 대상에서 제외됐다.1990 년대
재일한국인 전상자가 몇 건의 연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원고들은
위 호적 조항은 장래 외교 교섭으로 해결될 것을 예정해서 정해진
것이므로 한일청구권협정의 대상에서 재일한국인이 제외되어 외교
교섭에 의한 해결 가능성이 없어졌을 때에 “당분간”은 종료하고 호
따라서 2 국간 조약의 청구권 포기 조항이 전쟁 피해자의 손해 배상 청구권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찰할 경우, 한국 피해자의 손해 배상 청구권 중 ".청구권"에 해당하는
부분은 재산권조치법 같은 입법이 없는 중국이나 동남아 등의 피해자 문제와 법적으로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9 한반도, 대만 출신자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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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조항은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했다.이에 피고 국가는 “한일청구권
협정 제 2 조 2(a)2 로 제외된 것은 재일한국인의 “재산,권리 및 이
익”만이고 “청구권”은 제외되지 않았다.원고 등의 연금 청구권은 원
호법에 규정되지 않기 때문에 법률적 그거가 없는 “청구권”이므로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을 받고, 한국정부가 외교보호권을 포기한 것
으로 해결되었다.”고 주장했다. 10
다만 한국정부는 위와 같은 해석을 부정하고 재일한국인 전상자
의 보상 청구권은 "재산, 권리 및 이익"에 해당하여 한일청구권협정
의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11
이상과 같이,일본정부로서는 일본 국민의 보상 청구를 피하기 의
해서는 “완전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이란 실체적 권리 소멸이 아
니라 외교 보호권 포기에 불과한다고 해석할 필요가 있고, 재일한국
인 전쟁 피해자에 대한 보상 책임에 관한 한국정부의 요구를 회피
하기 위해서는 재일한국인에 대한 한일청구권협정 적용 제외에 포
함되지 않았던 “청구권”을 한국정부와 대립하면서도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었다. 그 결과 아이러니하게도 (재한) 한국인 피해자의 폭
넓은 권리가 한일청구권협정으로도 재산권조치법으로도 소멸되지
않는 결과가 된 것이다.
4 1990 년대 국회 답변
한국인 피해자의 소송이 시작된 1990 년대 전반, 마침내 한국인
피해자의 배상 청구권과 한일청구권협정의 관계가 국회에서 다루어
지게 되었다.
우선 1991.3.26 참의원 내각 위원회에서 시베리아 억류 문제에 대
해 高島有終(타카시마 유우슈우) 외무 대신 관방 심의관(外務大臣官
房審議官)이 다음과 같은 답변을 했다.
"…일소 공동선언 제 6 항에 있어서의 청구권 포기라는 점은
국가 자신의 청구권 및 국가가 자동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
되어 있는 외교 보호권의 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나라 국민 개인의 소련 또한 그 국민에 대한
10

오사카 지법 1991.3.1 판결(정상근 1 심 판결, 판례 타이므즈 901 호 84 쪽)도쿄 지법
1992.8.13 판결(진석일,석성기 1 심 판결,판례 타이므즈 855 호 161 쪽) 등 참조.
11도쿄 고법 1998.9.29.판결(판례시보 1659 호 35 쪽).이 소송의 원고 및 연구자의 대한민국
외무부에 대한 초회 및 이에 대한 대한민국 외무부의 회답서를 근거로 한국졍부의 해석에 관해
사실 인정하고 있다.（이 점에 대해서는 이 서건 담당 변호사인 자이마 히데카즈 (在間秀和)
변호사에게서 교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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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청구권을 행사하려고 하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소련 국
내법상의 제도에 따라 청구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답변은 사실상 "외교 보호권을 포기한 이상 정부로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소련에 배상을 청구하고 싶다면 소련에 가서 재판
을 해보라."는 취지의 시베리아 억류 피해자들을 무시한 답변이었다.
그러나 이에 이어서 1991.8.27 참의원 예산 위원회에서 바로 일본
의 국내법 절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한국인 피해자에 대한 질문
을 받자, 앞에서 본 일소 공동선언에 대한 답변과 모순되는 답변을
할 수도 없고, 다음과 같은 답변이 이루어졌다.
"외무성 柳井俊二(야나이 슌지) 조약국장… 한일청구권협정에
있어서 양국 간의 청구권 문제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
결한 것입니다. 그 의미하는 바인데 ... 이것은 한일 양국이 국
가로서 가지고 있는 외교보호권을 서로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소위 개인의 청구권 그 자체를 국내법적인 의미로 소
멸시켰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후 유사한 취지의 답변이 반복되어, 12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개인 청구권의 여부는 법원이 판단한다는 견해도 밝혀졌다.
"우리 나라로서는 이 협정으로 외교 보호권을 포기했다, 그
런데 관계자 분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지위까지 부인한 것이 아
니라는 점을 말씀 드린 것인데, 그렇다면, 그 소송에 포함되어
있는 바의 위자료 청구 등의 청구가 우리 나라의 법률에 비추
어 실체적 근거가 있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이는 법원이 판단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992. 3. 9. 야나이 조약 국장)
"소권(訴權)뿐이라는 식으로 말씀 드린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
다. 이는, 제소한 경우, 이들 소송이 인정되느냐는 문제까지 당
연히 법원이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1992. 3. 9
工藤(쿠도) 정부 위원)
1991.12.13 참의원 예산위원회、1992.2.26 중의원 외무위원회、1992.3.9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있어서의 야나이 조약 국장 답변、1992.4.7 참의원 내각위원회에 있어서의 加藤紘一(카토
코우이치) 외무대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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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외무성 조사 월보 "1994 년도№1" 에서도 다음과 같이 명
기되어 있다.
"국가가 국민의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문언의 의미는，국내
법상의 개인의 청구권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국제법상，
국가가 자국민의 청구권에 대해 국가로서 갖는 외교보호권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 일본정부가 지금까지 일관되게 취
해 오고 있는 바이다. " 13
위와 같은 해석에 따라 1990 년 이래 한국인 피해자가 제기한
몇 십 건의‘전후 보상 재판’에서 2000 년까지 10 년간， 일본 국
가 측이 “청구권”에 대해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 완료라는 항
변을 주장한 예는 한 건도 없었다.그래서 소송에서 한일청구권협정
이 쟁점이 된 일도 없었다.
다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재일한국인 전상자가 제기한 장애연
금 청구 소송에 있어서 국가가 한일청구권협정에 관한 주장을 했는
데 이는 재일한국인 전상자의 연금 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고, 이로 인해 원고의 청구권이 소멸
또한 행사 불능이 됐다는 항변으로서 주장된 것이 아니다.그리고,
이 주장 속에서 국가는 한일청구권협정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은
것의 의미에 대해 “한국정부가 외교 보호권을 포기한”것이라고 분
명히 말하고 있었다. 14
5 일본정부 해석의 대전환
그런데， 국가무답책(國家無答責)， 시효•제척기간(除斥期間) 등의
쟁점에서 기업이나 국가에 대하여 불리한 판단을 하는 재판 예가
등장하기 시작하였고，미국의 캘리포니아 주가 한국의 강제동원 피
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소송의 관할을 인정하자，이 소송에 대한
2000. 11. 일본정부 의견서 15를 계기로 일본정부는 해석을 변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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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무성 조사 월보"에 대해 요즘에 와서 발견 또한 공개된 문헌이라는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예를 들면 "강제동원을 말한다"도서출판 선인 2015 에 게재된 오 일환 논문 등), 이는
전게(주 2) 국립 국회 도서관 "조사와 정보" 230 호로 존재가 지적되고 2000 년대에 많은 전후
보상 재판에 있어서 원고 측 증거로 제출된 잘 알려진 문헌이다.
14전게 오사카 지법 1991.3.1 판결,도쿄 지법 1992.8.13 판결
152000.11.17."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의 비체약국의 국민에 의한 일본 기업에 대한 소송에
관한 일본정부의 견해"(영문). 청구권 포기 조항의 법률적 의미에 대한 언급은 없고, 외교
협상과 2 국간 협정으로 해결됐거나 해결되고 있는 문제이므로 미국 법원의 관할에 반대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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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피해자를 포함한 모든 ”전후 보상 재판”에 있어서 조약(샌
프란시스코 평화조약 ， 한일청구권협정 ， 일화평화조약 ， 중일공동성
명)에 의해 해결 완료라는 주장을 하게 되었다.당초는 한 소송에서
는 실체적 권리가 소멸됐다고 주장하고 다른 소송에서는 소송으로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주장을 하는 등 "해결 완료"의
법적 설명은 각 소송마다 미묘하게 달랐다. 16 그러나 어쨌든 일본인
피해자로부터 보상 청구를 받고 있었을 때에는 “ 조약으로 포기한
것은 외교보호권에 지나지 않고， 피해자는 가해국의 국내 절차에
따라 청구할 길이 남아 있으므로 일본국에는 보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 외국인 피해자로부터 배상 청구를 받게되자 “ 조약에
의해 일본의 국내 절차로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일
본국에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을 번복한 것이다. 국가는 소송
속에서 청구권 포기 조항으로 해결 완료라는 주장은 종전의 주장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국회에서도 海老原(에비하라) 조약 국
장이 같은 취지의 답변을 했다(2001. 3. 22 참의원 외교 방위 위원
회).하지만, 1990 년에서 10 년간에 걸쳐 청구권 포기의 항변을 주
장하지 않았던 사실, 앞에서 본 재일한국인 전상자의 장애연금 청구
소송에 있어서, 재일한국인 전상자의 장애연금 청구권은 한일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이라고 하면서 그 효과는 외교보호권 포기라고 명
언하고 재판상의 청구가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항변으로 주장하지
않았던 사실에서 보면,분명히 종전의 주장을 반복한 “한 입으로 두
말“이었다.
6 국가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하급 법원 판단
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대해서
네덜란드인 전 포로를 원고로한 소송에서 도쿄고법 2001.10.11
판결(판례 타이므즈 1072 호 88 쪽,판례시보 1769 호 61 쪽)은 국가
의 새로운 주장을 그대로 시인했다. 다만 이 판결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결 과정에서 네덜란드 대표과 일본 대표 사이에 조약
의 사권(私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비공개 교섭이 있었음을 이
유로 국가의 새로운 주장을 시인한 것이다. 그래서 이 비공개 교

취지이다.
16예를 들면 관부재판 항소심(2000.11.2 준비 서면)에서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포기된 것은
외교 보호권인데 한국인의 "청구권"은 외교 보호권에 의해서만 실현할 수 있었던 권리이므로
이제는 청구가 받아들일 여지가 없어졌다." 우키시마호 소송 항소심(2001. 10. 23 준비
서면)에서는 "한국 국민의 " 재산, 권리 및 이익"은 일본 국내 법(재산권조치법)으로 소멸되고 "
청구권 "은 한일청구권협정의 직접 적용으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했다.

11

섭의 존재 자체를 몰랐던 다른 체약국이나 조약에 참여하지 않았
던 중국과 한국의 피해자의 경우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이유
가 아니었다.
⑵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해서
한국인 피해자에 관한 소송에서는 국가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하급심판단은 세가지로 나누어졌다
히로시마 고법 2001.3.29 판결(관부재판 항소심, 판례 타이므즈
1081 호 91 쪽 판례시보 1159 호 42 쪽)은 1 심의 일부 인용 판결
을 취소한 판결이었지만 이 쟁점에 대해서는 국가의 새로운 주장
을 완전히 부정하여 피해자 개인이 재산권조치법으로 소멸된 것
을 제외한 실체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외교보호권의 존재 여부
와 상관없이 허용되며 해당 청구권에 대한 법률적 근거 여부는
담당 법원이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도쿄 고법 2003.7.22 판결(아시아 태평양 전쟁 한국인 희생자
소송, 판례시보 1843 호 32 쪽), 히로시마 고법 2005.1.19 판결(미
쓰비시 히로시마 징용 피해자 소송, 판례 타이므즈 1217 호 157
쪽 판례시보 1903 호 23 쪽), 도쿄 지법 2006.5.25 판결(한국인 군
인 군속 야스쿠니 합사 절지 등 소송, 판례 타이므즈 1212 호
189 쪽)은 국가의 주장을 변경하면서 시인했다. 즉 한일청구권협
정의 "재산 권리 및 이익"을 확장하여 종전 "청구권"으로서 재산
권조치법의 대상에서 제외됐던 위자료 청구권까지 "재산,권리 및
이익"에 포함시켜서 재산권조치법으로 소멸됐다고 했다.이는 이들
사건에 관해서는 국가에 십상였지만, 재일한국인 문제에 대해 한
국정부와 대립하면서 “청구권”을 넓게 해석해온 일본정부의 해석
과 분명히 모순되는 것이며 일본정부로서는 채용하기 어려운 해
석이었다.
2005.2.24 나고야 지법 판결(미쓰비시 나고야 조선 여자 근로
정신대 소송, 판례 타이므즈 1210 호 186 쪽 판례시보 1931 호 70
쪽)은 국가의 새로운 주장을 거의 그대로 시인, 위자료는 "청구권"
이며 재산권조치법으로는 소멸되지 않았다는 종전의 해석을 유지
하면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청구권"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없게
됐다고 했다.
위 재판 중 관부재판은 2003. 3. 25, 1 심 원고 측 상고가 형식적
인 이유로 기각되고 최고재판소가 국가의 새로운 주장에 대해 판
단하는 것은 없었다. 아시아 태평양 전쟁 한국인 희생자 소송도
최고재판소 2004.11.29 판결로 1 심 원고 측 상고가 기각됐으나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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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판소는 재산권조치법의 합헌성을 판단했을 뿐, 한일청구권 협
정의 효과나 "재산,권리 및 이익"과 "청구권"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기타 사건들이 고등법원 또한 최고재판소 계속 중에 후기 2007.
4.27 최고재판소 판결이 이루어지고, 결국 국가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최고재판소의 판단은 중국인 피해자의 사건에 있어서 밝혀
지게 되었다.
⑶ 중일공동성명에 대해서
당시 중국인 피해자의 수 많은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
는데, 중국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체약국이 아니고, 1972 년
중일공동성명 제 5 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정부는 중일 양국 국민의 우호를 위해서 일
본에 대한 전쟁 배상의 청구를 포기하는 것을 선언한다."
이처럼 “포기”에 대응하는 주어는 “중국 국민”아니라 “중화인민
공화국정부”이고, 종전 이것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나 한일청
구권협정과 같은 취지의 청구권 포기 조항이라고는 이해되지 않
았다. 그러기에 국가는 1952 년에 대만의 중화민국 정부와 체결한
일화평화조약으로 중국인 피해자들의 청구권이 포기됐다고 주장
했다. 이 조약 제 11 조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이 조약 및 이를 보완하는 문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일본과 중화민국 사이의 전쟁 상태의 존재
의 결과로서 생긴 문제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해당 규정에
의하여 해결한다"
국가는 이러한 일반 조항을 근거로 일화평화조약도 샌프란시스
코 평화조약 14 조(b)의 청구권 포기 조항을 이어받았다고 주장했
다. 그런데 만일 일화평화조약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청구권
포기 조항을 계승했다고 하더라도 일화평화조약에는 적용 범위에
대해 다음가 같은 교환 공문이 있다.
"이 조약의 조항은 중화민국 정부의 지배하에 실제로 있거
나 앞으로 들어가는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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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중국 대륙에 계속 거주해온 피해자들에게 이 조약이 적
용되는 여지가 없을 것이다.이에 대해 국가는 "청구권 포기는 전
쟁 종식에 따른 것이고 전쟁 종결은 국가로서 하는 한번 만의 처
분 행위이기 때문에, 교환 공문에 상관 없이 국가로서의 중국에
속하는 모든 원고들에게 적용된다"라는 난삽한 이론을 짜내고 샌
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중국인 원고들을 연결시키려고 했다. 17 그
러나 아무래도 견강부회한 이 이론을 법원은 시인하지 않아, 이를
부정하는 하급심 판결이 속출했다. 18 그 중에서 유일하게 도쿄 고
법 2005.3.18 판결(중국인"위안부" 2 차 소송)만이 국가의 주장을
넘어 중일공동성명으로 개인의 실체적 권리까지 소멸됐다고 판시
했다.
7 2007.4.27 최고재판소 판결
2007.4.27. 최고재판소 제 1,제 2 소법정은 앞에서 본 중국인 "위
안부" 2 차 소송과 니시마츠 건설 중국인 강제 연행 강제 노동 소송
에 대해 동시에 거의 동문의 판결을 내고 중일공동성명으로 원고들
의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게 됐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청구를 기
각했다(2007.4.27 최고재판소 판결, 판례 타이므즈 1240 호 121 쪽,
판례시보 1969 호 28 쪽).
다만 최고재판소는 교환 공문이 있는 일화평화조약이 중국 대륙
에 거주해온 원고들에게 적용되는지 의문이 있다면서 국가가 주장
한 일화평화조약으로 청구권이 포기되었다는 법률 구성은 시인하지
않고 독자적인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틀"론을 전개했다. 이는
개인의 청구권에 대해 사후적 개별적으로 민사 소송에 의한 권리
행사으로 해결하는 처리에 맡겼다면 장래 어느 국가 또는 국민에
대해서도 평화조약 체결 시에는 예측이 곤란한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되어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서 평화조약의 목적 달성을 가로막
기에, 개인 청구권에 대해서 민사 소송에 의한 권리 행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틀"이며, 중일공동성명도
17일화평화조약으로

중국인 피해자들의 청구권이 포기되었다는 국가의 주장의 틀은 浅田正彦
(아사다 마사히코) "일화평화조약과 국제 법" (法学論叢 147 권 4 호~156 권 2 호)에 의거한
것이다.이 논문은 중국이라는 국가와의 전쟁 종결과 배상 문제는 성격상 교환 공문의 적용을
받지 않아 일화평화조약으로 해결되어, 중일공동성명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이 이를 추인한 것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정부에 대한 대항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취지이다.
18 후쿠오카 지법 2002.4.26 판결(중국인 강제 연행 후쿠오카 1 차 소송, 판례 타이므즈 1098 호
267 쪽 판례시보 1809 호 111 쪽), 도쿄 지법 2003.4.24 판결 (산시 성 성폭력 피해자 소송,
판례 타이므즈 1127 호 281 쪽 판례시보 1823 호 61 쪽), 니가타 지법 2004.3. 6 판결(중국인
강제 연행 니가타 소송), 도쿄 고법 2004.12.15 판결 (중국인"위안부"1 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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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틀 속에 있어 이 성명으로 중국은 중국 국민 개인의 청구권을
포기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는 “개인 청구권에 대해 민사재
판으로 권리 행사할 수 없게 된다”등의 문언은 존재하지 않고 이
판결은 이"틀"을 입법자(체결자) 의사 해석으로 도출하고 있다.이
“틀”의 성립에 대해 이 판결이 제시한 유일한 사실적 근거는 앞에
서 본 네덜란드 대표와 일본 대표의 비공개 교섭 및 그 결착 경위
다.
이 비공개 교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
“① 네덜란드 대표가 평화조약은 네덜란드 국민의 사권을 소
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네덜란드 국민은 일본 국가 또는 국민
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네덜란드 정부는 이에 관여
할 수 없게 되는 것에 불과한다는 것을 확인하도록 요구하며,
② 이에 대해 일본 대표는 "이 조약으로 네덜란드 국민의 일본
및 일본 국민에 대한 채권은 소멸되지 않지만 일본정부 또는
일본 국민에게 추궁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견해를 밝혀,
③ 미국의 덜레스 대표가 "구제를 받지 못하는 권리인지, 흔한
일이다"고 일본정부 견해에 찬동했지만,
④ 네덜란드 대표는 일본 견해에 동의하지 않고,
⑤ 협상 끝에 네덜란드 대표가 회의장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일
본군으로 억류된 일반 민간 문민에 대한 보상에 관한 희망을
밝히고, 일본 대표는 ②의 견해를 밝히고, 아울러 네덜란드 대
표가 요망한 문제를 인정하며 그 해결을 도모하기로 했다.’
아마 “틀”론은 위 ②의 일본 대표 견해에서 발상을 얻은 것인데
이 교섭의 결착은 이른바 “애매모호한 정치적 결착”에 불과하고 ②
의 견해에 대해 네덜란드 대표와 합의한 것도 아니고 하물며 비공
개 교섭의 존재 조차 모르는 기타 체약국과 합의한 것도 아니다.게
다가 ②의 견해를 표명했다는 일본정부는 1960 년대 전반 원폭재
판에서는 국가가 외국과 어떤 약속을 하더라도 그에 의해 개인 청
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다고 주장하고, 1991 년에는 시베리아 억
류자의 개인 청구권에 대해 소련에서 민사재판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한 국회 답변을 하고, 1992 년에는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해 위자료 청구 등의 청구에 실체적인 근거가 있는지는 법원이
19도쿄고법

2001.10.11 판결（판례 타이므즈 1072 호 88 쪽,판례시보 1769 호 6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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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한다고 답변하고, 1990 년대의 재일한국인 전상자의 장애연금
청구 소송에서는 재일한국인의 장애연금 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
의 대상이라고 하면서도 이를 청구 기각의 이유로서는 주장하지 않
고, 한국인 피해자를 원고로 하는 수 많는 소송에 있어서 2000 년
까지 한일청구권협정을 근거로 (“청구권”에 대해) 청구 기각을 주
장한 적이 한번도 없었다. 그렇다면 국가 자신이 샌프란시스코 평
화조약이 “개인 청구권에 대해 민사재판으로 권리 행사할수 없게
된다”는 취지라고 이해하지 않았던 것이 분명하여 이 판결의 입법
자(체결자) 의사 해석은 역사적 사실에 반하는 픽션에 불과한 것이
다.
이처럼 이 판결이 말하는 “틀”에 관해서 체약국간의 합의가 있다
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데 가령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샌프
란시스코 평화조약 체약국이 아닌 중국이나 한국의 피해자에게 적
용하는 것은 더욱 설명하기 어렵다. 이 판결은 국가의 주장이나 국
가가 의거한 학설 20 의 일화평화 조약을 매개로 한 견강부회한 법
률 구성을 교환공문의 존재 등을 이유로 부인했지만, 이에 대신하
는 법률 구성을 제시하지 못했다.이 판결이 “틀”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약국 외에 적용하는 이유를 설명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 틀은 연합국 48 개국과 체결되어 이로서 일본국이 독립
을 회복했다는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의 중요성에 비추어, 일
본국이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의 당사국 이외의 국가 및 지
역과 사이에 평화 조약 등을 체결하여 전후 처리를 하는 경우
에 있어서도, 그 틀로 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즉 네덜란드와의 비공개 교섭 때의 일본 대표 발언에 비롯된 “틀”
이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 체약국 뿐만 아니라 비체약국에도 그
효가가 미치고 그 후 체결된 2 국간 조약의 내용을 구속하고 수천
만 전쟁 피해자에게서 민사 소송에 의한 청구 권능을 빼앗은 법적
효가를 가지는 이유는 그저 “샌프란시코 평화 조약은 중요하니까”
라고 하는 것이다.이는 도저히 “법률 구성”으로 볼 수 없다.이 판
결은 법적 설명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전제에 서서 법원이 그 이유
설정을 생각했다는 시점에서 보면 이 판결의 문맥은 매우 이해하기
쉽다. 당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이유가 될 수 있는 쟁점은 국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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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무답책, 시효·제척 기간, 청구권 포기의 세 가지였다. 이 가운데
국가는 불법 행위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국가무답책은
대일본제국헌법 시대의 해석 이론이며, 그것을 현행 헌법 하에서 계
승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게다가 국가무답책으로는 기업에 대한 청
구를 기각할 수 없다. 시효·제척 기간에 관한 신의칙에 의한 적용
제한을 좁게 해석하면 원고들의 청구를 쉽게 기각할 수 있지만, 전
후 보상 외의 안건도 시효·제척 기간으로 기각할 수밖에 없게 되어
법원의 재량권을 좁히는 문제점이 있다. 그에 비해 청구권 포기를
이유로 하면 전후 보상 외의 안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국가에 대
한 청구도 기업에 대한 청구도 기각할 수 있다. 그러나 청구권 포기
조항에 대한 국가의 종전의 해석(외교 보호권 포기설)와 모순되는
점, 중일공동성명의 문언과 어긋나는 점 등의 문제가 있다.그런 고
생 끝에 외국인 전쟁 피해자의 모든 청구를 기각할 수 있고 국가의
종전의 해석과 되도록 모순하지 않고 다른 안건 처리에 영향을 미
치지 않는 이유로서 만들어진 것이 이 판결의 논리였다.그런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적 설명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21
아무튼 이 최고재판소 판결 이후 중국인 피해자를 원고로 한 모
든 소송은 중일공동성명을 이유로 기각되게 되었다. 22 그리고 "국민
이" 포기했다는 문언이 없는 중일공동성명으로 중국 국민의 청구권
이 행사할 수 없게 된다면, "국민의 "라는 문언이 있는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한국 국민의 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것이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었다. 그래서 재산권조치법으로는 소멸되지 않
았던 한국인 피해자의 "청구권"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청구할 수 없
게 됐다고 해서 한국인 피해자 소송에서도 청구가 기각되게 되었
다. 23 이렇게 해서 일본 법원에서 외국인 전쟁 피해자의 권리 회복
21

최고 재판소 조사관과 도쿄 지방 법원 판사를 역임한 후 퇴임한 瀬木比呂志(세기 히로시)가
2014 년에 출판한 "절망의 법원"에 "도쿄 지방 법원의 다수의 부서로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동종 헌법 소송에 대해","재판장들이 비밀리에 계속적인 회동을 갖고 각하 또는 기각을
암묵적인 전제로 향후의 심리 방식 등에 대해 의논했다"라는 기재가 있다. 저자의 도쿄 지법
재임 기간 등에서 비추어 여기에 말하는 "동종 헌법 소송"은 2000 년대 중국인 피해자에 의한
전후 보상 소송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추측이지만 "국가 무답책""시효·제척
기간""청구권 포기"의 세 논점 중 어느 이유로 기각할지에 대해 의논 한 것이 아닐가 싶다.
22 삿포로 고법 2007.6.28 판결(중국인 강제 연행 홋카이도 소송), 마에바시 지법 2007.8.29
판결 ·도쿄 고법 2010.2.17 판결(중국인 강제 연행 군마 소송 1.2 심), 야마가타 지법 2008.2.12
판결·센다이 고법 2009.11.20 판결(중국인 강제 연행 야마가타 소송 1.2 심), 도쿄 고법 2009.
3.26 판결(하이난 섬 성폭력 소송), 카나자와 지법 2008.10.31 판결·나고야 고법 카나자와
지부 2010.3.10 판결 (중국인 강제 연행 나나오 소송 1.2 심), 후쿠오카 고법 미야자키 지부
2009.3.27 판결(중국인 강제 연행 미야자키 소송), 도쿄 지법 2015.2.25 판결(충칭 대폭격
피해자 소송)
23 나고야 고법 2007.5.31 판결(미쓰비시 나고야 조선 여자 근로 정신대 소송, 판례 타이므즈
1210 호 186 쪽 판례시보 1894 호 44 쪽), 도야마 지법 2007.9.19 판결·나고야 고법 카나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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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단，이 최고재판소 판결은 국가의 종전 해석과의 모순을 되도록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여기서 말하는 청구권의‘포기’란 청구권을 실체적으로 소
멸시키는 것까지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해당 청구권에 입각하
여 재판상 소구할 권능을 잃게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라고 해
석하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개별 구체적인 청구권에 대해서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아 채무자 측에 있어서 임의로 자발적
인 대응을 하는 것은 막을 수 없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틀"의 효과는 개별적인 민사 재판상의
권리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에 머물고, 개인의 실체적 청구권은
존속하여 있다는 것이다. 24 이 판결의 당사자인 원고들은 이 판결
을 실마리로 니시마츠 건설과 화해를 성립시켰다. 25
8 현재의 일본정부 해석
이 최고재판소 판결 후에도 일본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
결 완료"라는 정치적 발언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헌법
상 당연히 최고재판소의 판단에 구속되는 것이다. 실제로 최고재판
소 판결 후 한국인 피해자에 관한 소송에서 재판상의 권능이 잃어
버린다는 최고재판소 판결의 논리를 피고로서 원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후지코시 2 차 소송 1 심에서 국가는 다음과 같이 주장
했다.
“원고들이 상기 각 청구권에 의거한 청구를 하더라도 일본국
및 국민은 이에 응하는 법적 의무가 없다.여기에 법적 의무가
없다는 것은 국내법적으로 소멸했다는 듯이 아니라 한국 국민
이 “청구권”을 어떻게 법적 구성해서 일본국 및 국민에 대해
청구 하더라도 일본국 및 국민은 이에 응하는 법적 의무가 없

지부 2010.3.8 판결(후지코시 근로 정신대 2 차 소송 1.2 심)
24 일종의 부언 판결이지만 이는 단순한 부언 이상의 효과를 미치게 된다. 예를 들면 상장
기업이 피해자의 손해 배상 청구에 자주적으로 응한다고 하더라도, 실체적 권리가 존재하는
이상, 청구에 응한 이사들은 주주들의 책임 추궁을 면할 수 있다.
25 도쿄 간이 법원 2009. 10. 23 즉결 화해. 합의 조항에서 최고재판소 판결을 인용한 후
니시마츠 건설이 "심심한 사과"를 표명하면서 360 명의 희생자에 대한 보상,기념비 건립, 위령
사업 등의 비용으로 2 억 5000 만엔을 사업 주체인 자유 인권 협회에 신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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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듯이다.” 26
그러므로 반복되는 정치적 발언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도 법률
해석으로서는 피해자의 실체적 권리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 현재의 일본정부의 한일청구권협정 해석은 다음과
같다.
A “재산,권리 및 이익”은 재산권조치법으로 소멸되었다.
B “청구권”은 실체적 권리로서는 소멸되지 않았지만，청구권
협정에 의해 재판상 소구할 권능이 상실되었고，한국정부는
외교보호권을 포기했다.
제 2 한국정부 해석의 변천
한편 한국정부의 한일청구권협정 해석도 다음과 같이 변천했다.
1 ~ 1980 년대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협상 과정에서 1952 년에 한국 측에서 8 개
의 대일 청구 요강이 제출됐는데 이에 "강제 징용 한인 미수금"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 일본 측이 피해자 개인에게 직접 보상하겠다고
제안했을 때 한국 측은 일본정부로부터 보상금을 한꺼번에 받고 그
것을 피해자들에게 분배하는 방식을 주장했다고 한다. 27。
그리고 한일청구권협정 합의 의사록에은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
다.
‘동조 1 에 있어서 말하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라는 양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 및 양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한일 회담에 있어서 한
국 측에서 제출한 “한국의 대일 청구 요강”(이른바 8 항목)의
범위에 속한 모든 청구가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이 대일 청구
요강에 관해서는 어떤 주장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 확인됐
다.’
또한 청구권협정 체결 다음 해인 1966 년 한국에서 제정된 ”청구
26토야마
27

.

지법 2007.9.19 판결 중 피고 주장 정리 부분
高崎宗司(다카사키 소지) "검증 한일 회담" 109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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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 조 제 l 항은 다음과 같
이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 갖는 1945.8.15. 이전까지의 일본국에 대한
민간청구권은 이 법에 정하는 청구권 자금 중에서 보상해야 한
다"
그리고 1971 년 "대일 민간 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과 1974 년"
대일 민간 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으로 피징용 사망자 유족에게
사망자 1 인당 30 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28
이들 시책 실행 과정에서 특히 피해자의 실체적 권리와 외교 보
호권의 관계가 논의된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다. 1970~1990 년대에
보상 범위에 대해 몇가지 소송이 제기되었는데 이들 소송에 있어서
청구권협정은 한국정부의 외교 보호권 포기를 의미할 뿐 피해자 개
인의 일본에 대한 실체적 청구권은 존속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정부
측에서 제출되었다는 사실도 찾을 수 없다 29그러므로 청구권협정으
로 실체적 권리가 소멸한 것을 전제로 이들 시책이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1980 년대에는 BC 급 전범 문제，청구권협정 2 조 2 항으로
규정된 재일한국인의 개인 청구권 등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국회 답
변이 있어，뒤집어 보면，한국정부는 기타의 개인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 완료(실체적 권리 소멸)라고 이해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까지는 가해국인 일본의 정부는 피해자의
실체적 권리는 소멸되지 않았다고 해석하고，피해국인 한국의 정부
는 소멸되었다고 해석하고 있었던 셈이 되어，양국의 한일청구권협
정 해석은“비틀려”있었던 것이다.
2 1990 년대 ~ 2005 년
이“비틀림”이 언제 해소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지만，1997 년
김 대중 정권 발족 직후에 외무부 장관의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에 대한 개인 배상을 요구하는 발언이 있고，2000.10.9 에는“양국
정부 사이에는 청구권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 청구권협정은 개인청
28

이러한 시책은, 대상자를 피징용 사망자로 한정된 점, 보상 금액이 소액였을 점, 신고
기간이 짧아서 탈루가 매우 많았을 점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 중에 큰 불만을 남기는 결과가
되었다.
29 대법원 1970.11.30 판결 1970.12.22 판결, 헌법재판소 1996.10.4 결정, 1996.10.31 결정, 1996.
11.28 결정, 1999.7.23 결정, 2000. 3.3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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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권의 소송 등 재판을 제기하는 권리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는 취지의 외교통상부 장관 답변이 나와，늦어도 이 시점까지 한국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포기된 것은 외교보호권에 지나지 않는
다고 해석을 변경 했음을 알 수 있다.
3 민관공동위원회 견해
앞에서 본 버와 같이 "재산,권리 및 이익"과 "청구권"을 구별한 것
은 어디까지나 일본정부의 독자적인 해석과 이에 입각해서 제정된
국내법의 문제에 불과한다. 한국에서는 "재산,권리·및 이익"과 "청구
권"을를 포괄해서 "개인 청구권"또는 "민간 청구권"이라고 칭하면서
청구권협정 체결 과정에 있어서 무엇이 논의됐느냐는 입법 의사 해
석에 중점을 둔 논의를 해왔다. 이런 입장에서는 청구권협정 체결
경위를 밝히는 것이 필수적이다.그래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강
제 동원 피해자, 원폭 피해자들이 한일회담 관련 문서 공개를 한국
정부에 요구했으나 ， 정부는 이를 거부했다. 그리하여 피해자들은
2002 년, 한국정부를 상대로 문서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하였고，2004 년, l 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30.이에 한국정부(노
무현 정권)는 항소를 철회하여 문서를 공개했다. 그리고 후속 조치
를 협의하는 민관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 2005.8.26 민관공동위원
회견해가 발표되었다. 민관공동위원회의 공동 대표는 이해찬 국무총
리이며，이 견해는 한국정부의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공식적인 해
석이다 31
그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ㅇ 한일청구권협정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 4 조
에 근거하여 한일양국간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음
ㅇ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일본정부·軍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해
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
음
- 사할린동포, 원폭피해자 문제도 한일청구권협정 대상에 포
함되지 않음」
30서울행정법원
31전문은

2004.2.13 판결
"국무 조정실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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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사할린 잔류 한국인 문제와 원폭 피해자 문제는 청구권협
정 체결에 이르는 협의 대상으로 되지 않았으므로 청구권협정의 해
결에는 포함되지 않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반인도적 불법 행위
"는 협의의 대상으로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인도에 반하는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이라는 성격상
당연히 청구권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외교 보호권도 포기되
지 않았다는 취지라고 이해할 수 있다. 32
이 견해에서는 강제 동원 문제가 한일청구권협정의 법적 효력 범
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명기되지 않았다. 다만 무상 3 억달러
의 경제 협력 자금에는 "강제 동원 문제 해결의 성격의 자금"등이
포괄적으로 감안됐으며 한국정부는 "수령한 무상 자금 중 상당 금
액을 강제 동원 피해자 구제에 사용해야 할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이 기재의 뜻하는 바는 반드시 분명하다고 할 수 없
는데 일반적으로는 한일청구권협정 협상 과정에서 의제가 돤 강제
동원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의 범위 내(외교 보호권을 포기했다)라
는 취지라고 이해되고 있었다. 33
4 2012.5.24 대법원 판결
히로시마의 미쓰비시 중공, 오사카의 일본 제철에 강제 동원된
강제 징용 근로자들은 일본에서 일본 국가와 기업에 대해 손해 배
상과 미수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원고들은
최고재판소 패소 전후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국 법원에 제기했다. 그러나 한국 하급심도 시효의 성립, 전전(戰
前)의 기업과 현재 기업의 법인격 동일성 부정, 한일청구권협정, 일
본 판결의 기판력(旣判力)등을 이유로 피해자들의 청구를 기각했
다 34. 이에 대하여 2012.5.24, 대법원은 하급심의 위 판단을 모조리
32

이 견해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가 그 후 일본 정부에 대해 한일청구권협정 제 3 조의 정하는
분쟁 해결("외교상의 경로"및"중재 위원회"에 의한 해결)에 나서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헌법 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제기하고, 헌법재판소는 2011. 8. 30
위헌 결정을 내렸다.이 결정은 교착 상태에 있었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유동화를 위해 큰
역할을 다했는데, 청구인도 한국정부도 민관공동위원회 견해를 전제로 하고 있어서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덧붙이는 것은 아니었다.
33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 안정 지원 법"(1993),"태평양 전쟁 전후 국외 강제 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2007),"대일 항쟁기 강제 동원 피해 조사 및 국외 강제 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 법"(2011),광주, 전남, 서울시, 경기도의 근로 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2013) 등 강제 동원 피해자 등에게 위로금과 생활 안정 자금을 지급하기 위한 법률 및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이들에는 "인도적 견지에서 " 등의 문구가 삽입되어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일본 정부로부터 이전한 보상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34 부산지법 2007.2.2 판결,부산고법 2009.2.3.판결, 서울고법 2009.7.16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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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집고, 피해자들의 청구권의 존재를 인정하여 소송을 원심에 환송
했다. 35
이 판결 이유중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 범위에 대해 판단한 부분
은 다음과 같다.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
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 4 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 · 민사적 채권 · 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청구권협정 제 1 조에 의해 일본정
부가 대한민국정부에 지급한 경제협력자금은 제 2 조에 의한
권리문제의 해결과 법적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청구권협정의 협상과정에서 일본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강제동원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
인하였고，이에 따라 한일양국의 정부는 일제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는데，이러한 상황에서 일
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
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
에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점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등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
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이고 ，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도 포
기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처럼 "반인도적 불법 행위나 식민 지배와 직결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권" 은 한일청구권협정 적용 대상이 아니라 외
교 보호권도 포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대법원 판결은 이 판단을
민관공동위원회 견해의 해석의 형태로 제시하고 있다. 즉, 민관공동
위원회 견해가 한일청구권협정의 대상에서 제외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일본정부·군·국가 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 행위"라는
"일본 국가 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 행위나 식민 지배와 직결
된 불법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며,"식민지 지배에 직결된 불법 행위
"로 인한 강제 동원 피해자의 청구권도 한일청구권협정 범위외라는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민관공동위원회 견해의 "일본군 위안
부 문제 등...반인도적 불법 행위"를 대법원이 "식민지 지배에 직결
35 신일철(현 신일본 제철 주금)사건 환송심에서는 서울 고법 2013.7.10 판결로 피해자 1 인당
1 억원, 미쓰비시 사건에서는 부산 고등 법원 2013.7.30 판결로 피해자 1 인당 8000 만원의
배상금이 인정 되어 두 사건 모두 1 심 피고 측이 상고하여 대법원에 다시 계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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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불법 행위"까지 확장한 새로운 판단이며, 한 국가의 최고 사법
기관이 "전쟁 책임"을 넘어 "식민지 책임"을 지적한 드문 예이며,
2001 년 더반 회의에서 제시된 "식민지 책임" 추궁의 국제적 조류를
추진하는 의의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식민지 지배에
직결된 "이라고 해도 그 범위는 명확하지 않아 향후 법적 논의의
심화가 필요하다.
또, 대법원 판결은 이 부분에서 "예비적 이유"를 들고 있다. 즉
만일 원고들의 청구권이 청구권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도
(강제 동원 피해는 "반인도적 불법 행위"등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그것은 한국의 외교 보호권이 포기된 데 그쳐 개인 청구권은 소멸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굳이 이런 "예비적 이유"를 들은 것은 삼권 분립에 배려
해서 강제 동원 문제에 대한 외교 보호권 포기 여부의 최종 판단을
행정부(정부)에 맡기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
5 현재의 한국정부 해석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대해 한국정부가 어떤 입장에 입각하는지
현재로서는 불분명하다. 36
한국정부가 대법원 판결의 입장을 받아들인다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강제 동원 문제도 한일청구권협정의 대상이 아니라, 피해자
개인의 권리가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외교 보호권도
포기되지 않았다는 해석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한국정부가 대법원 판결의 예비적 이유의 입장에 입각한다
면 강제 동원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의 대상이며 피해자 개인의 권
리는 존속하지만 한국의 외교 보호권은 포기됐다는 해석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3

정리

1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한일 양국 정부의 한일청구권협정 해석은 현
저히 변천해왔다. 일본정부는 일본 국민의 보상 청구를 우려한 시기
에는 "외교 보호권 포기론", 외국인 피해자로부터 배상 청구를 받으
면서 10 년간 망설인 후 "권리 소멸론"또는"재판에 의한 소구 권능
소멸론"으로 180 도 전환한 것이며, 일본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
"위안부 문제""역사 문제"의 해결을 일본 정부에 요구하는 한국 정부와 대통령의 발언은
보도되지만 "강제 동원 문제"로 특정한 발언은 보도되고 있지 않은 듯하다.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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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도적인 변천이었다.
한국정부는 군사 정권에서 김영삼 정권까지는 일본정부와 피해자
에 끼면서 동요하여 그 후 서서히 피해자의 목소리에 밀리고 피해자
의 권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천했다고 할 수 있다.

한일 양국 정부 해석 변천 모식도
1965
협정 체결

해석A

2000

2005
민관공동위원회

2007
최고재판소 판결

2012
대법원 판결

실체적 권리○ 소구 권능(訴求權能)○ 외교 보호권○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해석B

실체적 권리○ 소구 권능(訴求權能)○ 외교 보호권×

일본
강제동원

2

해석C

실체적 권리○ 소구 권능(訴求權能)× 외교 보호권×

해석D

실체적 권리×

한국

한일 양국 해석의 비교
그런데 현재 양국 (정부 및 사법부)의 해석으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및 강제 동원 문제에 대해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피해자 개
인의 배상 청구권(실체적 권리)이 소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완전
히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은 외교 보호권 포기 여부와 재판으로 청구하는 권능
의 유무의 두 가지이다. 이 가운데 재판상의 소구 권능에 대해서는
이미 일본 법원에서의 해결 가능성은 소멸됐으므로 과거의 쟁점이
다. 37 따라서 쟁점은 외교 보호권의 유무만 남아 있는 것이다. 게다
가 만일 한국정부가 대법원 판결의 예비적 이유의 입장(강제 동원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 대상에 포함된다)에 입각한다고 하면 강제
동원 문제에 대해서는 외교 보호권의 유무라는 마지막 쟁점도 없게
된다. 또 외교 보호권 포기 여부는 외교 협상의 장면에서는 중대한
쟁점이고 협정 제 3 조에 정해진 절차로 해결해나가야 하지만 피해
자 개인과 기업, 국가와의 협상 등에서는 직접 상관 없는 문제이다.

37최고재판소 판결의 논리에 따르면 한국 법원에서 소송으로 청구하는 권능도 소멸한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이것이 현실의 쟁점이 될 것은 예상하기 어렵다."위안부"문제에 대해서도
"해석상의 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다"로서 청구권 협정 3 조의 해결 절차에 나가기를 회피하는
일본 정부가 굳이 이 문제를 청구권 협정 3 조의 해결 절차에 나가는 것은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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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청구권협정을 둘러싼 한일 정부 해석의 차이
(일본군"위안부"문제, 대법원 판결의 입장에 의한 강제 동원 문제)

실 체 적
권 리
소 구 권 능( 訴 求權 能)
외 교
보 호 권

일본정부
○
×
×

한국정부
○
○
○

(대법원 판결"예비적 이유"의 입장에 의한 강제 동원 문제)

실 체 적
권 리
소 구 권 능( 訴 求權 能)
외 교
보 호 권

3

일본정부
○
×
×

한국정부
○
○
×

이렇게 정리해보면 한일 양국의 한일청구권협정 해석의 갈등은 사
실은 일반적으로 이해되어 있을 만큼 큰 것이 아니다. 만일 모두
일본 측의 해석에 의거하더라도 한국인 피해자는 "피해가 있더라도
재판으로 청구하지 못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서 한국정부의 외교
보호를 받을 수 없는"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일본정부와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또는 피해자의 재판 외의 요구에 응해서 사죄하
며 배상하는 것에 법적 및 도의적으로 아무런 장애도 없다. 그래서
한일청구권협정은 어떤 의미에서도 피해자의 권리 회복의 법적 장
애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한 해결론은 일종의 "
발뺌"에 불과하다. 일본정부와 기업은 이런 주장을 그만두고 피해
사실에 성실히 마주 하면서, 피해 회복(사죄와 배상)의 구체적 방법
을 논의해야 한다.

추기
2015.12.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해 한일 양국 정부가 합의하여
재단 창설, 일본정부의 10 억엔 출연 등으로 이 문제는 "최종적 및
비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성명이 발표되었다. 합의 프로세스에서
피해자를 완전히 배제하는 등 많은 문제가 있어서 도저히 피해자들
이 납득할 만한 해결을 이끄는 합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일
본정부가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한일청구권협정이 아무
런 장애도 되지 않는 것을 실증한 것으로 할 수 있다. 최고재판소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한국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뿐만 아니라
26

강제 동원 피해자와 한국 이외의 성폭력, 강제 연행 피해자의 실체
적 권리도 소멸하지 않았음이 분명하여, 앞으로 이들 피해자에 대해
서 적당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또 이"합의"는 양국 모두 국회의 비준을 예정하지 않는 일종의
행정 협정인데, 한국 대법원 판결이 조약에 관한 경우 조차 "국가가
…국민 개인의 동의 없이 국민의 개인 청구권을 직접적으로 소멸시
킬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근대 법의 원리와 양립할 수 없다 "고
하고 있는 이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개인의 배상 청구권(실체
적 권리)이 이러한 정부 간의 "합의"로 소멸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최종적 및 비가역적으로 해결"이라는 문언은 최대한으로
봐도 한국정부의 외교 보호권 포기를 의미하는 데 불과한 것은 분
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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