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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총동원체제기 여성의 강제동원과 사실 규명의 과제

Forced Mobilization of Women during the wartime general 
mobilization system and the task of Finding Facts

강혜경

Kang hyekyung

요 약 일본제국주의는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1938년 국가총동원법을 공포하면서 전시총동원체제를 구축해 나

갔다. 전시총동원체제기에 접어들면서 일제는 여성들의 노동력에 주목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로도 여성들을 동원

하였다. 식민지 조선은 물론 국외의 여성들까지 근로보국대, 여자근로정신대 등으로 강제로 동원되었다. 여성들은 가

내 노동은 물론 이미 동원된 남성들의 노동을 대신해야 했으며, 동시에 강제로 전쟁을 위해 동원되는 열악한 상황에

처했다. 여자근로정신대의 동원은 관청의 알선, 모집, 자발적인 지원, 학교나 단체를 통한 선전, 취업 사기, 강제나 협

박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다. 일제강점기 강제적 여성 동원의 대표적 희생자였던 여자근로정신대 문제는 개별적

으로 소송이 진행되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 있다. 전시총동원체제기 여성의 강제동원에 대한 실체를 밝

히기 위해서는 관련 기구를 통해 지속적인 연구와 사회적 교육이 필요하다.

주요어 : 전시총동원체제, 동원정책, 여성강제동원, 근로보국대, 여자근로정신대

Abstract Japanese imperialism initiated the Sino-Japanese War in 1937 and promulgated the Total National 
Mobilization Act in 1938, establishing a wartime total mobilization system. In the beginning of the wartime 
general mobilization system, Japanese colonialism focused on women's labor force and mobilized women both 
domestically and abroad. Women were forcibly mobilized to the Labor Patriotism Unit and Jeongshindae(Korean 
Women Labor Corps). Women had to take the place of home work as well as the work of men who had 
already been mobilized, and at the same time faced a poor situation of being forced to mobilize for war. The 
mobilization of Jeongshindae took place in various forms, such as recruitment, voluntary support by government 
offices, propaganda through schools or groups, job fraud, coercion or threats. Jeongshindae which was a 
representative victim of the forced mobilization of wome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was individually 
litigated and remains an unresolved problem. In order to uncover the reality of the forced mobilization of 
women during the wartime general mobilization system, continuous research and social education through related 
organizations are required. 

Key words : 
The Wartime General Mobilization System, Mobilization policy, Female Labor Forced  
Mobilization,  The Labor Patriotism Unit, Jeongshindae(Korean Women Labor Cor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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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일제는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1938년 국가총

동원법을 공포하면서 전시총동원체제를 구축해 나갔다.

전시총동원체제 아래에서 식민지 조선인의 모든 정신

과 생활이 전쟁 수행을 위해 동원되고 규제되었다. 전

쟁은 제국주의 국가의 국민들 뿐만 아니라 식민지의 남

성과 여성 나아가 아이들까지 동원하였다. 전시총동원

체제하의 전쟁에서 여성은 남성 못지않게 중요한 위치

에 있다. 특히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의 양상인 총

력전에서 여성의 협력 없이 전쟁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

능했다. 일본이 침략전쟁을 지속하는 동안, 일본 내지는

물론 식민지 조선, 대만, 만주국에서도 전시체제가 수립

되면서 여성 동원을 강제하였다.

전시총동원체제기의 식민지 조선의 여성들은 전쟁에

동원된 가장의 부재로 인한 노동을 책임져야 했고, 전

시사업과 군사시설에 동원되어야 했다. 식민지 초기부

터 1930년대 중반까지는 식민지배체제에 순종적인 여

성을 양성하는 것에 주력했던 총독부가 전시체제에 돌

입한 이후에는 여성의 역할에 적극적 의미를 부여하면

서 노동력으로 동원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1]

여성에 대한 강제 동원은 해방 이후 한국전쟁과 한

반도의 냉전 체제가 고착화 되면서 일제 식민잔재 청산

을 위한 사실 확인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대로 밝

혀지기 어려웠다. 일반적으로 전쟁이란 남성에게만 관

련된 사항으로 여성의 역할은 부차적인 것에 지나지 않

다고 여겨져 왔다. 민족주의적이고 남성중심적인 역사

서술에서 기억되지 못했던 여성의 강제동원이 부각되

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전쟁은 남성의

것이다. 그러므로 전쟁에 대한 기억 또한 그러하다”라

고 서술한 루트 클뤼거의 말을 빌리지 않아도 식민지

남성이라는 입장에 이입되어 여성의 역할에 대해 간과

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전쟁은 지극히 남성의 모습을

하고 있어 식민지 여성이 당한 고통에 대한 이해가 부

족했던 것이다.[2]

1987년 이후 민주화가 되면서 1990년대 들어 강제

동원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진행되면서 여성의 강제 동

원에 대해서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그 규모마

저 제대로 규명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전시총동원체

제기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위해서는 여성에 대한 상시

적 동원체제가 제대로 밝혀져야 할 것이다.

Ⅱ. 전시총동원체제와

여성의 강제동원 정책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서구의 제국주의 국가들

은 전쟁 수행을 위해 총력전체제를 채택하였다. 일본

제국주의는 서구 제국의 전쟁 수행전략을 학습하여 중

일전쟁 이후 전시총동원체제를 구축해 나갔다.[3] 일제

말기 전시총동원체제 아래 국가의 모든 영역이 전쟁 수

행을 위해 동원되면서 물적 자원뿐만 아니라 인적자원

까지도 전쟁에 동원되었다.

중일전쟁 이후 일제는 1938년 4월 1일 국가총동원법

을 공포하고, 필요한 노동력‧자금‧물자 등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 법률은

일본 내지뿐만 아니라, 조선과 대만, 사할린 및 남양군

도와 같은 식민지에도 1938년 5월 5일부터 시행되었다.

국가총동원법은 “전시‧전쟁에 준하는 사변의 경우를 포

함해 국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의 전력을 가장

유효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자원을 통제‧운

용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일본 정부는 국가총동원법을

조선에 적용하면서 전쟁 수행을 위해 전시 노동력 동원

을 본격화하였다.

일제의 전시총동원체제는 전체적으로 볼 때 국가총

동원 관계 법령과 국민정신총동원 운동을 중심으로 운

영되었다. 일제는 자원 부족을 메꾸기 위해 정신 동원

을 만들어냈으며, 이러한 정신동원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한국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에 해독을 끼치

는 요소로 남아 있다. 일제가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지배를 영속화하기 위해 한국인

의 삶 깊숙이 식민지배체제를 합리화하는 논리를 주입

하고 이를 구조화하는 데 주력했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저는 어떤 생각을 할 때 일본어로 생각합니

다. 한국인인데도･･･교육은 무서운 겁니다.”[4] 일제 말

기 여동생 순례와 후일 아내가 된 여동생의 친구 복례

가 여자근로정신대로 나고야에 있는 미쓰비시 중공업

에 강제동원되었던 김중곤의 고백처럼 일제의 정신 동

원이 한국인의 삶에 미친 영향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

다. 강제 동원의 피해 역시 평생을 얽어매는 고통을 안

겨주고 있다.

전시총동원체제기에 접어들면서 일제는 전쟁 총동원

을 위해 여성들의 노동력에 주목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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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로도 여성들을 동원하였다. 전시총동원체제기 정신

동원과 인적 동원의 폐해는 냉전과 독재를 거치면서 아

직까지 한국 사회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인적

동원은 수치적 실체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여성에 대한 강제동원도 사실의 지위를 찾지 못하고 있

다.

국내 여성동원 관련 조사 및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

지 않은 데는 여성들이 피해 사실을 공식화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지 못했던 점이 크게 작용하였

다.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았으며, 일제강점

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가 2004년 발족되고 동

원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면서 정부 차원의 여성

동원에 대한 신고 및 조사 등이 진행되었고, 이를 통해

전시체제기 조선 여성에 대한 동원의 실상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5]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

상규명위원회에 노무자, 군인, 군속, 위안부 등 20만 명

이 피해자로 신고되었다. 그 가운데 위원회가 피해자로

판정한 여성은 총 1076건(노무자 1031건, 군무원 21건,

일본군 ‘위안부’ 23건, 기타 1건)이다. 1인이 수차례 동

원된 사례가 있으므로 인원수로 보면, 1026명(노무자

982명, 군무원 20명, 일본군 ‘위안부’ 23명, 기타 1명)이

된다. 피해 유형 가운데 일본군위안부를 제외한 1053건

의 세부 직종을 보면, 노무와 군무원의 구분이 명확하

지 않은 사례가 있다[6]. 이때 신고된 인원만으로는 전

체 여성강제동원의 규모를 밝히기는 어렵다. 여성강제

동원과 관련된 자료는 동원 주체였던 일본 정부나 기업

자료에서도 찾기가 어려우며, 실제 여성을 노무자로 동

원했던 실태를 알 수 있는 명부자료는 미발굴 상태이

다.

여성이 동원되기 시작한 것은 1938년 국가총동원법

이 조선에 적용된 이후 1938년 7월 7일 국민정신총동원

연맹이 결성되고 국민정신총동원 근로보국운동에 관한

건(1938.7.1)이 통첩되어 각 지역에서 근로보국운동이

시작되면서였다.[7] 근로보국대는 일제가 중일전쟁 도발

후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하기 위하여 공포한 국가총

동원법과 함께 실시된 각종 통제법령의 상시 동원 대상

에 포함되지 않는 학생·여성·농촌 노동력을 강제 동원

하기 위한 제도였다.

근로보국대는 전 조선의 행정구역과 일반단체, 학교

를 기본 단위로 조직되었다. 근로보국대의 적용대상은

20세에서 40세 미만의 남녀였지만 이는 지역의 실정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근로보국운동의 초기에는 군직원

관공서 직원 등을 중심으로 근로보국작업을 실시하도

록 하였다가, 이후 각 지방에서는 부녀자를 중심으로

근로대가 조직되었다. 여성들은 옥외노동, 폐품수집, 공

동작업, 위문대 만들기 등 후방의 경제활동과 함께 부

인근로단, 부인근로대 등의 조직이 결성되어 동원되었

다. 1938년 6월 ‘학도 근로보국대 실시 요강’을 보면 학

생들의 동원작업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남학생은

토목 공사에, 여학생은 신사 청소와 군용품 봉제 작업

에 동원되도록 명기되었다.

여성의 노무동원이 좀 더 강화가 된 것은 국민근로

보국협력령에 의해서였다. 국민근로보국협력령은 근로

능력이 있는 국민 전부를 국가의 중요한 업무에 동원

시킬 목적으로 1941년 11월 23일 칙령으로 공포, 1941

년 12월 조선에 실시되었다.[8] 국민근로보국협력령의

적용을 받는 여성의 범위는 14세 이상 25세 미만까지로

이 연령에 해당하는 미혼여성은 전면적으로 동원되었

으며, 이 연령 밖의 여성도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참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지사의 명령으로 조직되는 근로보국대는 1대(隊)

에 50명 정도의 단위로 구성되고 동원기간은 1년에 30

일 이내로 정하였다. 그러나 “특별히 필요한 경우 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때”는 30일을 초과할 수 있도록 하

였다. 근로보국협력령에 따라 미혼여성 대부분을 동원

시킬 수 있었고, 동원 기간도 연장할 수 있는 여지를

두었다. 여성들의 작업내용도 총동원 물자의 생산･수

리･배급에 관한 업무 및 국가총동원에 필요한 운반･통

신･위생･구호 등에 관한 업무, 군사상 필요한 토목건축

업무 등의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1943년 1월 20일 일본의 내각회의에서 <생산력증강

긴급대책요강>을 정하여 여자근로동원을 강화하기로

결정했고, 9월 13일 차관회의에서 <여자근로동원 촉진

에 관한 건>을 정해 여성 동원 내용을 구체화하였다.

이에 따라 만14세 이상 미혼자나 신규학교 졸업자 또는

불요불급 학교 재적자 등이 1년에서 2년간 노동에 종사

하고 도청부현의 지도 하에 시구정촌장(市區町村長),

정내회(町內會), 부락회, 주민조직(隣組), 부인회, 학교

장 등이 동원을 담당하도록 했다. 일본지역에서는 1943

년 10월경부터 여자근로정신대가 조직되기 시작했으며,

1944년 8월 23일 여자정신근로령(칙령 제519호)의 시행

이후에는 국민등록을 한 여성에 대해 정신근로영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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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하여 출동을 명령하였다.

조선총독부에서도 1943년 10월 8일 <생산증강노무

강화대책요강>을 결정하고 신규학교 졸업자 및 14세

이상 미혼자 등의 전면적인 동원 체제를 확립하였다.

일본과 같은 날자인 1944년 8월 23일 조선에서도 여자

정신근로령이 공포･실시되어 이미 시행되고 있던 여자

근로정신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여되었다.

식민지 조선에서 「여자정신근로령」은 만 12세 이

상 40세 미만의 국민등록을 한 여성에게 지방 장관이

명령서를 교부하여 1년간 근로정신의 의무를 지도록 규

정하였다. 그러나 조선에서 여성에 대한 국민 등록은

기능자만 하도록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대상

자는 많지 않았다. 12세 이상 40세 미만의 기능자로서

중등학교 정도의 광공계학교 졸업자 또는 실력과 경험

에 의하여 광산‧전기‧전기통신‧기계‧항공기‧조선‧화학

‧요업‧목공‧토목‧건축‧기상 기술자 등으로 현직에 취

업하고 있는 자 또는 일찍이 일한 적이 있던 자만을 요

신고자로 했던 것이다. 따라서 여자근로정신대의 동원

은 관청의 알선, 공개 모집, 자발적인 지원, 학교나 단

체를 통한 선전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다.[9] 여자

근로정신대로 동원할 때 주로 황민화교육을 받고 일본

어가 가능 했던 나이 어린 소녀들을 대상으로 일본공장

에 가면 돈을 벌 수 있고, 여학교에 진학할 수 있다는

등의 모집, 취업 사기, 강제나 협박 등을 이용했다.[10]

1944년 11월에는 ＜생산증강노무대책강화요강＞에

대응하여＜국민근로협력령＞을 전면적으로 발동하기

위해＜국민근로협력령실시요강＞이 제정·공포되었

다.[11] 1945년 3월 31일에는 국민근로동원령이 조선에

도 공포‧실시되어 여자정신근로령도 이에 통합되었다.

Ⅲ. 강제동원된 여성의 규모

전시총동원체제기 식민지 조선의 인구 동향을 보면

만주와 일본에 체류한 조선인이 1945년 해방 직전 4백

만이 넘어 당시 조선 내 총인구 2천 5백만과 비교해 보

았을 때 해외로 이주한 조선인의 규모가 상당히 컸음을

알 수 있다.[12] 표1은 식민지 시기 조선 내외에 거주하

고 있던 조선인들의 인구를 정리한 것이다.

표 1. 식민지 시기 조선 내 인구와 해외 조선인
Table 1. Population in Korea and Koreans oversea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박경숙, 식민지 시기(1910년-1945년) 조선의 인구 동태와 구

조, 한국인구학 제32권 제2호(2009년), pp. 52쪽

표1에서 살펴보면 본격적으로 총동원체제가 가동되

기 시작하면서 만주보다는 일본으로의 유출이 급속도

로 증가해 1943년부터는 일본 내 조선인이 만주내 조선

인보다 숫적으로 많아졌다. 이는 1938년 국가총동원법

이 공포되고 강제동원이 시행되면서 일본내 조선인이

증가해나간 것으로 일본으로 강제동원된 조선인의 수

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전시총동원체제기 국내외 동원을 합하면 표2와 같이

700만명을 넘는다. 그 가운데 한반도 외로 동원된 숫자

는 백만명을 넘고 있다. 노무자로 일본 본토에 연행된

조선인 총수는 각종 통계에 의하면 적어도 110만 명에

이른다.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에 명단

이 확보된 48만명, 정부에 신고한 22만 명 외에 강제동

원 피해자들이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일본

에 동원되어온 사람들 가운데 약 30여만 명이 사망하거

나 부상당하였고 그중 사망자는 약 6만여 명에 달했

다.[13]

조선내
인구

일본내
조선인

만주내
조선인

총인구

1937 22,913,494 822,257 1,002,021 24,737,772
1938 23,241,991 881,407 1,106,181 25,229,579
1939 23,435,448 1,030,242 1,264,504 25,730,194
1940 23,547,000 1,241,315 1,450,384 26,238,699
1941 23,828,080 1,504,509 1,573,556 26,906,145
1942 24,234,052 1,651,617 1,653,181 27,538,850
1943 24,576,032 1,894,623 1,714,166 28,184,821

1944 25,120,000 1,945,968 1,777,423 28,843,392

1945 25,266,258 2,100,000 1,948,375 29,31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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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현황표
Table 2. Table of forced mobilizatio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1인당 중복 동원 포함. 출처: 조계동 외9인. 출처: 『대일항

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

회활동결과보고서』, 2016.

그렇다면 식민지 조선 여성들은 조선을 비롯한 국내

외에 어느 정도의 인원이 동원되었을까? 전시총동원체

제기 강제동원된 여성들은 주로 노동이 가능한 미혼의

젊은 여성들이 중심되었다. 조선에 사는 여성 중 14세

이상 25세 이하의 여성들은 근로보국대, 학도보국대 등

으로 이미 동원의 대상이었으며, 25세 이상의 여성들도

애국반 등을 통해서 동원되고 있었다. 여성들의 동원연

령을 보면 근로보국대는 20세 이상 40세 미만, 근로보

국협력령에 따르면 14세에서 25세 미만, 여자근로정신

대는 12세 이상 40세 미만의 여성들이었다.

당시 조선인 여성의 수는 표3과 같은데, 여성과 남성

의 수가 점점 비슷해지다가 1943년에 이르면 여성의 수

가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만큼 남성의 강제동원

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일제강점기 조선인 인구수
Table 3. Population of Korean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출처는 통계청 과거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여성의 경우 표4에서와 같이 12세에서 19세 사이의

여성을 노동가능인구로 조사하고 희망자를 따로 분류

하기도 하여 동원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남성

은 20-30세, 31-40세, 41-45세로 나누어 분류해 동원

연령의 범위가 넓었으며 동원의 수도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식민지 기간 동안 조선의 인구는 1260만여명이

증가하였는데 총인구 성장 중 약 69%인 870여만명이

한반도 안에 있고 31%가 해외로 유출하였다. 총 증가

인구의 3할 정도가 해외로 유출되었고, 그 인구가 대부

분 노동력인구였던 점은 일본제국주의의 전시총동원

전략을 그대로 보여준다.

표 4. 勞動 出稼 및 勞動 轉業 가능자와 희망자(1940.3.31.)
Table 4. Those who can and wish to leave labor and change
labor

海野福壽, 「朝鮮の勞務動員」, 『近代日本と植民地 五』,

岩波書店, 1993. 114-115쪽에서 재구성

근로보국대의 경우 표5에서 보듯이 1938년부터 1945

년까지 총 570만여 명이 동원되었다고 추정되는데, 여

성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성의 노

동 가능 연령층에 대한 조사로 보아 남성보다는 낮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전시총동원체제기 여성들은

가내 노동은 물론 이미 동원된 남성들의 자리를 대신하

는 노동을 해야 해야 하는 동시에 근로보국대에도 참가

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표 5. 근로보국대의 규모
Table 5. The scale of the Labor Patriotism Unitt

*일본정부추정치

유형 구분
동원자
수

소계

군인
동원

한반도 내 51,948
209,279

한반도 외 157,331
군무원
동원

한반도 내 12,468
60,668

한반도 외 48,200

노무자
동원

한반도
내

도내 동원 5,782,581
6,488,467관 알선 402,062

국민징용 303,824

한반도
외

국민징용 222,215
1,045,962할당모집,

관 알선
823,745

계 7,804,376

연도 총인구
조선인
총인구

남성 여성

1937 22,355,485 21,682,855 10,997,432 10,685,423
1938 22,633,751 21,950,616 11,128,074 10,822,542
1939 22.800.647 22,098,310 11,170,910 10,927,400
1940 23.709.057 22,954,563 11,572,035 11,382,528
1941 24.703.897 23,913,063 12,033,728 11,879,335
1942 26.361.401 25,525,409 12,805,543 12,719,866
1943 26,662,150 25,827,308 12,889,988 12,937,320

가능자

여자 남자

12-19세 20-30세 31-40세 41-45세

222,641명 534,068 274,887 118,581

희망자

여자 남자

12-19세 20-30세 31-40세 41-45세

20,767명 158,920 61,502 21,893

연도별 근로보국대, 모집
1938년 74,194
1939년 113,096
1940년 170,644
1941년 303,731
1942년 333,976
1943년 685,733
1944년 2,454,724
1945년 1,636,483*
소계 5,782,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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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내 노무동원 경로별 규모에서 재작성

大藏省 管理局 編, 1947, 『日本人の海外活動に關する歷史

的調査』통권 제10책, 朝鮮篇 제9분책, 69쪽,71쪽; 허수열,

1985, 「조선인 노동력의 강제동원의 실태」, 차기벽 엮음,

『일제의 한국식민통치』, 정음사

여자근로정신대의 경우 일본에서 1944년 2월 말까지

그 인원이 16만명에 달했다. 1944년 5월 일본 여자정신

대의 결성율은 7%로 매우 낮았기 때문에 1944년 8월의

여자정신근로령으로 정신대 강제동원이 이루어졌다.

여자근로정신대로 동원된 일본과 조선의 여성은 대략

20만 명 정도이며, 그 가운데 조선 여성은 5만에서 7만

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국내에 거주하던 여성들 뿐

만 아니라 일본 제국의 식민지에 거주하던 조선인 여성

들도 강제동원의 대상이 되었으며, 일본 본토 및 오키

나와, 남양군도 등에서도 여자노동력 동원이 꾸준하게

이루어졌다.[14]

Ⅳ. 결 론

일제강점기 여성에 대한 강제동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밝혀져야 할 부분이 많다. 강제적 여성

동원의 대표적 희생자였던 여자근로정신대 문제는 동

원의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이들은 개별적

으로 소송을 진행하며 여자근로정신대라는 역사적 사

실을 밝히기 위해 지난 한 싸움을 하고 있다. 한국사회

에서도 여자근로정신대 등 여성의 강제동원과 그 해결

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인권에 기반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전시총동원체제기 여성의 강제동원에 대한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관련 기구를 통해 지속적인 연구가 필

요하다. 조선총독부나 일본 정부의 관련 정책 자료의

발굴과 근로정신대가 있었던 회사자료의 발굴 등이 필

요하다. 여자근로정신대 등은 학교를 통한 동원이 많았

으므로 학적부를 통한 조사도 앞으로의 과제이다. 또한

국내 공장으로 동원된 경우와 당시 일제의 식민지였던

만주에서의 동원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로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손해배상을 위해 지금이라도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와

더불어 관련 교육을 통해 여성의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권리에 보다 접근하는 시각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여성의 강제동원과 관련된 피해자들이 해방 후 어떤

환경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도 필

요하다. 특히 이들은 해방 후 근로정신대라는 용어가

‘일본군 위안부’와 혼용하여 사용되면서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 시달리며 자신의 경험을 밝히지 못하고 살아온

경우가 많다. 해방 이후 이들의 삶에 대해 법적 책임은

분명히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에 있지만 문제를 소홀히

여겨온 한국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 이들을 방치해 과

거의 피해자들을 다시 피해자로 만들어버렸던 것이다.

일제 말기 전시총동원체제라는 혹독한 경험은 아직

도 한국 역사에 깊은 그림자를 남기고 있다. 해방 이후

등장한 권력은 전시총동원체제의 유산을 해체하지 않

고 때로 필요에 따라 그것을 부활시켰다. 해방 후 미군

정은 일제의 국가기구를 그대로 활용했고, 박정희 정권

의 군사독재와 경제개발을 위한 총동원체제에 대해서

는 일제 말기의 전시총동원체제와의 유사점들이 계속

지적되고 있다. 식민통치 기간 동안 특히 전시총동원체

제기 국가기관이 식민지 주민을 박해하는 도구로 사용

되었음을 지적해내는 깊은 성찰이 있어야 강제 동원에

대한 우리 사회 내부의 이해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의 강제동원 문제는 아직 많은 사실이 밝

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여성강제동원에 대한 기

억과 기록을 발굴해 역사적 사실을 복원해 나가야 한

다. 인간이 역사를 발견한 기본으로 돌아가 과거를 기

억하고 과거에서 교훈을 얻어야 과거의 역사가 반복되

지 않는 현재와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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