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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역사관 소장 자료 현황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이하 역사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는1) 일

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가 피해 진상조사 

과정에서 입수한 것과 2015년 12월 역사관 개관 이후 매년 구입·기증을 

통해 수집해온 것이다. 

위원회 이관 자료는 대부분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기증받은 것이며, 

*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2팀장 / bsy@fomo.or.k
1)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은 1종 전문박물관으로 관리 체계상 유물로 분류된 것들이 

있는데, 이를 포함한 소장 자료 일체를 편의상 자료라고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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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서 인정되어, 강제동원 진

상규명과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역사관 수집 자료는 유족, 연구

자들에게 기증을 받거나, 전시·교육·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해 구입한 것

들이다.

역사관은 현재 18,877종의 자료를 보유 중이며, 박물, 사진, 명부, 원

본 문서, 사본 문서, 시청각, 도서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중 위원회 이

관 자료가 13,000여 종, 나머지는 개관 이후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유물수집 및 관리내규｣ 에 의거하여 수집한 자료이다. 상세 현황은 아

래 <표1>, <표2>와 같다.

<표 1> 역사관 소장 자료 현황 (2022.3월 기준)

단위: 유물(점) / 자료(건, 권)

구 분 수 량 이 관
수 집

유  형
기 증 구 입

합    계 18,877 13,365 4,544 968

소장유물 4,161 2,830 472 859
(유형) 문서, 사진, 박물 등

(재질) 종이, 직물, 금속 등

소장자료 14,716 10,535 4,072 109
(유형) 도서, 문서(사본), 
시청각(DVD, CD, MF 등)

<표 2> 위원회 이관 자료 (2016.5.18. 인수)

항목 합계 박물 사진 명부 원본문서 사본문서 시청각 도서

수량 13,514 195점 1,203건 57점 536점 4,918건 641건 5,964권

※ 이관 당시 목록(2016.5.12.) 기준으로 실제 등록 관리 수량과는 상이할 수 있음

한편 위원회 이관 자료는 ‘위인정’이라고도 불린다. 위인정이란 ‘강

제동원 사실을 위원회가 인정하는 기록’이라는 의미로 정한 용어로, ① 

일본 정부로부터 제공받아 국가기록원에 소장 중인 명부 ② 국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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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기업에서 작성된 공식적인 기록(7종) ③ 1975년 한국 정부에

서 지급된 대일민간청구권 보상금 관련 명부 ④ 사진 ⑤ 위원회에서 발

굴하거나 수집한 명부2)를 말한다. 

이 자료들은 위원회에 신고된 강제동원 피해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

적 증거이다. 나아가서는 일련의 검증 절차를 거쳐 신뢰성을 확보한 후, 

증빙 자료를 제출한 신고자 이외의 피해자들도 피해 사실을 인정해 주

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이처럼 귀중한 자료들이 역사관에서 관리·활용되고 있는 한, 역사관

은 강제동원 관련 기록물 소장 기관으로서 대표성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실제로 국내외 연구자를 비롯하여 특히, 시·도청이 국내 강제동원 

유적지 발굴 및 관리를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나3), 강제동원 

기록물 관련 이슈가 있을 때, 각종 다큐멘터리·방송 제작을 추진할 때 

등등 역사관의 소장 유물·자료를 활용하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

이다.

최근에는 경상남도에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관련 기록물 수

집·분석·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추진한 바 있다. 수행기관에서

는 경남지역 강제동원 피해 규모, 기록물 현황, 소장처, 기록물 수집 및 

활용을 위한 제언 등을 하였다. 이와 더불어 경남이 국외 강제동원 피해

가 가장 큰 지역이고, 아시아태평양 전쟁 유적이 450여 개소나 되지만,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을 지적하였다.4)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역사관 소장 자료도 강제동원 유형이나 지

역별(출신지, 동원지 등)로 분류하고, 부산지역을 우선 파악해보았다. 

2)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자진상규명위원회, 강제동원명부해제집 1, 2009, 12쪽.
3)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전남도청이 발주한 일제강점기 유적 발굴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2년간(2018~2020) 수행하면서, 역사관 소장 자료 11건을 참고 자료로써 활용

한 바 있다.
4) 경남-아르고인문사회연구소,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관련 국내외 자료(기록물) 수

집·분석 및 활용방안 연구 용역 결과보고서｣, 2021,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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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역사관에서 소장한 부산지역 관련 자료는 총 110점이다.

이 중 동원 지역이나 경유지, 출신지, 본적 등이 부산으로 확인되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사진, 엽서, 문서(각종 증명서, 명부)들이 총 76점

으로 파악된다.5) 본고에서는 역사관 소장 자료 중 부산지역 강제동원 

피해자와 관련된 대표 자료 몇 가지를 소개함으로써 역사관 소장 자료

를 단편적으로 보여주고자 한다. 

Ⅱ. 남방 트럭 섬 피징용자 명부 

[표제:南方트락크島被徵用者名簿](위인정 ⑤-6)

 

<사진 1> 남방 트럭 섬 피징용자 명부 표지와 내지

5) <별표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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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관 소장 자료 중 강제동원 진상규명을 위한 핵심 자료로 활용되

고 있는 것은 명부이다. 위원회가 수집한 명부에 대해서는 이미 ≪해제

집≫과 연구총서가 발간되어 있다. 역사관 개관 이래로 신규 수집한 명

부의 경우, 국가기록원과 협업하여 강제동원 명부 디지털화를 마쳤으

며, 현재 검증 및 분석이 필요한 상태이다.

이 글에서 소개할 남방 트럭 섬 피징용자 명부[南方트락크島被徵用

者名簿]는 일제 말기 남양군도 트럭 섬으로 강제 동원된 군속(軍屬)들

의 명단으로, ‘위인정 ⑤ 위원회에서 발굴하거나 수집한 명부’에 해당

한다. 

트럭 섬은 중부 태평양의 축 제도(Chuuk Islands)를 말하며, 일제가 

태평양 방위의 중심지로 삼고자 군사기지를 건설했던 곳이다. 즉, 태평

양 전쟁 시기 전략상 중요 거점이 되어, 많은 군용시설이 들어서면서 많

은 군인과 군속이 배치되었다.6)

이 명부는 피해자 유명동(兪命同, 창씨명 溪川淸)이 귀국 후 ‘트럭섬

조선민단본부’를 결성하고, 부장으로 활동하면서 트럭 섬에 동원된 경

남지역 군속 출신자들을 조사하여 작성한 것이다. 유명동은 1942년 8월 

26일에 일제에 의해 시바우라 보급부 공원(工員)으로 징용되어 강제 노

역을 당하다가 1946년 1월 15일에 해원(解員)되어 귀환한 사실이 확인

되어 피해자로 인정되었다.7)

표지, 인명 추가 요청 문서(별지)를 포함하여 총 44매로 되어있으며, 

수기로 인원 통계표가 기재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별지에는 1947년 

4월 9일에 트라크섬조선민단본부 부장 유명동이 경성남양제도조선인

귀환자동맹회 전임간사 황병훈에게 단원명부추가분 송부에 관한 건으

6) 김명환, ｢남양군도귀환자명부를 통해 본 해방 직후 조선인의 남양군도 재류현황｣, 한
국근현대사연구 85, 2018, 104쪽.

7)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 부록 Ⅲ-9｣, 2016,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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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명부 및 저금통장, 기타 관계 서류 추가분을 작성하여 이전 명부와 

같이 처리해 달라는 요청과 4명의 인적 사항(군번, 성명, 창씨, 주소, 연

령, 징용연월일, 최종임금)이 적혀 있다.  

이 명부에는 총 356명의 개인 신상내역이 성명, 창씨, 주소, 연령, 징

용연월일, 적요 순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경남 352명(전사자 

32명 포함), 경북 4명이 등재되어 있다.8) 인원은 8개 지역별(부산, 동래, 

통영, 의령, 양산, 창녕, 밀양, 경주) 귀환자와 전사자 항목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정리하면 다음  <표3>과 같다.

<표 3> 남양군도 트럭 섬 피징용자 명부 인원 현황

지방별 부산 동래 통영 의령 양산 창녕 밀양 경주 계

귀환자 34 19 1 49 13 126 78 4 324

전사자 1 7 2 2 6 14 32

계 35 26 1 51 15 132 92 4 356

지역별 인원 현황을 보면, 부산지역(동래 포함) 남양군도 트럭 섬 강

제동원자는 총 61명으로, 전체의 약 17%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산지역은 창녕(132명), 밀양(92명) 다음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지역들이 경남의 타 지역들에 비해 동원자 수가 많은 이유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부산지역 출신자 명단만 뽑아 정리하면 <별표2>와 같다. <별표2>를 

보면, 부산지역 출신자들이 1942~1944년 사이에 트럭 섬으로 동원된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 1942년에 동원되었으며, 1943년과 1944년에 

각각 2명씩 확인된다. 명부상의 연령이 명부 작성 당시의 연령인지, 징

용 당시의 연령인지는 확인이 어렵지만, 기재된 연령만으로 보면, 20대

8)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자진상규명위원회, 강제동원명부해제집 1, 2009, 76쪽.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소장 부산지역 강제동원 관련 자료 소개  541

가 40명, 30대가 18명, 미상 3명으로 20대가 가장 많다.

한편, 1942년 8월에 징용된 자가 많은 것은, 같은 해  7월에 대대적으

로 조선 전국각도에서 ‘국어(일본어)가 가능한 19~40세 남자’9)를 해군 

군속으로 모집했던 시기와 맞아떨어진다. 즉, ｢해군공원 징용방법에 관

한 건｣(1942년 1월)에 의거하여 같은 해 7월을 전후하여 본격적인 군속 

동원이 추진되었고10), 이 시점에 부산지역도 예외는 없었던 것으로 보

인다. 

<별표2>의 피해자 접수번호 항목은 위원회에서 보고한 피해자 목록

과 대조한 결과 값을 기재한 것이다.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부록에는 

13,500여 명 분의 피해자 목록이 있는데, 군무원 동원의 경우, 총 36,685

명의 피해자의 이름이 확인된다. 

목록상의 성명과 징용연월일, 강제동원지 등과 대조해보니, 총 13명

이 피해 신고 및 보상을 받은 것으로 나왔다. 피해자 목록에 없는 나머

지 인원들도 당시의 신고 여부를 떠나서,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나 공탁

서와 같은 명부에 이름이 등재되어 있는 등 피해 사실을 충분히 인정받

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 이 명부에는 1942년 8월 26일에 작성된 경상남도 부산부 군속

자 21명분의 <급여수령자명단> 1장이 첨부되어있다(사진2). 명단의 

내용은 금액, 수취인 주소와 성명, 직번, 가동자(稼動者) 성명 등이다. 

명부상에는 이 21명이 포함되어있지 않지만, 국가기록원에서 검색해

보면 해군 군속으로 동원되어 공탁서에 이름이 올라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명부상의 인원에 이 명단의 인원까지 산입하면, 부산지역 출신

자 총 82명이 확인되는 셈이다. 다만, 아쉽게도 이름이 창씨명으로만 기

9) 민족문제연구소 편,「日帝下 戰時體制期 政策史料叢書｣ 98, 358쪽.
10) 박수현·감은식, ｢구일본군 해군설영대의 조선인 강제동원에 관한 연구｣,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연구용역사업 보고서, 2006, 31~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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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되어 있어 피해자 목록과의 대조는 불가하였다. 

그리고 이 명부는 각종 임금지급명세서를 모은 임금계산서철(사진3)

을 근거로 작성되었는데, 이것들은 동원 당시 발급받은 문서들로 사료

적 가치가 높으며11), 채용 기간, 본인과 가족에게 지급된 임금액, 소속 

부대 명, 군번(인식번호) 등과 같이 명부만으로는 알 수 없는 정보들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들을 토대로 규정된 급여조건과 실제 지급된 금액이 얼

마나 차이 나는지 급여 내역을 비교해보거나, 기존 연구 결과를 참고하

여 특정 지역 군속 동원 규모를 가늠해보는 등 다양한 접근방식으로 생

각해볼 수 있다.

<사진 2> 급여수령자명단

 

<사진 3> 임금계산서철

이처럼 명부자료는 자료가 담고 있는 정보에 따라 동원지역, 시기, 기

간, 담당 업무, 임금 내역, 출신지(본적), 인적 피해(사망 또는 행방불명)

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강제동원 실태를 규명하는 연구에 필

수라고 할 수 있다.12) 

11)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자진상규명위원회, 강제동원명부해제집 1, 2009, 77쪽.
12) 정혜경·심재욱·오일환·김명환·北原道子·김난영, 강제동원을 말한다-명부편(1) 이

름만 남은 절규, 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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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방법에 따라서는 동원지역뿐만 아니라 본적지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나아가서는 피해자 목록과 비교하여, 선제적

으로 피해자를 발굴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서의 역할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남방 트럭 섬 피징용자 명부 등 위인정 명부들은 이미 위원회에서 

일련의 검증 절차를 거쳐 강제동원 기록물로서의 가치를 얻었고, 연구

에 활용하는 기초자료로서 역할을 해왔다. 이에 비해 역사관이 개관 

이후 수집한 명부들은 아직 분석을 통해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

라고 볼 수 있다. 어떤 방식으로 검증하고, 어떻게 활용할지가 앞으로

의 과제이다.

Ⅲ. 부산육군병사부 조선진해경비부 현역병증서 

(釜山兵事區現 役兵證書)(위인정 ②-2)

이 자료는 강제동원 피해자 김장갑(金璋甲, 창씨명 金澤隆助)이 조선

진해경비부에 정비병으로 입단했을 때 발급받은 현역병증서로, 위인정 

②에 해당한다. 위인정 ②는 국가기관, 공공기관, 기업에서 작성된 공식

적인 기록 7종을 말하며, 현역병증서 외에도 징용령서, 노무수첩, 급여

명세서, 재판기록, 사망통지서, 노동증명서, 기타 등등이 있다.

이 자료에는 입단 대상자의 재류지, 본적지, 호주 명, 입단 부대 명, 소

재지, 시기 및 시각 등이 기재되어 있다. 김장갑은 1945년 2월 1일에 일

제에 의해 강제 동원되어 해군 부산항공대등에서 복무하고, 1945년 9월 

1일에 제대하여 귀환한 피해자로 인정되었다.13)

13)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위원회 활동 결

과보고서 부록 Ⅲ-1, 2016.06, 4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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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년 5월 조선 내 징병제 실시가 결

정되고, 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일제는 

1943년부터 육군병사부를 확대 설치하

게 된다. 기존에 설치되지 않았던 지역

을 중심으로 7곳에 추가로 신설되어 조

선 내 총 13개 즉, 각 도마다 한 개소의 

병사부가 들어서게 되는데, 여기에 부

산이 포함되면서 부산육군병사부가 생

겼다.14)

조선주둔일본군의 병력동원 기구였

던 병사부는 주로 징병과 소모, 복역, 소

집, 국방사상보급, 군인원호 등 병사와 

대민사무를 담당하였다.15) 특히 징병 부문에서는 신체검사의 감독과 

병종의 선정을 맡았는데, 징병검사 후, 현역·보충병·징집면제·병역면

제·징집연기로 나누어 처분하는 등 징병 처분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역할은 병사부장이 담당했다.16) 즉, 병력 동원의 과정에서 조선주둔일

본군이 조선인 징병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해당 자료는 김장갑이 현역병임을 증명하는 문서의 발급일자(1944년 

12월 27일)와 부산육군병사부장의 날인을 통해 상기의 사실들을 확인

할 수 있다는 점, 창씨명과 본적지, 동원지 등의 정보가 담겨 있어 강제

동원자 명부와 대조 가능하다는 점 등 강제동원 피해 사실을 증명하는 

14) 조건, ｢일제강점말기 ‘조선 주둔 일본군’ 상주사단의 한인 병력동원 양상과 특징｣, 
한국독립운동사연구 51,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5.08, 229쪽.

15) 김상규, ｢전시체제기(1937~1945) 조선주둔일본군 병사부의 조직과 병력동원 역할｣,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25쪽, <그림3> 육군성·사단사령부·연대구사령부 

간 업무관계 참조

16) 김상규, 앞의 논문, 44쪽.

<사진 4> 현역병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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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사료로서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Ⅳ. 의류송부증명원 ‧임금지불요청증명서

<사진 5> 의류송부증명원
 

<사진 6> 

임금지불요청증명서

이 문서는 강제동원 피해자 김규철(金○哲, 창씨명 金田哲男)이 사할

린 고르노사워드스크 소재 나이호로 탄광에 강제 동원된 사실을 증명하

고, 임금 지불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증명서이다. 김규철은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되어, 1944년 11월경부터 해방 시까지 사할린 고르노자봇스

크(구 本斗郡) 소재 미쓰비시(三菱) 석탄유화공업 주식회사 나이호로

(內幌) 탄광에서 노무자의 생활을 강요당하다가, 행방불명된 사실이 확

인되므로 강제동원에 의한 희생자로 인정되었다.17)

먼저, 의류송부증명원(사진5)은 1944년(昭和19) 11월에 조선에서 징

17)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위원회 활동 결

과보고서 부록 Ⅲ-13, 2016, 2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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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된 김규철이 한기(寒期)에 입을 의복이 필요하여, 본적지(朝鮮 慶尙

南道 釜山府 西大新町)에서 사할린 소재 제국연료흥업주식회사(樺太 

本斗郡 內幌町 帝國燃料興業株式會社 第3事 業所 誠心寮)로 보내줄 것

을 요청하는 내용이 적혀있다. 필요한 의류[작업복, 작업화(地下足袋), 

셔츠 등] 품목 및 수량, 품질까지 상세히 나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증명

원은 1945년(昭和20) 1월 18일에 발행된 것으로 혼토(本斗) 경찰서장 

오우라(大浦)의 직인이 찍혀있다.

임금지불요청증명서(사진6)는 김규철이 1944년(昭和19) 11월 11일 

사할린 나이호로(內幌) 탄광에 2년간 징용되어 출근하며, (본적지에 있

는) 4인 가족의 생활이 곤란하여, (임금) 전액을 송금해줄 것을 요청한

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해당 문서는 1945년(昭和20) 3월 12일에 발급된 것으로, 서대신정 2

정목 제3정 회장 오카우치(岡内) 등 3인의 직인이 찍혀있다. 기증자 김

수웅(피해자 김규철의 子)에 따르면, 김규철은 해방 시까지 노무자 생

활을 하다가 이후 행방불명되었고, 유골도 찾지 못하였다고 한다. 결국 

이 증명서류들이 김규철의 강제동원 피해 입증을 해준 유일한 자료가 

되었다.

그리고 이 자료의 경우, 기증자가 강제동원 피해 사실 증명을 위해 위

원회에 사본을 제출하였다가, 역사관에 원본을 기증해 준 사례이다. 역

사관 개관 이후 기증을 통해 수집한 자료 중, 유족이 기증자인 경우, 위

원회 진상 조사 당시에는 사본을 제출하고, 역사관에 다시 원본을 기증

하는 사례가 많은데, 고령의 유족 입장에서는 본인 소장보다 역사관에

서 영구 보존해주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전한다. 

이는 역사관에서 피해자 및 유족의 기증을 독려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

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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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역사관 소장 부산지역 강제동원 관련 자료 목록  

연번 명 칭
입수처
(기증자)

특징

1
피해자 조*기 

기증 사진
조*기

조*기의 조선총독부 교통국 부산철도공장 양성공 6회 

기념 단체사진 

2
피해자 주*출 

기증 사진
주*출 주*출의 제3기협화훈련생 일동 단체사진 

3
피해자 김*희 

기증 사진
김*래 김*희가 동래 온천 행군 당시 촬영한 단체사진

4
피해자 서*우 

기증 사진
서*우

서*우가 중국상해군인동원 시절 위문공연단과 촬영한 

단체사진 

5

피해자 김*복 

기증 사진
김*복

김*복이 소방대원 시절 동료들과 촬영한 단체사진

6 조선총독부 육군병지원자훈련소 깃발사진

7 조선총독부 육군병지원자훈련소 반장 개인사진

8 조선총독부 육군병지원자훈련소 체육대회 사진

9 조선총독부 육군병지원자훈련소 훈화듣는 사진

10 김*복의 대구 일본군 24부대 단체사진

11 조선총독부 육군병지원자훈련소 깃발사진

12 김*복의 조선항공(朝鮮航空) 정비원 합격자 단체사진

13 김*복의 동료사진 1

14 김*복의 동료사진 2

15 김*복의 동료사진 3

16 김*복의 진해 해군항공대 단체사진

17 김*복의 부대 내 일본 신사 앞에서 촬영한 단체사진

18
피해자 박*진 

기증 사진
박*룡 박*진 노무동원 증빙자료

19
피해자 김*학 

기증 사진
안*연 김*학 군무원동원 증빙자료

20
피해자 염*철 

기증 사진
염*철

염*철 노무동원 증빙자료, 출발 전 김해 모 사진관에서 

촬영

21 피해자 김*도 

기증 사진
김*도

김*도 군인동원 증빙자료 1 

22 김*도 군인동원 증빙자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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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명 칭
입수처
(기증자)

특징

23 피해자 민*직 

기증 사진
이*옥

민*직 군인동원 증빙자료 1

24 민*직 군인동원 증빙자료 2

25
피해자 최*순 

기증 사진
최*환 최*순 군인동원 증빙자료 

26
피해자 김*현 

기증 사진
김*현 김*현 군인동원 증빙자료 

27
피해자 조*록 

기증 사진
조*록 조*록 군인동원 증빙자료 

28

피해자 정*용 

기증 사진
정*주

정*용 군인동원 증빙자료 1

29 정*용 군인동원 증빙자료 2

30 정*용 군인동원 증빙자료 3

31 정*용 군인동원 증빙자료 4

32 정*용 군인동원 증빙자료 5

33 피해자 유*혁 

기증 사진
유*주

유*혁 군인동원 증빙자료 1

34 유*혁 군인동원 증빙자료 2

35
피해자 신*수 

기증 사진
신*갑 신*수 군무원동원 증빙자료

36
피해자 정*주 

기증 사진
정*주 정*주 군인동원 증빙자료 

37 피해자 정*출 

기증 사진
정*출

정*출 군무원동원 증빙자료 1

38 정*출 군무원동원 증빙자료 2

39
피해자 강*도 

기증 사진
강*도 강*도 군무원동원 증빙자료 

40 피해자 박*룡 

기증 사진
박*룡

박*룡 군무원동원 증빙자료 1 

41 박*룡 군무원동원 증빙자료 2

42
피해자 하*태 

기증 사진
하*순 하*태 군인동원 증빙자료 

43
피해자 이*용 

기증 사진
이*순 이*용 노무동원 증빙자료

44
피해자 주*열 

기증 사진
주*열 주*열 노무동원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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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명 칭
입수처
(기증자)

특징

45 피해자 박*복 

기증 사진
윤*림

박*복 군인동원 증빙자료 1

46 박*복 군인동원 증빙자료 2

47 피해자 김*도 

기증 사진
김*도

김*도 군무원동원 증빙자료 1 

48 김*도 군무원동원 증빙자료 2

49
피해자 김*만 

기증 사진
김*열 김*만 군무원동원 증빙자료

50 피해자 윤*식 

기증 사진
윤*찬

윤*식 군무원동원 증빙자료 1

51 윤*식 군무원동원 증빙자료 2

52
피해자 문*도 

기증 사진
문*광 문*도 군인동원 증빙자료 

53
피해자 최*수 

기증 사진
최*철 최*수 노무동원 증빙자료

54
피해자 권*술 

기증 사진
권*덕 권*술 군무원 증빙자료 

55
피해자 김*생 

기증 사진
김*규 김*생 군인동원 증빙자료 

56
피해자 이*술 

기증 사진
이*범 이*술이 월남에서 촬영한 사진 

57

피해자 설*식 

기증 사진
설*임

설*식 군인동원 증빙자료 1 

58 설*식 군인동원 증빙자료 2

59 설*식 군인동원 증빙자료 3

60 설*식 군인동원 증빙자료 4

61 현역병증서 김*갑
김*갑이 부산육군병사부(釜山陸兵事部)로부터 전달받

은 현역병증서

62 국민근로보국표 정*희
정*희가 근로보국대로 동원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

1944[昭和19]년 7월 25일부터 9월 24일 경상남도 발행

63

엽서 김*진

김*진이 부산 노구치(野口) 부대에서 가족에게 보낸 

엽서 1 

64
김*진이 부산 노구치(野口) 부대에서 가족에게 보낸 

엽서 2

65
김*진이 부산 노구치(野口) 부대에서 가족에게 보낸 

엽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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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명 칭
입수처
(기증자)

특징

66 군속경력증명서 김*식

김*식이 군속으로 근무했음을 인정하는 경력증명서

1943[昭和18]년 6월 29일에 채용되어 부산항을 출항하

여 1943[昭和18]년 7월 30일에 트럭섬[Chuuk]으로 입

도(入島)함 제4해군시설부장 발행

67
남양군도 남방 

트럭 섬 

피징용자명부

유*동

표제: 南洋群島 南方트락크島被徵用者名簿(1947년 유

*동 작성)
경남지역 군속 출신자 356명 수록

68 급여수령자명단
경상남도 부산부 출신 군속 급여수령자명단(1942년 8
월  26일)

69 임금계산서철
남방 트럭 섬 피징용자 명부 작성을 위한 참고자료

(각종 임금지급명세서 등)

70 단원일부명부 이*수

제4함대하라다부대 마쓰오카단(第四艦隊原田部隊松

岡團) 단원일부명부

남양군도로 강제 동원된 피해자 이*상이 동료들의 이

름[씨명], 연락지, 본적지 등을 포함하여 작성함.(26매) 
‘1946년(병술년) 1월 7일 출항 2월 7일 부산항 도착’을 

기재함.

71
부산요새사령부 

완장

이치노

헤 **

부산요새사령부 공용증[釜山要塞司令部公用證] 완장. 
중앙에 적색 두 줄 중간에 공용(公用)이 적힘. 상단 공

용증公用證 第 號과 하단 부산요새사령부가 적힘.
(전시용 복제품)

72 증명서 김*웅
김*철이 사할린 나이호로탄광(内幌町)에 강제 징용되

었을 때 보낸 문서(본적지 부산부 서대신정 기재)

73
피해자 김*선 

가족사진
피해자 김*선이 강제동원 직전에 찍은 가족사진

74 사망증명서

김*추

피해자 김*선의 사망증명서. 김*선 가족의 민원에 대

한 회신으로 1983년 9월 27일 후생성 원호국 발급. 본
적, 소속, 신분, 성명,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사망장소 

등 기재됨. 김*선은 육군군속[傭人]으로 해상수송제2
대대에 소속되어 뉴기니 서부에서 전사함.

75
사망증명서 

송부에 관한 

안내

1983[昭和58]년 9월 27일 후생성원호국업무제1과장

이 발행한 김*선의 사망증명서 송부에 관한 안내장 業

一調第1579号

76
사망증명서 

우편봉투

사망증명서가 들어있던 봉투. 1983년 10월 4일 우체국 

소인 날인. 일본 도쿄 후생성원호국업무제1과장이 대

한민국 부산 김*추에게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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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남방 트락크 섬 피징용자 명부상 부산지역 출신자 명단

연번
연번
(명부)

성명(한자) 창씨 주소(본적지) 연령 징용연월일
피해자 

접수번호

1 1 박*상(朴*相) 東 경남 부산부 명륜정 30 1942.08.25.

2 2 김*호(金*浩) 金井 경남 부산부 수정 28 1942.08.25.

3 3 유*동(兪*同) 溪川 경남 부산부 수정 25 1942.08.25. 동래구-1

4 4 박*택(朴*澤) 新井 경남 부산부 수정 31 1942.08.25.

5 5 김*명(金*明) 金山 경남 부산부 명륜정 26 1942.08.25.

6 6 우*문(禹*文) 禹材 경남 부산부 복정 25 1942.08.25.

7 7 이*한(李*漢) 大池 경남 부산부 온천정 27 1942.08.25.

8 8 박*조(朴*祚) 新井 경남 부산부 수정정 26 1942.08.25.

9 9 이*봉(李*奉) 國田 경남 부산부 수정정 33 1942.08.25.

10 10 조*삼(趙*三) 國田 경남 부산부 온천정 30 1942.08.25.

11 11 서*윤(徐*潤) 太田 경남 부산부 수정 25 1942.08.25.

12 12 엄*창(嚴*昶) 一宮 경남 부산부 수정 26 1942.08.25.

13 13 김*달(金*達) 兵頭 경남 부산부 명륜정 25 1942.08.25.

14 14 문*옥(文*玉) 文原 경남 부산부 명륜정 25 1942.08.25.

15 15 백*술(白*述) 白石 경남 부산부 명륜정 29 1942.08.25.

16 16 이*용(李*鏞) 山本 경남 부산부 복정 27 1942.08.25.

17 17 이*명(李*明) 永川 경남 부산부 수정 24 1942.08.25. 수원시-200

18 18 이*형(李*亨) 岩本 경남 부산부 수정 27 1942.08.25. 　

19 19 이*식(李*植) 重光 경남 부산부 수정 27 1942.08.25. 　

20 20 이*환(李*煥) 星山 경남 부산부 초량정 31 1944.02.21. 　

21 21 배*동(裵*東) 山本 경남 부산부 수정 42 1944.02.27. 　

22 22 박*규(朴*奎) 新井 경남 동래군 사상면 32 1942.08.25. 　

23 23 신*우(申*佑) 平山 경남 부산부 동래군 38 1942.08.25. 　

24 24 김*대(金*大) 金義 경남 동래군 사상면 26 1942.08.25. 사상구-62

25 25 최*집(崔*集) 武山 경남 동래군 구포읍 24 1942.08.25. 　

26 26 도*하(都*夏) 星野 경남 동래군 구포읍 26 1942.08.25. 　

27 27 황*철(黃*哲) 長水 경남 동래군 구포읍 32 1942.08.25. 　

28 28 손*열(孫*烈) 大村 경남 동래군 구포읍 30 1942.08.25. 김해시-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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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연번
(명부)

성명(한자) 창씨 주소(본적지) 연령 징용연월일
피해자 

접수번호

29 29 김*석(金*錫) 金村 경남 동래군 구포읍 26 1942.08.25. 연제구-16　

30 30 박*맥(朴*脈) 新井 경남 동래군 구포읍 24 1942.08.25. 　

31 31 최*근(崔*根) 山本 경남 동래군 구포읍 25 1942.08.25. 북구-92

32 32 황*오(黃*五) 共田 경남 동래군 구포읍 26 1942.08.25. 북구-246

33 33 김*암(金*諳) 和田 경남 부산부 사하면 30 1942.08.25. 　

34 34 문*룡(文*龍) 森茂 경남 부산부 사하면 24 1942.08.25.

35 35 정*광(鄭*光) 東 경남 부산부 사하면 27 1942.08.25.

36 36 조*일(趙*一) 西山 경남 부산부 사하면 25 1942.08.25.

37 37 김*부(金*夫) 金谷 경남 동래군 북면 24 1942.08.25. 　

38 38 김*헌(金*憲) 木原 경남 동래군 북면 31 1942.08.25. 　

39 39 문*화(文*化) 文田 경남 동래군 북면 25 1942.08.25. 　

40 40 박*오(朴*五) 新井 경남 부산부 수정 28 1942.08.25. 　

41 41 백*중(白*重) 白石 경남 동래군 남면 25 1942.08.25. 　

42 42 김*택(金*澤) 金山 경남 부산부 광안리 29 1942.08.25. 　

43 43 김*균(金*均) 金本 경남 동래군 기장면 25 1942.08.25. 　

44 44 향*한(香*漢) 香山 경남 동래군 송정리 25 1942.08.25. 　

45 45 추*택(秋*澤) 秋田 경남 동래군 송정리 26 1942.08.25.
해운대구

-384　

46 46 김*양(金*洋) 金本 경남 부산부 해운대 30 1942.08.25. 　

47 47 최*십(崔*十) 高山 경남 부산부 민락정 21 1942.08.25. 　

48 48 김*동(金*東) 金田 경남 동래군 기장면 26 1942.08.25. 기장군-443　

49 49 박*오(朴*五) 新井 경남 동래군 기장면 28 1942.08.25. 　

50 50 김*희(金*禧) 金子 경남 부산부 대청정 33 1943.06.29. 　

51 51 박*득(朴*得) 新井 경남 부산부 감천리 30 1943.06.29. 　

52 321 김*룡(金*龍) 金本 경남 동래군 북면 34 1942.08.25.
금정구-117

(전사자)

53 322 도*복(都*福) 華山 경남 동래군 북면 30 1942.08.25.
강서구-83
(전사자)

54 323 윤*봉(尹*奉) 平沼 경남 동래군 기장면 27 1942.08.25.
기장군-225

(전사자)

55 324 조*만(趙*萬) 西山 경남 동래군 구포읍 27 1942.08.25. 전사자

56 325 윤*홍(尹*洪) 平沼 경남 동래군 구포읍 29 1942.08.25. 전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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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연번
(명부)

성명(한자) 창씨 주소(본적지) 연령 징용연월일
피해자 

접수번호

57 326 박*호(朴*鎬) 新井 경남 동래군 사상면 35 1942.08.25.
중구-2

(전사자)

58 327 홍*찬(洪*讚) 三友 경남 동래군 사상면 26 1942.08.25. 전사자

59 352 김*근(金*根) 金本 부산부 사정 30 1943.03.15. 전사자

60 추가분 고*주(高*周) 高山 부산부 수정 1943.06.29.

61 추가분 벽*수(薜*守) 高山 부산부 수정 1943.0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