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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을펴내며...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에대한진상규명을위하여

위원회가 발족한지 어언 2년이 지났습니다. 피해자조사 및

진상조사 등의 위원회 활동은 강제동원의 역사를 밝히는

중요한작업이라할수있습니다.

관련근거와증빙자료가부족한상황에서개인소장

자료의 새로운 발굴은 그 증빙적 가치와 역사적 가치를

지닙니다. 여기에그동안피해자분들이우리위원회에기증

해주신귀중한자료를여러분에게선보이고자합니다. 

이책을 펴내는 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피해자분들이 기증해 주신 자료들은 60여년 동안 잠들고

있던 강제동원의 역사를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이 자료들이 세상에 첫 문을 두드려 강제동원의

진실을나타내주고있기때문입니다. 

기증해주신 자료의 사료적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

학계 연구자들로 구성된 자료평가자문회의를 거쳐 검증된

이 자료들은 가치 있는 강제동원 원본자료로서, 일제에

의해강요된강제동원피해사실을후세에남기기위한교육

자료및역사자료로활용하기에도큰의미가있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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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자료를 통해 역사를 공부하는 연구자들에

게보다더심도깊은연구의방향을제시해줄뿐만아니라

올바른우리역사의당위성과흔적을찾고자하는길을열어

주고자합니다.

앞으로 이 기증받은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 역사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는

일에기여하고자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중히 간직해 온 귀한 자료를 선뜻

기증해주신피해자또는유족분들에게깊은감사를드리며,

기증해주신의미를되새겨강제동원의역사적의미를밝히는

일에 활용하고, 국가유산으로서 소중히 보존하도록 하겠

습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 부탁드리며,

새로운 자료 기증으로 강제동원 관련자료가 더욱 풍성해

지기를기대합니다.

2006년 12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전 기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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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가. 기록물의성격별로유형화하여사진류, 문서류, 명부류, 박물류및기타로분류하였다. 

나. 수록순서는유형별, 기증자명의가나다순으로배열하였고, 동종의자료를기증한경우는

처음기증자와연이어기재하였다.

다. 자료에대한설명으로는자료명, 기증자, 자료정보순으로기재하였다.

①순번 : 각유형별수록된순서대로번호를부여하였다.

②자료명 : 사진류의 경우 피해자명, (    )안에는 동원당시 창씨명을 적었으며, 동원유형에

따라 군인동원, 군속동원, 노무동원’증빙사진이라고 명명하였다. 나머지는 자료의 특성을

나타낼수있는대표적인것으로정하였다. 

③기증자 : 기증자명을기재하였다.

④자료정보 : 자료에 관한 간략한 정보를 기재하였고, 정보가 미약한 경우 피해자정보를 토대로

추정하였다. 지명이나회사명등고유명사의경우일본식발음을한글로기재하고 (    )에는

일본한자를병기하였다

라. 명부류에서 <위인정>으로 표시한 자료는 '위원회에서 그 가치를 인정하는 자료'로서 피해자

판정시적극활용하는자료를말한다.

마. 사진류에서사진속인물에대한상세정보를확인하기어려웠다. 다만, 등장인물중기증자또는

생존자에의해확인된경우에한하여자료설명에기재하였다. 

바. 문서류에서문서자체에제목이없어편집자가임의로자료명을붙인경우에는 [    ]안에넣었다.

①순번 ②자료명 | ③기증자

④자료정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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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2월부터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는 전국 시·군·구청과 해외

공관을통하여, 강제동원(强制動員) 피해를신고받기시작하였다. 2006년말현재총 22만여

건이신고되었고, 이중 3만 4천여건이피해자로분류되었다.  

이기증자료집에실린자료는피해자및유족들이간직해온강제동원당시의사진·증명서·

노무(勞務)수첩·물품 등으로, 신고·조사 과정에서 강제동원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사용해

달라고기증해준자료이다. 

피해자와 가족에게 있어서, 일제에 의한 강제동원 사실은 다시금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이었을 터이다. ‘다 지나간 옛날이야기’이거나, ‘예전에는 다 그러고 살았던 시절의

가슴아픈이야기’로치부해버리려한다. 

하지만남겨진자료는과거에존재하였던사실을증언하고있다. 또오늘의우리가과거로

되돌아가, 그때의 땀과 눈물을 되살릴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주고 있다. 그것은 현실문제와

무관한 '박제된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진행 중인 청산되지 않은 과거이다. 올바른 오늘의

삶을 위해서라도 과거는 과거의 사실 그대로 밝혀져야 한다. 오늘에 되살려진 과거는 내일

우리가나아가야할방향을가리키는나침반노릇을하는것이다.     

2년이 채 안되는 신고·접수기간 동안 수집된 자료 중에서 379점(기증자: 172명)을

골라, 총 250여 쪽의 기증자료집으로 엮었다. 이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사진류: 253점

해해 제제

생생한 기록으로남아있는강제동원의역사

강 제 동 원 기 증 자 료 집

한 상 도

(現, 자료평가자문위원, 건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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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증자 : 총172명

⊙ 수록건수 : 총379점

사진류 : 116명 253점

문서류 : 37명 68점

명부류 : 20명 24점

박물류 : 10명 19점

기 타 : 8명 15점

(기증자 : 116명), 문서류 : 68점(기증자: 37명), 명부류(名簿類): 24점(기증자 : 20명),

박물류 : 19점(기증자 : 10명), 기타 : 15점(기증자: 8명)이다. 

이책은그간의신고·조사업무를중간점검하고, 나아가일제하강제동원사실의발굴·

신고 작업에 대한 피해자와 가족의 참여 및 우리사회 일반의 관심과 편달을 촉구하기 위한

취지에서 계획되었다. 다만 자료목록집의 형태로 간행하기에, 모든 자료를 다 수록하지

못하였고, 실린 사진의 크기도 다소 작은 아쉬움이 있다. 추후에는 자료사진을 좀 더 크게

실어당시의실상과오늘의감흥을함께느낄수있도록노력하겠다. 이하각유형별로수록된

자료의내용을살펴보도록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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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제 동 원 기 증 자 료 집

제2부

문 서 류

문서류에는 급여명세표·출근부·

각종 증서·상장·영수증·각종 증명서

·통지서·신분증·통장·시행공문서·

군인 및 노무수첩·귀환자 단체자료 등이

포함되었다. 이들 문서류는 정부·기업

및단체와피해자간에오고간것으로, 이들

문건류에는 임금 수준과 지급방법·노동

시간·사망사고에 대한 처리·징용 명령

과근로등에대한내용이망라되어있다.

이외에일시귀선증명서라는자료는모친의

간병을위한일시적인귀향임에도불구하고

해당지역경찰서의증명이필요할정도의

엄격한 노무자 통제를 보여주는 자료도

있다.

제1부

사 진 류

사진류에는 전시 군인동원을 부추겼던 흔적이 엿보이는 홍보 목적의 '군인

동원(軍人動員)' 사진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이 눈에 띤다. 군인으로 동원되어

입대하기직전가족과찍은입대기념사진(권오숙기증), 징병환송식사진(이석희

기증), 징병 신체검사 기념사진, 현역병·학도지원병·내무반 단체사진(김갑배

기증), 군사훈련 장면사진(박용선 기증), 훈련 및 사열 장면사진(유맹노 기증)

등이그것이다.  

반면 군속(軍屬)으로 동원된 경우의 자료는 희귀한 바, 선박 주유수로 동원

되었을당시이인희의군속동원사진(이재형기증)과하흥숙의군속단체사진등을

제외하고는쉽사리찾아보기힘들다. 

또 노무동원 사진으로써 노무자의 복장이나 탄광입구 장면과 같이 배경이

확연히판별되거나, 사진 전면 또는 후면에회사명이나행사명이기재되어있는

경우에는, 사진만으로도구체적인정황을파악할수있다. 

광산노무자 단체사진(김태웅 기증), 광양산업전사대(光暘産業戰士隊) 제2반

작업기념사진(박성열기증), 탄광입구에서찍은단체사진(손순금기증), 스미토모

요시노우라탄광 친우회(住友芳野浦鑛山親友會)의 육상운동회 기념사진(박상덕

기증) 등이그러하다. 

이와 함께 청주역에 집결한 노무자들의 모습(오병선 기증), 합동장례식 광경

(이영수 기증), 해남도(海南島)로 강제동원되었던 귀환자(歸還者)들의 단체사진

(정명출기증) 등도강제동원의다양한모습을보여주고있다. 

그런데사진으로남아있는사실을유추함에있어서는, 사진찍기에담겨있는

선전의 의미를 제대로 헤아려 보아야 할 것이다. 일제기관이나 일본회사 측의

입장에서는강제로동원된군인이나군속및노무자들이가능한한미화된모습

으로비쳐지기를바랐을것이고, 또그렇게조작하고자하였을것이다. 

때문에사진속노무자들표정의이면에는열악한노동조건과대우를은폐하고

호도하고자하였던사용주측의의도가가려져있음을간과해서는아니될것이다.

절제된 자세와 단정한 차림의 사진 속 인물들에게서 강제동원의 흔적이 선뜻

발견되지않는이유가여기에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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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부

박 물 류
기 타

박물류는강제동원피해자들의고된

삶의모습을말해주는유품들이다. 입대

당시 면사무소에서 만들어 준 '육군특별

지원병 沙月忠錫君'이라는 글씨가 쓰여

있는 어깨띠(강준구 기증), 군복 바지에

사용했던 각반(김기상 기증), 탄광에서

사용했던 칸델라(김용해 기증), 일본군

계급장(정명출 기증), 군용 수통과 반합

(정상철 기증)을 비롯하여, 각종 엽서와

봉투류등이있다.

제3부

명 부 류

명부류 24점 가운데에서 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선별된 10점은

'위인정자료〔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에서인정하는자료〕'로

등록되어, 피해자 규명을 위한 1차 증빙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들 명부는

강제동원되었거나 포로가 되어 수용되었을 때, 그리고 귀환 시 피해자들이

조직한단체나이들을인솔·지휘한인물및기관에서작성한것이다. 

명부류에는 강제동원된 인물들의 성명과 주소 뿐만아니라, 동원 사유 등이

생생하고명백하게기록되어있다. 이들자료는피해자개개인의동원배경과

사유·동원 과정·경로를 포함하여, 강제동원의 불법성과 폭력성을 적나라

하게보여주는귀중한자료로평가된다.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① 광둥성(廣東省) 산토우수용소(汕頭收容所) 조선인

명부 (위인정⑤-15, 김기호 기증), ② 하남성(河南省) 카이펑(開封)의 아리랑

부대주소록 (위인정⑤-14, 김희승기증), ③ 효고현(兵庫縣) 가와사키조선소

(川崎造船所) 응징사명부(應徵士名簿) (위인정⑤-4, 박경호 기증), ④ 고야기

조선소(香燒造船所) 징용자명단 (위인정⑤-2, 박복덕 기증), ⑤ 베이징(北京)

포로수용소 방명록 (위인정⑤-11, 서상석 기증), ⑥ 남방 트락크도(Truk

Island) 피징용자명부 및 급여명세표 (위인정⑤-6, 유명동 기증), ⑦ 쿠사이

에섬(Kusaie Island) 조선혁진회(朝鮮革進會) 방명록 (위인정⑤-9, 윤금애

기증), ⑧ 조선군인자영대 명부(朝鮮軍人自營隊名簿) (위인정⑤-8, 정명출

기증), ⑨ 동양고압공업주식회사 히코시마공업소(彦島工業所) 응징사명부

(위인정⑤-4, 주학순 기증), ⑩ 남방 군속명부 (위인정⑤-12, 이원형 기증)

등을꼽을수있다.

일제말기 일제에의해자행된한국인강제연행및강제노동의역사는불과한세기전의사실

이건만, 어느새 '알면서도 모르는 이야기'가 되어 버렸다. 망각의 늪에 빠져 있는 사람은 숲을

제대로바라보지못할것이고, 그숲을빠져나오지도못할것이다. 

이 기증자료집의 간행이 '가해와 피해의 고발'이라는 차원을 넘어 서서, 다양한 문화와 사회가

공존해야 하고, '나'아닌 '남'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지구촌 시대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되길기대한다.

 발간사(맨앞)  2007.02.08 04:23 PM  페이지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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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사 진 류

강 제 동 원 기 증 자 료 집

 1.사진류-incom  2007.02.08 03:44 PM  페이지2



3

강제동원 기증자료집

강정숙 노무동원 증빙사진 | 강 정 숙 기증

1945년 중국 심양지역 소가툰(蘇可屯) 방직공장으로 동원된 여학생 근로봉사대 단체사진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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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제동원 기증자료집

사 진 류
제1부

권오숙(權藤淑溥) 군인동원 증빙사진

권 오 숙 기증

1942년 봄 공병 제30연대 보충대 입대 당시 가족과

찍은 사진. 모자에 어깨띠를 한 사람이 권오숙

(사진 하단이 심하게 훼손되어 있음)

김갑배(金子甲培) 군인동원 증빙사진 | 김 갑 배 기증

1944년 10월 입대한 현역병 단체사진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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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강제동원 기증자료집

김갑배(金子甲培) 군인동원 증빙사진 | 김 갑 배 기증

‘징병적령자기념촬영’단체사진 (1944년 5월 24일)
04

김갑배(金子甲培) 군인동원 증빙사진 | 김 갑 배 기증

제120사단 13958부대 제2내무반 단체사진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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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기증자료집

사 진 류
제1부

김칠석(金澤漆石) 노무동원 증빙사진 | 김 경 수 기증

도치기현( 木縣) 후루가와(古河)광업주식회사 아시오(足尾)광업소로 동원된 노무자 단체사진으로 추정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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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강제동원 기증자료집

배상동(靑田庄平) 군인동원 증빙사진 | 김 광 숙 기증

중부4부대 제3대대 제3기관총중대로 동원되었을 당시로 추정되는 군복장의 단체사진

배상동(靑田庄平) 군인동원 증빙사진 | 김 광 숙 기증

중부4부대 제3대대 제3기관총중대로 동원되었을 당시로 추정되는 군복장의 단체사진

(배상동 : 뒷줄 오른쪽에서 네번째)

7

07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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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강제동원 기증자료집

사 진 류
제1부

8

배상동(靑田庄平) 군인동원 증빙사진

김 광 숙 기증

중부4부대 제3대대 제3기관총중대로 동원되었을

당시로 추정되는 군복장의 단체사진 (1944년 7월 23일)

배상동(靑田庄平) 군인동원 증빙사진 | 김 광 숙 기증

중부4부대 제3대대 제3기관총중대로 동원되었을 당시로 추정되는 군복장의 단체사진

0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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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강제동원 기증자료집

배상동(靑田庄平) 군인동원 증빙사진

김 광 숙 기증

중부4부대 제3대대 제3기관총중대로 동원되었을

당시로 추정되는 군복장의 개인사진

9

배상동(靑田庄平) 군인동원 증빙사진 | 김 광 숙 기증

중부4부대 제3대대 제3기관총중대로 동원되었을 당시로 추정되는 군복장의 단체사진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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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강제동원 기증자료집

사 진 류
제1부

10

김권태 노무동원 증빙사진 | 김 권 태 기증

오사카부(大阪府) 후지나가타(藤永田)조선소로 동원되었을 당시 교토(京都) 아라시야마(嵐山)에서

동료와 함께 찍은 사진 (1945년 4월 15일)

13

 1.사진류-incom  2007.02.08 03:45 PM  페이지10



11

강제동원 기증자료집

김수열(金田光原) 군인동원 증빙사진 | 김 금 자 기증

남방군 제8방면군 제20사단으로 동원되었을 당시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군복장의 단체사진. 

‘잊지마세 굳센마음 1939.12.15’이라 기재됨.

(김수열 : 앞줄 오른쪽에서 첫번째)

11

15

김종천(海金鍾千) 군인동원 증빙사진

김 금 덕 기증

조선 남선제17방면군 경성사관구 보병 제2보충대로

동원되었을 당시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군복장의 사진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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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기증자료집

사 진 류
제1부

12

김기상(金田基祥) 군인동원 증빙사진 | 김 기 상 기증

징병신체검사기념 단체사진.

‘소화19년(1944)도 징병검사기념촬영’이라 기재됨.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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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기증자료집

13

김정수(金海正洙) 군인동원 증빙사진

김 명 재 기증

보병 제61연대보충대 제1중대 복무 당시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군복장의 사진

김대경(金元大卿) 노무동원 증빙사진 | 김 대 경 기증

효고현(兵庫縣) 아마가사키시(尼崎市) 아사히가라스(旭硝子)주식회사로 동원된 노무자 단체사진

(1944년 2월 17일)

17

18

 1.사진류-incom  2007.02.08 03:45 PM  페이지13



14

강제동원 기증자료집

사 진 류
제1부

14

김영두 노무동원 증빙사진

김 병 곤 기증

노무복장 사진

김민규(金城旻圭) 군속동원 증빙사진

김 민 규 기증

구레(吳)해군시설부 공원으로 복무 당시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노무복장의 사진

1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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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강제동원 기증자료집

15

정용채(淸川容彩) 노무동원 증빙사진

김 숙 자 기증

일본으로 동원되었을 당시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노무복장의 개인사진

김종계(金澤鐘癸) 군인동원 증빙사진 | 김 성 태 기증

‘祝應召 金澤鐘癸君’으로 쓴 깃발이 좌우로 있는 입영환송기념 가족사진
21

22

 1.사진류-incom  2007.02.08 03:45 PM  페이지15



16

강제동원 기증자료집

사 진 류
제1부

16

김기주(金岡喜志雄) 군인동원 증빙사진 | 김 영 인 기증

남선 제17방면군 경성사관구 치중병 보충대 복무 당시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군복장 사진

김기주(金岡喜志雄) 군인동원 증빙사진 | 김 영 인 기증

남선 제17방면군 경성사관구 치중병 보충대 복무 당시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군복장 사진

2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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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기증자료집

17

김영호(加島伸悅) 군인동원 증빙사진 | 김 영 호 기증

종전 이후 대만 대북시에 집결한 조선인 중 부산 출신자들이 함께 찍은 것으로 추정됨. 

아래에‘在臺釜山親睦會’라고 쓰여 있음.

김용선(金本登美) 노무동원 증빙사진 | 김 용 선 기증

홋카이도(北海道) 탄광기선주식회사 미루토(美流渡)광업소로 동원되었던 조선인 노무자들이 귀환하기

직전 찍은 단체사진

2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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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기증자료집

사 진 류
제1부

18

김우섭(金海雨燮) 노무동원 증빙사진

김 용 섭 기증

나가노현(長野縣) 마쓰시로(松代)대본영

공사현장으로 동원되었을 당시 동료와 찍은 사진

김우섭(金海雨燮) 노무동원 증빙사진

김 용 섭 기증

나가노현(長野縣) 마쓰시로(松代)대본영

공사현장으로 동원되었을 당시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사진

2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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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기증자료집

19

김우품 노무동원 증빙사진 | 김 우 품 기증

제주도 모슬포비행장 공사에 동원된 제주근로보국대 단체사진.  

뒷면에‘소화18년도(1943년) 제○○○공사 근로보국대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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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기증자료집

사 진 류
제1부

20

김원진(金本元鎭) 군인동원 증빙사진

김 원 진 기증

조선총독부육군병지원자훈련소 당시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군복장의 개인사진

김국현(金州國炫) 군인동원 증빙사진 | 김 원 평 기증

경남 진해 해군병원 위생병으로 근무할 당시 동료와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

(김국현 : 오른쪽에서 첫번째)

3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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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기증자료집

21

김국현(金州國炫) 군인동원 증빙사진

김 원 평 기증

해군 지원병 입대 당시 일장기를 옆에 하고 찍은 사진

(김국현 : 오른쪽)

김국현(金州國炫) 군인동원 증빙사진

김 원 평 기증

해군복장의 개인사진

32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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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강제동원 기증자료집

사 진 류
제1부

22

김재연(金本在連) 군인동원 증빙사진 | 김 재 연 기증

시코쿠(四國) 84연대 2대대로 동원되었을 당시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군복장의 사진

김재연(金本在連) 군인동원 증빙사진 | 김 재 연 기증

시코쿠(四國) 84연대 2대대로 동원되었을 당시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군복장의 사진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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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강제동원 기증자료집

23

김경환(竹谷光平) 군인동원 증빙사진

김 점 옥 기증

남양군도 제14방면군 직할제19사단

보병76연대 호8506부대에 동원되었을 당시로

추정되는 군복장의 개인사진

김경환(竹谷光平) 군인동원 증빙사진

김 점 옥 기증

조선총독부육군병지원자 훈련소 당시로

추정되는 개인사진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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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강제동원 기증자료집

사 진 류
제1부

24

김진상(金山孝敏) 군인동원 증빙사진

김 정 희 기증

제14방면군 제35군 제30사단 보병제77연대에

동원되었을 당시로 추정되는 군복장의 사진

(김진상 : 앞줄 왼쪽에서 첫번째)

김종근(金田鍾根) 군인동원 증빙사진 | 김 종 근 기증

조선총독부제2육군병지원자 훈련소 재소 당시로 추정되는 군복장의 단체사진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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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강제동원 기증자료집

25

김종근(金田鍾根) 군인동원 증빙사진 | 김 종 근 기증

조선총독부제2육군병지원자 훈련소 재소 당시로 추정되는 군복장의 단체사진

김종근(金田鍾根) 군인동원 증빙사진 | 김 종 근 기증

조선총독부제2육군병지원자 훈련소 입소식 (1942년 12월 18일)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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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강제동원 기증자료집

사 진 류
제1부

26

김종근(金田鍾根) 군인동원 증빙사진

김 종 근 기증

조선총독부제2육군병지원자 훈련소 재소

당시로 추정되는 군복장의 개인사진

김종근(金田鍾根) 군인동원 증빙사진 | 김 종 근 기증

조선총독부제2육군병지원자 훈련소 입소식을 마치고 평양신사에 참배했을 때의 모습 (1942년 1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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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강제동원 기증자료집

27

김종근(金田鍾根) 군인동원 증빙사진 | 김 종 근 기증

조선총독부제2육군병지원자 훈련소 재소 당시 체육대회 기념사진

김종근(金田鍾根) 군인동원 증빙사진 | 김 종 근 기증

지원병 입소 환송기념사진 (1942년 12월 16일)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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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강제동원 기증자료집

사 진 류
제1부

28

김종근(金田鍾根) 군인동원 증빙사진 | 김 종 근 기증

조선총독부제2육군병지원자 훈련소 재소 당시로 추정되는 단체사진

(김종근 : 앞에서 두번째줄의 정중앙)

김종근(金田鍾根) 군인동원 증빙사진 | 김 종 근 기증

조선총독부제2육군병지원자 훈련소 재소 당시로 추정되는 단체사진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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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강제동원 기증자료집

29

김진규(金海振奎) 군인동원 증빙사진

김 종 화 기증

조선총독부육군병지원자훈련소 당시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군복장의 개인사진

김종욱(先金鍾郁) 노무동원 증빙사진 | 김 종 욱 기증

후쿠오카현(福岡縣) 소재 미쓰비시(三菱) 이즈카(飯塚)광업소 나마즈타( 田)탄광

新五坑 誠心寮 先金隊 단체사진 (1944년 12월)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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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강제동원 기증자료집

사 진 류
제1부

30

김정섭(金光正燮) 군인동원 증빙사진 | 김 진 탁 기증

조선총독부육군병지원자훈련소 제2차전형검사 당일 위원장 대리 훈화 모습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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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강제동원 기증자료집

31

김정섭(金光正燮) 군인동원 증빙사진 | 김 진 탁 기증

조선총독부육군병지원자훈련소 재소 당시 창동(경기도 양주군 노해면:현재 서울 노원구) 행군 모습

김정섭(金光正燮) 군인동원 증빙사진 | 김 진 탁 기증

지원병 입소 환송 기념사진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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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강제동원 기증자료집

사 진 류
제1부

32

김정섭(金光正燮) 군인동원 증빙사진 | 김 진 탁 기증

마을단위의 지원병 입소 환송식 전경 사진 (1940년 12월 12일)

김정섭(金光正燮) 군인동원 증빙사진 | 김 진 탁 기증

해남재향군인훈련기념 단체사진 (1941년 9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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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강제동원 기증자료집

33

김정섭(金光正燮) 군인동원 증빙사진

김 진 탁 기증

조선총독부육군병지원자훈련소 재소 당시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군복장의 단체사진

김정섭(金光正燮) 군인동원 증빙사진 | 김 진 탁 기증

조선총독부육군병지원자훈련소 재소 당시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군복장의 단체사진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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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강제동원 기증자료집

사 진 류
제1부

34

김성회 노무동원 증빙사진

김 태 웅 기증

홋카이도(北海道) 스미토모(住友)광업주식회사

고노마이(鴻之舞)광업소로 동원되었을 당시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광산노무자 복장의 단체사진

김칠동(金田七童) 노무동원 증빙사진 | 김 칠 동 기증

일본 도야마현(富山縣) 소재 일본강관(日本鋼管) 도야마공장에서 근무 중 만20세가 되어 징병검사를 받음. 

함께 징병검사를 받은 동료와 찍은 사진으로 뒷면에‘징병검사기념 1945. 2. 8’이라고 적혀 있음. 

(김칠동 : 앞줄 오른쪽에서 두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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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강제동원 기증자료집

35

김일환(金光一煥) 군인동원 증빙사진 | 김 판 구 기증

경성(京城)훈련소 당시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군복장의 단체사진

김일환(金光一煥) 군인동원 증빙사진 | 김 판 구 기증

북지(중국 북부)방면군 제1군예하부대 독립보병제227대대 첩제7082부대로 동원되었을 당시

만주 봉천지역에서 찍은 군복장의 단체사진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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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강제동원 기증자료집

사 진 류
제1부

36

김학진(金山武正) 군인동원 증빙사진 | 김 학 진 기증

후쿠오카현(福岡縣) 제5항공군 다치아라이(大刀洗) 항공대 서부 100부대 항기병 단체사진

(1945년 1월 15일) (김학진 : 앞에서 둘째줄 오른쪽에서 네번째)

김학진(金山武正) 군인동원 증빙사진 | 김 학 진 기증

후쿠오카현(福岡縣) 제5항공군 다치아라이(大刀洗) 항공대 서부 100부대 항기병 단체사진

(김학진 : 앞에서 둘째줄 오른쪽에서 두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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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강제동원 기증자료집

37

김한석 노무동원 증빙사진 | 김 한 석 기증

후쿠오카현(福岡縣) 아카이케(赤池)광업소로 동원된 노무자 단체사진

(김한석 : 앞에서 셋째줄 왼쪽에서 네번째)

김한중(金光翰中) 노무동원 증빙사진 | 김 한 중 기증

후쿠오카현(福岡縣) 미쓰이염료(三井染料) 오무타(大牟田)공장으로 동원되었을 당시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노무자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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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강제동원 기증자료집

사 진 류
제1부

38

김희준(善金熙俊) 노무동원 증빙사진 | 김 희 준 기증

일본제철(주) 오사카(大阪)공장 징용 제3기생 단체사진

나승행 노무동원 증빙사진 | 나 명 주 기증

홋카이도(北海道) 스미토모(住友) 우타시나이(歌志內)광업소 동원 당시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노무자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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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강제동원 기증자료집

39

노세현 군인동원 증빙사진

노 영 수 기증

이바라키현(茨城縣) 소재 육군 제37부대로 동원되었을

당시로 추정되는 사진

나정달(大野正達) 노무동원 증빙사진 | 나 정 달 기증

경주 제6청훈별과합동훈련소 수료식 기념 단체사진 (1944년 8월 28일, 월성공립보통학교)

(나정달 : 앞에서 셋째줄 왼쪽에서 여섯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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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강제동원 기증자료집

사 진 류
제1부

40

맹동호(松本棟鎬) 군인동원 증빙사진

맹 기 영 기증

남방군 제8방면군 제20사단 위생대로 동원되었을 당시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군복장 개인사진

박노익(川木眞一) 근로봉사사진 | 박 노 익 기증

박노익이 금융조합 재직 당시 송진 채취를 위해 동원된 근로봉사 기념사진 (1944년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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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강제동원 기증자료집

박노익(川木眞一) 군인동원 증빙사진

박 노 익 기증

입영기념사진 (1944년 7월 22일)

박노익(川木眞一) 군인동원 증빙사진

박 노 익 기증

입영기념사진 (1944년 7월 22일)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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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강제동원 기증자료집

사 진 류
제1부

42

박노익(川木眞一) 군인동원 증빙사진 | 박 노 익 기증

음성금융조합을 배경으로 금융조합 직원과 함께 찍은 입영환송 기념사진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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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강제동원 기증자료집

43

박동화(山本東和) 노무동원 증빙사진 | 박 동 화 기증

이와테현(岩手縣) 소재 가와사키(川崎)제철소로 동원되었을 당시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노무복장의 개인사진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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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강제동원 기증자료집

사 진 류
제1부

44

박래현(新野來鉉) 노무동원 증빙사진 | 박 래 현 기증

가나가와현(神奈川縣) 소재 니혼코칸(日本鋼管)주식회사 쓰루미(鶴見)제철소로 동원된 노무자 단체사진

박래현(新野來鉉) 노무동원 증빙사진 | 박 래 현 기증

가나가와현(神奈川縣) 소재 니혼코칸(日本鋼管)주식회사 쓰루미(鶴見)제철소로 동원된 노무자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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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강제동원 기증자료집

45

박후용(木村厚用) 노무동원 증빙사진 | 박 복 동 기증

당진 지역에서 강제동원된 노무자들이 일본으로 출발하기 전에 찍은 단체사진

박충원(新井忠遠) 노무동원 증빙사진 | 박 상 갑 기증

강화도 화도면 근로보국단 단체사진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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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강제동원 기증자료집

사 진 류
제1부

46

박순원 노무동원 증빙사진 | 박 상 구 기증

후쿠오카현(福岡縣) 불상의 탄광 노무자 단체사진

(박순원 : 앞에서 넷째줄 왼쪽에서 세번째)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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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강제동원 기증자료집

47

박남규 노무동원 증빙사진 | 박 상 덕 기증

나가사키현(長崎縣) 스미토모(住友) 요시노우라(芳野浦)탄광 친우회 육상대운동회 충남군 우승기념사진

(1940년10월27일)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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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박동규(新井東奎) 군인동원 증빙사진

박 영 홍 기증

조선총독부육군병지원자훈련소 당시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군복장의 개인사진

박우현(新井明夫) 군인동원 증빙사진

박 연 화 기증

남방군 제8방면군 제20사단 치중20연대 조제2062부대 동원

당시로 추정되는 군복장의 개인사진

48

강제동원 기증자료집

사 진 류
제1부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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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강제동원 기증자료집

49

박용선(國天智光) 군인동원 증빙사진 | 박 용 선 기증

징집 이전 충북 홍성공립보통학교에서 군사훈련 받던 모습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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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강제동원 기증자료집

사 진 류
제1부

50

박용선(國天智光) 군인동원 증빙사진 | 박 용 선 기증

징집 이전 충북 홍성공립보통학교에서 군사훈련을 받을 당시의 사진

박용선(國天智光) 군인동원 증빙사진 | 박 용 선 기증

징집 이전 충북 홍성공립보통학교에서 군사훈련을 받을 당시의 사진

(박용선 : 앞에서 둘째줄 정중앙-오른쪽에서 일곱번째)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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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강제동원 기증자료집

51

박용선(國天智光) 군인동원 증빙사진

박 용 선 기증

징집 이전 충북 홍성공립보통학교에서

군사훈련을 받을 당시의 사진

박용선(國天智光) 군인동원 증빙사진 | 박 용 선 기증

징집 이전 충북 홍성공립보통학교에서 군사훈련을 받을 당시의 사진
86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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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강제동원 기증자료집

사 진 류
제1부

52

박낙순(正本洛淳) 군인동원 증빙사진 | 박 의 춘 기증

조선총독부육군병지원자훈련소 재소 당시 광화문 거리 행군 모습 (1942년 9월 12일)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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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강제동원 기증자료집

53

박낙순(正本洛淳) 군인동원 증빙사진 | 박 의 춘 기증

조선총독부육군병지원자훈련소 전경

박낙순(正本洛淳) 군인동원 증빙사진 | 박 의 춘 기증

조선총독부육군병지원자훈련소 재소 당시 軍旗祭 모습 (1942년 4월 18일)

89

90

 1.사진류-incom  2007.02.08 03:46 PM  페이지53



54

강제동원 기증자료집

사 진 류
제1부

54

박낙순(正本洛淳) 군인동원 증빙사진 | 박 의 춘 기증

조선총독부육군병지원자훈련소 재소 당시 행군 모습
92

박낙순(正本洛淳) 군인동원 증빙사진 | 박 의 춘 기증

조선총독부육군병지원자훈련소 스모대회 시상식 모습 (1942년 9월 18일)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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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강제동원 기증자료집

박기만 군속동원 증빙사진 | 박 인 자 기증

제101설영대 군속으로 동원되었을 당시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 모두 지카타비(노동작업화)를 신고 있음.

(박기만 : 앞에서 셋째줄 오른쪽에서 세번째)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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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강제동원 기증자료집

사 진 류
제1부

박기만 군속동원 사진

박 인 자 기증

제101설영대 군속으로 동원되었을 당시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 사진

박기만 군속동원 증빙사진 | 박 인 자 기증

제101설영대 군속으로 동원되었을 당시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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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강제동원 기증자료집

박주영(新井柱榮) 노무동원 증빙사진 | 박 주 영 기증

오사카부(大阪府) 이즈미오쓰시(泉大津市)에 위치한 고토부키(壽) 오쓰(大津)중공업주식회사로 동원된

노무자의 1주년 기념 단체사진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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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강제동원 기증자료집

사 진 류
제1부

◁표지

▽본문 : 위에는 수료생 명단, 아래에는 수료생 단체사진

97
육군병지원자훈련소 1940년 전기 수료기념 앨범

배 상 원 기증　

조선총독부 육군병지원자훈련소 1940년 전기 수료기념 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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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강제동원 기증자료집

서종석(川本淙錫) 군속동원 증빙사진

서 종 석 기증

요코스카(橫須賀)시설부 토공원으로 동원되었을

당시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노무복장의 개인사진. 

해군마크의 모자와 '川本'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음.

백만선(白川萬善) 군인동원 증빙사진

백 명 숙 기증

제16방면군 보병 23연대 경비보병 78대대로 동원되었을

당시로 추정되는 군복장의 사진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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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강제동원 기증자료집

사 진 류
제1부

정성득 노무동원 증빙사진 | 손 순 금 기증

홋카이도(北海道) 구시로시(釧路市) 샤쿠베쓰(尺別)탄광 奧澤坑 입구에서 찍은 노무자 단체사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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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강제동원 기증자료집

정성득 노무동원 증빙사진 | 손 순 금 기증

샤쿠베쓰(尺別)탄광으로 동원된 노무자 단체사진. 

위에‘信愛寮 개료식 기념 소화17년(1942년) 6월 14일’이라고 기재됨.

정성득 노무동원 증빙사진 | 손 순 금 기증

구시로시(釧路市)협화회 샤쿠베쓰(尺別)지부 연성회기념사진 (1942년 8월)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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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강제동원 기증자료집

사 진 류
제1부

손해진 노무동원 증빙사진 | 손 해 진 기증

1943년 1월 10일 화천, 양구, 춘천에서 동원된 노무자 100명의 대동제강(大同製鋼)주식회사

오사카(大阪)공장 산업전사훈련소 입소기념 사진 (1943년 3월 5일)

송은섭(山田正雄) 노무동원 증빙사진 | 송 기 성 기증

전라남도 근로지도원 제12회 수료기념 단체사진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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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강제동원 기증자료집

신학봉(岡田鶴鳳) 노무동원 증빙사진

신 고 길 기증

후쿠오카현(福岡縣) 메이지(明治)광업주식회사

히라야마(平山)광업소로 동원되었을 당시로

추정되는 탄광 작업복장의 사진

송재갑(市原在甲) 군인동원 증빙사진 | 송 재 갑 기증

조선 남선 제17방면군 제1특설근무대로 동원되었을 당시로 추정되는 군복장 단체사진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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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강제동원 기증자료집

사 진 류
제1부

안칠봉(安田七奉) 노무동원 증빙사진 | 안 명 복 기증

1945년 사할린 토요하타(豊畑)탄광 일본학교에서 공부하던 조선인학생 단체사진. 

이들은 모두 사할린 토요하타(豊畑)탄광 및 일본 이바라키현(茨城縣) 소재 야마이치(山一)

탄광으로 이중동원된 조선인 노무자의 가족임.

어대용(中田富政) 군인동원 증빙사진

어 대 용 기증

중부제40부대로 동원되었을 당시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군복장의 사진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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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강제동원 기증자료집

엄용인 노무동원 증빙사진 | 엄 복 현 기증

아래에‘강천면(경기도 여주군) 근로보국단 제4회출동대 일동 소화13년(1938년) 11월 19일

삼산리공사장에서’라고 기재된 근로보국대 단체사진 (엄용인 : 뒷줄 왼쪽에서 여덟번째)

엄용인 군인동원 증빙사진 | 엄 복 현 기증

조선총독부육군병지원자훈련소 재소 당시로 추정되는 군복장의 단체사진. 위에‘소화15년도(1940년) 

제1기생 경기도 출신자 기념촬영’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엄용인은 1938년부터 노무동원 후 귀환하였다가

1941년부터 군인으로 다시 동원되었음. (엄용인 : 뒷줄 왼쪽에서 다섯번째)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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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강제동원 기증자료집

사 진 류
제1부

엄원초(松原忠雄) 군인동원 증빙사진

엄 원 초 기증

제23군예하부대 제130사단공병대 동원

당시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군복장 사진

오연학(吳州然學) 군인동원 증빙사진 | 오 승 지 기증

제14방면군 제35군 제30사단 치중병 제30연대 동원 당시로 추정되는 군복장 단체사진. 

왼쪽에‘吳州然學 入所記念日 昭和17年(1942년) 12月 16日’이라고 기재 되어 있음.

(오연학 : 앞줄 오른쪽에서 두번째)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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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강제동원 기증자료집

송인복 군인동원 증빙사진

여 태 득 기증

진해경비부로 동원되었을 당시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군복장의 개인사진

송인복 군인동원 증빙사진

여 태 득 기증

진해해군지원자훈련소 당시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해군복장의 개인사진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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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강제동원 기증자료집

사 진 류
제1부

오병선(吳山炳璇) 노무동원 증빙사진 | 오 병 선 기증

일본제철(주) 오사카(大阪) 공장으로 동원된 노무자들이 청주역에서 출발하기 위해 집결한 모습

오병선(吳山炳璇) 노무동원 증빙사진 | 오 병 선 기증

일본제철(주) 오사카(大阪) 공장으로 동원되기 전 청주경찰서에서 사상조사를 받고 있는 모습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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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기증자료집

유맹노(柳川孟魯) 군인동원 증빙사진 | 유 맹 노 기증

제2육군병지원자훈련소 재소 당시로 추정되는 군복장의 사진

(유맹노 :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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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강제동원 기증자료집

사 진 류
제1부

유맹노(柳川孟魯) 군인동원 증빙사진 | 유 맹 노 기증

제2육군병지원자훈련소 재소 당시 신사 건물 앞에서 찍은 사진 (1943년 12월 16일)

유맹노(柳川孟魯) 군인동원 증빙사진 | 유 맹 노 기증

제2육군병지원자훈련소 1943년도 후기생 입소기념 사진 (1943년 12월 15일)

(유맹노 : 앞에서 넷째줄 왼쪽에서 열두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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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기증자료집

유맹노(柳川孟魯) 군인동원 증빙사진 | 유 맹 노 기증

제2육군병지원자훈련소 재소 당시 사열 모습 (1943년 12월 16일)

유맹노(柳川孟魯) 군인동원 증빙사진 | 유 맹 노 기증

제2육군병지원자훈련소 재소 당시 단체사진. 오른쪽 일부 훼손.

(유맹노 : 앞에서 첫째줄 오른쪽에서 첫번째)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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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강제동원 기증자료집

사 진 류
제1부

유맹노(柳川孟魯) 군인동원 증빙사진 | 유 맹 노 기증

제2육군병지원자훈련소 재소 당시 사열 모습 (1943년 12월 16일)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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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강제동원 기증자료집

유맹노(柳川孟魯) 군인동원 증빙사진 | 유 맹 노 기증

제2육군병지원자훈련소 재소 당시 모습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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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기증자료집

사 진 류
제1부

유맹노(柳川孟魯) 군인동원 증빙사진 | 유 맹 노 기증

제2육군병지원자훈련소 재소 당시 사열 모습 (1943년 12월 16일)

유맹노(柳川孟魯) 군인동원 증빙사진 | 유 맹 노 기증

제2육군병지원자훈련소 1943년도 후기생 입소식 모습 (1943년 12월 15일)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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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기증자료집

유맹노(柳川孟魯) 군인동원 증빙사진 | 유 맹 노 기증

제2육군병지원자훈련소 1943년도 후기생 입소 이후 신사참배 모습

유맹노(柳川孟魯) 군인동원 증빙사진 | 유 맹 노 기증

제2육군병지원자훈련소 1943년도 후기생 기념 단체사진(1944년 3월 11일)

126

127

 1.사진류-incom  2007.02.08 03:46 PM  페이지75



76

강제동원 기증자료집

사 진 류
제1부

유정석(柳田秀夫) 군속동원 증빙사진 | 유 정 석 기증

종전 이후 대만 대북(臺北)에 집결한 일본군 출신 조선인들이 결성한‘한적관병집훈총대’한국어연구반

단체사진 (1946년 1월 27일, 대만 대북 북도온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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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기증자료집

유정석(柳田秀夫) 군속동원 증빙사진 | 유 정 석 기증

제7야전 선박 창효 제19808부대 동원 당시 대만 대북(臺北)에서 찍은 단체사진

유정석(柳田秀夫) 군속동원 증빙사진 | 유 정 석 기증

종전 이후 대만 대북(臺北)에 집결한 일본군 출신 조선인이 결성한 한적관병집훈총대 단체사진

(대북시 공회당 배경)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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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기증자료집

사 진 류
제1부

유정석(柳田秀夫) 군속동원 증빙사진 | 유 정 석 기증

종전 이후 대만 대북(臺北)에 집결한 일본군 출신 조선인이 결성한 한적관병집훈총대 제7중대원

단체사진(대북수용소 배경)

유정석(柳田秀夫) 군속동원 증빙사진 | 유 정 석 기증

히로시마(廣島) 아카즈키(曉)부대 단체사진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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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기증자료집

유시욱(柳壯太郞) 노무동원 증빙사진 | 유 종 하 기증

유시욱이 사할린 오치아이(落合町) 나이부치(內淵)탄광에 화부(火夫)로 동원되었다가 귀환하지

못하고 사할린에 남아 뽀로나이(포로나이스크) 조선인학교 교사로 재직할 당시 찍은 사진

유재하(玉川載河) 노무동원 증빙사진

유 현 호 기증

오사카부(大阪府) 소재 스미토모(住友)금속공업주식회사로

동원되었을 당시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노무복장의 개인사진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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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기증자료집

사 진 류
제1부

윤경희(平昭忠雄) 군인동원 증빙사진

윤 경 희 기증

속사포 수비대 복무 당시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군복장의 사진

윤경희(平昭忠雄) 군인동원 증빙사진

윤 경 희 기증

223부대로 동원되었을 당시 동료와 찍은

군복장의 사진 (1945년 4월 20일)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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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기증자료집

윤기순 노무동원 증빙사진 | 윤 영 철 기증

‘근로보국대’깃발을 들고 찍은 구마모토현(熊本縣) 협화회 단체사진

(윤기순 : 맨앞줄 왼쪽에서 네번째)

윤기순 노무동원 증빙사진 | 윤 영 철 기증

구마모토현(熊本縣) 협화회 단체사진 (윤기순 : 밑에서 두번째줄 왼쪽에서 네번째)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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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강제동원 기증자료집

사 진 류
제1부

윤종석 노무동원 증빙사진

윤 종 석 기증

규슈(九州) 불상의 탄광작업복장 사진

(윤종석 : 왼쪽)

139

이완동(廣本琓東) 군인동원 증빙사진 | 이 병 인 기증

왼쪽 위에‘조선대박람회 조선신궁에서 2600년(1940년) 10월 상순’이라고 기재된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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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기증자료집

이완동(廣本琓東) 군인동원 증빙사진 | 이 병 인 기증

조선총독부육군병지원자훈련소 재소 당시 동대문 앞 행군 모습 (1941년 9월 12일 추정)

이완동(廣本琓東) 군인동원 증빙사진 | 이 병 인 기증

조선총독부육군병지원자훈련소 재소 당시 신사참배 후 행렬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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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강제동원 기증자료집

사 진 류
제1부

이완동(廣本琓東) 군인동원 증빙사진 | 이 병 인 기증

조선총독부육군병지원자훈련소 재소 당시 단체사진

이완동(廣本琓東) 군인동원 증빙사진 | 이 병 인 기증

조선총독부육군병지원자훈련소 재소 당시로 추정되는 단체사진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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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기증자료집

이완동(廣本琓東) 군인동원 증빙사진 | 박 의 춘·이 병 인 기증

조선총독부육군병지원자훈련소 스모대회 모습 (1941년 9월 18일)

이완동(廣本琓東) 군인동원 증빙사진 | 이 병 인 기증

조선총독부육군병지원자훈련소 재소 당시 행군 모습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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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강제동원 기증자료집

사 진 류
제1부

이완동(廣本琓東) 군인동원 증빙사진 | 이 병 인 기증

조선총독부육군병지원자훈련소 재소 당시 단체사진

이완동(廣本琓東) 군인동원 증빙사진 | 박 의 춘·이 병 인 기증

조선총독부육군병지원자훈련소 제2기생 입소식 광경 (1941년 8월 15일)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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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기증자료집

이완동(廣本琓東) 군인동원 증빙사진 | 이 병 인 기증

국민총력 용강동(강원도 강릉읍) 연맹 부인부 결성 기념 근로봉사
149

이완동(廣本琓東) 군인동원 증빙사진

이 병 인 기증

조선총독부육군병지원자훈련소 재소 당시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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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강제동원 기증자료집

사 진 류
제1부

이완동(廣本琓東) 군인동원 증빙사진 | 이 병 인 기증

조선총독부육군병지원자훈련소 재소 당시 단체사진
151

이완동(廣本琓東) 군인동원 증빙사진 | 이 병 인 기증

조선총독부 육군 지원자 훈련소 재소 당시 단체사진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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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기증자료집

이완동(廣本琓東) 군인동원 증빙사진 | 이 병 인 기증

조선 북선 제17방면군 나남사관구 치중병 조선 제212부대 동원 당시로 추정되는 단체사진 (1943년 6월 13일)
153

이완동(廣本琓東) 군인동원 증빙사진 | 이 병 인 기증

조선총독부육군병지원자훈련소 수료기념 사진으로 추정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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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강제동원 기증자료집

사 진 류
제1부

이시우(大山時雨) 군속동원 증빙사진 | 이 상 호 기증

나가사키현(長崎縣) 사세보시(佐世保市) 하이키(早岐) 해군공창 조선인군속 단체사진. 

아래에‘下和田사감 송별기념 촬영 반도공원 일동’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155

이서교 노무동원 증빙사진 | 이 서 교 기증

도치기현( 木縣) 소재 불상의 제철주식회사 훈련소 졸업기념 단체사진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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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기증자료집

이회덕 노무동원 증빙사진 | 이 수 웅 기증

경기도 시흥군 수암면 근로보국대 제5회 출동 기념 단체사진 (1939년 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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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기증자료집

사 진 류
제1부

이동구 군인동원 증빙사진 | 이 석 희 기증

마을에서의 입영환송식 모습 (경북 월성군 안강제일보통학교)

이동구 군인동원 증빙사진 |이 석 희 기증

조선총독부육군병지원자훈련소 입소 기념 사진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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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기증자료집

이동구 군인동원 증빙사진 | 이 석 희 기증

북선제3군 혼성제101연대 제34군예하 독립보병제42대대로 동원되었을 당시로 추정되는 단체사진

이동구 군인동원 증빙사진 | 이 석 희 기증

북선제3군 혼성제101연대 제34군예하 독립보병제42대대로 동원되었을 당시로 추정되는 단체사진

(1944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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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기증자료집

사 진 류
제1부

이동구 군인동원 증빙사진 | 이 석 희 기증

충혼비 참배 모습 (1943년 8월 14일)

이동구 군인동원 증빙사진 |이 석 희 기증

훈련병들이 덕수궁 인근에서 가족과 상봉하는 모습

162

163

 1.사진류-incom  2007.02.08 03:47 PM  페이지94



95

강제동원 기증자료집

이동구 군인동원 증빙사진 | 이 석 희 기증

조선총독부육군병지원자훈련소 입소 모습 (1942년 6월 15일)

이동구 군인동원 증빙사진 | 이 석 희 기증

조선총독부육군병지원자훈련소 수료식 모습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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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기증자료집

사 진 류
제1부

이동구 군인동원 증빙사진 | 이 석 희 기증

경성(京城)의 조선신궁 참배 (1942년 7월 13일)

이동구 군인동원 증빙사진 | 이 석 희 기증

훈련병 이동 행렬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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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강제동원 기증자료집

이복용 노무동원 증빙사진 | 이 영 만 기증

일본의 불상 제철소로 동원되었을 당시로 추정되는 노무복장의 단체사진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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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강제동원 기증자료집

사 진 류
제1부

이봉옥 노무동원 증빙사진 | 이 영 수 기증

홋카이도(北海道) 미쓰이(三井) 스나가와(砂川)광업소로 동원되어 사고로 사망한 이봉옥 등 노무자의

합동장례식 전경사진

이웅복(牧山雄馥) 노무동원 증빙사진 | 이 웅 복 기증

오사카부(大阪府) 이즈미오쓰시(泉大津市) 소재 고토부키(壽)중공업주식회사 노무자 단체사진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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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강제동원 기증자료집

99

이웅복(牧山雄馥) 증빙사진

이 웅 복 기증

도치기현( 木縣) 제3농경근무대로 동원되었을

당시로 추정되는 군복장의 개인사진

이웅복(牧山雄馥) 노무동원 증빙사진 | 이 웅 복 기증

오사카부(大阪府) 이즈미오쓰시(泉大津市) 소재 고토부키(壽)중공업주식회사로

동원되었을 당시로 추정되는 사진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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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강제동원 기증자료집

사 진 류
제1부

이원락(山本源洛) 군인동원 증빙사진

이 원 락 기증

지나(중국)파견군 제6군예하부대 독립보병제102대대

제대기념사진

이원락(山本源洛) 군인동원 증빙사진 | 이 원 락 기증

경상북도 제6청훈별과훈련소 제3반 단체사진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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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기증자료집

이철호(岩本哲鎬) 군인동원 증빙사진

이 준 성 기증

보병제151연대 보충대 복무 당시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군복장 개인사진

이인희(木山仁熙) 군속동원 증빙사진

이 재 형 기증

선박 주유수로 동원되었을 당시로 추정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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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기증자료집

사 진 류
제1부

이봉상(李村成一) 군인동원 증빙사진 | 이 찬 영 기증

제13052부대 富四隊로 동원되었을 당시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군복장의 사진 (1944년 6월)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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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기증자료집

이봉상(李村成一) 군인동원 증빙사진

이 찬 영 기증

제13052부대 富四隊로 동원되었을 당시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군복장의 사진 (1944년 4월 6일)

이봉상(李村成一) 군인동원 증빙사진

이 찬 영 기증

제13052부대 富四隊로 동원되었을 당시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군복장의 사진 (1944년 8월 5일)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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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기증자료집

사 진 류
제1부

이희우(岩本僖雨) 노무동원 증빙사진

이 춘 상 기증

후쿠오카현(福岡縣) 소재 미쓰비시(三菱) 이즈카(飯塚)

광업소 나마즈타( 田)탄광 근무 당시 노무복장의 사진

이종한 군속동원 증빙사진

이 추 길 기증

선박군 제3선박수송사령부 말레이시아지부 運輸手로

동원되었을 당시로 추정되는 개인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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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강제동원 기증자료집

이주백(完山柱伯) 군속동원 증빙사진 | 이 춘 애 기증

요코스카(橫須賀) 해군시설부 제5건설부 공원으로 동원되었을 당시 館山宿舍 1943년 추계연성대회 제6반

우승기념 단체사진 (이주백 : 위에서 둘째줄 오른쪽에서 두번째)

이종길 노무동원 증빙사진 | 이 흥 우 기증

아키타현(秋田縣) 기타아키타군(北秋田郡) 하나오카(花岡)광업소로 동원된

충남 당진군 출신 노무자 단체사진 (1943년 6월 6일)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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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기증자료집

사 진 류
제1부

인금수(桐島正武) 군인동원 증빙사진 | 인 경 술 기증

조선총독부육군병지원자훈련소 1941년도 제1기생 제1중대 제2구 단체사진

인금수(桐島正武) 군인동원 증빙사진 | 인 경 술 기증

조선총독부육군병지원자훈련소 재소 당시 기념사진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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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기증자료집

인금수(桐島正武) 군인동원 증빙사진 | 인 경 술 기증

조선총독부육군병지원자훈련소 재소 당시 기념사진

인금수(桐島正武) 군인동원 증빙사진 | 인 경 술 기증

조선총독부육군병지원자훈련소 입소식에서의 학무국장 훈화 모습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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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기증자료집

사 진 류
제1부

인금수(桐島正武) 군인동원 증빙사진 | 인 경 술 기증

입영환송 기념사진

인금수(桐島正武) 군인동원 증빙사진 | 인 경 술 기증

조선총독부육군병지원자훈련소 재소 당시 강연 모습. 

아래에‘支那事變勇士原田少尉講話’라고 기재되어 있음.

188

189

 1.사진류-incom  2007.02.08 03:47 PM  페이지108



109

강제동원 기증자료집

인금수(桐島正武) 군인동원 증빙사진 | 인 경 술 기증

조선신궁에 참배하기 위해 들어서는 모습

인금수(桐島正武) 군인동원 증빙사진 | 인 경 술 기증

조선총독부육군병지원자훈련소 1941년도 제1기생 입소 모습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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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강제동원 기증자료집

사 진 류
제1부

인금수(桐島正武) 군인동원 증빙사진

인 경 술 기증

조선총독부육군병지원자훈련소 재소 당시

경북출신자 기념사진

인금수(桐島正武) 군인동원 증빙사진 | 인 경 술 기증

조선총독부육군병지원자훈련소 1941년도 제1기생 입소식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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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기증자료집

인금수(桐島正武) 노무동원 증빙사진 | 인 경 술 기증

홋카이도(北海道) 샤쿠베쓰(尺別)광업소 노무자 단체사진

194

195

인금수(桐島正武) 군인동원 증빙사진

인 경 술 기증

조선총독부육군병지원자훈련소 재소 당시 기념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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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강제동원 기증자료집

사 진 류
제1부

인금수(桐島正武) 노무동원 증빙사진 | 인 경 술 기증

홋카이도(北海道) 샤쿠베쓰(尺別)광업소 동원 당시 간부들과 함께 찍은 사진

인금수(桐島正武) 노무동원 증빙사진 | 인 경 술 기증

구시로시(釧路市)협화회 중견간부강습회 기념사진 (1942년 5월 31일, 구시로시공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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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기증자료집

장덕환(橋村悳火) 노무동원 증빙사진 | 장 덕 환 기증

후쿠오카현(福岡縣) 야마다(山田)탄광으로 동원된 조선인 노무자 단체사진. 

상단에‘驪州郡 勤勞報國隊 日産 山田鑛訓練所 入所記念(1943.10.9)’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장복규(張本福圭) 노무동원 증빙사진 | 장 신 자 기증

야마구치현(山口縣) 우베시(宇部市) 소재 히가시미조메(東見初)탄광으로 동원된 서천군 근로출동대 단체사진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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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기증자료집

사 진 류
제1부

장인근 군인동원 증빙사진

장 인 근 기증

시마네현(島根縣) 서부제3부대로

동원되었을 당시로 추정되는 단체사진

장민식(張本玟湜) 군인동원 증빙사진 | 장 영 자 기증

서부제8061부대 도요다대(豊田隊)로 동원되었을 당시로 추정되는 단체사진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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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기증자료집

전갑석 군인동원 증빙사진 | 전 무 성 기증

혈심공립청년특별연성소 재소 중 단체사진. 뒤에 영미격멸(英米擊滅)이라고 쓰여 있음. (1944년 3월 20일)

정명출(松浦明出) 군인동원 증빙사진 | 정 명 출 기증

중국 해남도 강제동원 귀환자 단체사진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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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기증자료집

사 진 류
제1부

정정조(松山正朝) 군속동원증빙사진

정 병 옥 기증

군속 선원으로 동원되었을 당시로 추정되는

군복장의 개인사진

정명출(松浦明出) 군인동원 증빙사진 | 정 명 출 기증

진해 해군지원병훈련소 수료기념 사진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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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기증자료집

정길조(東田吉祚) 군속동원 증빙사진 | 정 석 용 기증

야마구치현(山口縣) 이와쿠니시(岩國市) 소재 해군비행장으로 동원되었을 당시(1942년경)로 추정되는

해군군속 복장의 사진. 정길조는 1944년 다시 군인으로 동원 됨.

정길조(東田吉祚) 군인동원 증빙사진

정 석 용 기증

중국 파견군 제6군 예하부대 독립보병 제122대대로

동원되었을 당시로 추정되는 군복장 개인사진

(1944년 6월 1일)

206

207

 1.사진류-incom  2007.02.08 03:47 PM  페이지117



118

강제동원 기증자료집

사 진 류
제1부

정병장(大山麟) 군인동원 증빙사진 | 정 승 웅 기증

조선총독부육군병지원자훈련소 1942년 전기 입소생 중 영광군 출신자 15명 단체사진 (1942년 3월 1일)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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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기증자료집

정병장(大山麟) 군인동원 증빙사진 | 정 승 웅 기증

조선총독부육군병지원자훈련소 1942년 전기 입소생 중 영광군 출신자 7명 사진 (1942년 3월 1일)

정병장(大山麟) 군인동원 증빙사진 | 정 승 웅 기증

조선총독부육군병지원자훈련소 1942년 전기 입소생 중 제23구대 1반 단체사진 (1942년 3월 1일)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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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기증자료집

사 진 류
제1부

정형조(光本亨祚) 노무동원 증빙사진 | 정 연 식 기증

이와테현(岩手縣) 소재 마쓰오(松尾)광산으로 동원되었을 당시 기숙사에서 동료들과 함께 찍은 사진

조만식(松田萬植) 군인동원 증빙사진

정 용 희 기증

중부 제37부대 서전보대 복무 당시로 추정되는

군복장의 개인사진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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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기증자료집

조만식(松田萬植) 군인동원 증빙사진

정 용 희 기증

중부 제37부대 서전보대 복무 당시로

추정되는 군복장의 개인사진

조만식(松田萬植) 군인동원 증빙사진

정 용 희 기증

중부 제37부대 서전보대 복무 당시로 추정되는

군복장의 개인사진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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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기증자료집

사 진 류
제1부

정재헌 군인동원 증빙사진 | 정 종 국 기증

군복장의 개인사진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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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기증자료집

구마모토전열공업소 기념사진첩 | 정 팔 남 기증

구마모토현(熊本縣) 소재 구마모토전열공업소(態本電熱工業所) 사진첩

△표지

▽본문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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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기증자료집

사 진 류
제1부

조종섭(夏山義雄) 군인동원 증빙사진 | 조 공 망 기증

조선신궁 참배를 마치고 찍은 自動砲分隊 단체사진 (1942년 3월 28일)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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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기증자료집

조종섭(夏山義雄) 군인동원 증빙사진

조 공 망 기증

조선총독부육군병지원병훈련소 8기생

수료 기념 개인사진

조종섭(夏山義雄) 군인동원 증빙사진 | 조 공 망 기증

金田隊 복무시절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

218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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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강제동원 기증자료집

사 진 류
제1부

조배영(大原培英) 군인동원 증빙사진 | 조 배 영 기증

이바라키현(茨城縣) 농경근무대로 동원되었을 당시로 추정되는 단체사진 (1945년 6월 29일)

220

221

조길성 군속동원 증빙사진

조 길 성 기증

나가사키현(長崎縣) 사세보시(佐世保市) 해군기지에

군속으로 동원되었을 당시로 추정되는 개인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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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강제동원 기증자료집

조동만(稻生東萬) 군인동원 증빙사진 | 조 상 은 기증

히로시마(廣島)훈련소 입영기념 단체사진 (1944년 9월 7일)

(조동만 : 앞줄 왼쪽에서 세번째)

조동만(稻生東萬) 군인동원 증빙사진 | 조 상 은 기증

히로시마(廣島)훈련소 시절 단체사진 (조동만 : 앞줄 오른쪽에서 첫번째)
222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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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기증자료집

사 진 류
제1부

조동만(稻生東萬) 군인동원 증빙사진 | 조 상 은 기증

히로시마(廣島)훈련소 시절 단체사진 (조동만 : 맨왼쪽 첫번째)

조동만(稻生東萬) 군인동원 증빙사진

조 상 은 기증

서부제2부대 朝枝隊 동원 당시로 추정되는

군복장의 사진 (조동만 : 오른쪽)

224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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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강제동원 기증자료집

조성인(松山聖仁) 군인동원 증빙사진 | 조 재 희 기증

동부 제12방면군 고사포병 제111연대로 동원되었다가 전사한 조성인(松山聖仁) 등의 합동장례식 제단 사진

(9명의 영정과 유골함이 위쪽에 놓여 있음)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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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기증자료집

사 진 류
제1부

주종진 노무동원 증빙사진 | 주 만 석 기증

미쓰비시(三菱) 가미야마다(上山田)탄광으로 동원되었을 당시의 생활모습이 찍힌 사진첩

(기업홍보용 사진첩으로 추정됨)

△첫장

▽본문 : 효율적 작업을 위한 일본어 강습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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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기증자료집

주삼평(世田森平) 군속동원 증빙사진 | 주 종 득 기증

제4해군 시설부 공원으로 동원되었다가 전사한 주삼평 등의 합동장례식 전경 사진. 

아래에‘대동아전쟁 전몰자 요코스카진수부 합동장의’라고 기재되어 있음.

228

주학순(新原學順) 노무동원 증빙사진 | 주 학 순 기증

오사카부(大阪府) 소재 후지나가타(藤永田)조선소로 동원된 노무자 단체사진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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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기증자료집

사 진 류
제1부

주학순(新原學順) 노무동원 증빙사진 | 주 학 순 기증

야마구치현(山口縣) 소재 동양고압 히코시마(彦島)공업소 동원 당시 여수분대장연성회 기념 단체사진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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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기증자료집

주학순(新原學順) 노무동원 증빙사진 | 주 학 순 기증

야마구치현(山口縣) 동양고압 히코시마(彦島)공업소 징용1기생 훈련수료기념 단체사진

(주학순 : 앞에서 다섯째줄 오른쪽에서 첫번째)

231

차말봉(藤本末鳳) 군속동원 증빙사진

차 승 일 기증

요코스카(橫須賀) 시설부 공원으로 복무 당시

외출하여 가족과 찍은 사진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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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기증자료집

사 진 류
제1부

김병길(金川炳吉) 군인동원 증빙사진

최 기 임 기증

제351설영대로 동원되었을 당시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군복장의 개인사진

최원길(松本一成) 노무동원 증빙사진

최 광 주 기증

일본의 불상 광산(탄광)으로 동원되었을

당시로 추정되는 노무복장의 사진.

아래에‘入坑1週年記念’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최원길 : 오른쪽)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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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기증자료집

최진현(慶山眞鉉) 군인동원 증빙사진

최 재 현 기증

남선제17방면군 고사포 제152연대로 동원되었을

당시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사진

최문수(山本文洙) 군인동원 증빙사진

최 문 수 기증

보병 172연대로 동원되었을 당시로 추정되는 군복장의

개인사진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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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기증자료집

사 진 류
제1부

하흥숙(河本興淑) 군속동원 증빙사진 | 하 석 봉 기증

取富美保 第8部隊로 동원된 군속 단체사진 (하흥숙 : 밑에서 네번째줄 왼쪽에서 첫번째)

하흥숙(河本興淑) 군속동원 증빙사진 | 하 석 봉 기증

取富美保 第8部隊로 동원되었을 당시로 추정되는 사진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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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기증자료집

하흥숙(河本興淑) 군속동원 증빙사진 | 하 석 봉 기증

取富美保 第8部隊 추계운동회 단체사진 (하흥숙 : 뒷줄 왼쪽에서 세번째)

하흥숙(河本興淑) 군속동원 증빙사진 | 하 석 봉 기증

取富美保 第8部隊 추계운동회 단체사진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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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기증자료집

사 진 류
제1부

하헌중(河本憲中) 노무동원 증빙사진 | 하 태 영 기증

효고현(兵庫縣) 아사고시(朝來市) 이쿠노마치(生野町) 소재 미쓰비시(三菱)광산 작업장을 배경으로 찍은

단체사진 (1945년 9월 16일)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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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기증자료집

하헌중(河本憲中) 노무동원 증빙사진

하 태 영 기증

효고현(兵庫縣) 아사고시(朝來市) 

이쿠노마치(生野町) 소재 미쓰비시(三菱)광산

작업장으로 동원 당시‘河本'이라는 창씨명

이름표를 달고 찍은 개인사진 (1944년 5월 10일)

하헌중(河本憲中) 노무동원 증빙사진 | 하 태 영 기증

효고현(兵庫縣) 아사고시(朝來市) 이쿠노마치(生野町) 소재 미쓰비시(三菱)광산 작업장으로 동원된

공주출신 노무자 단체사진 (1945년 9월 16일)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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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기증자료집

사 진 류
제1부

하헌중(河本憲中) 노무동원 증빙사진

하 태 영 기증

효고현(兵庫縣) 아사고시(朝來市) 이쿠노마치(生野町)

소재 미쓰비시(三菱)광산 작업장으로 동원 당시로

추정되는 노무복장의 단체사진

하헌중(河本憲中) 노무동원 증빙사진

하 태 영 기증

효고현(兵庫縣) 아사고시(朝來市) 이쿠노마치(生野町) 

소재 미쓰비시(三菱)광산 작업장으로 동원 당시

‘河本'이라는 창씨명 이름표를 달고 찍은

광산노무복장의 개인사진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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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기증자료집

이판석(宮本邦雄) 군인동원 증빙사진

한 순 애 기증

제1농경근무대 반도병으로 근무할 당시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군복장의 사진

한병조(靑井兵造) 군속동원 증빙사진

한 광 수 기증

남양 자바포로수용소 제1분견소 용인(傭人)으로

동원되었을 당시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사진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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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기증자료집

사 진 류
제1부

이강욱 군인동원 증빙사진

현 재 현 기증

남선제17방면군 경성사관구 보병제2보충대로 동원되

었을 당시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군복장의 개인사진

허재영 노무동원 증빙사진 | 허 재 영 기증

효고현(兵庫縣) 아마가사키시(尼崎市) 소재 야마오카내연기(山岡內燃機)주식회사 (현재 얀마주식회사) 

청년학교 강습 수료기념 단체사진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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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기증자료집

홍순칠 노무동원 증빙사진 | 홍 순 칠 기증

도쿄도(東京都) 이시카와지마(石川島) 조선소로 동원되었을 당시로 추정되는 노무복장의 단체사진
250

황운성 노무동원 증빙사진 | 황 무 홍 기증

함경북도 경원군 용덕면 용북동 소재 조선유연탄주식회사 제2협화료 요장(寮長) 송별 기념사진�

(1944년 3월 19일)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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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기증자료집

사 진 류
제1부

황화연(黃山華淵) 군인동원 증빙사진 | 황 인 화 기증

1942년 전기 조선총독부육군병지원자훈련소 입소식 전경 사진 (1942년 6월 20일)

황화연(黃山華淵) 군인동원 증빙사진 | 황 인 화 기증

조선총독부육군병지원자훈련소 제30구대 단체사진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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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문 서 류

강 제 동 원 기 증 자 료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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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기증자료집

147

보충병증서

김 기 상 기증

광주육군병사부에서 1944년 9월 25일

김기상(金田基祥)에게 발행한 보충병증서

02

급여봉투

권 현 숙 기증

홋카이도(北海道) 메이지(明治)광업주식회사

쇼와(昭和)광업소에서 발행한 윤원용(平沼元容)의

급여봉투(명세서)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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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군인칙유집

김 기 상 기증

김기상(金田基祥)이 군인으로 동원되었을 당시

소지하던 군인칙유집

△표지

▽목차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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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장 | 김 노 형 기증

미쓰비시(三菱)광업주식회사 오유바리(大夕張)광업소에서 김달성(金本達城)에게 준 감사장04

[ 일급영수증 ]

김 수 운 기증

1944년 12월 21일 대동제강주식회사가

김활엽(金本 葉)에게 일급 이원이십사전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문서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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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졸업증서 | 김 영 호 기증

1941년 9월 30일 진해해군공작부 공원양성소장이 김영호에게 발행한 졸업증서

채용증서

김 영 호 기증

1944년 4월10일 김영호(加島伸悅)가

사세보진수부 해군예비보습생으로 채용된 증서

06

07

 2. 문서류-incom  2007.02.08 03:59 PM  페이지150



강제동원 기증자료집

151

선행증서 | 김 원 진 기증

보병 제236연대장이 김원진(金本元鎭)에게 준 선행증서
08

 2. 문서류-incom  2007.02.08 03:59 PM  페이지151



강제동원 기증자료집

문 서 류
제2부

152

현역병증서

김 장 갑 기증

부산육군병사부에서 김장갑(金澤隆助)에게

발행한 현역병증서

수료증서 | 김 정 도 기증

1944년 5월 30일 경상남도 노무지도원훈련소장 명의로 김관식(神島官植)에게 발행된 수료증서10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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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화회회원증 | 김 찬 선 기증

1944년 8월 15일 가라후토(樺太)협화회 토요하라(豊原)지회에서 이두섭(眞城斗燮)에게 발급한

협화회회원증

11

증명서

남 상 열 기증

1944년 2월 28일 나가사키현(長崎縣) 

가와나미(川南)공업주식회사

고야기(香燒)조선소에 현원징용되어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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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신분증명서

민 병 진 기증

1945년 10월 10일 보병제234연대장이

민병진(平山定夫)에게 발급한 신분증명서

이환증명서

민 병 진 기증

민병진(平山定夫)이 말라리아에

걸렸음을 증명하는 문서. 

1945년 11월 1일 지나파견군

제40사단보병 제234연대장이 발급

1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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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출근부 | 박 복 덕 기증

나바리(名張)광산으로 파견된 공원 10명의 출근부. 1945년 5월분. 權本泰宣, 金思穆 등 2인은 5월 20일

小郡驛에서 도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16

공무여행증명서

박 복 덕 기증

金城光浩 외 9명이 일루미나이트채광 업무로

파견되어 나바리(名張)광산으로 여행함을 증명하는

문서로 1945년 5월 18일 나가사키(長崎)市外

長弟3691工場 해군감독관 명의로 발행됨.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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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일루미나이트광산행 공원명단

박 복 덕 기증

일루미나이트 채광을 위해 나바리(名張)광산으로

파견된 공원 10명의 명단

17

출장명령서

박 복 덕 기증

權本泰宣을 미에현(三重縣) 나바리(名張)광산에

일루미나이트 채광을 위해 파견한다는 출장명령서. 

출장기간은 5월 19일부터 7월 18일까지로 되어 있으나,

16번 공원출근부에 의하면 權本泰宣은 5월 20일

‘도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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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 지 ] | 박 복 덕 기증

1945년 2월 나가사키현(長崎縣) 가와나미(川南)공업주식회사 고야기(香燒)조선소로 동원된

조선인노무자를 대표하여 松岡果詳이 발송한 편지

20

전출증명서

박 복 덕 기증

李家在喆 등 5명의 노무자가 미에현(三重縣)에서

나가사키현(長崎縣)으로 전출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 1945년 7월 18일 美濃波多村

代位 배급소장 명의로 발행됨.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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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노동증명서 | 박 정 의 기증

1993년 러시아 기록관리위원회의 역사기록 수집 보관소에서 박정의에게

발행한 노동증명서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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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 배 상 원 기증

1941년 12월 25일 조선 제2054부대장 명의로 부대 검술경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린 배성태(星州茂雄)에게

수여한 상장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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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노동자연금보험피보험자대장 기호번호통지표 | 배 종 길 기증

야마구치현(山口縣) 소재 광산으로 동원된 배수만(山本洙萬)의 노동자연금보험 통지표

△표지

▽본문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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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몰공보

서 동 수 기증

해군군속 서홍재(錦徐弘在)가 1943년 1월 22일

뉴기니아방면에서 전사하였음을 알리는 내용. 

1945년 2월 8일 요코스카(橫須賀)해군인사부장이

가족인 永石(처), 仁鐵(조카)에게 보낸 전사통지문

해군군속전사 건 보고

서 동 수 기증

해군군속 서홍재(錦徐弘在)가 1943년 1월 22일

뉴기니아방면에서 전사하였음을 알리는 내용. 

1945년 2월 8일 요코스카(橫須賀)해군인사부장이

고수면장에게 보낸 문서

2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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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조선인 사망자 유골봉환에 관한 건 | 서 동 수 기증

서홍재(金帛弘在)의 위패와 유골을 인수하라는 통지서. 1948년 2월 26일

유족 永石(처)에게 고수면장이 보냄.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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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검예금통장

서 철 호 기증

미쓰비시(三菱)주식회사 다카시마(高島)광업소에서

서달문에게 발급한 근검예금통장. 

임금 강제 저축용 통장으로 추정됨. 

이 통장에는 1971년 27일 대일민간청구권신고 당시

상주세무서에 제출했던 흔적(스템프)이 보임.

△표지

▽본문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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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협화회회원증 | 서 철 호 기증

나가사키현(長崎縣) 협화회에서 발급한 회원증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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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증 ]

엄 정 섭 기증

엄정섭(富春繁次)이 임시 귀환 시

사용하기 위해 동경 이시카와지마(石川島)

조선소에서 1945년 3월 3일 교부받은 신분증.

본적, 현주소, 근무부서명 및 직종, 성명 및

생년월일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음.

29

◁앞면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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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계산서철 ] | 엄 정 섭, 유 명 동 기증

남방 트럭(Truk→현재는 Chuuk)섬에서 근무했던 조선인들이 각자 소지하고 있던 개인급여명세표를

귀환과정에서 유명동이 모아놓은 것.

30

미수취금신고서 | 유 명 동 기증

트럭(Truk→현재 Chuuk)섬 제4해군시설부로 동원되었던 조현용의 미수취금신고서. 

종전 이후 미불임금 청구를 위해 작성된 것으로 추정됨.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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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속경력증명서 | 유 명 동 기증

제4해군시설부 관할 트럭(Truk→현재 Chuuk)섬에 토공(土工)으로 동원된 김영식(金井永植)의 경력증명서32

사단법인 태평양동지회 지부 설치에 관한 건 | 유 명 동 기증

1948년 8월 6일 중앙청 보건후생부장이 서울시장 및 각 도지사에게 보낸 문서. 

태평양동지회 지부설치에 원조와 편의를 제공하라는 내용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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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사단법인 태평양동지회 지부 및 분회 설치에 관한 건 | 유 명 동 기증

1948년 11월 17일 경상남도지사가 각 부윤과 군수에게 보낸 문서. 

태평양동지회의 각 부군 지회 및 각 읍면 분회설치에 원조와 편의를 제공하라는 내용

34

사단법인 태평양동지회 취의서 | 유 명 동 기증

사단법인 태평양동지회 설립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는 문서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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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유 명 동 기증

1948년 10월 사단법인 태평양동지회 경상남도지부에서‘피징용희생자’유골 8,133구의 봉환에 대하여 낸

성명서

36

승낙서 | 유 명 동 기증

일본정부로부터 수취할 배상금을 조선경제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태평양동지회에 투자할 것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문서 양식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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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 유 명 동 기증

사단법인 태평양동지회 대표자에게 일본정부로부터 수취한 미수임금 및 물자 등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 양식

입회서약서 | 유 명 동 기증

사단법인 태평양동지회 입회서약서 및 사업장별 미수임금조사서 양식

38

39

 2. 문서류-incom  2007.02.08 04:0 PM  페이지170



강제동원 기증자료집

171

조직통계일람표 | 유 명 동 기증

사단법인 태평양동지회 조직통계일람표

정관 | 유 명 동 기증

사단법인 태평양동지회 정관

40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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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국채저금통장 | 이 기 준 기증

도치기현( 木縣) 아시카가(足利)은행 아시오(足尾)출장소에서 이흥열(木下興烈)에게 발급한 통장

노무보국회 을종회원수장

이 만 승 기증

동경노무보국회 오미(靑梅)지부에서

발행한 을종회원수첩

42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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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수첩

이 병 인 기증

이완동(廣本琓東)의 군인수첩

△외형

▽본문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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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지부회보 1941년 3월호 | 이 영 수 기증

홋카이도(北海道) 미쓰이(三井)광업소 스나가와(沙川)탄광 보안지부회보46

강제동원 기증자료집

문 서 류
제2부

174

수료증서 | 이 병 인 기증

1941년 11월 27일 육군병지원자훈련소장 명의로 이완동(廣本琓東)에게 발행한 수료증서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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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갱 자치단체육부 기구요강 | 이 영 수 기증

홋카이도(北海道) 미쓰이(三井)광업소 스나가와(沙川)탄광 제4갱 자치단 체육부 기구요강47

[ 급여명세봉투 ]

이 영 수 기증

이봉옥(宮本鳳玉)이 홋카이도(北海道) 미쓰이(三井)광업소

스나가와(沙川)탄광으로 동원되었을 당시

수령한 급여명세봉투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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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류
제2부

176

개근상장 | 이 윤 재 기증

1943년 7월 31일 구레(吳)해군 건축부에서 이화섭(星山花燮)에게 수여한 개근상장
49

개근상장 | 이 윤 재 기증

1943년 12월 1일 구레(吳)해군 건축부에서 이화섭(星山花燮)에게 수여한 개근상장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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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장 | 이 춘 상 기증

1945년 5월 27일 후쿠오카현(福岡縣)협화회 이즈카(飯塚)지회장인 경찰간부가 이희우(岩本僖雨)에게

준 표창장

[ 상여금 증서 ] 

이 윤 재 기증

1945년 3월 20일 조선총독부 교통국에서

성산길랑(星山吉郞)에게 상여금 십이원을

준다는 내용의 문서

51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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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류
제2부

178

사망내보

장 세 중 기증

1945년 6월 3일 청주육군병사부장이

장제상(張間寵*吉)의 전사를 張間新策(아버지)에게

알리는 사망내보 및 별지.

* 장제상의 창씨명이 張間龍吉인 것으로 다른 증빙물

에서 확인된 바, 이 문서에서만 보이는 誤記로 보임. 

별지에는 장제상(張間寵吉)에 대한 정식 사망공보가

있기 전까지는 장제상의 사망사실을 가족만 알고

장례식을 치르지 말 것과 호적정정도 사망증명서 후에

하라는 등의 주의사항을 전하고 있음.

별지▷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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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국민노무수첩 | 장 옥 순 기증

1941년 후생성 히로시마(廣島)국민직업지도소장 발행 국민노무수첩

△표지

▽본문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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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류
제2부

180

사망진단서

전 우 식 기증

1943년 12월25일 홋카이도(北海道) 弘山병원이

발급한 전해평(竹田海平)의 사망진단서.

사망자의 직업(노동), 사망원인(병명), 

사망일시 등이 기재되어 있음.

일시귀선증명서 | 전 해 팔 기증

1943년 11월4일 고치현(高知縣) 中村경찰서에서 발급한 전을록(安本乙祿)의 일시귀선증명서

55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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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 등용문서 ]

정 진 영 기증

1943년 10월 11일 주식회사 관동기계제작소에서

이홍구(三州浩九)를 고원으로 등용하여

일급 일원오십전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문서

[ 채용문서 ]

정 진 영 기증

1943년 8월 11일 주식회사 관동기계제작소에서

이홍구(三州浩九)를 시험 채용하여

일급 일원오십전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문서

57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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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류
제2부

182

징용령서 | 정 진 영 기증

1944년 4월5일 경기도지사가 주식회사 관동기계제작소 경성공장에 이홍구(三州洪九)가 징용되었음을

고지하는 문서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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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국민근로보국표 | 정 진 희 기증

경상남도에서 정진희(東本鎭熙)에게 발행한 국민근로보국표. 

근로보국대로 동원될 때 휴대하여 동원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

국민노무수첩 | 조 재 식 기증

1942년 10월 30일 이와테현(岩手縣) 沼宮內국민직업지도소장이 조경수(西山京秀)에게 발급한 국민노무수첩

60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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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류
제2부

184

이재증명서

조 현 암 기증

1945년 9월 10일 히로시마현(廣島縣)에서

김규태(金子圭太)에게 발급한 이재증명서

63

이재증명서

조 현 암 기증

1945년 9월 10일 히로시마(廣島)제지소(製砥所)에서

김규태(金子圭太)에게 발급한 이재증명서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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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화장인허증 | 조 현 암 기증

1945년 8월 31일 히로시마현(廣島縣) 甲奴郡 領家村에서 발급한 화장인허증. 

김영만(金子永晩)이 1945년 8월 31일 오전 6시에 사망하였고 이에 화장을 인허한다는 내용.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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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류
제2부

186

65 증명원 | 주 학 순 기증

‘중산일남(中山一男) 외 69명이 야마구치현(山口縣) 당국의 지시에 따라 귀선(歸鮮)함에 대해 증명을

요청'하는 내용의 증명원. 동양고압(東洋高壓)공업주식회사 히코시마(彦島)공업소 생산담당자 소장이

시모노세키(下關)경찰서장에게 보낸 것으로서 좌측에 이를 증명한다는 내용과 함께

시모노세키(下關)경찰서장 직인이 날인되어 있음 (1945년 8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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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증명서 | 표 충 지 기증

나가사키현(長崎縣) 미쓰비시(三菱) 다카시마(高島)탄광주식회사 다카시마광업소에서 1971년 6월 10일에

발급한 표상만(溫山相萬)의 사망증명서

67

후생연금증서 | 지 희 순 기증

1948년 8월 1일 후생성이 지화복(池原和福)에게 발급한 장애연금증서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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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류
제2부

188

군인이력표 | 홍 정 봉 기증

진해해병단 소속 홍정봉(德山正峯)의 군인 이력표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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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팔렘방 조선인회원명부

강 석 재 기증

인도네시아 팔렘방지역 조선인회원명부

(징용자5명/포로감시원64명/위안부72명/기타41명)

◁표지

▽본문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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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부 류
제3부

192

산두수용소 명부 <위인정> | 김 기 호 기증

종전 이후‘조선인 출신은 일본군으로부터 분리하여 별도 수용하고 장개석 정부의 보호를 받으라’는

맥아더사령부의 훈령에 따라 1945년 10월 12일 중국 광동성 汕頭若石에 집결한 조선인들이 장개석

정부로부터 명부 제출을 요구받아 작성한 명부. 1부는 장개석정부에 제출, 1부는 집결한 조선인들이 소장함.

△첫장

▽본문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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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마사루군도 군속명부

김 시 철 기증

1942년 8월 27일 시바우라(芝浦)보급부 소속

해군 工員으로 윗제섬에 동원된 12명 및

1942년 11월 15일 제111설영대 소속 해군 工員으로

‘길버트 군도’에 동원된 58명 등 군속 명부

▽본문

◁표지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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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부 류
제3부

십자성맹우회 회원록

김 영 호 기증

1945년 종전과 함께 대북(臺北)에

집결하라는 전단이 살포되고, 공문이

부대에 하달됨에 따라 대만 각지에 있던

한국 국적 일본군인 1,300여명이 대북에 모여

‘한적관병집훈총대’를 결성하고 중국군의 지휘를 받음.

1946년 2월, 1차로 400여명이 귀국하게 되자

귀국 후에도 서로 연락하자는 뜻으로 작성한 명부

194

표지▷

▽본문:부대별로 작성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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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전부대조선인군인 회고록

김 원 진 기증

중국 마안산에서 무장해제된 이후 생존한 한국 출신

군인 50명(일본육군 中支派遣 鯨6882部隊 戶田부대원

중심)이 함께 귀국하기 이전에 작성한 명부

▽본문(이름, 주소, 하차한 역, 결혼여부 기재)

◁첫장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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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부 류
제3부

196

아리랑부대 주소록 <위인정>

김 희 승 기증

1945년 종전 이후 중국군에 의해

무장해제되어 포로 신분으로 지내던 중

1946년 4월‘생사를 같이한 동료들의 기록’을

남기자는 뜻을 모아 故고학순이 작성하고

등사하여 한부씩 나누어 가진 것임. 

대부분 北支派遣軍鎭11174 출신임.

◁표지

▽본문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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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구대 동무주소록 | 민 병 진 기증

1945년 8월 20일 편성된 대한민국임시정부 산하 광복군 남경 제3지대 7區隊 명부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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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부 류
제3부

198

효고현 가와사키조선소 응징사명부 <위인정>

兵庫縣川崎造船所行應徵士名簿

박 경 호 기증

1944년 10월 일본 효고현(兵庫懸) 가와사키(川崎)

조선소로 징용될 당시 칠곡군청이 박경호를

징용노무자의 대장(隊長)으로 명령하고 건네준

징용자 명부.  41명의 번호, 직위, 본적, 현주소, 

성명, 연령, 직업 등이 기재되어 있음.

0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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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본문

◁표지

09
고야기조선소 징용자 명부 <위인정>

박 복 덕 기증

1944년 나가사키현(長崎懸) 소재 가와나미(川南) 

공업주식회사 고야기(香燒)조선소로 동원된

노무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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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부 류
제3부

200

징용자명부(완도지역) | 박 복 덕 기증

전남 완도지역 동원대상자명부로 추정. 징용령서 발부일자, 본적지, 성명, 종사할 업무 및 작업장, 기간, 

출두 일시 등이 기재되어 있음. 동일 소장자가 기증한‘고야기조선소 징용자명부’와 비교 검토 결과

대상자 전원이 동원되었음을 확인함.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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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남방조선출신자 명부 | 박 세 종 기증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발릭파판지역으로 동원되었던 조선인(노무자, 군속, 군인, 위안부로 추정되는 여성 등)

들이 귀국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명부

△표지

▽본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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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부 류
제3부

202

북경포로수용소 방명록 <위인정> 

서 상 석 기증

서상석(千川一大)이 1945년 8월부터

1946년 6월까지 북경포로수용소에 수용되어 있을

당시 작성한 조선인 포로 명부

◁표지

▽본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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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제2육군병지원자훈련소 1944년 후기생도명부

유 맹 노 기증

유맹노(柳川孟魯)는 1944년 제2육군병지원자훈련소를

수료한 후 조선47야포부대로 배정됨.

△첫면

△본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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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부 류
제3부

204

남방트락크도 피징용자명부 <위인정>

유 명 동 기증

경상남도 트락크도 조선민단본부에서

작성한 트럭(Truk→현재는 Chuuk)섬 피징용자 명부

△표지

▽본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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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태평양동지회 역원 명단 | 유 명 동 기증

1949년 11월 29일 현재 사단법인 태평양동지회 역원(임원) 명단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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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부 류
제3부

206

쿠사이에섬 조선혁진회 방명록 <위인정>

윤 금 애 기증

남양군도 쿠사이에(Kusaie)섬에 군속으로 동원된

조선인 단체인 조선혁진회 회원 명부

◁표지

▽본문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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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제4갱자치단위원명부 | 이 영 수 기증

홋카이도(北海道) 미쓰이(三井)광업소 스나가와(砂川)갱 제4갱자치단 위원 명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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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부 류
제3부

208

◁표지

친보기

親保記

이 영 수 기증

홋카이도(北海道) 미쓰이(三井)광업소

스나가와(砂川)갱으로 동원된 조선인들이

친목을 위해 작성한 명부

▽본문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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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남방군속명부 <위인정> | 이 원 형 기증

말레이시아 반도지역에서 군인 및 포로감시원으로 동원되어 종전이후 연합군 포로가

되었다가 1946년경 귀국한 조선인들이 작성한 명부로 추정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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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부 류
제3부

210

조선군인자영대 명부 <위인정> | 정 명 출 기증

중국 해남도(海南島) 주둔 요코스카 제4특별육전대 소속의 조선인 군인들이

해방 이후 결성한 조선군인자영대 명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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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해남도강제동원귀환자명부 | 정 명 출 기증

종전 이후 중국 해남도(海南島) 삼아(三亞)지역에 집결해있던 조선인들이 귀국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명부

△표지

▽본문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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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부 류
제3부

212

지인명단

조 배 영 기증

이바라키현(茨城縣) 농경근무대로

동원되었던 조선인 명부

▽본문

◁표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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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동양고압공업주식히사 히코시마공업소 응징사명부 <위인정>

東洋高壓工業株式會社 彦島工業所 應徵士名簿

주 학 순 기증

동양고압주식회사 히코시마공업소로 징용된

조선인 노무자 70명의 명부. 종전 이후

귀국하는 과정에서 작성되어 인솔자가 소지함. 

명부와 더불어 시모노세키(下關)경찰서장 명의의

귀선(歸鮮)증명서가 첨부됨.

◁표지

▽본문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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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부 류
제3부

214

하와이포로수용소 조선인명부 | 최 중 화 기증

종전 이후 하와이포로수용소에 수용된 조선인들이 제작·배포한 잡지「자유한인보」종간호 및 그 부록인

하와이포로수용소 조선인 명부

△표지

▽부록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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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강충석(沙月忠錫)의 어깨띠

강 준 구 기증

‘陸軍特別志願兵 沙月忠錫君’이라 쓰인 어깨에

두르는 띠. 

입대 당시 면사무소에서 제작해 줌.

01

김기상(金田基祥)의 각반

김 기 상 기증

군복 바지 무릎 아래에 감았던 각반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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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물 류·기 타
제4부

218

김기상(金田基祥)의 어수대(御守袋)

김 기 상 기증

부적을 담아, 지니고 다니던 주머니

04

김기상(金田基祥)의 금장(襟章)

김 기 상 기증

군복 옷깃에 다는 휘장.

‘金田基祥 第二小隊 二分隊’라고 적혀 있음.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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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김위수의 칸델라 | 김 용 해 기증

돗토리현(取鳥縣) 이와이(岩美)광산에서

강제노역할 때 사용한 칸델라

김기상(金田基祥)의 어깨띠

김 기 상 기증

‘祝應召 金田基祥君’이라고 쓰여

있음.

05

06

박정의(新井淸雄)의 노동증명기념메달

박 정 의 기증

1993년 러시아 기록관리위원회 역사기록수집

보관소에서 발행한 노동증명기념 메달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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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물 류·기 타
제4부

220

이완동(廣本琓東)의 군인 내복

이 병 인 기증

조선북선제17방면군 나남사관구 치중병(輜重兵) 

복무 당시 사용

이완동(廣本琓東)의 군모

이 병 인 기증09 10

협화회표창메달

양 재 학 기증

홋카이도(北海道) 협화회 표창 메달.

가운데‘和’라고 새겨져 있음.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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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인금수(桐島正武)의 수료메달

인 경 술 기증

경성부 육군병지원자 후원회가 기증한 육군병지원자훈련소 제7회(1941년 전기) 수료기념 메달

△앞면 △뒷면

인금수(桐島正武) 일장기 | 인 경 술 기증

입영 당시 주위사람들이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글귀를 적어준 일장기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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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물 류·기 타
제4부

222

인금수(桐島正武)의 휘장

인 경 술 기증

입영환송식에서 사용한 휘장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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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정명출(松浦明出)의 조선군인자영대명찰 | 정 명 출 기증

종전 이후 귀환하기 이전 구일본군 출신

조선인들이 결성한 조선군인자영대 명찰

14

정명출(松浦明出)의 조선군인자영대명찰

정 명 출 기증

조선군인자영대 명찰

15

정명출(松浦明出)의 계급장

정 명 출 기증

중국 해남도(海南島) 복무 당시

소지했던 해군 계급장. 

‘해남도남구한적군인’이라고 적혀 있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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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물 류·기 타
제4부

224

군용 수통

정 상 철, 최 철 호 기증

정인식(大光仁植), 최철호(河元哲鎬)가 사용하던 군용 수통

17

반합

정 상 철 기증

정인식(大光仁植)이 사용하던 반합

19

버클 | 정 상 철 기증

정인식(大光仁植)이 사용하던 버클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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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군구통신록

김 기 남 기증

통신부대 교육내용을 기록함.

▽본문

◁표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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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물 류·기 타
제4부

226

김기상(金田基祥)의 수필집

김 기 상 기증

징집영장을 받던 날부터 제대하여 귀환하기까지의

생활을 적은 수기

▽본문

◁표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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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엽서

김 기 상 기증

김기상(金田基祥)이 군인으로

동원되었을 당시 고향집으로 보낸 엽서

◁앞면

▽뒷면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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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물 류·기 타
제4부

228

귀국조선인에게 전하는 미군정청장관의 부탁 | 김 희 승 기증

미군정청장관 아처 엘 러치(Archer L. Lerch) 명의로 귀환 조선인에게 배포된 전단. 

‘미군정청 정책에 협조할 것, 전쟁 중 입은 피해로 인해 화교를 천대하지 말 것,  38선 철폐시까지

이북 여행을 자제할 것’등을 당부하는 내용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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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조선은행 영수증

RECEIPT BANK OF CHOSEN

김 희 승 기증

1946년 5월 15일 중국을 출발하여 부산항으로

귀환한 김희승(金山熙昇)이 1,000엔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조선은행 영수증

조선인 제군이여!

김 희 승 기증

1945년 9월 29일 駐朝鮮美軍總司令官

존 알 하지(John R. Hodge) 명의로 배포된 전단. 

미군 진주 이후 시행된 각종 조치에 대한 설명 및

조선인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2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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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물 류·기 타
제4부

230

기차표

김 희 승 기증

김희승(金山熙昇)이 귀환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기차표

답사(答 ) | 박 경 호 기증

박경호(松井大成)가 1944년 10월 일본 효고현(兵庫懸) 가와사키(川崎)조선소로 징용될 당시, 

칠곡군수의 격려사에 대한 응징사 대표의 답사

2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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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조선징용문답

박 복 덕 기증

매일신보사 발행, 조선징용에 대한 해설서

▽목차

◁표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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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물 류·기 타
제4부

232

▽뒷면

◁앞면

엽서

이 윤 재 기증

이화섭(星山花燮)이 해군군속으로

동원되었을 당시 고향집으로 보낸 엽서. 

‘검열함’스탬프가 찍혀있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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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편지봉투 | 이윤재 기증

이화섭(星山花燮)이 해군군속으로

동원되었을 당시 고향집으로 보낸 편지의 봉투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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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물 류·기 타
제4부

234

엽서

조 공 망 기증

조종섭(夏山義雄)이 군인으로 동원되었을

당시 고향집으로 보내온 엽서

▽뒷면

◁앞면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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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제자료(祭 料) 봉투

주 종 득 기증

사망자 주삼평(世田森平)에 대한

일본황실 명의의 부의금 봉투

어위향(御慰向) 봉투

주 종 득 기증

일본적십자사 일본부인회 전남지부에서 보낸

사망자 주삼평(世田森平)에 대한 부의금 봉투

32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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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물 류·기 타
제4부

236

자유한인보 7호

최 중 화 기증

종전 이후 하와이포로수용소에 수용된 조선인들이

제작·배포한 잡지「자유한인보」종간호

▽본문

◁표지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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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자명 자료명 페이지

강석재 인도네시아팔렘방조선인회원명부 191

강정숙 강정숙노무동원증빙사진 3

강준구 강충석(沙月忠錫)의어깨티 217

권오숙 권오숙(權藤淑溥) 군인동원증빙사진 4

권현숙 급여봉투 147

김갑배 김갑배(金子甲培) 군인동원증빙사진 4~5

김경수 김칠석(金澤漆石) 군인동원증빙사진 6

김광숙 배상동(靑田庄平) 군인동원증빙사진 7~9

김권태 김권태노무동원증빙사진 10

김금덕 김종천(海金鍾千) 군인동원증빙사진 11

김금자 김수열(金田光原) 군인동원증빙사진 11

김기남 군구통신록 225

김기상 군인칙유집 148

김기상 김기상(金田基祥) 군인동원증빙사진 12

김기상 김기상(金田基祥)의각반 217

김기상 김기상(金田基祥)의금장(襟章) 218

김기상 김기상(金田基祥)의수필집 226

김기상 김기상(金田基祥)의어깨티 219

김기상 김기상(金田基祥)의어수대(御守袋) 218

김기상 보충병증서 147

김기상 엽서 227

김기호 산두수용소명부 <위인정> 192

김노형 감사장 149

김대경 김대경(金元大卿) 노무동원증빙사진 13

김명재 김정수(金海正洙) 군인동원증빙사진 13

김민규 김민규(金城旻圭) 군속동원증빙사진 14

김병곤 김영두노무동원증빙사진 14

김성태 김종계(金澤鐘癸) 군인동원증빙자료 15

김수운 [일급영수증] 149

김숙자 정용채(淸川容彩) 노무동원증빙사진 15

김시철 남양마사루군도군속명부 193

김영인 김기주(金岡喜志雄) 군인동원증빙사진 16

김영호 김영호(加島伸悅) 군인동원증빙사진 17

김영호 십자성맹우회회원록 194

김영호 졸업증서 06년08월18일 150

김영호 채용증서 150

김용선 김용선(金本登美) 노무동원증빙사진 17

김용섭 김우섭(金海雨燮) 노무동원증빙사진 18

김용해 김위수의칸델라 219

김우품 김우품노무동원증빙사진 19

김원진 김원진(金本元鎭) 군인동원증빙사진 20

김원진 선행증서 151

김원진 호전부대조선인군인회고록 195

김원평 김국현(金州國炫) 군인동원증빙사진 20~21

김장갑 현역병증서 152

김재연 김재연(金本在連) 군인동원증빙사진 22

김점옥 김경환(竹谷光平) 군인동원증빙사진 23

김정도 수료증서 152

김정희 김진상(金山孝敏) 군인동원증빙사진 24

김종근 김종근(金田鍾根) 군인동원증빙사진 24~28

김종욱 김종욱(先金鍾郁) 노무동원증빙사진 29

김종화 김진규(金海振奎) 군인동원증빙사진 29

김진탁 김정섭(金光正燮) 군인동원증빙사진 30~33

김찬선 협화회회원증 153

김칠동 김칠동(金田七童) 노무동원증빙사진 34

김태웅 김성회노무동원증빙사진 34

김판구 김일환(金光一煥) 군인동원증빙사진 35

김학진 김학진(金山武正) 군인동원증빙자료 35~36

김한석 김한석노무동원증빙사진 37

김한중 김한중(金光翰中) 노무동원증빙사진 37

김희승 귀국조선인에게전하는미군정청장관의부탁 228

김희승 기차표 230

김희승 아리랑부대주소록 196

김희승 조선은행영수증 229

김희승 조선인제군이여! 229

김희준 김희준(善金熙俊) 노무동원증빙사진 38

나명주 나승행노무동원증빙사진 38

나정달 나정달(大野正達) 노무동원증빙사진 39

남상열 증명서 153

노영수 노세현군인동원증빙사진 39

맹기영 맹동호(松本棟鎬) 군인동원증빙사진 40

민병진 7구대동무주소록 197

민병진 신분증명서 154

민병진 이환증명서 154

박경호 답사 230

박경호 효고현가와사키조선소응징사명부 <위인정> 198

박노익 박노익(川木眞一) 군인동원증빙사진 41~42

박노익 박노익(川木眞一) 근로봉사사진 40

박동화 박동화(山本東和) 노무동원증빙사진 43

박래현 박래현(新野來鉉) 노무동원증빙사진 44

박복덕 [편지] 157

박복덕 고야기조선소징용자명부 <위인정> 199

박복덕 공무여행증명서 155

박복덕 공원출근부 155

박복덕 일루미나이트광산행공원명단 156

박복덕 전출증명서 157

박복덕 조선징용문답 231

박복덕 징용자명부(완도지역) 200

박복덕 출장명령서 156

박복동 박후용(木村厚用) 노무동원증빙사진 45

박상갑 박충원(新井忠遠) 노무동원증빙사진 45

박상구 박순원노무동원증빙사진 46

박상덕 박남규노무동원증빙사진 47

박세종 1946년남방조선출신자명부 201

박연화 박우현(新井明夫) 군인동원증빙사진 48

박영홍 박동규(新井東奎) 군인동원증빙사진 48

박용선 박용선(國天智光) 군인동원증빙자료 49~51

박의춘 박낙순(正本洛淳) 군인동원증빙사진 52~54

박인자 박기만군속동원증빙사진 55~56

박정의 노동증명서 158

박정의 박정의(新井淸雄)의노동증명기념메달 219

박주영 박주영(新井柱榮) 노무동원증빙사진 57

배상원 상장 159

배상원 육군병지원자훈련소 1940년전기수료기념앨범 58

배종길 노동자연금보험피보험자대장기호번호통지표 160

백명숙 백만선(白川萬善) 군인동원증빙사진 59

서동수 전몰공보 161

서동수 조선인사망자유골봉환에관한건 162

서동수 해군군속전사건보고 161

서상석 북경포로수용소방명록 <위인정> 202

서종석 서종석(川本淙錫) 군속동원증빙사진 59

서철호 근검예금통장 163

서철호 협화회회원증 164

손순금 정성득노무동원증빙사진 60~61

손해진 손해진노무동원증빙사진 62

송기성 송은섭(山田正雄) 노무동원증빙사진 62

송재갑 송재갑(市原在甲) 군인동원증빙사진 63

신고길 신학봉(岡田鶴鳳) 노무동원증빙사진 63

안명복 안칠봉(安田七奉노무동원증빙사진 64

양재학 협화회표창메달 220

어대용 어대용(中田富政) 군인동원증빙자료 64

엄복현 엄용인군인동원증빙사진 65

엄원초 엄원초(松原忠雄) 군인동원증빙사진 66

엄정섭 [신분증] 165

여태득 송인복군인동원증빙사진 67

오병선 오병선(吳山炳璇) 노무동원증빙사진 68

오승지 오연학(吳州然學) 군인동원증빙사진 66

기증자명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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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증 자 료 명 순

유맹노 유맹노(柳川孟魯) 군인동원증빙사진 69~75

유맹노 제2육군병지원자훈련소 1944년후기생도명부 203

유명동 [임금계산서철] 166

유명동 군속경력증명서 167

유명동 남방트락크도피징용자명부 <위인정> 204

유명동 미수취금신고서 166

유명동 사단법인태평양동지회지부및분회설치에관한건 168

유명동 사단법인태평양동지회지부설치에관한건 167

유명동 사단법인태평양동지회취의서 168

유명동 성명서 169

유명동 승낙서 169

유명동 위임장 170

유명동 입회서약서 170

유명동 정관 171

유명동 조직통계일람표 171

유명동 태평양동지회역원명단 205

유정석 유정석(柳田香夫) 군속동원증빙사진 76~78

유종하 유시욱(柳壯太郞) 노무동원증빙사진 79

유현호 유재하(玉川載河)징용증빙사진 79

윤경희 윤경희(平昭忠雄) 군인동원증빙사진 80

윤금애 쿠사이에섬조선혁진회방명록 <위인정> 206

윤영철 윤기순노무동원증빙사진 81

윤종석 윤종석노무동원증빙사진 82

이기준 국채저금통장 172

이만승 노무보국회을종회원수장 172

이병인 군인수첩 173

이병인 수료증서 174

이병인 이완동(廣本琓東) 군인동원증빙사진 82~89

이병인 이완동(廣本琓東)의군모 220

이병인 이완동(廣本琓東)의군인내복 220

이상호 이시우(大山時雨) 군속동원증빙사진 90

이서교 이서교노무동원증빙사진 90

이석희 이동구군인동원증빙사진 92~96

이수웅 이회덕노무동원증빙사진 91

이영만 이복용노무동원증빙사진 97

이영수 [급여명세봉투] 175

이영수 보안지부회보 174

이영수 이봉옥노무동원증빙사진 98

이영수 제4갱자치단체육부기구요강 175

이영수 제4갱자치단위원명부 207

이영수 친보기 208

이웅복 이웅복(牧山雄馥)징용증빙사진 98~99

이원락 이원락(山本源洛) 군인동원증빙사진 100

이원형 남방군속명부 <위인정> 209

이윤재 [상여금증서] 177

이윤재 개근상장 176

이윤재 엽서 232

이윤재 편지봉투 233

이재형 이인희(本下仁熙) 군인동원증빙사진 05년03월30일 101

이준성 이철호(岩本哲鎬) 군인동원증빙자료 101

이찬영 이봉상(李村成一) 군인동원증빙사진 102~103

이추길 이종한군속동원증빙사진 104

이춘상 이희우(岩本僖雨) 노무동원증빙사진 104

이춘상 표창장 177

이춘애 이주백(完山柱伯) 군속동원증빙사진 105

이흥우 이종길노무동원증빙사진 105

인경술 인금수(相島正武) 군인동원증빙사진 106~112

인경술 인금수(相島正武) 일장기 221

인경술 인금수(相島正武)의수료메달 221

인경술 인금수(相島正武)의휘장 222

장덕환 장덕환(橋村悳火) 노무동원증빙사진 113

장세중 사망내보 178

장신자 장복규(張本福圭) 노무동원증빙사진 113

장영자 장민식(張本玟湜) 군인동원증빙사진 114

장옥순 국민노무수첩 179

장인근 장인근군인동원증빙사진 114

전무성 전갑석군인동원증빙사진 115

전우식 사망진단서 180

전해팔 일시귀선증명서 180

정명출 정명출(松浦明出) 군인동원증빙사진 115~116

정명출 정명출(松浦明出)의계급장 223

정명출 정명출(松浦明出)의조선군인자영대명찰 223

정명출 조선군인자영대명부 <위인정> 210

정명출 해남도강제동원귀환자명부 211

정병옥 정정조(松山正朝) 군속동원증빙사진 116

정상철 버클 224

정상철 반합 224

정상철 군용수통 224

정석용 정길조(東田吉祚) 군속동원증빙사진 117

정석용 정길조(東田吉祚) 군인동원증빙사진 117

정승웅 정병장(大山麟) 군인동원증빙사진 118

정연식 정형조(光本亨祚) 노무동원증빙사진 120

정용희 조만식(松田萬植) 군인동원증빙사진 120~121

정종국 정재헌군인동원증빙사진 122

정진영 [등용문서] 181

정진영 [채용문서] 06년08월17일 181

정진영 징용령서 182

정진희 국민근로보국표 183

정팔남 구마모토전열공업소기념사진첩 123

조공망 엽서 234

조공망 조종섭(夏山義雄) 군인동원증빙사진 124

조길성 조길성군속동원증빙사진 125~126

조배영 조배영(大原培英) 군인동원증빙사진 126

조배영 지인명단 212

조상은 조동만(稻生東萬) 군인동원증빙사진 127~128

조재식 국민노무수첩 183

조재희 조성인(松山聖仁) 군인동원증빙사진 129

조현암 이재증명서 184

조현암 화장인허증 185

주만석 주종진노무동원증빙사진 130

주종득 어위향봉투 235

주종득 제자료봉투 235

주종득 주삼평(世田森平) 군속동원증빙사진 131

주학순 동양고압공업주식회사히코시마공업소응징사명부 <위인정> 213

주학순 주학순(新原學順) 노무동원증빙사진 131~133

주학순 증명원 186

지희순 후생연금증서 187

차승일 차말봉(藤本末鳳) 군속동원증빙사진 133

최광주 최원길(松本一成) 노무동원증빙사진 134

최기임 김병길(金川炳吉) 군인동원증빙사진 134

최문수 최문수(山本文洙) 군인동원증빙사진 135

최재현 최진현(慶山眞鉉) 군인동원증빙사진 135

최중화 자유한인보 7호 236

최중화 하와이포로수용소조선인명부 214

최철호 군용수통 224

표충지 사망증명서 187

하석봉 하흥숙(河本興淑) 군속동원증빙사진 136~137

하태영 하헌중(河本憲中) 노무동원증빙사진 138~140

한광수 한병조(靑井兵造) 군속동원증빙사진 141

한순애 이판석(宮本邦雄) 군인동원증빙사진 141

허재영 허재영노무동원증빙사진 142

현재현 이강욱군인동원증빙사진 142

홍순칠 홍순칠노무동원증빙사진 143

홍정봉 군인이력표 188

황무홍 황운성노무동원증빙사진 143

황인화 황화연(黃山華淵) 군인동원증빙사진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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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기증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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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를 입으신 분 혹은 관련자께서 소장하고 계신 자료를 기증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증해주신 자료는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밝히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이후

건립될 사료관에서 보존, 전시되어 후손들에게 역사적 교훈을 가르치는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또한 기증하여 주신 자료에 대해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

하고있으니많은관심과협조부탁드립니다.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기록관리팀 Tel : 02) 2100 ~ 8432,8438

기증자료안내문

정부종합청사 경
복
궁

미국대사관

한국통신

교보문고

종로세종로

흥국생명

구세군회관

새문안교회

국민은행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세안빌딩 8층

세종문화
회관

광화문
지하철5호선
(6번출구)

(조선일보)
코리아나호텔

광화문사거리

신문박물관

프레스센터

시청시청

찾아오시는 길 〉〉

 4.박물기타류류-incom  2007.02.08 04:18 PM  페이지241



인 쇄 일 2006년 12월 29일

발 행 일 2006년 12월 29일

발 행 처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행정과

발 행 자 위원장전기호

편집주간 사무국장박성규

기획·편집 박판수, 정혜경, 조현은, 김명옥

김도희, 장은영, 이성숙, 김건우, 이병희

인쇄·제본 중앙기획·인쇄 ☎ (02)736-2866∼7

※ 본 자료집에 수록된 이미지의 무단사용을 금합니다. <비매품>

문 의 처 (110-700)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1가 116번지

세안빌딩 8층 (www.gangje.go.kr)

전화 02) 2100-8433,8438

팩스 02) 2100-8430

강 제 동 원 기 증 자 료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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