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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1

  일본인의 인식
慰安婦に関する日本人の認識



위안부에 관한 일본인의 인

설계·생산
기능 강화 조달

인식 認識 제안提⾔목차目次

教育 교육
• ⽇本の歴史教科書では慰安婦に関する記述が５⾏程度しかない。
일본의 역사교과서에는 위안부에 관한 기술이 5줄정도밖에 없다.

• 世界史ではヨーロッパ史が中⼼で韓国の歴史を学ぶ機会が少ない
세계사에는 유럽사 내용이 대부분이고 한국역사를 배울 기회가 적다.

• 慰安婦に対する⾔及がタブー視される中、資料が少ない。
 위안부에 관한 언급이 터부시되는 일본사회특성상 자료가 적다.



위안부에 관한 일본인의 인

설계·생산
기능 강화 조달

인식 認識 제안提⾔목차目次

マスメディア 매스미디어

• ⽇本では、慰安婦問題を題材にした作品が少ない。
일본에서는 위안부 문제를 주제로 한 작품이 적다.

• ネットで記事を探しても、⽇本⼈が書いた記事なのでどうしても偏
りが出てしまう。

인터넷기사를 찾아봐도 일본인이 쓴 기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편향적인 내용으로 흘러가기 쉽다.



위안부에 관한 일본인의 인

설계·생산
기능 강화 조달

인식 認識 제안提⾔목차目次

ネット上の新聞記事 인터넷 상의 기사

아베총리"국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국가간 관계가 성
립하지 않게 된다" 위안부재단 “해산” 발표의 발언전문



인식 認識 제안提⾔목차目次

• 慰安婦グッズ＝反⽇ 위안부에 관한 상품=반일

反⽇とまでは思わなくても、芸能⼈なんだから気
をつけるくらいは。
   반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연예인이라
면 좀 더 신경 쓸 필요가 있다. 

• 愛国者イメージで⼈気を得ようと
している。애국자의 이미지를 빌려
인기를 모으려고 한다. 



인식 認識 제안提⾔목차目次

현재 10위 조유리, `위안
부 뱃지` 착용으로 논란

위안부 뱃지를 착용하는
배려가 부족한 조유리가 싫다!

위안부 뱃지를 단 녀석이 이 그룹에서
왜 활동하는지 모르겠다.

SNS上での日本人の反応
SNS에서의 일본인들의 반응



인식 認識 제안提⾔목차目次

⽇韓合意・河野談話위안부합의・고노담화
• ⽇韓合意で解決済みのはずなのに、何故また⽩紙に戻そうとするの

か。
   한일합의로 해결 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왜 백지로 돌리려 하는
가

• ⽇本は謝罪したのに、何故韓国側は謝罪がないと反発するのか。
（河野）

  일본은 고노담화 등으로 사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한국측은
사죄가 없었다고 반발하는가



CHAPTER.2

  한국인의 인식
慰安婦に関する韓国人の認識



인식 認識 제안提⾔목차目次

순서 ⽬次
1. 교육 教育

2. 매스 미디어 マスメディア

3. 2015 협의 2015の⽇韓合意

4. <고노 담화> 1993년 8월 河野談話



인식 認識 제안提⾔목차目次

教育 교육
1. 초등학교 교과서에 ‘위안부’ 내용을 다룸.

⼩学校の教科書で「慰安婦」の内容を取り扱う。
2.  학교 정규 교육 과정으로는 자세히 알기 어려움.

学校の世紀教育だけでは詳しく知る
ことが難しい。
3.  아이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
子供を対象に教育プログラムを実施。



인식 認識 제안提⾔목차目次

매스 미디어 マスメディア
1. 위안부 관련 다큐나 영화, 책을 다양하게 접한다.

慰安婦関連のドキュメンタリーや映画、本を接する機会が多い。

2.   매스 미디어는 피해자 위주로 묘사하므로 심각성과 역사적
인식이 부족하다고 생각.
マスメディアは被害者を中⼼に描いて
いるため、申告制や歴史的認識が
乏しいと考える。



인식 認識 제안提⾔목차目次

2015년 합의 2015年合意
1. 이면 합의를 통해 진행되었다.

秘密裏に締結された。

2.  피해자를 배려하지 않았다.
被害者のことに対する配慮がなか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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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8월 <고노 담화>
1993年8⽉＜河野談話＞

1. 일본정치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여 그 중요성이 큰 담화.
⽇本の政治家が直・間接的に関り、その重要性が⾼い談話。

2. 사과를 하긴 하였으나, 담화를 훼손하고 부정하려는 시도를 보임.

謝罪はしているが、談話を破談し、否定するような試みがあった。

3.  상대적으로 2015 협정에 비해 대중들에게 덜 알려짐.
2015年の⽇韓合意に⽐べ、あまり⼤衆に知られていない。



CHAPTER.３

  우리들의 제안
我々の提案



인식 認識 제안提⾔목차目次

伝える側と⾒る側がお互い意⾒や情報を交換
できる

전달하는 쪽과 시청하는 쪽이 쌍방향으로 의
견과 정보를 교환 할 수 있다.

なぜ           なのか？
왜                           인가



인식 認識 제안提⾔목차目次

コンテンツ
慰安婦問題などの⽇韓関係関連
위안부문제등의 한일관계 관련
学⽣同⼠の討論
학생간의 토론
アイドルや有名⼈関連
아이돌이나 유명인 관련
⽇本や韓国の⽂化や観光地紹介
일본과 한국의 문화, 관광지소개



인식 認識 제안提⾔목차目次

コンテンツの例 컨텐츠의 예

https://www.youtube.com/watch?v=TpEHPxg6DDM&t=91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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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の⽅法を応⽤すれば他の⽇韓問題も解決するき
っかけになる！

이 방법을 응용한다면 다양한 한일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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