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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2015년 제1회 학봉상 공모 주제는 ‘광복 70주년, 한일수교 50주년을 맞이한 한
일 교류와 양국관계의 미래’였다. 특별히 학봉장학 재단이 2015년 이와 같은 주제
로 연구공모사업을 실시한 것은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50년의 시점에서 더
욱 발전된 한일관계로 거듭나야 할 시기에 오히려 양국 간의 관계가 최악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냉각된 데 대한 안타까움이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된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면 국교정상화 이후 50년간 한일관계는 발전을 거듭하고 
협력을 확대시켜왔다고 볼 수 있다. 1965년 당시 1만 명 수준이던 인적교류는 
2015년 말 534만 명에 이르렀고, 교역량은 2.2억 달러에서 714억 달러로 증가하
였으며, 양국의 160개의 시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 2010년대 이후 한일관계가 
급격히 냉각되어 한일 문화교류가 침체되었다고는 하지만 일본 내에서 케이블 TV
등을 통해 한국드라마는 일종의 하위문화(sub-culture)로 정착되었으며, K-pop을 
중심으로 한 콘텐츠 산업의 대 일본수출은 2012년 13억 4789만 달러, 2013년 14
억 5584만 달러, 2014년 15억 9747만 달러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3) 한편, 
한국에서의 일류 역시 한 사회의 단편으로서 뿌리내리고 있다. 2014년 기준 제2외
국어로서 일본어를 선택한 고교생은 전체의 49.8%로서 63만 5800여명으로서 중국
어 34만 1800여명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내 일본 주류
수입은 2005년 526만 톤에서 2014년 3322만 톤, 일본맥주는 2005년 1586톤에서 
2014년 3만 1914톤으로 20배가량 한국에서의 수입량이 늘었다.4)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대된 양국 간의 민간차원의 교류는 한일관계 개선의 계기
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양국 정부 간 관계 악화에 따라 상호인식의 악화가 격화
되었다. 2015년 한국의 동아시아연구원(EAI)과 일본의 言論NPO가 양국 국민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3회 한일 공동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국민
의 72.5%, 일본 국민의 52.4%가 각기 상대국가에 대한 나쁜 인상을 갖고 있는 것
으로 답하고 있다. 이는 2004년 이래 가장 낮은 양국 간 호감도에 해당한다.5) 같
은 조사에서 상대국에 대한 비호감의 원인을 한국 국민은 ‘일본이 역사문제에 대
해 제대로 반성하지 않기 때문’(74%)으로 답하고 있으며, 일본 국민은 ‘역사문제를 
이유로 한국이 일본에 대한 비판을 지속하기 때문’(74.6%)으로 응답하고 있다. 이
렇듯 양국 국민의 상대국에 대한 인식의 초점은 상이하다. 양국 국민의 인식의 격

3) 문화체육관광부. 2015, <2015 콘텐츠 산업통계>
4) 朝日新聞 2015年 7月 30日
5) 출처: 동아시아연구원(EAI) http://www.ea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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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확대되는 주된 경로는 미디어이다. 앞선 동아시아연구원과 언론NPO의 2015
년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일 양국국민은 상대국에 대한 방문의 경험이나 지인
이 없고, 상대국에 대한 정보출처가 90%이상(한국 94.6%, 일본 94.3%)이 자국의 
미디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TV나 신문과 같은 언론매체가 외
부세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어떻게 형성하느냐에 따라 국민의 인식이 변
화할 수 있으며, 이것이 여론이라는 형태로 집약되어 정치지도자 및 외교당국의 
행동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6)

특히, 20대 젊은 층의 상대국의 인식에 있어서 미디어의 영향력은 크다고 판단
된다. 서울신문과 도쿄신문이 2015년 8월 2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의 상대국에 대해 친밀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비율이 한국 71%, 일본 55.6%
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의 경우 타 연령대에 비해 20대가 한국에 대해 친밀감을 
느끼지 못하는 가장 주된 연령층으로 나타나고 있다.7) 2016년 4월 아사히신문의 
18-19세 청년대상의 조사에 따르면 신문을 주된 정보원으로 하는 응답자 중 ‘한국
이 싫다’고 응답한 청년이 26%인데 비해 SNS를 주된 정보원으로 하는 청년 중 
‘한국이 싫다’고 응답한 청년이 43%로 나타나고 있다8). 상대적으로 미디어에 광범
위하게 노출된 젊은 층이 미디어의 보도방식에 의해서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
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현실 하에서 본 연구팀은 선 순환적 한일관계를 만들기 위해 한일 양국 
국민의 부정적 정서가 확산되는 과정을 밝히고, 상대방의 입장에 대한 이해 위에
서 양국 간의 소통의 담론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팀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9) 문제를 사례로 다음과 같은 예비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첫째, 한일 간 젊은 층 상호인식의 간극은 주로 미디어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그것은 주요현안에 대한 인식왜곡을 초래한다. 둘째, 미디
어 프레임이 초래하는 부정적 결과는 소통형 담론기제를 통해 어느 정도 약화시킬 

6) 크라우스(Ells. S. Kruss)는 미일 양국의 주요뉴스에서 미일관계 및 양국에 대한 보도의 내용분석을  
비교하고 있으며, 河野는 2003년 이라크 공습이후 미국의 역할에 대한 일본 미디어의 보도와 일본국
민의 대미이미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 미디어의 보도방식과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국민의식의 방향성이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lls. S. Kruss. 1996. “Media 
Coverage of U.S.-Japanese Relations.” in Susan J.Pharr and Ellis S. Krauss(eds). Media 
and Politics in Japan. Honolulu: University Hawaii Press  pp. 243-244;  河野武司. 2005. “国
民の対外意識に及ぼすマスメディアの影響.” 『年報政治学』 2005(2), 69-86.

7) 서울신문 2015년 8월 20일
8) 朝日新聞 2016年 4月 8日
9) ‘일본군 위안부’는 일본이 만주사변(1931.9.18)을 일으킨 이후부터 1945년 2차 세계대전 패전까지 전

쟁의 효율적 수행이라는 명목으로 설치한 위안소에 강제 동원되어 일본군으로부터 성적 피해를 받은 
여성을 지칭하며, 2016년 8월말 기준,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는 238명이며 이 가운데 198명이 사망, 
40명이 생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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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본 연구팀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사례로 선정한 것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1991년 고 김학순 할머니가 증언한 이래 25년간 한일 간 외교 현
안이 되었으며, 양국 국민이 인식하는 양국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 되
었기 때문이다. 일본 내 배외주의 운동단체인 <재일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의 
회(在日特権を許さない 市民の会> 등이 역사 수정주의 운동을 하는데 주로 활용하
는 사안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한일관계의 주요 현안으로서 대표성을 지니며, 2015
년 12월 28일본군 위안부피해자 문제관련 정부 간 합의 이후, 여론의 변화가 두드
러지면서 한일관계에서의 미디어의 역할을 살펴보기 적합한 사례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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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일 상호인식 격차확대의 메커니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문제의 사례

2015년 12월 28일 한일 정부는 외교장관회담 및 공동기자회견 발표를 통해 일
본군 위안부피해자 문제 타결을 공표하였다. 2016년 4월 한국일보와 요미우리신문
의 공동여론조사결과를 보면, 이번 합의에 대해 한국에서는 ‘잘못되었다’ 73%, ‘잘
되었다’ 21%, 일본에서는 ‘잘되었다’ 49%, ‘잘못되었다’ 38%의 분포를 보이고 있
다.10) 한국에서는 합의에 대한 강한 반대를 관찰할 수 있다. 한편, 합의 직후 행해
진 한국 갤럽의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잘했다’ 43.2%, ‘잘못했다’ 50.7%로서 찬반
의견의 차이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위안부 피해자의 상처치유라는 합의의 본
질보다 ‘소녀상 철거’, ‘최종적 불가역적 타결’ 등의 일본 보수 언론의 프레임이 널
리 유포되면서 여론이 악화된 측면이 있다. 여기서는 2015년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피해자문제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문제의 전개와 12.28 
일본군 위안부피해자문제의 합의 내용, 일본 신문의 합의 보도의 특징, 최근 일본 
미디어환경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문제의 전개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문제는 1990년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일본정부에 진상규
명을 요구하고, 1991년 고 김학순 할머니가 실명으로 증언하면서 한일 간 큰 현안
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일본정부는 1993년 고노담화를 통해 위안소의 설치, 관리, 
이송에 일본군의 직·간접적 관여가 있었으며, 위안부의 모집에 관헌이 직접 가담한 
적이 있음을 인정하고 사죄하였다. 이후 1995년 위안부에 대한 보상사업을 목적으
로 한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이후 아시아여성기금)’이 창설되었다. 아
시아여성기금은 정부가 국가로서 반성과 사죄의 마음을 표명, 전 위안부에게 총리
의 사죄 서한을 전달하고,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국민적 보상으로서 민간모금을 
실시, 사죄금(atonement)으로 1인 200만 엔, 정부예산으로 1인 300만 엔의 의료
복지 지원을 약속하였으나, 일본정부의 도의적 책임 인정과 민간자금을 주로 하는 
방식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 및 지원 단체가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등록자의 61명
이 수령한 가운데 사업이 중지되었다. 

한편, 1996년 위안부 문제를 기술한 7개 중학교과서의 교과서 검정이 승인됨에 
따라, 1997년 이후 일본 중학교에서 사용하는 모든 역사교과서에 위안부관련 사실

10) 한국일보 2016년 4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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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술되었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사죄, 역사교과서에서의 위안부 기술 등에 대
한 반발로 1995년 자유주의 사관 연구회, 1997년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
임(新しい歴史教科書をつくる会) 등이 결성되어, 자학사관 극복을 위한 역사교과서 
보급 등이 추진되었다. 

아베(安部晋三)는 위안부 문제의 기술 등 역사교과서의 수정을 요구하는 ‘일본
의 전도와 역사교육을 생각하는 젊은 의원의 회(日本の前途と歴史教育を考える若
手議員の会)’의 사무국장이었으며, 위안부의 강제성을 증명하는 문서가 없다는 발
언을 1990년대부터 지속하였다. 1차 아베내각에서 아베총리는 고노담화를 기본적
으로 계승하겠다고 표명했지만, 일본 관헌이 여성의 집에 들어가 강제로 끌고 가
는 협의의 강제성과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위안부로 갈 수 밖에 없는 광의의 강제
성을 구분하고 전자에 대해서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였으며, 
2007년 정부가 발견한 자료에는 군 및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의 증거가 없다고 각
의결정 하였다. 

한편, 2002년 ‘전시 성적 강제피해자문제 해결을 촉진하는 법안’이 참의원에서 
민주당, 공산당, 사민당 의원에 의해 제안된 이래 2회에 걸쳐 위원회 심의가 이루
어졌으나, 계속심의와 폐안이 반복되었다. 2009년 민주당 정권 정립 이후, 일본 시
민사회 내에서 위안부 문제의 법적 해결을 요구하는 시도가 있었으나, 일본의 보
수적인 정치 지형 하에서 위안부문제에 관한 특별법 제정은 국회 상정조차 이루어
지지 못하였다. 2011년 한국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해결 노력
을 방치한 것을 ‘부작위 위헌’으로 판시하였다. 이후 위안부 문제가 재부상 하였고, 
2012년 고노담화의 수정을 주장하던 아베 2차 내각이 성립되면서 위안부문제는 
현재의 외교·정치문제로 거듭나게 되었다.

2.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문제 합의(2015.12.28.)와 일본 내 여론 동향

1)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문제 합의(2015.12.28.)

박근혜 정부는 출범이래 위안부 문제 해결을 대일외교의 최상위 목표로 내걸고, 
2014년 4월 이후 12차례에 걸친 국장급 협의, 8차례에 걸친 외교장관회의를 개최
하였다. 2015년 11월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
일정상은 가능한 조기에 위안부 문제 타결을 위한 협의가속화에 합의함으로써,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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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내용

책임
- 위안부는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
- 일본정부는 책임을 통감

사죄 - 아베총리는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으로서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
  께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

이행 - 한국정부가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정부가 자금출자 사업시행

향후

- 위 조치를 착실히 실시함을 전제로, 본 사안이 당국 간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된 것임을 확인하며, 향후 일본정부는 한국정
부와 함께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 상호비난, 비판
하는 것을 자제하기로 함. 

- 소녀상 문제관련 한국정부는 관련단체와 협의해 적절히 해결되도
록 노력

내 타결의 중요한 모멘텀을 마련하였고, 2015년 12월 28일 한일외교장관회담 및 
공동기자회견 발표로 위안부 타결을 공표하게 되었다.

<표 1> 12.28 합의의 주요 내용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기시다(岸田文雄) 외무장관은 ①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
본군의 관여 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일본정
부의 책임을 통감, 아베 총리는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으로서 상처를 입으신 모든 
분께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하며, ② 한국 정부가 위안부분들의 지원을 목적으
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하여 한일정부가 
협력하여 모든 위안부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할 것임을 밝히고,  ③ 이상의 조치를 착실히 시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동 문
제가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된 것임을 확인하며, 향후 일본정부는 한국정부와 
함께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 상호비난, 비판하는 것을 자제하기로 
함. 예산조치에 대해서는 대략 10억 엔 정도를 상정하고 있음을 밝혔다.

윤병세 외교장관은 일본정부가 앞서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시행한다는 것을 전
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이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된 것임을 확인하고, 
동일 전제로 일본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상호비
난 비판을 자제하며,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 위엄의 유지
라는 관점에서 일본정부가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 한국 정부로서 가능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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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에 대해 관련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 합의 결과에 대한 설명과 대 국민 설득을 위한 강조점에서 한국 외교

부와 일본 외무성 간에는 차이가 발견되는데, 한국 외교부 홈페이지에는 ‘한일외무
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 발표내용’, ‘한일외교장관회담결과’가 게재된 반면, 일본 외
무성 홈페이지에는 ‘한일외상공동기자회견결과’와 ‘아베-박근혜 대통령 간 전화회
담’ 이 게재 되어있다. 외무성이 게재한 한일전화 회담 결과에서는 아베총리가 위
안부로서 상처를 받으신 분들께 사죄함과 동시에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한일 간의 
재산, 청구권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 경제협력 협정에서 최종적, 완전히 해결되
었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나, 이번 합의에 의해 위안부문제가 최종적, 불가역적
으로 해결된 것을 환영한다는 내용을 게재하고 있다. 이후, 아베 총리는 기자단 발
표를 통해 ‘자손 세대에 사죄를 계속해야하는 숙명을 지워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이번 합의를 결행하였다는 취지를 설명하면서 국민적 설득을 시도하였다. 

아베 총리는 Facebook 등의 SNS를 통해 국정과 관련된 개인적 소견을 밝히고 
있으나, 아베 총리의 Facebook 에는 12.28 합의 관련 내용에 대한 언급은 없다. 
외무성 홈페이지 역사관련 자료모음에는 1993년 이후 위안부문제 관련 정부 시책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본 합의와 관련된 내용은 게재되어 있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일본 정부는 내용면에서 일본 국민 설득에 유리한 부분을 부각시키
고, 본 합의의 의의를 최대한 축소함으로써, 일본 사회 내 반대를 억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12.28 합의관련 일본 내 여론 동향

12.28 합의 이전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국내의 해결 의지는 높지 않았던 것
으로 보인다. 2015년 12월 25일부터 27일까지 일본경제신문과 TV도쿄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베 총리가 추진하고 한일관계 개선에 대해 평가 한다'
가 (75%)로서 다수를 차지하지만, '외교장관회담에서 위안부문제에 대해 일본이 양
보할 필요가 없다'가 57%로서 '양보가 필요하다' 24%를 크게 우회하고 있다.11)  

12.28 합의 이후 일본의 여론조사 결과는 합의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나타
나지만, 10억 엔의 일본 정부예산 거출 및 외교현안으로서의 최종적 타결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 아사히신문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

11) 12.28 합의 이전 산케이신문은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본 사안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바, 한
국 측이 요구하는 법적 책임인정은 있을 수 없으며, 보상금의 지급도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의 사설을 
게재하고 있다(産経新聞 2015年 12月 26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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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위안부 합의 평가한다(63%)', '평가하지 않는다(19%)', '정부의 책임 인정에 
평가한다(60%)', '평가하지 않는다(23%)'로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10억 
엔의 거출 표명 타당하지 않다가(49%)'가 '타당하다(34%)'를 상회하고 있다.12)  
NHK가 실시한 여론조사결과에서는 응답자의 64%가 금번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
하나, 59%가 위안부문제가 재차 현안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출처: 朝日新聞 http://www.realpolitics.jp/research/asahi.html(검색일: 2016년 5월 30일)
[그림 1] 내각지지율 변화(2013년 1월~2016년 5월)

  한편, 12.28 위안부합의는 아베총리의 지지율 상승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는데, <그림 1>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2015년 9월 안보법제 통과 직후(9.20) 
내각의 부(不)지지율(45%)이 지지율(35%)을 상회하였으나, 2015년 11월 한중일 정
상회담, 12.28 위안부합의 등의 외교적 성과를 통해 지지율이 다시 상승하고 있다. 
이는 아베총리의 지지층인 보수층과 함께 리버럴 세력도 위안부 합의를 지지하였
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특히 아베총리가 합의 후 기자회견 등을 통해 금번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되었다는 점, 후세대에 사죄의 부담을 
지우지 말아야 한다고 설득한 것이 보수층의 반발 억제에 주효했다고 평가되고 있
다.

12) 朝日新聞 2016年 1月 19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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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 일본경제신문 마이니치신문 산케이신문
전체기사 276 287 237 280 378

사설 7 12 3 8 13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 일본경제신문 마이니치신문 산케이신문
발행부수 900만 부 1195만 부 415만 부 430만 부 205만 부

3. 일본 신문의 위안부피해자 관련 보도(2015.12 – 2016.5)

일본 신문의 위안부피해자문제 보도의 특징을 분석하기 전 일본 신문의 이념적 
특징 및 발행부수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2년 아사히신문과 도쿄대학이 
실시한 <일본 신문구독자의 이데올로기> 조사에 따르면 도쿄신문, 아사히신문, 마
이니치신문이 리버럴한 성향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반면, 일본경제신문, 요미우
리신문, 산케이신문 구독자는 보수적 이데올로기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13)

 <표 2>는 일본신문협회가 발표한 일본 주요일간지의 발행부수를 나타낸 것이다. 
요미우리신문이 1195만 부로서 가장 많은 부수를 발행하고 있으며, 아사히신문이 
900만 부로 뒤를 잇고 있으며, 보수적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205만 부를 발행하고 
있다. 최근 아사히신문의 발행부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리버럴 성향의 도쿄신문의 
구독자 수가 증가추세에 있는데 2015년 기준 도쿄신문의 구독자는 51만 7,000부
로서, 아사히신문 구독층이 이동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표 2> 일본 주요 일간지의 발행부수 

    출처: 日本ABC協会 新聞レポート  (2015년 1월-6월 기준)

<표 3> 은 2015년 12월 1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 일본 5대 신문사의 기
사 중 제목 및 내용에서 위안부를 포함하고 있는 기사에 대한 빈도조사 결과이다.

<표 3> 위안부관련 기사빈도 추이
(조사기간: 2015년 12월 1일 – 2016년 5월 31일)

 
검토 결과, 아사히신문이 276건인데 반해 산케이신문이 367건으로 보수적인 성

향의 신문일수록 위안부문제를 다루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13) 朝日谷口研究室共同調査 http://www.masaki.j.u-tokyo.ac.jp/utas(검색일:2016년 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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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관련 사설의 양이 리버럴 신문인 아사히, 마이니치가 7-8건인데 비해 요미
우리 12건, 산케이신문은 13건으로서 두 배에 가깝게 나타나고 있다. 기사는 단순
보도, 해설기사, 사설, 오피니언 등으로 종류를 구분할 수 있다. 사설이나 오피니
언은 사안에 대한 보도보다는 신문사의 의견을 주장하거나, 특정 관점에서의 주장
을 나타내게 되는데, 해당기간 오피니언란에 게재된 위안부관련 기사 검색결과 아
사히신문기사는 26건인데 비해 산케이신문은 59건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취재
기자의 수가 적은 산케이신문의 경우, 취재를 통한 사건의  업데이트가 어렵기 때
문에 오피니언, 사설 등을 통해 보수적 입장을 선명히 하여 기존 독자층을 유지·확
대하고자 하는 전략을 추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12.28 합의 이후, 일본신문 사설에서 위안부 문제가 거론되었던 계기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결의문 발표(16.3.8), 
독도의 날(2.20), 일본의 교과서검정(3.18)결과 발표, 한국의 여당 선거패배(4.15)이
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및 한국의 여당참패에 대해서는 미
디어 간 견해가 대체로 일치한다. 구체적으로 리버럴, 보수 모두 위안부합의를 기
반으로 북한에 대한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해야하는 입장이며, 한국 여당의 선거
패배가 위안부 합의이행에 장애가 되는 것을 우려하고, 합의 이행을 강조하고 있
다. 양국 간 내셔널리즘이 고조될 수 있는 독도의 날, 박근혜 대통령 3.1절 기념사
는 요미우리신문, 산케이신문 등 보수적 언론에서만 다루고 있다. 여기서는 12.28 
위안부 합의관련 평가 및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결의문에 대해서는 언론사 프레
임의 다양성이 형성되고 있는 바, 이를 검토하였다.

1) 12.28 위안부 합의 관련 보도
<표4> 의 사설제목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12.28 합의관련 대다수의 미디어는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합의가 최종이 아닌 출발점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산케이, 요미우리 등 보수적 언론은 금번 합의와 관련 ‘한국은 
불가역적 해결을 지켜야’,‘소녀상의 철거도 중요한 시금석이다.’(요미우리신문 12월 
29일), ‘정말 이것으로 최종결착인가. 한국 측의 약속이행을 주목한다.’(산케이신문) 
등 우려와 불신을 나타내었다. 아사히, 마이니치신문 등 리버럴 신문은 과거 일본
의 정치가 및 미디어가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고, 전 위안부를 중상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한일관계를 더욱 어렵게 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합의의 이행을 위해 ‘한
국과 일본’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편, 산케이, 요미우리 등 
보수언론은 ‘소녀상’, ‘불가역적 해결’, ‘국제사회에서의 상호비난, 비판 자제’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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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명 사설제목
아사히신문 위안부 합의, 역사를 넘어 한일관계 진전을

마이니치신문 위안부문제 한일 간 합의를 환영한다
닛케이신문 위안부결착 계기 한일재구축을

도쿄신문/주니치신문 타결의 중요성을 배운 종군위안부문제 합의
하북신보 성실하게 이행하여 불신해소를

시나노마이니치 위안부에서 합의 확실히 전진하지 않으면
주고쿠신문 위안부 합의 실질 화해로 노력하기를

니시니혼신문 한일외상합의, 진정한 화해를 향한 일보로
나가사키신문 역사를 재검토하고 화해를 추진한다

류큐신문 진정한 화해로 대회 지속을
요미우리신문 한국은 불가역적 해결을 지켜야, 소녀상 철거도 중요한 시금석이다
산케이신문 정말 이것으로 최종결착인가. 한국측의 약속이행을 주목한다

조하고, ‘한국’의 이행책임을 주장하였다. 
‘법적책임’, 10억 엔의 정부자금 출연 관련하여 아사히, 마이니치 등 리버럴 신

문은 한일 간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의 마지노선으로 평가하는 데 반해, 요미우리, 
산케이신문은 ‘군의 관여 인정’, ‘정부자금 거출’로 인한 일본의 명예훼손과 사실상
의 국가배상으로 오해받을 우려 표명하였다.  아사히, 마이니치 등 리버럴 신문은 
일본과 한국의 기존입장을 설명하고(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최종
적으로 해결되었고, 법적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 정부의 기
본 입장은 위안부문제 등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은 미해결되었다는 
것), 일본 측은 법적책임을 인정하지는 않았으나 책임을 통감한다는 표현으로, 한
국 정부는 일본 정부로부터 법적 책임을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책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합의에 이르렀다고 상세 설명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의 법적인 입
장을 훼손하지는 않았고, 예산출연은 어디까지나 인도적 지원이나, 정부자금 거출
이 ‘사실상의 국가배상’으로 오해받을 우려가 있음을 표명하고 있으며, 산케이신문
은 ‘군의 관여 하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상처를 입혔다’는 언급은 역사의 
왜곡을 확대할 우려가 있으며, 위안부 모집의 강제성을 인정할 수 없는 가운데 일
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 반발하고 있다.

<표4> 12.29 일본 주요 신문사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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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견해관련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6년 3월 7일 위안부문제 관련 합의에 대해 ‘피해
자 중심 어프로치’ 충분히 취해지지 않았다고 유감을 표명하고, 전 위안부의 구제
에 어울리는 보상 및 배상, 공식사죄, 명예회복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최종견해를 
발표하였다. 이에 일본정부는 UN의 견해에 대해 유감표현을 하였다. 아사히, 마이
니치 등 리버럴 신문은 위원회의 견해에 대한 반발은 오히려 한일 합의에 대한 정
신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고, 합의의 내용을 냉정히 설명하고, 합의를 착실히 실행
해 나가면서 국제사회의 의구심을 불식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사설이 게재되었다. 
요미우리신문과 산케이신문은 UN의 견해가 한일합의에 대한 곡해이며, 정부가 유
감표명을 한 것은 당연하다고 표명하고, 위원회의 견해에 대한 철회를 요청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에 대한 다양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가 정확한 정보발
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3) 12.28 합의 이행관련

합의이행과 관련하여 아사히, 마이니치신문은 한일합의의 본질이 ‘위안부의 명
예와 존엄의 회복,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함’이며, 한일합의가 국내 정쟁의 도
구가 되지 말아야 하며, 일본이 합의를 훼손하는 발언을 할 시 한국의 국민감정을 
자극하여 합의이행을 어렵게 하는 바, 합의이행을 위한 환경조성에 ‘일본 측도 노
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위안부지원재단관련해서는 특정 주장에 편향되지 않도
록 한일관계 단체 및 연구자들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14)

  요미우리신문, 산케이신문 위안부 합의 이행에서 ‘한국정부’, ‘박대통령의 이행책
임’을 촉구하고, 합의의 본질 및 전제조건에 대한 언급 없이 ‘UN에서의 상호비방 
자제’, ‘소녀상 철거’의 프레임을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 요미우리신문은 합의에서 
소녀상 철거를 위해 적절히 노력한다는 약속을 한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2016
년 1월 15일)는 내용의 사설을 게재하였으며, 산케이신문은 한국의 위안부백서 발
간계획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에서의 상호비난, 비판을 자제하기로 한 합
의에 반한 것이라는 비판 사설을 게재하였다(2016년 1월 10일). 위안부지원재단 
관련하여 산케이신문(6.1)은 12.28합의를 ▴일본이 10억 엔을 거출하고 한국정부가 

14) 朝日新聞 5月 4日, 每日新聞 6月1日



- 15 -

위안부를 지원하는 재단을 설립한다. ▴한국 측은 소녀상을 철거하도록 노력한다고 
설명하고, 아직까지 소녀상이 철거되고 있지 않음을 들어 한국 정부의 자세가 의
심스럽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이 12.28 합의의 본질, 한일 간 공동의 노력을 강조
하는데 반해, 요미우리신문, 산케이신문은 합의의 부수적 부분인 소녀상, 최종적·불
가역적 해결 등에 주목하였다. 아사히, 마이니치신문 등 리버럴 언론이 일본군 위
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양국 공동노력에 방점을 두려는 경향이 큰 데 반해, 보
수언론은 문제 해결주체를 한국정부에 국한시키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관찰된다. 
보수언론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본질을 역사적 사실의 인정과 사과보다는 외교
적 갈등으로서의 프레임을 구사하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4. 일본 미디어 환경의 변화

1) 보수적 미디어의 증가와 리버럴 미디어의 위축

일본의 미디어 공간의 양극화 및 리버럴 미디어의 위축현상에 대한 우려가 심화
되고 있다. 최근 일본의 미디어 공간은 한국 중국 등 근린국가와의 우호관계구축
을 중시하고, 역사문제에 대해서도 반성 및 사죄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리버럴 세
력 및 중국, 한국과 용이한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강경한 보수우파세력으로 극
단적 이분화 양상을 보인다.15) 90년대까지만 해도 보수우파의 논단에서도 한국, 
중국을 전면적으로 적국으로 간주하기 보다는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려는 공간이 
있었으나, 2000년대 들어 모리이후 2015년에 이르기까지 민주당 집권 시기 3년을 
제외하고, 자민당 강경 보수정권이 지속되고, 이를 기회로 보수우파의 미디어가 확
장되면서 이들을 통해 반중, 반한의 잡지가 출판되고, 매호에 중일, 일한관계, 북
한 납치문제, 야스쿠니문제 등이 상품화되고 있다. 

일본사회에서 보수적 저널리즘의 수가 확대되기 시작된 것은 1990년대이다. 일
본 정부의 근린 국가에 대한 사과 및 위안부 문제 등의 교과서 기재 등에 대한 반
발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쇼쿤(諸君 1969년), 세이론(正論 1973년), 보이스
(Voice 1960년) 등으로 대표되던 보수저널리즘이 1990년대에 들어 크게 확대되어 

15) 徳山喜雄　2014. 『安部官邸と新聞』。東京：集英社新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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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SAPIO 121,000 120,400 119,600 110,000 101,800 126,667 123,667

Voice 34,933 33,300 31,834 26,217 21,900 25,267 29,234

사피오(SAPIO 1989년), 바트(Bart 1991년), 뷰즈(1991년)가 창간되었다. 특히 사
피오는 20대 초반의 남성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데, 창간 발행부수가 20만부에 이
르러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보수 저널리즘은 정치권의 변화와 맥을 같이한
다. <표 5>는 SAPIO와 VOICE의 2008년부터 2014년 사이의 발행부수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표 5> 보수저널리즘의 발행부수 추이(2008-2014) 

 매년: 4월-6월 집계 평균자료

 출처: 일본잡지협회 www.j-magazine.or.jp 

두 잡지 모두 민주당정권 시기였던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발행부수가 감소하
는 경향을 보이다가 아베정권이 들어선 2013년과 2014년에 발행부수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대표적인 보수저널리즘인 문예춘추사의 쇼쿤(諸君)에서도 찾
아볼 수 있는데, 쇼군은 아베내각 1기 시기였던 2006년과 2007년 최대 85,000부 
정도를 발행하였으나, 민주당정권이 들어선 2009년에는 6만부 정도로 발행부수가 
감소하였으며, 이후 휴간되었다. 보수 성향의 요미우리신문의 위안부문제의 보도횟
수가 매년 평균 20-30회 미만 보도되었다가 아베내각의 집권 시기 2007년 172회, 
2013년 490회로 급증한 것과 연관해서 생각해 볼 때, 일본 사회의 내셔널리즘의 
담론이 상시적이라기보다는 특정시기 정치적 기회구조와 연동하여 부각되는 것임
을 알 수 있다.

보수 저널리즘의 특징은 대외관련 역사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이
다. 히구치(樋口)의 조사에 따르면, 1997년부터 2009년까지 역사관련 기사가 항상 
10%이상을 넘어서고 있는데, 한국, 중국이 이러한 잡지 내에서 주된 적국으로 등
장하고 있다. 이들 기사는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위안부는 상행위였
고, 어떠한 강제성도 없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한국이 위안부에 대해 어떠
한 증거를 찾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강제에 의한 것이라 주장한다고 
말한다.16) 

한편, 2012년 2차 아베 내각 출범 이후, 자민당 정부의 언론장악과 이로 인한 

16) 樋口直人. 2014. 『日本型排外主義』. 名古屋大学出版会. pp, 15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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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우경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2013년 특정비밀보
호법 제정, 2014년 NHK에 대한 개입확대, 2016년 아베내각에 대한 비판적 입장
을 보인 TV 앵커 교체, 2016년 총무상의 발언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2013년 
11월 26일 중의원에서, 12월 6일 참의원에서 강행 처리된 특정비밀보호법은 유출
시 국가안보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특정비밀로 지정
하여(제3조 1항), 이를 유출한 공직자는 최장 징역 10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법
률로서 제공받은 특정비밀을 유출한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벌
칙규정을 두어 언론인 처벌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언론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17) 더욱이 2016년 2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
무상은 정치문제 보도의 공정성을 보이지 않은 언론은 방송 면허를 취소당할 수도 
있다고 발언을 한 바 있는데, 이는 아베내각에 대한 비판적 보도 통제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최근 미디어 환경에 대한 일련의 변화를 반영하여 2016년 4월 국경 없는 기자
단이 발표한 세계언론자유지수에서 일본은 2010년 11위에서 2016년 72위로 대폭 
하락하게 되었다. 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데이빗 케이(David Kaye)
는 일본의 보도의 독립성은 중대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고 미디어의 독립성 보호 
및 국민의 알 권리촉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한 바 있다.18)

2차 아베내각 이후 수상의 TV출연이 일부 방송국에 편중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간접적인 미디어 통제라는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19) 수상의 TV출연은 수상의 
방송선별을 방지하기 위해 각 방송사별 순서대로 출연하게 되는 것이 관례였으나, 
아베 총리는 관례를 취하지 않고, 인터뷰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수
상의 TV출연은 방송의 가치와 시청률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2014년 8월 아사히신문는 <위안부 문제를 생각한다>라는 특집을 통해 위안부 문
제와 관련된 초기의 보도에 대해 오보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기사를 게재하고 철회
함으로써, 일본 사회에서의 리버럴 미디어의 위축이 가속화되었다.

17) 일본 경제신문의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응답자 중 일본의 우경화를 느낀다는 답변은 45%이고, 느끼
지 못한다는 답변은 55%였고, 우경화를 느끼는 사람들은 주로 특정비밀보호안의 타결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日本經濟新聞 2013年 12月 8日)

18) 毎日新聞　2016年 4月 25日
19) 2014년 중의원 선거 이후 2015년 총리의 TV출연은 니혼테레비(요미우리테레비 포함), 후지테레비

(관서테레비 포함), NHK에 집중되어 있으며, 아사히계, TBS계, TV 도쿄계의 출연은 없었던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朝日新聞 2015年 9月 15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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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디어의 다원화와 직접소통의 강화

세계적으로 특이하다 할 만큼 신문 구독자가 많은 일본이지만, 2014년 일본 중
의원 선거에서 정치, 선거에 관한 유권자의 주요 정보원은 TV(63%), 신문(23.1%), 
인터넷(7.2%)의 순으로 나타나는 등  최근 정치적 의사결정에서의 주요 정보원으
로서의 TV, 인터넷 등의 영향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0) 

특히, 이러한 미디어의 다원화에 따른 일본 청년층의 동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
는데, 아사히신문이 지난 4월 실시한 18-19세 청년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일본
의 현 정치사회에 대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들의 정치 및 사회의 움직임에 
대한 정보원은 TV(86%), 인터넷 SNS(58%), 신문(28%), 학교수업(26%), 친구
(11%)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이 가장 신뢰하고 있는 정보원은 TV(52%), 신문
(9%), 인터넷 SNS(8%) 순이었다. 특이할 점은 SNS를 가장 신뢰하고 있는 청년 
중 한국을 싫다고 대답한 사람은 43%로서 신문을 가장 신뢰하는 청년 중 한국을 
싫다고 하는 비율(26%)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21) 2015년 8월 도쿄 신문과 서울
신문이 시행한 공동 여론조사 결과에서 일본 20대의 한국에 대한 친밀감이 타 연
령대에 비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연관하여 생각해 볼 때, SNS 주
된 사용계층인 20대가 SNS 상에서 한국과 관련된 정보를 주로 흡수하고 있으며, 
이들 정보가 한국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비우호적 정보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
인다.

아베 총리는 신문 인터뷰 등은 본인의 의사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가
급적 TV인터뷰 혹은 페이스북,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 불특정 다수와 직접적인 의
사소통을 취하고 있다. 안보법제 중의원 통과 직후인 2015년 7월 6일 마이니치신
문이 아베 내각지지율이 42%, 부지지율 43%로 조사결과를 발표하자, 아베 수상은 
조사가 편향되었다고 비판하고, 니코니코 동영상을 사용해 직접 안보법제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아베 총리의 페이스 북은 12월 5일 현재 542,721명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으며, 1인칭의 시점에서 국정활동을 보고하고, 정치적 입장이나 주장을 
피력하고 있다. 보수정권 하에서 SNS를 통한 정치가와 국민의 직접적 소통이 활
발해 지면서 리버럴 미디어는 상대적으로 더 크게 정치가와 국민 양쪽에서 직접적
인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다.

20) 明るい選挙推進会47回衆議院議員選挙有権者調査　http://www.akaruisenkyo.or.jp/
21) 朝日新聞 2016年 4月 8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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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결론

일본군 위안부피해자문제 합의 관련 양국 정부의 강조점이 상이한 가운데, 일본 
정부는 합의 내용에서 일본 국민 설득에 유리한 부분을 부각시키고, ‘자손 세대에 
사죄를 계속해야 하는 숙명을 지워서는 안 된다’는 레토릭 등을 활용하여, 일본 사
회 내의 반대를 억제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12.28 위안부피해자 문제 합의 
및 이행과 관련하여 일본 내 리버럴, 보수 언론 간 견해차이가 뚜렷이 발견된다. 
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 등 리버럴 성향의 신문은 12.28 합의의 본질, 한일 간 
공동의 노력을 강조하는데 반해, 요미우리신문, 산케이신문 등 보수적 성격의 신문
은 소녀상,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등에 주목하였다. 아울러 아사히, 마이니치신문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의 공동노력에 방점을 두려는 경향이 
강한 데 반해, 보수언론은 문제 해결주체를 한국정부에 국한시키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일본 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내에서는 일본 보수언론의 
견해가 확대 재생산된 측면이 있다. 이는 산케이신문 등 일본의 보수언론이 국민
의 내셔널리즘을 자극하는 전략 하에서 외교적 갈등 프레임으로서 위안부피해자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 횟수가 타 언론사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한국 언론이 이
를 인용함으로써 일본 보수언론의 의견이 한국 내 지나치게 확대되는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음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은 현상을 염두에 두고, 한국 사회 내에서 일
본 사회 내 존재하는 다양한 스펙트럼과 보수화의 성격, 한국사회에서의 일본 보
수언론 증폭의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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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소통형 담론형성 방법의 탐색: 토론형 공론조사 

1. 왜 토론형 공론조사(Deliberative Poll)인가?

본 연구에서 도입해 보고자 하는 새로운 소통형 담론형성 기재로서의 토론형 
공론조사는 스탠포드 대학의 제임스 피시킨(James S. Fishkin) 교수가 고안한 방
법으로서 과학적인 무작위 추출방법과 소규모 집단토론을 통한 숙의를 결합해 공
공정책과 선거에 관한 이슈들의 공공협의를 제공하는 방법이다. 이미 토론형 공론
조사는 영국, 브라질, 호주, 덴마크, 일본 등 20여 개국에서 수차례 진행된 바 있
다.22) 일반 사람들은 주요 공적 이슈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많은 정보를 접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의 의견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으며, 통상
적 여론조사는 미디어에서 보도되는 짧은 인상적 발언 또는 주요 표제에 대한 사
람들의 인상만을 측정하고 있는 한계가 존재한다. 실제로 대중에게 정확한 정치이
슈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했을 때 사람들의 정치적 선택의 결과가 크게 바뀔 수 
있다는 실증연구들이 존재한다(Althaus 1998; Bartels 1996).23) 

피시킨(Fishkin)은 대의 민주주의 하에서 민의가 숙의로 형성되지 못하는 이유
를 비태도, 합리적 무지로 설명한다. 비태도의 문제는 정치에 대한 개인의 관심의 
저하문제 이상으로서 이는 대의 민주주의 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다. 대의
민주주의 하에서 개인의 의견은 대표자 선거를 통해서 반영된다. 하지만 선거에서 
자신의 표가 가지는 영향력은 매우 작다. 선거를 통한 자신의 영향력을 고려하면 
특정 사회적 이슈에 대해 정보를 얻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쓰지 않거나 깊이 생각
하고 판단을 내리지 않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 있다. 비태
도와 합리적 무지로 인해 여론은 불안정하고 정보조작에 취약하다. 나아가 현대의 
정보홍수의 상황에서 개인은 누가 말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 좋을지가 알 수 없
는 상황에서 타인을 믿을 수 없는 일종의 아노미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22)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숙의 민주주의 연구소(Center for Deliberate Democracy, CDD)는 공론조사를 
통한 민주주의의 발전과 여론 형성을 지향하는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http://cdd.stanford.edu.

23) 앨더스(Scott L. Althaus)는 1988년과 1992년 선거에서 정치적 정보를 충분히 가질 경우, 다수의 정치
적 선호가 달라진 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바텔스(Larry M. Bartels)는 1972년부터 1992년 
미국선거연구의 대통령선거자료를 통해 대중들이 충분한 정보를 가졌을 때 투표결과에 상당한 변화가 있다
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인 바 있다. Althaus, Scott L. 1998. “Information Effects in Collective 
Preferences.”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92, No. 3. pp. 545-558; Bartels, 
Larry M. 1996.“Uninformed Votes: Information Effects in Presidential Election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40, No. 1. pp. 19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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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0년대 이후 무작위로 추출된 시민(미니 퍼블릭)의 토의
를 정책결정에 활용하려고 하는 실험이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토론형 공론
조사는 그 대표적인 예이다.

토론형 공론조사는 다수결에 의한 타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가치관의 차이를 인정하고, 보다 많은 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면
서 민의를 형성하는 것으로서 토의를 통한 민의의 형성은 예상과 다른 의외의 결
과를 도출하기도 한다. 1996년에서 1998년까지 미국 텍사스 주 전력 8개사가 8개 
지역에서 실시한 공론조사 결과에서는 풍력에너지와 태양에너지 도입을 위해 매달 
세금을 더 낼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였는데, 각 지역 200여명이 주
말 2일간의 텍사스 주 장기 전력공급계획을 토론한 결과 시민의 최대 관심은 저가
격의 전력공급이라고 당초 예상한 것과는 다르게 시민들은 장기적으로 안정된 에
너지의 공급이 중요하다고 일관되게 강조하였다. 나아가 재생가능 에너지라면 기존
전력 요금보다 비싼 것도 감수하겠다는 의견이 사전조사 52%에서 사후조사 84%
로 증가하였다. 텍사스 주는 석유를 중심으로 산업을 지지하기 때문에 지구온난화
에 대한 매우 보수적인 태도를 지속해 왔으나, 공론조사 후 많은 개혁이 이루어지
면서 1996년 당시 풍력발전 하위 지역이었던 텍사스가 현재는 미국에서 풍력발전
을 가장 선도하는 지역이 되었다. 

토론형 공론조사에서의 소그룹 토론이 집단의견의 분극화, 동질화를 가지고 올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가치관에서 유사한 개인 간 의견교환 및 미
디어의 선택이 본래 개인이 가지고 있었던 견해를 더욱 강화시킬 수 있으며, 사회
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의 의견으로 동질화될 수 있다는 근거에서 제기된 것이
나, 토론형 공론조사의 경험적 조사결과 극단적 분극화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의 의견이 전체를 지배하지 않으며, 오히려 사회적 지위
가 있는 사람이 마이너리티의 의견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이 밝혀진 바 있다(篠
原 2012,8). 

2. 토론형 공론조사의 실시방법

토론형 공론조사는 과학적 표본추출의 방식(무작위 추출)로 대표성을 가진 사람
들을 선발하고, 이들에게 정해진 주제에 대해서 1차 조사(T1)를 실시하고, 1차 조
사자 중 토론에 참석할 사람들을 초청한 후, 이들에게 토론주제에 대하여 균형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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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조사(T1)
3000명

무작위 추출
사전자료 송부

약 300여명
2박 3일
토론포럼

2차 조사(T2)

3차 조사(T3)

소그룹 토의 2 & 전체회의

힌 정보가 담긴 사전자료를 송부한다. 일정한 장소에 선정된 토론참석자를 소집하
여 통상 2-3일간 소집단토론 및 전체토론을 실시한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전 2차 조사(T2)를 실시하고, 소그룹 토의 후 전체토론 시간을 통해 소그룹 토의
에서 제기된 질문에 대해 전문가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숙의를 거쳐 
형성된 의견을 3차 조사(T3)조사로 재 측정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그림 2] 토론형 공론조사의 구조

토론형 공론조사는 토의 참가자의 합의가 아닌 숙의된 민의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대표성이 높은 미니 퍼블릭을 형성하기 위해 엄밀한 무작위 추출
을 중시한다. 일반적으로 토론형 공론조사는 1000명에서 3000명 정도의 1차 설문
대상자 중 150명이상의 토론참가 인원을 상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계층, 젠
더, 에스니시티 등의 개인적 특성에 의거해서 대표성을 확보하게 되나, 특정 사안
에 대한 태도가 이러한 개인적 특성과 반드시 연관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존재
하는 모든 태도를 토론에 포함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피시킨은 사회적 속성마다 추
출률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토의에 참가하는 기회를 개인에게 평등하
게 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T1 조사 참자가 중 소그룹 토의에 참가자를 모집하
게 되는데, 참가에 대한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T1의 참가자와 토의 참가자간의 바
이어스가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대해 피시킨은 참가 인센티브를 높이는 것으로서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소그룹 토의 1 & 전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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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명 시행년도 주관기관

8.31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론조사 2005 ㈜ 메타컴

한미 FTA에 대한 공론조사 2006 ㈜ 한국리서치

북항 재개발에 대한 조사 2007 ㈜ 한국리서치

GMO에 대한 공론조사 2008 ㈜ 월드리서치

통일에 대한 공론조사 2011 KBS

고용, 양극화, 복지관련 국민대토론회 공론조사 2014 ㈜ 한국리서치

사용후 핵연료 관리방안에 대한 공론조사 2015 ㈜ 한국리서치

3. 한국과 일본의 토론형 공론조사 실시 현황

토론형 공론조사는 일반 여론조사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손쉽게 시도하기 어렵다. 한국에서는 2005년 ‘8.31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론조사’ 
를 시작으로 2015년까지 7차례에 걸쳐 시행되었다(표 6 참조). 일본에서는 2009년 
가나가와현 공론조사 실행위원회가 주최한 도주제에 관한 공론조사를 시작으로 
2015년까지 7차례 실시되었다(표 7참조).

<표 6> 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한국에서의 공론조사는 정부나 준 정부부처에서 
국정운영 측면에서 정부의 당면문제에 대해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 조사
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정책 결정을 염두에 두고 실시를 의뢰한 것으로 보이나,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토론형 공론조사결과가 정책결정에 반영된 예는 없다.

<표 6> 한국의 토론형 공론조사 실시현황

<표 7>은 일본에서 실시된 토론형 공론조사현황이다. 게이오 대학 공론조사 연
구소를 중심으로 지자체의 정책결정을 위한 토론형 공론조사가 주로 진행되었다. 
후지사와시의 미래를 위한 비전 설정에 공론조사의 결과가 반영되었으나, 그 외 
토론형 공론조사 결과가 정책결정에 직접적으로 반영된 예는 없다. 토론형 공론조
사를 반영할 경우 정책결정 과정 자체의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국정 혹은 지자
체에서 이를 활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개인 간 이해관계가 균일하지 않음에 따라 국가의 정책결정에서 토론형 공론조
사의 결과를 활용은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사드배치와 같은 사안의 경
우 개인 간 이해관계가 균일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1차적으로 토론형 공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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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명 시행년도 주관기관

도주제에 관한 공론조사 2009 가나가와현 공론조사 실행위원회

후지사와시의 미래 1일 토론 2010 후지사와시, 게이오대 DP연구소

후지사와의 선택 1일 토론 2010 후지사와시, 게이오대 DP연구소

연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세대의 선택 2011 게이오대 DP연구소

BSE문제에 관한 공론조사 2011 BSE문제 관련 공론조사 실행위원회

에너지 환경의 선택지에 관한 공론조사 2012 에너지선택지 공론조사 실행위원회

눈과 우리의 생활 2014 삿포로시, 게이오대학 DP 연구센터

사를 통한 숙의를 형성한 후, 이를 근거로 이해관계자들과의 합의를 진행하는 편
이 타당할 것이다. 반면 3색신호등 도입 등의 사안은 사회구성원 간 이해관계가 
균일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토론형 공론조사 실시 이후 조사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7> 일본의 토론형 공론조사 실시현황

한편, 최근 국가 및 민족 간 대립상황에서 숙의 민주주의가 화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검토를 여러 연구자들이 진행하고 있으며, 대체로 긍정적
인 결과를 예측하고 있다(O’Flynn 2006; Dryzek 2010; 金敬黙, 2013; 林明仁, 
2013; 村田哲樹, 2013). 특히 이들이 화해를 위해 숙의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보
는 이유는 주권, 영토, 국민이 한 국가를 이루고 있으나, 국가 간 화해는 정부섹터
의 화해에만 머물고, 실제로 많은 경우 시민섹터가 추구하는 화해는 결여되어 있
기 때문이다. 캄보디아 분쟁, 크로아티아 내전 등에서 많은 경우 국가 레벨에서의 
분쟁해결에 몰두한 나머지 국민의 일상생활에서의 다툼의 해결은 묵인되었다. 이것
이 진정한 의미에서 화해를 이루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일본은 2차 세계
대전과 관련해서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 배상의 책임을 지고, 2국간 국가배상 혹
은 국가의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대신에 무상자금협력 등의 경제협력을 실시하였으
나, 이러한 배상을 포함한 경제협력이 국가 간 화해에 충분히 기여하였다고는 보
기 어렵다. 

숙의 민주주의는 개인이 숙의와 논의를 통해서 서로의 의견을 수정하고 변화시
켜 나가는 것을 중시하는 민주주의적 사고이다. 숙의는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이유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오프린(Ian O’Flynn)은 분단사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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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적 내셔널리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숙의민주주의가 이 시민
적 내셔널리티의 창출에 기여한다고 본다(O’Flynn 2006,56). 일단 숙의를 행하는 
것으로 동의한다면 각 집단은 단순히 자기 자신의 이익에 호소하는 형태로 자기주
장을 정당화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숙의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인정받기 위해서
는 타 집단의 주장을 고려해야 한다.  

한일 양국 정부주도의 화해의 시도는 한일기본협정 체결과정에서 보여 지는 바
와 같이 역사인식 문제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과거의 역사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는 수단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식민지 지배에 대한 가해자
와 피해자 모두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역사문제에 대한 해결이 요원
해진 측면이 있다.

아사히신문(朝日新聞)이 한국, 중국, 일본에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본의 식민지 지배 및 중일전쟁의 처리 등 역사 문제가 해결되었는가라는 질문에 
한국에서는 97%, 중국에서는 88%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답한 반면, 일본에서는 
48%가 '해결되었다', 47%가 '해결되지 않았다'로 여론이 양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12월 아베수상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해서도 한국과 중국에서는 '좋지 
않았다'가 각각 97%, 95%에 이른 반면, 일본에서는 '적절하다'와 '적절하지 않다'
가 각각 41%, 47%로 나타나고 있다.24) 한국 동아시아연구원과 일본 언론 NPO의 
상호인식 조사에서 양국에 대한 인식이 나쁜 이유는 한국의 경우 일본의 역사인식
문제(76.3%)와 영토문제(71.6%)를 지적하고 있는 데 비해, 일본의 경우 역사문제
로 인한 한국인의 일본비판(73.9%)과 영토문제(41.9%)였다. 즉 한국인은 일본인의 
역사인식 때문에 양국관계가 악화된다고 보는 반면, 일본인은 역사문제로 인한 일
본 비판이 주된 양국관계 악화의 원인으로 지적한다. 기본적으로 일본인들은 일본 
정부의 입장을 따라 한일기본관계조약에 근거, 피해에 대한 정치경제적 견지에서 
역사적 책임을 말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인식론적 관점에서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일본의 역사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세대교체로 전쟁에 직접 참
여하지 않았거나, 전쟁에 대해 잘 모르는 전후세대의 비율이 증가하게 되면서 역
사에 관한 양국 간 인식의 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한일 간의 화해는 국가 및 정부레벨에서의 화해 뿐 아니라 
미크로 레벨에서의 국민 간 화해가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민족적인 갈
등의 문제로 보이는 문제를 보편적인 문제로 쟁점화 하여 숙의하는 것이 필요하

24) 朝日新聞 2014年 4月 7日, 일본경제신문의 2014년 1월 여론조사에서는 아베수상의 야스쿠니신사참
배에 대해 적절하다가 45%, 적절하지 않다가 43%인 것으로 나타났다(日本經濟新聞 1月 27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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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한일 양국 내 숙의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일상 생활권까지 확장하여 숙의할 수 
있는 제도의 설계가 필요하다.

4. 소결론

토론형 공론조사는 대의 민주주의 하에서 숙의를 통한 민의가 형성되지 못하고, 
일반 사람들이 주요 공적이슈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미디어에서 보도되
는 짧은 인상적 발언 또는 주요 표제를 통해 의견을 형성하고, 이를 근거로 정책
이 결정되는 현상을 보완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서 1990년대 이후 무작위로 추출
된 시민(미니 퍼블릭)의 토의를 통해 형성된 숙의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방법
이다.

한국과 일본에서는 2000년대 이후 각기 7차례에 걸쳐 토론형 공론조사가 진행
된 바 있으며, 이들은 주로 중앙 및 지방정부의 당면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
가 강한 것이었다. 한편, 최근 많은 연구자들은 국가 및 민족 간 대립상황에서 토
론형 공론조사를 비롯한 숙의민주주의의 방법이 양국 간 화해의 수단이 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들이 제기하는 문제의 출발점은 시민사회 간 화해가 결여
된 채 정부섹터의 화해가 진행됨으로써, 양국 간 진정한 의미의 화해를 이루지 못
했다는 점이다. 한일 양국 간에도 한일 양국 정부주도의 화해의 시도는 현재의 상
황을 타개하는 수단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식민지 지배에 대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역사문제에 대한 해결이 요원해진 측면이 
있다.

숙의 민주주의는 개인이 숙의와 논의를 통해서 서로의 의견을 수정하고 변화시
켜 나가는 것을 중시하는 민주주의적 사고이다. 일단 숙의를 행하는 것으로 동의
한다면 각 집단은 단순히 자기 자신의 이익을 주장하는 것에서 나아가 타 집단의 
주장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 한일 간 적대적 국민정서가 심화되고 있고, 특히 젊은
이들 사이에서 그러한 정서가 확대되고 있다. 양국에 대한 편향된 이미지가 매스
컴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도되는 데에 따른 동반현상으로 추측된다. 토론형 공론조
사 시 제공되는 충분한 정보와 토론의 숙의의 과정은 자칫 민족적인 갈등의 문제
로 간주되었던 문제를 보편적인 문제로 승화시킬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한일 양국 국민 간 토론형 공론조사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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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토론형 공론조사의 적용: 위안부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1. 연구의 진행

(1) 연구팀의 구성
 

본 연구팀은 한일 간 대학생의 인식격차 요인을 분석하고 새로운 소통방식을 발
견하는 것을 목표로 함에 따라, 연구책임자(최은봉), 공동연구자(박명희)외 이화여
대 대학생 2명(공도영, 장선우)을 연구팀에 합류시키고, 설문의 작성 및 분석, 소그
룹 토의의 진행 등의 작업을 진행하였다. 토론형 공론조사 방식 및 내용과 관련해
서는 게이오 대학 소네 야스노리(曾根泰教) 교수, 호세이 대학 스기타 아츠시 교
수(杉田敦) 와세다대 김경묵 교수의 자문을 얻었다.

(2) 주제의 선정
2016년 1월부터 3월까지 본 연구팀은 선행연구 및 기초자료의 분석, 국내외 전

문가들과의 면담을 통해 2015년 12월 28일 타결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한일관계의 주요 현안으로서 미래 세대의 숙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하였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1990년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일본 정부에 진
상규명을 요구하고, 1991년 고 김학순 할머니가 증언한 이래 25년간 한일 간 
외교 현안이 되었으며, 양국 국민이 인식하는 양국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 및 일본 내 보수 언론 및 단체가 역사수정주의 운동을 하는데 주로 활용
한 사안이기도 하였다. 2015년 실시된 <제3회 한일 공동 여론조사> 조사에서 
양국 국민은 한일관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독도문제’(한국:88.3%, 일
본:62%)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한국:63.5%, 일본:58%)를 지목하고 있는데, 
일본 지식인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47.3%)가 가장 
난제로 꼽히고 있다. 일본 내 인터넷 기반 배외주의 운동단체인 <재일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의 회(在日特権を許さない 市民 の会>에 참가하는 사람들
은 근린 국가가 역사문제를 빌미로 반일운동을 주도하는 현상이 운동 참여의 
계기이며, 대표적인 사례로 위안부 문제를 지목하고 있다.

한편, ‘12.28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이후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간의 시각차이보다 한국 내 정부와 시민사회간의 시각차이가 명확하고, 
한국 내 2015년 12월 합의 직후 합의에 대한 평가와 2016년 이후 합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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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평가가 현저히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팀은 이러한 현상에 미디
어 보도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1차 년도에서는 한국의 대학생을 중
심으로 위안부피해자문제 합의에 관한 숙의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토론형 
공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에 중점을 두기로 결정하였다. 일본 대학생 조사는 2
차 년도 연구를 위하여 소규모 면접조사를 통한 한일 대학생간 인식격차를 확
인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피시킨은 본격적인 토론형 공론조사의 실시를 위해 무작위 추출(1000명
-3000명 규모)을 강조하지만, 이는 많은 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금번 조사에서는 파일럿 프로그램으로서 특정 의견을 가진 이들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준수한 후, 대상자가 자유롭게 설문, 토론에 참여하는 방식
을 취하였다. 1차 설문 과정에서의 무작위 추출의 과정이 생략된 점, 토론참
가자의 규모가 작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으나, 그 외 과정은 토론형 
공론조사에서 제시하는 전 과정을 준수함으로써, 변화의 추이를 살펴볼 수 있
도록 하였다. 본 조사의 결과는 한국 대학생 전반의 의식조사결과로 해석하기
는 어렵지만 한일 간 현안문제에 대한 숙의가 이루어지는 곳이 일상 생활권으
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는 만큼 소통의 담론형성의 시작으로
서 가지는 의미는 크다고 볼 수 있다.

(3) 설문 및 사전 자료의 구성 
본 연구의 설문은 크게 두 가지의 논점에 의거, 1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논점 1>은 12.28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논점 
2>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문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은 무엇인가이다. 
논점을 크게 두 가지로 구성한 것은 단순히 위안부피해자 문제 합의에 대한 
찬반을 넘어서 위안부피해자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숙
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사전배포자료에는 1일 토론의 기획의도, 논점,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문제의 
전개, 12.28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문제 합의내용, 한국 외교부의 일본군 위안
부피해자문제 합의관련 Q&A, 한국의 시민단체 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의 합의 
이후 발표 내용, 일본의 시민단체인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전국행동(日本軍「慰
安婦」問題解決全国行動)의 발표내용을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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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이화여대 대학생 20명
○ 주제:  위안부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 1차 사전 설문조사 실시: 2016년 6월 22일– 23일
○ 사전 토론자료 발송:  2016년 6월 24일(전체내용 숙지요망)
○ 토론당일: 6월 24일 
            9시 30분 – 등록
            10시 00분 – 10시 30분  오리엔테이션, 2차 설문조사 
            10시 30분 – 12시      그룹 토의 
            12시 00분 – 1시        전체 토론 및 3차 설문조사

(3) 토론형 포럼의 실시(1차: 6월 22일, 2차: 8월 22일) 

가. 이화여대 대학생 20명 대상

‘위안부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1차 토론형 포럼은 이화여대 대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6월 1일부터 15일까지 토론에 참가할 학생들을 모집하
고, 1차 설문을 실시하였다. 6월 22일 토론 참가 지원자들에게 사전정보 자료
를 배포하였다. 토론 당일에는 토론형 공론조사의 취지를 설명하고, 사전정보 
및 전문가 동영상(10분) 상영 후 2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소그룹 토론에는 모
더레이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모더레이터 교육을 실시
(6.23)하고 당일 2그룹으로 나누어 토론을 실시한 후, 전체 토론시간을 통해 
소그룹 토론에서 나온 내용을 공유하고,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제공한 후  
3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 1차 토론형 공론조사 개요(2016.6.24.)

나. 제45차 국립외교원 하계 외교워크숍 참가자 70명 대상

‘위안부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2차 토론형 공론조사는 국립외교원 하계 대
학생워크숍 참석자 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참가 대학생들은 전국 각 대
학에서 선발하여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로서 전국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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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국립외교원 하계 대학생외교워크숍 참석자 70명 
○ 주제:  위안부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 1차 사전 설문조사 실시: 2016년 8월 17일 – 18일
○ 사전 토론자료 발송:  2016년 8월 20일(전체내용 숙지요망)
○ 토론당일: 8월 22일 
                 10시 50분 – 11시 10분 등록
                 11시 10분 – 11시 20분: 오리엔테이션 
                 11시 20분 – 11시 40분: 전문가동영상 
                 11시 40분 – 12시 15분: 그룹 토의
                 12시 15분 – 12시 20분: 전체 질의/응답
                 12시 20분 – 12시 30분 2차 설문조사  

있다. 1차 이화여대 토론조사에서는 전체 3시간을 사용하여 조사하였으나, 이
번 토론은 토론 시간이 1시간 30분임을 고려, 1차 설문조사와 토론 후 2차 
설문 조사로 축약하여 진행하였으며, 모더레이터 1인을 추가하여 총 3그룹으
로 나누어 소그룹 토론을 진행하였다.

■ 2차 토론형 공론조사 개요(2016.8.22.)

      

(4) 일본대학생 인식조사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문제 합의에 대한 일본 대학생들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홋가이도 교육대학 대학생 8명에 대한 면접조사(2016.9.20.)를 실시하였다. 이들에 
대한 질문항목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문제 합의 및 해결노력에 대한 문항(5문항)
과 한국에 대한 생각을 묻는 문항(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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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안부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토론형 공론조사 결과

(1) 1차 토론형 공론조사: 이화여대 대학생 20명 대상(2016.6.24)

2015년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한일 정부 간 합의에 대
해 T1 조사 응답자들은 84.6%가 부정적(평가할 점이 있으나 잘못되었다 76.9%, 
잘못되었다 7.7%)으로 답하고 있으며, 15.4%가 긍정적(대체로 잘 되었다 15.4%) 
으로 답하고 있다. 이후 토론 전 참고자료 배포 및 전문가 동영상 시청 이후 진행
된 T2 조사에서는 1차 조사에 비해 부정적 답변(평가할 점이 있으나 잘못되었다 
15.4%)이 크게 축소하고, 긍정적 답변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대체로 잘되었다 
61.5%, 아쉬운 점이 있으나 잘 되었다 23.1%). 소그룹 토론 및 전체 토론 이후 
실시한 T3조사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이 더욱 증가하여 92.3%가 긍정적(대체로 잘 
되었다 76.3%, 아쉬운 점이 있으나 잘 되었다 15.4%)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부정
적 의견(평가할 점이 있으나 잘못되었다 7.7%)이 감소하였다.

         Time 1 조사                         Time 3 조사

[그림 3]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정부간 합의 평가(6.24)

합의의 무효화 주장에 대해서는 T1 조사에서는 46.3%가 무효화해야 한다는 의
견을 보이고 있으며, 53.8%가 일단 합의를 인정한 후 합의의 본질에 맞게 수정해
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자료숙독, 그룹 토의 이후 T3조사에서는  일단 합
의를 인정한 후 합의의 본질에 맞게 수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증가하여 84.6%이
며, 무효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5.4%로 감소하였다. 소그룹 토의를 통하여 무효화 
이후 한국이 입게 되는 외교적 신뢰저하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으며(3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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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협상가능성에 대한 기대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30%->7.7%).  

           Time 1 조사                         Time 3 조사

[그림 4] 12.28 합의 무효화에 대한 의견(6.24)

소녀상이전과 관련하여서는 T1, T3조사 모두 84%이상이 '이전해서는 안 된다'
는 의견을 보이고 있으며, 90% 이상이 소녀상 이전은 위안부할머니가 결정할 사
안이라고 답하고 있다. 

한편, 향후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문제 해결의 주체를 묻는 문항에서 T1 조사에
서는 '한일정부와 시민사회' 53.8%, '한국정부' 38.5%였으나, T3조사에서는 '한일
정부와 시민사회' 92.3%, '한일시민사회' 7.7%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소그룹 토
의를 통하여 위안부문제에 대한 당사자성, 시민사회의 책임의식이 고양된 것으로 
관찰된다.  

          Time 1 조사                         Time 3 조사
[그림 5] 향후 위안부피해자 문제 해결의 주체(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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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에 대한 평가에서 참가자들은 TV 뉴스, 신문 등 언론보도에서 강조된 점이 
아니라, 배포된 자료 및 동영상을 통해 국제정치적 측면, 일본 국내정치적 측면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접해보면서 위안부문제를 보다 객
관적으로 볼 수 있었다고 평가하며, 매체에서만 접했을 때와는 다른 평가를 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기존에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입장에 맞춘 정보를 
위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인식한 계기가 되었다고 평
가하였다. 나아가 한일 시민사회 차원에서 합의를 이행하고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
하다는 의견이 강화되면서, 양국 간 위안부피해자문제 합의문에 의거한 이행을 점
검할 수 있는 합의체를 만들고, 역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안되었다.

(2) 2차 토론형 공론조사: 국립외교원 외교워크숍 참가자 70명 대상

‘위안부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2차 토론형 공론조사는 국립외교원 하계 대
학생워크숍 참가자 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1차에 비해 토론 시간이 부
족하고, 참가자의 수가 많아서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는 있으
나, 통상적 여론조사와 같은 형식으로 실시된 T1 조사와 정보제공 및 토론 
이후 실시된 T2조사에서의 변화가 관찰되었다. 1차 이화여대 대학생을 대상
으로 한 토론형 공론조사의 결과 및 참가자들의 공론조사 평가후기를 참고로 
할 때, 충분한 토의 시간이 주어질 경우, 결과에서 더 큰 차이가 발견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한일 정부 간 합의에 대해 응답자들은 T1 
조사에서는 92.8%가 부정적(평가할 점이 있으나 잘못되었다 58%, 잘못되었다 
34.8%)으로 답하였으나, 사전조사 배포 및 전문가 동영상 시청 이후 진행된 T2 
조사에서는 1차 조사에 비해 부정적 답변이 67.7% (평가할 점이 있으나 잘못되었
다 57.4%, 잘못되었다 10.3%)로 감소하였다. 특히, 잘못되었다는 응답이 34.8%에
서 10.3%로 감소하고, 아쉬운 점이 있으나 대체로 잘되었다(32.4%)는 의견이 증가
한 것이 특징이다. 토론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가 지니고 있는 국내정치
적, 국제정치적, 인권적 측면 등 다양한 측면에 대해 점검을 한 결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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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정부간 합의 평가(8.22)

합의의 무효화 주장에 대한 의견에서는 T1 조사에서는 46.4%가 무효화해야 한
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으며, 49.3%가 일단 합의를 인정한 후 합의의 본질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으로서 거의 비슷한 비율을 보였으나, T2조사에서는 일단 합
의를 인정한 후 합의의 본질에 맞게 수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크게 증가하여 
70.6%이며, 무효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25%로 감소하였다. 소그룹 토의를 통하여 
무효화 이후 한국이 입게 되는 외교적 신뢰저하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으며
(64.2%->72.6%), 재협상가능성에 대한 기대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4.9%->6.5%).  

[그림 7] 12.28 합의 무효화에 대한 의견(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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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에 대한 보완책으로 토론참석자들은 아베총리가 직접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것(57.1%), 역사교육을 강화할 것(21.4%), 박근혜대통령의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 
경위 설명(5.8%)의 순으로 제안하고 있다.

소녀상이전과 관련하여서는 T1, T3조사 모두 80%이상이 이전해서는 안 되며, 
소녀상 이전은 위안부할머니들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답하고 있다. 향후 일본군 위
안부피해자 문제 해결의 주체를 묻는 문항에서는 T1 조사에서는 한일정부와 시민
사회 52.2%, 한일정부 23.2%, 한국정부 15.9% 순이었으나, T2조사에서는 한일정
부와 시민사회 69.1%, 한일정부 14.7% 한일시민사회 7.4%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1차 토론형 공론조사(6.24)와 마찬가지로 소그룹 토의를 
통하여 위안부문제에 대한 당사자성, 시민사회의 책임의식이 고양된 것으로 관찰된
다.

[그림 8] 향후 위안부피해자 문제 해결의 주체(8.22)

3.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문제 합의에 대한 일본 대학생 인식

2016년 9월 20일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문제 합의에 대한 일본 대학생들의 인식
을 살펴보기 위해 홋가이도 교육대학 대학생 8명에 대한 면접조사(2016.9.20.)를 
실시하였다. 환경적으로 한일관계 이슈에 노출이 빈번한 동경 내 거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기보다 상대적으로 노출빈도가 적은 일본 지방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일반 대학생들의 인식을 파악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미디어 전문가의 조
언을 기반으로 한국을 방문한 홋가이도 교육대학 1-2학년생 8명을 대상으로 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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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조사대상의 87.5%가 12.28 위안부 피해자문제 합의에 대해 긍정적으

로 평가('부족한 부분이 있으나 평가한다'. 62.5%, '평가한다' 25%)하고 있으며, 
합의에 대한 무효화는 단 한사람도 동의하지 않았다. 소녀상 이전과 관련해서는 
75%가 '이전해야 한다'('이전해야 한다' 37.5%, '일본정부가 착실히 합의를 이행한
다면 이전한다' 37.5%)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한편, 소녀상이전 결정의 주체에 대해서 한일 대학생 간 인식의 차이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2차 토론형 포럼에서 한국 대학생들
은 90%이상이 소녀상 이전결정의 주체가 위안부할머니라고 보고 있는 반면, 일본 
대학생들은 50%가 한국정부가 소녀상 이전을 결정할 수 있다고 본다. 일본 학생
들 역시 위안부문제의 합의의 주체로서 한일정부와 더불어 한일 시민사회의 역할
을 강조한다.

[그림 9] 소녀상 이전주체에 대한 한일 대학생간 인식격차

한일 간 위안부피해자문제 합의가 진행된 후 1년이 경과한 이 시점에서 일본 
측의 소녀상 이전과 관련된 논의가 다시금 과열되고 있다. 이에 한국 측의 인식, 
즉 소녀상 이전은 위안부할머니들이 납득하고 허가하는 조건에서 이전, 철거될 수 
있다는 것을 일본 측에 전달하고, 한일 정부와 시민사회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함
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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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소결론 

1차 토론형 공론조사(6/24), 2차 토론형 공론조사(8/22)의 결과 한일 간 현안이
슈에 대한 충분한 정보의 제공과 숙고의 과정이 주어진다면 사안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적 여론조사에서는 합의에 대한 찬
반에 중점을 두고 있는 데 반해 토론형 공론조사는 문제와 함께 해결방안까지도 
함께 숙고함으로써, 토의 후 결과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었다고 관찰된다. 한편, 
한일 대학생간 소녀상 이전 주체에 관한 인식의 차이에서 보여 지는 바와 같이 문
제 해결방법에 대한 양국 국민의 인식이 상이한 만큼, 이에 대한 양국 국민의 이
해가 문제 해결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팀의 연구가설인 한일 간 갈등적 사안에 대한 상호인식의 간
극은 미디어 환경을 통해 주로 영향을 받으며, 미디어 프레임의 동반효과의 부정
적 결과는 소통형 담론기제를 통해 어느 정도 약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
큼, 양국 간 화해를 위한 토론형 공론조사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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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국교정상화 이후 50년, 한일관계는 갈등은 있었지만, 큰 틀에서 발전을 거듭해 
왔고, 양국 국민은 의식하지 못한 채 상대국의 문화를 향유하게 되었다. 큰 폭으로 
확대된 양국 간 민간교류와 문화의 하부구조화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아직까지도 
양국 정부 간 관계의 부침에 연동되는 불안전한 상황이 전개되는 것은 양국 국민 
간 신뢰 관계가 구축되지 못하고,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는 제도가 부재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50년간 행해졌던 양국 정부주도의 화해의 시도는 현재의 상
황을 타개하려는 수단적 의미로서 시행되었으며, 이로 인해 양국 국민 간 화해를 
위한 과정은 결여되었다. 상대국에 대한 이해가 없는 가운데 미디어를 통해 형성
된 상대국에 대한 인식은 불안정하고, 이것이 여론이라는 형태로 집약되어 정치지
도자 및 외교당국의 행동에 크게 영향을 미치면서 양국 정부의 외교를 위한 운신
의 폭을 제한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1991년 이래 25년간 한일 간 주요 외교 현안이 되었던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문제를 사례로 한일 양국 국민의 부정적 정서가 확산되는 과정을 밝
히고, 토론형 공론조사를 통한 양국 간 소통의 담론 형성의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
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90%이상 한국 국민이 한국의 미디어를 통해 일본을 인식하게 되는 가운
데, 일본 내 보수언론의 견해가 실제보다 확대 유포되고 있다. 12.28 위안부피해자 
문제 합의 및 이행과 관련하여 일본 내 리버럴, 보수 언론 간 견해차이가 뚜렷이 
발견된다. 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 등 리버럴 성향의 신문은 12.28 합의의 본질, 
한일 간 공동의 노력을 강조하는데 반해, 요미우리신문, 산케이신문 등 보수적 성
격의 신문은 소녀상,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등에 주목하였다. 아울러 아사히, 마이
니치신문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의 공동노력에 방점을 두
려는 경향이 강한 데 반해, 보수언론은 문제 해결주체를 한국정부에 국한시키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일본 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한
국 국내에서는 일본 보수언론의 견해가 확대 재생산된 측면이 있다. 이는 산케이
신문 등 일본의 보수언론이 국민의 내셔널리즘을 자극하는 전략 하에서 외교적 갈
등 프레임으로서 위안부피해자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 횟수가 타 언론사에 비해
서 많기 때문에 한국 언론이 이를 인용함으로써 일본 보수언론의 의견이 한국 내 
지나치게 확대되는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음으로 분석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해당 이슈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접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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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상태에서 자신의 의견을 형성하고, 이것이 외교문제에 있어 여론으로서 영향력
을 행사하고 있는데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위안부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한 1차 토론형 공론조사(6/24), 2차 토론형 공론
조사(8/22)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한일 간 현안이슈에 대한 충분한 정보의 제공과 
숙고의 과정이 주어진다면 사안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일 토론을 진행한 결과, 12.28 합의에 대한 평가와 향후 대응방안에 대
한 의견에서 토론 전과 토론 후 조사 간 변화를 발견할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12.28 합의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약화되었으며, 향후 대응에 있어서도 합의 무
효화보다는 합의 인정 후 본질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화되었다. 나아
가 위안부피해자 문제해결을 위한 한일 정부주도의 해결에서 벗어나 한일정부와 
시민사회, 한일시민사회의 역할을 강조하는 등 위안부 피해자문제에 대한 당사자
성, 시민사회의 책임의식이 고양된 것으로 관찰되었다. 

일반적인 여론조사는 합의에 대한 찬반 확인에 중점을 두고 있는 데 반해 토론
형 공론조사는 문제와 함께 해결방안까지도 숙고하도록 하며, 배포된 자료 및 동
영상을 통해 국제정치적 측면, 일본 국내정치적 측면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고려해 볼 수 있도록 한 것이 변화를 견인한 요인이 되었다
고 평가되었다. 1차 설문 시 무작위 추출의 과정이 생략된 점, 토론참가자의 규모
가 작다는 점 등으로 인해 본 조사의 결과를 한국 대학생 전반의 의식조사결과로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본 조사에 참여한 미니 퍼블릭을 통해 관찰된 한일관계 현
안에 관한 숙의와 의견의 변화가 가지는 의미는 크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한일 대학생 간 소녀상 이전 결정 주체에 관한 인식의 차이(한국 대학생: 
위안부 피해자, 일본 대학생: 한국 정부)등 에서 보여 지는 바와 같이, 위안부 피
해자 문제 해결방법에 대한 양국 국민의 인식이 상이한 만큼, 본격적인 문제해결
에 앞서 이러한 상황에 대한 양국 국민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팀의 연구가설인 한일 간 갈등적 사안에 대한 상호인식의 간극
은 미디어 환경을 통해 주로 영향을 받으며, 미디어 프레임의 동반효과의 부정적 
결과는 소통형 담론기제를 통해 어느 정도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2017년을 여는 현재, 한일관계는 다시금 불안정한 상황에 돌입하고 있다. 한국 
내 위안부 피해자문제 합의에 대한 이해가 자리 잡지 못한 가운데, 2016년 10월 
아베총리는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편지 전달을 털끝만큼도 고려한 바 없다
고 언급하였고, 2016년 12월 말 부산에 또 하나의 소녀상이 세워졌다. 그 어느 때



- 40 -

보다 한일 간 민족적 갈등 이슈에 대해 한일 국민 간 상호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
는 소통형 담론형성을 위한 제도적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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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추진내용  비고

 2월 2일
○ 연구팀 1차 회의
   참석: 최은봉, 박명희

 ○ 연구진행 방향 및 업무분장
 ○ 일본현지조사 계획검토

 2월 12일

○ 연구팀 2차 회의
   참석: 최은봉, 박명희
   연구보조원 2명
 (12시: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 연구보조원 선정
    이화여대 영문과 4년 공도영
    이화여대 정외과 4년 장선우
 ○ 연구방향 공유 및 자료수집
    가이드라인 제시

 2월 15일
    |

 2월 21일

○ 공동연구원(박명희)
   일본 현지조사
   토론형 공론조사 및
   미디어 전문가 인터뷰

 ○ 2월 15일: 게이오 대학
    소네 야스노리(曾根泰教)교수
 ○ 일본 국회도서관 자료조사
 ○ 2월 17일: 호세이대학  
    스키타 아츠시(杉田敦)교수
 ○ 2월 18일: 와세다대학 김경묵 교수

 2월 23일
○ 연구팀 3차 회의
   참석: 박명희, 공도영, 장선우
 (12시: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 자료조사 현황공유 
 - 미디어 자료 기록방식 논의
 - 2009년 이후 한일미디어 여론조사 결과 
 - 한국 및 일본 미디어 위안부 타결관련 
   사설 공유
 ○ 일본현지 조사결과 공유
 - 토론형 여론조사방법 및 이슈선정방식 
   유의점 공유

 3월 10일 
○ 연구팀 4차 회의
   참석: 최은봉, 박명희
(16시: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 한일관계 이슈 및 진행방법 논의
- 20대 청년층을 대상으로 청년층의 특성 과 

한일관계에 대한 태도 연결 방향설정
- 위안부문제, 청년실업문제 등의 연결가능성 

논의
- 토론형 공론조사 실시 학교 및 대상 논의

 3월 17일

○ 연구팀 5차 회의
   참석: 최은봉, 박명희, 
        공도영, 장선우
    (12시: 안국동 반타이)

 ○ 일본 트위터 내 혐한 현황 조사 공유
 ○ 위안부문제 관련 설문 카테고리 구성
-  보편적 인권/인간안보/여성문제 태도
   (일본에 대한 인식, 문화적 친근감 포함)
- 위안부문제 (한일 간, 한국정부/시민사회)
- 중국에 대한 인식
- 한일관계의 미래

4월 5일
○ 연구팀 6차 회의
   참석: 최은봉, 공도영, 장선우
    (12시: 이화여대)

○ 20대의 SNS 사용실태와 정치적 영향력
조사자료 공유
- Pew Rearch Center
[The 2016 presidential campaign-enews 
event that's hard to miss]

4월 12일 ○ 연구팀 7차 회의 ○ 일본 18-19세 여론조사결과 공유

[부록 1] 연구진행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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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 최은봉, 박명희, 
        공도영, 장선우
    (12시: 안국동 스타벅스)

- 아사히신문 4월 8일
- SNS를 주된 정보원으로 하는 계층일수록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가짐

 4월 15일
|

 4월 17일

○ 연구책임자(최은봉)
   토론형 공론조사 현지조사

○ 토론형 공론조사 실행 사례조사
- [전쟁과 화해의 정치학]
- [토론 데모크라시의 도전]

4월 28일

○ 연구팀 8차 회의
   참석: 최은봉. 박명희, 
        공도영, 장선우
    (12시: 안국동 스타벅스)

○선행연구 리뷰
-  후지사와시 토론형 공론조사 사례 공유
○ 토론형 공론조사 방향 결정
- 1차 년도에는 한국 내 정부와 시민사회의 

시각 차이에 대한 인식축소에 집중
- 참가자모집, 토론기초자료, 설문지작성
  전문가동영상 구비

6월 1일
    | 
6월 23일

○ 1차 토론형 공론조사 준비

○ 참가자 모집(이화여대 학생 대상): 20명
○ 1차 설문지 배포/수합
   6월 22일-6월 23일
○ 기초토론자료 배포
○ 6월 22일
   연구팀 토론 전 사전모임
   그룹토의 사회자 토론진행 교육

6월 24일 ○ 위안부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1일 토론

○ 장소: 이화여대 포스코관 262호
○ 시간: 오전 9시 30분 – 13시 30분
○ 참가: 이화여대 13명
○ 자료배포/전문가 동영상 후 2차 조사
   소그룹토의/전체토의 후 3차 조사   

7월 2일

○ 연구팀 9차 회의
   참석: 최은봉. 박명희, 
        공도영, 장선우
    (12시: 안국동 스타벅스)

○ 1차 토론형 토론조사결과 공유
   향후 계획 논의
- 1차 설문 시 12.28합의의 부정적 평가(잘

못되었다. 평가할 점 있으나 잘못되었다) 
84%

  3차 긍정적 평가(잘되었다. 아쉬운 점이 있
  으나 잘 되었다) 92%로 변화보임
  1차 설문 시 합의 무효화해야 한다 46%
  3차 설문 시 무효화해야 한다 15%로 변화
- 정확한 정보와 토론의 과정이 한일관계 
  현안인식에 필요한 것으로 1차 확인됨 

7월 29일
 |

8월 1일

○ 공동연구원(박명희)
   일본 현지조사

○ 일본 국회도서관 자료조사
○ 한일관계 전문가면담, 일본 내 동향 파악
-  동경대학 기미야 타다시   

8월 12일
|

8월 21일
○ 2차 토론형 공론조사 준비

○ 45차 대학생 외교워크숍 참석자 
   전국 각 대학추천 70명 대상
○ 설문지, 기초자료, 전문가 동영상 등 준비
○ 1차 설문지 배포/수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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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17일-8월 18일
○ 기초토론자료 배포 (8월 19일)
○ 8월 19일
   연구팀 토론 전 사전모임
   그룹토의 사회자 토론진행 교육

8월 22일 ○ 위안부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1일 토론

○ 장소: 국립외교원 2층 대회의실
○ 시간: 오전 11시 10분 – 12시 30분
○ 참가: 전국 대학생 70명
○ 자료배포/전문가 동영상시청
   소그룹토의/전체토의 후 2차 조사  

8월 25일

○ 연구팀 10차 회의
   참석: 최은봉. 박명희, 
        공도영, 장선우
    (12시: 안국동 스타벅스)

○ 2차 토론형 토론조사결과 공유
  1차 설문 시 12.28합의의 부정적 평가(잘
못되었다. 평가할 점 있으나 잘못되었다) 
92.8%
  2차 부정적 평가(잘못되었다. 평가할 점 있
으나 잘못되었다) 67.7%, 긍정적 평가(잘되
었다. 아쉬운 점이 있으나 잘 되었다) 32.4%
로 변화보임
  1차 설문 시 합의 무효화해야 한다 46.4%
  3차 설문 시 무효화해야 한다 25%로 변화
- 1차 토론에 비해 토론시간이 충분치 못해 

참가자 숙고의 시간이 짧았다고 평가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들의 인식의 변

화가 관찰됨.

9월 21일 ○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문제관련
   일본 대학생 면접조사

○ 장소: 국립외교원 3층 교수회의실 
○ 시간: 오전 10시 00분 – 12시 30분
○ 대상: 홋가이도 교육대학 대학생 8명
   일본 측 참석교수: 야마오카 쿠니히코
   대학생 남 1, 여 7명 
○ 진행: 설문 진행 후 의견교환 

10월 3일
-

10월 7일

○ 공동연구원(박명희)
   일본 현지 연구결과 발표

○ 일본 오사카 긴키대학, 간세이학원대학
   대학생 대상 연구결과 발표

10월 20일
-

10월 23일

○ 연구책임자(최은봉)
   일본 현지조사
   추가 자료조사

○ 토론형 공론조사 추가 자료조사 

11월 16일 ○ 제1회 학봉상 연구지원사업
   연구결과 발표

○ 장소: 서울대학교 72동 415호 
○ 시간: 오전 11시 00분 – 13시 00분

12월 9일 
○ 연구팀 11차회의
   참석: 최은봉, 박명희, 공도영
   (12시: 안국동 스타벅스)

○ 연구결과 공유
○ 최종 보고서 작성을 위한 업무분장
○ 최종 보고서 제출마감(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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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토론형 공론조사 사전배포자료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1일 토론

본 자료에 대해서

본 자료는 토론형 공론조사 ‘일본군 위안부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참가
자에게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문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토론에 참고할 수 
있도록, 본 조사팀이 편집한 것입니다. 본 자료는 토론형 공론조사 ‘일본군 위
안부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위해서 작성된 것으로서 무단 게재, 인용
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6월 24일

한일대학생 소통형 담론형성팀



  9시 30분 – 등록

  10시 – 10시 30분: 오리엔테이션, 동영상 상영

  10시 30분 – 12시: 그룹토의(식사 포함)

  12시 – 13시 : 전체토론 

                각 그룹 토의 내용 발표, 질문 수합

  13시 – 13시 30분: 사후 설문

목차

Ⅰ. 기획의도

Ⅱ. 토론의 논점

논점 1. 12.28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논점 2.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노력은 무엇인가.

■ 조사의 운영방법 및 6월 24일 진행스케줄

1) 진행방식
   ○ 조사 참가자 모집: 20명

   ○ 1차 설문조사: 2016년 6월 22일 정오 배포 – 22일 자정 수합
   ○ 토론자료 배포: 2016년 6월 23일, 당일 지참, 사전숙지 요청

2) 1일 토론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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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토론형 공론조사 ‘일본근 위안부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기획의도  

1) 2015년 한국의 동아시아연구원(EAI)과 일본의 言論NPO가 양국 국민 1010명을 대
상으로 실시한 <제3회 한일 공동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국민의 72.5%, 일
본 국민의 52.4%가 각기 상대국가에 대한 나쁜 인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같은 조사에서 한일 양국국민은 상대국에 대한 방문의 경험이나 지인이 없
고, 상대국에 대한 정보출처가 90%이상(한국 94.6%, 일본 94.3%)가 자국의 미디어
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2015년 8월 20일 서울신문과 도쿄신문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의 
상대국에 대해 친밀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비율이 한국 71%, 일본 55.6%로 나타났
다. 특히 일본의 경우 타 연령대에 비해 20대가 한국에 대해 친밀감을 느끼지 못하
는 가장 주된 연령층으로 나타나고 있다.

3) 2016년 4월 실시한 아사히신문 18-19세 청년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일본의 
현 정치사회에 대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들의 정치 및 사회의 움직임에 
대한 정보원은 TV(86%), 인터넷 SNS(58%), 신문(28%), 학교수업(26%), 친구
(11%)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이 가장 신뢰하고 있는 정보원은 
TV(52%), 신문(9%), 인터넷 SNS(8%) 순이다. 특이할 점은 SNS를 가장 신뢰
하고 있는 청년 중 한국을 싫다고 대답한 사람은 43%로서 신문을 가장 신뢰하
는 청년 중 한국을 싫다고 하는 비율(26%)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25)

위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양국 국민은 상대국에 대한 정보를 주로 
자국의 미디어를 통해 얻고 있으며, 자국의 미디어 내에서도 TV, 신문, SNS 등 
유입되는 경로에 따라 사안에 대한 평가, 상대국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본 조사팀은 해당 이슈에 대해 충분한 정보제공과 숙고의 과정 없이 미디
어의 프레임에 의해 양국 국민의 인식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소통과 담론의 형성의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양국 대학생
간 토론형 공론조사를 기획하게 되었다.

25) 朝日新聞 2016年 4月 8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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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토론형 공론조사 ‘일본군 위안부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논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1990년 한국 여성단체협의회가 일본정부에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1991년 김학순 할머니가 실명으로 증언하면서 한일 간 큰 
현안으로 자리 잡았음.

◯ 한일 양 정부, 유엔 등 국제사회, 시민사회가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매듭을 짓지 못한 사안임.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일 간 외교문제임과 동시에 
보편적 인권문제, 기억되어야 할 역사의 문제, 피해자 개인의 존엄과 명예회복 
등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

◯ 한일 양국은 12.28일 한일외교장관 회의를 통해 일본군위안부문제에 관한 합의
를 타결하였지만, 이는 한일 양국정부의 외교현안으로서의 타결만을 의미하며, 
향후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한일 양국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이러한 배경 하에서 한일 대학생들이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해결과 관련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토론해 보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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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점 1. 

‘12.28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  일본군 위안부

◯ ‘일본군 위안부’는 일본이 만주사변(1931.9.18)을 일으킨 이후부터 1945년 2차 
세계대전 패전까지 전쟁의 효율적 수행이라는 명목으로 설치한 위안소에 강제 
동원되어 일본군으로부터 성적 피해를 받은 여성을 지칭함. 

   - 2016년 5월 17일 기준,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는 238명이며 이 가운데 196
명이 사망, 42명이 생존하고 있음. 생존 42명 중 최고령은 100세이며, 평균
연령은 89.5세임.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전개

○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문제는 1990년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일본정부에 진상규
명을 요구하고, 1991년 고 김학순 할머니가 실명으로 증언하면서 한일 간 큰 
현안으로 부상하게 되었음.
- 일본정부는 1993년 고노담화를 통해 위안소의 설치, 관리, 이송에 일본군의 

직·간접적 관여가 있었으며, 위안부의 모집에 관헌이 직접 가담한 적이 있음
을 인정하고 사죄함. 1995년 위안부에 대한 보상사업을 목적으로 한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이후 아시아여성기금)’이 창설되었음. 

  - 아시아여성기금은 정부가 국가로서 반성과 사죄의 마음을 표명, 전 위안부에
게 총리의 사죄 서한을 전달하고,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국민적 보상으로서 
민간모금을 실시, 사죄금(atonement)으로 1인 200만 엔, 정부예산으로 1인 
300만 엔의 의료복지를 지원함. 일본정부의 도의적 책임 인정과 민간자금을 
주로 하는 방식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 및 지원단체가 반대함. 정대협은 법적 
책임 인정과 법적 배상을 주장하고, 아시아여성기금 사업 중지를 요구함. 등
록자의 61명이 수령한 가운데 사업이 중지됨.      

  - 한편, 1996년 위안부 문제를 기술한 7개 중학교과서의 교과서 검정이 승인, 
1997년 이후 중학교에서 사용하는 모든 역사교과서에 위안부관련 사실이 기
술됨. 일본 정부의 사죄, 역사교과서 위안부 기술 등에 대한 반발로 일본 보
수 세력을 기반으로 1995년 자유주의 사관 연구회, 1997년 새로운 역사교과
서를 만드는 모임(新しい歴史教科書をつくる会)이 결성, 자학사관 극복을 위
한 역사교과서 보급 등이 추진되어 옴.

  - 아베(安部晋三)는 위안부 문제의 기술 등 역사교과서의 수정을 요구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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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의 전도와 역사교육을 생각하는 젊은 의원의 회(日本の前途と歴史教育を考
える若手議員の会)’의 사무국장이었으며, 위안부의 강제성을 증명하는 문서가 
없다는 발언을 1990년대부터 지속함. 

  - 1차 아베내각에서 고노담화를 기본적으로 계승하겠다고 표명했지만, 일본 관
헌이 여성의 집에 들어가 강제로 끌고 가는 협의의 강제성과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위안부로 갈 수 밖에 없는 광의의 강제성을 구분하고 전자에 대해서
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 2007년 정부가 발견한 자료에는 
군 및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의 증거가 없다는 각의결정.

  - 2002년 ‘전시 성적 강제피해자문제 해결을 촉진하는 법안’이 참의원에서 민주
당, 공산당, 사민당 의원에 의해 제안된 이래 2회에 걸쳐 위원회 심의가 이루
어졌으나, 계속심의와 폐안이 반복됨. 2009년 민주당 정권 정립 이후, 일본 
시민사회 내에서 위안부 문제의 법적 해결을 요구하는 시도가 있었으나, 민주
당 내부에서도 본 사안에 대한 동의를 얻지 못하고, 법안의 국회상정이 이루
어지지 못함. 보수적인 일본의 정치 지형 하에서 입법적 해결은 사실상 불가
능하다고 평가됨.

* 일본 중의원 480석, 참의원 242석, 의원발의 법안 20명의 동의 필요. 

 

○ 2011년 한국 헌법재판소가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해결 노력을 방치한 것
은 ‘부작위 위헌’으로 판시한 이래 위안부 문제 재부상, 2012년 고노담화의 수
정을 주장하던 아베 2차 내각이 성립되면서 위안부문제는 현재의 외교·정치문
제로 거듭나게 됨.

 - 2014년 6월 아시아 연대회의는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전국행동(日本軍「慰安婦」
問題解決全国行動)과 한국 정대협의 공동제안에 근거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채택. ▴고노담화의 계승발전에 근거한 해결,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
한 사죄, ▴가해사실의 인정(군의 위안소에서의 의지에 반한 위안부, 성 노예
화하였다 등), ▴번복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사죄를 표명할 것, ▴ 사죄의 증표
로서의 배상, ▴진실규명, 재발방지의 내용이 포함됨.  

○ 박근혜 정부 출범이래 위안부 문제 해결을 대일외교의 최상위 목표로 내걸고, 
2014년 4월 이후 12차례에 걸친 국장급 협의, 8차례에 걸친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함. 2015년 11월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정상은 가능한 조기에 위안부 문제 타결을 위한 협의가속화에 합의함으로
써, 연내 타결의 모멘텀을 마련하였고, 2015년 12월 28일 한일외교장관회담 
및 공동기자회견 발표로 위안부 타결을 공표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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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내용

책임
- 위안부는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
- 일본정부는 책임을 통감

사죄 - 아베총리는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으로서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
  께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

이행 - 한국정부가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정부가 자금출자 사업시행

향후

- 위 조치를 착실히 실시함을 전제로, 본 사안이 당국 간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된 것임을 확인하며, 향후 일본정부는 한국정
부와 함께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 상호비난, 비판
하는 것을 자제하기로 함. 

- 소녀상 문제관련 한국정부는 관련단체와 협의해 적절히 해결되도
록 노력

■ 12.28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문제 합의 발표내용

○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기시다(岸田文雄) 외무장관은 ①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본군의 관여 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일본정부의 책임을 통감, 아베 총리는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으로서 상처를 입으
신 모든 분께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하며, ② 한국 정부가 위안부분들의 지
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하
여 한일정부가 협력하여 모든 위안부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상처를 치
유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할 것임을 밝힘.

   - ③ 이상의 조치를 착실히 시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동 문제가 최종적· 불가
역적으로 해결된 것임을 확인하며, 향후 일본정부는 한국정부와 함께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 상호비난, 비판하는 것을 자제하기로 함. 
예산조치에 대해서는 대략 10억 엔 정도를 상정하고 있음을 밝힘.

<표 > 12.28 합의의 주요 내용

○ 윤병세 외교장관은 일본정부가 앞서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시행한다는 것을 전
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이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된 것임을 확인하
고, 동일 전제로 일본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상호비난 비판을 자제할 것을 밝힘.

  -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 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일본정부가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 한국 정부로서 가능한 대응방향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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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밝힘.
■ 한국 외교부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문제 합의 관련 Q&A 

1) 소녀상 이전을 전제로 10억 엔을 받았다는 것이 사실인가? 
◯ 이번 합의로 설립될 국내 재단에 대하여 일본 정부 예산 10억 엔을 일괄 출연

하기로 한 것은 ▲군의 관여라는 역사적 사실 인정, ▲일본 정부 책임 표명 ▲ 
내각총리대신의 공개적·공식적 형태의 사죄·반성을 뒷받침하는 이행조치로서, 
소녀상 이전 문제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소녀상을 이전하기로 
합의하였다거나, 소녀상 이전을 조건으로 10억 엔을 받기로 하였다는 것은 전
혀 사실이 아닙니다.

2) 최종적, 불가역적의 의미는?
◯ 일본 정부는 이번 합의에서 표명한 ▲군의 관여라는 역사적 사실 인정과 일본 

정부의 책임 표명, ▲내각총리대신 명의 피해자분들에 대한 공개적·공식적 형
태의 사죄와 반성 표명,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설립될 국내 재단에 일본 
정부 예산 일괄출연 약속 등을 앞으로 흔들림 없이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며, 
그것이 이번 합의의 기본 정신입니다. 양국 정부는 이번 합의의 내용과 기본 
정신이 성실히 지켜진다는 전제 하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양국 정부 
차원에서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 것입니다. 특히 “불
가역적”이라는 표현은 일본이 앞으로 합의를 번복하거나 역행하는 언행을 해
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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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점 2.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노력은 무엇인가.

■ 한국 외교부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문제 합의 관련 Q&A

1) 이번 합의로 타결된 것은?
◯ 이번 합의로 타결된 것은 한일 양자 간 외교 현안으로서의 위안부 문제로서, 

그 주된 목적의 하나는 피해자 개인의 존엄과 명예회복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도 전시 성폭력 등 보편적 가치로서 여성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국
제사회의 논의에는 앞으로도 계속 적극 참여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 문제를 역
사의 교훈으로 미래세대에 교육하는 노력도 계속될 것입니다. 정부는 관련 기
록물 보존, 연구와 교육, 기념관 설립 등은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정부 차원의 피해자 지원과 피해자분들의 존엄과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도 계
속될 것입니다.

2) 향후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지?
◯ 이번 합의를 통해 양국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두고 유엔 등 국제

사회에서의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하기로 한 것은  ▲군의 관여라는 역사적 사
실 인정과 일본 정부의 책임 표명, ▲내각총리대신 명의 공개적·공식적 형태의 
사죄와 반성 표명,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 및 
상처 치유 사업을 추진할 국내 재단에 대하여 일본 정부 예산을 출연한다는 
일본의 약속이 착실히 이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며, 그것도 정부 차원에 
국한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정부 차
원에 국한하여 이루어진 약속입니다. 정부는 전시성폭력 등 보편적 가치로서 
여성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에는 앞으로도 계속 적
극 참여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 문제를 역사의 교훈으로 미래세대에 교육하는 
노력과 관련 기록물 보존, 연구와 교육 등을 통해 미래세대에게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알리기 위한 노력도 금번 합의와 무관하게 지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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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발족
   
◯ 12.28 합의 무효화,  일본 정부의 범죄사실 인정, 번복할 수 없는 명확하고 공

식적인 사죄, 사죄의 증거로서의 배상, 진상규명, 역사교육과 추모사업 요구 

■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전국행동(日本軍「慰安婦」問題解決全国行動)

◯ 아베정권이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및 시민운동단체
가 거둔 성과로 평가하나, ▴총리의 사죄와 반성은 수상자신이 공식으로 표명
할 것, ▴일본의 책임, 고노담화에서 인정한 사실에 반하는 발언을 정부당국자
가 한 경우, 단호히 대처할 것, ▴명예와 존엄의 회복 사업에는 피해자가 무엇
보다도 요구하고 있는 일본정부 보유 자료의 전면공개, 국내외에서의 자료조
사, 국내외 피해자 및 관계자에 대한 청취를 포함한 진상규명, 의무교육과정의 
교과서에서의 기술을 포함하는 학교 교육에 포함할 것,▴ 아시아태평양 각지 
피해자에 대해서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이와 같이 조치할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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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토론형 공론조사 설문지 

토론형 공론조사 ‘일본군 위안부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형 공론조사 ‘일본군 위안부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조사는 한일 양국 대학생이 상대국에 대한 정보
를 주로 자국의 미디어를 통해 얻고 있는 가운데, 해당 이슈에 대한 충분한 정
보제공과 숙고의 과정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새로운 소통
과 담론의 형성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본 설문은 한일대학생 소통형 담론형성팀(연구책임자:최은봉)의 토론형 공론
조사의 일부로 작성된 것입니다. 설문에 대한 회답은 조사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토론형 공론조사 이외의 정보로는 활용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
다. 평소 생각하시는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본 설문은 
토론형 공론조사 ‘일본군 위안부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위해서 작성된 
것으로서 무단 게재, 인용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6월 22일
한일대학생 소통형 담론형성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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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설문안

이름:                       학번:                      전공:            

Ⅰ. 논점 1

1. 2015년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한일 정부간 합의가 있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번 합의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O 잘 되었다

O 아쉬운 점이 있으나, 대체로 잘 되었다 

O 평가할 점이 있으나 잘 못되었다

O 잘못되었다

2. 1번 문항에서 ‘잘 되었다’, ‘아쉬운 점이 있으나 잘 되었다’, ‘대체로 잘 되었다’를 선택하

였다면 어떠한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십니까? 한 가지만 구체적으로 선택해 주십시오.

O 합의도출

O 일본 정부의 사과를 받아냄

O 한일관계 회복

O 위안부 할머니 고령 감안 늦지 않게 해결

O 10억 엔의 이행 조치

3. 1번 문항에서 ‘평가할 점이 있으나 잘못되었다’, 혹은 ‘잘못되었다’를 선택하였다면 어떠

한 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하십니까? 한 가지만 구체적으로 선택해 주십시오.

O 위안부 할머니 의견 안 들음

O 사과 불충분

O 금전적 보상 충분치 않음

O 소녀상 이전

O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

4. 귀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O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상처 치유, 존엄과 명예 회복

O 소녀상 이전

O 법적 책임 인정과 배상

Ⅱ. 논점 2

1. 12.28 정부 간 합의관련, 무효화에 관한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위안부

문제 합의를 무효화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일단 인정한 이후 합의의 본질에 맞게 수

정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O 무효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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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일단 인정한 이후 합의의 본질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

O 인정해야 한다

2. 무효화할 경우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O 변함없다

O 재협상 가능

O 법적 책임 및 배상 가능 모색

O 외교적 신뢰 저하

3. 합의를 그대로 이행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O 아베 총리가 피해자에 대해 직접 사과해야 한다

O 박근혜 대통령이 피해자에 대해 합의 경위를 직접 설명해야 한다

O 역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O 기타(서술해 주세요): 

4. 소녀상 이전과 관련하여 귀하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O 이전해서는 안 된다

O 이전해야 한다

O 일본 정부가 착실히 이번 합의를 이행한다면 이전해도 된다

5. 만일 소녀상이 이전된다면 누가 결정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O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O 피해자 지원 단체

O 한국 정부

6.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과 관련 향후 문제 해결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O 한국 정부

O 일본 정부

O 한일 정부

O 한일 시민사회

O 한일 정부와 한일 시민사회

Ⅲ. 기본 인적사항

1. 이름/만 나이/전공/학번

2. 일본어를 배운 적이 있습니까? 배운 적이 있다면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O 전혀 모름

O 기초 회화 가능

O 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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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유창

3. 일본 체류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횟수, 기간, 목적 등을 함께 서술해 주십시오(여행/

거주, 교환학생 등)

4. 일본인과의 교류 경험이 있으면 간략하게 서술해 주십시오(친인척/친구 등)

5. 일본 문화에 대한 관심에 대해 서술해 주십시오(음악, 드라마, 애니메이션, 연예인 등)

6. 평소 사회, 정치에 대한 정보를 어디에서 얻고 있습니까?

O TV

O 신문

O 인터넷

O SNS

O 가족

O 친구

Ⅳ. 일본에 대한 평소의 생각

1. 일본에 대한 전반적 인상은 어떠합니까?

O 아주 좋다

O 좋다

O 보통이다

O 나쁘다

O 아주 나쁘다

2. 1번 문제에서 ‘나쁘다’, ‘아주 나쁘다’라고 평가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 일본하면 떠오르는 것들을 5개 나열, 서술해 주십시오.

4. 일본에 관한 SNS의 정보, 인터넷 기사와 댓글을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까?

5. 4번에서 답한 내용들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O 중립적인 사실을 기술하고 있다.

O 편향되어 있다. 

6. 4번에서 답한 내용들이 전체 자국민의 의견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O 그렇다

O 아니다

7. 현재 한일관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O 아주 좋다

O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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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보통이다

O 나쁘다

O 아주 나쁘다

8. 한일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O 개선되어야 한다

O 개선되지 않아도 좋다

9. 8번 문제에서 ‘개선되어야 한다’ 혹은 ‘개선되지 않아도 좋다’고 답한 이유는 무엇입니

까?

10. 한국의 입장에서 어느 국가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

입니까?

Ⅴ. 가치관

1. 지난 4월 13일 제 20대 총선 투표에 참여하셨습니까?

O 참여했다

O 참여하지 않았다

2. 정치 및 사회 이슈에 관련한 활동 경험이 있습니까? (예시: 서명운동, 시위, 대자보, 커뮤

니티, 동아리 활동 등)



- 64 -

2차 설문안

이름:                       학번:                      전공:            

Ⅰ. 논점 1

1. 2015년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한일 정부 간 합의가 있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번 합의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O 잘 되었다

O 아쉬운 점이 있으나, 대체로 잘 되었다 

O 평가할 점이 있으나 잘 못되었다
O 잘못되었다

2. 1번 문항에서 ‘잘 되었다’, ‘아쉬운 점이 있으나 잘 되었다’, ‘대체로 잘 되었다’를 선택하

였다면 어떠한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십니까? 한 가지만 구체적으로 선택해 주십시오.

O 합의도출

O 일본 정부의 사과를 받아냄

O 한일관계 회복

O 위안부 할머니 고령 감안 늦지 않게 해결

O 10억 엔의 이행 조치

3. 1번 문항에서 ‘평가할 점이 있으나 잘못되었다’, 혹은 ‘잘못되었다’를 선택하였다면 어떠

한 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하십니까? 한 가지만 구체적으로 선택해 주십시오.

O 위안부 할머니 의견 안 들음

O 사과 불충분

O 금전적 보상 충분치 않음

O 소녀상 이전

O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

4. 귀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O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상처 치유, 존엄과 명예 회복

O 소녀상 이전

O 법적 책임 인정과 배상

Ⅱ. 논점 2

1. 12.28 정부 간 합의관련, 무효화에 관한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위안부

문제 합의를 무효화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일단 인정한 이후 합의의 본질에 맞게 수

정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O 무효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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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일단 인정한 이후 합의의 본질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

O 인정해야 한다

2. 무효화할 경우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O 변함없다

O 재협상 가능

O 법적 책임 및 배상 가능 모색

O 외교적 신뢰 저하

3. 합의를 그대로 이행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O 아베 총리가 피해자에 대해 직접 사과해야 한다

O 박근혜 대통령이 피해자에 대해 합의 경위를 직접 설명해야 한다

O 역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O 기타(서술해 주세요): 

4. 소녀상 이전과 관련하여 귀하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O 이전해서는 안 된다

O 이전해야 한다

O 일본 정부가 착실히 이번 합의를 이행한다면 이전해도 된다

5. 만일 소녀상이 이전된다면 누가 결정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O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O 피해자 지원 단체

O 한국 정부

6.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과 관련 향후 문제 해결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O 한국 정부

O 일본 정부

O 한일 정부

O 한일 시민사회

O 한일 정부와 한일 시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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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설문안

이름:                       학번:                      전공:            

Ⅰ. 논점 1

1. 2015년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한일 정부 간 합의가 있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번 합의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O 잘 되었다

O 아쉬운 점이 있으나, 대체로 잘 되었다 

O 평가할 점이 있으나 잘 못되었다

O 잘못되었다

2. 1번 문항에서 ‘잘 되었다’, ‘아쉬운 점이 있으나 잘 되었다’, ‘대체로 잘 되었다’를 선택하

였다면 어떠한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십니까? 한 가지만 구체적으로 선택해 주십시오.

O 합의도출

O 일본 정부의 사과를 받아냄

O 한일관계 회복

O 위안부 할머니 고령 감안 늦지 않게 해결

O 10억 엔의 이행 조치

3. 1번 문항에서 ‘평가할 점이 있으나 잘못되었다’, 혹은 ‘잘못되었다’를 선택하였다면 어떠

한 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하십니까? 한 가지만 구체적으로 선택해 주십시오.

O 위안부 할머니 의견 안 들음

O 사과 불충분

O 금전적 보상 충분치 않음

O 소녀상 이전

O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

4. 귀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O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상처 치유, 존엄과 명예 회복

O 소녀상 이전

O 법적 책임 인정과 배상

Ⅱ. 논점 2

1. 12.28 정부 간 합의관련, 무효화에 관한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위안부

문제 합의를 무효화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일단 인정한 이후 합의의 본질에 맞게 수

정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O 무효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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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일단 인정한 이후 합의의 본질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

O 인정해야 한다

2. 무효화할 경우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O 변함없다

O 재협상 가능

O 법적 책임 및 배상 가능 모색

O 외교적 신뢰 저하

3. 합의를 그대로 이행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O 아베 총리가 피해자에 대해 직접 사과해야 한다

O 박근혜 대통령이 피해자에 대해 합의 경위를 직접 설명해야 한다

O 역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O 기타(서술해 주세요): 

4. 소녀상 이전과 관련하여 귀하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O 이전해서는 안 된다

O 이전해야 한다

O 일본 정부가 착실히 이번 합의를 이행한다면 이전해도 된다

5. 만일 소녀상이 이전된다면 누가 결정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O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O 피해자 지원 단체

O 한국 정부

6.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과 관련 향후 문제 해결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O 한국 정부

O 일본 정부

O 한일 정부

O 한일 시민사회

O 한일 정부와 한일 시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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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토론형 공론조사

1. 이번 토론형 공론조사에 참가하면서 배운 점, 긍정적인 면을 기술해 주십시오.

2. 토론형 공론조사에서 아쉬웠던 점, 혹은 보완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술해 주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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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1 Time 3

논점1-1: 2015년 12월 28일 일
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한일 정부 간 합의가 있었습니
다. 귀하께서는 이번 합의를 어
떻게 평가하십니까?

논점1-2: 1번 문항에서 ‘잘 되었
다’, ‘아쉬운 점이 있으나 잘 되
었다’, ‘대체로 잘 되었다’를 선
택하였다면 어떠한 점에서 긍정
적으로 평가하십니까? 한 가지만 
구체적으로 선택해 주십시오.

-일본 정부의 사과를 받아냄(2
명)

-일본 정부의 사과를 받아냄(2
명)
-합의도출(1명)

논점1-3: 1번 문항에서 ‘평가할 
점이 있으나 잘못되었다’, 혹은 
‘잘못되었다’를 선택하였다면 어
떠한 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하
십니까? 한 가지만 구체적으로 
선택해 주십시오.

논점1-4: 귀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논점2-1: 12.28 정부 간 합의관
련, 무효화에 관한 의견도 제기
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위안
부문제 합의를 무효화해야 한다
고 보십니까? 아니면 일단 인정
한 이후 합의의 본질에 맞게 수
정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부록 4] ‘위안부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설문조사 결과
 
1. 1차 이화여대(2016년 6월 24일)

(1) 설문조사 결과



- 70 -

논점2-2: 무효화할 경우 어떤 영
향이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논점2-3: 합의를 그대로 이행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타

-소녀상은 그대로 놔두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일본 역사 교과서
에 실어서 보다  진정성 있는 사
과를 증명해보여야 한다.
-위안부 피해자를 더불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적으로 이루
어진 후  협상해야 할 것이다.
-다양한 의견을 수용해서 합의점
을 도출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
각이 든다. 현  정부의 합의 내
용과 경위를 봤을 때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성과물에만 치중한 
것 같다.

-양국 간 합의 이행을 제대로 하
고 있는 지에 대해 감시하는 기
관이나  협의체를 만들어야 하
고, 역사교육을 사실에 맞게 행
해야 한다.
-최종적, 불가역적 책임이라는 
표현에 대해 우리 정부의 명확한 
입장과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책
임 및 보상 방안을 먼저 제시해
야 한다. 또한 해외 여러 일본군 
위안부 피해국과 한일 간의 역사
적 정보 공개와 연결이 이뤄져야 
한다.이를 바탕으로 정확한 피해 
정도를 조사하고 일본 정부 측의 
직접 사과와 보상을 받아야 한
다. 
-일본 내 역사 교육을 비롯한 의
식적, 실질적 개선을 위해 일본
이 노력을  해야 한다.

논점2-5: 소녀상 이전과 관련하
여 귀하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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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점2-6: 만일 소녀상이 이전된
다면 누가 결정해야 한다고 보십
니까?

논점2-7: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과 관련 향후 문제 해
결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토론형 공론조사에 참가하면서 배운 점/ 
긍정적인 면

토론형 공론조사에서 아쉬웠던 점/
 보완되어야할 점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에 관해 매체를 통해 알
게 된 정보만을 알고 있었는데 토론형 공론조사에 
참가하면서 더 깊은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SNS 
등의 매체에서는 편향된 정보만을 알려주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합의에 대해 다루었기 때문에 저 또한 
합의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토
론하기 전에 사전 조사한 자료와 보내주신 자료, 
그리고 이원덕 교수님의 영상을 보고 나니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고, 합의의 의미나 내용
을 더 자세히 알게 되어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된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듣고, 알지 못했던 점들, 평소 궁
금했던 점을 해결할 수 있었다.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생각이 정리되고 근거들이 풍요로워졌다
는 점, 의견을 공유하는 중에 새로운 궁금한 점들
이 생기고 새로운 관점을 가질 수 있게 되어 좋았
습니다.

-여론에 강조되어서 비추어진 점만이 아니라 
12.18 협상을 객관적이고 심층적으로 볼 기회가 
있어서 좋았다. 또한 단편적인 점 뿐 아니라 인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일
본 대학생들과도 토론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일본 측 입장과 현지 상황을 자세히 알지 못한 
점이 아쉬웠습니다. 상대국의 생각을 제대로 알 수 
없어 토론하는데 어려움 및 불편한 점이 있어 아쉬
웠으며 토론이 계속 확장, 지속되어 일본 학생들과
의 의견과 현지의 세세한 점과 궁금한 점을 알아갔
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인들의 입장(한국에 거주하거나 한국지인, 가
족들이 없는 일본인)을 들을 수 있었다면 더 좋았
을 것이다. 나조차도 매체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는 
사실을 오늘 깨달았는데 일본 사회 내에서도 극우
단체가 아닌 일반 시민들의 생각(입장)이 궁금하다. 
그분들의 입장을 알 수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
다.

-토론 시간이 부족했다. 3차례의 조사로 생각의 변
화, 토론의 영향을 잘 반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 장기간 여러 차례로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

(2) 토론형 공론조사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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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차원, 정치적, 국외관계 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 내에서와 일본 정부의 입장뿐만 
아니라 일본 사회 내에서 움직임, 경향, 일본 사람
들의 의식을 위한 역사교육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
는 시각도 가질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사건을 본
질로서 감정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던 시간이라 의미 있었다.

-새롭게 알게 된 점이 많았고 이번 활동을 계기로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여러 고민(질문)을 해결할 
수 있어서 좋았다. 토론을 진행하면서 기존의 주장
에 대해 일관성의 문제가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몰랐던 부분을 알 수 있어서 이로웠
다.

-우선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토론 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생
산적인 토론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배운 
점은 우선 배포자료가 제가 기존에 서있던 무효화, 
반대 스탠스와는 다른 측면을 보여주어서 다시 한 
번 고려해본 점, 그리고 다시 한 번 굳혀볼 점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무조
건 ‘무효화’의 입장에 서 있었다면, 지금은 무효화
와 우선 합의를 인정하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
가야 한다는 입장의 사이에 서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내가 고수하고 있던 입장에 맞춘 사실 
위주로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다양한 의견을 
접할 수 있어서 좋았고, 이 사안에 깊은 관심을 가
지고 있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알 수 있
어서 좋았다.

-사실 위안부 문제를 TV 뉴스나 신문에서만 접해
서 학문적으로 접근할 기회가 몇 없었기에 우리나
라와 일본 사이의 가장 큰 난제인 위안부 문제에 
관해 공부할 수 있었던 기회인 것 같아서 좋았다. 
또 평소에 내가 갖고 있던 생각을 다시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듣는 자리였기에 더 유익했
던 것 같다. 평상시 우리나라와 주요 외교국(미국, 
중국, 북한, 일본)과의 관계에 관심이 있기에 많은 
걸 배워가는 자리였다.

다.

-자료가 한쪽의 측면을 보여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기존의 비판적 시각을 가진 참가자를 
고려한 것일 수도 있겠죠.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소 편향적이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
니다. 물론 저의 편향 때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
이 듭니다.

-사안 자체가 한국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닌 타 
국가도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 타 국가에 소속된 사
람들의 성향, 신념, 의견을 알 수 없었던 것이 아
쉬웠습니다.

-개인적으로 스스로의 배경지식이 조금 부족해서 
아쉬웠다. 1965년 청구권 협정이나 고노담화를 알
고는 있었지만 깊게 알던 바는 아니었기 때문에 토
의/토론을 하는 데에 있어 아쉬웠다. 그리고 우리 
팀은 시간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다.

-초반부에 제시된 영상과 초기 자료가 정부의 입
장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연구의 목적에서 밝힌 숙
고의 과정이 없는 SNS 상의 여론이 무엇인지 파
악하기 힘들었다. 현재 SNS 상에서 난무하는 감정
적 논쟁으로 인한 피로감으로 SNS를 사용하지 않
는 경우도 있음을 고려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양국의 입장(일, 한)을 들어봤으면 좋겠다. 일본인 
학생들의 인식 변화도 중요한 연구 자료가 될 것 
같다. 한국인만 모아 놓으니 의견이 수렴되는 양상
에서 작게 나눠졌는데 일본 사회의 인식을 들으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

-딱히 느껴지지 않았습니다(제공해주신 자료 내용
이 더 많았으면 토론 시 활용하기 좋았을 것 같습
니다)

-좀 더 사전조사나 의견 정리가 필요하다. 1/2차
로 나눠서 하면 좋겠다. 하루 안에 끝내기엔 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았다. 동영상의 소리가 너무 울려
서 잘 전달되지 않았으며 좀 더 인원이 많았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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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사람들이 가진 의견과 지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 한일 합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충분한 숙고의 과정 후 사건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앞으로의 미디어와 
언론 소비에 대한 습관에 방향성을 제시해 주었다. 
관련 사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관계자와
의 질의응답시간을 통하여 미디어가 가질 수 있는 
정보의 범주적 한계를 보완했다.

-여러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언론학, 사회학 등)에 
맞춰 하나의 사안에 대해 다각도로 이야기할 수 있
어 좋았다.

-이 문제에 대해 지식이 많지 않기도 하고, 복합적
으로 얽힌 문제여서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해 왔었
다. 이번 조사에 참여하면서는 그래서 내 의견을 
말할 수 있을지 걱정이 있었는데, 전문가 자료를 
보고 Q&A도 들어서 좋았고, 토론을 통해 평소 친
구들과 이야기하기 어려웠던 심도 있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어서 몰랐던 사실들도 많이 배웠다. 각
자 분야도, 지식의 수준도 다른 사람들끼리 토론하
며 즐거웠다.

-한/일 관계를 객관적 사실들에 기반을 두고 따져
보고, 다른 사람들과의 의견 교환을 통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확고한 생각의 기반 마련, 일본의 입
장에서도, 또 감정에 치우치지 않게 바라볼 수 있
었다.

-설문조사 전후로 제시된 자료를 통해서 잘 몰랐
던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말로 표현을 해야 했기 
때문에 내 생각을 조금 더 논리적으로 정리해볼 수 
있었다. 다른 참가자의 의견을 들으며 생각해보지 
못한 점이나 새로운 의견을 접할 수 있어 유익했
고, 평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
던 문제에 대해 묻고 의견을 나눌 수 있었다. 다른 
곳에서 말하기 어려웠던 민감하고 정치적인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말하는 장이 되었다는 것 자체도 좋
았다.

좋았을 듯하다.
-표본이 조금 더 다양해야 할 것 같다. 우리 학교 
학생들로만 구성되어 있고 이 문제에 본래 관심이 
많은 참가자들이 많아서 전체 대학생의 의견이 반
영되기 어려웠을 것 같다. 찬/반 의견이 크게 갈리
지 않았던 주제여서 의견의 스펙트럼이 다양하지 
못했던 것 같다. 조금 더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는 주제로 했다면 설문 전후의 의견 변동도 더 
많지 않을까 싶다.

-일본학생들과의 직접 교류가 없었던 것이 아쉽습
니다. 향후 양국의 지식교류 차원에서 토론형 공론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역사 문제 뿐 아니라 양국의 
외교적 관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행 측면에서 그룹 토의 후 전체 토론의 시간이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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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일본의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외교적 행보
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더불어 여
기에 형성된 담론들을 살펴보고 담론의 포인트들에 
대해 저의 의견을 나누고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합의 문제에 사용된 용어
들의 국제법적 의미에 대해 새롭게 생각해 보게되
는 시간이었습니다.

Time 1 Time 2

논점1-1: 2015년 12월 28일 일
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한일 정부 간 합의가 있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번 합의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논점1-2: 1번 문항에서 ‘잘 되었
다’, ‘아쉬운 점이 있으나 잘 되
었다’, ‘대체로 잘 되었다’를 선택
하였다면 어떠한 점에서 긍정적
으로 평가하십니까? 한 가지만 
구체적으로 선택해 주십시오.

논점1-3: 1번 문항에서 ‘평가할 
점이 있으나 잘못되었다’, 혹은 
‘잘못되었다’를 선택하였다면 어
떠한 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하
십니까? 한 가지만 구체적으로 
선택해 주십시오.

논점1-4: 귀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2차: 국립외교원 하계 외교워크숍 참가자대상 조사(2016년 8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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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점2-1: 12.28 정부 간 합의관
련, 무효화에 관한 의견도 제기되
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위안부
문제 합의를 무효화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일단 인정한 
이후 합의의 본질에 맞게 수정해
야 한다고 보십니까?         

논점2-2: 무효화할 경우 어떤 영
향이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논점2-3: 합의를 그대로 이행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타

-위안부 피해자 존중이 우선되어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일본 정부가 당시 위안부 
운영 사실을 인정하고 반인륜적
인 행위를 한 점을 분명히 사과
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번 합의의 
문제점은 이번 합의 이후 일본이 
위안부 문제를 덮으려는 점이다. 
일본이 합의 이후에도 역사적 과
오를 국민들 및 세계에 충분히 
알리고 이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
여야 할 것이다. 재발 방지를 위
해 사실 그 대로를 교육하고, 또 
위안부 피해자분들께 정부 성명
으로 사과를 분명히 해야 한다.
-합의에 대한 수정과정에 위안부 
피해자 참여 
-일본 내 헤이트스피치 규제방안
에 위안부 대상 혐오발언 자제 

-국제법적으로 보다 구속력 있는 
형식을 취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
하는데, 최종적, 불가역적의 범위
에 대해 명료하지 않아서 질문하
고 싶었으나 하지 못했습니다. 논
의를 하지 못한다면 더 구속력 
있는 방향으로 협정 등을 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법적 책임 필요. 최종적, 불가역
적
-현재 제시되어 있는 책임통감이
라는 부분은 언제든지 말을 바꿀 
여지가 있으므로 실질적 책임통
감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이 제
시되어야 한다.
-위안부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
고 존엄과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
는 본질이 실현될 수 있는 해결
방안이 양국의 정부와 시민단체
의 적극적인 주도 아래 모색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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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박근혜 대통령이 피해자에게 합
의 경위를 직접 설며하는 것은 
물론 소녀상 철거에 대한 문항은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 또한 앞으
로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일을 거
론하지 말아달라고 한 일본의 태
도와 이에 동의한 정부의 태도에
도 지적이 필요하다.
-일본 정부나 한국 정부 측에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상처를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시킬 만한 
실효성 있는 배상을 해야 한다.
-역사교육강화의 일환으로, 범  
국민적으로 깊이 있게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일본 정부가 직접 
자국민들의 정확한 인식을 제고
해야함
-위안부가 강제성이 아닌 자율성
으로 했다는 이야기를 수정해야 
한다.

-일본의 대표의 진심이 담긴 사
과와 그에 따른 일본 교과서 위
안부 문제를 사실대로 다루는 것, 
유네스코 등재 찬성; 계속적인 긍
정적이고 적극적인 대화를 만들
어가는 결과를 냈으면 좋겠다.
-정부나 외교부에서 관계자가 국
민들 및 피해자들에게 합의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서 인터넷에 
걱정들을 줄여나갈 수 있게 하고 
피해배상에 대해서도 그 내용을 
피해자들에게 현금/금전적 문제
로 지급 필요
-아베 총리가 사과할리가 없다. 
이것이 정부의 입장처럼 첫걸음
이라 한다면 최후 논의과정이 이
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불가역적이 존재하는 한 불가능
하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요구가 
일본 정부의 사과인데 민간, 학문 
차원에서 아무리 이것을 논의해
도 결론적으로 피해자들의 요구
는 이루어질 수 없다. 외교로 이
루어지지 않는 것이 민간 차원에
서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
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가역적, 
최종적'말을 수정해야 한다.
-대상자인 위안부할머니들 의견 
수렴, 최종적, 불가역적이란 정부
측면에 대한 구체화(일본국사 교
과서), 시민사회에게는 열린 장이
라고 해서 일본 측 번복발언 자
제 가능성에 대한 논의
-총리의 진심이 담긴 사과와 함
께, 일본은 돈을 거출하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이후 재단 운
영에서도 한국 정부와 함께 노력
해나갈 것을 약속해야 함
역사에 남겨야 한다. 일본 측도 
이 문제를 역사적으로 올바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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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고, 다음 미래세대에 가르
쳐야 한다.
-오랫동안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
려웠던 만큼 위안부 피해자 할머
니들이 원하는 바를 일본 정부에
서 이행하려고 노력해야겠고 더
불어 일본 정부는 일본의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후손에게 올바
른 역사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정부 차원의 불가역적, 최종적 합
의가 전제되었기 때문에 시민단
체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명
예와 존엄의 회복을 위해 국제기
구와 같은 국제 사회에 지속적으
로 역사적 사실 규명을 위한 노
력을 이행하여야겠다.
-피해자의 요구 사항 전달 및 일
본의 위안부 사실 관련 자료 공
개로 사죄 뒷받침 필요

논점2-5: 소녀상 이전과 관련하
여 귀하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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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점2-6: 만일 소녀상이 이전된
다면 누가 결정해야 한다고 보십
니까?

논점2-7: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과 관련 향후 문제 해
결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3. 일본 대학생 인식조사(2016년 9월 20일) 

<홋카이도 교육대학 참석자 설문조사>

1. 2015년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한일정부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본 
합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12.28 합의에 대해 무효화해햐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위안부문제 합의를 무효
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일단 합의를 인정한 후 합의의 본질에 맞게 변경해야 한
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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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녀상의 이전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만약 소녀상이 이전된다면 누가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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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에 관련해서, 앞으로 문제 해결의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한
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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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명
번
호

일자 제목

아사히
신 문

1 2015/12/26 한일 역사적 합의를
2 2015/12/29 위안부문제의 합의 역사를 넘어 한일의 전진을
3 2016/2/17 대 북한 한미일 연계를 시작으로
4 2016/3/9 위안부문제 한일합의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5 2016/4/2 대 북한 정책 연계강화로 정세변화 모색
6 2016/4/15 한국의 정치 독선에서 대화로의 전환을
7 2016/5/4 위안부 합의 착실한 이행으로 전진을

요미우리
신 문

1 2015/12/24 각하로 반일의 불씨는 피했다
2 2015/12/29 한국은 불가역적 해결을 지켜야, 소녀상 철거도 중요한 시금석
3 2016/1/6 아베외교와 안보: 국제질서구축에 대한 탈 수세
4 2016/1/7 북한핵문제: 위협의 심각화에 신속 대응하라
5 2016/1/15 한일위안부문제: 합의이행에는 박근혜대통령의 책임이 무겁다
6 2016/2/19 정부위안부설명:오해불식을 위한 국제사회 발신을 강화하자 
7 2016/2/22 다케시마의 날: 국내여론을 지속적으로 환기하자
8 2016/3/2 박대통령연설: 반일에서 협조중시의 전환인가
9 2016/3/2 UN여성차별위:위안부를 둘러싼 한일합의의 곡해다
10 2016/3/21 고교교과서검정: 역사기술이 보다 정확히 되었다.
11 2016/4/2 미일정상회담: 대북협력의 실효성을 높이자
12 2016/5/23 한국여당패배: 대북연계의 악영향을 피해야

일본경제
신 문

1 2015/12/29 위안부결착 계기 한일재구축을
2 2016/4/2 한일연계로 북의 도발 저지
3 2016/4/15 한일관계에 대한 영향 우려

마이니치
신 문

1 2015/12/29 위안부문제 한일 간 합의를 환영한다
2 2016/1/7 북한수폭실험, 국제포위망의 재구축을
3 2016/1/14 한일관계 전향적 흐름을 살려야
4 2016/2/1 한일의 안보협력 정보공유의 강화 도모
5 2016/3/13 위안부 UN견해 냉정히 한일합의 설명을
6 2016/4/2 한미일 결속으로 대북억지를
7 2016/4/15 한국여당 패배: 한일협조의 계승을 바란다

산케이
신 문

1 2015/12/24 한국헌법재판소의 판단, 국가의 약속을 어기지 않도록
2 2015/12/26 위안부협의 원칙 벗어난 타결 허용할 수 없다 
3 2015/12/28 회고: 2015 
4 2015/12/29 정말 이것으로 최종결착인가. 한국측의 약속이행을 주목한다
5 2016/1/7 북한의 핵실험, 엄중한 제재를 해야
6 2016/1/10 한국 위안부백서 스스로 신뢰를 잃을 뿐이다
7 2016/1/18 박유하 배상명령, 학술을 저해하는 부당한 판결
8 2016/2/18 위안부문제 세계를 향한 사실 발신을
9 2016/3/7 한미일 연계로 북한을 압박
10 2016/3/9 유엔차별철폐위, 독선적 견해 철회를 요청한다
11 2016/3/16 유엔차별철폐위 부당한 간섭 허용 않는 발신을
12 2016/3/19 고교교과서 뿌리 깊은 편향에 기가 막힘
13 2016/4/24 UN보고자 일본의 보도를 훼손하지 말라

[부록 5]  주요 신문사 사설(2015/12/1-2016/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