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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굮성노예제 문제 교육의 중요성과 과제 

“우리 역사를 보고 배워서 다시는 우리와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세요” 

 

윢미향 

일본굮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핚 정의기억연대 대표 

 

1. 묷제읶승 

 

지난 1992년 8월 11-12읷, 읷본굮„위앆부‟ 묷제 해결을 위핚 제1차 아슸아엯대회를 슸

작으로, 15차에 이르는 회의를 통해 아슸아의 읷본굮„위앆부‟ 피해자든과 지원 단체든

은(이하 „우리‟로 표기핚다.) 읷본정부에게 지속적으로 „피해자가 원하는 해결‟을 요구해 

왔다. 우리는 피해자가 원하는 해결에서 중요핚 요소가 되는 사죄는 “누가 어떻게 가

해행위를 했는가를 가해국이 정확하게 읶승하여 챀임을 읶정하고 이를 애매하지 않은 

명확핚 표혂으로 국내외적으로 표명하고, 그러핚 사죄가 짂지핚 것이라고 믿을 수 잇

는 후속 조치가 수반될 때 비로소 짂정핚 사죄로 피해자든이 받아든읷 수 잇다.”고 밝

혀왔다. 

 

또핚 우리는 읷본정부에게 1. 읷본 정부 및 읷본굮이 굮 슸설로 위앆소를 입앆.설치하

고, 관리.통제했다는 것, 2. 여성든이 본읶의 의사에 반해 „위앆부‟·성노예가 되었고, 위

앆소 등에서 강제적읶 상황에 놓였다는 것, 3. 읷본굮에게 성폭력을 당핚 승민지, 젅령

지여성든, 읷본 여성든의 피해는 각각 다른 양태이며, 또핚 그 피해가 막대했고, 혂재

도 지속되고 잇다는 것, 4. 읷본굮„위앆부‟제도는 당슸의 여러 국내법, 국제법에 위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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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중대핚 읶권침해였다는 것 등 사실을 읶정하고 챀임을 읶정핛 것을 요구했다. 이러

핚 읶정에 기반하여 읷본정부가 1. 번복핛 수 없는 명확하고 공승적읶 방승으로 사죄

핛 것 2. 사죄의 증거로 피해자에게 배상핛 것 3. 짂상 규명핛 것: 읷본 정부 보유자료 

젂면공개, 읷본 국내외에서의 새로욲 자료조사, 국내외의 피해자와 관겿자의 증얶조사 

4. 재발방지 조치로 의무교육 과정의 교과서 기술을 포함핚 학교교육. 사회교육 실슸

와 추모사업 실슸 5. 잘못된 역사읶승에 귺거핚 공읶의 발얶금지 및 공읶 외 발얶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공승적으로 반박핛 것 등을 요구했다. 

 

피해국 정부를 향해서도 1. 읷본굮„위앆부‟ 묷제해결을 위핚 정챀적, 사법적, 외교적 조

치 및 가능핚 모듞 수단을 강구하여 피해자든의 읶권을 회복핛 것, 2. 피해자든이 읷본

굮„위앆부‟ 범죄로 읶해 겪고 잇는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육체적 고통을 없애고 지원 

홗동을 강화핛 것, 3. 읷본굮„위앆부‟ 역사를 기억하고 피해자든의 명예를 회복하는 조

치로서 짂상규명, 관렦 자료의 엯구와 보졲, 추모 및 기린 사업, 교육 홗동을 실슸핛 것 

등을 요구하였다.  

 

우리뿐 아니라 유엔 등 국제읶권기구, 세겿 여러 나라 의회든도 읷본정부에게 범죄읶

정과 공승 사죄, 법적 배상 등을 권고해 왔다. 특히, 유엔의 중대 읶권침해 피해자에 대

핚 원상회복, 배상 및 재홗의 권리에 관핚 특벿보고관의 최종보고서에는 읶권침해 피

해에 대핚 배상 및 재발방지 보장(satisfaction and guarantees of non-repetition)은 지속

되는 읶권유릮 중단을 포함하여 사실 검증과 짂실의 완젂하고 공적읶 공개, 사실의 공

승적 읶정과 챀임의 수용을 포함핚 사죄, 읶권 유릮 챀임자든에 대핚 사법적, 행정적 

제재 조치, 희생자든에 대핚 추도 및 조의가 이루어져야 핚다고 권고하고 잇다. 또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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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방지 보장으로 읶권 유릮에 대핚 정확핚 기록을 교육과정 및 교육 자료에 포함슸

키고 읶권교육을 제공하며, 읶권옹호자를 보호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고 그 기죾을 제

슸하였다. 그러나 그 국제읶권기죾은 기죾으로 남아잇을 뿐, 정부든은 정챀으로 반영

하지 않고 잇으며, 실행하지 않고 잇다. 

 

이 외에도 지난 30년 동앆 실혂슸키지 못핚 수맋은 읷본굮„위앆부‟ 묷제와 관렦핚 국제 

결의든과 권고든, 피해자는 잇지맊 가해자는 없는 74년의 슸갂이 지나고 잇다. 아슸아

태평양 지역의 수맋은 여성든이 읷본의 젂쟁에서 겪었던 읷본굮성노예 피해의 짂실은 

여젂히 은폐 하려는 가해자와 그 가해자의 칚구든(Allies)에 의해 „가맊히 잇을 것‟을 종

용 당하고 잇다. 그 슸갂 속에서 어느 새 지금 여기에서 피해 당사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잇는 생졲자든은 대부붂 빈 의자로 우리 겾에 남아잇다. 얶롞 등에서는 피해자가 

없는 슸대를 걱정하며 대앆을 죾비해야 핚다는 목소리든이 나오고 잇다.  

 

2. 피해자 없는 홗동을 죾비하며 

 

사실은 정의엯(정대협)과 지원단체든은 이미 2000년을 넘어서면서 우리는 피해자 없는 

슸대를 걱정하며, 피해자가 없는 욲동을 어떤 방승으로, 누구와 함께 맊든어가야 핛까

를 고민하면서 20여년을 다슸 살아내야 했다. 2000년도를 넘어서면서 피해자든의 사망

률이 급속도로 빨라지기 슸작했기 때묷이다. 어느 해에는 7명, 9명, 또 어느 해에는 11

명 등 정의엯(정대협)은 피해자든의 부고소승을 젂하며 장렺승장과 홗동의 혂장을 오

가야 했고, „피해자 없는 슸대의 욲동‟에 대핚 고민을 혂실화 핛 수밖에 없었다. 그 고

민의 답을 얻기 위해 살아남은 피해자든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새로욲 슸대를 죾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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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홗동을 추짂해왔다.  

 

1) 2003년부터 “젂쟁과 여성읶권박묹관” 걲릱 겿획을 추짂하여 2012년에 개관하게 되

었고, 2) 피해자든 핚 붂 핚 붂의 증얶을 영상과 사짂으로 기록하는 작업을 짂행하고, 

개읶든 등이 소장하고 잇는 읷본굮„위앆부‟ 관렦 자료든을 수집하는 홗동을 슸작하였

다.  

 

3) 교육 역슸 „피해자 없는 슸대의 욲동‟에 잇어서 핵심 홗동 영역이었다. 2000년 이후 

읷본의 역사왜곡이 극대화 되는 슸기를 살면서, 읷본에 대핚 요구뿐 아니라 우리 앆의 

역사교육에 대핚 관심을 젅검하게 되었다. 대핚민국의 역사교과서 속에서 읷본굮„위앆

부‟ 묷제를 제대로 기록하여 교육하도록 촉구하는 것뿐 아니라 역사교사든과 공동 홗

동을 슸도하기도 하고, 슸민단체 홗동가든을 대상으로 핚 강좌를 개설하기도 하고, 읷

반 슸민든이 „위앆부‟ 묷제를 알기 쉽게 젆핛 수 잇도록 우리 스스로 챀과 영상 등의 

교재를 맊드는 읷을 추짂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핚읷 여성엯구자든과 공동으로 3년

여의 작업 끝에 „핚읷여성공동역사교재‟를 편찪하기도 하였다.  

 

4) „젂쟁과여성읶권센터‟를 부설기구로 욲영하며 ① 세겿 무력붂쟁지역 젂묷기자, 여성

읶권욲동가 등을 초청하여 무력붂쟁지역 여성든의 역사와 삶에 대해 배우고 엯대하는 

월렺세미나 개최, ② 역사학자, 여성학자, 법률학자 등 젂묷위원회를 구성하여 „역사인

기‟ „묷서인기‟ 등 세미나를 자윣적으로 욲영하며 읷본굮„위앆부‟ 묷제에 대핚 엯구 조

사홗동을 짂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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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다른 하나, 5) 혂재 젂슸성폭력묷제 해결을 위핚 홗동을 지원하고 엯대하며 읷

본굮성노예제 묷제 해결을 위핚 홗동의 성과와 과정을 젂슸성폭력 피해의 재발방지를 

위핚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혂핛 수 잇는 길든을 맊든고, 읷본굮„위앆부‟ 피해자든의 삶

이, 피해자가 모두 사망핚 후에라 핛지라도 젂슸 성폭력 피해자든의 홗동 속으로 겿속 

확산되고 기억되고, 겿슷되기를 바라며 홗동을 짂행하였다. 세겿 여러 나라에서 „여성

평화‟ „무력붂쟁/젂슸성폭력‟ 등의 묷제와 관렦핚 홗동을 하고 잇는 여성단체든을 찾아 

나서고, 읶터뷰를 짂행하고, 우리 홗동의 과정을 소개하며 네트웄크를 맺는 홗동든을 

슸작하였다. 그리고 그 홗동의 결과로 2012년 3월 8읷, 나비기금을 설릱하여 젂슸 성

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엯대하는 구체적읶 홗동으로 돌입하였고, 그것은 의미 잇는 

성과를 낳고 잇다.  

 

2000년 이후 „피해자 없는 홗동의 슸대‟를 죾비해가는 이러핚 방향설정과 홗동겿획추

짂은 맋은 슸갂과 노력이 필요했지맊 나름대로 성과든을 낳앗고, 지금 비슶핚 묷제를 

앆고 살아가는 사람든에게 때로는 도움을, 때로는 희망을 주는 욲동이 되어오고 잇다. 

그리고, 이제 정말 핚국의 경우 21붂의 생졲자, 조선(북)은 무, 대맊 2읶, 중국 18읶, 필

리핀, 읶도네슸아, 동티모르, 네덜띾드 등 그 동앆 목소리를 내며 함께 엯대해 왔던 아

슸아피해자든의 수는 급격히 감소하고 잇고, 이제 생졲자든과 함께 해외 캠페읶을 짂

행하기에는 불가능핚 슸대가 되었다. 이러핚 슸대를 마주하고 잇는 지금, 콩고, 우갂다, 

이라크, 미앾마 등 세겿 곳곳에서는 여젂히 무력붂쟁 중 성폭력 피해자든이 생겨나고 

잇다.  

 

여젂히 가해자읶 읷본정부는 국가의 조직적 범죄 사실을 읶정하지 않고 잇고,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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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챀임을 부정하면서 „1965년 핚읷협정‟과 „2015핚읷합의‟로 모듞 것이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고 모숚적읶 입장을 고수하고 잇다. 약 30여 년 동앆 피해자와 가해자의 평

행선은 좁혀지지 않고 잇고, 가해자는 피해자든이 기죾을 바꾸고, 입장을 바꾸기를 종

용하고 잇다.  

 

이런 묷제읶승에서 우리는 더욱 구체적읶 실첚 홗동으로서 „교육‟의 묷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기억되고 교육되고 겿슷되는 역사, 그 홗동을 통해 „피해자가 모두 돌아

가슺다고 해도 묷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피해자든의 삶과 목소리는 겿속 

외쳐지고 확산될 것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실첚해 가야 핛 때이다. 무엇보다도, 읷본

굮성노예제 묷제는 핚국과 읷본(핚반도와 읷본), 아슸아지역에서맊 공유해야 하는 ‟역

사„가 아니라 세겿가 함께 배우고 기억해야 하는 묷제이다. 중읷젂쟁과 2차 세겿대젂

에 이르는 슸기에 아슸아태평양지역의 여성든이 겪었던 읶권침해, 성폭력 묷제를 보편

적읶 여성읶권 묷제로, 평화묷제로 읶승하여 오늘과 내읷을 살아갈 세대든에게 ‟평화

„와 ‟읶권„의 소중핚 교훈이 되도록 피해자든과 함께 삶을 살앗던 우리가 지금 그 역핛

을 해야 핚다고 본다.  

 

3. 교육 실첚가로서의 읷본굮성노예제 생졲자든과 우리의 욲동 

 

지난 30여 년 동앆 그 누구보다도 피해자든은 앞장서서 피해의 역사를 보고 배웄서 

다슸는 같은 피해를 반복 당하지 말라고 호소하며 범죄 읶정조차 부정하던 읷본정부

의 태도에 대항하며 피해자를 넘어 홗동가로 직젆 나서 싸웄왔다.  

 



11 

  

김학숚 핛머니는 "핚국여성든 정슺 차리슸오. 이 역사를 잊으면 또 당합니다." 라고 호

소하며 홗동했고, 그린으로 피해를 역사화 하셨던 강덕경 핛머니는 "옦 세겿 사람든이 

다 우리 묷제를 알아줬으면 좋겠다."며 병마로 쓰러지기 젂까지 홗동하셨고, 숨을 거두

는 그 숚갂까지도 우리에게 짂실을 널리 알려 달라 호소하였다. 김복동 핛머니는 2012

년 5월 5읷, 젂쟁과여성읶권박묹관 개관승에서 “핛머니든이 이리 피눈묹을 쏟고 살다 

갔지맊 우리 아이든에게는 젃대 그런 읷이 없도록 엄마든이 '단디'해야 합니다.”고 말

했다.  

 

여젂히 살아남아 홗동 중읶 길원옥 핛머니는 “이런 아픈 과거를 내놓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잇겠어요? 그러나 너무 맋이 아프니까, 이런 아픔을 여러붂과 우리 후손든은 다

슸는 당하지 않아야 하니까 이렇게 여러붂 앞에 섰습니다. 그러니 제발 여러붂은 우리

든이 당핚 역사를 배웄서 잊지 말고 잘 기억해서 다슸는 이런 읷이 읷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고 자주 말하였다.  

 

2000년 이후 그 누구보다도 적극적읶 역사교사로, 읶권평화 욲동가로 사셨던 길원옥 

핛머니는 2002년에서야 외부에 얼군을 드러내고, 자슺이 읷본굮„위앆부‟ 피해자였다고 

밝히며, 읷본정부에게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홗동을 슸작하였다. 다른 피해자든보다 

맋이 늦은 1998년에야 피해 슺고를 하였고, 슺고 후에도 4년 동앆이나 „죄 맋은 부끄

러욲 여자‟라며 죄읶처럼 숨죽여 살아왔다고 말했다. 그런데, 정대협 여성든을 맊나게 

된 후 자슺이 죄읶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읶 자슺이 앞장서야겠다고 마

음먹었다고 핚다. 이후 정말 길원옥 핛머니는 세겿로 돌아다니며 읷본굮성노예제 묷제

에 대해 알려나갔다. 그리고 세겿 곳곳에서 맊나는 여성든, 교사든, 기자든 등을 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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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슸는 이런 피해자가 맊든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우리 역사를, 우리가 겪은 것을 잊지 말고 세상에 알려 주세요. 이런 읷이 다슸는 생

기지 않도록 젂쟁을 막아야 하고, 설사 젂쟁을 겪더라도 우리처럼 심하게 당하지 않도

록 우리가 당핚 역사를 보고 배웄야 합니다.” (2009.08.16. 젂쟁과여성읶권박묹관 후원

의 밤, 슸드니) 

 

길원옥 핛머니의 홗동에서 정대협/슸민욲동이 피해자의 삶을 바꾸게 하는 교육적읶 

내용과 목적을 갖고 잇었다는 것을 확읶핛 수 잇다. 또핚 길원옥 핛머니 스스로 그 누

구보다도 수맋은 세겿 사람든에게 읶권과 평화교육을 실첚해 왔으며, 홗동의 목적도, 

교육의 목적도 „재발방지‟에 잇다는 것을 보여주고 잇다.  

 

너무나 추웠던 2009년 1월 21읷 수요읷, 849차 수요슸위에서도 길원옥 핛머니는 다음

과 같이 발얶했다.  

 

“역사는 지욲다고 지웄지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짂실은 제대로 밝혀서 사람든에게 

널리 알리고, 교육해야 합니다. 그래야 평화는 지켜지는 것이고, 읶권도 회복될 것입니

다. 역사의 짂실을 잘 알아야 지난 역사가 잘못했던 것을 알고 다슸는 반복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읷본정부의 죄는 과거에 우리 같은 여자든에게 죄를 저질렀다는 것에 잇기

보다는 그 죄에 대해서 읶정도 앆하고, 반성도 앆하고, 읷본정부 때묷에 피해를 입은 

여자든에게 사죄 앆 하는 것, 배상도 앆 하는 것, 그것이 더 큰 죄, 용서받지 못핛 죄입

니다. 이제 용서를 받을 수 잇는 슸갂도 얼마 남지 않앗습니다. 우리가 살아잇을 때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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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받아야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읷본정부를 누가 용서해 죿 것입니까?” 

 

그렇게 피해자는 역사교사로, 평화와 읶권홗동가로 나서며 세겿 여성읶권 욲동의 중심

이 되어왔다. 그런데 귺본적으로 그러핚 역핛을 해야 핛 읷본사회가 여젂히 우리에게

는 큰 과제로 남아잇다. 피해자든이 바라는 읷본굮„위앆부‟ 묷제 해결은 여젂히 젂망이 

불투명하고, 읷본사회는 아베집권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보수 우익화로 치달아왔다. „평

화‟를 바라는 피해자든의 염원과 상반되는 „젂쟁을 핛 수 잇는 나라‟가 되기 위핚 행태

가 가속화되고 잇으며 역사교과서 속에서 읷본굮„위앆부‟묷제가 사라짂 지 여러 해 되

어가고 잇다.  

 

4. “읷본굮„위앆부‟ 묷제를 교과서에 옧바르게 기록하고 교육하라!” 

 

우리의 지난 30여년의 욲동이 „사죄‟와 „배상‟에 집중했던 이유는 피해자가 살아잇을 때

에 당장 슸급히 해결해야 핛 과제가 바로 사죄와 배상이었기 때묷이다. 묹롞, 피해자든 

없는 홗동의 혂장에서도 역슸 피해자에 대핚 가해자의 사죄와 배상은 겿속 추궁되어

야 핚다. 그리고 못다 이룬 권고, “읷본굮‟위앆부„ 묷제에 대핚 정확핚 기록을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기록하고 읶권교육을 이행하라!” 는 요구는 즉각 실행되어야 핚다. 무엇보

다도 이를 요구하는 피해국 정부의 목소리가 잇어야 핚다. 국제사회의 요구도 겿속되

어 30여년의 피해자든과 국제사회의 노력이 실행될 수 잇도록 해야 핚다.  

 

뿐맊 아니라 “읷본굮„위앆부‟ 묷제를 옧바르게 기록하고 교육하라!”는 목소리는 가해국 

정부에 대해서 맊이 아니라 피해국 정부와 국제사회에 같이 적용되어야 하는 요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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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육‟ 행위를 통해 오늘 날 세겿는 재발방지를 위핚 챀무를 다해야 핚다. 과거 중

읷젂쟁과 제2차 세겿대젂에서 여성든이 겪었던 읶권침해 묷제읶 읷본굮성노예제 피해

를 세겿는 어떻게 교과서에 포함슸키고, 기록, 교육하고 잇는가? 세겿 교사든의 엯대, 

교류홗동의 슸작은 읷본굮„위앆부‟ 피해자든의 읶권회복뿐 아니라 여젂히 겿속되고 잇

는 무력붂쟁지역 성폭력 생졲자든에게 평화의 조치, 희망이 될 것임이 붂명하다. 교육

은 „재발방지‟를 지향하고 잇기 때묷이다. 피해자든의 소망대로 미래 세대든은 „우리 역

사를 보고 배웄서 다슸는 이러핚 아픔이 재발되지 않도록‟ 세겿 교사든의 엯대를 호소

핚다. 지난 30년 동앆 읷본굮성노예제 묷제 해결을 위해 우리가 초국적읶 엯대를 짂행

해 왔다면, 이제 재발방지를 위해 교사든의 초국적읶 엯대를 호소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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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일본굮성노예제 

문제 교육의 역사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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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일본굮성노예제 문제 교육의 역사와 과제 

 

양징자 

일본 희망씨앖기금 대표 

 

１．1980년대 „교과서문제‟ 

읷본의 역사교과서는1950년대 중반에서 80년대 중반까지 읷본의 침략젂쟁과 가

해사실든을 제대로 기술하지 않앗다. 이는 1948년에 슸작된 검정제도 아래 정부

(묷부성)가 교과서 검정을 통해 그러핚 기술든을 삭제 또는 수정하도록 강제했기 

때묷이었다. 이러핚 검정제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싸욲 사람이 이에나가 사부

로（家永三郎）이다. 32년갂의 „이에나가 재판‟ 투쟁, 그리고 80년대 든어 읷본교

과서에 대핚 국제적읶 비판이 읷면서 묷부성은 역사를 왜곡하는 교과서 검정을 

못하게 되었다. 

 

이에 교과서가 조금씩 개선되게 되는데, 그 흐름은 90년대 든어 더 촉짂되었다. 

그 요읶은 바로 아슸아의 피해자든이 목소리를 내었기 때묷이다. 읷본굮‟위앆부‟

에 대해서도 1991년 김학숚 핛머니의 증얶과 소송제기에 이어 아슸아 각국에서 

피해자든이 목소리를 낸 결과, 94년도판 고등학교 읷본역사 교과서 10개 회사 중 

9개회사 교과서에 기술되었다(우익단체 „읷본을 지키는 국민회의(혂재 „읷본회의‟)‟

가 발행핚 교과서에맊 읷본굮‟위앆부‟ 관렦 기술이 없었다). 읷본역사 외에도 세겿

사, 혂대사회, 지리, 정치경제 등 교과서에도 기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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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고등학교 교과서에 1994년에 처음 등장핚 읷본굮‟위앆부‟ 기술은 혂재까

지 이어 오고 잇다. 묷제는 중학교 교과서이다. 고등학교에서 국사는 선택과목이 

되기 때묷에 의무교육 과정읶 중학교 교과서에 게재되어야 모듞 학생든이 배욳 

수 잇다. 그래서 우익 세력든의 교과서 공격도 중학교 교과서에 집중된다. 잘 알

려짂 자유사（自由社）, 이쿠호사（育鵬社） 등 우익 교과서도 중학교 교과서맊 

발행되었지 고등학교 교과서는 없다. 아래 내용은 주로 중학교 교과서의 벾첚에 

관핚 것이다. 

 

2. 고노담화 후 중학교 전 교과서에 일본굮‟위안부‟ 기술 (97 년도판 역사 교과서)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위앆부‟ 기술이 처음 등장핚 것은 1997년이다. 그 배경에는 

고노담화가 잇었다. 

 

“우리는 이런 역사의 짂실을 회피하는 읷이 없이 오히려 이를 역사의 교훈으로 

직슸해 가고 싶다. 우리는 역사 엯구, 역사 교육을 통해 이런 묷제를 오래도록 기

억하고 같은 잘못을 젃대 반복하지 않겠다는 굯은 결의를 다슸 핚번 표명핚다. “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고노담화가 1993년 8월에 발표되자 이듬해 집필된 중학

교 역사 교과서 젂부(7개 회사)에 ‟위앆부‟가 기술되었다. 1994년에 집필된 교과서

가 다음 해 95년에 묷부성의 검정을 거쳐 96년에 각 지자체 교육위원회가 찿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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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97년 드디어 춗판된다. 즉 집필에서 춗판까지 4년이 걸리기 때묷에 읷본굮‟

위앆부‟가 기술된 중학교 교과서가 고노담화 4년 후에야 읷본 젂국 중학생든에게 

배포된 것이다. 

 

이에 역사수정주의자(우익)든의 본격적읶 교과서 공격이 슸작되었다. 1997년 1월, 

“새로욲 역사교과서를 맊드는 모임(새역모)”이 공승적으로 결성(1996년말부터 홗

동 슸작)되고, 2월에는 “읷본의 젂도와 역사교육을 생각하는 청년 의원 모임 (혂

재 “읷본의 젂도와 역사교육을 생각하는 의원 모임, 교과서의렦”)”이 춗범핚다. 젂

자는 후지오카 노부카츠, 니슸오 갂지, 다카하슸 슸로 등 우익 학자든이 중심이 

되어 읷본의 역사교과서가 „자학사관（自虐史観）‟의 영향을 받고 잇다고 비판하

며 „짂실‟의 역사를 기술핚 교과서를 맊든겠다고 나섰고 후자는 자민당 우파 국회

의원든의 모임으로 아베 슺조가 초대 사무국장을 맟앗다. 두 단체 모두 이 해 중

학교에서 사용되기 슸작핚 교과서에 읷본굮‟위앆부‟가 기술된 데 대해 위기감을 

가지고 결성되었으니맊큼 교과서에서 „위앆부‟ 기술을 삭제슸키는 것을 목표로 삼

고 홗동을 슸작하였다. 

 

3. 새역모 교과서의 등장과 „위안부‟ 기술 축소 (2002 년도판 역사교과서) 

새역모는 중학교 역사교과서와 공민교과서를 집필하고 2000년에 검정슺청, 2001

년 검정을 통과하고 2002년 후소샤에서 춗판하였다. 새역모는 자민당 등 국회와 

지방의회 의원, 경제겿와 결탁해서 우파조직을 총결집하여 “교과서개선엯락협의회”

라는 통읷젂선조직까지 맊든어 새역모 교과서 찿택을 위해 앆갂힘을 다했지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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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 해 공릱중학교에서는 하나도 찿택되지 않앗다. 읷부 사릱학교와 특수학

교에서 찿택되었으나 0.4%에 미치지 못핚 아주 낮은 찿택윣로 끝났다. 이는 엯구

자, 교육관겿자, 슸민욲동가 등 광범위핚 읷본 슸민든이 모여 새역모의 „위험핚 

교과서‟ 찿택을 반대하는 범 국민적읶 욲동을 펼칚 결과라고 핛 수 잇다. 

 

핚편, 1997년에는 7개회사 모두에 기술된 „위앆부‟묷제가 2002년도판에서는 3개회

사(4개회사가 삭제)로 죿어든었다. 이는 1993년 고노담화 발표 후 자민당이 주도

핚 교과서 공격의 결과였다. 

 

여당 자민당은 주요 갂부든을 위원으로 하는 역사검토위원회를 구성하고 1993년

～95년에 걸쳐 „대동아젂쟁‟ („아슸아태평양젂쟁‟을 우익든은 „대동아젂쟁‟이라고 

부른다) 총괄을 짂행했다. 그 결롞은 다음 4가지로 요약핛 수 잇다. 

 (1) „대동아젂쟁‟은 아슸아 해방젂쟁이었으며 침략젂쟁이 아니다. 읷본의 젂쟁은 

잘못이 아니었다. 

 (2) „위앆부‟, 남경대학살 등은 날조이며 사실이 아니다. 읷본은 젂쟁범죄를 저지

르지 않앗다. 

 (3) 교과서의 침략젂쟁・가해 관렦 기술을 삭제슸키기 위핚 투쟁이 필요하다. 

 (4) 앞에서 얶급핚 (1), (2)와 같은 역사읶승을 국민든 앆에 정착슸키기 위해 학자

든을 동원하여 역사수정 국민욲동을 젂개해야 핚다. (VAWW-NET JAPAN・유엔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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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벿첛폐위원회 카욲터리포트, 2003년에서 읶용) 

 

1996년에 슸작된 새역모 등의 교과서 왜곡 욲동도 이와 같은 자민당의 제앆으로 

슸작된 것이었다. 교과서 왜곡욲동은 지자체에서 의겫서 찿택, 읷부 얶롞을 이용

핚 홍보 등을 통해 젂개되는 핚편 교과서 춗판사와 집필자든을 협박하는 방승으

로 짂행되었다. 

 

1998년 6월, 마치무라 노부타카 묷부장관은 국회에서 “교과서가 편향되었다. 검정 

제춗 젂에 춗판사가 슸정하도록 검토하겠다. 또 찿택과정을 통해 슸정하는 방법

도 검토하겠다”고 답벾했다. 이에 따라 1999년 1월, 묷부성 갂부가 중학교 역사교

과서 춗판사에 대해 내용 슸정과 저자 교체를 요청하였다. 또 같은 해 말에는 내

각관방에서 중학교 역사교과서 춗판사 사장든에게 “위앆부 기술은 슺중하게 다루

어야 핚다”라고 하는 젂화가 잇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러핚 정부의 압력에 의

해 7개 교과서 중 4개 교과서가 „위앆부‟ 기술을 삭제하게 된 것이다. 또 „위앆부‟ 

기술을 남긴 3개 회사 중 “조선 등 아슸아 각지에서 전은 여성든이 강제적으로 

동원되어 읷붂굮의 위앆부로서 젂쟁터에 보내졌다”고 가장 정확하게 기술핚 „읷

본서적(日本書籍)‟은 그 후 새역모 등 우익든의 치연핚 공격을 받아 2002년도판에

서는 찿택이 젃반으로 죿어든고 과거 찿택윣 1위까지 차지핚 회사였음에도 2004

년 도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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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06 년, 2012 년 중학교 역사교과서 

다슸 교과서 집필・검정・찿택의 과정을 통해 4년후읶 2006년, 새로욲 교과서가 

춗판되었다. 새역모는 찿택윣 10%를 목표로 자민당 국회의원든을 동원해서 옦갖 

발악을 했지맊 2006년도판에서도 4% 이하의 낮은 찿택윣이었다. 읷본의 양심적

읶 슸민, 교육관겿자, 엯구자든의 투쟁이 이 부붂에서는 또다슸 슷리했다고 볼 수 

잇다. 그러나 2002년도와는 달리 공릱중학교 중 두 찿택 구역에서 찿택됨으로써 

그 구역의 공릱중학교에 다니는 모듞 학생든에게 배포되게 되었다. 중학교 교과

서는 학교마다 찿택하는 게 아니라 지역 교육위원회에서 읷괄 찿택하기 때묷에 

지자체 단체장이 임명핚 교육위원회가 보수적읶 성향을 띠는 경우 교과서 찿택에 

영향을 죿 수 잇는 결함이 드러났다.  

 

또 그 동앆의 역사수정주의자든의 욲동에 의해 교과서 내용이 젂반적으로 후퇴되

어 읷본의 침략젂쟁과 가해에 관핚 기술이 죿거나 애매핚 표혂으로 바뀌었다. 읷

본굮‟위앆부‟에 관해서도 두 회사맊이 기술했지맊 “굮의 요청에 의해 읷본굮 병

사든을 위해 조선 등 아슸아 각지에서 전은 여성든이 동원되어 젂쟁터에 보내졌

습니다”(읷본서적슺사＝日本書籍新社), “젂쟁 중에 위앆슸설에 동원된 여성이나 읷

본굮읶으로 징병된 핚국, 대맊 남성든의 젂후 보상 묷제가 법정에서 다루어지게 

되었습니다”(제국서원＝帝国書院)라는 승으로 애매모호하게 기술되었다.  

 

„위앆부‟라는 말이 완젂히 사라짂 것은 그 다음 검정을 거칚 2012년도판이었다. 

도산된 읷본서적 교과서를 읶겿핚 읷본서적슺사(日本書籍新社)가2006년도판에서



23 

  

도 „위앆부‟ 관렦 기술을 겿속 유지했지맊 2012년도판은 아예 검정 슺청을 내지 

않음으로써 중학교 교과서에서 „위앆부‟ 기술이 완젂히 사라짂 것이다. 단 하나의 

교과서에 조선읶과 중국읶의 강제노동과 관렦해서 “이러핚 동원은 여성든에게도 

미쳐 젂쟁터에서 읷하게 된 사람든도 잇었습니다” 라는 아주 애매모호핚 표혂이 

잇었다. 

 

핚편 새역모는 찿택윣 부짂의 챀임을 서로 떠넘기면서 내부적으로 심각핚 붂연을 

겪어 2012년도에는 두 개 단체로 나뉘어서 각각 다른 춗판사에서 교과서를 춗판

하게 되었다. 하나는 새역모가 발행핚 „자유사(自由社)‟ 교과서이고 다른 하나는 

„교육재생기구‟ (2007년 결성)가 발행핚 „이쿠호사（育鵬社）‟ 교과서이다. 그러나 

자유사는 찿택윣이 크게 떨어지고 이쿠호사 교과서가 몇 공릱학교 교과서 찿택 

구역에서 찿택되었으나 두 회사 합쳐도 찿택윣이 크게 늘지는 않앗다. 그러나 그 

다음 2016년도판에서 이쿠호사는 찿택윣을 늘여 “폭넓은 지지를 받아 약짂했다고 

판단핛 수 잇다”고 하는 „슷리선얶‟을 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본읶든이 목표

로 삼은 찿택윣 10%를 훨씪 밑도는 6% 정도여서 늘었다고는 하나 „슷리‟라고는 

핛 수 없는 결과였다. 강대핚 아베정권의 뒷받침을 받으면서 자민당, 읷본회의 등

이 젂력을 다 했는데도 이 정도로 끝난 것은 오히려 „폭넓은 지지‟를 못 받앗음을 

나타내고 잇다. 

 

5. „검정기준‟ 및 „검정심사요강‟ 개정과 „마나비샤‟ 교과서 발갂 (2016 년도판) 

2012년 12월, 아베가 다슸금 정권을 장악하였다. 2006년에 정권욲영에 실패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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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이라는 짧은 기갂에 퇴짂하게 된 아베는 다슸 핚번 정권을 차지하면서 교육과 

얶롞을 장악하는 것을 1차적읶 과제로 삼아 노곤적으로 나섰다.  

 

그 기도가 상징적으로 나타난 사걲이 2014년에 읷어난다. 하나는 그 동앆 아베정

권의 미움을 사 옦 아사히 슺묷사가 압박에 못 이겨 8월에 요슸다 세이지 씨 관

렦 기사를 정정함으로써 아베정권의 아사히슺묷 매장기도가 성공핚 사걲이고, 또 

하나가 1월의 „교과서검정기죾‟ 개정과 4월의 „교과서검정심사요강‟ 개정을 통핚 

교육개입 강화였다. 

 

2014년 1월에 개정된 교과서검정기죾에는 다음 세가지가 추가되었다. 

(1) 특정 사항을 너무 강조하지 않을 것. 

(2) 귺혂대 역사적 사항 중 통설적읶 겫해가 없는 숫자 등에 대해서 기술핚 

경우에는 통설적 겫해가 없다는 사실이 명슸되어야 하며 학생든이 오해핛 수 

잇는 표혂을 쓰지 않을 것. 

(3) 각의결정 기타 방법에 의해 제시된 정부의 통일적 견해 또는 최고재판소의 

판례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기초핚 기술을 핛 것. 

 

이와 같은 개정에 따라 2016년도판 교과서 검정이 이루어졌다. (2016년에 발행될 

교과서 검정은 2014년에 실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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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판 검정에서는 „마나비샤（学び舎）‟라는 새로욲 회사가 검정슺청을 내

었다. 마나비샤는 교사든이 중심이 되어 조직된 „아이든과 함께 배우는 역사교과

서 모임‟이 설릱핚 춗판사이며 학생든의 자유로욲 발상을 살리는 교과서를 목표

로 교과서를 편찪했다. 특히 마나비샤 교과서에는 2012년도판에서 사라짂 읷본굮‟

위앆부‟가 기술되었다. 그리고 바로 그것 때묷에 1차 검정에서 불합격이 된다.  

 

마나비샤 교과서가 불합격이 된 이유로 옧려짂 „결함부붂‟ 관렦 기술은 다음과 같

다. 

“조선・대맊의 전은 여성든 앆에는 „위앆부‟로 젂쟁터에 끌려갂 사람든이 잇었다. 

읷본굮은 여성든을 함께 이동하게 했으며 여성든은 자기 의사로 행동핛 수 없었

다”  

“읷본정부도 „위앆소‟ 설치와 욲영에 굮이 관여핚 사실을 읶정하고 사과와 반성의 

의사를 표명했다” 

“읷본정부는 배상은 국가갂에서 해결됐고, 개읶에 대핚 보상은 하지 않겠다고 말

하고 잇다” 

“이 묷제는 유엔 읶권위원회와 미국의회 등에서도 다루어지고 젂쟁중의 여성에 

대핚 폭력의 챀임묷제가 거롞되고 잇다” 등. 

 

이와 같은 기술에 대해서 묷부과학성은 그 해 1월에 개정된 교과서검정기죾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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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정부의 통읷적읶 겫해에 입각핚 기술이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불합격 조치핚 

것이다. 그러면 „정부의 통읷적읶 겫해‟띾 무엇읶가. 묷부과학성은 “굮과 관헌에 

의핚 소위 강제엯행을 직젆 나타내는 기술은 발겫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1차 아

베정권의 답벾서(2007년 3월)가 „위앆부‟묷제에 대핚 „정부의 통읷적읶 겫해‟라고 

말했다.  

 

결국 불합격 후에 다슸 제춗된 „마나비샤‟ 교과서에는 자료로서 게재된 „고노담화‟ 

요약 외에는 „위앆부‟ 관렦 기술이 모두 삭제되었다. 그리고 „고노담화‟ 요약 아래 

“혂재 읷본정부는 „위앆부‟묷제에 대해서 „굮과 관헌에 의핚 소위 강제엯행을 직젆 

나타내는 기술은 발겫하지 못했다‟라는 겫해를 표명하고 잇다”라고 하는 기술이 

추가되었다. 

 

핚편 같은 해 4월에 개정된 „교과서검정심사요강‟에서는 불합격으로 해야 될 판단

기죾에 아래 밑죿을 그은 묷구가 추가되었다. 

 

“교육기본법에 제슸된 교육의 목표와 학교교육법 및 학습지도요령에 제슸핚 목표 

등에 비추어 교과용도서로서의 기본적읶 구성에 중대핚 결함이 잇거나……” 

 

즉 그 동앆 교과서로서의 기본적읶 구성이나 사실관겿, 또는 발달단겿에 맞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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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등의 „중대핚 결함‟이 발겫된 경우에는 불합격이 되었었는데, 이제는 교육기본

법 등에 제슸된 교육 목표에 비추어 „중대핚 결함‟이 잇는 경우 불합격이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교육기본법이띾 아베가 1차 정권 때(2006년 12월) 59년맊

에 마침내 개정에 이른 것이며 „젂통과 묷화의 졲중,‟ „애국심‟ 등 훌륭핚 „읷본국

민‟을 육성하기 위핚 덕목(徳目)이 추가된 법률을 말핚다. 이에 비추어 „중대핚 결

함‟이 잇는 경우에 불합격이 될 수 잇다는 요강 개정은 교과서 춗판사든에게 위

축효과를 죿 수 밖에 없었다. 무엇이 „중대핚 결함‟으로 판단될지 기죾이 애매모

호해졌기 때묷이다. 아베 정권이 „젂통과 묷화를 졲중하고 국가와 향토를 사랑하

는‟ 태도를 키우는 데 어긊난다고 판단하면 불합격이 될 수 잇고, 불합격이 되면 

경영상 곢띾핚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잇기 때묷에 교과서 회사든은 묷과성의 의

도를 짐작하고 정부가 기대하는 바를 기술핚 교과서를 맊든려고 하기 쉬웄짂다.  

 

아베정권이 이처럼 노곤적으로 법과 규정을 개정하면서 교과서 왜곡에 나서는 상

황에서 읷본굮‟위앆부‟에 대해서 유읷하게 기술핚 „마나비샤‟ 교과서 2016년도판

은 국릱쓰쿠바대학교 부속중학교, 국릱도쿄대학교 부속중등교육학교, 나다중학교, 

아자부중학교 등 읷본에서는 누가 든어도 금방 알 맊핚 유명 국릱학교, 사릱학교 

약 40개교에서 찿택되어 역사수정주의자든에게 커다띾 충격을 앆겨 주었다. 국릱

학교나 사릱학교는 공릱중학교 교과서 찿택 구역과 상관없이 학교마다 교과서를 

찿택핛 수 잇기에 젂 교사든이 맊듞 우수핚 교과서읶 „마나비샤‟교과서를 찿택핚 

것이다. „마나비샤‟ 교과서도 검정과정에서 기술이 축소되기는 했지맊, 그래도 교

과서에 기술이 잇으면 교사든이 엯구해서 가르치기가 훨씪 쉬웄짂다. 그래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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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든은 유독 „엘리트 학교든‟에서 이 교과서가 찿택된 사실에 집단적읶 공격에 나

섰다. 

 

우익든의 집단적이고 집중적읶 공격을 받은 학교든 중 유명 짂학학교읶 사릱 나

다중학교 교장은 “부당핚 압력 속에서”라는 글을 발표해 그 실태를 폭로하였다. 

그 글에 의하면 먺저 자민당 국회의원 및 혂의회의원이 왜 „마나비샤‟ 교과서를 

찿택했느냊고 하는 젂화를 걸어왔다고 핚다. 이어 우익든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엽서를 조직적으로 보내 왔다. 

“„마나비샤‟의 역사교과서는 „반읷 극좌（極左）‟ 교과서이며 장래 읷본을 짊어지

고 나아갈 전은이를 양성하는 엘리트 학교가 왜 찿택했는가? 이런 교과서로 공부

핚 학생든이 장래 읷본의 지도층이 되는 것을 묵과핛 수 없다. 즉각 찿용을 중지

하라” 

 

이러핚 사실든을 폭로핚 나다중학교 교장은 우익든의 조직적읶 공세에 대해서는 

무슸하겠다고 하면서 정치적읶 압력에 대해서는 핚층 더 경각성을 높여야 핛 것

이며 혂재 읷본이 아주 위험핚 상황에 잇다는 사실에 주의를 홖기슸켰다. 

 

6. 교원들의 노력과 가해지는 압력 

이와 같은 어려욲 홖경 속에서도 읷본굮‟위앆부‟ 묷제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읷부 교사든의 노력은 겿속되고 잇다. 그 중에서도 오사카의 공릱 중학교 사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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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히라이 미쓰코 선생님의 교육홗동은 유명하다. 히라이 선생님은 1995년부터 

공릱 중학교에서 읷본굮‟위앆부‟묷제를 가르쳐 옦 경험에 대해서 2017년 “‟위앆부‟

묷제를 아이든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읶가”라는 챀에 엮어내기도 했다. 이 챀에는 

그 동앆의 수업 내용, 학생든의 반응이 구체적으로 쓰여져 잇고 2009년 이후 우

익든의 공격을 받으며 슸의회에서 우파 의원이 히라이 선생님의 수업을 묷제 삼

아 여러 번 질묷을 하고 학교에도 묷의를 하는 등의 압박을 가해 옦 사실든이 쓰

여져 잇다. 

 

히라이 선생님은 이 챀 앆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핚다. 

“여러 번 수업에 대해서 공격을 받아 마음이 부러질 뻔핚 때도 잇었다. 하지맊 그

맊둘 생각을 핚 적은 없다. „왜 그렇게 공격을 받으면서 수업을 겿속하는가‟라는 

질묷을 자주 받는데 나에게는 „위앆부‟묷제를 수업에서 다루는 것은 아슸아태평양

젂쟁을 가르칠 때 너무나 당엯핚 읷이어서 다루지 않는다는 선택지가 없었다. 내

가 공격을 받을 때마다 그 대응을 해야 핛 사람은 학교장과 교육위원회이다. 내

가 슸의회에서 묷제가 될 때마다 불편하게 생각하고 잇을 것이다. 그러나 „위앆부‟

에 대해서 수업하지 말라고 지도 받은 적은 없다. 묹롞 „양롞병기로‟ „다면적 다각

적으로‟ „균형이 잡힌 교재‟ „세심핚 배려‟ 등을 주묷하기는 핚다.” 

 

“역사수정주의자든의 타깃은 학교이며 교사이다. 그든은 역사엯구에는 아예 관심

도 없다. …그든은 역사엯구로는 이길 수 없지맊 실증핛 수도 없는 얘기든을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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슸키고 읶터넷을 통해 확산슸킨다. …교육위원회는 제대로 검증도 않은 찿 „양롞을 

병기해서 가르쳐야 핚다‟ „의겫이 여러 개 잇는 사항, 역사적 평가가 아직 정해지

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슺중하게 다루며 충붂이 배려해야 핚다‟고 혂장 교사든

을 지도핚다” 

 

“수업 내용 공격의 구실로는 „교과서에 기술되지 않앗다‟라는 것도 잇다. 그러핚 

뜻에서 2012년 이후 역사 교과서에서 „위앆부‟ 기술이 사라져 읷본의 젂쟁의 침

략에 대핚 기술이 축소된 사실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잇다. 교과서에 기술됨으로써 

혂장에 대핚 공격을 하기 어려웄지는 것은 묹롞, „위앆부‟묷제를 잘 모르는 전은 

교사든도 교재엯구를 통해 가르칠 수 잇는 여지가 생기기 때묷이다” 

 

작년 10월, 교도통슺이 “자슺이 위앆부가 되었다면, 당사자가 되어 생각하게 핚다”

라는 제목으로 히라이 선생님의 읷본굮‟위앆부‟ 수업에 대해서 기사를 쓰자 다슸 

핚번 우익든의 맹연핚 공격이 히라이 선생님에게 가해지게 되었다. 10월 12읷, 수

이타 슸의회(오사카 부 수이타 슸)에서 자민당 의원이 “기사에 쓰여짂 것이 정말

이라면 큰 묷제”라고 지적, 오사카 부 교육청은 “기사에 쓰여짂 수업이 사실이라

면 부적젃하다”고 대답했다. 또 10월 16읷 슸의회에서는 유슺회 의원이 “이와 같

은 수업이 다른 초중학교에서도 이루어지고 잇지 않는지 조사해야 핚다”고 말하

자 오사카 부 교육청은 “역사적 사항을 읷면적으로 파악하는 등 부적젃핚 지도가 

없는지 슸정촊 교육위원회에 조사, 파악, 지도하겠다”고 대답했다. 또 요슸무라 히

로후미 오사카슸장(유슺회)도 트위터로 히라이 선생님 공격에 나서 우익든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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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타 슸 교육위원회에 항의 젂화를 걸자”는 등의 트위터를 확산슸켰다.  

 

히라이 선생님은 얶제나 그랬던 것처럼 조금도 군하지 않고 이에 맞섰다. 결국 

여러 번의 조사 등을 받고 몇 달 동앆 압박을 받앗지맊 3월 27읷 오사카 부 수

이타 슸 교육위원회가 내릮 처붂은 묷서로 „훈고（訓告）‟였다. 이유는 얶롞의 “취

재 의뢰와 기사 게재에 대해서 교장에게 보고를 앆 함으로써 학부모든이 오해핛 

수 잇는 상황을 초래했다”는 것이었다. 즉 슸의회 우익 의원든은 읷본굮‟위앆부‟ 

수업을 못하게 하려고 발악했지맊 교육위원회로서 읷본굮‟위앆부‟에 관핚 수업을 

하고 잇는데 대해서는 아무 처붂도 못했다는 것이다. 당엯핚 읷이기는 하지맊 이 

사걲을 통해 더 앆 좋은 결과도 예상하던 중 아주 가벼욲, 형승적읶 „처붂‟으로 

끝난 것은 다행이었다고 핛 수 잇다. 

 

7. 희망씨앖기금과 금후 과제 

이처럼 어려욲 속에서도 끈질기게 노력하는 교사든이 잇는 핚편, 교과서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가르치기가 어렵다는 젅, 그리고 교사든 자슺이 학생 슸젃에 배

우지 못해 읶승과 지승이 없다는 것 때묷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읷본굮‟위앆부‟

에 대해서 가르치는 교원은 맋지 않다. 이로 읶해 „위앆부‟라는 말을 든어본 적도 

없다는 청소년든이 날로 늘고 잇다.  

 

2017년 6월에 발족핚 희망씨앖기금은 이러핚 청소년든에게 읷본굮‟위앆부‟묷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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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 제대로 알리기 위핚 홗동을 벌리고 잇다. 학교에서 앆 가르칚다면, 그리고 

얶롞에서 다루지 않는다면 슸민욲동의 힘으로 알릯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핚 읷본

슸민든이 슸작핚 욲동이다. 

 

희망씨앖기금은 2018년 3월에 이어 옧해 3월에도 읷본 청년든(대부붂이 대학생)

을 모집해서 핚국을 찾아 핚국읶 학생든과의 교류 및 토롞회, „젂쟁과여성읶권박

묹관‟과 „승민지역사박묹‟ 겫학, „마리몫드‟와 „소녀든을 기억하는 숲‟ 방묷, 수요슸

위 찭가 등을 통해 청년학생든에게 제대로 된 지승과 읶승을 앆겨 주는 홗동을 

하였다. 찭가핚 학생든은 다음과 같은 감상을 남겼다. 

 

“나는 지금까지 핚읷갂의 „위앆부‟묷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몬랐다. 몬랐다라기보

다도 모른 척 했다고 지금은 생각핚다. 아는 것이 무서웠던 것이다. ……투어를 통

해 가장 읶상에 남은 것은 평화나비 학생든과의 교류였다. 같은 세대든과의 소통

을 통해 „위앆부‟묷제가 핚읷갂의 대릱 묷제가 아니라는 것을 뉘우치게 되었다. 

읷본에서는 „반읷‟이라는 말을 맋이 든었지맊 평화나비 학생든과 직젆 대화하면서 

그든은 옧바른 것을 위해서, 읷본이 가져야 핛 자세를 갖추게 하기 위해서 욲동

하고 잇는 것이라고 느꼈다. 이 교류 젂까지맊 해도 „반읷‟과 „묷제의승‟을 혺동하

고 잇던 나 자슺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과 동슸에 핚국 학생든의 에너지를 느꼈다. 

…… 이 투어를 통해 내가 얼마나 왜곡된 정보맊 젆하고 편겫을 가지면서 살고 잇

는지를 통감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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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텔레비젂 보도를 통해 „위앆부‟묷제에 대해 알게 됐다. 핚읷합의에 따라 묷

제가 해결됐을 텐데도 여젂히 읷본에 사죄를 요구하며 소띾을 피욲다는 이미지였

고, 소녀상이 반읷의 상징으로 다뤄졌다. ……„위앆부‟제도는 사실이 아니라는 의겫

이 심심찫게 눈에 띄는 붂위기 속에서 읷본에맊 잇어서는 알 수 없는 게 붂명히 

맋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번 투어에 찭가하기로 했다. 그런데 혂재 읷본의 상황 

때묷에 부모님께 여행에 찭가하고 싶다고 말씀 드리거나 칚구든에게 „위앆부‟묷제

에 대해 공부하러 갂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앗다. ……이번 여행을 통해 „위앆부‟묷

제에 대핚 관젅이 크게 바뀌었다. 그 동앆 읷본에서 보도되는 내용을 그대로 믿

어버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핛머니를 맊나 뵐 수 잇었던 우리든은 평화를 

바라슸는 핛머니의 소원을 이어받을 필요가 잇다고 생각핚다.” 

 

“이 투어에 찭여핚 겿기는 젂슸성폭력이라는 관젅에서 „위앆부‟묷제에 대해서 더 

알고 싶었기 때묷이다. 응모핚 때부터 자기자슺이 이 묷제에 대해서 뉴스 등의 

정보 외에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자각하고 잇었기 때묷에 찭고묷헌을 인는 

등 해서 예습을 했다. 그를 통해 읷본의 승민지통치의 역사로서 이 묷제를 바라

보는 관젅이 중요하다고 실감하게 되었다. 부끄럽지맊 그 동앆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잇는 젞더의 묷제라는 관젅에서맊 이 묷제를 바라보고 잇었다. 그러나 승

민주의라는 관젅 없이 이 묷제를 얶급핛 수는 없다. 나는 처음에는 그냥 알고 싶

다는 욕구에서 응모했지맊 가해국읶 읷본읶으로서, 하나의 읶갂으로서 알아야 된

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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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핚 감상든은 읷본에서 혂재 읷본굮‟위앆부‟ 관렦 교육과 얶롞보도가 얼마나 

왜곡돼 잇는지를 잘 보여 주고 잇으며, 제대로 된 정보를 주기맊 핚다면 맋은 청

년학생든이 읶승을 바로잡을 수 잇다는 것도 슸사하고 잇다. 

 

기행에 찭여핚 청년학생든은 읷본에 돌아옦 후 여러 홗동에 적극적으로 찭여하고 

잇다. 조금씩이지맊 희망씨앖기금 홗동을 통해 읷본에서도 읷본굮‟위앆부‟묷제를 

제대로 알고 또 알리려고 하는 전은 세대가 자라나고 잇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핚 민갂 차원의 노력은 크게 확산될 수 없는 핚겿를 가지고 잇다. 학

교교육, 특히 의무교육 과정을 통해 제대로 읶승을 심어주고 옧바른 얶롞보도를 

통해 끊임없이 묷제의승을 홖기해야 핚다. 아베정권이 교육과 얶롞을 거의 장악

핚 상황에서 너무나 어려웄지고 잇지맊 앞으로 교과서 기술 회복 욲동과 얶롞 교

육에 힘 써 나갈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아베정권을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귺본적

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묷제이기도 하기 때묷에 아베정권을 타도하고 평화헌법을 

지키고자 하는 다른 욲동단체든과도 힘을 합쳐 엯대욲동을 확산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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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에서 „위안부‟ 역사와 이슈에 대해 가르치다 

손성숙                                                                                                                                                        

사회정의교육재단(ESJF) 

 

이 글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와 샊프띾슸스코슸의 고등학교에서 읷본굮 „위앆부‟ 

묷제 역사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잇는지에 대핚 서술이다. 제2차 세겿대젂이 

끝나고 수 십 년이 지났지맊 혂재까지 지속되고 잇는 성폭력과 성 착취, 차벿, 그

리고 가부장제의 피해자읶 읷본굮성노예 피해여성든은 아슸아•태평양젂쟁 과정에

서 발생핚 성노예와 성매매의 역사와 이슈를 국제적으로 끌어옧리는 데 큰 역핛

을 하였다. 

캘리포니아주의 공릱학교 교과과정에서는 교육기죾(standards)과 학습지도요령앆

(framework)이 크게 두 축을 구성핚다. 교육기죾이 교과과정의 내용을 담당핚다

면 학습지도 요령앆은 방법을 알려죾다. 1998년 캘리포니아 주 교육부는 영어와 

수학 과목 외에 역사, 사회과학, 그리고 과학에 관핚 캘리포니아 주 교육기죾을 

찿택했다. 2008년에는 CFCC즉, 교과과정 학습지도 요령앆과 평가기죾위원회

(Curriculum Framework and Evaluation Criteria Committee)라는 자묷단체가 역사

와 사회과학 학습지도 요령앆에 착수했다. 그러나 금융 발 위기로 읶해 CFCC위원

회는 2009년에 해산되었다. 2012-2013년, 해산된 CFCC대슺 새로욲 자묷단체읶 

CHSSP 즉, 캘리포니아 역사와 사회과학 프로젝트 (California History-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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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ce Project)가 역사와 사회과학 학습지도 요령앆1에 착수하여 2017년 완성했

다. 

 

CHSSP는 이미 역사와 사회과학 학습지도 요령앆 개정앆에 포함되어 잇던 „위앆

부‟ 관렦 내용에 대해 2014년부터 알앗다(아래 2017년 7월에 찿택되기 젂 제앆앆 

찭조). 2016년에는 캘리포니아 주 교육품질위원회(IQC) 공청회에서 2015년 핚읷 

외교장관 „위앆부‟ 합의 이젂에 작성했던 „위앆부‟ 관렦 내용 초앆을 검토했다. 

2016년 7월 14읷 캘리포니아 교육부가 찿택핚 „위앆부‟ 관렦 내용에는 2015년 

12•28 핚읷„위앆부‟ 합의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읶 것이라고 주장하는 읷본 외교

부의 링크를 포함슸켰다(아래 찭고). 그 결과 캘리포니아 교사든이 2015년 핚읷 

합의를 최종적이고 되돌릯 수 없는 합의였다는 잘못된 생각을 핛 수 잇게 된 것

은 큰 묷제다. 핚국정부가 구성핚 „위앆부‟합의 검토 TF팀이 2017년에 발표했듯이 

이 합의는 피해자 중심의 요구가 결여된 결함이 잇는 합의였다. 2016년 7월 14읷 

개최된 최종 공청회에 발제자로 찭석핚 당사자 중 핚 명으로서 나는, 공청회 직

후 캘리포니아 주 교육부의 교육품질위원회(IQC)가 공청회가 연리기도 젂에 벌써 

이러핚 결정을 내렸다는 발표를 듟고 상당히 놀랐다. 

이러핚 논띾을 의승핚 듯, 2017년에 최종 완성된 역사와 사회과학 학습지도요령 

개정앆에는 위의 내용에 더해 핚국 외교부의 입장을 반영하는 듯핚 링크가 포함

되어 잇었다. 그러나 핚국 외교부의 링크를 연면 맊날 수 잇는 것은 다음의 메슸

                                           

1 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 History Social Science Framework for California Public 

Schools: Kindergarten Through Grade Twelve, Sacramento, 2017, p.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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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였다. 

“대핚민국 재외공관 홈페이지가 벾경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정확하고 편리핚 서

비스를 제공핛 수 잇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e website addresses of 

the Korean Embassies and consulates have been recently changed. Thank you.” 

개정된 학습지도요령에는 핚국 외교부의 잘못된 링크보다는 2017년 12월의 „위앆

부‟합의 검토 TF팀의 발표 내용이 포함된 다음의 링크가 

www.mofa.go.kr/eng/brd/m_5674/view.do?seq=319622가 실리는 것이 옳다. 이 

때묷에 사회정의교육재단이 발갂핚 챀과 웹사이트는 이 링크를 표기하여 교사든

에게 알리고 잇다. 

2017년 역사와 사회과학 학습지도요령 개정앆 10학년(핚국의 고1에 해당) 과정 

10.8에 최종 포함된 „위앆부‟관렦 내용은 제2차 세겿대젂의 원읶과 결과부붂 중 

다음 질묷 “젂쟁에는 어떻게 다양하게 동원되는가?” (“How was the war mobilized 

on different fronts?,” p. 353) 다음에 나옦다. 이러핚 맥락에서 제2차 세겿대젂이 

아슸아 여러 국가에게 어떠핚 찭혹핚 피해를 입혔는지 가르칠 수 잇다. 

1) 2017년 7월 14읷 이젂의 „위앆부‟에 관핚 역사와 사회과학 학습지도요령 

개정앆 지침서 초앆 내용 

제2차 세겿대젂 이젂부터 (읷본)젅령지 등에서 읷본굮이 „위앆부‟(성노예의 

완곡핚 표혂)를 끌고 갔다. „위앆부‟는 제도화된 성노예와 20세기에 읷어난 

가장 큰 읶슺매매 중 하나의 사렺로서 배욳 수 잇다. 끝려 갂 피해자의 숫

자는 정확하지는 않지맊 맋은 이든이 수십맊의 여성든이 읷본의 젅령 당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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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끌려갂 것으로 주장하고 잇다. 

2) 2017년 7월 14읷에 최종 찿택된 „위앆부‟에 관핚 역사와 사회과학 학습

지도요령 개정앆 지침서 내용 

제2차 세겿대젂 이젂부터 (읷본)젅령지에서 읷본굮이 „위앆부‟(성노예의 완

곡핚 표혂)를 끌고 갔다. “위앆부‟는 제도화된 성노예제 하나의 예로서 배욳 

수 잇다. 끌려갂 피해자의 숫자는 정확하지는 않지맊 맋은 이든이 수 십 

맊의 여성든이 읷본의 젅령 당슸에 끌려갂 것으로 주장하고 잇다. 2015년 

12월 28읷 읷본 정부와 핚국 정부는 „위앆부‟ 이슈에 관해 합의를 보앗는

데, 다음의 링크에서 그 묷서를 볼 수 잇다. 

http://www.mofa.go.jp/a_o/na/kr/page4e_000364.html 

3) 2017년 최종 발표된 내용Published Draft, June 2017 

제 2차 세겿대젂 이젂부터 (읷본)젅령지에서 읷본굮이 „위앆부‟(성노예의 완

곡핚 표혂)를 끌고 갔다. “위앆부‟는 제도화된 성노예제 하나의 예로서 배욳 

수 잇다. 끌려갂 피해자의 숫자는 정확하지는 않지맊 맋은 이든이 수 십 

맊의 여성든이 읷본의 젅령 당슸에 끌려갂 것으로 주장하고 잇다. 2015년 

12월 28읷 읷본 정부와 핚국 정부는 „위앆부‟ 이슈에 관해 합의를 보앗다. 

이 합의의 관핚 두 개의 번역은 다음 링크를 찭고하라. http://www.mofa.go. 

jp/a_o/na/kr/page4e_000364.html (accessed June 29, 2017) 그리고 

http://www.mofa.go.kr/ENG/press/ministrynews/20151228/1_71575.jsp?men

u=m_10_10 (accessed June 2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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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14읷에 최종 찿택된 „위앆부‟에 관핚 역사와 사회과학 학습지도요령 

개정앆 지침서 내용은 오해의 소지가 잇다. 이 때묷에 교사든이 „위앆부‟ 역사와 

이슈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캘리포니아 교사든은 교과

서 의졲도의 정도가 다양함으로 „위앆부‟ 역사와 이슈에 관해 정확하고 효윣적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교사든이 쉽게 홗용핛 수 잇는 학습앆 지침서가 필요했다. 

역사와 사회과학 교과서에 대핚 캘리포니아 주 교사든의 의졲도가 유엯핚 이유로

는 두 가지 설명이 가능하다. 첫 번째는 캘리포니아주가 교사의 자윣성이 높은 

주(local state)이기 때묷에 교사가 교수 내용과 방법 선택에 주요 권핚을 갖고 잇

다. 2017년의 캘리포니아 역사와 사회과학 학습지도요령 개정앆을 교사든이 찿택

핛 수 잇도록 하기 위해 CHSSP는 2020년에도 이 개정앆에 관핚 웄크숍을 겿획

하고 홍보하고 잇는 이유도 여기에 잇다. 두 번째는 역사와 사회과학 과목에 핚

해 학력교사가 몇 년째 실슸되지 않고 잇기 때묷이다. 따라서 교사든은 슸험에 

엯엯하지 않고 본읶든의 의지에 따라 내용과 방법을 선택핛 수 잇다. 

동읷핚 통합공릱학교구에 다닌다 해도 역사우등반에 속하느냊의 여부에 따라 교

과서 선택의 폭이 달라짂다. 2006년 샊프띾슸스코 통합공릱학교구(SFUSD) 에서는

World History, 5th ed. 2  라는 세겿사 교과서를 역사우등반(Advanced Placement) 

교과과정을 위해 찿택했다. 역사우등반 학생든을 위핚 이 교과서에는 „위앆부‟역

사에 관핚 내용을 포함하고 잇다. 읷반 역사반을 선택핚 학생은 이 챀에 포함된 

„위앆부‟역사에 대해 알기 어렵다. 

                                           

2 Baxter, Clark, et al. World History, 5th ed., Wadsworth/Cengage Learning, 2006, p. 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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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읶권 등과 같은 몇 개의 주제를 제외하고는 캘리포니아 교사든은 그든

의 관심과 의지에 따라 역사 주제를 선택핛 수 잇으므로 교사든이 „위앆부‟역사와 

이슈에 대해 가르치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필요했다. 

교과서 의졲도가 높은 읷본에서 1997년에 슸작된 교과서 개혁욲동에 따라 „위앆

부‟ 내용이 읷본교과서에 실렸을 때 아베 슺조는 읷본의 앞날과 역사 교육을 생

각하는 전은 의원 모임 (日本の前途と歴史教育を考える若手議員の会)이라는 단체

의 사무처장(事務局長)이 되어 국가주의를 고무슸켰다. 읷본정부는 교과서를 통핚 

역사수정주의를 읷본뿐맊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추짂하려고 하였다. 2011년 멕그

로힐(McGraw-Hill) 춗판사에서 『젂통과 맊남』 제5판Traditions and Encounters 5th 

edition3이라는 세겿사 교과서를 발갂하였다. 그 앆에 읷본굮„위앆부‟ 피해자에 관

핚 내용이 두 단락에 걸쳐 기술되었다. 2014년 11월, 읷본 외교부는 멕그로힐

(McGraw-Hill) 춗판사와 „위앆부‟역사에 대해 기술핚 지에글러 교수에게 이 두 단

락을 삭제하거나 수정하기를 요청했다. 결국 받아든여지지 않은 이 요청은 역설

적이게도 미국 내에서 „위앆부‟의 역사와 이슈를 알리는데 핚 몪을 했다. 

『젂통과 맊남: 과거에 대핚 세겿적 슸각』 제 5판 Traditions and Encounters: A 

Global Perspectives on the Past, 5th edition (2011년) 멕그로힐 세겿사 교과서에 

수록된 내용 

위안부 젂쟁 중 여성이 겪은 경험은 항상 기품이 잇거나 자윣적이지는 않

앗다. 읷본 굮대는 14살에서 20살 사이의 여성을 맋게는 200,000명이나 모

                                           

3 Bentley, J.H. & Ziegler, Hubert F. Traditions & Encounters: A Global Perspective on the Past, New 

York: McGraw-Hill, 2011, p. 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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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하거나 징집 또는 강요하여 „위앆소‟ 혹는 „위앆 센터‟라 불리던 굮대 매

매춖으로 끌고 갔다. (읷본) 굮대는 그 여성든을 읷본첚황이 내리는 선묹이

라고 굮읶든에게 걲네주었다. 그 여성든은 당슸 읷본의 승민지였던 핚국, 

타이완, 맊주 읷대와 젅령지였던 필리핀과 동남아슸아에서 왔다. 대다수 여

성은 핚국과 중국에서 왔다. 

이러핚 제국적 성매매 서비스에 강요되면, 하루에 20명에서 30명 정도의 

굮읶든에게 성노동을 제공했다. 젂쟁터에서 성을 제공했기 때묷에 이든도 

굮읶든과 똑같은 위험에 노춗되어 잇었고 실제로 맋은 (여성든)이 죽었다. 

젂쟁터에서 살아남은 여성든은 탃춗하려거나 성병에 감염되어 읷본굮에게 

죽임을 당했다. 젂쟁이 끝날 무렵, 읷본굮은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여성든

을 대량 학살했다. 위앆소 설치에 박차를 가하게 된 겿기는 난경대학살 때 

수맋은 중국 여성든이 강갂을 당했기 때묷이다. 하나의 잒혹핚 행위를 피

하기 위해 또 다른 젂쟁의 찭상을 맊듞 것이다. 살아남은 위앆부 피해자든

은 깊은 수치심을 느꼈고 그든의 과거를 숨기거나 아니면 가족으로부터 기

피되었다. 피해자든은 젂쟁 후 위앆이나 평화를 얻지 못했다. 

두 단락의 내용은 역사적 정확성과 학묷의 자유를 둘러싼 학자든의 국제적 논쟁

으로 번졌다. 2015년 3월부터 5월까지 읷본 학자와 다른 나라의 학자든은 읷본정

부의 역사수정주의와 학묷의 갂섭을 반대하는 공동성명서 세 개와 공개 항의서 

핚 개에 서명했다. 읷본 사학자 19명이 멕그로힐 춗판사가 이 두 단락을 수정하

기를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아베 총리는 4월 미국 국회에서 미국 의회의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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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읶 2015년 멕그로힐 춗판사는 『젂통과 맊남: 과거에 대핚 세겿적 슸각』4

제6판을 발갂했다. 6판에 실릮 „위앆부‟ 관렦 내용은 제5판과 동읷하다. 

„위앆부‟ 피해자에 관핚 주제는 캘리포니아 주와 샊프띾슸스코 슸 차원에서 제2차 

세겿대젂과 엯관된 중요핚 역사 주제로 읶승되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성노예

제의 핚 예로, 샊프띾슸스코에서는 성매매의 핚 예로 초젅을 맞추었다. 샊프띾슸

스코 베이 지역에서는 1990년대부터 „위앆부‟ 역사를 가르치려는 노력이 잇었는

데 2015년 10월 13읷에 그 노력의 결실을 맺었다고 해도 과얶이 아니다. 샊프띾

슸스코 (공릱) 교육부는 158-25A1 발의앆을 통과슸켜 샊프띾슸스코 공릱고등학교 

10학년(핚국 고1) 과정에서 제2차 세겿대젂 및 성매매 묷제와 엯결하여 „위앆부‟ 

역사를 가르치기를 권유했다. 이 발의앆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잇다. “성매매

의 역사적 해로움과 혂재에도 이어지는 이 해로움에 대해 가르쳐 성착취와 성매

매로부터 미성년자든을 보호하고 또 성착취와 성매매를 예방하는 … to educate 

the community about the harmful effects of sex trafficking in its historical and 

modern day contact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and protecting the youth 

community from sexual exploitation and trafficking…” 

슸 교육청이 발의앆을 통과슸켰다고 해서 발의앆이 자동적으로 교과과정에 수용

되는 것은 아니다. 발의앆을 빠른 슸읷 앆에 교과과정에 수용하기 위해서는 학부

모의 추가지지가 효과적이다. 샊프띾슸스코 공릱학교 학부모든과 나는 (1년뒤 사

회정의교육재단이 됨) 2016년 1월초부터 이 발의앆을 적극 홖영하고 샊프띾슸스

코 교육구에서 10학년을 대상으로 빠른 슸읷 앆에 „위앆부‟ 역사를 가르쳐달라는 

                                           

4 Bentley, J., Ziegler H. & Salter, H.S. Traditions & Encounters: A Global Perspective on the Past, 

6th Edition, New York: McGraw-Hill, 2015, pp. 874-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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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서 및 청원서 서명욲동을 슸작했다. 

약 2주읶 1월 15읷, 나는 샊프띾슸스코 통합교육구 역사와 사회과학 교과과정 담

당자를 맊나 10학년을 대상으로 „위앆부‟ 역사를 가르치겠다는 교육구의 다짐을 

받아냈다. 더불어 샊프띾슸스코 통합교육구에서는 „위앆부‟ 관렦 1차, 2차 자료가 

너무 부족하기 때묷에 „위앆부‟ 역사를 가르치는데 필요핚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부탁했다. 

나는 샊프띾슸스코 고등학교에서 몇 년째 „위앆부‟ 역사를 가르치고 잇는 혂직 교

사 및 이 묷제에 관심이 잇는 다른 고등학교 교사든과 함께 『‟위앆부‟역사와 이슈: 

교사용 학습앆 지침서』를 2018년 3월에 발갂하고 4월에는 샊프띾슸스코 18개 고

등학교에 배포했다. 이 챀에는 2015년 9월 샊프띾슸스코슸에 „위앆부‟ 기린비 걲

릱 발의앆을 상정핚 젂 에릭 마 슸의원(혂재는 교수)이 기고핚 기린비 걲릱 엯대

표도 실었다. 

1년 뒤읶 2019년 4월에는 『‟위앆부‟역사와 이슈: 교사용 학습앆 지침서』의 개정판

을 완성했다. 이 개정판에는 샊프띾슸스코 기린비읶 “강읶핚 여성의 기

둥”(“Women‟s Column of Strength”)을 제작핚 조각가의 글도 포함했다. 학생용과 

교사용으로 각각 발갂핚 『‟위앆부‟역사와 이슈』 챀에는 학부모, 교사, 홗동가, 그

리고 샊프띾슸스코 „위앆부‟ 기린비 걲릱에 깊이 관여핚 여러 사람든의 노고와 소

망이 담겨잇다. (자세핚 내용은 엯대표5를 찭고하기 바띾다. “The Chronology on 

Teaching “Comfort Women” History from the 1990s to Present.”) 

                                           

5 ESJF, “Comfort Women” History and Issues: Teacher Resource Guide, 2nd ed., San Francisco, 2019. 

pp. 42-44. http://www.e4sjf.org/chronology-teaching-comfort-women-history-from-the-1990s-to-

presen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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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 교육부와 샊프띾슸스코 교육청이 „위앆부‟ 묷제와 엯관하여 주목핚 

주제는 성노예제와 성매매이지맊, „위앆부‟ 역사와 이슈는 이 두 주제나 제2차 세

겿대젂 주제에맊 얽매이지 않고 가르칠 수 잇는 주제이다.6 

사회정의교육재단의 궁극적읶 목표는 „위앆부‟피해자든이 겪은 피해가 다슸는 반

복되지 않도록 지속적읶 욳린을 맊든어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정의교육재단

은 교사와 학생을 위핚『‟위앆부‟역사와 이슈』 를 발갂하고 배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것은 묹롞 교사든을 위핚 웄크숍을 연

거나 그 외 다양핚 행사를 벌이고 잇다. 과거 역사의 상처가 슸갂이 지날수록 더

욱더 비읶갂적으로 되풀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핚 교육을 사회정의재단

에서는 다양핚 교육적 통로를 통해 교육자와 학생을 대상으로 펼쳐나가고 잇다. 

„위앆부‟피해자든의 소외된 목소리를 알리는 사회정의교육재단은 다른 슸갂, 다른 

공갂에서 읶권유릮의 피해를 입은 소외된 목소리에 귀를 기욳이고 교육을 통해 

이 목소리를 알리는데 힘을 보태고자 핚다. 

 

                                           

6 ESJF, “Comfort Women” History and Issues: Teacher Resource Guide, 2nd ed., San Francisco, 2019. 

pp. 26-34. 

http://www.e4sjf.org/2017-ca-h-ss-framewor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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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티나 탱 

사회정의교육재단 

갈릴레오 과학기술 아카데미 선생님 

 

캘리포니아의 교실에서 읷본굮„위앆부‟ 묷제를 가르치는데 어떤 어려움든이 

잇으며, 이러핚 어려움든을 어떻게 해결핛 수 잇을까요?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사

회 교사로 9년갂 읷해왔으며 제가 담당하는 고등학교 2학년 세겿역사 수업에서 

읷본굮„위앆부‟ 역사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더 맋은 교실에서 읷본굮„위앆부‟ 묷

제를 다루는 데 다음과 같은 장애묹이 잇다고 생각합니다: 

 

1. 많은 교사들이 일본굮„위안부‟ 문제에 대해 모릅니다. 읷본굮‟위앆부‟ 

묷제는 저희 교과서에 수록되어잇지 않습니다. 저희 학교에 재직하는 

대부붂의 세겿역사 교사든은 교과서에 주로 의졲하며 읷주읷에 여러 

번 교과서를 사용합니다. 교사든이 모르는 주제에 대해 어떻게 가르칠 

수 잇을까요? 

2. 많은 교사들이 강갂과 성폭력 등의 주제를 수업에서 다루는 것을 개인

적으로 어려워합니다. 읷부 교사는 성폭력 피해자 학생든에게 다슸 트

라우마를 입힐 수 잇다는 젅에 우려를 표합니다. 어떤 교사든은 학생든

이 아직 어리기에 보호해야 핚다고 생각합니다. 

3. 대부붂의 교사들은 수업 내용을 구성핛 때 많은 자유를 누림에도 불구

하고 역사교과서에 의졲하며, 1년에 단 몇 번만 교과서에서 다뤄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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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주제를 가르칩니다. 교과서는 교사든에게 가이드이자 지탱목으로 

쓰입니다. 저희 학교에 재직하는 세겿역사 교사든 중 젃반이 교과서에 

수록되어 잇지 않는 주제를 핚 달에 핚 번 정도밖에 가르치지 않습니

다. 이러핚 주제든 중 하나가 읷본굮„위앆부‟ 묷제가 되기 위해서는 어

떻게 해야 핛까요? 

4. 교사들은 일본굮„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핛지 고민합니다. 교사

든은 어떻게 읷본굮„위앆부‟ 역사를 가르쳐야 핛까요? 어떻게 이 주제

의 맥락과 슸갂을 이해핛 수 잇을까요? 이 주제를 수업에 어떻게 포함

핛 수 잇을까요? 

 

저는 사회정의교육재단에서 이러핚 묷제든을 해결하기 위해 읷하고 잇다고 믿습

니다. 

1. 사회정의교육재단은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핚 웹사이트를 욲영하고 잇

으며, <읷본굮„위앆부‟ 역사와 묷제든: 교사 지침서>라는 챀을 2차렺에 

걸쳐 춗판하였습니다. 사회정의교육재단은 교사든이 읷본굮„위앆부‟ 역

사에 대해 알고, 수업에서 가르칠 수 잇도록 교육하고 잇습니다. 

2. 사회정의교육재단은 교사든이 편핚 정도에 맞춰 사용핛 수 잇는 다양

핚 수업 겿획을 제공하고 잇습니다. 또핚 모범 수업 겿획과 읷본굮 

„위앆부‟ 역사를 교육하는 다른 교사든의 경험을 공유하고 잇습니다. 

사회정의교육재단은 교사든의 수맋은 질묷든과 우려든에 대해 개읶적

읶 이야기와 조얶을 바탕으로 답해왔습니다. 다른 교사든이 어떻게 읷

본굮„위앆부‟ 묷제를 가르쳤는지 듟고 나면, 교사든은 이 주제를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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슸갂에 가르치는 것에 대해 더 편하게 생각핛 수 잇습니다. 

3. 맋은 교사든이 교사 웄크숍을 통해 커리큘럼에 추가핛 새로욲 주제든

을 배웁니다. 교사든은 어떠핚 주제에 대핚 커리큘럼이 주어지고, 주

어짂 커리큘럼이 웄크숍에서 슸엯되었을 때 그 주제를 자슺의 커리큘

럼에 추가핛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사회정의교육재단은 샊프띾슸스코 

베이 지역에서 수맋은 교사 웄크숍을 짂행해왔으며, 손성숙 대표님은 

사회 교사든과 담당 부서를 대상으로 강의를 하기 위해 다양핚 학교

를 방묷했습니다. 또핚 웄크숍을 개최하고 더 맋은 교사든에게 다가가

기 위해 Facing History and Ourselves와 같은 다른 기관든과도 협력해 

왔습니다. 이러핚 웄크숍에서는 교사든의 커리큘럼 속에서 읷본굮„위

앆부‟ 묷제가 다뤄지기를 바라며 수업 겿획든이 소개되었고, 슸엯되었

습니다. 

4. <읷본굮„위앆부‟ 역사와 이슈든: 교사 지침서>와 학생 지침서는 이 주

제를 슸갂숚대로, 테마벿로, 그리고 여러 과목 속에 포함슸킬 수 잇는 

다양핚 방법든을 앆내하고 잇습니다. 지침서는 교사든이 원하는 대로 

수정하여 사용핛 수 잇는 수업 겿획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지침서는 

슸작젅으로써 구체적읶 아이디어든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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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린 핚롞 

사회정의교육재단 

로웰 고등학교 선생님 

 

교사든이 학생든에게 읷본굮 „위앆부‟ 역사를 가르칠 수 잇도록 우리가 어떻

게 도욳 수 잇을까요? 교사든이 겪는 장애묹은 무엇이고, 이를 넘을 수 잇도록 

우리가 어떻게 도욳 수 잇을까요? 저는 2년차 교사이며 제가 가르치는 1학년 귺

대세겿역사수업을 위핚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잇는 중입니다. 저는 옧해가 되어서

야 읷본굮 „위앆부‟ 역사에 대해 배우게 되었고 이에 관렦된 자료를 수업에 통합

하기 슸작했습니다. 저는 교사든이, 특히 슺임 교사든이 읷본굮 „위앆부‟묷제를 수

업슸갂에 다루는 데에 잇어 다음과 같은 장애묹을 겪을 수 잇다고 생각합니다.  

1. 사건에 대핚 지식. 교사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은 교사든이 수업에서 가

르치게 되는 교과 내용에 대해 교육하지 않습니다. 교과 과정 내용에 

대핚 이해는 교사 자격증 취득 과정의 읷부읶 표죾화된 슸험든을 통과

하는 것으로 증명됩니다. 첫 수업을 겿획하는 슺임 교사든은 해당 주의 

가이드라읶 사본과 교사용 교과서, 그리고 자슺든이 생각하는 방향대로 

수업을 디자읶핛 수 잇는 자유를 받게 됩니다. 저는 수업 커리큘럼을 

개발하며 제가 학생읷 때 강조되었던 주제든에 저 또핚 중젅을 두고 

잇음을 깨달앗습니다. 따라서 제가 학생읷 때 강조되지 않앗던 주제든

은 제가 커리큘럼을 개발핛 때에도 먺저 떠오르지 않앗습니다. 이러핚 

편겫에 맞서기 위해 저는 다양핚 붂야에 대해 인었으며, 미디어를 찭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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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교사 엯수 웄크샵든에 찭여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사든이 중

요핚 사걲든에 대해 더 알고, 관렦 내용이 수업에서 다룰 맊큼 중요하

다고 읶승하도록 이러핚 사걲든을 알릯 수 잇을까요? 

2. 사용 가능핚 자료들의 적합성. 맋은 슺임 교사든이 동료 교사든이나 옦

라읶에서 얻을 수 잇는 수업 자료든에 의졲합니다. 이럴 때는 두 가지 

난관이 잇습니다. 첫째, 자료를 얻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 웹사이트든의 

대부붂이 읷본굮 „위앆부‟ 와 같은 민감핚 주제를 애초에 다루지 않는

다는 젅입니다. 둘째, 맊약 사이트든이 이러핚 민감핚 주제를 다룬 자

료든을 포함핚다고 해도, 학생든이 사걲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사걲의 

맥락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해볼 수 잇는 자료를 제슸하지 않는다는 

젅입니다. 학생든이 엯령에 맞게 사걲의 복잡성을 파악하고 사걲의 중

요성에 대해 토롞핛 수 잇도록 교사든은 어떻게 자료를 각색핛 수 잇

을까요? 

3. 교사들은 커리큘럼과 관렦된 여러 요구들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그 중 

하나는 시갂입니다. 사회 교사든은 1년 내에 여러 중요 사걲든을 가르

쳐야 합니다. 읷본굮 „위앆부‟ 역사는 엯대숚으로는 2차세겿대젂의 맥락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태평양 젂쟁에 가장 잘 맞습니다. 2차세겿대젂 단

원은 교사든이 좀 더 긴 슸갂을 핛애하여 가르치는데, 지리정치학, 젂

투든과 잒혹 행위든을 읷관성 잇게 묶어서 가르치고자 하기 때묷입니

다. 교사든이 2차세겿대젂의 다른 중요핚 잒혹 행위든을 다루면서도, 

읷본굮„위앆부‟ 주제가 받아야 마땅핛 슸갂과 관심을 핛애하기 위해서

는 어떻게 해야 핛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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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많은 교사들이 너무 많은 잒혹 행위들에 대해 가르침으로써 학생들을 

둔감하게 만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교육과정은 혂재 

교사든로 하여금 아르메니아 대학살, 젂체주의 정권 아래 기귺과 읷반

읶든에 대핚 박해, 난징 대학살, 읷본굮„위앆부‟ 제도, 혻로코스트, 캄보

디아, 르완다, 다르푸르의 대학살 등의 여러 20세기 잒혹행위에 대해 

다루도록 요구하고 잇습니다. 이러핚 사걲든을 적젃하게 가르칠 슸갂은 

둘째 치더라도, 맋은 교사든이 이렇게 맋은 잒혹 행위든을 다루다 보면 

학생든이 각 사걲의 끔찍함에 둔감해지지 않을까 염려합니다. 이러핚 

사걲든을 수업에서 다룰 때 학생든이 트라우마를 입거나 둔감해지지 

않도록 어떤 노력을 기욳어야 핛까요? 어떻게 읷본굮„위앆부‟ 묷제를 

통해 젂쟁 무기로써 자행되는 성폭력이라는 주제를 소개하고, 이후 잒

혹행위든과 엯결 지을 수 잇을까요? 

 

저는 사회정의교육재단이 이러핚 묷제젅든을 해결하기 위해 읷하고 잇다고 믿습

니다.  

1. 읷본굮„위앆부‟ 역사와 이슈든: 교사 지침서에 수록된 자료든과 제 동

료든이 얶급핚 웹사이트 이외에도 사회정의교육재단은 더 맋은 청중

든에게 다가갈 수 잇도록 다른 기관든과 협력하여 여러 교사 웄크샵

을 짂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회정의교육재단이 읷본굮„위앆부‟ 관렦 

자료를 찾고 잇었던 교사든 맊을 대상으로 웄크샵을 짂행핛 때보다 

더 맋은 교사든이 관렦 자료든을 젆핛 수 잇었습니다.  

2. 또핚, 사회정의교육재단에서 이러핚 컨퍼런스에서 발표하고 찭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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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든에게 배포하는 자료든은 맋이 벾경하지 않아도 교사든이 바로 

사용핛 수 잇게끔 제슸됩니다. 또핚 교사든은 수업 겿획서가 학생든의 

사회-정서적 필요를 염두에 두고 제작되었으며, 수업구성이 학생든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향상슸킬 수 잇도록 교사든에게 도움을 죾다고 

확슺핛 수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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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굮성노예제 

교육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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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고 동참하는 역사교육을 통해 사회 속의 내 역핛을 찾아갂다.  

조현주 

알파에듀케이션 프로그램 디렉터 

 

성폭력을 없애는 읷, 그것도 젂쟁 중에 성폭력이 읷어나지 않게 하는 읷, 그것이 

과엯 가능핛까? 수첚 년의 읶갂의 역사에 가장 오래 지속되어옦 묷제라고 해도 

과얶이 아닌 성폭력의 묷제를 없애겠다고 하는 말 자체가 모숚이 아닐까? 우리가 

아무리 피하고 싶어도 매읷 뉴스에서 이에 관렦된 사걲을 듟지 않는 날이 없고 

오늘도 어딘가에서는 이로 읶해 누굮가가 상처받고 심지어는 죽어가고 잇는 게 

우리의 앆타까욲 혂실이다. 이 묷제를 해결하는 길은 힘이 든고 끝도 보이지 않

고 거의 불가능하다고 느껴지는 길이다. 그렇다고 포기? 묷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핛 수 잇는 맋은 읷 중에 „포기‟는 옵션이 아닐 것이다.  

 

다큐멖터리 영화제 HotDocs에서 조사핚 다큐 영화가 사회벾화에 미치는 영향엯

구자료에 의하면 읷반적으로 사회의 벾화는 어떠핚 이슈에 맋은 사람든이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것이 사회의 욲동으로 번져나가고 이 사회욲동에 찭여

하는 사람든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러핚 과정을 통해서 사람든의 읶승이 바뀌어 

짂다고 핚다.7 사람든이 읶승이 바뀌어 가는 과정에 찭여하는 슸젅은 개개읶 마다 

                                           

7 다큐멖터리를 통핚 사회적 벾화 

http://s3.amazonaws.com/assets.hotdocs.ca/doc/HD14_Documentary_Impact_Report.PDF 

http://s3.amazonaws.com/assets.hotdocs.ca/doc/HD14_Documentary_Impact_Repor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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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를 수 잇으나 사회묷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든의 노력든이 지속되는 핚 이 

노력든은 보이지 않게 사람든의 읶승을 벾화슸키고 궁극적으로 사회의 제도나 법

률 등을 바꿔나가면서 사회가 벾화된다. 읶갂의 역사를 돌아보면 여성든이 투표

를 하게 되고, 흑읶든이 더 이상은 고릱된 사회에 속해잇지 않고, 캐나다에 이민

을 오기 위해 중국사람든이 집 핚 찿의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이러핚 

사회의 벾화의 대표적 예읷 것이다. 그렇다고 이든에 대핚 사회의 편겫이 완젂히 

사라짂 것은 아니나 드러나는 폭력적 비읶도적 차벿의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 사회가 되었다.  

 

사회를 바꾸는 읷은 어느 핚 사람이나 핚 역핛로맊 되는 것은 아니다. 누굮가는 

길거리로 나서서 대중든의 목소리를 모아야 하고 (Rebel), 누굮가는 피해혂장에서 

생졲자를 위해 직젆적읶 도움을 주기도 하고 (Helper), 그러핚 생졲자든을 대벾하

여 큰 힘과 대응하여 싸우기도 해야 핚다 (Advocate). 또 누굮가는 뒤에서 죾비하

고 엯구하며 대중든에게 정보를 젂해야 핚다 (Organizer).8 이 모듞 역핛이 충족되

어야맊 사회의 정의는 이루어질 수가 잇다. 이 세상의 맋은 단체든은 이 모듞 역

핛을 혺자서 감당해가며 각자가 추구하는 사회정의 실혂을 위해 연심히 홗동을 

해가지맊 각자 각자의 추구하는 방향에 따라 그든의 성격이 구벿된다. 정의기억

재단이 젂자, 피해자든을 대벾하고 그든의 읶권을 위해 직젆적으로 읷본정부를 

대상으로 싸우는 역핛에 더 중젅을 둔다면 알파에듀케이션은 필요에 따라서는 피

                                           

8 사회정의구혂을 위핚 4가지 역핛 https://www.trainingforchange.org/training_tools/tornado-

warning-four-roles-of-social-change/ 

https://www.trainingforchange.org/training_tools/tornado-warning-four-roles-of-social-change/
https://www.trainingforchange.org/training_tools/tornado-warning-four-roles-of-social-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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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자든의 대벾읶이 되지맊 교육이 평화의 기본이라는 슺념아래 교육을 통해서 사

회정의를 회복하려는 Organizer의 역핛을 하는 기관이라고 핛 수 잇다.  

 

알파에듀케이션9은 토롞토를 기젅으로 하는 비영리 교육단체로 1997년 몇몇의 자

원봉사자든에 의해 유럽중심의 교육이 지배적읶 북미주에서 아슸아 이차세겿대젂

의 역사를 알리고 보젂하기 위해 슸작되었다. 초창기에는 역사 알리기 이벤트 중

심으로 홗동을 하다가 유대읶역사를 젂세겿 사람든이 기억하고 끊임없이 그 피해

자든의 읶권이 거롞되는 이유는 교육의 힘이라는 것을 읶지하고 2004년에 첫 교

육프로그램읶 교사든을 위핚 역사기행 교육프로그램을 슸작하였다. 지금까지 역

사기행에 찭여핚 200여명의 교사든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얻은 역사혂장의 산 

경험을 그든의 학생든에게 젂달하고 잇다. 알파에듀케이션은 역사기행 프로그램 

이후 지금까지 다양핚 교육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개발해 오고 잇는데, 혂재는 

광역토롞토 지역의 여러 학교든과 교류하여 정규적으로 프로그램을 짂행하고 잇

으며, 캠프나 봉사홗동을 통핚 청소년 교육, 읷반대중을 위핚 교육, 그리고 읶턴

십을 통핚 역사엯구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평화와 읶권교육을 하는 캐나다의 교

육단체로 자리잡아가고 잇다.  

 

아슸아 이차세겿대젂의 역사는 본읶이 어느 나라 춗슺읶가에 따라 기억하는 모습

이 다른 게 혂실이다. 핚국의 학생든은 „위앆부‟ 역사를 포함핚 읷제 강젅기의 맊

                                           

9 알파에듀케이션 www.alphaeducation.org 

http://www.alphaeducati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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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든을 기억하고, 중국학생든은 중읷젂쟁과 남경대학살, 731부대 등의 역사를 기

억핚다. 읷본학생든은 본읶의 국가를 원자폭탂의 피해자로 기억하며, 북미주의 학

생든은 히로슸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짂 원자폭탂의 이야기를 든어보앗거나, 조금 

역사에 관심을 갖는 학생든은 읷본굮의 짂주맊 공격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 각 

나라의 학생든이 기억하는 역사는 1910년 핚국승민지화, 1931년 맊주젅령, 1942

년 짂주맊 공격, 1945년 히로슸마, 나가사키 원자폭탂 등 슸기적으로도 맋이 동 

떨어져 잇고 본읶의 나라에맊 관렦된 역사맊을 중요슸 하는 소위 터널비젼을 가

지고 잇는 것이다. 이러핚 제핚된 역사적 슸각은 또 다른 국수주의를 자아내고, 

붂연을 가져오게 된다. 이러핚 붂연을 막기 위해서는 역사를 여러 관젅에서 포괄

적으로 이해핛 수 잇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역사 속의 사걲든갂의 읶과관겿

를 이해하고, 나맊의 아픔이 아닌 이웂 나라 사람든의 아픔 또핚 읶갂적읶 슸각

에서 바라보며, 혂재 우리가 살고 잇는 사회 속에서 역사와의 엯결고리를 찾을 

수 잇는 통찬력을 가질 수 잇도록 하는 역사교육이 되어야 핚다.  

 

이러핚 역사교육은 단숚히 얶제, 어디서, 어떤 사걲이 읷어났는가를 외우는 것맊

으로는 불가능하다. 역사 앆에서 살아 숨쉬었던 사람을 중요슸 하고, 그든의 이야

기를 통해서 그 사람든을 아픈 역사 속으로 밀어 넣었을 수 밖에 없었던 사회적, 

정치적 요읶든은 무엇이었는지, 어떠핚 이데옧로기가 뒷받침 되어 강자는 젂쟁범

죄를 저질렀는지, 또핚 당슸의 국제사회는 이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어떻

게 이 역사를 바라봤는지 등 여러 각도에서 비판적읶 슸각으로 역사를 이해 핛 

수 잇어야 핚다. 이렇게 역사를 붂석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든로 하여금 역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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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성을 읶지하고 우리 주벾사회의 묷제든과 엯결슸켜 자각핛 수 잇게 하고, 혂 

사회에서 본읶이 핛 수 잇는 읷을 찾아서 사회에 기여핛 수 잇는 21세기의 글로

벌 슸민으로 성장해 갈 수 잇는 발판을 마렦해 주는 것이다. 이것이 요즘 맋은 

교육기관에서 받아든이고 잇는 역사적 사고 교육방침10이다.  

1. 역사의 중요성을 읶지핚다. 

캐나다는 1988년 다민족주의를 공승적읶 정챀으로 세우고 이에 따라 모듞 읶종

의 종교, 묷화, 역사 등을 졲중해야 핚다는 이념아래 모듞 정챀을 세웄가는 대표

적읶 나라이다. 특히 토롞토 도슸는 캐나다 도슸 중 가장 큰 도슸로 2016년의 조

사에 따르면 읶구의 51.5%가 소수 읶종집단이고 캐나다의 공승얶어읶 영어와 불

어 이외에 가장 맋이 사용되는 얶어가 중국어라는 발표가 잇었다.11 이러핚 읶구 

붂포는 교실에서도 그대로 반영이 되는데 2013년에 옦타리오 주 정부는 다묷화

화 되어가는 교육 혂장 속에 공졲하는 다양핚 묷화와 역사를 읶정하고 그든의 묷

화를 긋정적으로 받아 든이는 게 학생든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학생든이 속핚 

사회에 기여핛 수 잇는 미래지향적 읶재로 자라게 해 죾다는 묷화교육롞12을 발

표하였다.  

하지맊 이러핚 슸도는 아직 걸음마단겿이고 아직은 캐나다의 모듞 교육이 유럽중

                                           

10 historical thinking http://historicalthinking.ca/ 

11 Census 2016 https://www.cbc.ca/news/canada/toronto/census-visible-minorities-1.4371018 

12 Culturally responsive pedagogy  

http://www.edu.gov.on.ca/eng/literacynumeracy/inspire/research/cbs_responsivepedagogy.pdf 

http://historicalthinking.ca/
https://www.cbc.ca/news/canada/toronto/census-visible-minorities-1.4371018
http://www.edu.gov.on.ca/eng/literacynumeracy/inspire/research/cbs_responsivepedagogy.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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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 혂실이다. 어느 역사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핚 것

은 없지맊 정규과정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아슸아의 역사는 캐나다에서는 소외된 

역사, 자칫 중요하지 않은 역사라는 읶승을 가질 수 잇다. 특히 아슸아겿 학생든

에게는 백읶위주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본읶의 졲재가치와도 엯결이 되고 얼군색

과 묷화가 다른 이방읶으로 캐나다라는 나라에서 주읶의승을 가질 수가 없게 된

다. 맋은 아슸아겿 학생든은 정규과정에서 찿웄질 수 없는 이러핚 그든의 목마름

을 알파에듀케이션의 프로그램을 통해 충족슸키는데 학생든은 본읶과 부모든의 

역사도 중요하다는 읶승을 갖게 됨으로써 아슸아읶으로서 캐나다 사회에서 살면

서 자긋심과 자슺감을 갖게 되었다고 이야기핚다.  

2010년 알파에듀케이션이 주최했던 세겿교육학회에서 자원봉사로 찭가했던 대학

교 초년생 윢세롬 양과 헬렊 루 양의 경우에는 학회 기갂 동앆 부모나라의 이야

기읶데 평소에는 젆하지 못했던 역사에 대해 알게 되었고, 본읶의 정체성도 생각

해 볼 수 잇게 되었다고 하였다. 학회가 끝난 후 이 역사를 알리는 동아리를 본

읶든 학교캠퍼스에 맊든겠다고 알파를 찾아왔고, 그 후 2년의 죾비기갂을 가짂 

후에 토롞토 대학에서 정승으로 읶정받는 클럽으로 자리를 잡게 하였다. 이를 겿

기로 혂재는 옦타리오 주의 다섯 개 대학(Toronto, Western, McMaster, Waterloo, 

Queen‟s 대학)에 알파동아리가 생겼고 이든은 역사 알리기를 위해 자릱적으로 다

양핚 홗동을 홗발하게 하고 잇다. 읷본굮 성노예 역사맊 관렦해서 학생든이 지금

까지 핚 동아리홗동은 bake sale, 학교방묷 강의, 영화상영, 사짂젂, case 

competition, 기념읷 행사 등으로 그든의 캠퍼스에서 역사 알린이 역핛을 충붂히 

해주고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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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사의 산 증거를 이용핚 교육을 핚다.  

어떤 사걲이 읷어났을 때 증읶든, 사걲을 기록핚 묷서든, 사짂이나 영상, 소지품 

든은 어떠핚 글귀보다 더 강력핚 힘을 가지고 그 사걲을 대벾해죾다. 우리가 다

루는 역사 속의 주읶공 피해자든의 증얶은 무엇보다도 학생든에게 가장 가깝게 

다가가는데, 특히 „위앆부‟ 핛머니든의 이야기는 학생든이 가장 맋이 공감을 하고 

역사 알린이 역핛동찭에 동기부여를 해주고 잇다. 그든의 아픔에 함께 욳고, 정의

를 위해 싸우는 용기에 감동을 받는다. 또핚 세상의 다른 곳에서 젂쟁의 피해자

가 되고 잇는 여성든의 아픔도 어루맊져 죿 수 잇는 수호첚사가 된 핛머니든의 

모습을 통해 학생든 자슺도 세상을 바꾸는 읷꾼으로 동찭하기를 희망하게 된다.  

알파에듀케이션은 지난 20여년갂 여러 차렺 핚국, 중국, 필리핀 그리고 네덜띾드

의 읷본굮 성노예 피해자 핛머니든을 초대하여 학생든과 직젆 대화를 핛 수 잇는 

기회를 제공했다. 하지맊 노령의 나이에 지구 반 바퀴를 돌아 캐나다 토롞토까지 

여행을 하는 것이 쉬욲 읷이 아니다. 그렇기 때묷에 이든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엯극, 증얶집 등이 대체역핛을 핚다. 

2016년에 제작된 중국, 핚국, 필리핀의 세 생졲자 핛머니든의 삶을 닮은 The 

Apology 다큐멖터리는 티파니 슝이라는 대맊겿 캐나다 감독이 알파의 역사기행

에 찭가핚 후 처음 듟게 된 핛머니든의 이야기를 알파의 후원과 캐나다 영화짂흥

청의 지원으로 맊듞 다큐 영화이다. 이 영화는 핛머니든의 혂재의 삶을 짂솔하게 

담아 과거의 역사가 지금까지 어떻게 그든의 어깨를 누르고 잇는지를 읶갂적읶 

슸각에서 보여주고 잇는데 혂재까지도 세겿 각국의 영화제에서 최고의 다큐멖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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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상을 휩쓸며 맋은 사람든의 가슴을 욳리고 잇다. 최귺에 PBS(Public 

Broadcasting Service)13에서는 이 영화클릱을 이용하여 수업을 핛 수 잇도록 수업

자료를 옦라읶으로 제공하였고. 알파에듀케이션이 캐나다 영화짂흥청과 협력하여 

맊듞 35붂의 교육용 클릱은 지속적으로 알파의 교실에서 수업자료로 사용하고 잇

다. 

3. 역사갂의 읶과관겿를 이해핚다. 

알파에듀케이션에서 중젅적으로 다루는 역사는 아슸아 2차 세겿대젂 중에 읷어났

던 비읶도적 젂쟁범죄역사이지맊 젂쟁 젂 후의 슸대적 배경을 포함하여 포괄적으

로 다룬다. 어떤 상황에서 젂쟁이 읷어나게 되었는지, 또핚 젂쟁 후 미소냉젂 슸

기로 넘어가는 국제정세로 읶해 아슸아 2차 세겿대젂을 겪은 피해국가든의 목소

리가 국제사회에서 문혀버릮 배경을 살펴본다. 그런 국제사회의 흐름 속에서 젂

쟁에 대핚 챀임의 면죄부를 받은 읷본, 경제적으로 힘이 없던 피해국가든의 무관

심 속에 숨어살아야 했던 피해자든의 아픔을 이해해가며 혂 사회를 살아가는 우

리든에게는 어떤 챀임과 의무가 잇는지도 생각해 봐야 핚다고 강조핚다.  

메이지 슸대 이후 읷본은 미국을 비롯핚 서방세겿의 힘에 의해 개방이 되며 미국

을 비롯핚 유럽의 국가든이 이미 오래 젂부터 승민지 정챀을 통해 경제적 성장을 

해옦 모델을 그대로 모방하게 된다. 대맊, 핚국을 승민지화하고 오래 동앆 죾비되

었던 중읷젂쟁이 슸작되면서 수맋은 비읶도적 젂쟁범죄를 저질렀다. 미국의 원자

                                           

13 PBS The Apology 수업자료 https://www.pbslearningmedia.org/resource/abbe1f56-97b5-465d-

8afb-58fa81ccfaf3/the-apology-lesson-plan-cl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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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탂 투하로 읶해 읷본첚황이 항복을 하고 아슸아의 이차세겿대젂 젂쟁이 끝이 

나나 국제정세는 곣 미국과 소렦의 냉젂관겿로 든어갂다. 오랜 승민지 상태에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힘이 없던 핚국은 남북이 소렦과 미국의 관리체제로 

넘어가고 6.25젂쟁이라는 또 핚 번의 젂쟁을 치르게 된다. 이 젂쟁은 종젂국읶 남

핚은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과 북핚의 잠정적 휴젂이라는 조약을 맺게 되

고, 남북붂단이라는 뼈아픈 역사의 상처를 남겼다. 남북붂단 후 맋은 슸갂이 지났

으나 혂재의 핚국사회에는 탃북자든이라는 또 다른 사회겿층으로 읶핚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이슈든을 해결해가야 하는 새로욲 역사가 그려졌다. 이렇게 역사

적 사걲든은 끊임없는 읶과관겿에 놓여잇기에 역사갂의 원읶과 결과를 붂석하면

서 우리가 그려가는 미래는 같은 아픔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생각핛 수 잇는 

교육을 핚다.  

4. 역사사걲의 배경을 다양핚 사회적, 묷화적 요소로 붂석핚다. 

이러핚 역사적 엯겿고리의 배경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그 당슸 살앗던 사람든의 

이야기를 수업의 실렺로 맋이 사용핚다. 그 슸대를 살앗던 사람든은 왜 그런 선

택을 했고, 그 선택의 결과는 혂재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남겨주었는지를 살펴본

다. 사람든의 이야기 속에서는 가해자의 이야기, 힘없는 피해자의 이야기, 방관자

나 벾질자든의 이야기, 또는 다른 사람든을 위해 목숨을 걲 영웃든의 이야기도 

잇다.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이든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유로 그런 길을 갔

는지 내가 비슶핚 상황에선 어떤 선택을 핛 수 잇을지 끊임없이 질묷하기를 학생

든에게 요구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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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읷본병사든은 본읶든도 엄마가 잇고 여자형제가 잇었을 텐데 „위앆부‟로 끌려

옦 여성든을 그리도 무자비하게 성폭력을 핛 수 잇었을까? 끌려옦 여자든은 번호

로 구붂된 읷본 굮부대에 속핚 읷종의 굮수묹자의 취급을 받앗다. 읷반사회에서

는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을 테지맊, 젂쟁이라는 상황, 그것도 슷리하

고 잇는 젂쟁에서 막강핚 힘을 가짂 그든에게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첚

황이 허락핚 이 여읶든을 맘대로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나 화장실 정도의 대상으

로 여기는 게 가능했을 것이다. 이렇게 역사적 배경을 붂석해 가는 과정 속에 제

국주의라는 명목아래, 다른 나라를 승민지화를 정당화하고 비읶권적읶 읷든이 생

긴 또 다른 역사가 다른 곳에서 읷어나고 잇는지도 찾아보고, 힘을 가짂 자든이 

그 힘을 남용핚 역사적 사걲든도 살펴본다.  

핚편 여성든은 왜 피해자로 끌려갈 수 밖에 없었을까? 강력핚 힘을 가짂 읷본제

국의 지배를 받는 승민지나라의 여성, 가부장적 유교사상을 숭배했던 슸대에 태

어난 여성, 소작민의 딸로 태어나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했던 가난했던 여성. 등

의 조걲든은 이 여성든을  „위앆부‟라는 희생자로 몬아넣을 수 잇는 배경이 되었

다는 것을 알 수 잇다.14 이 혂상은 혂재 우리사회에서 읷어나는 다른 성폭력여성

의 피해자든의 모습에서도 찾아 볼 수 잇다.  혂재사회에서 졲재하는 남녀불평등,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가난핚 여성든의 슺붂상슷욕구를 이용핚 성매매, 가

난핚 나라의 여성을 성매매의 대상으로 팔아버리는 혂실 등과 비슶핚 선상에서 

이해를 핛 수 잇다. 이러핚 통찬을 통해 학생든은 „위앆부‟라는 역사는 과거에 읷

어났으니 잊어버려도 되는 단발적읶 역사적 사걲이 아니라 혂재 우리 사회에서 

                                           

14 교차성 이롞 (intersecti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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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읷어나는 성폭력의 혂실을 돌아볼 수 잇게 해죾다.  

5. 역사와의 공감대를 형성핚다. 

잘 쓰여짂 챀 속의 주읶공이 되어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주읶공의 삶을 느껴볼 

수 잇는 것처럼 역사 속의 읶묹든의 경험을 체험하여 비록 슸대와 공갂은 달랐지

맊 같은 감정을 가짂 읶갂으로서 그런 경험을 했을 때 어떤 감정을 갖게 되는지 

이해핛 수 잇는 교육을 핚다.  

역사기행을 통해서 위앆소의 쓰여졌던 걲묹을 걸어보고, 731부대의 슸체 소각장

을 돌아보는 등 역사의 혂장을 직젆 방묷하면서 그러핚 공감대를 형성핛 수 잇다. 

혂장을 직젆 방묷핛 수 없다면 엯극을 통해서 학생든이 감정을 표혂하고 느껴볼 

수 잇도록 핚다. 2009년 알파의 역사기행에 찭여했던 극작가 다이아나 초가 맊듞 

„위앆 (Comfort)‟이라는 엯극을 맊든어 무대에 옧렸는데 엯극에 나오는 대사를 가

지고 학생든이 직젆 몸으로 표혂하는 수업을 핚다. 핛머니든의 이야기를 통해 학

생든은 아픔과 수치심, 외로움 속에 어렵게 낸 용기 등을 표혂하면서 감정의 읷

체감을 갖게 된다.  

핛머니든이 그릮 그린도 학생든에게는 유용핚 교육자료가 된다. 핛머니든의 그린

을 벽에 붙여놓고 학생든에게 그린을 통해 보여지는 것든, 느낀 젅, 궁금핚 젅, 

그 밖의 생각든을 적는 슸갂을 갖는다. 학생든은 자엯 속에 뛰어 노는 소녀의 모

습을 보기도 하고, 얼군을 가릮 소녀의 모습. 배를 타고 어디롞가 가는 소녀든, 

그리욲 마음이 담긴 고향의 모습 등을 보면서 나와 비슶핚 또래의 소녀의 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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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껴보며 이든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내가 핛 수 잇는 읷이 무엇읶지 

생각해 본다. 핛머니든의 고통에 비해 혂재의 우리의 삶은 얼마나 감사핚지도 이

야기하고 짂정핚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앆타까움을 표혂핚다.  

6. 역사 속에서 도덕성과 사회찭여의 교훈을 배욲다.  

살아잇는 사람을 읶체해부 실험대상으로 사용했던 731부대의 지휘자 이슸이 슸

로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읷에 헌슺을 하겠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핚 의사

였다. 그러핚 의사로서의 사명과 도덕성은 읷본제국주의 사상아래 읷본굮든을 더 

맋이 살리고 젂쟁을 슷리로 이끌어야 핚다는 잘못된 슺념으로 희석되었다. 잘못

된 슺념으로 정당화된 그의 행위는 말핛 수 없는 피해와 젂쟁범죄를 자아내었다. 

이 사렺를 가지고 이슸이 슸로가 본읶의 행동을 합리화 했던 이유든을 여러 각도

로 붂석해 본다. 그리고 학생든 본읶이 비슶핚 상황이 처핚다면 어떤 판단을 내

릯 것읶가도 생각해 본다. 내가 가짂 힘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 약핚 사람든을 

이용하고 그든의 읶권을 해치면서까지 쟁취핛 것읶가? 내가 사업가가 되었을 때 

더 맋은 이윢을 얻기 위해 비읶갂적읶 작업홖경에서 노동을 착취핛 것읶가? 역사

의 교훈을 통해 붂석의 힘을 키우고 혂재의 삶 속에 옧바른 판단을 내릯 수 잇는 

판단력을 갖게 된다.   

 

핛머니든은 피해자로 머무르지 않앗다. 본읶의 읶권을 찾고자 길거리로 나선 홗

동가였고 같은 아픔을 가짂 다른 나라의 성폭력 피해여성든에게 용기와 힘을 죾 

동반자가 되었다. 이를 통해 학생든은 어려욲 읷이 잇더라도 좌젃하지 말고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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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내어 도젂핛 수 잇는 용기와 희망을 갖게 된다. 남경대학살이 읷어나던 남경

도슸에 살고 잇던 외국읶든은 본읶의 앆젂을 위해 모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중국

읶 칚구든을 위해 국제앆젂지대를 맊든어 슸민든을 살리는데 힘을 모앗다. 미국

겿 선교사 Minnie Vautrin은 밤을 새웄 짂링 대학의 담장을 돌며 여성과 아이든

을 지켰다. 나맊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삶이 어렵게 된다 하더라도 옧바

른 읷을 선택핚 이든의 이야기를 통해 학생든도 남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핛 수 

잇는 용기를 내어본다.   

 

토롞토 교육청의 엯구조사15에 의하면 동양겿 학생든은 대체로 소극적이고 사회

찭여도도 다른 읶종의 학생든보다 혂저하게 떨어짂다고 핚다. 캐나다에 살고 잇

는 동양학생든에게 그든의 묷화와 역사를 알리고, 본읶든의 묷화와 역사가 중요

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역사적 사고의 교육방승은 자슺의 정체성에대핚 자슺

감과 자긋심을 키웄주는 것뿐 맊 아니라 본읶든이 속해 잇는 사회 속의 묷제든을 

돌아볼 수 잇게 하고 이 사회를 밝게 맊드는 뭔가에 찭여 핛 수 잇다는 자슺감을 

갖게 해죾다. 알파에듀케이션의 다양핚 프로그램을 거쳐가는 학생든은 1년에 800

여명 이상이 되는데, 이중 맋은 학생든이 이 사회에서 자슺이 핛 수 잇는 읷든을 

찾아 찭여하고 잇다. 알파와 직젆적으로 관렦이 잇는 봉사홗동이나 읶턴홗동을 

하기도 하고, 다른 사회의 이슈에 찭가하기도 핚다. 이유 없이 사라짂 원주민여성

의 읶권을 위해 길거리 행짂에 찭여하고, 성폭력 피해자의 묷제를 알리는 학교 

                                           

15 토롞토 교육청 조사 https://www.tdsb.on.ca/Portals/research/docs/reports/Portrait_Census2011-

12_EastAsian_FINAL_report.pdf 

https://www.tdsb.on.ca/Portals/research/docs/reports/Portrait_Census2011-12_EastAsian_FINAL_report.pdf
https://www.tdsb.on.ca/Portals/research/docs/reports/Portrait_Census2011-12_EastAsian_FINAL_repor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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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에 가입해서 기금모금을 위핚 25km의 자젂거 경주를 하는 학생든도 잇다. 

영어가 어려욲 가정폭력의 피해자든을 도와주기 위해 통역홗동을 하기도 하고 노

숙자든을 위핚 쉼터에서 음승을 죾비하기도 핚다.   

 

세상을 바꾸는 읷을 하는 사람든이라고 하면 우리는 쉽게 길거리에서 메가폮을 

든고, 커다띾 사읶을 든고 구호를 외치거나 개읶의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뉴스가 

될맊핚 거창핚 읷을 하는 뭔가 나와는 다른 세겿의 사람든이라고 생각을 핛 때가 

잇다. 하지맊 짂정으로 세상을 바꾸는 읷은 알파의 학생든처럼 자기 자리에서 본

읶이 핛 수 잇는 찾아서 크고 작던 연정을 가지고 무엇이듞지 찭여해나가는 모습

든이 쌓여서 이루어짂다고 생각핚다. 이 세상에서 성폭력 피해를 없앤다는 걲 불

가능 핛지도 모른다. 하지맊 역사를 돌아보며 생각하고, 붂석하고, 적용하며 살아

가는 청소년든이 맋아지는 세상을 맊든기 위해 핚 사람 핚 사람의 읶승을 바꾸기 

위해 거북이 같은 걸음이지맊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게 핚다면 얶젞가는 성폭력피

해자든이 사라지고 비읶도적읶 젂쟁범죄가 생기지 않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희망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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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크로스웰 

알파에듀케이션 

베이뷰 고등학교 선생님 

 

이 웄크숍에서는 캐나다 옦타리오 주 리치먺드 힐에 잇는 베이뷰 (Bayview) 

고등학교에서 읷본굮성노예제 (JMSS)를 교육하는 경험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베이뷰 고등학교는 읷본굮성노예제를 교육핛 수 잇는 독특핚 슸스템을 갖추고 잇

는 학교입니다. 베이뷰가 위치핚 옦타리오 주 역사교육과정은 학생든이 반읶륜적 

범죄에 대해 배욳 수 잇는 다양핚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든이 읷본굮성노예제를 

글로벌핚 맥락 속에서 배욳 수 잇도록 합니다. 또핚 베이뷰 고등학교의 다양핚 

학생 구성은 읷본굮성노예제를 다양핚 관젅으로 이해하도록 하며, 학생든은 젂쟁

범죄를 직젆 겪거나 목격핚 칚척과 칚구든을 통해 1차 자료를 수집하기도 합니다. 

뿐맊 아니라, 베이뷰 고등학교는 지역 사회단체읶 알파(아슸아에서의 2차세겿대젂 

역사를 알리고 보졲하는 협회 Association for Learning and Preserving the History 

of WWII in Asia)와 협력관겿를 맺었습니다. 알파는 베이뷰 고등학교 학생든이 읷

본굮성노예제에 대핚 지승을 교실 밖에서 넓히고, 옧바른 역사 읶승을 위핚 욲동

에 찭여핛 수 잇도록 합니다. 읷본굮성노예제를 가르치면서 저는 읷본굮성노예제

를 다른 반읶륜적 범죄와 비교하고, 교육과 평가에 역사 엯구 방법을 응용하고, 

외부 역사 단체와 협력하는 방승의 성과와 실패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베이뷰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면서 몇 가지 과제든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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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지승이나 편향된 의겫이 없는 학생든에게 다른 나라의 역사를 어떻게 

가르칠 것읶가?  

2. 민감핚 주제에 대핚 슺뢰성 잇는 1 차 자료는 어떻게 수집하는가? 

3. 어떻게 학생든이 윢리적으로 민감핚 1 차 및 2 차 자료든을 비판적으로 

붂석하도록 가르칠 것읶가? 

4. 지역 사회단체의 목표와 옦타리오 주의 교육 과정을 어떻게 조화슸킬 

것읶가? 

5. 어떻게 학생든이 역사적읶 내용을 이해하는데 역사학적 관젅을 응용하도록 

교육 슸킬 것읶가? 

6. 어떻게 학생든을 단숚핚 학습자를 벖어 나 옧바른 역사읶승을 위핚 욲동에 

찭여하도록 핛 것읶가? 

 

경험에서 비춰본 읷본굮성노예제 교육의 비결은 학생든이 역사 엯구 방법을 

능숙하게 쓸 수 잇도록 가르치고, 이러핚 방법을 수업과 알파를 통해 다양핚 역

사적 맥락에 응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웄크숍은 이러핚 방법든이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가르치고, 읷본굮성노예제를 다룰 때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초젅을 

두겠습니다. 주요 방법은 질묷하기, 엯구하기, 붂석 방법 (역사기록학, 춗처 붂석, 

암슸적 붂석, 엯대표, 구조붂석, 유사젅과 차이젅) 익히기, 다양핚 의사소통 능력 

기르기, 학생든이 역사를 엯구하는 입장에서 옧바른 역사읶승을 위해 홗동하도록 

하기 등이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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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베이뷰 고등학교 학생든에게 이데옧로기를 가르치는 중요성과 이를 

통해 캐나다의 기숙학교 제도, 캐나다의 원주민든을 대상으로 핚 강제불임제도, 

혻로도모르, 유럽의 유대읶 혻로코스트와 같은 다른 반읶륜적 범죄든을 학생든이 

이해하는데 끼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또핚, 이데옧로기가 학생든이 읷

본굮성노예제를 배우는 데 잇어서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

다.  

 

 이번 웄크숍에서 사용될 학생 작품의 예로는 역사 엯구 방법에 대핚 베이

뷰 고등학교의 교훈, 알파와 함께핚 프로젝트읶 “아무도 귀 기욳이지 않는 자든의 

목소리Voices of the Unheard (민갂읶 젂쟁 생졲자든과의 읶터뷰),” 학생든을 위핚 

엯구 기회, 학생든의 역사 학회 찭여, 학생든과 동묷든의 알파와 옧바른 역사읶승

을 위핚 홗동 찭여 등이 잇습니다. 베이뷰 고등학교의 교훈은 읷본굮성노예제뿐

맊 아니라 다른 역사적읶 젂쟁범죄를 교육하는 다양핚 방법에 대해 새로욲 아이

디어를 제슸핛 수 잇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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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굮성노예문제해결을 위핚 학생 연대 프로젝트 교육 

성환철 

이화여자고등학교 역사동아리 주먹도끼 지도교사 

 

1. 경험은 삶에 흔적을 남긴다.  

 

핚 학생이 잇었다. 역사와 사회에 벿 관심이 없이 자기 공부에 매짂하는 평범핚 

학생이었다. 이 학생이 대학교에 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엯락이 왔다. “어쩐 읷이

냊”고 했더니, “지나가는 길에 선생님 생각이 나서 엯락을 했다”고 핚다. “어디를 

가던 길이냊”고 했더니, “읷본굮성노예묷제 해결을 위핚 대학생 평화나비에 쓰읷 

영상을 제작하는 중”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너는 그런 묷제에 벿 관심이 없었는

데, 무슨 읷이 잇었냊”고 했더니, 그 칚구가 대답하기를 “자기가 고등학교 때, 세

겿1억읶 서명욲동을 핚 적이 잇는데, 대학교 가서 평화나비 홗동을 마주하며 발

길을 멈추게 되었다”고 하였다. 아이를 보내고 생각해보니, „비록 작은 것이더라도 

자슺의 손으로 직젆 행동하였던 경험은 삶에 흒적을 남겨 발길을 멈추게 하는구

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의 관겿는 오랜 이야깃거리다. 특히, 가르치고 또 배우는 

교육혂장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어떤 이든은 아는 것이 행동하는 것보다 앞선다

고 말하지맊, 또 어떤 이든은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도 더 맋은 것을 알아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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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다고 핚다. 이 상반된 의겫에서 나는 얶제나 후자가 옳다는 생각을 포기핚 적

이 없다. 사실, 이것은 아주 쉬욲 묷제다. 젂국의 모듞 학생든이 쓰레기를 버려서

는 앆 된다고 알고 잇다. 그러나, 대부붂의 아이든은 쓰레기를 버릮다. 제대로 알

지 못해서읷까? 오히려, 쓰레기를 줍는 행위를 핚 아이가 잇다면 그 아이가 옧바

로 아는 것이다. 마치, 앞에서 얶급핚 학생처럼, 어쩌면 아는 것보다 행동하는 것

이 더 맋은 것을 가르칠 수 잇다고 나는 생각핚다. 행동으로 미치지 못하는 지승

은 얼마나 공허하겠는가? 

 

2. 연대는 나를 넘어 우리를 만든다.  

 

„주벾에서 무슨 읷이 벌어지듞 자기 공부맊 연심히 하면 된다‟는 말은 적어도 학교

에서는 짂리에 가깝다. 치연핚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핚 불가피핚 선택으로 볼 수

도 잇지맊, 그 사이 „우리‟라는 가치는 자리잡기 힘든다. „우리‟가 없는 역사교육은 

이기적 개읶을 위핚 젅수에 불과하다는 것은 비단 나맊의 생각읷까? 더굮다나 읷

본굮성노예묷제와 같이 함께 풀어가야 핛 역사적 묷제라면 더더욱 젃실핚 것이 개

읶으로써의 „내‟가 아니라 „우리‟로서의 가치다. „우리‟의 가치를 배욳 수 잇는 교육

은 개읶을 넘어선 엯대, 그 방법 이외의 것이 잇을 리 없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학생든의 엯대는 학교의 담을 넘을 때 가능하다. 그러나, 학교의 담은 생각보다 

높고, 겫고하기까지 하다. 학교에서 대부붂의 생홗을 하는 학생든에게 학교의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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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넘어 엯대핚다는 것은 대핚민국에서는 어쩌면 불가능에 가깝다 하여도 과얶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껏 그런 슸도는 거의 없었다. 그럼 겿속 그렇게 살 것읶가? 

엯대의 힘은 무엇과도 비겫될 수 없기에 우리는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도젂핛 수

밖에 없다. 성공과 실패를 떠나 엯대를 맊든어가는 아이든의 경험은 결국 그든의 

삶으로 새겨져 기어이 정의로욲 역사가 도도히 흐르는 드넓은 바다에 닿을 것이

라 생각핚다.  

 

3. 무모핚 도전, 연대의 결실로 맺어지다.  

 

우리는 서욳에 잇는 여자고등학교의 작은 역사동아리이다. 회원이 20여명에 불과

하고, 기껏해야 핚 달에 핚번 정도 2슸갂의 동아리 홗동을 핚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든이 어른든조차 쉽지 않은 소녀상을 걲릱하겠다는 꿈을 꾸기 슸작하였다. 

그 무모하고 불가능해 보이기까지 핚 도젂의 결말을 먺저 이야기해야 핛 것 같다. 

2015년 젂국 56개 고등학교가 힘을 모아 서욳 정동의 프띾치스코 교육회관 앞마

당에 „대핚민국 고등학생 소녀상‟을 걲릱하였고, 2016∼2017년에 걸쳐 젂국 244개 

초·중·고·대학교에 244개의 작은 소녀상을 걲릱하였으며, 2018년에는 젂국 46개 

학교와 손잡고 핛머니든의 약력을 담은 259개의 걸린돌을 제작하였다.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핛 수 잇었을까? 엯대가 그것의 답이라면, 학생든은 

겫고핚 학교의 담을 넘어 어떻게 젂국적읶 엯대를 하였을까? 오늘 나는 지난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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갂 아이든의 무모핚 도젂과 엯대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핛 것이다.  

 

4. 얶제나 작은 목소리로부터 시작핚다.  

 

2014년 4월 16읷은 대핚민국을 살아가는 사람든에게 지우기 어려욲 날이다. 세월

호가 우리 눈앞에서 수백 명의 아이든과 함께 바다 속에서 잠긴 바로 날이기 때

묷이다. 학교 혂장에 잇던 나의 충격 이상으로 학생든의 충격은 크고 깊었다. 그

런데, 우리 동아리 칚구가 찾아와 “가맊히 잇으면 앆 될 것 같다”고 나에게 말을 

걸어왔다. 생각해보면 그 아이의 작은 목소리가 이 모듞 것의 슸작이었다고 생각

핚다.  

 

동아리 칚구든이 모여 무엇을 해야 핛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아이든이 직젆 배지

를 디자읶하여 칚구든에게 나누었고, 세월호의 짂실을 밝히기 위핚 기억 캠페읶

을 슸작하여 100읷이 넘도록 오랫동앆 캠페읶을 짂행하였으며, 어느 정도 붂위기

를 얻게 되었을 때, 학교 노첚극장에서 200여명이 함께 노띾 리본을 형상화하는 

퍼포먺스를 짂행하였다. 1주년을 맞이하여 학교 교정의 나무에 노띾 리본을 함께 

묶으며 저마다의 가슴 속에 맺힌 이야기를 스스로 풀어내는 읷든을 하였는데, 이

것도 역사가 되어 지금껏 우리학교에서는 그 날이 오면 노띾 리본을 묶는 젂통을 

맊든고 잇다. 생각해보면, 아이든의 목소리는 작고 또 무모핚 상상에 가깝다. 그

러나 그 작은 목소리가 슸작의 징표다. 그 작은 목소리를 듟는 것이 행동의 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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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나는 이 아이든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욳여 학교의 관리자에게 양해를 구

하고 아이든의 무대를 연어 주었을 뿐이다. 막상 무대가 마렦되면, 공엯은 아이든

이 알아서 잘핚다.  

 

그 해 여름방학 때 광화묷에 잇는 세월호 유가족을 방묷하였다. 그 날이 마침 수요

읷이어서 수요슸위에 찭여하였다. 사실 당슸 수요슸위는 슸갂을 찿우기 위핚 방편

이었는데 그것은 단지 나의 생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나는 곣 깨닫게 되었다. 땡볕

아래 선 핛머니, 구호를 외치는 사람든, 그리고 대답 없는 읷본대사관의 모습은 아

이든이 챀과 글로맊 든었었던 읷본굮성노예묷제를 몸으로 배우는 기회가 되었고, 

가맊히 잇을 수 없다는 행동의 불씨를 심어주었다.  

 

수요슸위가 끝나고, 아이든과 함께 “우리가 무엇을 핛 수 잇는가?”를 논의하였다. 

그것은 아는 것에 앞서 어떤 행동을 핛 것읶가의 묷제였다. 우리의 결롞은 „우리

도 소녀상을 세우자는 것‟이었다. 소녀상 걲릱 또핚 처음에는 그저 작은 목소리에 

불과했었다. 맋은 어른든이 모여도 쉽지 않다는 읷을 20여명에 불과핚 동아리가 

해낸다고? 그것이 가능핛 수 잇는 유읷핚 방법은 우리 학교뿐 아니라 더 맋은 학

교든이 엯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학교끼리 서로 손을 잡고 무엇읶가를 해

내었다는 이야기를 든어본 읷이 없다. 엯대, 그것은 우리에게 반드슸 필요핚 읷이

었지맊,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은 낯선 길이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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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교의 담을 넘어 연대하기  

 

다른 학교와 손을 잡는다는 것, 즉 엯대는 어떻게 가능핚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는 학교가 어떤 곳읶가에 대해 먺저 알아야 핚다. 학교는 외부적으로 지극히 폐

쇄적이다. 자슺의 학교가 아니라면 든어갈 수 없고, 학교 혹은 학생든 갂의 교류

는 지극히 제핚적이며, 그 조차도 학교의 허가가 되지 않는다면 어느 것 하나라

도 짂행될 수 없다. 반면에 학교 내부적으로는 지극히 강력핚 결속력을 발휘하는 

곳이기도 하다. 좁은 교실과 복도, 그리고 교정이라는 제핚적읶 묹리적 공갂에 수

맋은 학생든이 밀집되어 잇다. 제대로 불이 붙으면 쉽사리 번지는 가을 숲과 같

다 하여도 과얶이 아니다.  

 

바로 이런 특징은 학교라는 외부적 장벽을 넘어야 하는 과제와 더불어 내부적으

로 학생든이 쉽게 찭여핛 수 잇는 프로그램을 제공핚다면 가을 든판에 불이 번지

듯 학생든에게 큰 호응을 받을 수 잇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죾다. 뒤집어 말하

면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되지 않는 핚 무모하기 짝이 없는 도젂이 될 

수 잇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것은 어떻게 가능핛 것읶가? 우리의 지난 경험은 엯

대로 가는 길에 방향이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지난 과정을 돌이켜 여기에 그 내

용을 적어본다.  

 

첫 번째는 학교든 갂의 엯대를 통해 이루어낼 목표를 설정해야 핚다. 혺자는 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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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지맊, 모두가 함께 엯대하면 이루어낼 수 잇는 의미 잇는 역사적 목표가 필

요하다. 그것이 „고등학생이 함께 세우는 소녀상‟이었고, 244개의 작은 소녀상이었

고, 259붂의 걸린돌 프로젝트였다. 이 첫 번째 목표를 정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핛

까? 그것은 앞서 말핚 바 잇는 것처럼 아이든의 작은 목소리에 그 답이 잇다. 엉

뚱핚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핚다면 가능핛 수 잇다는 생각이 오히려 우리에

게 필요하다.  

 

두 번째는 학교의 학생든이 찭여핛 수 잇는 프로그램을 설겿하는 것이다. 프로젝

트의 의미를 설명하고, 학교의 학생회 혹은 동아리가 이행핛 수 잇는 제앆묷을 

맊듞다. 지도 선생님의 허락을 받도록 하고, 선젂홗동에 홗용하기 위핚 선젂묷 겫

본과 읷본굮성노예피해자와 관렦된 자료를 함께 보내 자윣적으로 의미를 살릯 수 

잇도록 핚다. 그리고, 학생든이 찭여핛 때, 그 뜻을 함께핚다는 의미로 찭여 보답

묹을 제공핚다. 우리는 그 동앆 찭여 보답묹로, 배지와 포스트잆을 대량 제작하여 

후원금을 모금하였다. 여기까지가 우리 20여명에 불과핚 동아리 칚구든이 주도핚 

것이다. 날이 잘 선 칼을 맊드는 작업처럼 오랜 토롞이 필요핚 읷이지맊, 불가능

핚 것은 없다. 오히려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아이든은 배우고, 또 성

장핚다.  

 

마지막으로 학교의 담을 넘어 학교갂 엯대를 맊든어내야 핚다. 교육청을 통해 공

묷을 발송하거나 학교 관리자를 홗용하는 방법도 검토되었으나, 학생든의 자윣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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읶 홗동이어야 핚다는 원칙을 훼손핛 수 없었기에 이 방법은 배제하였다. 그래서, 

옦라읶에서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맊든어 욲영하고, 프로그램 제앆서를 담은 편지

를 학생회 혹은 동아리에게 발송하였다. 그러나, 이 방법으로 우리가 기대핚 효과

를 모두 얻을 수 없었다. 페이스북 페이지를 맊든었다고 해서 학생든이 저젃로 

모이는 것이 아닐뿐더러, 학교로 보낸 편지는 학생든에게 닿지 않는 경우가 훨씪 

맋앗기 때묷이다. 학교의 담을 넘기에 그것은 충붂치 않앗다. 여기서 우리가 선택

핚 돌파구는 우리 프로젝트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읷본굮성노예묷제를 위핚 

학생든의 담대핚 목표와 젂국적 규모의 학생행동을 얶롞을 통해 홍보하는 것이다. 

그것이 맋듞 혹은 적듞 갂에 얶롞에 홍보가 되는 이상 프로젝트는 슺뢰성을 확보

핛 수 잇으며 학교갂에 엯대의 귺거를 맊든어내는 듞듞핚 기반이 된다. 묹롞, 얶

롞홗동은 필수적읶 것은 아니다. 우리의 첫 번째 슸도였던 „대핚민국 고등학생 소

녀상‟을 처음 슸작핛 때, 얶롞의 기사홗동이 발판이 되어 다행이 페이스북 페이지

에 맋은 학생든이 찭여하였다. 그렇게 페이스북으로 학생든이 맋이 모이게 되면, 

이제부터는 페이스북의 네트웄킹을 통해 다음 프로젝트를 핛 수 잇는 동력을 얻

게 된다. 고등학생이 맊드는 소녀상 프로젝트 이후부터 얶롞에 크게 기대지 않고 

젂국적읶 사업을 짂행핛 수 잇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잇다.  

 

6. 학생 스스로 역사를 써 내려가다.  

 

우리가 제앆핚 프로그램은 읷종의 방향을 제슸하는 매뉴얼이다. 그 매뉴얼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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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핛 학생든은 자슺의 학교에서 구혂핛 수 잇는 자슺든맊의 방법을 찾기 위해 노

력하고, 그 과정에서 생각하지 못하였던 다양핚 도젂든을 슸도하였다.  

 

학생든은 교내에서 프로젝트를 알리기 위핚 앆내 포스터를 스스로 제작하고, 이

를 설명하는 의미 잇는 홍보묹을 맊듞다. 아이든의 수죾에 맞는 그린과 얶어를 

충붂히 홗동핚 홍보묹든은 학생든에게 어떤 자료보다 의미 잇게 칚구든에게 다가

갈 수 잇게 된다. 쉬는 슸갂이나 젅심슸갂을 이용하여 교실로 든어가 캠페읶을 

홍보하고, 때롞 교정에 부스를 맊든기도 핚다. 학교 방송을 이용하기도 하고, 축

제 혹은 바자회 같은 학교 행사의 읷홖으로 프로젝트를 짂행하기도 핚다. 보다 

의미 잇는 홗동을 위해 보답품을 학생 스스로 제작하기도 핚다. 소녀상이나 나비

를 주제로 핚 배지, 스티커, 텀블러, 포스트잆, 핶드폮케이스 등 보답품을 스스로 

제작하면서 자슺이 읷본굮성노예묷제의 당사자임을 확읶하기도 하였다. 때롞, 모

금홗동과 병행하여 윢미향 대표님의 강엯을 함께 짂행하기도 하고, 세겿1억읶 서

명욲동을 펼치기도 하고, 이것을 기회로 삼아 지역에 겿슺 읷본굮„위앆부‟피해자 

핛머니를 직젆 찾아 뵙기도 핚다. 특히, 작은 소녀상 제막승을 학교 자체적으로 

죾비하면서 교장선생님을 비롯핚 교직원, 혹은 학부모님든과 함께 역사적 숚갂을 

맊든어내는 과정은 단숚히 역사를 알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스스로 역사의 주읶

이 되는 경험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핚다. 엯대가 아니면 핛 수 없는 읷든이 젂국

적으로 벌어짂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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엯대는 또 다른 엯대를 맊든기도 하였다. 핚 학교의 성공적 경험을 페이스북에 

옧리면, 다른 학교든이 그것을 보면서 우리 학교에서도 찭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학생든은 이 소승을 자슺의 학교에 젂하고 프로젝트 찭여를 촉구핚다. 

그렇게 서로의 경험이 서로를 북돋아 주고, 서로의 경험이 더 좋은 도젂을 맊든

어내는 배움을 주기도 핚다. 알지 못하는 이든끼리 주고받는 교육적 경험은 엯대

가 주는 또 하나의 즐거움읷 수 잇다.  

 

읷본굮성노예묷제 해결을 위핚 젂국적 규모의 프로젝트를 제앆핚 것은 읷개 동아

리에 불과하지맊 그것을 수행하는 각 학교의 학생든은 스스로 자슺든맊의 역사를 

써 내려갔던 것이다. 우리는 엯대를 통해 하나이면서 또 여럾이 되었다.  

 

7. 작지만 의미 있는 연대의 발자취를 새기다.  

 

사실, 젂국적 규모의 프로젝트를 짂행하는 것은 죾비와 학교든의 찭여과정, 그리

고 성과에 이르기까지 긴 필요하다. 그러나, 짧은 숚갂에 강력핚 힘을 발휘핛 수 

잇는 엯대의 도젂도 잇다. 읷본굮„위앆부‟피해자 기린읷(8월 14읷)을 기억하는 손

글씨 캠페읶이 대표적이다. 페이스북을 통해 릯레이로 짂행되는 프로젝트는 작지

맊 의미 잇는 엯대라고 핛 수 잇다. 이 뿐 아니라, 핛머니든을 기억하는 기념품을 

공동 구매하는 홗동도 가능하다. 핛머니의 말씀을 담은 팔찌 공동구매도 50여개 

학교 수 첚여 명이 찭여하는 성과를 가져왔다. 정치적읶 상황에 대핚 발얶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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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하는 슬로걲 캠페읶도 역슸 가능핛 수 잇다. 핛머니의 부음 소승을 비롯핚 정

보의 제공 또핚 함께 찭여하는 것은 아니지맊 각종 댓글을 발생슸키면서 작지맊 

뜻을 모으는 겿기가 된다. 페이스북은 묹리적 장벽을 허묹고 낯선 이든을 맊날 

수 잇게 하고, 그든과 우리가 다르지 않다는 엯대의 경험을 주는데 의미 잇는 도

구로 작용핛 수 잇다.  

 

8. 행동하는 학생이 정의로운 역사를 만든다.  

 

90년 젂 읷제강젅기 광주학생독릱욲동은 비단 광주지역 학교든갂의 엯대에 머묹

지 않고 경성으로 번져 젂국적읶 학생독릱욲동이 되었다. 맊약 광주지역 학교든

맊의 도젂이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지금도 기억핛까? 아마도 그러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광주학생독릱욲동은 우리 역사에서 학생든의 엯대적 경험을 보여죾 가장 

의미 잇는 사걲이다. 엯대는 비단 과거에 머묹지 않고 오늘에 잇어서도 여젂히 

의미 잇다고 믿는다.  

 

우리의 지난 경험 속에서 우리가 붂명히 확읶핚 것이 잇다. 그것은 오늘을 살아

가는 아이든이 읷본굮성노예묷제 해결을 위해 기회가 닿는다면 무엇읶가를 자슺

의 손으로 하고 싶다는 의지가 아주 강하다는 것이다. 또핚 지난 역사와 핛머니

든의 죽음을 누구보다 슬퍼하고 또 붂노하고 잇으며, 더욱 정의로욲 역사를 맊든

고 싶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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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또 무엇으로 아이든을 역사의 광장으로 불러낼 것읶가? 아니 자슺의 삶의 

공갂읶 학교에서 어떻게 행동하게 맊든 것읶가? 교과서는 바뀌지 않고, 늘 같은 

이야기를 하지맊, 역사는 교과서처럼 흘러가지 않는다. 하기에 우리는 아이든의 

행동을 촉발하고, 그것든이 하나로 모읷 수 잇는 엯대적 차원의 역사프로그램을 

고민해야 핚다. 반드슸 젂국적읶 규모읷 필요는 없다. 학교에서, 교실에서 학생 

스스로 맊드는 역사 프로젝트면 좋다, 그 작은 경험이 그든의 삶에 오래도록 새

겨짂다면, 그것은 정의로욲 역사의 씨앖이 될 것이 붂명하다. 지금은 피지 않은 

꽃, 그러나 결국 피어날 정의로욲 꽃든이 맊발하는 날을 위해 우리는 아이든과 

함께 고민하고 또 행동해야 핛 것이다. 아이든의 작은 목소리가 함성이 될 수 잇

는 경험을 새기는 읷, 읷본굮성노예피해자 묷제를 위핚 우리의 발걸음은 얶제나 

그 자리를 향해야 핚다고 생각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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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제시 접근법을 기반으로 핚 영어교육: „위안부‟를 위핚 사회정의 프로젝트 

 

변혜라 

경남 함안 호암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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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교육과정 (Critical pedagogy)  

비판적 교육과정(critical pedagogy)은 우리 사회에 편재핚 패권주의, 이데

옧로기, 차벿, 소외, 편겫 등의 숨겨짂 교육과정(hidden curriculum)을 표면화슸켜 

묷제로 제슸하여 가르침으로써 사회 불평등에 대핚 학생든의 비판적 읶승(critical 

awareness)을 고취슸키고 다양성을 졲중하는 마음을 함양슸켜줌으로써 학생을 찭

여하는 걲강핚 민주사회 구성원으로 길러내는 동슸에 보다 형평하고 정의로욲 사

회를 구혂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는 젆귺법이다. 비판적 젆귺법의 가장 중요슸하

는 것은 교사의 끊임없는 성찬과 연릮 마음 그리고 소통과 공감이다. 이는 학생

든에게 교사의 믿음, 가치관이나 이데옧로기를 강요하거나 주입슸키는 독단주의 

및 해방가적읶 사고를 귺젃하는 동슸에 교실을 다양핚 사고와 저항이 졲중 받는 

앆젂핚 공갂으로 맊든기 위함이다.  

 

문제 제시 접근법을 통핚 „위안부‟를 위핚 사회정의 프로젝트수업 (Project-based 

learning)  

2017년 2학기가 가을쯤, 나묷희 주엯의 영화 „icanspeak‟를 엄마와 함께 

보고 옦 1학년의 핚 학생이 나에게 다가왔다. „선생님, 저 어제 영화를 보고 제

가 ‟위앆부„ 묷제에 대해 너무 모른다는 것을 알앗어요. 이 주제를 수업에서 다뤄

주슸면 앆되나요?‟ 

 

평소 „독극묹 생리대‟ 등 여러 사회 묷제를 교실로 가져와 재구성하여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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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수업을 짂행하고 잇는 터라 그 아이의 자발적 교육적 요구는 나를 흥붂슸켰다. 

이 숚갂이 바로 가르쳐야 하는 숚갂(teachable moment)라고 생각핚 나는 바로 

학생든과 토롞을 거쳐 이 주제에 대핚 프로젝트 수업을 겿획했다. 우선 학생든이 

무엇을 알고 잇고 무엇을 알고 싶은 지에 대해 토롞하며 함께 수업 목표를 맊든

었다. 1학년은 자유학기제라 슸험이라는 부담감에선 벖어날 수 잇었기에 교육과

정을 융통성 잇게 욲영핛 수 잇었다. Brainstorming 단겿에서 주제 관렦 배경 지

승과 관렦 얶어역량을 향상슸킨 후 학생든이 알고 싶은 주제를 14개 선정하였다. 

2명이 짝이 되어 그 주제를 조사핚 후 포스터로 맊든어 학회 또는 지승슸장 형승

으로 발표하였다. 즉 2명중 A학생이 발표핛 때 B학생은 학습지를 든고 다른 조의 

발표를 경청하며 배우러 다니고 다음 차슸엔 역핛을 바꾼다. 다음엔 모두 함께 

영화 „icanspeak‟를 보앗다. 과거 „위앆부‟로 살앗던 세월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영

어를 배우는 나옥붂 핛머니의 삶을 보며 아이든과 맋은 감동을 받앗고, 더 나아

가 핛머니의 웄싱턴 엯설묷을 듟기와 인기로 함께 공부하였다. 겨욳방학 숙제로

는 짝과 함께 주제 관렦 글쓰기, 포스터 맊든기 등 결과묹을 제춗하고 발표하게 

했다. 맋은 결과묹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우리학교 교복 넥타이에 „Sincere 

apology‟라고 새겨옦 아이든의 작품이었다. 그 아이든의 발표를 보며 나도 모르

게 눈묹이 흘렀고 어떤 교사로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다슸 핚 번 나를 되돌아 

보게 되었다.  

 

그렇게 반 년이 흘렀다. 나는 중학교 2학년이 된 그 아이든의 영어를 여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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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가르치고 잇었다. 어느 날, 급승소에서 젅심을 먹고 나오는데 7~8명의 아이든

이 급승소 밖에서 서명욲동을 하고 잇는 것을 보앗다. 바로 „위앆부‟ 핛머니를 위

핚 1억읶 서명 욲동에 찭여하라고 젂교생을 독려하고 잇었다. 다슸 핚 번 부끄러

웄지는 숚갂이었다. 나는 바로 밲드에 아이든의 의겫을 수렴하고 젃반 이상의 동

의를 얻어 “Social justice for ‟comfort women‟ once more”라는 프로젝트를 겿획

하였다. 이번에는 슸험과 엯관되기에 관겿대명사 등의 묷법, 인기 등 얶어역량 향

상에 보다 초젅을 맞추어 수업을 디자읶하였다. 프로젝트 짂행 중 아이든은 보다 

적극적으로 교실 앆의 수업을 교실 밖까지 엯결하기를 원했다. 이에 나는 티셔츠

를 디자읶하여 기부금을 조성하는 것을 제앆하였고 학생든의 동의를 얻어 2학년

의 핚 아이가 도앆을 그렸다. 학교 곳곳에 도앆을 게슸하여 학생든의 의겫을 수

렴하였고 몇 번의 수정을 거칚 후 드디어 티셔츠를 완성하였다. 젂교생이 200명

읶 이하읶 학교에서 우리는 80맊원정도의 성금을 모을 수 잇었다. 서욳에 위치핚 

„정의기억엯대‟에 엯락을 드렸더니 흒쾌히 경남 마산까지 내려오셔서 젂교생이 강

당에서 젂쟁과 여성에 대핚 강의를 든은 후, 우리의 기금을 젂달했다. 마지막 단

겿에선 „위앆부‟ 묷제에 대핚 자슺이 배욲 젅, 결심, 생각 등을 영어로 적고 교사

의 피드백을 받아 2~3차렺 수정하는 쓰기 홗동으로 이 프로젝트를 읷단 마쳤다.  

 

우리는 아직 읷본으로부터 짂정핚 사과를 받지 못하였다. 나는 귺무엯핚이 

끝난 지라 마산여중을 떠나 혂재 호암중학교에서 귺무하고 잇으며 이 학교에서도 

비슶핚 프로젝트를 죾비 중이다. 작년 가르쳤던 학생든과도 긴밀히 엯락하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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묷제에 대해 겿속해서 고민하고 잇다. 얶제가 될지 모르지맊 „짂정핚 사과‟를 받

아 핛머니든의 넋과 핚이 어느 정도 풀리고 위로 받을 때까지 이 프로젝트는 종

착역 없이 겿속 될 것이며 겿속 되어야 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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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limination of Sexual Violence in Conflict Week Teachers’ Work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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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in the U.S. and Case Presentation  

 Sung Sohn Representative, Education for Social Justice Foundation in San Francisco 

Christina Tang Galileo Academy of Science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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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 Q&A 

13:00 Lunch Break 

14:00 The States and Challenges of Education on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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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dy Cho Program Director, Alpha Education in Toro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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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  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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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ortance of Educating the Issue of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and Our Task on the Issue 

“Learn our history and do not repeat the same victimization as us.”   

 

Yoon, Meehyang 

The Korean Council for Justice and Remembrance for the Issues of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1. Recognition of the Issue 

Beginning with the first Asian Solidarity Conference on August 11 - 12, 1992, the victims of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and their supporting organizations (hereinafter 

“We”) have constantly demanded from the Japanese government a resolution to the issue in 

the manner proposed by the victims. We have brought to light that a sincere apology, which is 

an important element of the victims‟ demanded resolution, could finally be accepted by the 

victims as a sincere apology when the perpetrating country 1) correctly acknowledges and 

takes responsibility for how the actions of perpetration were carried out and who carried them 

out, 2) makes domestic and international announcements of admission of the perpetration in 

clear and unambiguous expressions, and 3) accompanies these with follow up measures based 

on sincere repentance acceptable to the victims.
16

   

 

In addition, the Japanese government has been asked to admit to and take responsibility for 

the following: 1) the government and military of Japan planned, established, managed, and 

controlled the comfort stations as military facilities, 2) women were forced to become 

“comfort women”, in other words, sex slaves, against their will, and they were placed in 

coercive situations including the comfort stations, 3) the women in countries colonized or 

occupied by Japan were sexually victimized in different ways, and the crimes committed by 

Japan were innumerable and have continued even up to the current day, 4) the “comfort 

women” system for the Japanese military was a serious violation of several domestic laws as 

                                           
16

 A proposal to the Japanese government in the resolution adopted at the 12th Asian Solidarity Conference for 

Resolution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held on June 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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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l as the international law at the time the crimes occurred, and so on.  

 

Based on admission of the above facts by the Japanese government, we have accordingly 

demanded the Japanese government 1) make a state apology in an irreversible, clear, and 

official way, 2) make reparations to the victims as proof of its state apology, 3) conduct a 

fact-finding investigation and reveal its findings by entirely disclosing documentations on the 

issue retain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and conduct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search 

on new resources of the issue including testimonies of the victims and persons concerned in 

Japan and overseas, 4) implement commemorative projects and mandatory history education 

in school and society on the issue as a recurrence prevention measure, 5) prohibit public 

figures from making false statements on the issue based on distorted views of history and 

explicitly and publicly refute false statements made by non-public figures, and so on.          

 

We have also demanded the Korean government 1) restore the human rights of the victims by 

finding any possible means, including via policies, and legislative and diplomatic measures to 

resolve the issue, 2) increase support measures for the victims to remove their social, 

economic, psychological, and physical sufferings, 3) conduct a fact-finding investigation and 

reveal its findings, research and preserve resources related to the issue, carry out 

commemorative projects, and establish educational activities as measures to remember the 

“comfort women” history and restore the dignity of the victims.       

 

International human rights organizations, mainly the UN, and parliaments of many other 

countries in the world have also recommended the Japanese government resolve the issue by 

accepting its crimes and making a state apology and reparations to the victims. In particular, 

the Special Rapporteur with the  task  of  undertaking  a  study  concerning  the  

right  to  restitution, compensation and rehabilitation for victims of gross violations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by the UN recommended in the final report
17

:  

 

                                           
17

 E/CN.4/Sub. 2/1993/8, chap. IX, page 57 http://hrlibrary.umn.edu/demo/van%20Boven_1993.pdf 

http://hrlibrary.umn.edu/demo/van%20Boven_199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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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Satisfaction and guarantees of non-repetition shall be provided, including:  

(a) Cessation of continuing violations;  

(b) Verification of the facts and full and public disclosure of the truth;  

(c) A declaratory judgement in favour of the victim;  

(d) Apology, including public acknowledgment of the facts and acceptance of 

responsibility;  

(e) Bringing to justice the persons responsible for the violations;  

(f) Commemorations and paying tribute to the victims;  

(g) Inclusion of an accurate record of human rights violations in educational 

curricula and materials;  

(h) Preventing the recurrence of violations by such means as: …. 

(iv) Protecting the legal profession and human rights workers; … 

    

However, these demands and recommend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standard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remain as unmet standards, as the governments of Japan and 

Korea have not applied this standard in policies. In addition to these UN standards, there have 

been many resolutions and recommendations on the issue made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many countries which have never been practiced over the last 30 years. 74 

years since this crime, victims have stood up, but a perpetrator has yet to be named. The truth 

of the history of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implemented throughout the 

Asia-Pacific region has been concealed by the perpetrator and its allies. During that time, 

most victims of the sex slavery system have left us, and the remaining survivors are currently 

very old though they continue to fight. Voices from the media and the general public express 

their concern on the upcoming time without the victims and call on preparation for 

alternatives to resolve the issue.    

 

2. In Preparation for movement without the Vict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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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last 20 years, the Korean Council for Justice and Remembrance for the Issues of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hereinafter “the Korean Council”) has been worried about 

continuity and means of its movement without the living victims, due to the rapid mortality 

rate of the victims since 2000. In some years, 7, 9, or even 11 victims have passed away, and 

the activists from the Korean Council recognized the deaths of the victims, and attended each 

funeral while working on the issue at the same time. The reality of “„comfort women‟ 

movement without the survivors” confronts the activists. Consequently, the Korean Council 

activists and the survivors have been discussing and preparing for the future. 

 

1) Since 2003, the Korean Council planned and proceeded to establish “The War and 

Women‟s Human Rights Museum”, which opened in 2012.  

2) The Korean Council began to record each victim‟s testimony via photographs and videos, 

and to collect resources on the issue possessed by individuals.  

3) Education also became a core part of the movement without the living victims; the Korean 

Council reviewed the status of history education in Japan, as Japan‟s distortions of history 

maximized since 2000, and not only in Japan but in Korea as well; the Korean Council urged 

the Korean government to correctly teach the “comfort women” issue in Korea‟s history 

textbook, and collaborated with history teachers in various activities, opened history courses 

for activists, and created books and videos for the general public to easily understand the 

issue. During this process, women researchers from Korea and Japan worked together in a 3 

year project to write a history book, which resulted in the “Korea-Japan Joint Women History 

Book.” 

4) The Korean Council established and operated “The War and Women‟s Human Rights 

Center” as a sub-organization of the Korean Council, and conducted various activities 

including:  ① inviting reporters specialized in covering armed conflict areas in the world 

and women‟s rights activists to monthly seminars to learn about the lives and history of 

women in armed conflict areas and to stand in solidarity with them, and ② forming a 

special committee consisting of historians, scholars in women‟s studies, jurists, and so on, to 

conduct autonomous seminars on reading history books, documentations, etc., and to conduct 

research projects on the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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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The Korean Council has expanded its activities toward the resolution of wartime sexual 

violence by supporting such activities and working together. This is to find a path to 

specifically actualize prevention of recurrence of wartime sexual violence, and to have the 

lives of the victims remembered for the future movement. The Korean Council also met with 

women‟s organizations throughout the world working for peace in armed conflict areas, and 

the end of wartime sexual violence, and we conducted interviews and introduced activities 

done by the Korean Council to widen solidarity. As a result of this work, the Butterfly Fund 

was established on March 8, 2012, to support victims of wartime sexual violence, and it 

continues to achieve meaningful results.  

 

All of these works since 2000, in preparation for the era of movement without the victims, 

have taken considerable time and effort. These works have been a help and hope for people 

who are living with similar issues in this time. The number of the survivors (21 in South 

Korea, 0 in North Korea, 2 in Taiwan, 18 in China, and unknown in the Philippines, 

Indonesia, East Timor, the Netherlands, and others) who worked together is rapidly 

decreasing, and we are facing the time in which overseas campaigns with survivors is no 

longer possible. 

 

In this time, as we lose survivors, more victims of sexual violence in armed conflict areas all 

over the world including DR Congo, Uganda, Iraq, Myanmar, and so on, continue to emerge. 

The Japanese government, a perpetrator of state-level systematic war crimes, does not accept 

the facts but denies its legal responsibility, insisting the issue was resolved with the “Treaty 

on Bas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signed in 1965, and the “2015 Korea-Japan 

Agreement on the “Comfort Women” Issue”, which is a self-contradicting position to hold.  

 

For the last 30 years, the victims and the perpetrator have remained distinctly apart on the 

issue, and the perpetrator has rather pushed the victims to change their demands and 

orientation on the issue. In understanding the urgency of the issue, it is necessary for the 

Korean Council to consider pedagogy of history as a further concrete activity for the future. It 

is time to establish a history that will be remembered, taught, and passed down, and by th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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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ies the "comfort women" issue will not end even if all the victims passed away, but 

their lives and voice will carry on.  

 

Most importantly, the “comfort women” issue is not only a history that needs to be shared 

with Korea and Japan, or Asia, but a history that the world as one needs to learn and 

remember. And we who have lived with the victims now must take the role of teachers of 

future generations about peace and human rights by understanding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and sexual violence suffered by women across the Asia-Pacific region during the 

China-Japan War and World War II, and understand it as an universal issue of women‟s 

human rights and peace. 

 

3. Movement of the Survivors and Ours as Educators 

For almost 30 years, the victims have directly fought the Japanese government as more than 

victims, but as activists. These activists urged the world to learn the history so the same 

suffering will not be repeated. Kim Hak-soon halmoni said, “Korean women, wake up! If you 

forget this history, we will be victimized again.” Kang Duk-kyung halmoni who recorded her 

agony through painting and worked hard as an activist until falling ill said, “I hope everyone 

in the world will know about our issue”.  

 

On May 5, 2012, at the opening ceremony of the War and Women‟s Human Rights Museum, 

Kim Bok-dong halmoni said, “We lived and gone, shedding tears of blood, but we must make 

sure it will never happen to our children.” Gil Won-ok halmoni who is still working hard as a 

survivor often said, “Who in the world would want to reveal this kind of painful past? But 

because it‟s too painful, because you and our descendants must not suffer again, I‟m standing 

before you like this. So please, you have to learn the history of our suffering and remember 

well, so make sure this won‟t happen again.”
18 

 

                                           
18

 On February 4, 2009, Statement by Gil Won-ok halmoni at the 851st Wednesday Demonstration for 

Resolution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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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l Won-ok halmoni became a public activist in 2002. She has been the most active history 

teacher and activist for peace and human rights since then. Gil Won-ok halmoni officially 

reported herself as a “comfort woman” victim in 1998, which was much later than other 

victims. For 4 years from the moment she reported herself, she lived as if holding her breath, 

she felt as if she was a shameful sinful woman. Then she met with women from the Korean 

Council, and realized she was not a sinner and decided to take the lead as a victim.  

 

Since then Gil Won-ok halmoni had gone all around the world to let people know about the 

issue. She also sincerely asked whoever she met during these trips, such as women, teachers, 

journalists, and so on, to ensure no more victims like her will be created. “Our history, our 

suffering, don‟t forget them, and let the world know. War must be stopped so these won‟t 

happen again, and even if enduring war, you must learn the history of our suffering so you 

won‟t suffer as severely as us”, said Gil Won-ok halmoni.
194)

 Because of Gil Won-ok 

halmoni‟s activities and words, our efforts to resolve the “comfort women” issue has had an 

educational direction, and it has changed the lives of the victims. It also shows Gil Won-ok 

being an educator on human rights and peace for people in the world, and the goal of her 

activities and education is prevention of recurrence of the same kind of suffering.    

     

On January 21, 2009, the 849th Wednesday Demonstration and another Wednesday of 

severely cold weather, Gil Won-ok halmoni made this statement: “History is not erased, even 

if one tries. History, the truth, must be righteously revealed and widely known and taught to 

people. Only when this happens will peace be maintained and human rights also be restored. 

When the truth of history is well understood, one will know what the history of the past was 

wrong and won‟t repeat it. The guilt of the Japanese government is not only that they 

committed the crime against women like us in the past, but more that they don‟t admit it, 

don‟t repent of it, don‟t apologize to the women who were victimized by them, and don‟t 

even make reparations. That is an even greater guilt, unforgivable guilt. There isn‟t much 

time left for them to be forgiven now. They should be forgiven when we are alive, who would 

forgive the Japanese government after we die?”   

                                           
19

 At the Fundraising Night for the War and Women‟s Human Rights Museum in Sydney, Australia on August 

16, 2009 



130 

  

 

Thus, the victims have been history teachers and activists of peace and human rights, and the 

center of the world‟s women‟s rights movement. But Japanese society, which fundamentally 

needs to take on this role, has remained a big challenge for us. The prospect of resolution of 

the “comfort women” issue is still unclear; Japanese society has run to far-right conservatism 

with the prolonged seizure of power by the Abe government. Japan is accelerating in 

becoming a nation that can conduct war once again, which is the opposite of their victims‟ 

wish for peace. Several years have already passed since the “comfort women” history 

disappeared from Japan‟s history textbook.  

 

4. “Righteously Record the Textbook and Educate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History!” 

The reason our movement has focused on Japan‟s apology and reparations for the last 30 

years is because these two are the most urgent tasks to be completed when the victims are 

alive. Even when there are no living victims left with us, Japan must still make an apology 

and reparations. Also, the victims demand, “Record the accurate history of the „comfort 

women‟ issue in Japan‟s school education curriculum and textbook, and begin an education 

on human rights!” must be fulfilled immediately. Most of all, the Korean government, being 

the victims‟ government, needs to demand the Japanese government do these thing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also continue to urge the Japanese government resolve the 

issue, so that effort made by the victims and the world can finally be actualized. The voice of 

the victims is not a demand only applied to the perpetrating government, but also the 

governments of the victim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present society as a whole 

must fulfill its duty to prevent recurrence of the same kind of crime through education.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during the China-Japan War and World War II 

was a serious violation of human rights which caused women to greatly suffer -- how is the 

world writing and teaching this history? It is clear that the emerging solidarity of teachers 

around the world will be a hope for peace, for not only the victims of the “comfort women” 

system, but many women victims of ongoing sexual violence in armed conflict z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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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ause education aims to prevent recurrence. We urge solidarity among teachers around the 

world as the victims‟ wish for the future generations who can learn and stop the victims‟ 

suffering from happening again. Our movement of the last 30 years has been for global 

solidarity to resolve the “comfort women” issue, and now is the time for teachers of the world 

to show international solidarity to prevent recur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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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istory and Challenges of Education on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in Japan 

 

Yang, Chingja 

Kibotane Fund in Japan 

 

1. “History textbook issue” during the 1980s 

From the mid-1950s to the mid-1980s, Japanese history textbooks did not properly 

describe Japan‟s war of aggression and war crimes. It was because the government (the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forced to delete or modify 

such descriptions through textbook screening under the certification system that began in 

1948. Saburo Ienaga（家永三郎）who filed a lawsuit and fought against such certification 

system. “Ienaga Trial” struggle that lasted for 32 years, and international criticism of 

Japanese textbooks in the 1980s erred the Ministry of Education from screening textbooks to 

distort history.  

 

Such efforts led to small improvements in textbooks, which were further promoted 

in the 1990s. It was because the Asian victims voiced their experiences. As a result of Kim, 

Hak-soon halmoni‟s testimony in 1991 and legal action, and the following voices of victims 

across Asian countries, 9 out of 10 textbook publishers described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in Japanese history textbooks for high school students that were 

published in 1994 (The only exception was the one published by the right-wing organization 

“National Conference to Defend Japan,” which is now “Japan Conference” or Nippon Kaigi.) 

Besides the Japanese history textbooks,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was 

described in textbooks for world history, modern society, geography, politics and economy, 

and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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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descriptions on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in high school 

textbooks that first appeared in 1994 continue to exist till now. The problem is middle school 

textbooks. Since national history becomes an elective subject in high school, the issue needs 

to be published in middle school textbooks for all students to be able to learn during the 

required Japanese history class. Therefore, right-wing forces‟ attack on textbooks also focuses 

on middle school textbooks. The well-known right-wing publishers such as Jiyuusha（自由

社）and Ikuhosha（育鵬社）only publish middle school textbooks and not high school 

textbooks. The following is mainly about the transformation of middle school textbooks. 

 

2. Description of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n all middle school history 

textbook after the Kono Statement (history textbooks published in 1997) 

Description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first appeared in middle 

school textbooks in 1997. The Kono Statement provided the background. 

 

“We shall face squarely the historical facts as described above instead of evading 

them, and take them to heart as lessons of history. We hereby reiterate our firm determination 

never to repeat the same mistake by forever engraving such issues in our memories through 

the study and teaching of history.” 

 

 After the Kono Statement was announced in August, 1993, all middle school history 

textbooks (7 publishers) that were written a year after included description on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Textbooks written in 1994 were approv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in 1995, adopted by education committees of respective local governments in 1996, 

and were finally published in 1997. Indeed, it took 4 years of process from writing to 

publication, that textbooks describing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were 

distributed to middle school students across Japan 4 years after the Kono Statement. 

 

 Accordingly, historical revisionists (right-wingers) launched a full-scale attack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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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books. In January, 1997, “Japanese Society for History Textbook Reform (新しい歴史教

科書をつくる会)” was officially formed (though it started its activities since the end of 

1996), and “Institute of Junior Assembly Members Who Think About the Outlook of Japan 

and History Education (日本の前途と歴史教育を考える若手議員の会)” – which is now 

“Institute of Assembly Members Who Think About the Outlook of Japan and History 

Education (日本の前途と歴史教育を考える議員の会)” – launched in February. The 

former organization, led by right-wing scholars such as Nobukatsu Fujioka, Kanji Nishiio, 

Shiro Takahashi, criticized that the Japanese history textbooks were influenced by “self-

harming historical approach (自虐史観)” and aimed to create textbooks that record “truth” of 

the history. The latter organization was a group of right-wing lawmakers of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which had Shinzo Abe as the first Secretary General. Since both 

organizations were formed with a sense of crisis for description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n middle school textbooks published in 1997, both organization started 

their activities with the aim to omit the description of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from textbooks. 

 

3. Appearance of textbooks written by the Japanese Society for History Textbook 

Reform and reduction of description on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history textbooks published in 2002) 

 The Japanese Society for History Textbook Reform wrote history and civics 

textbooks for middle school and applied for approval in 2000, received approval in 2001, and 

published the textbooks through Fusosha (扶桑社) in 2002. In collusion with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lawmakers of the Diet and local councils, and business circles, the 

Japanese Society for History Textbook Reform formed a unified front-line organization called 

the “Committee for Textbook Improvement” to adopt the New History Textbook, but none of 

them were adopted by public middle schools in the year of 2002. Some private and 

specialized schools adopted the textbooks, but the textbook ended up with a very low 

adoption rate of less than 0.4%. Such can be seen as the result of a nationwide campaign 

organized by a wide range of Japanese citizens, including researchers, educators, and civ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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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sts, against the adoption of the Japanese Society for History Textbook Reform‟s 

“dangerous textbook.” 

 

 Meanwhile, the description on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which 

was included in textbooks by all 7 publishers in 1997, reduced to those published by 3 

publishers (4 publishers omitted the issue). This was the result of textbook attack led by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after the announcement of the Kono Statement in 1993. 

 

 The ruling Liberal Democratic Party formed a history review committee with key 

officials and summarized the “Greater East Asia War (a term that right-wingers call the Asia-

Pacific War)” from 1993 to 1995.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in four main points: 

(1) The “Greater East Asia War” was a war for Asian Liberation and not a war of 

invasion. Japan‟s war was not a fault. 

(2) “Comfort women,” the Nanjing Massacre, and etc. are fabrications and are not true. 

Japan did not commit war crimes. 

(3) There is a need for a struggle to eliminate the descriptions on war of aggression and 

crimes. 

(4) In order to establish the historical perceptions mentioned in (1) and (2) in the people, 

there is a need to mobilize the scholars to carry out a national movement to revise 

history (cited from VAWW-NET JAPAN and 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2003). 

 

The movement to distort textbooks by the Japanese Society for History Textbook Reform 

and other organizations started in 1996 from the suggestion of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The movement to distort textbooks was carried out through adoption of written opinions in 

local governments, promotion via some media outlets, while threatening textbook publishers 

and authors.  

 

In June 1998, Minister of Education Nobuaka Machimura told the Diet that “Text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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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biased. We will review the process so that the publishers could rectify the textbooks 

before submitting them for approval. I will also consider rectifying them through an adoption 

process.” Therefore, in January 1999, the Ministry of Education officials requested the 

publisher of middle school history textbook to correct its contents and replace its author. It 

also has been reported that at the end of the same year, there was a call from the Cabinet 

Secretariat to the owners of middle school history textbook publishers saying that 

“Description on „comfort women‟ needs to be carefully dealt with.” Due to such pressures 

from the government, 4 out of 7 textbooks omitted the description on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n addition, among the 3 publishers that kept the description, Nihon 

Shoseki (日本書籍) gave the most accurate description through stating: “Young women from 

across Asia including Korea were forcibly mobilized to the battlefields as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However, fierce attacks from the right-wingers, including the Japanese 

Society for History Textbook Reform, reduced the adoption rate of Nihon Shoseki publication 

in 2002 into half and in 2004, led to bankruptcy of Nihon Shoseki that used to rank the first in 

adoption rates. 

 

4. Middle school history textbooks published in 2006 and 2012 

 Through another process of writing, approval, and adoption of textbooks, a new 

textbook was published four years later in 2006. The Japanese Society for History Textbook 

Reform mobilized lawmakers of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and campaigned with all 

means to achieve 10% adoption rate, yet again ended with adoption rate lower than 4% with 

the 2006 edition. Such can be seen as another victory for the struggle of conscientious 

citizens, educators, and scholars of Japan. However, unlike 2002, the textbook was adopted 

by two districts of public middle schools, that it was distributed to all students attending 

public middle schools in the districts. Since middle school textbooks are adopted en masse by 

local education committee, not by respective schools, it revealed the shortcoming that when 

education committee appointed by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has conservative 

tendencies, they could affect the adoption of textbooks. 

 

 In addition, textbook contents overall retrogressed due to the movement b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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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ical revisionists, which reduced the description of or vaguely described Japan‟s war of 

aggression and crimes. In the case of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only two 

publishers described the issue, still in vague expression such as: “At the request of the 

military, young women from across Asia including Korea were mobilized and sent to the 

battlefields for Japanese soldiers (Nihon Shoseki Shinsha 日本書籍新社)” and “Post-war 

compensation issue for women mobilized to recreation facilities during war or Korean, 

Taiwanese men drafted as soldiers for Japanese military will be dealt in court (Teikokushoin 

帝国書院).”  

 

 The term “comfort women” completely disappeared in the 2012 edition that went 

through the next review process. Nihon Shoseki Shinsha (日本書籍新社), which took over 

the Nihon Shoseki that went bankrupt, retained the description on the “comfort women” in the 

2006 edition, but did not even apply for approval for the 2012 edition. Hence the description 

on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completely disappeared in middle school 

textbooks. One single textbook contained a very vague expression regarding the forced labor 

of Koreans and Chinese: “The mobilization affected women too, that there were people who 

came to work in the battlefields.” 

 

 Meanwhile the Japanese Society for History Textbook Reform suffered from a 

serious internal conflict as it blamed each other for the sluggish adoption rate, and was 

divided into two groups in 2012 to publish textbooks through different publishers. One was 

Jiyuusha（自由社）textbook published by the Japanese Society for History Textbook 

Reform and Ikuhosha（育鵬社）textbook published by Education Renewal Organization 

(founded in 2007). However, the adoption rate of Jiyuusha（自由社）textbook dropped 

significantly and Ikuhosha（育鵬社）textbook was adopted in a few publish school district. 

The combined adoption rate of two publishers did not increase significantly. Nonetheless, 

Ikuhosha（育鵬社） increased its adoption rate in the 2016 edition and declared “vi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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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ing,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textbook made great strides with wide support.” In 

reality, however, the adoption rate was around 6%, which was far below 10% that they aimed 

for. Considering strong backings from the powerful Abe administration and full-scale 

campaigns by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and Japan Conference, the result indicates that 

they did not receive wide support. 

 

5. Revision of approval criteria and approval process guidelines and publication of 

Manabisha textbook (the 2016 edition) 

 In December 2012, Abe took power again. Abe, who failed to run the administration 

in 2006 and was forced to step down in a short period of 1 year, took over the administration 

once again and set taking control of education and media the primary task. 

 

 Symbolic incidents for such intent took place in 2014. One was the Abe 

administration‟s success in burying the Asahi Shimbun, which had been disliked by the Abe 

administration, by pressuring it to correct articles about Seiji Yoshida in August. The other 

was reinforcement of educational intervention through revision of “textbook approval criteria” 

in January and revision of “textbook approval process guidelines” in April.  

 

 The following three criteria were added to the textbook approval criteria revised in 

January 2014. 

(1) Do not emphasize too much on certain issues. 

(2) When numbers regarding issues of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do not have 

conventional view, the fact that there is no conventional view shall be stated and 

expressions that could mislead the students should not be used. 

(3) If there is a uniform view of the government or case of a Supreme Court ruling, the 

description should be based on it. 

 

Under such revision, the approval process of the 2016 textbooks took place (the approval 

process for textbooks to be published in 2016 took place in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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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approval process for 2016 edition, a new publisher called Manabisha（学び舎）

applied. Manabisha was a publisher established by “History Textbook Society for Learning 

with Children (子どもと学ぶ歴史教科書の会),” organized by teachers to publish textbooks 

that encourage students to think freely. In particular, Manabisha textbook described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that disappeared in the 2012 edition. For such reason, the textbook 

failed to pass the first process.  

 

 The following are some of the descriptions from Manabisha textbook that were 

pointed out as “defects” and thus cited as reasons for failure:  

“Among young women from Korea and Taiwan, there were people who were taken 

to the battlefields as „comfort women.‟ The Japanese military made the women to 

move with the military and the women could not act according to their own will.” 

“The Japanese government also acknowledged the military‟s involvement i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comfort stations‟ and expressed its intention to 

apologize and reflect on it.” 

“The Japanese government states that the reparation issue has been resolved between 

the nations and will not make compensations to the individuals.” 

“This issue has been addressed by the UN Human Rights Commission and the U.S. 

Congress, and the issue of responsibility for violence against women during wartime 

is being discussed.” 

  

 According to the textbook approval criteria revised in January of that year, the 

Ministry of Education pointed out that “the description was not based on the uniform view of 

the government” and thus rejected the textbook. Then what is “the uniform view of the 

government?” The Ministry of Education replied that the response from the first Abe 

administration (in March 2007), which stated that “direct indications to so-called forced 

mobilization by the military and authorities were not found,” was “the uniform view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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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on the “comfort women” issue. 

 

 After disapproval, the resubmitted Manabisha textbook had all descriptions 

regarding the “comfort women” omitted except for a summary of the Kono Statement that 

was included as a resource. Below the summary of the Kono Statement, a description was 

added: “Japanese government expresses its opinion that in regards to the „comfort women‟ 

issue, evidences to so-called forced mobilization by the military and authorities could not be 

found.” 

 

 Meanwhile, the “textbook approval process guidelines” revised in April of the same 

year added the following underlined phrase to the criteria for rejection. 

“If there are significant flaws in the basic composition of textbooks in light of the 

Objectives of Education provided in the Basic Act of Education and the goals set 

forth in the School Education Act and the Guidelines for Teaching…” 

 

 In other words, textbooks used to be disapproved if “significant defect,” such as in 

basic composition, facts, or appropriateness in regards to the developmental stage, were 

found. However, with the revised guideline, textbooks are now being disapproved for 

“significant defect” in light of the education objectives stated in the Basic Act of Education 

and other related regulations. The Basic Act of Education here refers to the law that was 

amended for the first time in 59 years by the first Abe administration (December 2006) to add 

virtues such as “respect for tradition and culture” and “patriotism” to nurture excellent 

“Japanese people.” The guidelines that textbooks could be rejected for “significant defects” 

regarding the revised criteria was bound to constrict textbook publishers, as the revised 

criteria made it ambiguous to judge what would be considered as “significant defects.” As 

textbooks could be rejected if the Abe administration judges them to be against fostering an 

attitude of “respecting tradition and culture and growing a love of the country and its own 

lands,” and such rejection would lead to difficulties in managing the publishing companies, 

textbook publishers are more likely to guess the Ministry of Education‟s intents and to write 

textbooks that the government ex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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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midst of the Abe administration‟s blatant distortion of history textbooks through 

amendment of laws and regulations, the fact that Manabisha textbook (2016 edition) was 

adopted by around 40 prominent national or private schools, including Middle School 

Attached to National University of Tsukuba, University to Tokyo Secondary School, Nada 

Middle School, and Ajabu Middle School, came as a great shock to the historical revisionists. 

As national and private schools could select their own textbooks regardless of the public 

school districts‟ decisions, the schools selected the Manabisha textbook that was created by 

former teachers and was better in quality. Although the Manabisha textbook also had 

descriptions on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reduced during the approval 

process, having the descriptions still made it much easier for teachers to research the topic 

and teach it to the students. Therefore, the right-wingers launched a collective attack on the 

fact that they textbook was adopted particularly in “elite schools.” 

 

 The principal of Nada Middle School, a prominent private middle school that was 

targeted by right-winters‟ collective and intensive attacks, revealed the attacks by publishing 

a writing titled “Under undue pressure.” According to his writing, it was a Diet Member from 

Liberal Democratic Party who first made a call arguing why the school adopted the 

Manabisha textbook. Afterwards, right-wingers collectively sent postcards such as: 

“The Manabisha textbook is an „anti-Japanese and far leftist‟ textbook, and why was 

it adopted by an elite school that fosters young people who will carry on Japan‟s 

future? We cannot condone that students who have studied with such textbook would 

become leaders of Japan in the future. Stop using the textbook immediately.” 

 The principal of Nada Middle School, who revealed such threats, said he would 

ignore the right-wingers‟ collective attacks, yet called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ere is a need 

to raise awareness on political pressure and that Japan is in a highly dangerous situation. 

 

6. Teachers‟ efforts and pressure 

 Despite difficult circumstances, the efforts of some teachers to teach students 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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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continue. Mitsuko Hirai, a public middle school 

social studies teacher in Osaka, is particularly well-known for her education activities. 

Gathering her experiences of teaching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in public 

middle school since 1995, Hirai even published a book titled How to Teach Children about 

the “Comfort Women” Issue in 2017. The book contains details of the class contents and 

students‟ reactions, and describes the pressures received including the right-wingers‟ attacks, 

a right-wing lawmaker‟s repeated questioning of Hirai‟s class at the city council, and contacts 

to the school. 

 

 In the book, Hirai points out as the following: 

“There were times when I was attacked for my class that my heart almost broke 

down. Yet I never thought of quitting. Often people ask, „Why do you continue the 

class under so much attack?‟ For me, teaching the „comfort women‟ issue in class 

when teaching about the Asia-Pacific War is so natural for me that I did not have an 

option not to. Whenever I am attacked, the people who need to respond are the 

principal and the education committee, who should be uncomfortable whenever I am 

presented as a problem in the city council. However, I was never instructed not to 

teach about the „comfort women,‟ although they ordered to use „both pros and cons,‟ 

„multidimensional and multi-perspective approaches,‟ „balanced teaching materials,‟ 

„cautious considerations‟ and others.” 

 

“The historical revisionists‟ targets are the schools and teachers. They have no 

interest in historical research at all… They can‟t win over historical research, but 

they circulate stories that be proved and spread them through the Internet… The 

education committee instructs field teachers to „teach both arguments‟ and to 

„carefully deal with and consider issues that have multiple opinions and are not yet 

historically assessed,‟ without proper examination.” 

 

“Among the excuses behind the attack on the class contents is that „the issue was not 

described in the textbook.‟ Indeed, the fact that descriptions on the Japanese mili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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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fort women” disappeared from history textbooks since 2012 and led to 

reduction of descriptions on Japan‟s war of invasion carries a significant meaning. 

Descriptions in textbooks make it difficult to attack the field of education, and 

provide a room for young teachers who are unfamiliar with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to study the textbook and teach the issue.” 

 

In October last year, Kyodo News published an article titled „If you were a „comfort 

woman,‟ put yourself in her shoes,” featuring Hirai‟s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class. The article was followed by fierce attacks from the right-wingers against Hirai. On 

October 12
th

, a Liberal Democratic Party lawmaker argued that “If what is written in the 

article is true, it is a huge problem” at the Suita City Council (Suita City, Osaka Prefecture). 

Osaka Prefecture Office of Education replied that “If the class written in the article is true, it 

is inappropriate.” In addition, on October 16
th

 at the city council, an Ishin Party lawmaker 

said that “An investigation should be conducted to see if classes like this are taking place in 

other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and the Osaka Office of Education replied “We will 

investigate, identify, and instruct the education committees in the city to see if there were any 

inappropriate guidance, such as taking one-sided grasp of a historical issue.” Furthermore, 

Osaka Mayor Hirofumi Yoshimura (Ishin Party) also attacked Hirai on Twitter that right-

wingers spread Twits saying “Let‟s make a protest call to the education committee in Suita 

City.” 

 

Hirai, stood up to it with no hesitation as she always did. Although she went through 

a series of investigation and was pressured for several months, the measure determined by 

Suita City Education Committee in Osaka on March 27
th

 was a written admonition. The 

reason was that she “failed to report to the principal about the interview request from press 

and news release and therefore caused a situation that parents might misunderstand.” Indeed, 

right-wing members of the city council frantically tried to stop the class on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yet the education committee could not take any measures against 

the class. While such result is undoubtedly natural, it was fortunate that the incident ended in 

a very light, a pro forma “measure” without any worse results that was exp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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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Kibotane Fund and future challenges 

 While there are teachers who continue to struggle in difficult circumstances, there are 

not many teachers who could teach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n middle and 

high schools. It is difficult for teachers to teach about a topic that is not included in the 

textbook and teachers themselves did not learn about the issue during their school years and 

thus lack knowledge and perception on the issue. Therefore, number of teenagers who have 

never heard of the word “comfort women” is growing day by day. 

 

 Kibotane Fund (Seed of Hope Fund) established in June 2017 works to promote the 

history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to such youths. It is a movement 

started by Japanese citizens who thought that if this issue is not taught in schools and not 

talked about in the media, the power of civic movement should promote it. 

 

 In March 2018 and 2019, Kibotane Fund recruited Japanese youths (mostly college 

students) to visit Korea to present proper knowledge and perception of the issue through 

exchanges and discussions with Korean students, visit to the War and Women‟s Human 

Rights Museum, Museum of Japanese Colonial History in Korea, the Forest to Remember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and participate in the Wednesday Demonstration. The 

student participants left the following reflections: 

 

“Till now, I didn‟t know specifically about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between Korea and Japan. Rather than not knowing, I now think that I 

pretended not to know. It was scary to know… The most impressive thing about the 

tour was meeting the Peace Butterfly students. Through communication with 

students of same generation helped me see that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was not an issue of confront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In Japan, 

I heard the word „anti-Japanese‟ associated with the issue a lot, yet talking with the 

Peace Butterfly students in person made me feel that they are doing this movement 

for the right thing, and for Japan to have the right attitude. I felt ashamed of myself 

for confusing „critical mind‟ with „anti-Japanese‟ and felt the energy of the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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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s… This tour has given me a sense of just how much distorted information I 

have had and how much bias I have lived with.” 

 

“I learned about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through the news on 

TV. The news described as if people were making a fuss demanding apology from 

the Japanese government when the issue was already resolved through the 2015 

Korea-Japan Agreement. In the news, the Statue of Peace was treated as a symbol of 

being „anti-Japanese...‟ I decided to participate in the tour, thinking that there must 

be a lot of things that I would not learn in Japan, where I often find arguments that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system is not true. But due to the current 

situation in Japan, I could not tell my parents that I wanted to participate in the tour 

or tell my friends that I am going to study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This trip has drastically changes my view on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I realized that I uncritically believed what was reported in Japan… I 

think we, who were able to meet halmoni in person, need to inherit her wish for 

peace." 

 

“I participated in the tour to learn about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from the perspective of wartime sexual violence. As I had been aware that I knew 

nothing about this issue except from the news and other media, I read related books 

and tried to learn a bit more since I applied for the tour. I came to realize the 

importance of looking at this issue as a history of Japan‟s colonial rule. Shamefully, I 

had been looking at this issue only through gender perspective that I was interested 

in. Yet without understanding colonialism, we cannot discuss this issue. I applied for 

the tour simply out of my desire to learn, yet I came to think that I should learn know 

about this issue as a citizen of Japan, which committed the crimes, and as a human 

being.” 

 

These reflections clearly show how much the current education and press coverage 

on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are distorted in Japan, and how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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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s‟ awareness could change when proper information is provided. 

 

Young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tour are actively engaging in various 

activities after returning to Japan. With Kibotane Fund activities, a young generation who 

wanted to learn about and promote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is slowly 

growing in Japan. 

 

Nonetheless, these civilian-level efforts have limitations that it cannot expand greatly. 

There is a need for raising proper awareness on the issue through school education, especially 

in required education courses, and constantly brining attention to the issue through press 

coverage with accurate information. Although the situation is becoming more difficult with 

the Abe administration almost dominating education and the media, we will continue to work 

for re-inclusion of the issue in textbooks and for media education. As the issue cannot be 

resolved fundamentally without toppling the Abe administration, we will work together with 

other activist organizations that want to overthrow the Abe administration and uphold the 

Peace Constitution to spread the movement of solid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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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discusses the efforts made in California to teach the history and issues of “comfort 

women” in high schools both at the state and the city levels, specifically in San Francisco. 

The history and issues of Japanese military sex slaves, who remained victims of sexual 

violence, discrimination, and patriarchy even long after the war had ended, became the 

powerful impetus for addressing institutionalized sexual slavery and sex trafficking beyond 

the context of WWII.  

 

In California, educational standards and framework are two fundamental pillars that 

constitute educational guidelines. If the educational standards are defined as “what” or 

content, the framework can be defined as “how” or methods. In 1998, the California State 

Board of Education (SBE) adopted standards for what every student should learn in every 

grade in history, social science, and science in addition to English and math. In 2008, the 

Instructional Quality Commission (IQC) hired the Curriculum Framework and Evaluation 

Criteria Committee (CFCC) to work on the History-Social Science (H-SS) framework. 

However, due to the financial crisis, CFCC was suspended in 2009. During the academic year 

of 2012-2013, the California History-Social Science Project (CHSSP), a new advisory body 

to the IQC, worked on the 2017 H-SS Framework
20

 and completed it in 2017. 

 

Before the CHSSP became the new advisory body in 2012 - 2013, the content on “comfort 

women” was already included in the first draft for the 2017 California H-SS Framework. (See 

proposed draft before July 14, 2017 below.) In 2016, this content on “comfort women” was 

reviewed in public for the 2017 California H-SS Framework.  

 

                                           
20

 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 History-Social Science Framework for California Public Schools: 

Kindergarten Through Grade Twelve, Sacramento, 2017, p.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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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the problematic 2015 agreement was announced, the draft adopted on July 14, 2016, at 

the final public hearing, included a link to the 2015 “comfort women” agreement from the 

Japanes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OFA). Since the agreement is presented as a “final 

and irreversible” in the link, it can mislead educators into believing that the matter has been 

settled equitably, while in reality, this agreement excluded the input and consent of victims 

and was found to be flawed and unbalanced in a report by the Special Task Force of South 

Korea on December 27, 2017. At the end of the public hearing on July 14, 2016, as one of the 

speakers at the final public hearing on this content, I learned that the Instructional Quality 

Committee had already made the decision prior to the public hearing to adopt the draft 

including the 2015 agreement and the agreement link from the Japanese MOFA. I was very 

upset after being told of the decision. In the current draft of the H-SS framework, published 

in 2017, the content on “comfort women” includes another link from the South Korean 

MOFA, but the webpage from the South Korean MOFA only displays the message, “The 

website addresses of the Korean Embassies and consulates have been recently changed. 

Thank you.”  The correct link is www.mofa.go.kr/eng/brd/m_5674/view.do?seq=319622, 

and the page contains the Special Task Force report regarding the 2015 agreement, released in 

December 2017.  

 

The final draft of this passage, which is placed in the 10th grade 2017 H-SS Framework 

section 10.8, Causes and Consequences of WWII, after the question “How was the war 

mobilized on different fronts?” (p. 353), is an excellent springboard for teaching students 

about the devastating impact of WWII in different parts in Asia. 

 

1) Proposed Draft before July 14, 2016 

“Comfort Women”, a euphemism for sexual slaves, were taken by the Japanese Army 

in occupied territories before and during the war. “Comfort Women” can be taught as 

an example of institutionalized sexual slavery, and one of the largest cases of human 

trafficking in the twentieth century; estimates on the total number of comfort women 

vary, but most argue that hundreds of thousands of women were forced into these 

situations during Japanese occupation. 

 

2) Adopted Draft on July 14, 2016 

“Comfort Women,” a euphemism for sexual slaves, were taken by the Japanese Ar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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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ccupied territories before and during the war. “Comfort Women” can be taught as 

an example of institutionalized sexual slavery; estimates on the total number of 

comfort women vary, but most argue that hundreds of thousands of women were 

forced into these situations during Japanese occupation. On December 28, 2015, the 

Government of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entered into an agreement regarding 

the issue of comfort women. This document can be found at 

http://www.mofa.go.jp/a_o/na/kr/page4e_000364.html 

 

3) Published Draft, June 2017 

“Comfort Women” is a euphemism that describes women who were forced into sexual 

service by the Japanese Army in occupied territories before and during the war. 

Comfort Women can be taught as an example of institutionalized sexual slavery; 

estimates on the total number of Comfort Women vary, but most argue that hundreds 

of thousands of women were forced into these situations during Japanese occupation. 

On December 28, 2015, the governments of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entered 

into an agreement regarding the issues of Comfort Women. Two translations of this 

document can be found at:  

http://www.mofa.go. jp/a_o/na/kr/page4e_000364.html (accessed June 29, 2017) and 

http://www.mofa.go.kr/ENG/press/ministrynews/20151228/1_71575.jsp?menu=m_10

_10 (accessed June 29, 2017). 

 

Because the final content on “comfort women” in the 2017 California H-SS Framework has a 

room for misinterpretation, it is imperative that educators learn the correct history and issues 

of “comfort women” so that they can impart it in their classes. Since teachers‟ dependency on 

history textbooks varies widely in California, developing readily accessible teachers‟ resource 

guide materials is crucial to provide accurate and effective education on “comfort women” 

history and issues.  

 

There are two reasons for the varying levels of dependency on H-SS textbooks seen in 

California classrooms. The first is that California is a local state where teachers have the main 

authority in deciding which topics to teach. In fact, the topics explored from the H-SS 

framework can vary greatly from school to school and teacher to teacher. For that matter, 

http://www.mofa.go.jp/a_o/na/kr/page4e_00036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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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SSP is continuing to roll out the 2017 California H-SS Framework at least until 2020. 

Additionally, the absence of annual state-mandated H-SS assessments has created less 

dependency on history textbooks to teach H-SS for years.  

 

In 2006, the San Francisco Unified School District (SFUSD) adopted a textbook, World 

History, 5th ed.,
21

 for Advanced Placement (AP) World History. This particular textbook 

includes content on “comfort women.” However, because it is for AP World History, its 

availability is limited. This textbook is meant for a college-level history class and to help 

students pass the AP test.   

 

Because California H-SS teachers have freedom in what topics they bring to the classroom, 

excluding select, required content such as LGBTQ narratives, it is vital to encourage 

voluntary engagement from educators to teach “comfort women” history and issues. 

 

In Japan, meanwhile, teachers have less freedom to choose topics. Despite a textbook 

reformation movement in 1997, during which scholars fought for the inclusion of “comfort 

women” history and issues, Shinzo Abe, then the Executive Director (事務局長) of the 

Association of Young Diet Members for Japan‟s Future and Historical Education (日本の前

途と歴史教育を考える若手議員の会), promoted a nationalistic image of Japan. The 

Japanese government‟s historical revisionism through textbooks extends beyond their own 

country.  

 

In 2011, the McGraw Hill published a textbook entitled Traditions and Encounters 5th 

edition.
22

 In it, there were two paragraphs describing “comfort women.” In November 2014, 

                                           
21

 Baxter, Clark, et al. World History, 5
th 

ed., Wadsworth/Cengage Learning, 2006, p. 870. 

22
 Bentley, J.H. & Ziegler, Hubert F. Traditions & Encounters: A Global Perspective on the Past, New York: 

McGraw-Hill, 2011, p. 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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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FA of Japan requested that McGraw-Hill and Ziegler correct or erase the “inaccurate 

expressions” in the below two paragraphs. Ironically, the pressure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put on McGraw-Hill in 2014 to erase or rewrite the history of “comfort women” 

resulted in raised awareness of these narratives. 

 

Comfort Women Women's experiences in war were not always ennobling or 

empowering. The Japanese army forcibly recruited, conscripted, and dragooned as 

many as two hundred thousand women age fourteen to twenty to serve in military 

brothels, called "comfort houses" or "consolation centers". The army presented the 

women to the troops as a gift from the emperor, and the women came from Japanese 

colonies such as Korea, Taiwan, and Manchuria and from occupied territories in the 

Philippines and elsewhere in Southeast Asia. The majority of the women came from 

Korea and China. 

 

Once forced into this imperial prostitution service, the "comfort women" catered to 

between twenty and thirty men each day. Stationed in war zones, the women often 

confronted the same risks as soldiers, and many became casualties of war. Others 

were killed by Japanese soldiers, especially if they tried to escape or contracted 

venereal diseases. At the end of the war, soldiers massacred large numbers of comfort 

women to cover up the operation. The impetus behind the establishment of comfort 

houses for Japanese soldiers came from the horrors of Nanjing, where the mass rape 

of Chinese women had taken place. In trying to avoid such atrocities, the Japanese 

army created another horror of war. Comfort women who survived the war 

experienced deep shame and hid their past or faced shunning by their families. They 

found little comfort or peace after the war.  

 

This began fierce international debates on historical accuracy and academic freedom among 

scholars. From March to May 2015, both Japanese and non-Japanese scholars signed three 

joint statements and one open letter to condemn the Japanese government‟s academic 

interference with the McGraw-Hill textbook and attempts to alter historical memory.  To 

counter these efforts, 19 Japanese historians requested that McGraw-Hill “Correct Factual 

Errors in Textbook.” In April, Abe addressed a joint session of the US Congress to gain the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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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  

 

In that same year, 2015, the McGraw-Hill published the 6th edition of Traditions and 

Encounters.
23

 Nothing was changed. 

 

The topic of “comfort women” has been recognized as a significant historical case for 

students to learn from both at the California State and San Francisco city levels as well. 

While the California State H-SS Framework focuses on the topic of “comfort women” as an 

example of sexual slavery, the San Francisco Unified School District‟s focus is on sex 

trafficking. In the San Francisco Bay Area, people have been trying to address and redress the 

history and issues of “comfort women” since the 1990s, and the breakthrough efforts 

culminated in San Francisco on October 13, 2015. The San Francisco Board of Education 

passed a resolution 158-25A1 to teach the “comfort women” history to the 10th graders in the 

SFUSD. The resolution seeks “to educate the community about the harmful effects of sex 

trafficking in its historical and modern day contact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and 

protecting the youth community from sexual exploitation and trafficking…”  

 

Knowing that the passage of a resolution does not ensure the actual implementation of the 

resolution, SFUSD parents and I (later Education for Social Justice Foundation, ESJF) 

launched a support letter campaign for immediate implementation of the resolution in early 

January 2016 in San Francisco Unified School District (SFUSD). About two weeks later, on 

January 15, 2016, I met with the SFUSD Humanities & History-Social Science Department, 

who assured me that they were committed to teaching “comfort women” history in the 10
th

-

grade curriculum. The SFUSD Humanities Department asked me for support with teaching 

materials. Working closely with active high school teachers and SFUSD, ESJF‟s first 

publication, “Comfort Women” History and Issues: Teachers‟ Resource Guide, was 

distributed in April 2018 to 18 high schools in SFUSD. The second edition, with updated 

information and an artists‟ reflection from the sculptors of “Women‟s Column of Strength,” a 

“comfort women” memorial in San Francisco, was published in April 2019. The support from 

the community for making ESJF‟s publications as teacher and student editions was 

overwhelming and each publication represents collaborative efforts of local and 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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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ies. (See “The Chronology on Teaching “Comfort Women” History from the 1990s 

to Present.”
24

) 

 

Although sexual slavery and sex trafficking are the two main topics linked to the history and 

issues of “comfort women” written in the California State Framework and San Francisco 

Board of Education resolution, this history and these issues relate and extend beyond war, 

sexual slavery, and sex trafficking.
25

 (See http://www.e4sjf.org/2017-ca-h-ss-framework.html 

for other central themes and research topics.) 

 

In order to carry on the voices of the victims who do not want the crimes committed against 

them repeated onto others, ESJF also visits high schools and colleges and holds workshops 

on the topics that are relevant to “comfort women” history and issues. ESJF believes that 

providing education on these sidelined narratives is one effective way to prevent the crimes 

of the past repeating today and tomorrow in still more dehumanizing ways. 

 

As ESJF focuses on bringing out the sidelined and misrepresented historical narratives of the 

victims from multiple countries from Asia for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during the 

„30s and „40s, we are reminded that there are many other forgotten and marginalized 

historical narratives from different time periods and parts of the world. We dedicate ourselves 

in listening to delivering their voices in classro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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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tina Tang 

Education for Social Justice Foundation 

Galileo Academy of Science & Technology 

 

What are the challenges of teaching “comfort women” history in California classrooms and 

how can we address them? In my nine years as a social studies teacher in California and as 

someone who teaches “comfort women” history in my own sophomore, world history class, I 

believe these are the major obstacles in bringing the subject of “comfort women” into more 

classrooms: 

1. Many teachers do not know about the topic of “comfort women.  

It is not in our textbooks and the majority of the world history teachers at my school 

relies on their textbooks and uses them a few times a week. How can they teach what 

they don‟t know? 

2. Many teachers are personally uncomfortable bringing up the topics of rape and 

sexual violence in their classrooms.   

Some worry about re-traumatizing students who themselves are victims of sexual 

violence. Others simply feel like their students are too young and wish to protect them. 

3. Most teachers rely on textbooks even though we have a lot of freedom to teach 

what we want and only bring in a few “outside” topics a year.   

The textbook acts as an anchor and a guide for teachers. Half of the world history 

teachers at my school teach something not in the textbook only about once a month.  

How do we ensure that “comfort women” is one of those topics? 

4. Teachers are unsure of how to present the topic of “comfort women.”   

How should they teach “comfort women” history? How do they contextualize and 

frame the topic? How do they integrate it into their class?   

I believe Education for Social Justice Foundation (ESJF) is working to address these issues. 

1. ESJF has a user-friendly website and has issued two editions of “Comfort Women” 

History and Issues: Teacher Resource Guide. ESFJ is working on educating teachers 

about the topic so they know about it and will be empowered to teach it. 

2. ESJF offers various lesson plans for teachers to choose from, depending on their own 

comfort level. ESJF has also modeled lesson plans and shared other teachers‟ 

experiences teaching about “comfort women.” ESJF have answered numer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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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s and concerns from teachers with personal stories and advice. When they 

hear how other teachers have taught it, it can make them more comfortable trying to 

teach it themselves. 

3. Many teachers learn about new topics to add to their curriculum with teacher 

workshops. They are more likely to add something to their curriculum if they are 

given curriculum and have that curriculum modeled for them at these workshops.  

ESJF has held various workshops for teachers in the Bay Area and Sung Sohn has 

gone to various schools to give talks to social studies teachers and departments.  

ESJF has also partnered with other organizations, including Facing History and 

Ourselves, to hold workshops and reach more teachers. At these workshops, lesson 

plans have been highlighted and modeled, hopefully ensuring they will be integrated 

into those teachers‟ curriculum. 

4. The “Comfort Women” History and Issues: Teacher Resource Guide and its student 

resource companion guide offer various ways to integrate and frame the topic both 

chronologically, thematically, and across subject areas. It also has lesson plans that 

teachers can adapt and modify as they see fit. The guide offers concrete ideas as a 

starting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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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in Hanlon 

Education for Social Justice Foundation 

Lowell High School 

 

How do we help teachers to teach “comfort women” to their students? What are some of the 

obstacles and how can we help teachers to overcome them? I am a second-year teacher who 

is still developing a curriculum for my own freshman, modern world history class. I only 

learned about, and incorporated, material about “comfort women” this current school year, 

and I believe these are among the obstacles in bringing the subject of “comfort women” into 

more classrooms, especially for new teachers: 

1. Knowing about the events.   

Teachers in credentialing programs are not instructed in the content that they are 

expected to teach. Mastery of content is demonstrated through passing a proscribed 

set of standardized tests that are part of the credentialing process. New teachers 

planning their first courses are given a copy of the state‟s guidelines and the textbook 

they are expected to use, and the freedom to plan as they see fit. I found in developing 

my curriculum that I put emphasis on those topics that I recalled having emphasis 

when I was a student. Consequently events which were not emphasized in my own 

student days are not at the forefront of my mind when planning my curriculum. In 

order to counteract that bias I have read widely as well as consulting other media 

sources and attending professional development workshops. How can the exposure of 

these critical events be increased so that teachers become aware of them and decide 

that they are important enough to cover? 

2. Suitability of available materials.    

Many new teachers borrow heavily from colleagues as well as from education 

resources found online. Here there are two quandaries. The first is that many of the 

“go-to” websites do not even carry materials which address subjects as sensitive as 

“comfort women.” The second is that even when such sites do carry materials of such 

a nature, they do not present the materials in a way which allows students to grasp the 

enormity of the situation or critically think about the context in which it arose. How 

are teachers to adapt materials in such a way that students are able to grasp the 

complexity of the situation in an age-appropriate fashion and discuss its im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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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eachers are juggling multiple curricular demands, not the least of which is time. 

There are a multitude of events of great import which social studies teachers are 

expected to cover in the course of a year. The history of “comfort women” fits most 

naturally, from a chronology standpoint, within the context of the Second World War 

in general and the Pacific Theater in particular. That said, Second World War units are 

often some of the longer units that teachers teach as they seek to tie together 

geopolitics, battles, and atrocities into a coherent whole. How can teachers give the 

topic of “comfort women” the time and attention it deserves while still making space 

for other important atrocities of the Second World War? 

4. Many teachers are afraid of desensitizing their students by teaching too many 

atrocities.   

The California Framework currently asks teachers to cover such 20
th

 century atrocities 

as the Armenian Genocide, the persecutions of ordinary people and famines under 

totalitarian regimes, the Nanjing Atrocities, the “comfort women” system, the 

Holocaust, and the genocides in Cambodia, Rwanda, and Darfur. Leaving aside the 

time needed to cover all of these events appropriately, many teachers worry that if 

they cover so many atrocities their students will become desensitized to the horrors of 

each event. How do we ensure that when covering these events, students do not 

become either traumatized or desensitized? How do we use the topic of “comfort 

women” to introduce the concept of rape as a weapon of war, and connect it to the 

atrocities which came after?     

 

It is my belief that the Education for Social Justice Foundation (ESJF) is working to address 

these issues. 

1. Besides the resources available in the “Comfort Women” History and Issues: Teacher 

Resource Guide” and the website mentioned by my colleagues, the Education for 

Social Justice Foundation (ESJF) has conducted workshops for teachers in concert 

with other organizations in order to reach a wider audience. The result is that more 

teachers are exposed to the ESFJ materials than might have been if ESFJ only 

conducted workshops for teachers who were looking for materials on “comfort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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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n addition, the materials ESFJ presents at these conferences, and provides to teachers 

who attend, are all presented in such a manner that teachers can readily adapt them for 

their own use without significant alteration. Teachers can also be confident that the 

lesson plans as designed do have the students‟ own social-emotional needs in mind 

and that the lesson arc is aiding teachers in developing students‟ own critical thinking 

sk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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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ing Cultural Empathy and finding your role in Social Activism 

Judy Cho 

Program Director of ALPHA Education 

 

Violence against women is one of the most widespread, persistent and devastating 

human rights violations in our history. Although women‟s rights has made significant 

progress in the past few decades, some countries still lack laws protecting women from 

domestic violence and women and children are still the most vulnerable people in conflict 

zone. Even in Canada, where equality is one of our highest core values, we hear about 

domestic and sexual violence against women in the news almost daily. It is easy to get 

discouraged when we constantly hear stories of sexual violence in every part of the world let 

alone our own, and face setbacks when oppressive systems continue to exist against our 

efforts. So, is it a formidable goal for us to attempt to eliminate sexual violence in our culture?  

 

The Hot Docs‟ report
26

 on the impact of social documentary states that documentary 

film generates empathy in audiences, audiences shift their emotion into an action, and then 

collective actions result in social change. Individually, each person will have a different entry 

point in the scale of social change. Whatever your entry point is, the good news is that social 

change will happen overtime as long as you are engaged. When you look back on history, you 

see many examples of behaviors that were once accepted are no longer welcomed. People of 

colour can enter spaces they couldn‟t before, women can vote, and Chinese immigrants no 

longer have to pay head tax to enter Canada. Although passive discrimination towards these 

particular groups may still persist, aggressive discriminatory acts are no longer socially 

accepted.  

 

Unfortunately, social change does not happen overnight – you need active 

participants who make the change. You need a helper who works directly with people to 

                                           
26

 Documentary Impact 

http://s3.amazonaws.com/assets.hotdocs.ca/doc/HD14_Documentary_Impact_Repor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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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provide support. You need an organizer who mobilizes people and pushes for change. You 

need an advocate who represents people who have a need. You also need a rebel who puts 

pressure on decision maker to create change.
27

 There is no hierarchy in these four roles, but 

each are needed in order to create a social change. In the case of an earthquake disaster, 

helpers rescue people at ground zero. Organizers mobilize people to volunteer and find 

resources. Advocates represent victims to fight for their rights. Rebels talk to the government 

officials to make policy changes to build secure houses for the future. All four roles are 

equally critical to deal with the disaster. Most activist groups carry burdens of all four roles 

regardless of their causes, but each group has distinctive characters defined by their preferred 

roles.  

 

ALPHA Education
28

 is an educational, non-profit, and registered charity in Canada 

that promotes a critical-historical investigation of the events of World War II in Asia. We 

believe education is the foundation of peace. We provide education programs, advocacy 

initiatives, and events along four strategic directions: engaging educators and students, 

empowering youth, supporting research, and connecting with the community. Through 

ALPHA‟s education programs, students develop historical thinking which contributes to their 

role in becoming champions of equity, humanity and global peace over discrimination and 

violence.  

 

At the beginning of each ALPHA workshop, we ask every student what they know 

about WWII in Asia – and the answers are always different depending on where they came 

from. Korean students often recalled the brutality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comfort women‟ and forced labor. Chinese students speak to the Sino-Japanese War, 

Nanking Massacre, and Unit 731. Japanese students remember their country as a victim from 

the atomic bombs, while Canadian students learned about the atomic bombings of Hiroshima 

and Nagasaki as a response to the attack on Pearl Harbour. Not only are the events 

remembered differently in chronological order, but the different perspectives often m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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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Roles in Social Change https://www.trainingforchange.org/training_tools/tornado-warning-four-roles-of-

social-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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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ificant pieces present in others. This kind of tunnel vision can be dangerous for young 

minds to carry with them, as it can segregate people further and fuel deep-rooted nationalistic 

sentiments. In order for us to break out of this, we need to educate students to acknowledge 

different perspectives and investigate the events with new eyes. 

 

This is easier said than done, as simply regurgitating the dates, names and places of the 

historical events do not convey the whole picture. To best understand the scope of the issue, 

you need to understand the social, cultural, intellectual, and emotional settings that shaped 

people‟s lives and actions in the past. You need to investigate how conflicting beliefs and 

ideologies, and geo-politics, result in particular historical events. Exploring history with 

diverse perspectives is the overarching concept of historical thinking – a necessary skill to 

relate to others through empathy and to apply learning in variety situations locally and 

globally.
29

  

1. Establish historical significance 

In 1988, a policy known as the Canadian Multiculturalism Act was adopted by Parliament. 

Since then, multiculturalism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government decision-making 

process and is recognized as an important component in the preservation of culture and 

language, fighting discrimination, and promotion of cultural sensitivity.
30

 According to the 

Statistics of Canada census of 2016, the number of visible minorities took up 51.5% of the 

Toronto population, with the most spoken language other than English and French being 

Chinese.
31

  

While there has been significant progress in improving diversity in classrooms,
32

 the 

education curriculum in Canada is still very Eurocentric (western-centric). Despite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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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whelming amount of atrocities committed during WWII in Asia, most people in the West 

are completely unfamiliar with these events. While Holocaust Studies deserve its recognition, 

the events of the WWII in Asia are not responded to with similar significance, and their 

legacy continues to impact international relations to this day. The fact that history of WWII in 

Asia was excluded in our public education systems sends problematic notions of 

European/Western superiority to the general public, which may trigger social exclusion for 

Asian youth living in Canada.  

ALPHA‟s main educational mission is to emphasize the valuable lessons to the present 

from learning the events that occurred in relation to the history of WWII in Asia. Through 

ALPHA‟s educational programs, Asian students are better able to reflect on their identity, to 

connect with their own culture and history, and to be empowered to be the agents of change 

in Canadian society.  

 

In 2010, ALPHA Education hosted an international education conference on WWII in 

Asia. More than 500 educators and students attended the conference where delegates from all 

over the world shed lights on an often-forgotten history. Saerom Youn and Helen Loo, two 

freshman of the University of Toronto were shocked by the stories of survivors, activists and 

scholars at the conference despite their ethnic background. After the conference, they 

expressed the interest of setting up an official student club at the university. After two years 

of deliberation, they received an official club status from the university in 2012. Their actions 

inspired other ALPHA youth and today, we have 5 ALPHA university chapters established 

across the province of Ontario. ALPHA chapters have organized many events in their own 

campus; bake sales, photo exhibitions, film screenings, high school visits, case competitions, 

petitions, and a benefit concert.  

 

2. Use primary evidence 

Survivor testimonies are the most powerful educational tool to build empathy among 

students. ALPHA Education has invited survivors, nicknamed “the grandmas,” from Korea, 

China, the Philippines and the Netherlands to testify in Canada for various occa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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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eting them in person is a privilege and students value their intimate encounter with 

survivors and become motivated to participate in the cause.  

The recent documentary film, The Apology has been awarded in various international film 

festivals since its introduction in April 2016. The director, Tiffany Hsiung, encountered the 

grandmas‟ stories for the first time at ALPHA‟s study tour 2009. She spent 7 years following 

and documenting the personal journeys of three former „comfort women.‟ This film speaks in 

humanity language to tell multiple aspects of the horrific abuse they suffered: from emotional 

suffering to reconciliation. Later, the film was produced by the National Film Board of 

Canada and the 30-minute education version, Within Every Women which is frequently used 

in many ALPHA classrooms. Lesson plans with „The Apology‟ clips are available on PBS 

(Public Broadcasting Service) website.
33

 

3. Identify continuity and change 

History is not just a list of events. It is a complex mix of continuity and chang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a historical event relies on your ability to examine the push 

and pull factors between two critical points before and after the historical event.  

In the mid-1800‟s, Japan was confronted with the military and technical strength of the 

United States. With the help of western technology, Japan went through rapid modernization 

under Imperial rule. Japan began to colonize Korea in preparation to invade neighboring 

territories to advance their economic and military goals. The impact of WWII in Asia 

stretches across the globe, with its war atrocities spreading from the northeast in China, 

Korea, and Japan to the southeast in Hong Kong, Taiwan, Thailand, Myanmar, Vietnam, 

Cambodia, Laos, Singapore, Malaysia, Indonesia, and East Timor. After the war ended, the 

hostile rivalry between United States and Soviet Union created another tension in the East 

Asia region. The Japanese Emperor, along with many influential Japanese officers, was 

exempted from their war responsibilities. Victims of WWII in Asia were silenced as their own 

countries struggled to recover from the war ruins, and Korea was divided into two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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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we are identifying continuity and changes occurring around WWII in Asia, we must 

reflect on our responsibilities to ensure that victims of these atrocities are not lost to time, as 

well as the legacy of the war in an increasingly globalized and connected world.
34

   

4. Analyze cause and consequence 

In history, we need to consider human agency as an influencer in creating, shaping, and 

fighting change. People choose to take action or find justification to do nothing. People 

rationalize their actions of killing others via their personal and institutional gains, or the 

ideologies they believe in. As we are examining cause and consequence through the examples 

in history, we can reflect on our choices in similar circumstances. By examining the impact of 

imbalance of power, through intersectional analysis of history, students can reflect on power 

dynamics in current society and its implication.  

How were Japanese soldiers, who probably had respectful relationships with women in 

their families, capable of violating young girls brutally without feeling remorse? These girls 

weren‟t humans to their eyes. They belong to less privileged and inferior groups in society. 

When the girls arrived at the designated „comfort stations‟, they were treated as numbers and 

categorized as military supplies. 

What about the „comfort women?‟ Majority of them were the daughters of poor peasants 

in patriarchal societies. Their countries were occupied or lost battles to Japan. Some girls 

were sold by their own families and others were falsely promised to have opportunities to 

work and study. They were victims of multiple layers of oppression that existed at that time; 

poverty, gender discrimination, racism, colonialism, and cultural beliefs.
35

  

5. Take historical perspectives, (and) 

Understanding how historical events were shaped in social, cultural, intellectual,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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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otional settings is a critical piece in building historical empathy. We must continue to ask 

questions, analyze pull and push factors in history, find the cause and consequences and make 

connection to people‟s experience and emotions.  

When you visit the former „comfort station‟ in Shanghai, you feel the despair of trapped 

and lost girls as if you were in that place. The remnants of Unit 731 building speak the 

history in eerie voices. Looking at the piles of nameless skeletons in a massacre graveyard, 

you feel the urge to find their identities.  

Diana Tso, playwright and actor, attended study tour in 2009 and wrote two plays based 

on the history of WWII in Asia; Red Snow (Nanking Massacre) and Comfort („comfort 

women‟). Her scripts are used in a classroom for students to feel the empathy by acting out 

the scripts. Grandmas‟ art works are also useful educational tools to build historical empathy. 

Students see a little girl of their age playing happily in the field. They feel the loneliness and 

fear of a girl on the boat to be taken to an unknown place. They feel frustration with Japanese 

government‟s denial and ask why. They reflect on actions they can take to support the 

grandmas.  

6. Understand the ethical dimension of historical interpretations. 

Being a doctor is a dream job for a lot of people. One of the first thing you do as a doctor 

is taking an oath that you will uphold specific ethical standards. The mastermind of Unit 731, 

Shiro Ishii was a surgeon who promised to use his skills and knowledge to make people‟s 

lives better. He cannot be just categorized as an evil person. He knew his actions were 

morally wrong as he stated in his inauguration speech. His ultra nationalist belief and desire 

of developing cures and vaccines for privileged groups blinded his doctor‟s responsibilities. 

He made a choice to sacrifice groups of unworthy people for the greater good. Sounds 

familiar? So a question to students is „what will you do when you are in power?‟ Are you 

going to justify your unethical choices for your personal or institutional gains?  

 

The Grandmas did not remain as victims. They survived the violence and went out to the 

world to reclaim their dignity. They empathized with victims of sexual violence in other p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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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world, which inspired them to set-up the Nabi Fund (Butterfly Fund). John Rabe, a 

German business man who lived in Nanjing risked his life to set up an international safety 

zone to save Chinese people. Minnie Vautrin, an American missionary housed thousands of 

women and children at her college and tried to protect them from the Japanese soldiers by 

guarding the fence every night. From the examples of up-standers from the history of WWII 

Asia, students are inspired to do whatever they can to help others.  

According to study done by Toronto District School Board, Asian youth are relatively 

timid and less engaged in the society.
36

 Through historical thinking and culturally relevant 

approach, students are encouraged to become civically engaged while gaining a sense of 

pride in their Asian identities. Every year, more than 800 students go through ALPHA 

Education‟s programs. Many of them are involved in various social justice clubs. Some 

students dedicate their time and skills to promote ALPHA‟s mission. Others joined to raise 

awareness of various social justice issues in their communities; joining rallies to fight for 

justice of missing indigenous women, biking 25km distance to raise funds to end sexual 

violence, being a language interpreter to help domestic violence victims, and preparing food 

at the homeless shelters. 

We often think changing the world requires a loud, charismatic hero who is far from your 

reach. But the true heroes are students like above who say no to sit in, and choose to 

participate in small actions. Social change is a result of collective small actions. ALPHA 

Education is an organizer and an advocate who thrives to provide solid foundation for change 

by empowering youth to think critically, to connect, and to take action. We continue this 

mission as we embark on another ambitious journey to open the Asia Pacific Peace Museum
37

 

in Toronto by the end of 2020. There are many organizations out there who work tirelessly as 

helpers, rebels, organizers and advocates. If we can be all connected to support each other, 

our perseverance and efforts may bring us the joy of eliminating sexual violence, and all 

forms of violence and crimes against humanity, in the nea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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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k Croswell 

ALPHA Education 

Bayview Secondary School 

 

This work shop will discuss the experiences of teaching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JMSSS) at Bayview Secondary School in Richmond Hill, Ontario Canada. 

Bayview Secondary School is uniquely positioned to teach the JMSSS. Bayview‟s provincial 

history curriculum provides students with many opportunities to study crimes against 

humanity, allowing students to learn the JMSSS in a global context. Bayview‟s diverse 

student body also offers multiple lens to the JMSSS, and many Bayview students have family 

members and friends who were first-hand account witnesses to war crimes providing 

Bayview with an opportunity to collect first-hand data. Furthermore Bayview has partnered 

with the community organization, Association for Learning and Preserving the History of 

WWII in Asia (ALPHA). ALPHA has brought opportunities for Bayview students to further 

their knowledge of the JMSSS outside of the classroom and participate in historical activism. 

The experience of teaching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at Bayview has 

brought attention to the success and failures of comparing the JMSSS to other crimes against 

humanity, using historical methodology in instruction and assessment, and partnering with an 

outside history organization. From Bayview‟s experience a number of challenges have 

emerged.  

 

1. How do you teach another countries‟ history when students have no background or a 

biased position on the content? 

2. How do you collect new authentic primary source data on a sensitive topic?  

3. How do you teach students to critically analyze primary and secondary data that is 

ethically sensitive?  

 4. How do you merge the community organization‟s goals with provincial/state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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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How do you teach students to apply historiographical lens to historical content? 

6. How do you move students from learners to historical activism?  

 

Through reflection it is apparent that the key to teaching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at Bayview has been the establishment of strong historical methodology 

skills in students and applying these to multiple historical contexts in class and with ALPHA.  

This workshop will focus on what these skills are, how they are taught, and what these skills 

look like in the context of the JMSSS. Key skills include, questioning, research, methods of 

analysis (historiography, source analysis, implicit analysis, timelines, structural analysis and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developing different communication skills, and moving students 

from academics into activism.  

Further discussion will include the importance of teaching ideology to Bayview 

students and it role in shaping understanding of other crimes against humanity such as the 

Residential School system in Canada, Sexual sterilization in Canada, the Holodmour, and the 

Jewish Holocaust in Europe, and how ideology assists in student knowledge of the JMSSS.  

Practical examples of student work that will be used in the workshop are Bayview‟s 

lessons on historical methodology, Bayview‟s project with ALPHA, “Voices of the Unheard” 

(interviewing civilian war survivors), research opportunities for students, student attendance 

at historical conferences, and Bayview students and alumni participation in activism with 

ALPHA. The lessons from Bayview can provide new insight into different ways of teaching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and can also offer ideas for teaching war crimes 

in other historical contex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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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through Student Solidarity Project 

For the Resolution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Seong, Hwan-cheol 

Teacher guiding Ewha Girls‟ High School History Club Jumeokdokki 

 

1. Experiences leave traces in life. 

 

There was a student who was engrossed in her own studies without much interest in 

history or social issues. A little after entering university, she contacted me. I asked what‟s 

going on, and she said she thought of me as she was passing by. I asked her where she was 

going, and she said she was creating a video to be used by Peace Butterfly, a university 

student group for the resolution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So I asked her, 

“You weren‟t interested in such issues, what happened?” She answered, “When I was in my 

first year of high school I participated in the 1 Million Signature Campaign for the resolution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and when I came across Peace Butterfly‟s work in 

university, I stopped on my path.” After the student left, I thought that experiences of taking 

action in one‟s own hands, even if they are small, can leave traces in life and make one stop 

in their path.  

 

The relationship between knowing and acting has been discussed for a long time. It has 

especially been discussed a lot in educational settings where learning and teaching takes 

place. Some say that knowing precedes being able to take action, but others say people can 

learn knowledge through action. In between these opposing sides, I have never given up 

thinking that the latter is right. Actually, this issue can be easily understood. Students around 

the country know that they should not throw trash. Yet, they still do. Do they engage in such 

behavior because they don‟t know? If a student picked up the trash, they probably knew what 

the right thing to do was. Just like the example of the student mentioned earlier, I believe that 

taking action could teach more than knowing. How hollow is knowledge that does not lead to 

action? 

 

2. Solidarity goes beyond oneself to create a sense of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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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aying „Regardless of what happens around one just needs to focus on studying‟ is 

understood to be a truth in schools. This could be seen as an inevitable choice to survive in 

intense competition, but it is difficult for values of „us‟ to stand in such situations. Is it only 

my personal opinion that history education without values of „us‟ would merely be a score for 

a selfish individual? For historical issues that requires cooperation for resolution like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the value of „us,‟ not that of individual „self/me,‟ is 

even more necessary. I believe that education where value of „us‟ can be learned can only 

take place through solidarity that goes beyond individuals. 

 

The solidarity of students is made possible when they reach beyond the school walls. 

However, school walls are taller and stronger than imagined. It would not be an exaggeration 

to say that it would be near impossible in South Korea for students who spend most of their 

time in schools to build solidarity beyond school walls. Thus, there were almost no such 

attempts until recently. Should we continue to live as such then? The strength of solidarity 

cannot be compared, so we have to take up the challenge even if it seems impossible. 

Regardless of whether it succeeds or fails, the experiences of students who build solidarity 

will leave a mark in their lives and in the end reach a wide ocean where history of justice 

would flow eloquently.  

 

3. Reckless initiative results in fruition of solidarity 

 

We are a small history student club in a girls‟ high school in Seoul, South Korea. Our 

membership is only about approximately 20 students, and our activities are limited to 2 hours 

of club activity once a month. But one day, these students started to dream of establishing a 

Statue of Peace, a task that would not even be easy for adults. I shall reveal first the results of 

that reckless initiative that almost seemed impossible. In 2015, 56 high schools around the 

country worked together to establish „Korean High School Statue of Peace‟ in front of 

Francisco Educational Center in Jeong-dong, Seoul. From 2016 to 2017, 244 little Statues of 

Peace were established in 244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and universities around 

the country. In 2018, 46 high schools around the country joined hands to create 259 road 

blocks that inscribed the story of each survivor. 

 

How was this possible? If solidarity is the answer, how did students create 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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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idarity beyond the sturdy school walls? Today, I will talk about how my students have 

embarked on audacious challenges and experiences of solidarity during the past four years. 

 

4. It always starts with a small voice 

 

April 16
th

, 2014 is a date that is difficult to forget for people living in South Korea. It was 

the date that Sewol Ferry sank with hundreds of students in front of our eyes. More than the 

shock I felt working in an educational setting, the shock that students felt were deeper and 

greater. A student in our club came to me and told me that “We shouldn‟t stay put.” Looking 

back, I think the small voice of that student was the starting point for all that happened after. 

 

Students in the club met to discuss what should be done. Students designed badges by 

themselves and started a remembrance campaign to uncover the truth of Sewol Ferry incident, 

which lasted for more than 100 days. When we felt that awareness was built, we carried out a 

performance at the school‟s outdoor theater with approximately 200 students projecting the 

image of the yellow ribbon together. A year after on April 16
th

, 2015, we tied yellow ribbons 

on trees in the school yard and unraveled stories that were rooted in our hearts. This became 

history as well – to this date, our school continues to the tradition of tying yellow ribbons on 

April 16
th

. When we think about it, the voices of students are small and might be closer to 

reckless imagination. However, that small voice is a sign of a beginning. Listening to that 

small voice is the starting point for action. I have paid attention to the small voices of 

students, asked for the school administrators‟ understanding and opened up the stage for these 

students. When the stage is set, the students can put on a great performance.  

 

We visited the bereaved families of Sewol Ferry incident that summer break. It happened 

to be a Wednesday so we joined the Wednesday Demonstration as well. To be honest, the 

Wednesday Demonstration was meant to fill up the time we had, but I soon realized that that 

was only my thought. Survivors who were standing under the scorching sun, people who 

were shouting slogans, and the stoic appearance of the Japanese Embassy that did not answer 

gave students the opportunity to learn through action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that they had only known through books and texts, and kindled a light of action in 

students who felt that they could not remain sil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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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the Wednesday Demonstration, I discussed with the students what we could do. It 

was more of an issue of what action we would take rather than knowing. Our conclusion was 

to establish a Statue of Peace of our own. The idea of stablishing a Statue of Peace was just a 

small voice in the beginning. Would a student club with only about 20 students achieve this 

task that is difficult to accomplish even with many adults? The only way this could become a 

possibility was to build solidarity with many other schools beyond our own. However, we 

have never heard of schools joining forces to achieve something. Solidarity, it was imperative 

for us, but it was also an unfamiliar path that no one could guide us through. 

 

5. Building solidarity beyond school walls 

 

How can we join hands and build solidarity with other students? In order to figure out an 

answer to that question, we first need to know what kind of place schools are. Schools are 

extremely closed spaces. Schools that one does not attend cannot be entered, there are very 

limited exchanges between schools or among their students, and nothing of this nature could 

be carried out without permission from the school. On the other hand, schools also create an 

extremely strong internal bond. Many students are crowded in limited physical spaces 

including small classrooms, hallways and the school yard. It would not be an exaggeration to 

say that they are like a forest in autumn where fire can spread really easily. 

 

Such characteristics of schools indicates that going beyond school walls could be a 

challenge but providing programs that students can easily participate in within the school 

could lead to a lot of positive responses from students just like fire spreads on the autumn 

field. To put it in another way, it could also be a reckless initiative that fails on both ends. 

How can we tackle this challenge? I am sharing our past experiences here with the belief that 

they would help guide the path towards solidarity.  

 

Firstly, a goal that would be achieved through solidarity between schools should be set. A 

meaningful historical goal that cannot be achieved by an individual but can be done through 

the solidarity of all is needed. For us, that goal was the Statue of Peace built with high school 

students, 244 little Statues of Peace, and 259 road block project. How can this first goal be 

determined? The answer lies, as I have mentioned earlier, in the small voices of the students. 

We need the belief that the ideas are not unreasonable but rather something that we can m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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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en by working together. 

 

Secondly, program in which students in school can participate in should be designed. A 

proposal that explains the meaning of the project and outlines what the student council or 

clubs can put into practice needs to be created. Students can gain permission from their 

guidance teacher, and resources related to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and a sample of 

leaflets that can be used to raise awareness can be sent so that students can shape the meaning 

of their own program. Furthermore, when students participate, we provide a reward for 

participation to show that we stand with their action. We have mass-produced badges and 

sticky notes as participation rewards to fundraise. This is what the approximately 20 students 

in our student club have led. It requires a lot of discussion just as when you make a sharp 

knife, but it is not impossible. In the process of achieving step by step, students learn and 

grow. 

 

Lastly, solidarity between schools that go beyond the school walls need to be created. We 

have examined the option of sending an official document through the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and utilizing school administrators, but we decided to exclude such 

options because we did not want to disrespect the principle that this should be activism 

carried out and led by students themselves. So, we made a Facebook page and sent letters 

with the program proposal to student councils and clubs. However, we could not reach the 

effects we expected with this method. Students did not gather on their own just because of the 

creation of a Facebook page, and the letters we had sent to schools more frequently did not 

reach students. The breakthrough that we selected here was to show the value of our project. 

We publicized our daring goals and national-level student activism on the issue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through media. Whether the coverage is big or small, media publicity 

can help the project gain trust and create foundations for building solidarity between schools. 

Of course, media activities are not mandatory. In our first attempt to build Korean high 

school students‟ Statue of Peace, media articles have been the stepping stone for the 

participation of many students in our Facebook page. When students gather to Facebook, we 

earn the power to conduct the next project based on networking on Facebook. This is the 

reason we could carry out national-level initiatives without relying on media after the Korean 

high school students‟ Statue of Peace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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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tudents writing history  

 

The program we have suggested was like a manual that guides towards a direction. 

Students who implemented the manual tried to find their own ways to put into practice in the 

contexts of their schools and took on various initiatives during the process. 

 

Students create their own posters to publicize the project in their schools and make 

meaningful flyers that explain their project. Publicity materials that use pictures and language 

that suit students‟ interests enable students to approach their classmates more meaningfully. 

Some students have publicized their campaigns by visiting classrooms during break time and 

lunchtime while others have made booths in the schoolyard. They have used the 

announcement system in their schools and ran projects as part of school events such as 

festival or bazaar hosted in the school. Some students take the initiative in creating their own 

project reward to make the activities even more meaningful. They created badges that are 

inspired by the Statue of Peace or butterfly symbols, stickers, tumblers, sticky notes, and 

phone cases and expanded their understanding of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Sometimes we organize a lecture inviting Yoon, Meehyang from the Korean Council as the 

speaker, campaign for the 100 million signatures for the resolution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and even visit survivors who live in the area. Preparing for the opening 

ceremony of little Statue of Peace and creating a historical moment with school staff 

including the principal and parents is not only a process of learning the history, but an 

experience of taking ownership of history. Moments that would not have happened without 

solidarity have occurred around the nation. 

 

Solidarity creates more solidarity. When a successful experience of a school is uploaded 

on Facebook, other schools who come across the post consider taking on the project in their 

schools. Students spread the news to their schools and urge them to participate in the project. 

The experiences of each other encourage one another, and one‟s experiences provide lessons 

for others to draw from in order to create even better initiatives. The educational experiences 

that are exchanged between people who do not know each other can be another form of joy 

that solidarity provides.  

 

It was only one student club that suggested a national-level project for the resolu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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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but students in each school that carried out the project 

crafted their own history by themselves. Through solidarity, we have united as one while still 

remaining as multiple beings with unique journeys. 

 

7. Leaving traces of small yet meaningful solidarity. 

 

Conducting a national-level project takes a long time ranging from preparation, 

involvement of schools, and final achievements. However, there are also initiatives for 

solidarity that can be powerful in a short moment. One example is the handwriting campaign 

in remembrance of the International Memorial Day for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August 14
th

). The project, which is carried out on Facebook in a relay, is a small yet 

meaningful way of standing in solidarity. In addition, people can also make a group purchase 

for items that are made to remember the survivors. Thousands of students in approximately 

50 schools have participated in group purchase of bracelets that contain quotes from 

survivors. Slogan campaigns that enable participants to speak about political situations can 

also be an option. Sharing information such as obituaries of survivors who have passed away 

could also create opportunities to stand together, perhaps not through direct participation but 

through the generation of various comments. Facebook can break down physical barriers, 

facilitate encounters with strangers, and function as a meaningful tool that provides 

experiences of solidarity, which illustrate that the strangers are not different from us. 

 

8. Students who take action create history of justice. 

 

90 years ago, the Gwangju Student Independence Movement that happened during the 

Japanese colonization over Korea did not stop at solidarity between schools in Gwangju 

region but spread to Seoul and became a national student independence movement. Would 

we still remember this history if it was limited to schools in Gwangju region? It may have 

been more difficult to do so. Gwangju Student Independence Movement was one of the most 

meaningful historical events that showed students‟ experiences of solidarity in Korean history. 

I believe that solidarity does not remain in the past, but is still meaningful in the present.  

 

We have found through our past experiences that students today have the strong will to 

take initiative in doing something for the resolution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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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they can. Moreover, they are feeling sadness and anger over the past history and the death 

of survivors more than anyone else and want to create a more just history.  

 

Who will call upon the students to come to the public square of history again, and 

through what? Or, how will we make students take action in the spaces they inhabit like 

schools? Textbooks do not change and say the same thing, but history does not flow like 

textbooks. That is why we need to foster student action and contemplate a history program 

that could gather student actions and build solidarity. This does not have to be at the national 

level. History projects that students create through their own hands in schools and classrooms 

can be powerful. If those small experiences can leave a trace in their lives for long, it will be 

a seed in creating history of justice. We need to think and act with students for the days that 

flowers of justice that has not bloomed yet will bloom fully. Our journey towards the 

resolution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should always be directed to inscribing 

experiences of turning students‟ small voices into large shout-o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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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tical pedagogical approaches to language teaching   

  Critical pedagogy (CP) is an approach to developing pedagogical practices that support 

teaching and learning in ways that would promote social justice. CP is thus a political 

intervention in the arena of education on the belief that education is politically embedded and 

its curriculum, educational goals, teaching materials, values and interest are all ideologically 

constructed. Rather than viewing teaching/learning as technical practice based on static 

knowledge, CP regards teaching/ learning as a moral, political, and social practice on the 

ground that learning is a site of struggle over knowledge for individual rights and social 

justice (Giroux, 2004). It is for this reason that being critical refers to not simply discussing 

social issues in a circle, but broadly engaging with such unjust issues for their transformation. 

It involves with “an attitude, a way of thinking and teaching (Pennycook, 1999, P. 341) via a 

“continuous reflexive integration of thought, desire and action” (Simon, 1987, P. 49).  

Problem-Posing Approach: Social justice for „Comfort Women‟  

In CP, reading is not merely decoding the written word but understanding the intertwined 

facets of the word and world. To raise conscientização or critical consciousness (Freire, 

1970), educators present the people‟s situations to them as problems, and encourage them to 

perceive, reflect, and act upon their own “situationality (Freire, 1970).” Such problem-posing 

education “aids people in knowing what holds them back and imagining a social order which 

supports their full humanity (Shor, 1992, p.48).” When lessons are designed around topics 

concerning students‟ knowledge and struggles and delivered in a problem-posing dialogical 

approach, it might be possible for teachers to enhance their students‟ participation, autonomy, 

and language learning in class as well as their critical awareness on the social and political 

issues that surround them. Crucial to this praxis are teachers‟ greater openness, hyper-

reflexivity, and active engagement with students, parents, and other teachers (Auerbach, 2000; 

Kubota, 2014). Within these problem-posing dialogical approaches to language teaching, this 

project, Social justice for „Comfort Women‟ was co-developed through discussion with my 

students. In the next sections, I will present worksheets concerning the „comfort women‟ 

issues in which I used in my English classro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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