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및 답변
소녀상 타운홀
2022 년 3 월 11 일

필라델피아 시 예술 문화 창조경제 사무소(OACCE), 필라델피아 인간관계 위원회(PCHR), 이민국
사무소(OIA)는 2022 년 2 월 9 일, 현재 필라델피아 소녀상 공원 건립으로 알려진 소녀상 건립

프로젝트에 관한 가상 타운홀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타운홀의 목적은 필라델피아 소녀상 공원 건립
프로젝트의 개요를 안내하고 대중의 질문에 답변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타운홀 행사 전에 제출된 질문, 타운홀 행사 중에 받은 질문, 2 월 11 일 행사 이후 받은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 및 답변의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번체 및 간체 번역은 추후 본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필라델피아 소녀상 공원 건립 추진 위원회의 위원은 누구입니까?
Hyunjin Cha, Shinjoo Cho, Alejandra Gonzalez, SoYeong Jeong, Grace Kim,
Edward Lee, Hojeong Lee, Hyeonock Lee, Suna Lee, James Park 입니다.
2. 소녀상 공원과 소녀상은 민족 공동체를 더욱 분열시키고 반아시아적 차별을 증가시킵니까?
필라델피아 인간관계 위원회는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글렌데일, 버지니아주 아난데일에
건립된 유사한 조각상이 인종 사회에 더 큰 분열을 야기하고 반아시아적 증오를 증가시켰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미국 법무부와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 도시들의 아시아계 미국인과 태평양
섬 주민 커뮤니티 내에 우려가 있었지만 기념비로 인한 증오 사건은 크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3. 소녀상 공원 건립 추진 위원회는 소녀상 유지 때문에 생기는 문제 청구를 해결하기 위해 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까? 또한 시에서 이러한 책임 보험을 유지할 예정입니까?
아니요. 소녀상 공원 건립 추진 위원회는 책임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녀상이
예술위원의 승인을 받으면 필라델피아 시의 영구 공공 예술 컬렉션의 일부가 되도록 소녀상 공원
건립 추진 위원회가 이를 필라델피아 시에 기증할 예정입니다. 필라델피아 시는 이미 자체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추가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4. 소녀상 공원 건립 추진 위원회는 관계를 개선하고 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 공원을 어떻게
사용할 계획입니까?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증오와 폭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공동체는 없으며 평화를 지속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인종, 성별, 공동체 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조직 및 지지자들과 연계하여 이들의 사명을 강화하는
공간, 프로그래밍 및 기회를 창출합니다. 이전 프로그램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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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 년 4 월부터 10 월까지 805 S Front St 에서 프랑스, 한국, 필리핀, 라틴 아메리카
음악을 주제로 열린 무료 월례 야간 콘서트 시리즈.
2. Michelle Myers 와 Yolanda Wisher 에게 시를 의뢰하고 생존자 Kim Hak-Soon 님의 청
증언 30 주년을 기념해 제작한 시 영상.
3. 2021 년 6 월 이민국 사무소의 이민자 문화유산(Immigrant Heritage)의 달 축하 행사에
참여하여 모든 연령을 위한 댄스 공연과 게임으로 한국 문화유산 행사 진행. 앞으로
다양한 나라를 다룰 계획입니다.
5. 소녀상은 일본을 규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필라델피아 시 역시 일본을 규탄하는 입장입니까?
이 프로젝트는 희생자와 그들의 치유와 정의에 대한 권리에 초점을 맞춥니다. 정부, 국민, 사회의 의미 있는
보상을 요구하지만 일본이나 그 후손을 규탄하지는 않습니다.
필라델피아 시는 일본을 규탄하지 않습니다. 시는 성노예와 성폭력 문제를 조명하는 공공 예술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전통적으로 공공 예술에서 다루지 않은 중요한 주제이며, 시는 공공
예술을 통해 인도주의적 문제에 목소리를 내는 것을 항상 지지합니다.
6. PCHR 은 일본 국민, 그리고 1960 년대 한국군이 베트남 여성에게 자행한 강간과 학대를 고려할 때
이들에 맞서 한인회를 지지하는 국가적 기원을 토대로 제안된 소녀상의 차별적 의도와 효과를 생각한
것입니까?
필라델피아 인간관계 위원회는 소녀상의 의도를 특정 국민에 대한 규탄이 아닌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전시 정부의 희생자를 기리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 군대의 강간과
학대 피해자를 위한 기념비가 제안된다면 유사한 방식으로, 즉 그 의도가 사람을 규탄하기 위한
것인지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것인지를 검토할 것입니다.
또한 분명히 하자면 신청 단체는 한인회가 아닌 필라델피아 소녀상 공원 건립 추진 위원회입니다.
7. 한국 군대가 베트남 전쟁 동안 베트남 여성을 강간하고 성적으로 학대했다고 베트남 단체가 주장한
상황에서, 필라델피아의 베트남 공동체는 이 가상 타운홀에 대한 통지를 받았거나 시가 일본 제국군이
자행한 한국 여성의 성적 학대를 추모하는 조각상을 고려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필라델피아 시는 이 타운홀에 대해 베트남인들에게 따로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타운홀 초대장을
시장의 아시아 태평양 담당 위원회의 전체 목록에 발송하고 커뮤니티 내에서 골고루 공유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이민국 사무소는 아시아계 미국인과 아시아계 이민자 거주자, 아시아계
미국인과 태평양 섬 주민이 이끄는 단체 등을 포함해 3000 명이 팔로우하는 소셜 미디어에
타운홀을 홍보했습니다. 오늘 밤 타운홀에 등록한 사람 중에는 이름이나 사명으로 보아
베트남인이 아닐 수 있지만 필라델피아 베트남 공동체와 관계를 맺고 있는 지도자와 기관들이
있습니다.

2페이지 - Korean / 한국어

8. 소녀상의 비문은 무엇입니까?

소녀상
이 조각상은 1931 년부터 1945 년까지 일본 제국군이 자행한 성노예의 피해자가 된 수십만 명의
아시아, 오세아니아, 유럽 소녀들과 여성을 기념한다. 생존자는 1991 년부터 증언을 통해 수치심과
침묵의 고리를 끊고, 과거를 직시하고 영속적 평화를 건립함으로써 미래 세대의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고 세상에 촉구하였다.
필라델피아 소녀상 공원 건립 추진 위원회
9. 소녀상 공원 건립 추진 위원회나 필라델피아 시는 위안부(소녀상) 문제에 관한 대안적인 문서화된
해석을 제공하는 두 번째 비문 설치를 고려할 예정입니까?
아니요. 필라델피아 시는 두 번째 비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10. 이 소녀상은 필라델피아 시의 공공예술정책 MDO 지시 67 을 준수합니까?
필라델피아 시의 행정감독 지시 67 에는 시에 기증되어 시 자산에 설치된 공공 예술은 다음과 같은
특정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와 그 외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개인 또는 사건을 기념해야 한다. 폭넓게 공유되는 공동체 가치를 나타내야 한다. 주제와 장소
사이에 강한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제안된 위치에 대한 지리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장기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 시에 자금을 제공한다는 유지 관리 계약이 있어야 한다.
소녀상은 평화, 정의, 성노예 피해자의 치유를 촉진하는, 시의 폭넓게 공유되는 가치를 나타내며
전해지지 않은 여성들의 이야기를 조명하므로 행정감독 지시 67 을 준수합니다. 또한
필라델피아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시의 공공 예술에 잘 표현되지 않은 아시아 공동체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한 군의 성폭력이라는 제안된 주제는 그 지리적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한국
전쟁 및 베트남 참전용사 기념비와 같이 근처에 위치한 다른 공공 예술 군사 작품과 강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소녀상 공원 건립 추진 위원회는 소녀상의 장기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 필라델피아 시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11. 필라델피아에서 소녀상을 철거하는 구체적인 절차나 프로토콜은 무엇입니까?
필라델피아 시는 시 소유 예술 작품이 공공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예술 작품에 대한 주요한
시위로 인해 철거가 시를 위해 최선이라고 판단되거나 수리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었거나 더
이상 그 장소에 적합하지 않거나 기타 유지 관리 또는 물류 상의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철거를
고려합니다. 철거 과정에는 여러 시 부서 간 협업, 지역사회 의견 수렴, 필라델피아 예술 위원회의
승인이 수반됩니다. 현재 절차는 행정감독 지시 67 에 설명되어 있으며 CreativePHL.org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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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특정 국가를 규탄하는 조각상은 예술품입니까? 정치적 동기가 있는 물건이 아닐까요?
공공 예술 작품에 정치적 주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공 예술은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다른 아이디어나 신념, 의견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공공 예술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사람들이 어려운 주제에 관해 이야기하는 공간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13. 일본 정부로부터 어떤 유형의 사과가 필요하며 일본이 필라델피아 시에 사과를 보내야 합니까?
필라델피아 예술 위원회가 소녀상을 승인하는 경우, 필라델피아 시는 일본 정부로부터 사과를
요청하지 않을 것입니다.
14. 필라델피아에 조각상을 건립하기 위한 필라델피아 시의 절차 또는 프로토콜이 인권이나 인도주의적
문제에 기초하는 경우, 시는 오키나와 여성을 강간한 미군에 대한 항의, 미얀마 군정에 대한 항의, 홍콩
국민에 대한 중국 정부 정책에 대한 항의,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발생하는 인도주의적 사건 규탄과 같은
다른 조각상을 허용합니까?
시는 위원회의 제안 및 필라델피아 시에 조각상 기증을 고려할 것입니다. 제안된 공공 예술은 예술
문화 창조경제 사무소에서 검토하며 행정감독 지시 67 과 동일한 기준 및 과정에 따라 필라델피아
예술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5. 소녀상 공원과 소녀상은 어떻게 자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2012 년부터 자원봉사자들이 조직한 민간인 기부를 통해 자금이 조달되었습니다. 소녀상 공원
건립 추진 위원회는 필라델피아 예술 위원회의 최종 승인 후 1 년 이내에 착공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16. 2021 년 2 월 필라델피아 예술 위원회 발표에서 소녀상 공원 건립 추진 위원회는 이 공원에 "건설적인
집회"를 위한 공간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입니까?
우리는 필라델피아의 다양한 커뮤니티를 기념하기 위해 이 공간을 활용하며 성폭력 및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일하는 예술가, 지지자, 교육가와 공유할 계획입니다.
질문 4 의 프로그래밍 예시를 참조하십시오.
17. 소녀상이 모든 여성의 보편적인 평화를 표현해야 한다면서 국가 특정적(한국 의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녀상은 모든 여성의 보편적인 평화를 나타낸다기보다는 평화, 정의, 성폭력 피해자의 치유를
추구함을 나타내며 모든 여성에 대한 타협 없는 인권을 요구합니다.
특징 없는 외관 연출은 이 작품의 평화를 위한 예술적 열망에 해당하지 않으며 한 국가의 의상이
보편적인 문제를 대변하는 예술 작품의 능력에 반드시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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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이 기념물을 만든 소녀상 공원 건립 위원회의 의도가 필라델피아에 한국 관광객을 유치입니까?
아닙니다.
19. 뉴저지주 팰리세이드와 버겐 카운티의 정부 고위층은 퀸빌리지에 제안된 것과 같은 일본 규탄
조각상이 건립된 후 한국 후원자들에게 모든 비용(항공료, 호텔, 식사)을 지급한 한국 여행을
대접받았습니다. 소녀상 건립을 지지하는 필라델피아 공무원 역시 한국을 여행할 예정입니까?
아닙니다. 필라델피아 시 공무원은 한국을 여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20. 소녀상은 공공 예술 협회 프로그램인 Museum Without WallsTM 의 일환입니까? 그렇다면 사람들이
소녀상을 보고 전화를 걸어 배경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까? 작품의 배경에 관한 자문 위원으로 그 역사를
제공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공공 예술 협회가 벽 없는 박물관 프로그램을 관리하며 포함될 프로젝트를 결정합니다. 공공 예술
협회가 소녀상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필라델피아 소녀상 공원 건립 추진
위원회와 협력하여 작품에 대한 배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21. 필라델피아 시에서 일본인 인구는 0.04%로 극소수입니다. 필라델피아 시에서는 이 소수 집단이 당할
수 있는 피해를 고려하고 있습니까?
6 번 질문을 참조하십시오.
22. 뉴저지에 5 개, 뉴욕에 3 개로 이 지역에 총 8 개의 견본 위안부 소녀상이 있습니다. 일본 지역사회
전체에 맞선 괴롭힘이나 폭력의 예가 있는데, 어떻게 이 조각상을 평화의 소녀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6 번 질문을 참조하십시오.
2011 년 이후 10 개국에 178 개 소녀상 복제품을 설치한 결과, 일본인 지역사회를 향한 괴롭힘이나
폭력에 대해 문서화된 사건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녀상 파손 사건은 수십 건이 보고되었습니다.
보유하신 문서가 있다면 admin@phillypeaceplaza.org 로 보내 필라델피아 소녀상 공원 건립 추진
위원회와 공유해 주십시오.
반면 소녀상 설치 결과로 개인과 지역사회 단체 간 이해와 결속을 높인 사례들이 있습니다. 저희
의도는 수십 년, 수 세기 동안 곪아 터진 분열과 불신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대화를 장려하는
것이며, 모든 사람이 우리와 대화하고 직접 참여하도록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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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한국 위안부 또는 70 년 전 일본에 의해 성 노예가 된 사람들이 필라델피아에 상당한 기여를 했거나
필라델피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소녀상은 평화, 정의, 성노예 피해자의 치유를 촉진하는 시의 폭넓게 공유되는 가치를 나타내며
전해지지 않은 여성들의 이야기를 조명합니다. 또한 필라델피아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시의
공공 예술에 잘 표현되지 않은 아시아 공동체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24. 아시아 전쟁 역사에 대한 이 기념 소녀상이 이곳 아시아에서의 폭력에 해결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되길
바라십니까? 다시 말해 이 역사가 평범한 필라델피아 사람들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녀상 공원 건립 추진 위원회의 자원봉사자들과 퀸빌리지 및 필라델피아의 프로젝트 지지자들은
우리가 평등을 구축하고 세계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여성, 아시아계 미국인 지역사회, 아시아계 미국인 여성에 대한 성매매 및 성폭력은
우리가 필라델피아와 미국에서 겪고 있는 적절하고 관련성 있는 문제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평범한 시민이 모여 인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반영합니다.
25. 미국에서 다른 소녀상의 철거와 기물 파손의 사례를 볼 때, 필라델피아 소녀상 공원을 범법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어떤 계획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러한 보호로 모두의 안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공원에
경찰 배치를 늘리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습니까?
낙서와 기물 파손은 공공장소에 있는 모든 예술 작품의 공통된 문제입니다. 예술 문화 창조경제
사무소는 필라델피아 시의 1000 개 이상의 공공 예술 작품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자주
해결합니다. 시는 제 3 의 벤더 및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공공 예술 작품에 대한 낙서 및 기물
파손이 발생했을 때 이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긴급 대기 보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필라델피아 시는 소녀상에 경찰을 배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6. 소녀상 주변의 현재 놀이 공간에 새 놀이 공간이 생기나요?
이 질문에서 언급한 현재 놀이 공간은 소량의 흙과 낮은 식물, 콘크리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놀이
장비가 전혀 없습니다. 제안된 새로운 조경, 조명, 착석 공간에 더해 새 공원은 현재보다 더 크고
긴, 넉넉한 포장도로 구역으로 설계되어 비공식적인 놀이 공간으로 사용되거나 이러한 용도에
보관이나 상설 위치가 요구되지 않는 한 필요에 따라 놀이 공간으로 프로그래밍될 수 있습니다.
27. 공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행됩니까?
프로젝트를 시작하려면 필라델피아 예술 위원회의 최종 승인이 필요하며 모금 목표를 달성해야
합니다. 소녀상을 제작하는 데 수개월, 공원을 개조하는 데 4~8 주가 걸릴 예정입니다.

6페이지 - Korean / 한국어

28. 장소는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이곳이 선정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역사적으로 중요한 퀸빌리지의 친밀하고 평화로운 배경과 기념 지구 및 동남아시아 지역사회와의
근접성 때문에 선정되었습니다. 이곳은 기존 여건상 재해석에 매우 적합하며 소녀상을 둘 만큼
크고 사람들이 모일만한 구역을 제공하면서도 보도에 (시각적, 물리적으로) 개방되어 있습니다.
29. 이 프로젝트를 위한 역사적 증거는 어떻게 조사했습니까?
일본과 성노예의 영향을 받은 국가들의 문서, 기록, 증언이 일치하며 전 세계 연구가와 역사가들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예:
-

유엔 인권 위원회. 라디카 쿠마라스와미(Radhika Coomaraswamy)가 인권위원회 결의
1995/85 에 따라 1996 년 2 월 5 월에 제출한 여성 폭력과 그 원인, 결과에 대한 특별
조사위원 보고서, E/CN.4/1996/53/Add.1 https://undocs.org/E/CN.4/1996/53/Add.1

-

위안부: 원칙적으로 제 2 차 세계대전 동안 일본군이 자행한 성노예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폭로하는 연구가들이 이 잔혹 행위의 관행에 대해 한 최종적 설명
http://cup.columbia.edu/book/comfort-women/9780231120333

-

출처 문서: Concerning the Recruitment of Women for Military Comfort Stations
http://www.e4sjf.org/concerning-the-recruitment-of-women-for-military-comfortstations.html

30. Shinjoo 는 WCCW 와 관련이 있습니까? 이들은 연방 결의안을 주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https://comfort-women.org
네. 소녀상 공원 건립 추진 위원회는 2021 년 위원회 위원을 인터뷰했던 워싱턴 위안부 문제 대책
위원회(Washington Coalition for Comfort Women Issues) 책임자를 만났습니다.
31. 다른 소녀상을 둘 여지가 있습니까?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일본인 억류에 대한 표현처럼 말이죠.
시는 위원회의 제안 및 필라델피아 시에 조각상 기증을 고려할 것입니다. 공공 예술의 기증 제안은
예술 문화 창조경제 사무소에서 검토하며 행정감독 지시 67 에 기술된 기준 및 과정에 따라
최종적으로는 필라델피아 예술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2. 최종 프로젝트에 설명 문구가 포함됩니까? 배치하기 전, 이 문구에 대한 대중의 여론을 들을 기회가
있습니까?
필라델피아 시는 소녀상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2 월 9 일 타운홀 회의를 열고, 이 회의 전후와
회의하는 동안 대중의 여론을 들을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소녀상 공원 건립 추진 위원회가 예술
위원회에 두 번째 제안을 하는 향후 필라델피아 예술 위원회 회의에서 대중의 여론을 들을 다음
기회가 제공될 것입니다. 이 회의 일자는 미정입니다. 필라델피아 예술 위원회 회의는 매월 둘째
수요일에 열리며 대중에게 공개됩니다. 회의 의제는 필라델피아 예술 위원회의 정책에 따라 미리
공개됩니다. 소녀상에 대한 결정이 나기 전에 필라델피아 예술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 회의에 참석하여 위원회의 여론 과정에 따르도록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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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된 설명 문구는 8 번 질문을 참조하십시오.
33. 소녀상의 위편과 북쪽에 포장도로를 이렇게 크게 확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구역에는 현재 다
자란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설계에서는 공원 뒤편의 직사각형 구역을 행사 및 집회를 위한 구역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원 내 풍경은 네 그루의 단풍나무, 관목, 지면을 덮는 얇은 비비추와
맥문동(모두 외래 식물)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수목이 없고 매우 단단한 흙이 넓게 깔려 있습니다.
현재 나무들은 다 자란 듯 보일 수 있지만 상태가 좋은 것도 있고 좋지 않은 것도 있으며 지름은
8~12 인치, 높이 약 25 피트입니다. 하지만 구조적인 가지치기가 부족해서 형태가 보기 좋지만은
않습니다. 게다가 지름이 큰 나뭇가지가 제거되고 우거진 나무숲에 일부 죽은 가지가 있어
나무들이 위로만 솟아 있습니다. 네 그루 중 세 그루의 밑둥에서 나무껍질이 약간 벗겨져 있어
부패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뿌리가 부분적으로 보이거나 덮여 있어 너무 깊게 심어졌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공원 뒤 풍경(I-95 고속도로 쪽 공간)은 성숙기의 다경 내자작나무, 삼나무, 상록수, 목련,
수국, 덜꿩나무, 관목 장미와 맥문동, 서양담쟁이덩굴, 일일초가 빽빽한 지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초목으로 공원 풍경이 울창해 보이므로 제거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 무성한
풍경 속에는 식물이 죽고 교체되지 않았으며 침습성 잡초가 옮겨 온 교란 지역이 있습니다. 시는
ILMC(Interstate Land Management Corporation)의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새로운 설계의 일부인 새
나무 심기와 더불어 기존 식물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34. 누가 공원을 관리합니까? 새로운 설계(도로 건너편 거주지)가 마음에 듭니다.
필라델피아 소녀상 공원 건립 추진 위원회가 현재 공원의 유지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ILMC(Interstate Land Management Corporation)와 함께 공원을 관리할 것입니다.
35. 이러한 계획을 실행하려면 50 만 달러를 모금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행정감독 지시 67 에는 필라델피아 예술 위원회의 필요한 모든 승인과 기타 필수 허가
또는 면허 승인을 받기 전까지 제안된 공공 예술 프로젝트의 자금을 조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6. 놀 수 있는 공간을 더욱 확보하기 위해 오른쪽 잔디 구역을 옮길 수 있습니까? 이 공간은 현재 아이들의
놀이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은 활용도가 낮지 않습니다.
놀이 공간에 대한 답변은 26 번 질문을 참조하십시오. 현재 이곳은 아이들을 위한 공식 놀이
공간이나 놀이 장비가 없습니다. 새로운 설계에서는 비공식적인 놀이를 위한 조명 및 착석 공간 등,
편의시설을 갖춘 공간을 더 많이 제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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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지난 20 년 동안 많은 흑인과 황인이 인신매매되고 있는데, 필라델피아 자금을 1931 년~1941 년에
이민자(한국계 미국인)에게 일어난 일에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필라델피아 시는 소녀상 또는 그 유지 관리에 자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안된 소녀상이
필라델피아 예술 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필라델피아 소녀상 공원 건립 추진 위원회에서
소녀상을 기증할 것이며 이들이 행정감독 지시 67 에 따라 소녀상의 제작, 설치, 장기적인 유지
관리를 위한 자금을 조달합니다.
38. 이 프로젝트가 통칭하여 필라델피아 지역사회, 특히 지난 10 년 동안 필라델피아에서 희생된
가족들에게 제공하는 역사적 혜택은 무엇입니까?
제안된 소녀상 공공 예술의 목표는 사람들을 이 소녀상이 나타내는 주제와 대상에 대한 대화에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소녀상 공원 건립 추진 위원회는 성 기반 폭력에 대한 세대 간, 문화 간
대화를 시작 및 주최하고 전시 성노예의 역사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며 여성 및 지역 이민공동체를
지원하는 향후 교육 행사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계획은 필라델피아 지역사회 전체에
이익이 됩니다.
39. 설계가 현재 수목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수목 지역을 늘리나요 감소시키나요 동일하게
유지하나요?
제거할 기존 수목의 세부 사항은 33 번 질문의 답변을 참조하십시오. 새로운 설계대로라면 현재 이
공간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나무와 관목, 지표 식물을 심게 됩니다.
40. 소녀상뿐만 아니라 소녀상 공원 개념도 마음에 듭니다. 공원의 유지 관리 및 24 시간 보안을 위해 어떤
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소녀상이 필라델피아 예술 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면 행정감독 지시 67 에 따른 장기 유지 관리에
제공될 자금 기부금과 함께 유지 관리 계약을 작성할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소녀상 공원 건립 추진
위원회가 현재 공원의 유지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ILMC(Interstate Land Management
Corporation)와 함께 공원을 관리할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시의 대다수 공원과 광장은 24 시간
보안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녀상 자체 또는 공원 방문객과 관련한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는 필라델피아 시가 해결할 것입니다.

41 저나 다른 청중이 이 위안부 조각상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소녀상 공원 건립 추진 위원회가 예술 위원회에 두 번째 제안을 하는 향후 필라델피아 예술 위원회
회의에서 대중의 여론을 들을 다음 기회가 제공될 것입니다. 이 회의 일자는 미정입니다.
필라델피아 예술 위원회 회의는 매월 둘째 수요일에 열리며 대중에게 공개됩니다. 회의 의제는
필라델피아 예술 위원회의 정책에 따라 미리 공개됩니다. 소녀상에 대한 결정이 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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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델피아 예술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 회의에 참석하여 위원회의 여론
과정에 따르도록 권장됩니다.
42. 이 조각상이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남부연합 동상이나 특정 집단에 불쾌감을 주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등과 같은 다른 동상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와 연합군 동상은 필라델피아 시의 폭넓게 공유된 가치를 반영하지 않는
인종차별, 노예제도, 식민주의의 유산을 나타내므로 일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줍니다. 소녀상은
평화, 정의, 성노예 피해자의 치유를 촉진하는 시의 폭넓게 공유되는 가치를 반영하며 전해지지
않은 여성들의 이야기를 조명합니다. 또한 필라델피아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시의 공공
예술에 잘 표현되지 않은 아시아 공동체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43. 누군가 요청한다면 필라델피아 시는 조각상을 배치할 계획입니까? 소위 희생자를 위한 조각상을
배치할 것입니까?
14 번 질문을 참조하십시오.
44. 공공시설, 디자인 요소, 공공장소의 활성화에 박수를 보냅니다. 또한 인류 역사의 이 어두운 시기에
대한 인식을 높여준 것에도 박수를 보냅니다. 이 공원의 목표가 인종 형평성, 평화, 화해인 반면, 이 비문의
초점은 일본 자체의 공식적 역할에 맞춰져 있음을 고려할 때 소녀상은 한국과 일본 간 더 광범위한 외교
관계뿐만 아니라 두 지역사회 간 긴장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소녀상의 비문은 최종이 아닙니다. 8 번 질문의 초안을 확인하십시오. 추가 질문은
admin@phillypeaceplaza.org 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45. 건설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27 번 질문을 참조하십시오.
46. 공공 예술 협회의 벽 없는 박물관 오디오 프로그램은 시 주변 공공 예술에 관한 역사적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휴대폰 번호 코드를 제공합니다. "소녀상"은 공공 예술 협회 프로그램의 일부입니까? 그렇다면
오디오 정보에 대한 자문 위원은 누구입니까?
20 번 질문을 참조하십시오.
47. 이 지역에 예상되는 교통 문제 및 해결책이 있습니까?
아니요. 시는 이 지역의 교통 문제를 예상하지 않습니다.
48. Shinjoo 님에게 질문: 필라델피아 시에 발송한 2021 년 1 월 27 일 자 편지에는 젊은 여성이 작성한
7 개의 중요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 설명은 이곳 필라델피아에 새겨지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청중에게 비문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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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은 아직 제작되지 않았으며 아무것도 새겨지지 않았습니다. 58 번 질문을 참조하십시오.
49. 공원을 준비한 후 평화 교육을 홍보하기 위한 소녀상 활용 계획은 무엇입니까?
소녀상 공원 건립 추진 위원회는 파트너 조직 및 이해당사자들과 협력하여 공원뿐만 아니라 Zoom
등의 가상 플랫폼, 소셜 미디어 매체에서 예방적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진행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전시 성노예 및 우리 사회의 개인 및 공동체에 전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타 성 기반
범죄 등의 주제에 관한 강의, 워크숍, 행사, 음악 콘서트, 예술 전시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향후
교육 행사의 목적은 성 기반 폭력에 대한 세대 간, 문화 간 대화를 시작 및 주최하고 전시 성노예의
역사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며 성 기반 폭력을 해결하기 위해 실행 가능한 항목에 대해 함께
생각하고 여성 소유의 지역 이민자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필라델피아의 다양한 지역사회 유산을 기념하는 예술 및 문화 프로그램과 행사를 개최할
것입니다.
50. 성 노예화 역사는 일방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측에서 다른 역사적 사실을 표현할 기회가
있습니까?
이 공원의 목적은 이러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발언한 피해자와 그들의 용기를 기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념과 의견을 표현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 타운홀과 같은 공공 영역에서 언제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51. 학교 공동체 내에서 오명과 불편한 감정을 야기하는 조각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정 민족을
언급하는 이러한 조각상은 아시아 공동체 내 분열을 조장합니다.
역사는 인류를 이해하고 과거로부터 배우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교육의 필수 부분입니다.
역사를 모호하게 하거나 검열하는 것은 이미 깊은 분열을 야기했으며 우리 프로젝트는 아시아
공동체(와 그 이상)를 더욱 가까워지게 하는 추억, 대화, 화해를 통해 기존의 오명을 벗고 이러한
분열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52. 초점이 피해자라면 일본 제국군에게 꼬리표를 붙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꼬리표를 붙이는 것은 상처를 남깁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로 꼬리표가 붙는 것은 모든 당사자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200,000 명 이상의 소녀와 여성이 수십 년 동안 피해자로 낙인찍혔으며 일본
제국군은 반인류적 범죄 가해자로 낙인찍혀, 상처가 계속되는 집단 역사의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관심을 받아 왔습니다. 역사의 다음 전달자인 우리가 실수와 그에 따른 잔혹 행위를
반복하지 않고 수십 년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피해 원인을 규명하고 그 역사 전체를
배워야 합니다.
51 번 질문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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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후원자에게 기증을 제안받는다면 2 차 세계대전의 일본인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피해자에 대한
기념비를 추가하는 것을 고려할 것입니까?
14 번 질문을 참조하십시오.
54. 미국의 7 개 주요 도시가 논란이 되고 있다는 이 조각상을 거부했습니다. 필라델피아가 이해하지 못한
것을 이들이 이해했다는 점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필라델피아 시는 이 조각상을 비극적인 역사 시대의 피해자를 기리고 잔혹 행위에 대해 대중에게
교육하기 위한 공간으로 이해합니다. 역사적, 인류적 목적을 띤 다른 필라델피아 조각상처럼, 이
소녀상은 피해자 중심이며 교육 및 추모를 위해 설계됩니다.
55. 위원회가 오랫동안 침묵한 이 중요한 역사에 대한 인식을 계속 높이기 위해 염두에 두고 있는 행사
또는 교육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일본군 성노예 문제의 피해자 역시 베트남, 콩고, 우간다 등의 성폭력
지지자들과 연대하는 입장에서 이들을 지지해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동주의는 무력 충돌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에 대한 국제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데 가치가 있었습니다. 또한 추모와 평화를 중심에 둔
보상에 대한 요구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것으로 보입니다. 방문객이 이 문제와 관련해 정의를 위한
초국가적인 운동의 이런 저런 부분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정의 및 여성의 권리의 중요성을 이해할 기회가
있습니까?
우리는 새 조직으로서 필라델피아를 넘어 이미 이러한 문제에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사람과 조직을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의와 인권을 위한 초국가적인 운동을 (복제하기보다는) 강화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며, 그들의 지도와 협력을 통해 방문객의 경험과 프로그램을 형성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대화로 2022 년 3 월 12 일, 필라델피아에 거점을 둔 아시아계 미국인 단체와 한국,

베트남, 아프로 아메리카: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한 공동 투쟁이라는 제목의 패널 토론 및 예술 문화
행사를 진행합니다.
20 번 질문을 참조하십시오.
56. 정의와 인권을 향한 국제적 연대를 촉진하기 위해 필라델피아의 예술 작품을 지역 또는 세계적으로
유사한 조각상(일본군 성 노예 문제 및 기타 인권 침해 문제를 기리는 조각상)과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고려해 본 적이 있습니까?
네. 소녀상 공원 건립 추진 위원회는 여러분의 의견을 환영합니다. admin@phillypeaceplaza.org 로
연락주십시오.
소녀상 공원 건립 추진 위원회는 회원이 미국, 한국, 일본, 독일, 호주에 거점을 둔 세계 소녀상
네트워크의 일부이며, 모범 사례를 수집하고 협업 기회를 찾기 위해 이들을 인터뷰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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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 공원 건립 추진 위원회는 물리적인 예술 작품 외에도 문학, 공연 예술, 시각 예술 분야의
다양한 예술가들과 협력하기를 염원합니다. 그 좋은 예는 소녀상 공원 건립 추진 위원회가 2021 년
제작한 시 동영상(4 번 질문에 언급)인 The World After You Spoke 입니다.
57. "소녀상"이라는 제목의 페이지 설명에서 "성노예"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적절한 용어가 아니며
대신 "위안부"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소녀상 공원 건립 추진 위원회는 피해자들의 요구대로 이들이 고통받은 강제 감금, 강간, 살인 등을
정확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위안부"는 매춘부를 뜻하는 일본어를 완곡하게 번역한 것입니다.
58 a. 발표자는 소녀상과 설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저로서는 발표가 젊은 여성의 해석인지
명판에 새겨진 설명인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다음 7 개 주요 항목 설명이 명판에 새겨집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다음 설명이 정확하지 않은 다른 버전이라면 정정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1. 대충 자른 머리는 소녀의 부모와 가정으로부터의 폭력적 혼란을 나타냅니다.
2. 꽉 쥔 주먹은 평생의 고통인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3. 어깨 위 새는 자유와 평화를 상징합니다. 이는 또한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을
연결하는 영적인 매체를 나타냅니다.
4. 할머니 그림자는 어린 소녀가 이제 나이 든 여성이 되면서 시간이 경과했음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고 그녀는 인생에서 겪어야 했던 일에 대해 일본의 사과를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5. 할머니 그림자에 비친 흰 나비는 환생과 죽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의 사과를 듣기 위해
환생하려는 바람을 나타냅니다.
6. 소녀의 발끝은 소녀의 삶이 불편함을 나타냅니다. 도망갈 수 없도록 신발을 빼앗겼습니다.
생존자들조차 전쟁 후 돌아온 고향에 정착할 수 없었습니다.
7. 빈 의자는 이미 사망한 피해자의 부재, 현재 생존자와의 동지애, 현재 생존자와의 투쟁
약속, 미래 여성과 아동의 권리를 위한 생존자와의 투쟁 약속을 의미합니다.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b 위 질문의 대답이 "아니요"라면 명판에 새겨진 설명이 "소녀상"이라는 제목의 페이지에 있는
젊은 여성의 사진 위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고 다른 내용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명판에 새겨질 제안된 비문은 8 번 질문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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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2 월 9 일 행사에서 논의하지 않은 질문에 답하기 위해 추가 타운홀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제출되었지만 2 월 9 일 타운홀 회의에서 논의하지 않은 모든 서면 질문과 2 월 11 일 기한
이전에 받은 추가 질문을 편찬하였으며 모든 답변은 이 목록에 제시합니다.
CreativePHL.org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0. 현재 나무들은 보존됩니까? 멋진 그늘을 제공하는 나무인데요. 새 나무들이 그늘을 제공하는 데
수년이 걸릴 것으로 우려됩니다.
33 번과 39 번 질문을 참조하십시오.
61. 놀이 공간은 계속 유지됩니까? 이 계획이 인근 지역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6 번과 36 번 질문을 참조하십시오.
62. 놀 수 있는 공간을 더욱 확보하기 위해 오른쪽 잔디 구역을 없앨 수 있습니까? 이 구역은 전혀 쓸모가
없어 보입니다.
26 번과 36 번 질문을 참조하십시오.
63. 공사는 언제 시작합니까?
15 번 질문을 참조하십시오.
64. 프로젝트에 자금이 전액 지원됩니까?
이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프로젝트가 필라델피아 예술 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자금 마련이 더
큰 우선순위가 될 것입니다.
65. 장소는 어떻게 결정되었습니까?
28 번 질문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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