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루빨리 귀국을 실현하기 
위하여!

하루빨리 귀국을 실현하기 
위하여!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일본 정부 납치문제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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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메 유타카 씨

2
마쓰모토 교코 씨

4
다나카 미노루 씨

3
요코타 메구미 씨

5
다구치 야에코 씨

6
지무라 야스시 씨

지무라 후키에 씨
・

7
하스이케 가오루 씨

하스이케 유키코 씨

8
이치카와 슈이치 씨

마스모토 루미코 씨

모든 납치 피해자의 귀국을 목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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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하라 다다아키 씨

12

아리모토 게이코 씨

9
소가 히토미 씨

소가 미요시 씨

10

이시오카 도오루 씨

마쓰키 가오루 씨
■ 납치 피해자의 실종 장소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안 873명

일본 국내에서 납치된 조선적(朝鮮籍) 납치 피해자(오누이 납치용의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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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5  

1. 제1차 일조 정상회담 (2002년 9월)

2. 사실조사팀 파견 (2002년 9월~10월)

납치 문제를 둘러싼 일본과 북한의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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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납치 피해자 5명 귀국 (2002년 10월)

4. 제2차 일조 정상회담 (2004년 5월)

5. 일조 실무자협의 (2004년 8월 및 9월: 베이징, 같은 해 11 월: 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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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조 포괄병행협의 (2006년 2월 : 중국 베이징)

7. 일조 국교 정상화를 위한 작업부회 (2007년 3월: 베트남 하노이, 같은 해 9월: 몽골 울란바토르）

8. 일조실무자협의 (2008년 6월 : 중국 베이징, 같은 해 8월 : 중국 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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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일조정부간협의 (2012년 11월 : 몽골 울란바토르)

10. 일조 정부간협의 (2014년 3월 : 중국 베이징)

11. 일조 정부간협의 (2014년 5월 : 스웨덴 스톡홀름)

12. 일조 정부간협의 (2014년 7월 : 중국 베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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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일조 외교 당국 간 회담 (2014년 9월: 중국 선양)

14. 특별조사위원회와의 협의 (2014년 10월 : 평양)

15. 북한에 의한 일방적인 특별조사위원회 해체 선언 (2016년 2월)

16. 최근의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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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노력

1. 국제연합(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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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자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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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자간 협의



 31

북한에 납치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미국인에 관한 결의안

4. 양자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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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치문제 대책본부’ 설치 등

일본 국내에서의 노력

【구성원】
본부장
부본부장
본부원

정부 · 여야당 납치 문제대책기관 
연락협의회

납치 문제에 관한 전문가와의 간담회

필요에 따라 소집되는 심의의 장 납치문제대책본부 사무국

납치문제대책본부



 51

１．방침

      

２．구체적인 시책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방침 및 구체적인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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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치용의 사안과 관계된 국제수배 피의자

2. 일본 정부의 수사 및 조사

3. 납치 문제에 관한 주요 홍보 및 이해촉진 활동



 71

Access the links below to watch the video

https://www.rachi.go.jp/en/shisei/keihatsu/
            kokusaivideomessage_interen.html

https://www.youtube.com/c/rachitaichannel

国際発信ビデオメッセージ（英語版）おもて 3,750 部

Video Messages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V oices of the I nternational 
Community C alling for  the R esolution 

of the Abduction I ssue

Abductions by North Korea are serious concern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Government  of Japan  has  been making 
concerted efforts  to urge North  Korea  to return  all 
abductees to Japan immediately.

With  the support of partner  countries,  families  of 
victims  all  over the world,  and an expert  on the 
issue,  these video messages were compiled in  order 
to convey the voice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alling for the resolution of the abductions issue.

Abductions by North Korea are serious concern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Government of Japan has been making 
concerted efforts to urge North Korea to return all 
abductees to Japan immediately.

With the support of partner countries, families of 
victims all over the world, and an expert on the 
issue, these video messages were compiled in order 
to convey the voice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alling for the resolution of the abductions issue.

Headquarters for the Abduction Issue

YouTube “The Official Channel of the Headquarters
for the Abduction Issue,the Government of Japan” 

SUGA Yoshihide
Prime Minister

Minister in Charge of 
the Abduction Issue

＜CCoonnttaacctt＞ 5588 M  Miinn  
HHeeaaddqquuaarrtteerrss f  foorr t  thhee A  Abbdduuccttiioonn I  I ssssuuee
GGoovveerrnnmmeenntt o  off J  J aappaann
HP : https://www.rachi.go.jp
Tel : +81-3-3581-8898 
e-mail : g.rachi@cas.go.jp

＜Contact＞ 58 Min 
Headquarters for  the Abduction I ssue
Government of J apan
HP : https://www.rachi.go.jp
Tel : +81-3-3581-8898 
e-mail : g.rachi@cas.go.jp

Messages from 
the Government of Japan

Message from the Expert
on North Korea 

1 2

3

4

5
Family of the Missing Persons 
Probably Related to the DPRK

and

KATO Katsunobu
Chief Cabinet Secretary

Messages from the Families 
of Japanese Victims

Messages from 
the Partner Countries

YOKOTA Takuya
Secretary-General of the 
Association of Families of 
Victims Kidnappaed 
by North Korea (AFVKNK)
Brother of YOKOTA Megumi

YOKOTA Tetsuya
Vice Secretary-General of the 
AFVKNK
Brother of YOKOTA Megumi

                

 Families of Abductees

IMAI Hideki
President of the Family 
Association of the Missing 
Persons Probably Related to 
the DPRK
Brother of IMAI Yutaka 

Messages from the Families 
of ForeignVictims

Greg Scarlatoiu

Brother of 
David Sneddon

Banjong Panchoi
Nephew of 
Anocha Panchoi

James Sneddon

Executive Director of the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October, 2020

David Stilwell
Assistant Secretary for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U.S. Department 
of State

Richard Court
Ambassador Extraordinary 
and Plenipotentiary of 
Australia to Japan

Patricia Flor
Ambassador Extraordinary 
and Plenipotentiary of the 
European Union to Japan

IIZUKA Koichiro
Vice Secretary-General of the 
AFVKNK
Son of TAGUCHI Yaeko

MATSUKI Nobuhiro
Member of the AFVKNK
Brother of MATSUKI Kaoru

国際発信ビデオメッセージ（英語版）うら 3,750 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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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북조치



 91

납치된 13 세 소녀 요코타 메구미 씨

■  지 금 으 로 부 터 40 여 년 전 인 1977 년 11 월 15 일 , 
일본해에 면한 니가타의 한 마을에서 소녀가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

메구미 씨가 돌아오지 않는다 !!

그날 밤 , 메구미 씨는 ──

밝고 활발한 메구미 씨

가족들에게 찾아든 슬픈 나날들

■그리고 20 년 후 , 1997 년 1 월 21 일 ──

메구미 씨가 살아 있다 !

일조 정상회담

납득할 수 없는 북한의 설명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 너를 되찾을 때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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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 문제 Q&A

Q1 납치 문제란 무엇입니까 ?

A1

Q2 북한은 왜 일본인을 납치했습니까 ?

A2

Q3 ?까니입말짓거 은장주 이 .다니합장주 고 ’다었되결해 미이‘ 가제문 치납 은한북

A3

Q5 북한은 납치를 인정했는데 왜 아직 귀국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

A5

Q4 일본인 납치 피해자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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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어떻게 되면 납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

A6

Q7 납치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일본 정부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

A7

Q9 납치 문제를 국제사회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

A9

Q10 납치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일본 국민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

A10

Q8 일본 정부는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을 상대로 어떤 협상 방침으로 임하고 있습니까 ?

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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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 문제의 경위



 32



마쓰노 히로카즈
2021년11월

◆ 홈페이지         https://www.rachi.go.jp/kr/
◆ YouTube 납치문제대책본부 공식 동영상 채널
        https://www.youtube.com/c/rachitaichannel

검색납치문제

〉〉〉

〉〉〉

◆납치 관련 정보 제공용 이메일 주소 info@rachi.go.jp
◆문의 및 자료 청구용 이메일 주소 g.rachi@cas.go.jp
◆FAX 　 +81-3-3581-6011

〉〉〉

〉〉〉

〉〉〉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협력이 꼭 필요합니다.
납치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계신 분이나 문의 또는 자료를 청구하실 분들은
납치문제대책본부 사무국으로 이메일 또는 FAX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외무성내각관방 납치문제대책본부 사무국
문의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