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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thesis is to discuss Japan's recent antiKorean movement led by
group, claims that there exist ‘special privileges for Koreans in Japan,

Zaitokukai and to discuss its impacts on Koreans in Japan. Zaitokukai, a growing chauvi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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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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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특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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