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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스쿠니신사의한국인합사취하 일본각료등의야스쿠니

신사참배 단을 구하는 한민국국회결의안

주    문
══════

  한민국 국회는 일제 침략 쟁에 강제로 동원되어 희생된 한국인

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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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그 유족들에게는 어떠한 사실도 알리지 않은 채 침략 쟁의 주

모자  극 참가자와 함께 야스쿠니신사(靖國神社)에 합사(合祀)했

다는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련 유족들의 뜻에 따라 일본정부

가 합사 취하에 극 나설 것을 구한다.

  한민국 국회는 고이즈미 이치로( 泉純一郞) 일본 수상과 일본 

각료 등이 침략 쟁을 도발한 A  범자를 군신으로 추앙하고 있는 

야스쿠니신사(靖國神社)를 해마다 참배하고 있고 앞으로도 참배를 계

속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데 해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

을 표한다. 한민국 국회는 무라야마(村山富 ) 수상이 불행했던 과

거사에 한 사과와 반성을 표명한 이래 회복되어 나가던 한일 계가 

일본 수뇌부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로 인해 훼손되고 있고, 한일 계의 

미래를 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을 지 하며, 야스쿠니신

사 참배를 단해  것을 정 히 구한다.

  한민국 국회는 일본정부가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지속 으로 밝

온 “불행했던 과거사 청산과 미래지향  한일 계” 정신에 입각하

여, 과거 침략 쟁을 미화하는 등 일본 내에서의 역사왜곡 움직임에 

명하게 처하기를 구한다.

  한민국 국회는 한국정부가 앞장서서, 야스쿠니신사의 한국인 합사 

취하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일본 수상  각료등의 야스쿠니신사 공

식 참배가 단되도록 조치할 것을 강력히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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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

  1905년 한제국의 외교권이 박탈되고 1910년 마침내 일본이 한국

을 병합한 이후, 1919년 3.1운동 등에서 표출된 한국인의 독립의지를 

꺾기 하여 일제는 다각 인 황민화정책을 펼쳤음. 특히 황국신민의 

서사 낭독을 강요했고, 국에 신사를 건립하여 참배와 궁성요배를 강

제하 으며, 신사참배를 거부한 사람들을 투옥, 고문, 학살하는 만행을 

자행하 음.

  야스쿠니신사는 과거 일본의 침략 쟁이었던 태평양 쟁을 ‘ 동아

성 ’으로 미화하고 있으며, 침략 쟁의 주범을 ‘쇼와순난자’(昭和殉難

)로 칭하면서 군신으로 추앙하는 등 군국주의  성격을 버리지 않고 

있음.

  야스쿠니신사는 한국인 희생자 유족들의 의사조차 묻지 않은 채 무

단으로 21,181명의 한국인 패를 A  범자들과 함께 합사시켜 놓

았고, 이를 취하해 달라는 유족들의 요구를 일언지하 거 하고 있음.

  한, 고이즈미 이치로 일본 수상은 2001년 집권 이래 야스쿠니신

사를 매년 참배해 왔으며, 앞으로도 참배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하고 있음.

  이에 해 국은 3년 넘게 정상회담을 단하고, 새로 출범한 후진

타오(胡錦濤) 주석은 취임일성을 통해 고이즈미 수상의 거듭된 야스쿠

니신사 참배를 강력 비난했으며, 일본의 UN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도 

반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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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해 한국정부는 유감스럽다는 외교  수사로만 응해 왔을 

뿐, 문제의 본질에 한 인식도, 해결을 한 방책도 마련하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음.

  야스쿠니 신사의 한국인 무단합사 문제와 일본 수상의 야스쿠니 신

사 공식참배를 둘러싼 문제를 종합 으로 조망해 보고, 이의 조속한 

해결을 구하기 하여 국민의 총의를 모아 국회에 결의안을 제안하

는 바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