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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의 독도 유권 주장 단 구  

한민국 독도 유권 수호 결의안 ( 안)

주   문
ꠧꠧꠧꠧꠧꠧꠧꠧꠧꠧ

    한민국 국회는 역사 ․지리 ․국제법 으로 그리고 실효 으로

도 명백하게 한민국의 고유 토인 독도를 일본 토라고 강변하는 

일본 정치인들의 반역사  망언과 시마네  의회의 “다 시마의 날” 조

례 제정 그리고 독도를 우리나라가 불법 거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왜곡 기술하고 있는 공민교과서  지리교과서 등 묵과할 수 없는 최근 

일련의 도발 인 일본국의 행 는 한민국의 토주권을 침해하는 것

으로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이러한 일본국의 도발 인 행 들은 그간 한․일 양국이 쌓아온 

정치 ․경제  선린우호 계에 회복할 수 없는 심 한 부정  향

을 래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미래지향 인 한․일 계의 구축에도 

한 장애로 작용할 것이 명백하다는 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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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민국의 고유 토인 독도에 한 일본국의 일련의 도발행 는 

국제법 질서를 명백하게 배하는 것으로 즉각 으로 시정되지 아니

할 경우 일본국은 국제사회의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 히 경

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한민국 국회는 한민국의 고유 토인 독도가 일본의 토라는 

일본 정치인들의 반역사  망언과 시마네  의회의 “다 시마의 

날” 조례 제정 그리고 독도를 한민국이 불법 거하고 있다는 등

의 내용으로 왜곡 기술하도록 교과서 검정과정에 일본정부가 개입한 

사실 등은 일본국이 과거사에 한 진정한 반성과 사과없이 제국주

의  망령에 젖어 계획 ․의도 으로 토침탈을 시도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2. 한민국 국회는 독도가 역사 ․지리 ․국제법 으로 그리고 

실효 으로도 명백하게 한민국의 고유 토라는 을 재확인하

면서, “다 시마의 날” 조례를 폐기하고, 일본국 일부 공민  지

리교과서의 왜곡된 독도 련 내용을 즉각 삭제할 것을 요구한다. 

  3. 한민국 국회는 일본국에 의한 한민국 토주권 침해행 들에 

하여 우리정부가 국가 토를 수호한다는 단호한 의지로 일 된 

원칙을 갖고 엄 하게 처할 것을 구한다. 

  4. 한민국 국회는 일본국내의 건강한 시민사회와 양심 인 지식인

들이 연 하여 일본국이 자행하고 있는 한민국의 토주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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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와 련하여 외국의 주권과 국제법 질서를 존 하는 사회  

풍토를 조성하는데 극 으로 앞장서  것을 기 한다. 

  5. 한민국 국회는 한․일 우정의 해를 통해 력  동반자 계로 

거듭나고자 하는 양국간의 계에 더 이상의 부정  향을 래

하는 행 들이 발생되지 않기를 희망하면서, 그동안 쌓아온 선린우

호 계가 지속 으로 발 될 수 있도록 한․일 양국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구한다.  

  6. 한민국 국회는 독도에 한 일본국의 주권 침해 행 에 하여 

시정을 구하는 한민국의 노력에 아시아 각국과 유엔(UN)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동참할 것을 기 한다. 

제 안경
ꠧꠧꠧꠧꠧꠧꠧꠧꠧꠧꠧꠧꠧ

가. 2005년 2월 28일 최성의원 등 33인이 제안한 「일본정부의 독

도 련 망언 규탄  한민국 독도 유권 수호 결의안」, 2005

년 3월 16일 강재섭의원 등 118인이 제안한 「일본의 독도 유

권 주장 단 구결의안」, 2005년 3월 18일 천 세의원 등 10

인이 제안한 「일본국의 독도 유권 주장 규탄결의안」, 2005년 

3월 18일 문희상의원 등 83인이 제안한 「일본국의 시마네  의

회가 제정한 독도의 날 조례폐기 등 구결의안」, 2005년 3월 

24일 신국환의원 등 22인이 제안한 「 한민국 토로서의 독도

에 한 실효  지배강화를 한 정부 구결의안」이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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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3월 2일, 2005년 3월 16일, 2005년 3월 21일, 2005년 3월 

21일, 2005년 4월 8일 우리 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각각 제253

회국회(임시회) 제4차 통일외교통상 원회(2005.4.21)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문 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체토론을 거침. 

   나. 제253회국회(임시회) 제5차 통일외교통상 원회(2005.5.3)에서 

 5건의 결의안은 각각 독도 유권과 련하여 일본국에서 제

기되고 있는 일련의 도발 인 행 들에 하여 단호하고도 엄

하게 처하기 한 것으로, 그 제안취지가 동일한  등을 감

안 5건의 결의안에 한 단일안을 마련하여 이를 원회 안으

로 제안하기로 하고, 5건의 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

기로 함.

제 안이 유
ꠧꠧꠧꠧꠧꠧꠧꠧꠧꠧꠧꠧꠧ

  

  한민국의 고유 토인 독도를 일본의 토라는 일본정치인들의 망언

과 시마네  의회의 다 시마의 날 조례 제정 그리고 독도를 우리나라가 

불법 거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왜곡되게 기술하고 있는 일부 공민교

과서  지리교과서 등 묵과할 수 없는 최근 일련의 도발 인 일본국의 행

는 한민국의 토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엄 하게 처하기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