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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한민국 국회는 지난 7월 31일 일본 정부가 2012년도 「방 백서」에 

다시 한민국 고유의 토인 독도에 하여 자국의 유권 주장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교청서」와 일부 ㆍ고교 교과서에도 

왜곡된 독도 유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에 하여 강한 분노를 

표시하고, 한민국의 토주권을 침해하는 이 같은 도발행 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러한 일본 정부의 독도에 한 반복된 도발행 는 한ㆍ일 양국 간 

신뢰 계에 치명 인 타격이 됨은 물론 동북아  국제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할 수 있음을 엄 히 경고하고,

  독도가 역사 ㆍ지리 ㆍ국제법 으로 명백한 한민국 고유 토라

는 사실을 재천명하고, 독도 유권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해

서도 강력하고 단호하게 응해 나갈 것임을 선언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가 「방 백서」와 「외교청서」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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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독도를 일본 토로 기술한 행 는 한민국의 토주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도발행 라 할 것인바, 이에 하여 엄 히 경고하

고, 왜곡된 독도 유권 주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구한다.

  2. 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의 독도 유권 주장이 일본 정부가 과

거사에 한 진정한 사죄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

히 보여주는 것이며, 이는 한-일 양국 계에 심 한 부정  향

과 더불어서 새로운 미래지향  선린우호 계 형성에도 어려움을 

 것임을 경고한다.

  3. 한민국 국회는 독도가 역사 ㆍ지리 ㆍ국제법 으로 명백하게 

한민국 고유 토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가 

일본의 왜곡된 독도 유권 주장에 하여 략 이고 장기 인 

에서 일 된 원칙을 갖고 치 하게 응할 것을 구한다.

제안경

  2012년 8월 2일 심재권의원 등 127인이 발의한 “일본 방 백서의 독

도 유권 주장 철회 구 결의안”과 2012년 8월 17일 정문헌의원 등 1

5인이 발의한 “일본의 독도 침탈 행   역사 왜곡 단 구 결의

안” 등 2건의 결의안을 각각 제31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상통일

원회(2012. 8. 21)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문 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체토론을 거친 후,  2건의 결의안에 하여 단일안을 마련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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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2건의 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제안이유

  지난 7월 31일 일본 정부는 2012년도 「방 백서」를 발표하면서 

다시 독도에 한 유권 주장을 할 뿐만 아니라, 「외교청서」와 

일부 ㆍ고교 교과서에도 왜곡된 독도 유권 주장을 하는 등 한민

국의 토주권을 침해하는 일련의 행 들을 계속해오고 있음.

  독도는 역사 ㆍ지리 ㆍ국제법 으로 명백한 한민국 고유의 

토이므로 일본 정부의 독도 유권 주장은 한민국의 토주권을 침

해하는 한 도발행 이고, 이는 독도를 국제분쟁 지역화하여 우리

의 토를 침해하려는 과거 제국주의  야욕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것으로서 미래지향 인 한ㆍ일 계의 발 과 동북아시아 평화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인바,

  일본 정부의 왜곡된 독도 유권 주장을 강력히 규탄하고, 동 주장

을 즉각 철회할 것을 구하며, 우리 정부의 보다 치 한 응을 주문

하기 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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