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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한민국 국회는 지난 4월 21일과 23일 일본부총리를 포함한 일부 

각료들과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도조 히데키 등 태평양 쟁 A  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고, 일본총리가 일제의 군국주의 침략 쟁

을 부인하는 망언을 한 것에 해 도를 넘은 비이성  망동과 망언으로 

규정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일본의 일부 각료  국회의원들이 과거 한민국과 국 등 아시

아 여러 나라의 무고한 국민들에게 형언할 수 없는 처참한 고통을 가한 

일제군국주의 만행에 하여 를 깎는 철 한 반성과 진심에서 우러나

온 사죄 없이 비뚤어진 역사인식에 근거하여 몰염치한 망언과 망동을 

계속하는 것은



-2-

    미래지향 인 동북아 우호선린 계의 구축에 심 한 부정  향을 

래하고, 수없는 시간이 흘러도 씻을 수 없는 일본제국주의의 죄과와 

만행을 잊지 않고 있는 아시아 각국과 그 국민들의 강력한 항에 직면

할 것이며, 일본의 책임 있는 인사들과 양심 인 국민들이 잘못된 군국

주의 망령의 부활을 방치할 경우 일본은 향후 아시아의 책임 있는 국가

로서의 지 를 모두 상실하고 국제사회로부터 고립과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한민국 국회는 일본부총리 등 일부 각료와 다수의 일본국회의

원들이 A  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것과 일본총리

를 비롯한 일부 인사들이 과거 일제 군국주의 침략 쟁을 부인하

는 어리석은 발언을 일삼은 것에 해 이러한 비이성  망동과 망

언은 미래지향 인 한일 계의 구축과 동북아 평화정착에 심각한 

부정  향을 래하는 외교  도발 행 라는 에서 이를 강력

히 규탄한다. 

  2. 한민국 국회는 일본의 책임 있는 인사들이 일본 자신의 미래와 

아시아의 미래를 하여 더 이상 태평양 쟁의 범을 참배하는 

비이성  망동과 부정할 수 없는 과거를 부정하려는 어리석은 망

언을 지하고, 수많은 사람에게 처 한 고통을 래한 일본의 과

거에 하여 철 히 반성하고 진심에서 우러나온 사죄를 표명할 

것을 강력히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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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한민국 국회는 한민국 정부가 일본부총리 등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일본총리의 침략 쟁 부인 망언 등 군국주의 회귀 움직임

에 하여 모든 외교  수단을 동원하여 실질 이고 효과 인 강

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구한다. 

  4. 한민국 국회는 일본부총리 등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일본총리

의 망언에 하여 아시아 각국과 그 국민 그리고 국제사회가 문제

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함께 처해 나갈 것을 구한다.

제안이유

    지난 4월 21일과 23일 일본부총리를 포함한 일부 각료들과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도조 히데키 등 태평양 쟁의 A  범이 합사된 야스쿠

니신사를 참배하고, 일본총리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한 반성과 사죄

를 표명한 1995년 8월의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하지 않겠다는 등 일제의 

군국주의 침략 쟁을 부인하는 망언을 한 바,  

    이러한 일본 일부인사들의 몰역사 ․비이성  행태와 언사를 강력

히 규탄하고, 비뚤어진 과거사 인식과 진실에 한 왜곡에 근거한 이러

한 몰염치한 언행은 양국 간 우호선린 계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일 뿐

만 아니라, 아시아 각국의 평화와 번 에 심각한 장애가 됨을 엄 히 경

고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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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정부에 하여 이러한 몰염치한 망동과 망언에 하여 모든 

외교  수단을 동원하여 단호한 의지로 엄 히 처할 것을 구하고, 

아시아 각국과 국제사회에 일본 내 일부인사의 잘못된 행태에 하여 

그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엄 히 처할 것을 구하기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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