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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야스쿠니반대독일촛불행동”을 제안하며 

 

내년 대일본제국 패망 70주년을 앞두고 동아시아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대일본제국의 영광의 부활을 꿈꾸는 정치가들과 역사수정주의의 태두를 계기로 과거 

대일본제국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경험한 동아시아 각국의 민중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독일과 비교하여 본래 충분하지 않은 일본의 과거청산은 점점 어렵게 되었다. 또한 배

외적인 민족주의가 대두하고 군비경쟁의 확대와 함께 세계 다른 지역과 같이 정치와 거대 다

국적기업의 유착에 의한 신자유주의가 빈부의 격차 확대, 빈곤의 심각화, 인간의 소외와 단절, 

민주주의의 공동화를 초래하여 군사화, 전쟁찬미, 배외주의의 바람이 강해지고 있으며, 언론

조작과 경찰국가화, 감시사회화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의 아베 신조 수상은 2013년 12월 26일 일본 군국주의의 정신적 지주

인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여 근린제국뿐만 아니라 구미로부터도 강한 비판을 받았다. 나아가 

올해 4월 21일 신전에 바치는 공물을 봉납하여 야스쿠니신사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였다. 

 

그런데 아베의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대일본제국의 식민지주의·제국주의의 과거를 정당화

하는 역사수정주의를 시사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헌법 개정을 통한 천황의 국가원수화, 시

민적 권리의 부정, ‘국방군’ 창설을 향한 체제의 전환을 기도하는 자민당 등 우익세력에게 야

스쿠니신사는 대일본제국의 영광의 기억을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앞으로 나올 전사자를 현창

하기 위해 필수적인 시설인 것이다. 

 

‘신사’라는 종교적 치장에도 불구하고 야스쿠니신사는 강제동원되어 전사한 조선·대만인을 

포함하여 천황에게 목숨을 바친 군인·군속을 ‘군신’으로 받들며, 전장에서 불퇴전의 ‘옥쇄’를 

선동하는 심리전을 위한 군사시설이었으며 위령을 위한 시설이 아니다. 그 증거로 야스쿠니

신사는 전쟁 이전에 육군성·해군성의 관할 아래에 있었으며, 그 운영은 군사예산에서 지출되

었고, 병설되어 있는 군사박물관 ‘유슈칸(遊就館)’은 과거의 침략전쟁을 ‘자존자위의 전쟁’, 

‘아시아 해방의 성전’으로 선전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과 전쟁 중의 여러 종교탄압의 역사를 기억하는 일본과 한국의 적지 

않은 시민들은 내각총리대신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로 상징되는 국가신도 복권의 움직임에 반

대하고 있다. 이는 신앙의 자유, 정교분리의 문제와 함께 일본과 아시아 평화의 문제와 관계

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1967년에 야스쿠니신사문제위원회를 설치한 일본기독교협의회

(NCCJ)는 아베 수상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관해 즉시 내각총리대신 앞으로 항의성명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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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했다. 

 

일반 대중들 가운데 배외주의자·군국주의자들은 국가권력에 의한 역사왜곡을 강하게 지지

하고 있다. 일본에 사는 민족적 소수파의 인권을 부정하는 그들은 올해 4월 20일 히틀러 탄

생일에 욱일기(旭日旗)와 함께 하켄크로이츠를 들고 ‘대동아공영권’의 실현을 추구하여 당시 

일본과 동맹을 맺은 나치 독일을 칭송하였다. 이는 작년 7월 개헌문제에 대해 ‘나치의 방식을 

배워야 한다.’고 말한 아소 부총리의 폭언에 호응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은 나치 시대에 군국주의 일본과 동맹관계를 맺었고 히틀러가 국가신도를 선망하였으

며 나치의 대표가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것뿐만이 아니다. 야스쿠니신사 경내에는 1970년 1

월, 전사한 일본군의 영예를 위해 요하네스 슈타인호프 연방군 공군 참모장이 기념식수한 참

나무가 서 있다. 이 문제에 관한 폴 셰퍼 연방의회 의원(좌익당)의 질의에 대해 연방정부는 

2010년 4월 “지난 일은 지난 일이다.”라는 안이한 답변으로 무마하였다. 그러나 야스쿠니를 

디딤돌로 하여 과거의 동맹국, 일본에서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는 나치의 복권에 대해 당연히 

독일은 무관심하게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게다가 2010년 8월에는 프랑스국민전선 등 유럽 

의 극우정당 대표가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여 이 문제는 동아시아의 지역문제로 치부될 수 

없게 되었다. 

 

1931년~1945년의 아시아태평양전쟁에서 희생된 희생자의 추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이는 

한 국가 단위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가? 추도의 대상은 군인·군속에 한정되는가? 무릇 어떻

게 하면 동아시아에서 화해를 달성하고 협력적인 미래를 전망할 수 있을까? 세계에서 진행되

고 있는 군사화에 대항하기 위해서도 폭력을 노골적으로 찬미하는 야스쿠니신사의 진실을 밝

히고 피해자 유족의 목소리를 호소하는 행동을 독일에서 전개하는 의의는 크다고 하겠다. 

 

‘독일 야스쿠니행동’에서는 유럽에서 제2차대전이 종결된 지 70주년이 되는 2015년 5월 8

일을 중심으로 그 동안 야스쿠니반대운동에 관계한 일본, 한국, 대만 등에서 모인 유족·게스

트의 증언·심포지엄, 야스쿠니문제를 다룬 영화상영회·퍼포먼스·패널 전시·촛불행진 등을 진행

할 예정이다. 그리고 그 성과를 내년 8월 일본에서 열리는 패전 70주년 기념 ‘야스쿠니반대

동아시아공동행동’으로 이어 국제적인 평화운동에 기여하고자 한다. 

 

2014년 8월 9일 

 

야스쿠니반대독일촛불행동실행위원회 

  



3 

 

야스쿠니반대독일촛불행동 전체일정표 

날짜 시간 내용 식사 숙소/비고 

5/6(수) 

1일차 

09:25-11:50 KE706 나리타-인천 
  

09:30-11:20 KE722 간사이-인천 
  

10:30-11:00 인천공항 집결(대한항공 카운터) 
  

13:05-17:40 KE905 인천-프랑크푸르트 기내식 
 

19:47-19:58 Gatel S8 S9열차 프랑크푸르트역 이동 경식 Platform Regio1 

20:13-00:31 ICE 592 프랑크푸르트-베를린 
 

Platform 9(4:44) 

5/7(목) 

2일차 
09:00-21:00 

야스쿠니반대독일촛불행동 

제1부: 영화상영 및 증언 

제2부: 심포지움 

교류회 

호텔 

Neue Gesellschaft für 

bildende Kunst 

도시락 

 
교류회 

5/8(금) 

3일차 

09:00-14:00 

노이에 바헤(신위병소),  

신티·로마 추모비, 홀로코스트 추모비, 

동성애자 추모비, 저항추모관 

호텔   

도시락 
 

11:00-12:00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관련  

독일 외무성에 의견서 전달  

독일연방공화국 외무성 

동아시아담당관 

15:00-17:00 
패전기념일 관련행사(Friedensfestival) 

1일차 참가   

17:00-19:00 일·독평화포럼, 코리아협의회 교류회 교류회 
 

19:45-22:00 
평화페스티벌/촛불행동 

야스쿠니와 아시아·태평양침략전쟁  

빌헬름황제기념교회 

Breitscheidplatz, 

Kurfürstendamm 

5/9(토) 

4일차 

09:00-14:00 

칼스호르스트·독일·러시아박물관 

장벽기념관 
호텔 

  

유대인기념관(상황에 따라 유동적) 도시락   

15:00-17:00 
패전기념일 관련행사(Friedensfestival) 

2일차 참가 

   

18:00-22:00 베를린 자유시간 각자   

5/10(일) 

5일차 

08:06-13:27 ICE279 베를린-만하임(환승) 호텔   

08:06-12:44 ICE279 베를린-프랑크푸르트공항 도시락 스가하라, 김정현 귀국 

13:35-13:48 RE16887 만하임-하이델베르크  Platform 10b(5:42) 

15:00-17:00 야스쿠니반대하이델베르크촛불행동     

18:00-20:00 교류회 교류회  

5/11(월) 

6일차 

09:00-14:00 하이델베르크 답사 호텔   

15:10-15:24 RE28286 하이델베르크-만하임(환승) 도시락 Platform 2 

15:32-16:08 ICE596 만하임-프랑크푸르트(58분)   Platform 2 

17:00-22:00 호텔 이동, 자유시간 각자  

5/12(화) 

7일차 

09:00-15:00 

프랑크푸르트 답사 

뵈르네광장 기념비, 유대인의 거리 박

물관, 안네프랑크 교육센터 

호텔  

도시락 
  

16:58-17:07 RB29262 프랑크푸르트역-공항   Platform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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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13:05 KE906 프랑크푸르트-인천    기내박 

5/13(수) 

8일차 

15:20-17:05 KE725 인천-간사이     

17:40-20:00 KE001 인천-나리타     

 

<숙소> 

 

(1) 베를린(5/6-10) 

인터시티호텔 베를린 하우프반호프(Inter City Hotel Berlin Hauptbahnhof) 

Katharina Paulus Strasse 5 Berlin, BE, 10557, Germany,  0120-288-309(통화무료)  

http://de.intercityhotel.com/Berlin/InterCityHotel-Berlin-Hauptbahnhof 

 

(2) 하이델베르크(5/10-11) 

레오나르드호텔 하이델베르크 시티센터(Leonardo Hotel Heidelberg City Center) 

 Bergheimer Strasse 63, 69115 Heidelberg, Germany 

http://www.leonardo-hotels.com/germany-hotels/heidelberg-hotels/leonardo-hotel-

heidelberg 

 

(3) 프랑크푸르트(5/11-12) 

레오나르드호텔 프랑크푸르트 시티센터(Leonardo Hotel Frankfurt City Center) 

Münchener Str. 59, 60329 Frankfrut, Germany 

http://www.leonardo-hotels.com/germany-hotels/frankfurt-hotels/leonardo-hotel-

frankfurt-city-center 

 

<김정현, 도진순 열차 시간표> 

- 김정현(5/10) ICE279 베를린 08:06-프랑크푸르트공항 12:44 

- 도진순(5/12) ICE373 베를린 11:54-프랑크프루트역 16:44 

RB29262 프랑크푸르트역 16:58(Platform 20) 전체 일행과 합류, 공항 이동 

  

http://de.intercityhotel.com/Berlin/InterCityHotel-Berlin-Hauptbahnhof
http://www.leonardo-hotels.com/germany-hotels/heidelberg-hotels/leonardo-hotel-heidelberg
http://www.leonardo-hotels.com/germany-hotels/heidelberg-hotels/leonardo-hotel-heidelberg
http://www.leonardo-hotels.com/germany-hotels/frankfurt-hotels/leonardo-hotel-frankfurt-city-center
http://www.leonardo-hotels.com/germany-hotels/frankfurt-hotels/leonardo-hotel-frankfurt-city-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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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스쿠니반대독일촛불행동-베를린> 

 

야스쿠니신사의 독일 떡갈나무 

전후 70주년 그리고 동아시아와 유럽의 과거를 덮는 긴 그림자 

靖国神社にあるドイツの樫の木 

戦後70周年 そして東アジアと欧州の過去を覆う長い影 

Die deutsche Eiche im Yasukuni-Schrein –  

70 Jahre Kriegsende und die langen Schatten der Vergangenheit  

in Ostasien und Europa 

 

때: 2015년 5월 7일, 10시~21시 

곳: Werkstatt der Kulturen, Wissmannstraße 32, 12049 Berlin 

주최: 신사회미술협회(nGbK) 

협력: 코리아협의회 

언어: 독·일·한 동시통역 

 

時間：2015年5月7日、10時から21時 

場所：Werkstatt der Kulturen, Wissmannstraße 32, 12049 Berlin 

主催者：視覚芸術のための新しい協会（nGbK） 

協力：コリア協議会 

言語：独・韓・日の同時通訳 

 

Zeit:      Donnerstag, 7. Mai 2015, von 10 - 21 Uhr 

Ort:       Werkstatt der Kulturen, Wissmannstraße 32, 12049 Berlin 

Veranstalter:  neue Gesellschaft bildende Kunst e.V. (nGbK) 

Kooperation:  KOREA-VERBAND 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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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11:50  야스쿠니의 영령들-강제징병과 강제합사 

인사: Wibke BEHRENS (nGbK)/유재현(코리아협의회)   

  다큐멘터리 영화 상영 “안녕, 사요나라” 

  (김태일, 가토 구미코 감독, 한일합작, 2005년, 110분, 영어자막) 

10:00～11:50 強制徴兵と強制合祀による靖国の英霊たち 

挨拶：Wibke BEHRENS (nGbK) / YOO Jea-Hyun (Korea-Verband) 

映画：『アンニョン・さよなら』(KATO Kumiko und KIM Tae-il, 2005年, 英語字幕） 

10:00~11:50 Uhr Die Heldenseelen im Yasukuni-Schrein –  

von der Zwangsrekrutierung zur Zwangseinschreinung 

Begrüßung: Wibke BEHRENS (nGbK) / YOO Jea-Hyun (Korea-Verband)  

Dokumentarfilm:  “Annyong Sayonara“ von KATO Kumiko und KIM Tae-il 

(Südkorea/Japan 2005, 110 Min.)  

 

11.50 – 12:00 Uhr 휴식/休憩/ Pause 

 

12:00~13:00 한국, 일본 증언자들과의 대화 

  증언: 이희자, 스가하라 류켄(각 10분), 토론 40분 

  사회: 야지마 츠카사(사진가, 저널리스트) 

12:00～13:00 韓国・日本からの証言者との対話 

            証言者：菅原龍憲、イ・ヒジャ（各自10分）、討論40分 

            モデレーション： 矢嶋 宰（フォトジャーナリスト）                  

12:00 – 13:00 Uhr Gespräch mit Zeitzeugen aus Korea und Japan 

SUGAWARA Ryûken, YI Hee-Ja (2 x je 10 Minuten) 

Diskussion (40 Minuten) 

Moderation: YAJIMA Tsukasa (Freier Journalist) 

13:00 – 14:00 Uhr 점심식사(카페테리아) /昼食(カフェテリア)/ Mittagessen (Cafe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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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4:45 예술 속의 야스쿠니신사 

  홍성담(강연 15분), 토론(30분) 

사회: 유재현(코리아협의회) 

14:00～14:45 アートの中の靖国神社 

            ホン・ソンダム(15分)、討論(30分)  

            モデレーション：ユ・チェヒュン（コリア協議会） 

14:00 – 14:45 Uhr Der Yasukuni-Schrein in der Kunst 

HONG Song-Dam (Künstler) (15 Minuten) 

Diskussion (30 Minuten) 

Moderation:  YOO Jea-Hyun (Korea-Verband)  

 

14.45 – 15.00 Uhr 휴식/休憩/Pause 

 

15:00~17:00      야스쿠니와 독일 

      발표 각 15분, 토론 15분 

      사회: Hartmut  ALBUSCHAT (Berliner Missionswerk, BMW) 

15:00~15:30      독일과 야스쿠니  - 즈시 미노루(NCCJ) 

15:30~16:00      야스쿠니와 죄의 정치 - 이재승(건국대) 

16:00~17:00      전체토론 

15:00～17:00 靖国とドイツ 

          講義各自15分、討論15分 

          モデレーション：Hartmut ALBUSCHAT (Berliner Missionswerk, BMW) 

15:00～15:30    ドイツと靖国    - 辻子実（NCCJ） 

15:30～16:00    靖国と罪の政治 - イ・ジェスン（建国大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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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17:00    全体討論 

15:00 – 17:00 Uhr Der Yasukuni und Deutschland 

(à 15 Min. Vortrag + 15 Min. Diskussion) 

Moderation: Hartmut ALBUSCHAT (Berliner Missionswerk, BMW) 

15:00 – 15:30 Uhr Deutschland und der Yasukuni-Schrein 

ZUSHI Minoru (National Christian Council in Japan, NCCJ) 

Diskussion 

15:30 – 16:00 Uhr Yasukuni und die Politik der Schuld  

Prof. YI Chae-Sun (Keon Guk University) 

Diskussion  

16:00 – 17:00 Uhr Abschlussdiskussion 

 

17:00 – 17:30 Uhr 휴식/休憩/Pause 

 

17:30~20:00 심포지엄 “야스쿠니와 독일 사이에 가로놓인 관계는?” 

 사회: Sven HANSEN(taz지) 

  기도 에이이치(오사카대) 

Tobias PFLÜGER(좌파당, 당대표대리） 

Sylvia KÖTTING-UHL(동맹90/녹색당, 일·독의원연맹회장) 

17:30～20:00 シンポジウム：靖国と欧州の間に横たわる関係とは？ 

           モデレーション：Sven HANSEN (taz紙)  

           木戸衛一（大阪大学） 

           Tobias PFLÜGER（左派党、党代表代理） 

           Sylvia KÖTTING-UHL（同盟90/緑の党、日独議員連盟会長） 

17:30 – 20:00 Uhr Podiumsdiskussion: Was hat der Yasukuni mit Europa zu tun?

   Moderation: Sven HANSEN (t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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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 KIDO Eiichi (Universität Osaka) 

Tobias PFLÜGER (DIE LINKE, Stellvertretender Parteivorsitzender) 

Sylvia KÖTTING-UHL (Bündnis 90/Die Grünen, Vorstandvorsitzende 

der Deutsch-Japanischen Parlamentariergruppe) 

 

20:00 Uhr 폐회 인사/閉会の挨拶/Schlußwort 

                 

후원:  Werkstatt der Kulturen (WdK),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국제위원회,  

일·독평화포럼 베를린(DJF), 독일동아시아미션(DOAM), 재독한인여성회 

 

支援: Werkstatt der Kulturen (WdK), Anti-Yasukuni Peace Candle Action Committee 

     独日平和フォーラムベルリン(DJF), ドイツ東アジア伝道 (DOAM) 

     在独韓人女性会 

 

Unterstützung von: Werkstatt der Kulturen (WdK)  

Anti-Yasukuni Peace Candle Action Committee 

Deutsch-Japanisches Friedensforum (DJF)  

Deutsche Ostasienmission (DOAM) 

Koreanische Frauengruppe in Deutschland 

  



10 

 

<증언> 

야스쿠니에서 내 아버지 이름을 빼라! 

 

이희자(유족,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한국위원회 공동대표) 

 

저는 시민운동가도 지식인도 아닙니다. 일본에 의해 아버지를 빼앗긴 자식으로서 아버지의 

흔적을 찾는 일은 지극히 당연한 도리를 다하는 것입니다. 제 아버지는 1921년에 농부의 아

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944년 2월 징용령에 의해 동원되어 전쟁터로 끌려가셨습니다. 

그 당시 저는 태어난 지 13개월이었습니다. 1943년 아버지의 핏줄을 유일하게 이어받은 딸입

니다. 저는 아버지의 얼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외할머니께서 들려주신 아버지 이야기를 통

해 아버지라는 존재를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워주신 것도 외할머니였

습니다. 아버지가 징병을 가면서부터 외할머니 집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외할머니의 사랑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엇보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외할머니로부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아버지를 만날 날을 기다렸던 어린 시절이 가장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상상 속에만 있는 아버지의 흔적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한 것이 지금까지 활동을 계

속하게 한 힘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활동을 시작한 지 올해로 27년째가 되었습니다. 일본은 100번 넘게 다녀왔습니다. 

아버지의 흔적을 찾다 보니 그것이 저절로 운동이 되었습니다. 길다면 긴 세월 오늘이 있기

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는 독일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도움을 주신 분들

을 생각하면 한없이 고맙고 따뜻한 정도 느낍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들은 서로 만나고 

헤어지면서 이별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준비된 이별도 있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불의의 

사고로 갑작스런 이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일본에 의해 아버지와 생이별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독일까지 오게 된 것은 저에게 주어진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며 새로운 활동의 계기가 마련되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3월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일본을 방문하여 정상회담 뒤에 가진 기자회견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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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마음 속에 꽉 찬 분노가 풀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메르켈 총리

는 “독일이 유럽 국가들과 화해할 수 있었던 것은 독일이 과거를 분명히 직시했기 때문이다.”

라며 일본이 과거사를 직시하고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하게 촉구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까

지 활동을 해 오면서 일본정부에게 독일을 배우라며 독일처럼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

하고 보상하라고 항상 독일을 예로 들어 구호처럼 외쳐왔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변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데 일본은 패전 70년이 되도록 한번도 변하지 않고 

오히려 과거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활동을 통해 아버지에 대한 다섯 건의 기록을 찾았습니다. 모두 일본이 작

성한 것입니다. 이 기록에는 아버지의 고향 주소가 그대로 적혀 있었고, 1944년 징용령에 의

해 동원되어 강화의 집을 떠나 용산역에서 출발하여 전쟁터에서 이동한 경로의 끝에는 중국 

광서성(広西省) 전현(全県) 제181병원에서 1945년 6월 11일 사망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

다. 해방이 된 지 14년 후인 1959년에 야스쿠니에 합사되었다는 사실까지 적혀 있는 너무나 

상세한 기록들이었습니다. 저는 기록들을 하나하나 찾으면서 도대체 왜 일본 정부는 제게 이

런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는지 화가 났습니다. 내 아버지를 끌고가 죽게 해 놓고 그 죽음조차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제가 기록을 직접 나서서 찾지 않았다면 아버지는 가족들도 모른 채 야스쿠니에 묻혀 

버렸을 것입니다. 저는 제가 찾은 기록을 토대로 야스쿠니에서 아버지 이름을 빼라는 소송을 

2001년부터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야스쿠니에서는 합사된 246만여 명은 하나의 신이

며 한 번 신으로 등록되면 그 누구도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

은 살아 돌아와서 현재까지 살아 계신 분도 신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야스쿠니에 일본 정치인들 특히 아베 정권이 들어서서 떼거리로 참배를 하고 일본의 

정치 1번지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일본이 전쟁을 그리워하고 있기 때

문일 것입니다. 야스쿠니의 식민지 지배가 영원하길 꿈꾸고 있는 걸까요. 야스쿠니에는 일본

에 의해 지배를 받았던 한국, 대만 출신의 군인, 군속 5만여 명이 일본식 이름으로 합사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야스쿠니의 신이 될 수 없습니다. 한 가족의 일원으로 사랑을 받던 아들이

었고 남편이었으며 아버지였을 귀중한 생명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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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스쿠니는 가해자가 희생자를 영웅으로 만들어 가해의 본질을 숨기는 곳이며, 국가에 의

한 침략신사가 종교시설로 둔갑한 모순덩어리입니다. 죽은 자를 지배하는 감옥 같은 곳이 바

로 야스쿠니입니다. 그런 감옥에서 내 아버지 이름을 빼내어 아버지를 해방시켜야 합니다. 그

런데 야스쿠니에서 내 아버지를 추모한다는 것도 구역질이 나고 246만여 명이 하나의 신이

라는 말에도 소름이 끼칩니다. 야스쿠니는 생각할수록 불쾌한 곳입니다. 그런데도 야스쿠니가 

종교시설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든 종교를 모독하고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야스쿠니는 

가족의 행복을 파괴하는 위험한 국가시설이기 때문에 저는 아시아의 평화 더 나아가 세계의 

평화를 위해 이 지구상에서 야스쿠니가 없어져야 마땅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제 마음도 지옥과 같습니다. 저도 이제는 이런 분노와 증오의 쇠

사슬에서 벗어나 평화롭게 해방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야스쿠니에서 제 아버지 이름

을 빼달라는 것입니다. 제 아버지의 이름을 뺀다고 야스쿠니가 폭탄을 맞은 것처럼 와장창 

무너지겠습니까? 아니면 지진이 난 것처럼 땅속으로 꺼지겠습니까? 제 아버지는 저의 가족에

게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야스쿠니는 더 이상 제 아버지 이름을 더럽히지 말고 가족들의 

요구대로 당장 제 아버지 이름을 빼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만이 독일이 과거를 분명히 

직시하는 것처럼 일본이 비로소 과거의 역사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 날이 올 때 비로서 저는 해방될 것이며 아버지의 이름없는 묘비에 ‘이·사·현’ 아

버지 이름 석 자를 새겨 넣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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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스쿠니반대독일행동 증언 

스가와라 류켄(菅原龍憲) 

승려, 야스쿠니합사철회소송원고단장 

 

저는 “야스쿠니합사철회소송” 원고의 한 사람입니다. 소송은 2011년11월30일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원고단은 야스쿠니에 대한 싸움을 계속하기 위하여 합사 철회(영새부에서 

이름을 지움)가 실현될 때까지 야스쿠니신사(靖國神社)에 찾아가 합사의 철회를 계속해서 

요구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나라를 위한 죽음을 ‘고귀한 죽음’이라고 하여 전사자들은 항상 국가의 가치 아래에 종속된 

상태를 강요받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은 하찮은 존재로 폄하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야스쿠니신사에 전사자의 합사 철회를 요구해 왔습니까? 

그러나 야스쿠니신사는 모두 거절해 왔습니다. 

야스쿠니신사는 합사를 철회하라는 유족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이유로 “국사(国事)로 죽은 

사람을 모시는 것이 야스쿠니신사의 교의이며, 각각의 유족에게 이해를 구하지는 않는다. 

그것이 야스쿠니신사라는 종교이다.”-야스쿠니신사 야마구치 다카시(山口崇史) 

권궁사(権宮司)-라며 어디까지나 종교상의 문제라며 강변해 왔습니다. 

그러나 전사자와 가장 가까운 유족의 의사를 무시하면서까지 합사를 계속하는 것은 이미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강제력에 의한 폭력적 행위라 불러야 마땅합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 국가가 합사자를 결정하는 등 국가가 주도하여 전사자를 야스쿠니에 

합사한 사실에 대해 오사카(大阪)고등재판소는 “합사라는 종교행위 그것을 원조, 

조장”(2010년 12월 21일 판결문)하는 것이라며 헌법에서 정한 정교분리원칙에 위반하는 

행위라고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국가의 위법행위에 의해 합사를 가능케 한 것이라면, 야스쿠니신사의 합사행위는 당연히 

위법이며 위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수상과 각료들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라는 사태를 야기한 책임의 일단은 지금도 

야스쿠니신사에 전사자가 합사되어 있는 것을 용인하고 있는 유족에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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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유족들도 천황제 군국주의 국가에 의해 강제로 황군(皇軍)병사가 되어 전장에 끌려가 

죽음에 이른 사람들을 “나라를 위해 고귀한 목숨을 바친 영령.”이라고 하는 언설을 허용해 

왔습니다. 감히 말하자면, 전사자가 생전에 황군 병사·침략군의 병사로서 저질렀을지도 

모르는 여러 행위를 일체 불문에 부쳐 왔습니다. 전사자의 죽음을 ‘영령’이라고 치켜세우는 

것은 침략전쟁 자체와 그 과정에서 저지른 황군 병사의 행위 일체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본인 유족들에게 야스쿠니와의 싸움은 면할 수 없는 일본인으로서의 죄에 대해 

책임을 지는 동시에 비참한 ‘가해자’인 전사자의 생각도 이어받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야스쿠니문제’는 이 나라와 이 나라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짊어지고 

나가야만 하는 역사적, 국가적 과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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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포지엄> 

독일과 야스쿠니신사(靖国神社) 

즈시 미노루(辻子 実) 

1. 야스쿠니신사의 신(神)들 

야스쿠니신사의 신이 되기 위한 자격은 무엇인가? 

전사(戦死), 전병사(戦病死), 아사(餓死) 등에 관계 없이 혹은 도쿄(東京)재판에서 사형이 

되었어도, 나라가 “천황의 명령으로 전쟁에 가서 사망. 또는 전쟁으로 인해 사망한 것이 

인정된다.” 는 것에 따른다.  

여기에는 천황이 일본의 최고신·아마테라스오오미카미(天照大御神)의 자손이며, 1945년 

이전에는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신(현인신·現人神)으로서의 천황의 명령은 

절대적으로 옳다고 하는 사관(史観)을 현재에도 야스쿠니신사는 이어받고 있는 것이다.  

A급 전범으로 사형이 되었어도 천황의 명령에 따라 전쟁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야스쿠니신사의 신이 될 자격이 있는 것이다.  

 

2. 야스쿠니신사의 신에 대한 이해 

그리스도교의 세계관이 아니라 그리스 신화나 발할라(Walhalla)신화에 가깝다. 

야스쿠니신사의 신들의 영령은 야스쿠니신사에 머물러 있다.  

 

3. 단어의 이해 

- 영령(英霊): 사자(死者), 특히, 전사자의 영령을 높여 일컫는 말.  

- 위령(慰霊): 죽은 사람이나 동물의 영령을 위로하는 것.  

- 진혼(鎮魂): 사람의 혼을 진정시키는 것이다. 오늘날 ‘진혼’이라는 말은 사자의 혼(령)을 

위로하는 것, 곧 ‘위령’과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인다. 그러나 원래 ‘진혼’이라는 말은 

‘(미)타마시즈메’라고 읽으며 신도에서 산 자의 혼을 육체에 자리잡게 하는 의식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 추도(追悼): 사자의 생전을 그리워하고, 슬픔에 잠기는 것. (예)국립추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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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창(顕彰): 숨겨진 선행이나 공적 등을 널리 알리는 것. 널리 세상에 알려서 표창하는 

것.  

 

4. 진령사(鎮霊社)·아베(安倍) 수상의 집착 

2013년12월26일 아베(安倍)가 헌법에 위반되는 야스쿠니 참배를 강행했는데 이번 참배의 

특징은 일부러 1965년에 야스쿠니신사 경내에 창건된 작은 사당(小祠) ‘진령사’를 참배했다는 

점이다.  

 

아베 수상은 “오늘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했습니다. 일본을 위해 귀중한 목숨을 희생시킨 

영령에 대해 존경의 뜻을 표하고 영령들이 편안히 계시라는 의미에서 두 손을 모아 

참배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야스쿠니신사의 경내에 있는 진령사도 참배를 하고 왔습니다. 

진령사는 야스쿠니신사에 모시지 않았으나 전장(戦場)에서 죽어간 모든 사람들, 일본인 

뿐만이 아니라 외국 사람들도 포함하여 모든 전장에서 죽어간 사람들을 위령하기 위한 

사당입니다. 그 진령사에 참배했습니다. 모든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 두 손을 

모아 명복을 빌고 두 번 다시 전쟁의 참화로 사람들이 고통 받지 않은 시대를 만들겠다는 

결의를 담아 부전(不戦)을 맹세했습니다.”(2013년12월26일 기자회견록)라며 진령사에 참배한 

이유를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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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베 수상이 그렇게까지 집착하는 진령사는 대체 어떤 존재인가?  

야스쿠니신사의 설명에 따르면 진령사는 ‘야스쿠니신사 본전(本殿)에 모시지 않은 분들의 

영령과 세계각국의 모든 전사자와 전쟁에서 돌아가신 분들의 영령을 모시고 

있습니다.(야스쿠니대백과)’라고 하는 사당이다.  

여기에는 일본인의 자리(신들이 머무는 방석)와 세계 각국 사람들의 자리가 있다고 한다. 

세계 각국 모든 전사자와 전쟁에서 돌아가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히틀러나 무솔리니, 

아이히만, 후세인, 빈 라덴과 같은 사람들을 여기에서 위령하고, 게다가 나치의 정책으로 

아우슈비츠등의 강제수용소에서 죽어간 유대인과 난징대학살의 희생자를 같은 방석 위에서 

멋대로 위령하고 있는 것이다.  

아베 수상은 “평화를 빌기 위한 행위이며, 주변국에 대해 충분히 취지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싶다.”고 말했기 때문에 평화를 빌기 위한 행위로서 제3 제국의 야망이 좌절된 

히틀러의 영령도 위로하고, 아시아를 침략한 군인들의 행위를 현창하고 있는 것을 

주변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에 알린다면 아베 수상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의 위헌성이 명백해질 

것이다.  

사실 일본의 실질적인 패전기념일인 2014년 8월 15일 야스쿠니신사 경내에 전쟁 시기 

독일 국방군의 군복을 입고 하켄크로이츠 깃발을 든 코스플레이어가 등장했다.  

 

그는 “나치를 위령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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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스쿠니신사는 그를 경내에서 쫓아내지 않았다.  

그런데 이희자 씨 등이 영새부(霊璽簿, 신들의 이름이 기록된 명부)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 야스쿠니신사에 갔을 때, 야스쿠니신사는 “참배라면 

허용하겠지만 요구 행동은 허용하지 않겠다.”라며 야스쿠니신사 경내에서 경찰의 힘을 

빌려서까지 쫓아낸 것이다.  

한국의 KBS TV에서 2006년8월13일 한국, 타이완, 한국 세 여성의 야스쿠니 대담을 

진행한 적이 있다. 

토론에는 일본에서 도조 히데키(東條英機)의 손녀 도조 유코(東條由布子)가 타이완에서 

입법원 의원인 치와스 아리(高金素梅)가 한국에서 이희자가 출연하였다.  

그 일부를 소개하고자 한다. 

치와스 아리: 히틀러와 유대인을 같은 장소에 모시고, 추도를 한다면 생각해 보세요! 

독일에서는 폭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도조 유코: 독일과 비교를 했는데, 독일은 자기 나라의 민족을 죽였습니다. 유대 민족을. 

자기 나라의 민족을 죽였죠. 일본의 경우는 그렇지 않죠. 일본이 대동아전쟁을 일으킨 것은 

물론 오랫동안 미국이 착착 진행한 오렌지계획에 따라 반일적인 행동을 한 결과 

ABCD라인에 둘러싸인 일본이 더 이상 나서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일으킨 전쟁이죠. 

그러니까 독일의 히틀러와 일본을 비교한다는 것은 완전한 하면 말하는 것은 정말 난센스.  

 

야스쿠니신사를 대체하는 시설로 국립추도시설 건설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는 

사람의 생명에 대한 평가를 국가에 맡기는 것이며, 그 결과 사자에 대한 정치적 이용이 

시작되는 것이므로 나는 절대로 반대한다. 

 

5. 독일과 야스쿠니신사 

‘야스쿠니’를 위기에서 구한 독일인<자료1> 

야스쿠니신사를 지킨 기독교 신부 - 우사미 히로시(宇佐美寬)(단체임원)<자료 2> 

야스쿠니신사 찬성파가 반드시 인용하는 역사적인 일로 당시 주일 로마교황청대표 

바티칸공사대리였던 브루노 비터(Bruno Bitter) 신부가 점령 통치의 최고사령관 맥아더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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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국가도 그 국가를 위해서 죽은 사람들에 대하여 경의를 표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만약 야스쿠니신사를 태워 버린다면 그 행위는 미군의 역사에 있어서 대단히 불명예스러운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역사는 그러한 행위를 이해하지 않을 것임에 틀림없다. 우리들은 

국가를 위해서 죽은 사람은 모두 야스쿠니신사에 그 영령을 모셔야만 한다.”고 강력하게 

진언했다.  

덧붙이자면 이 진언으로 야스쿠니신사를 위기에서 구한 신부는 독일인이다.  

독일에서 태어난 야스쿠니 할머니<자료3>  

또한 야스쿠니신사의 존재를 부정하는 일본인을 향해 “외국인이든 이교도든 경건한 

종교관을 가지고 있다면 이해할 수 있는 일본인의 정신적 유산을 당사자인 일본인이 가장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단히 한탄스러울 뿐.”이라며 말하는 우익적인 사람들이 예로 

드는 것이 독일인 메이 폰 하웰 씨의 증언이다. “일본 사람들은 왜 미국 사람들의 나쁜 것만 

흉내 내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큰 쓰레기통에 내다 버리면 좋은 것인데”  

독일군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1945년 이전에는 3국동맹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르지만, 1945년 이후에도 다른 나라의 부대(部隊) 참배에 비교해도 상당한 

회수에 달한다. 

특히 독일 해군이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을 때, 야스쿠니의 은행나무 묘목 세 개를 독일에 

가져가 킬 군항의 위령탑(높이85미터) 옆에 심었다. 현재 은행나무 옆에는 그 ‘유래’를 

독일어와 일본어로 새긴 동판을 끼워 넣은 비석이 세워져 있다고 한다. 독일은 이 답례로 

떡갈나무 세 그루를 일본에 선물했다.  야스쿠니신사 경내에 있는 야스쿠니회관 입구에 이 

나무들이 서 있는데, 외국에서 보내 온 나무가 심어져 해설까지 붙여진 것은 이 나무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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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야스쿠니신사와 일본의 우익 

 

야스쿠니신사는 일본의 우익에게는 성지이다.  

 

이런 우익들이 아베 내각의 각료와 기념 사진을 찍어 문제가 되었다.  

 

헤이트 스피치를 거리에서 연호하는 우익 데모 참가자 가운데에는 사진과 같은 패거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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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개최된 유럽 우익과의 국제회의에 참가한 르팽 등이 야스쿠니신사에 집단 

참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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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포지엄> 

야스쿠니와 죄의 정치 

 

이재승(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어떤 죽음을 기억하고 어떤 죽음을 배제하고, 죽음의 의미를 어떻게 이상화할 것인지는 

예로부터 정치의 본령에 속한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전사한 아테네 병사들에 대한 페리

클레스의 수사학은 감정의 위태로움 속에서 애도의 정치의 진수를 보여준다.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의 일본 사회가 그랬듯이, 2014년 4월 16일 세월

호 참사 이후 한국사회는 희생자를 어떻게 애도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신적으로 

정치적으로 심각하게 앓고 있다. 그런데 애도의 대상이 무고한 희생자가 아니라 인권과 평화

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범법자라면 우리의 도덕적 판단은 파행을 겪게 된다.  

여기서 ‘죄의 정치(politics of guilt)’를 말해야 하겠다. 죄의 정치란 전쟁범죄, 인도에 반한 

범죄 등 중대한 인권범죄에 따른 법적․역사적 책임을 이행하고 국내적 또는 국제적인 평화를 

수립하는 역동적인 정치이다. 전쟁과 국가범죄를 자행한 사회의 성원들은 심각한 죄의 얼룩

에서 벗어나기 위해 윤리적으로도 정화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정치적, 법적 책임도 이행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정치는 외부적인 강요가 아니라 사회의 내재적인 발전을 통해서 전개할 

침몰하는 세월호(201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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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뿐이다. 특히 국가범죄의 과정에 소극적으로 연루되거나 수수방관하였던 보통사람들

이 후회와 성찰에 입각하여 공동체를 재구성하려는 집단적 의향을 가질 때 죄의 정치가 작동

할 수 있다. 죄의 정치의 최종 생산물은 평화를 사랑하는 건강한 시민들이다. 

 

2. 인간은 총칼로 전쟁을 하지 않는 동안에는 기억과 관념을 가지고 전쟁을 한다. 한국에서

도 정치적 제노사이드 앞에서 기억을 둘러싼 투쟁이 벌어진다.  

예컨대, 제주4.3사건 1 의 희생자 

명단에서 남로당원을 배제해야 한

다고 우파들은 주장한다. 그런데 

한국전쟁 초기에 수만 명의 좌익 

성향의 민간인들이 예비검속이라

는 이유로 체포되어 학살되었으며, 

제주4.3사건의 관련자들도 비슷한 

운명을 맞이하였다.  

 

정부 당국은 제주도 모슬포에서 집단 학살한 시신에 대해 6년이 지나도록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접근이 허용되었을 때에는 시신들은 도저히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뒤엉켜서 결

국 유족들이 유해를 짜 맞추어 봉분을 만들었다. 유족들은 이 무덤을 ‘백조일손지지’(百祖一

孫之地: 백여 명의 조상에 대하여 그 후손들이 모두 한 사람처럼 봉사하고 기념하라는 뜻을 

                                           

1 1948년 한반도에 통일정부의 꿈이 좌절되고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을 거부한 제주도의 남로당의 청년

지도부가 봉기하여 정부에 맞섰고 약 3~8만의 민간인들이 제주도에서 학살되었다. 한국 전쟁 발발 전

에 최대 규모의 민간인학살이었다. 정부는 이들을 빨갱이로 규정하고 신원회복을 오래도록 거부하다가 

2000년 이후 진상조사 활동을 통해 정부 보고서를 발간하고 그에 기초하여 대통령이 공식 사과를 하

였고, 평화공원과 기념시설을 조성하였다. 이른바 추도시설에 남로당 관계자들의 위폐(이른바 불량위폐)

가 들어있다고 우파들이 비판하고 있다.  

 

백조일손묘역(제주도 모슬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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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닌 공동묘지)라고 부르고 공동으로 제사를 지낸다. 백조일손지지는 학살 이후 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일깨우는 판타지이다. 과제는 국가폭력과 전쟁범죄를 통해 

학살당한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그러한 학살을 저지하는 방책을 만드는 것이다.  

 

 

3. 야스쿠니신사는 본질적으로 무엇인가? 야스쿠니신사의 조선인 강제합사, A급 전범(침략

범죄자)의 합사, 일본수상의 참배 등은 분명히 야스쿠니의 문제를 증폭시켰다. 그러나 근본적

인 문제는 야스쿠니신사 자체에 있다. 야스쿠니신사는 식민주의와 침략주의의 만신전이기 때

문이다. 실제로 타이완침략(1874), 조선강제수교(1876), 오키나와 병탄(1878), 청일전쟁, 러일

전쟁, 독도병탄, 조선강제병합,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등은 제국주의 일본의 70년전

쟁 또는 대(對)아시아전쟁-‘대동아전쟁’이 아니라-이라고 불러야 한다. 물론 어느 국가나 국

민이든지 자신의 과거를 어떻게 기념할 것인지에 대해 문화적 자율성을 갖는다. 대부분의 국

가들이 전몰자를 위한 애도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야스쿠니는 그러한 시

설들과 동일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고, 적군과 아군을 동시에 기리는 일본의 문화적 전

통과도 관련이 없다. 오로지 제국주의 침략과정에서 천황제의 지지대로서 역할을 했던 것이

다. 일본정부가 70년간의 침략전쟁을 통해 자행한 범죄와 야만에 대해 주변국가에 사죄의 감

백비(제주4·3평화공원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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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갖고 진정으로 평화적인 관계를 원한다면 그러한 추도시설은 일본제국의 패망과 동시에 

일찍이 해체되었어야 했다. 제국주의 침략전쟁을 고스란히 담은 시설을 일본이 유지하는 데

에는 자민당 정부와 일본의 우익의 힘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아패권(亞覇権)을 활

용하려는 미국의 탓도 크다. 과거사에 대한 미국의 모호한 태도에 의해 동북아시아는 현재에

도 불안정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학자들은 동북아시아에서 역사경계선과 

안보경계선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표현한다.  

 

4. 형사책임과 관련해 일본과 독일을 비교해볼 수 있다. 독일에서 1945년 이후 연합국은 

나치 전쟁범죄를 강도 높게 청산하였다. 물론 나치공직자들이 군정말기에 대체로 제자리에 

돌아왔지만 독일정부는 유대인학살과 전쟁범죄에 관여한 자들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처벌하

였다. 일본에서도 1945년 이후 연합국은 많은 전범들을 처형하였다. 그러나 맥아더는 전쟁범

죄의 총책인 일본천황의 책임을 면제하였으며, 생체실험을 자행하고 생화학무기를 제조하였

던 731부대의 책임도 묻지 않았다. 연합국의 점령통치가 종결된 이후에는 일본정부가 전쟁범

죄자를 처단하는 사례는 전혀 없었다. 이 점은 독일과 일본의 역사를 전적으로 다르게 만든 

대목이다. 예컨대, 1960년대의 제2차 아우슈비츠 소송이나 2011년 뎀잔주크(Demjanjuk) 소

송은 독일 시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시민들에게도 전쟁범죄와 그 책임을 학습시킨다. 제2

차 세계대전 직후 독일 대중

들은 연합국의 점령과 처벌

을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이러한 학습과정을 통해 20

세기가 지향하는 국제인도법

의 정신을 습득하게 되었다. 

독일은 국제법을 처음에는 

한국전쟁 초기 군경에 의해 집단 살해된 유해의 발굴현장(20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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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깥에서 강요된 것으로서 수용하지만 나중에는 내면적으로 수긍하게 되었다. 반면 일본정부

와 대중에게는 이러한 자습의 시간이 없었고, 결국 제2차 세계대전까지의 일본의 행위와 책

임을 총정리하지 못했다. 여전히 '위안부'문제, 식민침략, 남경대학살 등은 일본 시민들에게는 

평화와 인권을 지향하는 훌륭한 학습기회이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 한국전쟁 중의 민간인학

살의 유족들에 대한 손해배상판결이나 재심을 통한 독재시대의 조작간첩사건에 대한 무죄판

결은 한국인들에게는 규범적 발전을 의미한다.  

 

5. 야스쿠니신사 자체는 죽은 자에 대한 사사로운 애도의 표현이라고 주장할지 모른다. 그

러나 야스쿠니는 국가를 위해 죽은 군인이나 그에 준하는 자만이 합사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사사로운 감정이 작동하는 공간이 아니다. 그 시설에 대한 참배는 자유권규약이 금지하고 있

는 전쟁선동에 해당한다(ICCPR 제20조 제1항). 야스쿠니신사는 국가시설이 아니라 종교시설

이라는 이유로 평화의 눈을 피할 수 없다. 출범부터 마지막까지 일본의 침략의 수행자들이 

합사되어 있기 때문에 동북아평화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시설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야스

쿠니 경내에 기타 희생자를 위한 시설 ‘진령사(鎮霊社)’를 지어 구색을 맞춘다고 해서 시설의 

본질이 바뀌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일본이 동북아시아에서 자행한 침략과 만행에 대해 어느 

정도로 어떠한 방식으로 책임을 인정하고 이행했는지 여부는 야스쿠니에 대한 동북아 시민들

의 태도를 결정할 것이다. 예컨대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인하고 관동대진재에

서 조선인학살이나 남경대학살에 대해 공식적 책임을 부인하고 이행하지도 않는다면 동북아 

시민들은 동북아시아에서 일본의 정치적 군사적 팽창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야스쿠니에 

합사된 전몰자들은 대개 아시아에서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70년간의 국제적인 침략전쟁의 

수행자들이다. 야스쿠니를 통해서 뭔가를 기린다는 것은 침략국가성을 찬양하는 것이고, 맹목

적인 국가주의를 찬양하는 것이다. 우리는 야스쿠니신사에서 아시아에서 가장 발전한 국가인 

일본이 안고 있는 내면의 어둠을 만난다. 물론 모두를 전쟁의 피해자라는 관점에서 모호하게 

접근하는 독일의 ‘노이에 바케(Neue Wache)’도 하나의 모델이 될 수는 있겠지만 야스쿠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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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으로 그와 같이 갱신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일본에서 합당한 죄의 정치가 발현되고 

군국주의의 국가신전 야스쿠니가 해체되었을 때에나 대안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침략주의 군대의 전몰자들을 참배의 대상으로 한 야스쿠니는 관리주체와 법적 지위를 아무리 

변경하더라도 여전히 공적이고 국가적인 성격을 띨 것이다. 본질적으로는 야스쿠니의 정신은 

침략주의이고 그에 대한 참배는 저강도의 전쟁선동이다. 야스쿠니는 침략정신의 구현이고 제

국주의의 판타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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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패전 70 주년 평화페스티벌> 

 

야스쿠니와 아시아·태평양 침략전쟁 

 

- 때: 2015 년 5 월 8 일(금), 19 시 45 분~22 시 

- 곳: 빌헬름황제기념교회(Breitscheidplatz, Kurfürstendamm) 

 

- 프로그램 

19:45  사물놀이 

- 두둘소리 

 

20:30  야스쿠니 문제와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소개  

 - 기도 에이이치 

 

20:40  패널토론  

- 한정화 나탈리, 기도 에이이치,  폴 슈나이스 

 

21:10  예술로 보는 야스쿠니문제  

– 홍성담 

 

21:30 평화를 위한 독일촛불행동 

 살풀이 

한·일참가단 대표자 평화메세지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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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나는 왜 원고로 참여했는가 

 

김민철(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나는 한국 민족문제연구소의 책임연구원이자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집행위원장

으로서 과거의 진실을 밝힘으로써 정의를 실현하고, 제국 일본에 의해 강제동원되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일을 하는 시민운동가입니다. 동시에 경희대학교 후

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로 근무하면서 학생들에게 역사와 교양을 가르치는 선생이기도 합니

다. 그런 내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일본 아베총리의 야스쿠니신사참배 위헌 소송에 참여한 

것을 두고, ‘왜 남의 일에 참견하느냐’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 질문은 매

우 상식적인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야스쿠니신사가 나와는 아무 관계없는 남의 

나라 일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설명은 내가 야스쿠니신사 소송에 

원고로 참여하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야스쿠니신사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도를 하나 별첨했습니

다. 이 지도는 일본국이 근대 국민국가 건설 이후 제국주의로 성장하여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을 식민지배하거나 점령한 세력도입니다. 제국일본의 세력 팽창과 함께 식민지와 점령지

에 신사들이 건립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들 신사는 제국주의 팽창을 이데올로기적으로 뒷받침

한 시설이며, 이 시설의 최고 위에 야스쿠니신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시아인들에

게 야스쿠니신사는 단지 일본의 특별한 종교가 아니라 2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으며, 강간과 고문, 살육, 가족 파괴,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한 침략의 상징이

었습니다. 그런데도 제국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은 이런 침략전쟁을 ‘聖戰’이니 ‘아시아 민족을 

해방시킨 전쟁’이라 거짓선전하고 자국의 200만 명이 넘는 민중들까지 희생시켰습니다. 군국

주의자들에겐 ‘성전’일지 모르나 일본의 민중과 동아시아의 민중들에겐 죽음과 공포를 상징하

는 시설일 뿐입니다. 

패전으로 제국일본의 군국주의 체제가 부정되고 해체되었으며, 이 체제를 이념적으로 떠받

들던 야스쿠니신사는 하나의 종교법인으로 변신했습니다. 그러나 어처구니없게도 현재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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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법인 야스쿠니신사는 침략을 성전으로 믿던 과거의 신념과 역사인식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

습니다. 이는 침략전쟁의 부정의에 기초하여 만든 일본 평화헌법의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

는 것이자 제국일본에 희생당한 수천만 명의 피해자들과 피해국들에겐 명백한 모욕입니다.  

미국의 정치철학자 아이리스 영(Iris M. Young)은 과거의 노예제에 대해 현재의 백인 후손

들이 어떤 책임을 져야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역사적 부정의(historical injustices)’라

는 개념을 썼습니다.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이후 여러 세대가 지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

두 사망한 경우, 후손들의 책임 상속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사용한 것입니다. 영의 개념을 빌

린다면, 야스쿠니신사는 분명 ‘역사적 부정의’의 영역에서 다루어져야 할 사안이었습니다. 그

러나 불행하게도 야스쿠니신사는 ‘역사적 부정의’가 아니라 두 가지 이유에서 ‘현재적 부정의

(current injustices)’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첫째, 지금의 야스쿠니신사는 패전 이전과 마찬가지로 일본이 일으킨 침략전쟁을 일본의 

독립을 지키고 아시아를 해방시키기 위한 전쟁이었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슈칸 전시

실15(대동아전쟁)의 ‘제2차 세계대전 후 각국의 독립’ 설명문이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만약 

이 논리대로라면, 일본의 침략전쟁에 저항한 각국의 항일운동은 독립운동을 방해한 운동이며, 

전쟁으로 죽은 동아시아 민중들은 자유를 거부하고 노예의 굴종을 선택한 바보들이 될 것입

니다. 또한 과거의 잘못을 인정한 일본국 ‘평화헌법’의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논리

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역사인식이 공공연하게 주장될 수 있으며, 또한 허용될 수 있는

지 의문입니다. 일본인들에게는 불편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런 인식을 허용하고 있는 일

본사회는 여전히 박물관 속에서나 있어야 할 낡은 주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

고 있습니다.  

둘째, 야스쿠니신사가 주변국에게 ‘제2의 가해’를 범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적 부정의’라 

규정할 수 있습니다. 1987년 독일의 저널리스트 랄프 지오르다노(Ralph Giordano)는  제2

의 죄-독일인됨의 부담 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히틀러 시대 독일인이 범한 

죄가 ‘제1의 죄’라면, ‘제2의 죄’는 1945년 이후 ‘제1의 죄’를 심리적으로 억압하고 부정한 것

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압도적 다수의 독일인이 이 ‘제2의 죄’를 저질러 왔다고 

하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서독 정치문화의 본질적 특징의 하나가 되어 왔는데, 이 

부담은 지금부터라도 떠맡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 부담은 바로 독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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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져야 할 정치적, 도덕적 부담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지오르다노의 표현을 빌어 야스쿠니신사의 역사인식이 ‘현재적 부정의’이자 범

죄행위임을 말하고자 합니다. 야스쿠니신사의 잘못된 역사인식은 ‘제1의 죄’를 심리적으로 억

압하고 부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제1의 죄’를 오히려 미화하고 정당화함으로써 피해자와 피해

국들에게 두 번 가해를 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이웃나라를 

침략하여 주민들에게 노예상태를 강요하고, 나아가 식민지와 점령지 민중들을 전쟁터로 끌고 

가 ‘성노예’와 강제노동을 강요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죽음으로 몰고 간 범죄행

위를 ‘제1의 가해’라 한다면,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미화하고 정당화하여 피해

자와 피해국을 모욕하는 행위를 ‘제2의 가해’라 부르고자 합니다. ‘제2의 가해’에는 범죄사실

의 은폐와 부정, 침략전쟁의 미화와 정당화, 식민주의의 연장인 민족․인종차별 정책, 피해자들

의 피해 구제 요구의 거부와 인격적 모독 등 여러 형태가 포함됩니다.  

야스쿠니신사가 범하고 있는 ‘제2의 가해’는 그 역사인식에서뿐만 아니라 한국인, 대만인 

유족들의 합사 철회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것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유족들에게 통지조차 하

지 않은 채 제 마음대로 합사한 것도 모자라 명부에서 이름을 빼라는 단순한 요구조차 받아

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폭력입니다. 유족의 추모권을 부정하고 있는 곳은 아마

도 야스쿠니신사가 세상에서 유일할 것입니다. 야스쿠니신사는 최소한의 상식이나 인류의 공

통적인 인식조차 허용되지 않는 기형적인 시설입니다. 도대체 무슨 권리로 유족들이 고인을 

추모할 자유마저 빼앗아갑니까. 아베 총리는 야스쿠니신사를 미국의 알링턴 묘지에 비유합니

다. 무지한 것입니까, 아니면 억지를 부리는 것입니까. 알링턴 묘지가 유족의 뜻에 반해 강제

로 매장한다는 소리를 우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들을 수가 없는 것이 그것이 상식에 해당하

는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그 상식을 일본 정부와 야스쿠니신사, 그리고 사법부가 거부하고 있

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스쿠니신사는 ‘역사적 부정의’가 아니라 ‘현재적 부정의’로서 비난받아 마땅한 시

설입니다. 그런 야스쿠니신사에 아베 총리가 공식적으로 참배했다는 것은 ‘현재적 부정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확대․강화하려는 행위로서 과거의 침략전쟁을 반성한 토대 위

에 만들어진 평화헌법 정신을 사실상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패전 69주년을 맞은 지난 8월 15

일, 아베 총리는 주변국을 의식해서 ‘내각총리대신’ 이름이 아닌 ‘자민당 총재’ 자격으로 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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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니신사에 공물료를 봉납했지만, 도쿄 부도칸에서 열린 전몰자 추도식에서는 “전몰자 여러

분의 귀한 희생 위에는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번영이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주변국에 대한 

가해 사실에 대한 반성과 不戰의 맹세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야스쿠니신사의 역사인

식과 아베의 역사인식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스쿠니신사는 물론이고 그런 야스쿠니신사에 총리 자격으로 참배한 아베는 역사

의 법정에서뿐만 아니라 현실의 법정에서도 유죄이자 부정의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국과 일본, 중국은 정치, 경제와 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활발한 교류를 

확대해왔습니다. 그러나 영토와 군사적 갈등, 그리고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전혀 약화

되지 않고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갈등의 중요한 요소가 바로 야스쿠니신사입

니다. 戰前의 이념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한 야스쿠니신사가 있는 한, 그리고 그런 신사

를 정책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한, 일본사회의 민주주의는 물론 아시아의 평화도 공염불이 될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30여년 전 조선의 갑신정변이 실패로 끝나자 후쿠자와 유기치는 ‘나쁜 친구

를 사절한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평화와 번영이 아니라 

침략과 정복, 그리고 학살과 광기 끝에 파국적 종말만 맞이했을 뿐입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야스쿠니신사는, 일본사회는 잊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일본사회

가 야스쿠니신사를 극복하지 못하는 한, 일본의 민주주의는 물론,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존도 

어려울 것입니다. 패전의 폐허 속에서 힘들게 가꾸어 온 이 평화와 연대의 손길을 일본은 뿌

리치려 하는 것입니까? 야스쿠니신사와 아베 총리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후쿠자와 유키치가 

한 말을 이제 일본이 되돌려 받는 잘못을 범하지 마십시오. 

일본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리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하

리라 믿으며, 또한 역사의 공범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4.8 金敏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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木村眞昭 기무라 신쇼 승려, 아베야스쿠니참배위헌소송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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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스쿠니반대국제공동행동 

 

야스쿠니신사의 반인권, 반평화적인 본질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 신사참배를 저지하고 무단

합사된 한국인과 대만인의 영혼을 고향으로 되돌려 보내기 위해 한국, 대만, 일본, 오키나와 

4개 지역이 함께 하는 국제연대사업이다. 이를 위해 공동동행은 일본정부와 야스쿠니신사를 

상대로 한 야스쿠니신사합사취하소송과 무단합사의 실태 조사, 도쿄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의 촛불집회를 추진하고 있다. 나아가 진상조사를 토대로 UN 인권이사회에 야스쿠니신사를 

제소하고, 국제인권단체에 야스쿠니신사의 반인권, 반평화, 반문명성을 폭로해 나갈 것이다. 

 

연혁 

 

2005.10.20 한국, 대만, 일본, 오키나와 4개 지역 대표단 대만에서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선언 

2006.5.23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한국위원회 결성대회, 남산 구 조선신궁 앞 

2006.5.25  ‘야스쿠니신사합사취하 유골반환 손해배상 등 청구사건’(군군재판) 1심 기각 

2006.6.2  ‘야스쿠니신사합사취하 유골반환 손해배상 등 청구사건’(군군재판) 항소 

2006.8.10~18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평화통신사 일본 역사기행 

2006.8.12~13  국회현장조사단 야스쿠니신사 방문, 한국인 합사 관련 질의서 전달 

2006.8.11~15  ‘2006 평화의 촛불을 어둠의 야스쿠니신사로’ 촛불행동(일본 도쿄) 

2007.2.26  야스쿠니무단합사철폐소송 제기(第二次大戰戰歿犧牲者合祀絶止等請求事件) 

2007.7.30~8.6  ‘2007 평화의 촛불을 어둠의 야스쿠니신사로’ 촛불행동(도쿄)  

2007.11.1~11.11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미국 캠페인 

2008.8 ‘2008  평화의 촛불을 어둠의 야스쿠니신사로’ 촛불행동(도쿄) 

2009.8 ‘2009  평화의 촛불을 어둠의 야스쿠니신사로’ 촛불행동(도쿄) 

2009.10.29  ‘야스쿠니신사합사취하 유골반환 손해배상 등 청구사건’(군군재판) 항소기각 

2009.11.10  ‘야스쿠니신사합사취하 유골반환 손해배상 등 청구사건’(군군재판) 상고 

2010.8 ‘2010  평화의 촛불을 어둠의 야스쿠니신사로’ 촛불행동(도쿄) 

2011.7.21  야스쿠니합사취하소송 1심 판결(원고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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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8.3  야스쿠니무단합사철폐소송 항소 

2011.8.13  ‘2011 평화의 촛불을 어둠의 야스쿠니신사로’ 촛불행동(도쿄) 

2011.11.30  ‘야스쿠니신사합사취하 유골반환 손해배상 등 청구사건’(군군재판) 상고기각 

2012.8.13 ‘2012 평화의 촛불을 어둠의 야스쿠니신사로’ 촛불행동(도쿄) 

2013.8.10  ‘2013 평화의 촛불을 어둠의 야스쿠니신사로’ 촛불행동(도쿄) 

2013.10.22  야스쿠니무단합사철폐소송 2차 제소 

2013.10.23  야스쿠니무단합사철폐소송 항소심 판결(항소기각) 

2014.4.21  아베수상 야스쿠니신사참배위헌확인등청구사건 제소(한‧일 공동 참여) 

2014.8.21  일본의 우경화와 야스쿠니 문제 대응을 위한 국제회의 개최(서울 국회도서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