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총리의 야스쿠니신사참배에 대한 항의성명
내각총리대신 아베 신조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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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종교법인

일본기독교개혁파교회

대표역원・대회의장(총회장) 요시다 타카시

저희 일본기독교개혁파교회는, 12월26일에 아베총리가 행한 야스쿠니신사참배에 대해서 강하
게 항의합니다. 이유는 이하의 내용과 같습니다.
1. 내각총리대신의 야스쿠니신사참배는 정당화의 논리여하와 관계없이, 이전에 일본이 침략행
위를 한 아시아 여러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짓밟고, 결과적으로 전후 일본이 쌓아 올려온
화해의 노력과 그 성과를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야스쿠니신사는 ｢대일본제국｣시대의 전사자를 제사 지내는 종교시설이며, 침략전쟁의 지도자
들을 ｢신(神)｣으로 제사 지내는 특별한 신사입니다.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동아시아
지역의 긴장관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헌법개정을 정치목표로 하는 아베총리가 굳이
이 시기에 야스쿠니신사참배를 하는 행위는, 결과로서 과거의 침략전쟁을 긍정하고, 그 역사를
미화하려 하는 국수주의적 행위로 간주되어집니다. 이 평가는 필연적으로 종군위안부 문제나 야
스쿠니신사의 A급전범합사(合祀:죽은 사람의 영혼을 한곳에 모아 제사 지내는 것)문제등과 결부
되면서 중국이나 한국과 같은 피해국인 동아시아 여러 나라들을 넘어서 미국과 영국이라는 ｢연
합국｣의 나라들에 대해서도, 일본에의 경계심을 조성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번에 아베총리 야스쿠니신사참배에 대한 비판이 중국이나 한국과 함께 영국과 미국,
그리고 러시아와 EU, ASEN, 유대인 단체등으로 부터 끓어올라서 국제적으로도 크게 넓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아베총리는 참배후의 담화(26일)에서, ｢중국과 한국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려는 의도는 전
혀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일본의 침략에 의해서 큰 피해를 받은 아시아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야스쿠니참배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서의 참배강행은 그들의 마음을
짓밟고, 화해를 파괴하는 행위인 것이 분명합니다. ｢감정을 상하게 하려는 의도는 없다｣라는 아
베총리의 담화는 도저히, 국제사회에서 이해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일본은, 아시아・태평양전쟁에서 패배한 후, 그 전쟁에서의 반성으로 일본국 헌법을 제정하고,
제9조에 의해서 전쟁을 포기하고, 가까운 여러 나라들과 화해를 지향하는 평화국가로서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아베총리에 의한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이와 같은 일본국 헌법 체제하에 축적되
어온 전후의 ｢화해의 유산｣을 파괴하고, 결과적으로 현저한 국익의 상실을 초래하는 어리석은
행위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총리가, 예전부터 국가신도의 종교시설이며, 전사자를 영령(英靈)으로서 제사 지내는 야스쿠
니신사에 참배하는 것은 정교분리라고 하는 헌법원칙을 크게 짓밟고, 국민의 신교(信敎)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야스쿠니신사는, 메이지유신 이후 전사자를 제사 지내기 위해서 설치 운영되어온 국가신도의
종교시설입니다. 이 야스쿠니신사는 현재에도 이전의 아시아 태평양전쟁을 ｢성전(聖戰)｣이라고
주장하고, 전몰자들을 영령으로 모시고 그들의 공적등을 계속해서 알리고 표창하는 특이한 종교
시설입니다.
널리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일본국 헌법에 있어서의 제20조3항(정교분리의 원칙)은, 이 전
사자들을 제사 지내는 야스쿠니신사의 국가신도라고 하는 종교가 침략전쟁에 있어서 깨달은 무
시무시한 정신적인 폭력에 대한 깊은 반성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입니다. 국민은 신도와 같은 특
정의 종교를 강요 받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신의 종교를 믿는 자유, 즉 신교(信敎)의 자유가 보
장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한 이유로 국정을 맡고 있는 자들은, 야스쿠니신사라고 하는 종교
시설에서 행해지는 특정의 종교행위에 대해서, 정교분리의 원칙을 충실히 행동해야 합니다. 그
것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반복해서 항의하는 가운데 지적해온 것과 같습니다.
아베총리는 야스쿠니신사참배의 목적을 ｢영령(英靈)에 정권1년의 행보와, 두번 다시 전쟁이라
고 하는 비참하고 끔찍한 재난에 사람들이 괴로워하지 않는 시대를 창조하려는 결의를 전하기
위해서｣(26일총리담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내각총리대신의 입장
에서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하는 행위는 필연적으로 공적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더구나 아베총
리는 지금까지 정권1년의 행보 가운데서 일련의 ｢해석개헌｣적 여러정책을 추진하고, 전쟁가능한
국가를 만들어 왔습니다. 참배목적으로서 말하는 내용이 지금까지의 일련의 강경한 정치자세와
행동과 크게 벗어나 있는 것은, 그 목적의 진정한 의미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은 아닌지라고 하는
의심의 감정을 많은 사람들에게 품게 합니다.
이상의 이유로 우리들은 아베총리가 헌법개정을 목표로 해서 정권운영을 행하고 특정비밀보
호법을 강행채결하고, 일본국헌법체제를 환골탈태하는 것에 의해서 일본국을 전쟁가능한 국가로
변모시키려고 하는 일련의 정책과 함께, 12월26일에 행하여진 야스쿠니신사참배에 대해, 강하게,
소리를 크게 내어, 항의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