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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독도는 일본 땅 ̀초등생 교과서부터 왜곡 교육

독도 해양미생물서 항암효과 신물질 발견

사진설명 ̀‘독도리피드’̀ 분리 과정과 구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공] 

알립니다

성명서는 낭독 후 일본 대사관

영사관 2곳에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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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6일 일본 교과서 독도왜곡에 대한 성명서

2019년3월26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한국 영토인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이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면서 일본 초등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기록하고 검

정, 승인한 것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일본의 도발을 도저히 묵과 할

수 없어 대한민국 독도단체 유관단체 대표들은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한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엄연히 대한민국 영토이다.

일본은 과거에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를 침략했듯이, 또다시 학생들에게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교과서를 왜곡하면서 신대륙주의 침략도발을 하고 있다.

한민족은 지금까지 일본처럼 주변 국가를 침략하지 않고, 독도의 진정한 주권국

가로서 三·一 독립선언 정신에 입각하여 독도에 대해서 평화적으로 해결 하고

자 노력해왔다.

대한민국 국민은 애국 애족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한, 일 과거사 문제에 대

해서도 인내심을 갖고 일본의 각성을 촉구하면서 일본과 평화로운 이웃사촌이

되도록 부단히 노력해왔다.

그러므로 아베신조 내각총리대신 및 문부과학성 외무성은 초등학교 교과서 내용

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검정 통과시킨 일과,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행위에 대

하여 더 이상 억지 부리지 말고 일본의 잘못된 교과서 내용은 전부 즉각 삭제하

고 교과서는 폐기해야 한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치면, 거짓말을 진실로 알고 자라난 학생들

이 커서 진실을 깨달았을 때 일본의 어른들과 교사들을 결코 존경하지 않을 것이

고 일본사회는 거짓과 불법이 난무하는 무법천지의 사회가 될 것이다. 일본은 대

한민국 독도를 빼앗기 위해 거짓말을 진실처럼 왜곡해서 가르친 댓가로 국가가

병들고 사회가 썩어서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일본은 독도가 명명백백한 대한민국 고유영토인 것을 확실하게 인정하

고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세계 각국에 독도가 일본 것이라는 거짓홍보를 중지

하고 교과서 독도왜곡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것이 일본국가가 사는 길이고 일본 기성세대가 후손들로부터 예우 받는 길이다.

과거에 2차 세계 대전을 일으킨 대가로 수많은 일본사람들이 원자폭탄의 피해를

입고 지금도 그 후유증에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현재도 진실을 바로 가

르치지 않고 역사왜곡과 거짓독도교육으로 독도침략과 도발을 일삼는다면 일본

은 또다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어려움에 빠질 것이다.

그러므로 독도를 지키기 위해 일어난 대한민국 독도단체 대표들과 유관단체대표

들은 일본이 더 이상 대한민국 독도 침략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동북아의 이웃사

촌국가로서 힘을 모아 세계평화를 위해 함께 손잡고 나아가기를 촉구한다.

(구호제창)

一. 일본국 아베신조 내각총리대신 및 ,문부과학성, 외무성에서는 국가적 책임을

지고서 교과서를 통한 독도 왜곡, 불법침입을 즉각 중지하라!

一. 일본국 문부과학성은 독도왜곡 교과서는 검인정 허가를 취소하고 수거하여

폐기하라!

一. 일본은 전 세계에 독도가 일본 것이라는 거짓홍보를 중단하라! 

2019년 4월 17일  

독도사수연합회 회장 이 상 훈

(참여 24개 단체 가나다 순)

(사)나라사랑단체장연합회. (사)대한민국상훈회. (사)독도문화협회. 

고종황제독도칙령기념사업회. 국기사랑회. 대마도찾기운동본부. 

대한프로태권도협회. 독도사랑문학회. 독도사수대. 독도사수연합회. 

독도연합총본부. 독도의병대. 독도정책연구회. 독도지킴이그린연합. 

독도최종덕기념사업회. 독도향우회. 민족역사족보학회. 영토문화관독도. 

울릉군향우회. 코리아독도수호연합회.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부산본부. 

한국아리랑문학회. 한반도통일지도총연합부산본부. 햄독도사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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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사수연합회는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맞설 준비로 독도홍보와 유인도화 서명운동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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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사수연합회 앞장서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해 주시면 독도는 영원한 우리 땅입니다.)

⇧참여자께 인사하는 이진우회장님

⇦규탄사를 하시는 김대수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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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위원 분석…”남북 공동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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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독도 어떻게 가르치나…”우리의 신성한 령토” 독도주인이 독도를 버리고 있다

독도 서도설경 <<연합뉴스 자료사진.독도울릉경비대 제공>>

‘북한의 영토 인식’ <<논문에서 발췌>>북한 교육도서출판사 ‘지리
2’(박홍준. 2005)

북한 ‘노동신문’에 실린 독도 관련 기사 <<논문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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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동해 대신 
“Sea of Japan”

힘

ds5ean@naver.com

■후원하실분 법인통장우체국  

601229-01-002084 독도사수연합회

나라가 힘이 있고 정부가 잘 하면 국민들이 
나설 필요가 없다. 우리 모두 노력하자.

이렇게 독도 개발해서 마을만들자!

1면 성명서 발표하는 독도 이상훈 회장 사진

日 ‘독도도발’ 도쿄 전시관, 7배로 확장 이전한다
더 많은 관람객 수용해 영토 왜곡 주장 강화 의도

노골화 입력 : 2019.05.07 18: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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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재배포금지 

사진설명일본 정부가 2018년 1월 25일 도쿄 도심 히비야
(日比谷)공원 시세이(市政)회관에 내에 개관한 ‘영토·주권
전시관’의 내부 모습.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하는 데 사용해 온 고문서와 고지도 등이 선전물
들과 함께 전시 중이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도쿄=박형준 특파원 , 한기재 기자 입력 2019-05-29 03:00수정
2019-05-29 08:18

美 표기 원칙” 일본해 고수… 

한국 정부 “동해병기 입장 불변”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한기재 기자

미국대통령이 동해를 일본해라고 불렀다. 이거 동

해를 병기하는 일이 미국에서도 생기는데 보통 문제

인가? 국민들 분발해야 한다. 독도 이상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