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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강제병합’  100년의 회개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에베소서4:22-23) 

 
  2010 년 올해는 대일본제국이 대한제국을 ‘강제병합’한 지 100 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고백을 존중해 온 침례교인으로서, 이 시점에서 지나온 역사를 되짚어보고, 잘못을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그와 동시에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결의를 표명합니다.  
 
 1910 년 8 월의 “한국병합”은 한반도에 대한 침략행위였고, 명백한 식민지 지배였습니다. 일본은 
‘탈아입구(脫亞入歐)’, ‘부국강병’등의 슬로건을 내걸고 힌반도를 식민지화했습니다. 당시, 우리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병합’을 축하하고 환영했습니다.  
 한국을 ‘강제병합’하고 36 년간, 일본은 한반도의 토지와 식량을 수탈하고, 민족의 언어와 이름을 
빼았고, 성(性)과 존엄 및 신앙을 박탈했으며, 생명과 문화를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이러한 침략행위를 
저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인되심과 복음의 증인된 삶을 왜곡하고, 이웃의 피와 눈물, 죽음을 
양산하는 일에 가담하고 만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의 죄와 잘못을 철저히 회개합니다.  
 
 패전후, 우리는 이렇게 회개함으로써 새롭게 출발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식민지 지배 역사를 청산하지 않은채 경제부흥을 이뤘습니다. 경제성장의 발판은 한국전쟁 
‘특수’였습니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남북분단의 빌미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냉전’체제에 
편승하여, 분단상황을 한층 악화시켰습니다. 또한 식민지 지배 결과, 일본에는 다수의 
재일한국(조선)인이 잔류했는데, 일본사회는 그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차별한채 방치하였습니다. 
우리는 ‘패전’이라는 시대의 징표를 제대로 읽지 못하여, 역사를 외면하고, 이웃의 신음소리에 귀를 
닫은 채, 자기만족적인 ‘신앙자세’를 고집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의 발자취속에서,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민주화를 향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투쟁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평화를 살아내는 신앙자세를 배웠습니다. 또한 
‘자이니치(在日)’ 그리스도인들이 주도한 ‘지문날인 거부운동’이라는 역동의 물결을 통해서, 일본사회에 
뿌리깊이 잔존해있는 차별과 배타주의의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고, 더불어 공존공영하는 사회창조를 
위한 협동의 기쁨을 깨달았습니다. 1984 년 우리는 ‘한국의 주안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라는 서신을 
한국에 전달하여 회개를 표명하고, 한국에서 온 많은 동역자와 더불어 전도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한국, 그리고 자이니치(在日)의 주안에 있는 형제,자매들과의 만남과 교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4 년 일본 침례회연맹 가맹교회 목사의 ‘쿠마모토 “동화”발언 차별사건’을 
야기하고, 아직도 발언 당사자의 진심어린 사죄없이 재일한국(조선)인들에게 차별의 아픔을 겪게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솔직히 고백할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스스로의 발자취를 회개하고, 한반도에 살고있는 주안에 있는 형제,자매, 그리고, 
‘자이니치(在日)’교회의 형제,자매들과의 교제속에서 더불어 살아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 100 년의 역사를 외면하지 않고, 미래를 위한 경험으로서 진지하게 배워나가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웃과 자기자신에 대하여,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엡4:22-23) 살아나갈 것을 결의하고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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