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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발키리’의추모와신사참배

1944년 7월 20일, 지금의 폴란드에 위치한 늑 소굴(볼프

스산체)의 총통 본 에서 폭탄이 터졌다. 독일군 폰 슈타우

펜베르크 령은 이른바‘발키리 작전’이라고 불리는 히틀

러암살작전을실행에옮긴것이다.

폭발에도 불구하고 히틀러는 목숨을 구했다. 히틀러를 축

출하려던 슈타우펜베르크 령을 비롯해 독일 군부의 거사

는 수포로 돌아가고 결국 가담한 군인 등 수천명이 부분

재판도거치지않은채사형에처해졌다.

지난 7월 21일 베를린에서는 이들의 희생을 기리는 발키

리 거사 75주기 추모식이 열렸다. 이날 추모식에는 앙겔라

메르켈독일총리도참석해이들을추모했다. 

메르켈 총리는“우리는 극우 극단주의 등 민주주의를 파괴

하려는 모든 경향에 맞서야 할 의무가 있다”며“역사적 교훈

이 잊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범국의 총리로서

과거에 한 처절한 반성과 다시는 비극의 역사를 만들지 않

겠다는 다짐인 것이 또 다른 전범국 일본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

일본의 아베 총리와 각료들은 여전히 야스쿠니 신사를 참

배하고 있다. 야스쿠니 신사는 근 제국주의 일본의 상징으

로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을 포함해 246만 6000명의

령을 기리는 곳이다. 일본은 제국주의 침략전쟁을 부정하고

식민지배를 통해 저지른 국가범죄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

다. 오히려“천왕 폐하 만세”를 외치며 이웃 나라를 침략하

고 탄압과 약탈을 자행했던 그들의 행위는 여전히 추모의

상인 것이다. 최근까지 일본은 우리나라의 강제징용 피해자

에 한 보상을 거부하며 되레 반도체 핵심 부품의 수출 통

제 등‘경제적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메르켈 총리가 언급

한‘역사적 교훈’을 일본 정치인에게서 기 하는 것은 어려

워 보인다. 74년 전 광복절의 함성과 35년간 나라 잃은 아픔

을잊지말아야하는이유가여기에있다.

아·태자유민주연맹원탁회의참석 대한민국신가치관

정립국민운동연구회

4차워크숍

정치중립심사평가위회의

전전국국시시도도청청년년협협의의회회(회장 장기식)는 8월 11~14일 인천 옹

진군덕적도에서‘자유수호평화걷기’를개최했다.

자유수호 평화걷기

김평환 한국자유총연맹 사무

총장은8월15~18일, 만타이

페이 그랜드호텔에서 열린‘아

시아태평양자유민주연맹

(APLFD) 원탁회의’에 참석했

다. 아태지역의 자유민주주의

와 경제발전을 주제로 열린 이

번 회의에는 APLFD 20여 회원

국 표단50명이참석했다.

한국 표로 참석한 김평환

사무총장은 개회식 인사말을

통해“자총은 지난 65년 동안

자유민주주의의 확산과 평화

통일을선도하여왔다”며“앞으

로도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자

유민주주의 발전, 경제번 그

리고 평화정착에 이바지하고자

다짐한다”고말했다.

한편이번원탁회의참석자들

은‘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협

력 및 지역안보,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한 세션별 토론에 참

여하고 만 정부시설을 방문

했다.

한국자유총연맹(총재 박종

환)은 8월 6일(화) 본부 회의실

에서‘ 한민국 신가치관 정립

국민운동’연구회 4차 회의를

갖고‘국리민복’가치관 정립

교육 지침서 최종 편집 방향 등

을 논의했다. 강원택 위원장을

비롯해 연구회 위원 5명이 참

석한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각 위원들이 각자 맡은 역을

발표하며의견을나눴다. 

연구회는 현재 사회갈등의

치유와 사회통합을 달성하고

봉사를 통한 배려, 나눔, 상호

존중하는 선진시민사회로 나

아가기 위한 범국민적 가치관

정립을 위한 교육 지침서를 집

필중에있다.

한국자유총연맹은 8월 6일

본부회의실에서정치중립심사

평가위원회 회의를 갖고‘경제

침략 아베정권 규탄 회’행사

의정치중립여부를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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