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나가 지사의 매립승인취소를 지지하는 긴급성명 

 

 오나가 타케시 지사는 나카이마 히로카즈 전 지사가 한 헤노코 매립승인에 하자가 

있다고하여 어제 취소를 하였습니다. 우리 헬기기지반대협의회는 이 

매립승인취소를 전면적으로 지지하고 더욱더 지사를 뒷받침하도록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키나와방위국은 지사의 승인취소가 위법이라며 법적대항조치에 

착수했습니다. 헌법 9 조를 홀대하는 일본정부는 국제보호동물인 듀공이 서식하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헤노코･오우라완 바다를 매립하여 미해병대 출격기지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나가 지사가, 오키나와가 고립되지 않도록, 전 오키나와, 전 세계와 

연대하고 신기지건설을 저지하기 위한 연좌투쟁에로의 참가를 호소합니다. 동시에 

각기 도도부현（都道府県）, 시정촌（市町村）에서 지방자치의 존중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각 의회에 제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헬기기지반대협의회는 1997 년에 행해진 헤노코 신기지건설 여부를 묻는 

나고시민투표를 계기로 발족한 시민단체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고시민 모두가 

결정한다”를 슬로건으로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기지건설반대가 과반수를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18 년 후인 지금도 일본정부는 미국과의 합의라며 

기지건설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에서는 지상전과 패전의 혼란 속에 미국에 의해 강제접수되고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여 기지가 건설되었습니다. 전쟁 후 70 년 지난 지금도 일본 전체 

면적의 0.6%에 불과한 오키나와는 주일미군 전용시설의 74%를 부담당하여 미군에 

의한 환경파괴나 되풀이되는 사건･사고 등 많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1995 년 미군에 의한 소녀폭행사건에 오키나와현민의 분노가 폭발되어, 

기지부담의 경감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마을 한가운데 위치하고 일미 항공법 

안전기준을 위반하는 노후화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불리우는 미군 

후텐마비행장의 즉시 폐쇄 ・ 철거를 요구했지만, 일미 양 정부는 대체지가 

필요하다고 대체지를 오키나와현내 나고시 헤노코로 결정했습니다. 게다가 전례와 

달리 안전보장을 핑계로 최신예의 신기지는 모두 일본정부 돈으로 건설됩니다. 

 지난 9 월 21 일, 헤노코 신기지건설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현민 대다수가 

지지한 오나가 지사는 UN 인권이사회 연례총회에서 70 년 동안 오키나와의 

자기결정권과 인권이 소홀히 된 오키나와의 현실을 호소함과 동시에 민의를 

무시하는 일본정부를 비판하고 신기지건설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정부는 그 자리에서 “주오키나와 미군기지 면젹의 0.2%를 반환할 

준비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 경제진흥을 해왔다. 일본에 있어서 미국과의 

안전보장은 중요하고 앞으로도 충분한 설명을 계속 하겠다.” 등 말하고, 그 후 

기자회견에서 일본 미디어를 통해 “군사기지 문제는 인권이사회에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오나가 지사의 호소를 전면 부정했습니다. 

 지난 국회에서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집단적자위권을 허용하는 안보법제를 

강행채결한 것처럼 일본정부는 이대로 신기지건설을 강행할 생각입니다. 

오키나와의 기본적인권이나 자기결정권을 확보하고 일본의 민주주의를 성숙시키기 

위해서도 헤노코에 대한 기지건설을 막아야 합니다. 

 지금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가 문제화되어 있습니다. 

전오키나와 전세계 여러분, 헤노코 연좌현장에 와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기지건설을 막을 수 있습니다.  

 미국 버클리시의회, 일본 수이타시, 아마가사키시, 이와쿠라시, 무사시노시, 

하쿠바촌  각 의회는 오키나와 자치 존중을 요구하여 오키나와 사람들을 지원하고 

헤노코･오우라만의 신기지건설을 반대하는 결의를 올렸습니다. 더 많은 세계 

각지의 지방의회가 같은 결의를 올리도록 많은 시민 여러분이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방자치를 시민 손으로 되찾는 것이며 시민을 위한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방법입니다. 함께 연대합시다. 

 

       2015 년 10 월 14 일 

                          헬기기지반대협의회 (공동대표 아시토미 히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