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쯔에( 松江 )에서 시작하는 세계평화-국민연합 킥오프대회

이즈모에서 태양이 떠오르다
여성이 날개를 펼치는 지영장생의 모델을 향하여

1945년 9월 2일, 일본은 이 날로 부터 100년 전, 페리제독이 성조기를 내걸고 입항했던 동경만에서, 또다시 성조기를 걸고
입항한 미전함 미주리호 선상에서 항복 문서에 조인함에 따라, 사상 최대의 희생자를 낸 제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일본은 연합군에 의해 점령되었습니다. 한국전쟁이 진행중이던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의해 독립, 일본을 포함한
구추축국( 旧枢軸国 )을 대상으로 한 적국조항( 敵国条項 )이 포함된 유엔헌장(1945년 10월 발효) 을 받아들이고 1956년
유엔에 가맹했습니다. 그 이후 동서냉전하의 고도경제성장에 따른 번영은 있었습니다만, 21세기를 맞이한 현재 주변
국가들과의 역사문제와 세계의 격동기가 함께 얽혀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시마네현은 1966년, 현청소재지 마쯔에시에서10키로미터 권역에 원자력 발전소를 유치하였으나, 일본 최대의 원자로를
포함한 3기의 원전을 모두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회의 구조적

피폐가『재정핍박』,『중해（中海）

간척사업중지』,『오오하시강（大橋川）의 개착』,『다케시마의 날 제정』,『공공시설의 진부화 ・이용자 감소』등의 현상을 낳아,
문화 ・정치 ・경제의 활력 저하와 급속한 인구감소를 초래하며 폐색감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그리이스에서는 고이즈미야쿠모（小泉八雲）의 『열린정신Open

Mind』이 되살아나고 있으며, 니시키오리케이（錦織

圭）선수의 활약과, 니시키오리요시나리（錦織良成）감독과 EXILE TRIBE

HIRO 가 만드는 영화 다타라 사무라이（たた

ら侍）에 대한 기대도 높아져 마쯔에（松江）와 이즈모（出雲）에 주목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일본과 한반도는 핵대국인 미국・중국・러시아의 지정학적 결절점에 있습니다. 아베 내각이 내걸고 있는「적극적 평화주의」
「지역 창생」「여성의 활약」에 대한 활발한 논의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실현을
위해서는 중소 기업의 자율적 재생과 국민의 새로운 인식이 필요 불가결합니다. 당사가 시장을 창조한 고속자동문도
대기업의 참여가 늘어나 일본 뿐 아니라 전 세계에 그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 마쯔에시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컴퓨터 언어 RUBY를 활용하여 개발한 크라우드 종합 물관리 시스템「야쿠모수신( や
くも水神 )」도「차세대의 사회인프라」로서, 노무라종합연구소（野村総合研究所）가 2010년 동경국제포럼에서 2700명
앞에서 발표, 국토교통성의 성공모델로

야쿠모 수신의 원점인 치수의

선정되어 본격적인 보급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위인 스도야헤이「周藤彌兵衛翁」옹의 대형동상을

중・일전쟁의 격전지였던 산동성에서 제작, 8월1일 물의 날에 마쯔에시 야쿠모쵸의 지역민의 협력을 얻어서 건립했습니다.
그리고 카네기재단과
이전에

네덜란드의 예술가 롤레마씨의 협력으로

세계대전을 강하게 경고했던 여성

최초의 노벨평화상

소설「무기를 버려라」「하늘의 만행」으로 이미100년
수상자 베르타・본・스토너 동상 건립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정부의 기획에 의해 심포지움의 강연자이기도 한 입뿌 쯔네꼬（イップ常子）씨도 참가하는

스토너의 １인 연극

「정열에 타오르는 혼」이 동경 히로시마 쿄토 나고야에서 상연됩니다.
이 심포지움이 계기가 되어 평화에의 염원을 담은「国民国連구상」（2009년 북경, 2014년 비엔나에서 발표 ）이,
나가사키대학（長崎大学）의 핵병기

폐절연구센터의 「북동

노벨평화상수상, 이즈모대사( 出雲大社 )의 천궁（遷宮）과,
타고 이즈모에서 세계에 날개짓 하게 될

아시아

非核兵器地帯構想」, 마라라 유사프자이의

天皇家와 이즈모대사 宮司家

婚事 축하 분위기의 순풍을

것을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가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코마츠아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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