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전쟁 선포한 일본에 대한 통일의병 입장 ]
経済戦争を宣した日本に対する「統一義兵」の立場

아베정부의 도전을 넘어 새로운 한일관계 정립의 기회로 삼자!
安部政権の挑戦を乗り越え新しい韓日関係の定立の機会にしよう！
일본 아베신조 정부는 한국에 대한 36년 간의 식민통치에 대한 반성은커녕,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 경제보복과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심지어 ‘한국 기업이 북한에 생물 화학 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 제조에 쓸 수 있는
물자를 보냈다’는 가짜 뉴스를 만들어 경제보복에 대한 치졸한 명분을 만들고 있다.
日本の安倍晋三政府は韓国に対する36年間の植民統治に対する反省はおろか、韓国最
高裁の強制徴用損害賠償判決と関連し、経済報復措置を取り、経済戦争を宣した。さ
らに「韓国企業が生物・化学兵器などの大量破壊兵器に転用可能な物資を北朝鮮などに
不正輸出していた」との間違ったニュースを作り出し経済報復に対する稚拙な名分を
造っている。
아베정부는 기술적 우위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통해 대한민국으로부터 경제적
항복을 받으려는 속셈이다. 한동안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아베정부의 도전을 이겨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한동안 일본의 경제식민지로 전락할 뿐만 아
니라 과거사를 정립하는 기회마저 잃어버릴 수 있다.
安倍政府には技術優位の品目を輸出規制することで大韓民国を経済的に降伏させよう
とする下心がある。当分の間苦痛と苦労があるだろうが安倍政権の挑戦を乗り越えな
ければならない。そうでなければ大韓民国は当分のうち日本の経済植民地に転落する
だけでなく歴史を定立する機会まで失うことであろう。
아베정부의 도전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국민의 일치된 힘이 필요하다. 이념과 지역,
세대를 초월해 하나가 되어야 한다. 아베정부가 경제보복을 철회할 때까지 ‘일본제
품 불매운동’과 ‘일본여행 중지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安部政権の挑戦を乗り越えるためには国民の団結した力が必要である。理念と地域、
世代を越え一つになるべきである。安倍政府が経済報復を撤回するまで「日本製品不買
運動」や「日本旅行中止運動」を展開するべきである。
국민의 일치된 힘을 모으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초당적 대응도 어느 때보다 절실하
다. 여야를 뛰어 넘어 힘을 모아야 한다. 경제전쟁 상황에서 정치권이 적전 분열하
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제2의 친일행위와 다를 바 없다.
国民的団結のために政界の超党派的な協力が何よりも切実である。与野党を問わず力
を集めるべきである。経済戦争の状況下で政界が分裂した様子を見せるだけでその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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動は第2の親日行為にほかならな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 아베정부는 스스로 대한민국이 우방이 아님을 선언했다. 아
베정부는 오는 8월부터 안보 우방국에 규제를 완화해주는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시키겠다고 밝혔다. 우방임을 포기한 일본과 맺고 있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
정’(GSOMIA)’은 무의미하다. 정부는 지난 2016년 체결해 1년마다 갱신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해야 한다.
我々は直視すべきである。安倍政府は自ら大韓民国が日本の友邦国ではないと宣言し
た。今年8月から安全保障の友邦国に規制を緩和する「ホワイト国」から韓国を除外す
る方針を明らかにした。韓国が友邦国ではないと宣言した日本と締結している「韓日秘
密軍事情報保護協定（GSOMIA)」は無意味である。韓国政府は2016年に締結し1年ごと
に更新する「韓日秘密軍事情報保護協定」を廃棄すべきである。

우리는 아베정부의 도전을 일본과의 잘못된 한일관계를 바로 잡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일본은 동아시아 평화의 동반자, 미래의 동반자의 길을 걸어야 한다. 그 길은
아베정부가 경제보복을 거두는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일본은 동아시아의 천
덕꾸러기, 외톨이가 될 것이다. 그 책임은 아베정부에게 있다.
我々は安倍政府の挑発を間違った韓日関係を正す機会にすべきである。日本は東アジ
ア平和のパートナー、未来のパートナーの道を歩むべきである。その道は安倍政権が
経済報復を取りやめることである。そうしないと日本は東アジアの独り身になるはず
である。その責任は安部政府にある。

아베정부가 평화 대신 경제전쟁을 지속하겠다면, 남북이 합심하고, 중국‧러시아와
연대해 아베정부의 오만함과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아야 한다. 이번 기회에 일본이
아시아에서 저지른 과거사를 바로 잡고,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安部政府が平和の代わりに経済戦争を持続する計画ならば、南北朝鮮が心を合わせ、
中国とロシアと連携し安部政府の傲慢さと間違った認識を矯め直すべきである。この
機に日本がアジアで起こした過去の過ちを正し、新しい未来への機会にするべきであ
る。
통일의병도 아베정부가 경제보복을 포기할 때까지 일본제품 불매운동과 여행금지
운동에 적극 나설 것이다. 우리의 운동은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는 아베정부를 겨냥
한 것이며, 다수 일본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밝힌다. 양심과 지성을 갖
춘 일본 국민들도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한일관계를 악화시키는 아베정부의 잘못된
선택을 철회하도록 압력을 넣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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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一義兵」も安部政府が経済報復を放棄するまで「日本製品不買運動」や「日本旅行中
止運動」を積極に展開する予定である。我らのこの運動は軍国主義の復活を夢見る安部
政府を狙ったことであり、多数の日本国民を対象にすることではないのを明らかにす
る。良心的で知性的な日本国民をもアジアの平和のため日韓関係を悪化させている安
部政府が間違った選択を撤回するようプレッシャーをかけるべきである。
● 우리의 주장
我らの主張
- 우리는 한일 간 경제전쟁이 아니라 평화와 협력을 원한다.
我らは韓日間の経済戦争ではなく平和と協力を望む。
- 아베정부는 경제보복 중단하고, 평화와 미래의 동반자로 나서라.
安部政府は経済報復を中断し平和と未来へのパートナーになれ。
- 아베정부가 경제보복 중단할 때까지 사지도 가지도 말자.
安部政府が経済報復を中断するまで「買わない」、「行かない」。
- 정부는 우방임을 포기한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하라.
韓国政府は友邦国であることを放棄した日本との「韓日秘密軍事情報保護協定」を廃
棄せよ。
2019년 7월 17일
2019年 7月 17日
새로운 100년을 여는 통일의병
「新しい100年を開く統一義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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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部が経済報復を中断するまで

「買いません」、「行きません」。
我らは平和を望む
新しい100年を開く統一義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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