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쟁 선포한 일본에 대한 통일의병 입장]
[The Position of the Righteous People for Korean Unification on Japan’s
Trade War Against South Korea]

아베정부의 도전을 넘어 새로운 한일관계 정립의 기회로 삼자!
Let’s overcome the challenges posed by the Abe administration and take this
opportunity to establish a new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일본 아베신조 정부는 36년간의 식민통치에 대한 반성은커녕, 한국 대법원의 강
제징용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 경제보복과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심지어 ‘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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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tead of expressing regrets about Japan’s 36-year colonial rule over Korea,
Japan’s Abe Shinzo administration declared a trade war in retaliation to the
South

Korean

Supreme

Court

ruling

that

ordered

Japanese

firms

to

compensate South Korean forced labor victims. In order to further justify the
trade war, it has circulated false reports that “a South Korean company sent
materials that can be used for manufactur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
such as biological and chemical weapons, to North Korea”.
아베정부는 기술적 우위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통해 대한민국으로부터 경제
적 항복을 받으려는 속셈이다. 한동안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아베정부의 도전을
이겨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한동안 일본의 경제식민지로 전락할
뿐만 아니라 과거사를 정립하는 기회마저 잃어버릴 수 있다.
The Abe administration hopes to make South Korea bend to its will by
placing restrictions on the export of chemical materials vital to South Korea’s
electronic

industry.

South

Korea

must

stand

firm

and

overcome

the

challenges posed by the Abe administration despite the hardship it will face.
Otherwise, South Korea may become subject to Japan’s economic colonization
and lose the chance to correct past history.
아베정부의 도전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국민의 일치된 힘이 필요하다. 이념과 지
역, 세대를 초월해 하나가 되어야 한다. 아베정부가 경제보복을 철회할 때까지
‘일본제품 불매운동’과 ‘일본여행 안가기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In order to overcome the current challenge, the South Korean people must
transcend differences of beliefs, regions, and generations to unite as one. We
will continue to boycott Japanese products and will not travel to Japan until

- 1 -

the Abe administration retracts its economic retaliation.
국민의 일치된 힘을 모으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초당적 대응도 어느 때보다 절실
하다. 여야를 뛰어 넘어 힘을 모아야 한다. 경제전쟁 상황에서 정치권이 적전 분
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제2의 친일행위와 다를 바 없다.
In order to unite the forces of the people, South Korean politicians need to
regard this as a non-partisan issue. Both the ruling and the opposing parties
must join forces together more than ever. Should any of the political parties
contribute to a divided front amidst economic warfare, they can only be
regarded as being on the side of the Japanese.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 아베정부는 스스로 대한민국이 우방이 아님을 선언했다.
아베정부는 오는 8월부터 안보 우방국에 규제를 완화해주는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시키겠다고 밝혔다. 우방임을 포기한 일본과 맺고 있는 ‘한일군사정
보보호협정’(GSOMIA)’은 무의미하다. 정부는 지난 2016년 체결해 1년마다 갱신
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해야 한다.
We need to face reality. The Abe administration has declared itself to be no
longer an ally of South Korea. It has announced the removal of South Korea
from its “white nations” list - ally nations to which Japan plans to loosen
trade restrictions - starting in August. Since Japan has given up being an ally
to South Korea, the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GSOMIA)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can no longer be considered
valid. The Korean government must denounce the agreement, which has been
renewed yearly since it was signed in 2016.
우리는 아베정부의 도전을 일본과의 잘못된 한일관계를 바로 잡는 기회로 삼아
야 한다. 일본은 동아시아 평화의 동반자, 미래의 동반자의 길을 걸어야 한다. 그
길은 아베정부가 경제보복을 거두는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일본은 동아시
아의 천덕꾸러기, 외톨이가 될 것이다. 그 책임은 아베정부에게 있다.
We must seize this opportunity to reestablish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Japan must become South Korea’s partner in establishing
peace and a bright future. To make this possible, the Abe administration
must retract the economic restrictions. Otherwise, Japan will ultimately be left
out in East Asia and the Abe administration will be responsible for it.
아베정부가 평화 대신 경제전쟁을 지속하겠다면, 남북이 합심하고, 중국‧러시아와
연대해 아베정부의 오만함과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아야 한다. 이번 기회에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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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시아에서 저지른 과거사를 바로 잡고,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If the Abe administration continues to choose the trade war over establishing
peace, South Korea, North Korea, China, and Russia should work together to
correct the arrogant and erroneous views of the Abe administration. Japan
should take this opportunity to sincerely apologize for the crimes it has
committed to various Asian countries in the past and begin moving towards
a new future.
통일의병도 아베정부가 경제보복을 포기할 때까지 일본제품 불매운동과 여행 안
가기 운동에 적극 나설 것이다. 우리의 운동은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는 아베정부
를 겨냥한 것이며, 다수 일본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밝힌다. 양심과
지성을 갖춘 일본 국민들도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한일관계를 악화시키는 아베
정부의 잘못된 선택을 철회하도록 압력을 넣어야 한다.
The Righteous People for Korean Unification (RPKU) will actively participate in
the campaign to boycott Japanese products and refuse to travel to Japan
until the Abe administration stops its economic retaliation against South
Korea. Our actions are targeted only at the Abe administration, which still
dreams of the revival of militarism, and are not aimed at the ordinary
citizens of Japan. To ensure peace in Asia, the Japanese people with
conscience should also pressure the Abe administration to halt the erroneous
actions that are hurting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 우리의 주장
- 우리는 한일 간 경제전쟁이 아니라 평화와 협력을 원한다.
- 아베정부는 경제보복 중단하고, 평화와 미래의 동반자로 나서라.
- 아베정부가 경제보복 중단할 때까지 사지도 가지도 말자.
- 정부는 우방임을 포기한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하라.
● Our Claims
- We want peace and cooperation, not a trade war,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 The Abe administration must stop its economic retaliation and become a
partner to South Korea in establishing peace and a bright future.
- We will not buy Japanese products or travel to Japan until the Abe
administration stops its economic retaliation.
- We ask the Korean government to denounce the General Securit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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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with Japan, which has ceased to be an ally
to South Korea
2019년 7월 17일
새로운 100년을 여는 통일의병
July 17, 2019
The Righteous People for Korean Unification for the New Century

- 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