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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

문 : 붙임 “결의안”과 같음

2. 제안이유
가.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일본의 ‘수출무역관리시행
령 개정안’ 시행은, 위안부 강제동원 및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부정
등 잘못된 역사에 대해 반성은 하지 않고, 대한민국에 위협과 질시
를 가하며 양국 평화번영을 위한 신의를 저버리는 처사로, 우리나라
대법원이 일본 전범 기업들에 내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
한 치졸한 보복조치임

나. 39만 광주시민을 대표하여 우리 광주시의회는 아베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함

3. 결 의 안 : ‘붙임’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
일본 아베 총리의 독단과 독선의 경제침략이 계속되고 있다. 아베정부는
지난 7월 4일 반도체ㆍ디스플레이 등의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
한 것에 이어, 8월 28일 정당한 이유 없이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 절차를
우대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시행령 개정안’을 시행
하였다.
이는 위안부 강제동원 및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부정 등 자국의 잘못된
역사에 대한 반성은커녕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에 위협과
질시를 가하며 양국 평화번영을 위한 신의를 저버리는 처사로, 우리나라
대법원이 일본 전범 기업들에 내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치
졸한 보복조치다.
첨단산업의 핵심소재 규제에 이은 경제보복 조치 결정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이라는 합의를 도출한 G20정상회의 선언과 WTO 협정
등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시장 개방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 온 국제사회의 공조를 심각하게 위협
하는 것이다.
그간 아베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과 양국 관계정상화를 추구하던
우리 정부의 제안과 노력을 거부해 왔으며, 우리 정부의 수출 통제제
도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여 국제사회에서 우리 정부를 모독하고 경제
보복 조치의 부당함을 은폐하는 만행을 일삼고 있다.
이러한 아베정부의 그릇된 역사인식에서 출발한 위선적이고 치졸한
행위는 양국의 경제산업 및 한‧일 우호관계를 근간으로 한 항구적 동
아시아 평화체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될 것임이 자명하다.

이에, 우리 광주시의회는 오늘날의 위기를 극복하여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민들과 함께 각고의 노력을 할
것을 다짐하며, 아베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촉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아베정부는 한일양국간의 신뢰와 동아시아 평화체제의
근간을 흔들고 세계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적으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과거사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에 기반을 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재정립을 위해 일본정부는 대한민국에 대한 적대적
언행을 중단하여야 한다.
하나, 우리 광주시의회 의원들은 시민들과 함께 이번 아베정부의 경제
보복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일본여행 및 일본제품의 구매를 자
제할 것을 결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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