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스케치] 아베 정권은 과거사 인정하고, 경제침략․평화위협 중단하라!
- 경실련이 함께한 제5차 역사왜곡 경제침략 평화위협 아베 규탄 촛불문화제 

8월 15일 6시, 광화문광장에서 ‘8.15 74주년 역사왜곡 경제침략 평화위협 아베 규탄 및 정의
평화실현을 위한 범국민 촛불문화제’가 열렸다. 촛불문화제는 일본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들
에게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 일본이 경제보복 조치를 시작한 뒤인 지난달 20일부터 서
울 종로구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번 촛불문화제는 다섯 번째 행사였다. 경실
련 활동가들도 이날 행사에 참여해 마음을 보탰다. 

하나 둘 모이는 마음 

광화문에 도착했을 때, 이미 광화문 광장 북측부터 세종대왕 동상까지 시민들이 꽉 차 있었
다. 행사가 시작될 즈음 종일 퍼붓던 비가 그치고, 무지개가 우리를 반겼다. 우리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즈음에 깃발을 세우고, 참여자들을 맞이했다. 주최 측에서 나눠준 피켓과 촛불을 
하나씩 받아들었다. 피켓의 앞장에는 ‘NO 아베’라는 문구가, 그리고 뒷장에는 ‘친일적폐 청산
하자’ ‘전쟁범죄 사죄하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하라’ 등이 적혀 있었다. 우리는 피켓 
하나씩을 들고, 역사적 현장을 기념하는 사진을 한 장씩 찍었다. 

드디어 행사 시작!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과 권순영 서울겨레하나 운영위원장
의 사회와 함께 행사가 시작됐다. 록 버전으로 편곡된 아리랑 가락을 들으며, 우리는 광복74
주년을 기념했다. 그리고 ‘워킹 애프터유’의 “나는 나비”를 흥겹게 따라 부르며, 행사에 참여
한 주변 시민들과 마음을 나누었다. 



깃발을 들고 있는 정호철 간사, 방효창 교수

연대를 호소하는 발언과 우리의 화답

이날 행사에는 정미화 경실련 대표,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 박선아 경실련 시민입법위원
회 위원장, 방효창 경실련 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 최덕현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 윤순
철 경실련 사무총장, 윤철한 경실련 정책실장과 경실련 활동가들이 참여했다. 지역에서도 양
평 경실련이 참여했다. 



이후 일본에서 온 평화시민활동가들이 무대에 올라 일본 내 반 아베 평화 분위기를 소개하며 
한일 시민사회의 연대를 강조했다. 다카다 겐 한일시민연대 대표는 “헌법개악을 역사적인 임
무로 삼고 있는 아베 정권은 일본 역사상 가장 악질적이고 반동적인 정권”이라며, “전쟁을 반
대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상생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베 정권을 타도하고 일본 정치를 바꿔
야 한다”고 말했다. 다카다 대표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NO아베’라는 구호가 넘실대는 것을 
굉장히 마음 아프게 보고 있다. 일본 시민운동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기 위해 끝까지 싸우
겠다,” “한일 시민은 서로 손을 잡고 아베 타도를 위해 끝까지 싸워 나가자”고 한일 시민사회
의연대를 강조했다. 

7시,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행사 단상에 올라 “14살 때 일본인 교장 말에 
속아 배를 타고 나고야의 미쓰비시 공장에 끌려간 뒤 하루 열시간씩 쌔빠지게 일했다”며 “내
가 그랬던 것처럼 한국 사람이 약하단 소리를 듣지말고 끝까지 싸워서 아베에게 사죄 받고 자
유롭고 행복해지자”고 말했다. 할머니의 발언이 끝나고, 참가자들은 “우리가 이깁니다!” “할머
니, 건강하세요!”라고 외쳤다. 양금덕 할머니는 지난해 11월 29일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중공
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금의 한일관계와 같은 상황에서 군사정보를 나누는 경우가 세계 
어디에 있겠냐”며 “박근혜와 아베가 밀실에서 맺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하는 것은 한
반도 평화를 지키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NO 아베를 들고 있는 참여자들



한일군사정보협정 파기하라!를 들고 있는 참여자들

우리가 NO 아베를 외친 이유 
“아베 정권은 과거사 인정하고, 경제침략 평화위협 중단하라!”

날이 저물자 참가자들은 하나 둘 준비된 촛불을 밝혔다. 이어 주최측 대표들이 무대에 올라 
촛불문화제의 의미를 정의하고, 시민 동참을 호소했다. 주최측 대표자들은 “아베 정권이 역사
를 왜곡하고 경제 침탈을 자행하는 것은 평화헌법을 바꿔 군사대국화로 가기 위함이다. 따라
서 아베의 경제침탈은 단기간의 소강상태는 있겠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아베를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손에 손을 굳건히 맞잡고 함께 갈 것이다. 아베를 반대하는 
일본의 양심적인 민주시민과 함께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들에게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연장시한이 종료되는 오는 24일 
저녁 7시에 열리는 제6차 촛불문화제 참여를 호소하고, 지소미아 파기를 위한 청와대 국민청
원운동에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1802#_=_)



날이 어두워져 촛불을 켠 참여자들

양심을 깨우는 우리의 행진

저녁 8시가 다되어 행사가 끝나고, 촛불문화제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일본 대사관-종로-조선일
보사까지 1시간 정도 도심 행진을 하며 “No 아베” “아베정부 규탄한다” “친일적페 청산하자” 
“전쟁범죄 사죄하라” “시민의 힘으로 새역사를 쓰자” “조선일보 폐간하라!” 등을 외쳤다. 우
리는 행진하는 우리를 지켜보는 시민들을 향해 더욱 큰 목소리로 외쳤다. 



깃발을 든 정호철 경실련 간사와 행진하고 있는 박선아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과 자녀, 뒤따
르는 경실련 오세형 팀장과 이성윤 간사

* 서휘원 경실련 정책실 간사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