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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에 관한 기본문제

바실 페르난도
아시아인권위원회 위원장

봉건시대, 식민지시대, 군사정권시대를 거치면서, 과거 한국 역사에 등장하는 지배체
제는 대중적인 열망을 억눌러왔다. 비록 억압의 정도가 나라마다 다르지만, 억압적인
체제를 경험했다는 점에서 한국은 아시아의 다른 나라와 공통점을 많이 갖고 있다. 그
렇지만 한국은 아시아의 국가 중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성공적인 투쟁을 이룬
점에서 유일하다.
한국인들은 들은 것을 크게 말하고, 지키는 것을 배웠다. 그들은 말할 것이 많은데
그것은 바로 아시아 다른 지역의 민중들이 배울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다른 나라
에 말하기위해서, 아시아의 다른 곳에서 민중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깊이를 한국
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시아는 무시무시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다. 이것
들은 매우 커다란 위험이다. 만약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무엇인가가 만들
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곧 1970년대에 캄보디아에서 일어났던 것과 같은 심각한 재
난을 맞을 것이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다. 민중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위험의 크기
와 형태에 관해서 표현할 말이 사실 부족할 뿐이다.
오늘, 나는 아시아 지역의 인권 상황과 한국과의 관련성을 말하려한다. 다음의 것들
을 생각해 봐라. 네팔은 유례없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버마에서는 어려운 상황이 계
속되고 있다. 캄보디아는 약 30년 전에 일어났던 파괴로부터 극복되지 않았고 인권이
불확실한 상태에 있다. 스리랑카와 방글라데시를 포함한 다른 나라들은 법질서가 무너
짐으로써 좌절, 퇴행을 경험하고 있다. 지역의 많은 나라에서 고문은 뿌리 깊고, 많이
사용되고 있다. 다른 나라들은 개혁을 위한 어렵고 불확실한 과정 상에 있다.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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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점점 주고 있다.
이러한 모든 이슈에 아시아 인권위원회(AHRC)는 상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매
우 익숙하다. 그래서 나는 순서대로 각각을 이야기하겠다. 우선 북한이 아시아에서 가
장 극단적으로 열악한 인권상황에 있다는 것을 언급하는 것으로 시작하려 한다. 그러
나 여기에 있는 한국인들이 거기에 대한 상황을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북
한에 대한 논의는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남겨두겠다. 그래서 나는 아시아
의 다른 나라에 관해서 집중을 하려 한다.

네팔에 대해서 나는 조금 자세하게 말하고 싶다. 이번 주에 1,000명 이상의 변호사
가 2월에 집권한 왕의 일인 지배의 종식을 요구하면서 거리로 나왔다. 그만한 수의 변
호사들이 시위하는 것을 보는 것은 놀라운 것이다. 그렇지만 네팔에서 정부와 사법부
의 시스템이 이미 무너졌다. 그래서 아마도 변호사들은 그들에게 거리 외에는 그들에
게 남겨진 곳이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 확실하게 그들은 법정에서 아무 것도 할 수 없
다. 법정은 군부에 의해서 무력화되었다. 사실, 사법부는 너무나 부패되어서 네팔의 대
법원장이 독재권력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도록 강요되었을 정도이다. 그래서 민주주의
는 실패했다.
네팔에서의 지난 2월 왕이 권력을 장악한 이후에 가공할 만한 억압이 이어지고 있
다. 불량배들을 이용해서 방화, 약탈과 살인이 일어나고 있다. 지도적인 반체제인사가
구속되었는데 국내와 해외에서의 심각한 압력이 있자 일부를 최근에야 석방시켰다. 대
부분 출판물은 철저한 검열제도의 통제하에 있다. 체제에 대한 모든 반대자 또는 일부
반대자들에 대한 감시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최근 몇 주에는 군인과 경찰이
인권조직과 다른 조직을 방문하여 정부에 반대하는 정보의 출처와 캠페인에 관한 세
부사항을 수색했다.
왕은 또 최근에 네팔의 국가인권위원회를 해산시켰다. 이것은 네팔의 인권상황을 모
니터하는 유일한 국가기관이었다. 인권위원회는 최근에 1,000명 이상의 실종자를 입증
했다. 실제의 숫자는 그 이상이다. 위원회는 무고한 시민에 대한 고문이 일반적이라는
것을 인정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왕에 의해서 임명된 사람들에 의해서 새롭게 구성되
었다. 실제적으로는 위원들은 검증과 균형을 통하여 의회과정을 통하여 임명되어야 했
다. 왕은 이러한 조건을 무시했다. 새로운 위원회는 그의 통제하에 놓일 것이다. 그리
고 이것은 군부의 통제하에 있다는 것을 역시 의미한다. 인권위원회에 신청되는 이의
서들은 직접적으로 군부의 관리에게 전달될 것이다. 희생자와 그들의 변호사들의 생명
은 위험에 빠질 것이다. 인권조직들은 매우 심각한 위험에 빠질 것이다. 초기에 접수
된 이의서의 기록들은 역시 군부로 보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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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은 증가하는 마오주의자들의 봉기를 처리할 힘을 가진 듯한 인상을 주었다; 그렇
지만 정치적인 해결에 대한 어떤 계획도 나오지 않았다. 사실, 왕이 권력을 장악한 것
은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지도자나 정당 아무도 협상에 대한 역할
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적인 과정을 통한 해결의 가능성이 지금은 없다. 협
상의 당사자인 둘은 한쪽은 절대 권력인 왕이고 다른 한 쪽은 60%가 넘는 국토의 권
력을 대표하는 마오주의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협상결과에 대한
가능성은 없다.
권력 인수 이후에, 왕은 90일 안에 정부내각을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네팔
에 민주적인 과정을 재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약속은 유엔기구뿐만 아니라 인도와
미국을 포함한 외부의 관련국가와도 맺어졌다. 그렇지만 이러한 약속이 실현될 것인지
에 대한 증거는 없고 오히려 반대의 경향이 있다.
그래서 네팔 사람들은 지금 왕조 통제하에 있는 군부질서하에 있다. 위약한 민주주
의 제도는 절대적인 왕조가 폐기된 15년 전에 도입되었다. 그런데 이 민주주의가 뿌리
째 뽑힌 것이다. 민주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시작했던 사람들은 지금 생존만을 생각하
고 있다. 사람들은 살아남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제도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 민주주
의 제도는 파괴의 대상이 되고 이것이 변호사들조차 거리로 나오게 하는 이유이다.
아무도 네팔이 직면하고 있는 커다란 위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 상황이 해결되
지 않은 채 지속되면 될수록 재앙이 더 커질 것이다. 극도의 빈곤, 뿌리 깊은 차별, 인
신매매 등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경제는 금방
붕괴될 듯하다. 만약 모두 실패한다면, 극단적인 가치하락과 기아가 이어질 것이다.
네팔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해결을 찾는 데 시간이 많지 않다. 올해, 유엔
인권위원회의 61회 회기에서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이 결의안에 의해서 정부와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사이에 네팔에 특별 사절단을 구성하기 위한 협정을 맺었다. 이 사절
단은 일을 시작했고, 이 목적을 위해서 돈을 받았다. 50여명의 해외 스탭으로 사절단
이 구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마도 이것은 극단적인 재난 상황에서 가질 수 있는 유
일한 희망일지도 모른다.
유엔 인권사절단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이다. 이러한 단계에 우리는 네팔에
서 무엇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아시아의 토론과 행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한국인
은 네팔의 민주주의와 인권 옹호를 위해서 더 큰 헌신을 보임으로써 주요한 역할을
하여야 한다. 그들은 심각한 위기에 빠져있다.

나는 버마와 캄보디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하겠다. 버마가 한국에서 관심의 대상이
- 그것도 정당하게 -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서 기쁘다. 군부 체제는 국가를 개혁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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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진정한 의도가 없는 듯하다. 사실상 민주주의 진행과정이 전보다 지금 더 심하게
억압되어 있다, 가난은 확산되고 있다. 기근과 억압은 버마를 몇 년 동안 괴롭히고 있
다. 그리고 그런 사실은 잘 입증되고 있다. 즉 버마사람들 수백만 명이 저임과 위험한
노동을 찾아서 태국과 더 먼 지역으로 떠난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다.
불행하게도 버마는 아직 국제사회로부터 강한 반응을 끌어내지 못했다. 버마의 실제
적인 상황을 더 날카롭게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한국과 같은 민주사회의 또 다른 의
무이다. 그런데 한국은 특히나 경제적인 이해가 관련이 있는 곳이다. 버마에 관한 국
제적인 조직은 특히나 약하다. 왜냐하면 거의 모두가 유럽과 북미를 기반으로 하기 때
문이다. 만약 버마에 변화가 있다면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
다는 것은 명백한 것이다.

캄보디아의 상황도 역시 여전히 어둡다. 1993년 5월 선거에서 절정을 이룬 유엔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는 강력하고 부유한 전 군부 지도자의 통제하에 있고 민
중들은 빈곤 속에서 겨우 지탱하고 있다. 효과적인 민주적 활동이 보장되지 않는다.
야당 지도자들은 망명 중이거나 그들의 동료 일부는 재판 중에 있다. 그런데 사법부는
완전하게 행정부의 수하에 있다. 제도적인 발전이 지난 12년 동안 없었다. 그들 자신
과 그들의 부패한 부하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치지도자들은 캄보디아의 제도적인 발
전을 파괴시켰다.
캄보디아는 잘못 지도된 정치혁명과 초강력한 정치, 전쟁에 의해서 나라가 일단 마
비상태에 빠지면, 충분하고 지속적인 국제적인 지원이 없이는 다시 회복하기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런 방법으로 일본과 독일은 국
제질서로 재통합되고 재건설되었다. 그렇지만 오늘날의 세계질서하에서 지원은 제한
적, 산발적, 단기적이다. 이것은 진정한 지원이 아니다. 다른 아시아국가와 그 국민들
은 특별한 의무가 있다. 캄보디아 사람들의 끝도 없는 곤궁에 지속적인 국제적 관심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 의무이다.

아시아의 경찰, 검찰, 사법권과 같이 법적 질서를 담당하는 기구들의 붕괴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촉구하고 싶다. 특별히 스리랑카와 방글라데시와 관련된다.
파괴된 법질서의 한 결과는 국가가 내부적인 분쟁을 일관성 있는 방법, 태도로 해결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스리랑카와 관련된 이야기이다. 1960년대의 스리랑카는
상대적으로 풍요롭고 평화로웠다. 많은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적인 제도가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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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70년대 초기에 전국의 몇몇 지역에서 극한적인 폭력이 진행된
기간이 있었다. 1971년에 작은 봉기를 진압하기 위해서 정부는 적어도 10,000명의 젊은
이들을 죽였다. 그들 중 대부분은 싱할라 민족이었다. 이것은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
실이다. 1987년부터 90년까지 남부지역에서 보안군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적어도 30,000
명의 사람이 실종되었다는 것도 거의 알려지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실종은 JVP라고
불리는 반란조직에 대한 대응으로 일어난 것이다. JVP는 무자비한 살인에 연관된 조
직이다. 북부와 동부에서는 군이 몇 년 동안타밀 군에 의한 무장봉기를 분쇄하려고 노
력했으나 결국 LTTE(Liberation Tigers of Tamil Eelam)에 의해 밀려나게 되었다. 그렇지
만 군의 맹공격은 시골 마을을 파괴하고 수천의 사람들을 내쫒았다. 그것은 시골에서
의 민주적이고 평범한 생활을 정지상태에 빠뜨렸다. 휴전이 3년 전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시골의 생활은 여전히 불안한 상태에 있다.
스리랑카에서는 민주적 사법기구들이 제멋대로 무시되어지면서 정부는 그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문제를 지금 해결할 수 없다. 폭력의 강도가 더욱 거세어지고 발생률
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살인이 사소한 것이 되고 강도가 일상적인 일이 되었다. 중
산층의 대변자들은 단지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에 대한 사법 외적인 살해를 용인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동시에 언론인과 인권 옹호론자들은 살해위협을
받고 있으며 공포 속에서 살고 있다. LTTE와 연결되어 있다고 의심되는 남부의 사람
들은 살인을 당한다. 북부와 동부에서는 정부와 연결되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들은
살인을 당한다. 사회생활은 폭력에 의해서 마비되고 그것의 파급 효과가 관련되지 않
아 보이는 것으로까지 흘러가고 있다. 예를 들어 죽음 또는 심각한 상해를 일으키는
의료적인 무관심과 과실은 더 빈번하며, 태만한 의사들은 멋모르는 희생자들을 비인간
적이고 오만한 태도로 대한다. 그러한 일들은 사회적 붕괴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러한
것은 적절하게 논의되지도 않는다.

방글라데시의 상황은 스리랑카와 어떤 점에서는 비슷하다. 사람들은 법외의 살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고 있다. 그러한 살인은 경찰의 합법적인 행위를 가장하여 이
루어진다. 언론인과 야당 의원들이 종종 대상이 된다. 경찰은 완전히 부패하고 정치적
색채를 띠고 있다. 방글라데시에서 구속된 사람들 중 거의 70%가 가난하고 무고한 사
람들이라고 가까이 지켜 본 사람들이 증명하고 있다. 이것들의 많은 경우는 경찰은 범
죄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범죄자들 대신에 다른 사람에게 누명을 씌워서 만들어진 것
이다. 보안군의 부패나 잘못을 조사할 독립적인 조직이 없다. 권위적인 사법조직 앞에
서 법적인 권리를 주장할 효과적인 수단이 없다. 그리고 이 나라의 인권의 상황은 지
역적으로나 국제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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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대부분 나라에 영향을 끼치는 한 가지 주요한 문제는 고문의 광범위한 사용
이다.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는 경찰조사에서 고문의 사용이 관례화되어 있다. 사실상,
고문은 형사적 범행에 대한 조사에서 사용되는 가장 공통적인 형태이다. 정부와 경찰
은 고문을 합법적이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많은 변호사들이 이러한 견해를 공유하거
나 또는 적어도 그것에 강하게 반대하지는 않는다. 비록 고문을 금지하는 법이 있고
그것을 근절하기 위한 약속을 천명하였지만 이것들은 거의 의미가 없다. 극단적인 고
문은 종종 죽음을 가져온다. 고문을 이기고 살아남은 죄없는 희생자들은 강요된 자백
에 의해서 감옥에 보내진다.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에서 경찰은 고문을 이용하여 통제가 불가능한 절대권력을 누
린다. 이러한 권위에 감히 도전하려는 정부와 정당은 거의 없고 대부분은 그것을 이용
한다. 확산된 폭력과 힘의 남용은 선거와 정치활동까지 전염시키고 있다.
고문은 민주주의자와 인권옹호론자들이 민주주의를 성취하기 위하여 해결해야 할
가장 최우선의 이슈이다. 진정한 민주주의와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문의 문제가
중심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고문과 그에 수반된 학대는 사람들이 일상적인 일과 그들
사회의 일상적인 사건에 참가하는 것에 관해서 갖는 공포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최근에 고문의 사용에 관한 문제에 휩쓸린 국가가 하나 있으니 바로 미국이다. 미국
과 몇몇 서구 동맹들이 아시아에서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대중적인 열망에 점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은 서글픈 일이다. 미국은 고문에 대한 절대적인 금지를 포함한
보편적인 인권에 대한 근본적인 신념을 계속적으로 손상시키고 있다. 이러한 인권 조
항은 수세기 동안의 각고의 노력에 의해서 발전된 것이다. 미국은 국제법을 무력화하
고 테러리즘과의 전쟁이라는 명목으로 부주의하게 폭력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나머
지 세계와는 동떨어져서(감시받지 않는) 자기만의 위치를 확보하려고 한다. 고위 미국
관리들은 인권조직을 조준하기 시작했다. 일례로 미국의 악화되는 인권관행을 고발한
보고서를 낸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를 맹렬하게 공격하고 있다. 결국 부
통령이 앰네스티를 알 카에다의 선동대라고 부를 정도이다. 그러한 언어는 수십 년 동
안 인권조직이 세계의 군사 독재로부터 그리고 저열한 독재 군주로부터 겪었던 것을
떠올리게 한다. 미국이 이제 그와 똑같은 행태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최대한 좋게
말해봐야) 슬픈 고발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모든 행동은 아시아에서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더 큰 성장에 막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그러한 민주적 가치를 예전에 주창한 나라들이 지금 실제적으로 그것들을
비웃기 때문에 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적들이 조소를 하는 것이다. 직접적인 결
과들은 아시아의 인권옹호론자와 민주주의 주창자들에 대한 위협과 살인의 증가로 나
타나고 있다. 미국 내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옹호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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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미국과 그 동맹들의 점점 증가하는 파괴적인 역할은 심각하게 재평가되어야 하고
반증되어야 한다.
끝마치기 전에, 최근 수십 년 동안 공산주의에서 공산주의 이후 시대로 이전되고 있
는 나라들에서 일정정도 진전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몇몇 지역
에서 억압적인 행동을 절멸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여 법적인 개정을 위한 개혁 활동이
있었다. 그렇지만 오래된 관료적인 관행과 정당의 통제는 대중적인 참여와 민주적인
제도의 발전에 주요한 장애가 되고 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국가를 그들의 경찰, 검
찰, 사법권, 제도적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비슷한 문제를 본다. 많은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 발견된 그것들에 관계된 비슷한 문제를 본다. 아마도 이것들을 공통의 문제
로 취급하고 함께 문제를 찾아야 할 시간이 왔다.
어떤 교훈을 이 모든 것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가? 아시아에 있는 우리는 우리 문제
의 대변인이 되어야 한다. 만약 우리가 말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우리가 세계의 침묵을 깨길 원한다면. 우리 자신의 침묵을 깨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에 의해서 내가 의미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의 모임과 행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매
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우리가 그 침묵을 지속적으로 깨뜨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다. 사실, 아시아인권위원회는 아시아에
서의 인권이슈에 관한 일상적인 토론을 만들 높은 가능성을 보았다. 그리고 나는 당신
에게 같은 것을 하라고 권유하고 싶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단지 한 가지 길
이 있다 : 크게 그리고 자주 말하라.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아마도 언젠가 전체
아시아가 한국이 지금 경험하는 것과 같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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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note Speech

Basic Problems on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Asia

Basil Fernando
Asia Human Rights Commission, Executive Director

Korea's history is one of regimes--feudal, colonial and military regimes--all of which
have at one time or another repressed popular aspirations. In its experience of repressive
regimes, Korea has much in common with other countries in Asia, although the severity
of repression has varied from one country to the next. However, Korea is unique among
Asian countries in having witnessed a successful struggle for genuine democracy and
human rights.
The Korean people have learned to talk loud and to ensure that they are heard. They
have much to say that can be learnt by people in other parts of Asia. But to speak and be
heardin other countries it is necessary for Koreans to understand the depth of the
problems faced by people in those places. At the moment, Asia is a place of looming
dangers. These are very grave dangers. If something effective is not done to address them
we may soon again witness great catastrophes of the sort that occurred in Cambodia
during the 1970s. This is no exaggeration. In fact, we lack the words to describe the size
and type of the dangers that people are facing now.
Today I will discuss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throughout Asia and its relevance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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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Consider the following. Nepal is in a deep crisis of incomparable proportions.
Burma continues to languish. Cambodia has not recovered from the damage caused some
thirty years ago, and today is in a human rights limbo. Other countries are experiencing
setbacks due to collapsed rule of law, including Sri Lanka and Bangladesh. Torture is
deep-rooted and widespread in many countries throughout the region. Other countries are
on difficult and uncertain paths to reform. Meanwhile, the United States is having an
increasingly negative effect on the prospects for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Asia.
All of these are issues with which the Asian Human Rights Commission has
considerable experience and familiarity, and I shall speak to each of them in turn.
However, I should begin by acknowledging that North Korea stands out as suffering from
the most exceptionally dismal human rights situation in Asia at this time. That said, you
in this country are informed about conditions there, and I prefer to leave discussion on
North Korea to persons more knowledgable than I am. Therefore, I will concentrate on
other parts of the region.

So let's begin with Nepal, on which I wish to talk in some detail. This week over one
thousand Nepalese lawyers came on to the streets to demand an end to the one-man rule
imposed by the king when he took over in February. It is remarkable to see lawyers
protest in such numbers. However, in Nepal the system of government and justice has
collapsed and lawyers there have perhaps found that there is no place left for them other
than the streets. Certainly they can do nothing in the courtroom, which has been crippled
by the military. In fact, the judiciary has been so corrupted that even the chief justice of
Nepal has been forced to speak out in favour of the dictatorship and say that democracy
has failed.
Terrible repression followed the king's takeover in Nepal last February. Mobs were used
to burn, loot and kill. Leading dissidents were arrested and some were released only
recently, after heavy pressure at home and abroad. Journalists and students were also
arrested. Most publications have been crushed under the weight of severe censorship.
Surveillance of all or any opponents to the regime has continued unabated. In recent weeks
soldiers and police have visited human rights organisations and other groups, seeking details
of their sources of information and about those campaigning against the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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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ing of Nepal has also recently dissolved the country's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This was the only national agency that had still been monitoring human
rights in Nepal. It has documented over one thousand disappearances in recent years. The
actual number of cases ismuch higher. The commission had also acknowledged that
torture of innocent civilians is the norm. But the commission has now been taken over by
a group of persons nominated by the king through a royal decree. Actually, the
commissioners should have been appointed through a parliamentary process with checks
and balances. The king has overridden that requirement. The new commission will be
under his control, and that means it will also be under control of the military. Complaints
to the commission will go directly to army officers. Lives of victims and their defenders
will be endangered. Human rights groups will be in very grave danger. Records of earlier
complaints may also be handed to the military.
The king gave the impression that he took power to deal with the growing Maoist
insurgency in Nepal; however, he has not come up with any plan for political settlement.
In fact, the takeover has only made things worse, because none of the political leaders
and parties has a role to play in negotiations. There is now no possibility of a settlement
through democratic process. The two sides in any negotiations can only be the king,
representing absolute power, and the Maoists, representing power on the ground in over
60 per cent of the country.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re is no possibility of a
negotiated outcome.
After his takeover, the king had also promised to establish a government within 90
days, and restore the democratic process to Nepal. These promises were given to
concerned countries outside, including India and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to UN
agencies. However, there is no evidence that these promises will be realised, and the
trend is in the opposite direction.
So people in Nepal are now facing military rule under royal sanction. Fragile
democratic institutions introduced only 15 years ago when the absolute monarchy was
first abolished are being uprooted. People who were beginning to think democratically
are now thinking only of survival. The people may survive, but the institutions are
unlikely to. They are targeted for destruction, and this is why we can see even lawyers
taking to the streets in pro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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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one should underestimate the grave danger now facing Nepal. The longer the
situation remains unresolved the greater the likelihood of further confrontation.
Long-standing problems, including overwhelming poverty, deep discrimination and
trafficking in persons are likely to become much worse. The economy is on the brink of
collapse. If it fails altogether, extreme degradation and famine could follow.
There is not much time left to find a solution to what is happening in Nepal. At the 61st
Session of the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this year a resolution was passed that
led to an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and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to establish a mission in Nepal. The mission has begun its work, and received
some money for this purpose. It is expected to have about 50 overseas staff. Perhaps this
is the only ray of hope that remains in an extremely dismal situation.
The UN human rights mission in Nepal is an opportunity for Korean involvement. At
this stage we desperately need Asia-wide discussion and action on what is happening in
Nepal. Koreans should play a lead role by showing greater commitment to the defence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there, where they are in greatest peril.

I now want to turn briefly to Burma, and then Cambodia. It is heartening to note that
Burma is becoming a concern in Korea, and rightly so. The military regime there has at
no point shown any genuine intent in bringing the country closer towards reform. In fact,
democratic process in Burma is suppressed now more than ever before, and poverty is
endemic. Hunger and repression have stalked Burma together for some years now, and
have been well documented. Little wonder that millions of Burmese have gone to
Thailand and further afield in search of badly paid and dangerous jobs.
Unfortunately, Burma is yet to elicit a strong response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gain, it becomesthe duty of a democratic country like Korea, particularly
where it has economic interests, to bring the real situation in Burma into sharper focus.
The international lobby on Burma in particular has been weak because it has been almost
completely based in the countries of Europe and North America. It is clear that if there is
to be change in Burma, people living closer by must pay it more at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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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ituation in Cambodia is also still very bleak. Despite the UN role in the country,
culminating in the May 1993 election, Cambodia subsists in poverty under a clique of
extremely powerful and wealthy former military leaders. No effective democratic activity
is permitted. The opposition leader is in exile and some of his colleagues are facing trialin
courts that are completely controlled by the executive. No institutional development has
taken place within the last twelve years. Political leaders have crippled Cambodia's
institutional development in order to protect themselves and their corrupt subordinates.
Cambodia is an example of how once a country is dragged into limbo by war,
misguided political revolution and superpower politics it is not likely to find its way back
without substantial and sustained international support. After the Second World War,
both Japan and Germany were resurrected and reintegrated into the international order in
this manner. However, in today's world order, assistance is limited, sporadic and
short-term. This is no assistance at all. Other Asian countries and peoples owe a special
obligation to the Cambodian people to keep sustained international attention on their
unending plight.

I wish to draw special attention to the effect on human rights in Asia of collapsed
institutions for the rule of law--that is, the police, prosecution and judiciary--with
particular reference to Sri Lanka and Bangladesh.
One consequence of collapsed rule of law is that a country is incapable of dealing with
internal conflict in a coherent manner. This is the story of Sri Lanka.Into the 1960s, Sri
Lanka was relatively prosperous and peaceful. It had some functioning democratic
institutions, despite many defects. But the early 1970s saw several periods of extreme
violence in different parts of the country. Government forces attempting to quell a minor
insurgency in 1971 killed at least 10,000 youths, most of them Sinhalese. This is a rarely
acknowledged fact. It is also rarely told that the security forces forcibly disappeared at
least 30,000 people in the south of the country from 1987 to 1990, in response to an
insurgent group called the JVP, which also engaged in barbarous killings. In the north
and east the army attempted for several years to wipe out an armed rebellion by mili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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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mil groups, which were finally spearheaded by the LTTE. However, the military
onslaught destroyed the countryside and displaced hundreds of thousands of people. It
also brought democratic and normal life in the country to a standstill. Despite a ceasefire
reached three years ago, life in the country remains precarious.
As democratic and judicial institutions in Sri Lanka have been wantonly neglected, the
government is now unable to solve the problems of its own doing. The intensity and
incidence of violence are growing daily. Murder is a trifle. Robbery is mundane. Middle
class advocates have begun openly calling for extrajudicial killings of alleged criminals.
In fact, such killings are going on already. Meanwhile, journalists and human rights
defenders receive death threats and live in great fear.Persons in the south with suspected
links to the LTTE are killed. The same goes for those in the north and east suspected of
having government connections. Social life is paralysed by violence, and the effects spill
over into seemingly unrelated exchanges. For instance, medical negligence causing death
or grievous injury is more common, and the negligent doctors react with arrogance and
inhumanity towards their unwitting victims. Such incidents are indicative of a kind of
social breakdown that has not yet been properly understood or discussed.

The situation of Bangladesh is in some ways similar to that in Sri Lanka. People there
live in fear of extrajudicial killings that are disguised as legitimate acts of policing.
Journalists and opposition party members are frequent targets. The police are utterly
corrupt and politicised. Close observers state that almost 70 per cent of persons arrested
in Bangladesh are poor and innocent. In many of these cases the police have taken bribes
from the actual perpetrators to substitute them for someone else. No independent bodies
exist to investigate security forces' corruption or wrongdoing. There is no effective means
for asserting legal rights before authoritative judicial bodies. And agai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country has not received much attention regionally or internationally.

One major problem affecting most countries in the region is the widespread use of
torture. In most Asian countries torture is routinely used in police investigations. In fact,
it is the most common form of criminal investigation. Governments and police consider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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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h legitimate and necessary. Many lawyers share this view, or at least decline to resist
it. Even where there are laws against torture and stated commitments to eliminate it, these
have little meaning. Extreme types of torture often cause death. Innocent victims who
survive are sent to jail on the basis of forced confessions.
The police enjoy unchecked authority in most Asian countries for the large part
because of their use of torture. Few governments or political parties dare to challenge this
position, and most take advantage of it. Widespread violence and abuse of power
contaminate elections and politicking.
Torture is the foremost issue that democrats and human rights defenders should address
in order to achieve democracy in Asia. It is central to achieving genuine democracy and
stability, as torture and its attendant abuses are at the root of fears that people have about
participating in day-to-day affairs of their societies.
One country that has become embroiled in concerns about the use of torture in recent
times is the United States. It is a sad fact that the US and some of its western allies have
had an increasingly negative effect on popular aspirations for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Asia. The US has steadily undermined fundamental notions of universal human
rights, including the absolute prohibition on torture, which have been developed through
centuries of hard work. It has trivialised international law, carelessly used violence on the
pretext of combating terrorism, and attempted to secure a place for itself separate from
the rest of the world. Senior US officials now have human rights organisations in their
sights, blatantly attacking Amnesty International because of a report describing the
worsening human rights practices of the US. The deputy president went so far as to call
Amnesty an al-Qaeda propaganda front. Such language reminds us of the decades of
abuse human rights groups have experienced around the world from military dictatorships
and tin-pot despots. That the US has now resorted to the same behaviour is a sad
indictment to say the least.
All of these actions pose enormous threats to further growth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Asia. As the erstwhile promoters of certain values now in practice mock them,
hearty laughter can be heard from among the enemies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Asia. The direct consequence is an increase in killings of, and threats against, human
rights defenders and democracy promoters in Asia. This increasingly destructive rol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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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must be seriously reviewed and rebutted in order that it do
a better job of defending human rights and democracy in other countries, as well as at
home.
Before closing, it should be recognised that there has been some progress during recent
decades in countries that are shifting from a communist into a post-communist era. For
instance, there have been legitimate attempts at legal reforms aimed at eliminating
repressive behaviour in some places. However, old bureaucratic practices and party
controls are major obstacles to popular participation and the development of democratic
institutions. If we look at these states in terms of their police, prosecution and judiciaries,
we see similar problems to those found in many other Asian countries. Perhaps the time
has arrived to treat these as common problems and to look for solutions together.
What lessons can be learned from all this? It seems very clear that above all else we in
Asia must become the spokespersons of our problems. If we do not talk, no one else will.
We need to break our own silence if we wish to break that of the world. What I mean by
this is that we need to break that silence constantly, by sharing information daily, not only
through occasional gatherings and events. All of this is made possible through the
Internet. In fact, the Asian Human Rights Commission has seen enormous possibilities to
create routine discussion on human rights issues in Asia, and I encourage you to do the
same. There is only one way to uphold human rights and democracy: speak loudly and
often. If we do so, perhaps one day soon the whole of Asia will be able to experience
some of the changes that Korea is going through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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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 널 1

싱가포르의 인권 침해

지 순 후안
싱가포르민주당 사무총장

싱가포르에서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들은 외국인들의 대부분의 반응은 “나는 상
황이 그렇게 나쁜지 몰랐다”는 것이다. 이는 내가 외국인으로부터 듣는 전형적인 반응
이다. 억압, 공포는 외국인이 쉽게 떠올릴 수 없는 이미지이다. 섬 위의 깨끗하고 효율
적인 모든 것을 보여주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항을 둘러본 기쁨을 가진 사람들
은 이 나라에서의 권위주의적 통제의 범위를 믿기 어렵다.
남쪽으로는 인도네시아 군도와 북쪽으로는 말레이시아 반도 사이에 위치한 도시국
가는 아시아에서 가장 민주적으로 도전을 받는 국가 중의 하나이다. 집권당인 국민행
동당(People's Action Party : PAP)의 통제와 위협의 방법이 이 글에서 다룰 토론의
주제이다.

국내보안법(Internal Security Act : ISA)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식민지 지배기
에 영국에 의해서 도입된 ISA 또는 과거에는 Preservation of Public Security Ordinance라
고 불렸던 법은 정부가 공적인 안전에 위험을 끼칠 것으로 의심되어지는 시민에 대하
여 일방적인 구속과 무제한의 억류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한 막대한 힘을 가진 정부는 그것을 반대세력에 적용할 유혹에 빠지게 한다.
PAP는 물론, 그 유혹을 저항하기 힘들게 되었다. 그래서 1963년 2월에 의회의 야당 의
원, 신문의 편집자, 노동지도자, 다른 정치적인 지도자 등 150여명에 대한 구속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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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구속된 사람들 중 대부분이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
역해야 했고, 일부는 20년까지 지속되었다.
가장 최장으로 억류되어 있던 사람은 치아 티에 포(Chia Thye Poh)였다. 1966년 숙명
적인 날에 안전요원이 치아를 방문했다. 그리고 국내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고 말
했다. 이 야당의 의원은 이후 23년 동안 수감되었고, 석방된 후에도 그는 싱가포르 섬
남쪽으로 유배되었다. 그리고 단지 낮 시간에만 본토에 오는 것이 허용되었다.
국내보안법 적용은 60년대와 70년대 내내 계속되었다. 1963년에 구속된 포 수 카이
(Poh Soo Kai)는 그가 ISA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캠페인을 시작한 때인 1972년에
석방되었다. 결과적으로 PAP가 회원조직으로 가입하고 있었던 국제사회주의자(Socialist
International)는 PAP를 회원 대열에서 탈퇴시키려 발의했다. 그러자 이를 간파한 PAP는
1976년에 스스로 조직화 작업을 멈췄다. 이러한 사건이 있은 지 일주일 후에 포는 재
구속되었다. 그는 6년 후에 석방되었는데, 독방에서 2년을 지낸 후였다.
1987년에 싱가포르 정부는, 정부를 폭력적으로 전복하고 맑시스트 국가를 건설하려
고 모의한 22명의 개인을 구속, 억류했다고 발표했다. 구속된 일부인사는 야당에 협력
했었고, 일부는 가톨릭 노동자들로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고, 다른 사람들은 학대를
받은 해외의 가사노동자들을 도운 변호사들이었다. 1년 동안 구속되어 있는 동안 그들
은 주먹으로 구타를 당하고, 뺨을 맞고, 잠을 자지 못하는 등의 무자비한 고문을 받아
야했다. 수감자들은 그들의 의사와 반대되는 것을 강제적으로 자백해야 했다.
그들은 석방이 되자마자 일부는 함께 모여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들의 무죄를 알리고, 그들이 고문과 학대를 받지 않았다는 정부의 주장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들은 즉각적으로 재구속되었고, 그들의 자유를 되찾기 위하여 그들이
성명서를 부인하는 제정법상의 선언을 하여야 했다. 향후 그들이 정부를 다시 부인한
다면, 그들은 잘못된 법정선언을 한 것에 대해서 법정에서 판결을 또 받게 될 것이다.
9.11의 비극 이후에 최근에는 37명의 사람들이 국내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테러리스트 네트워크에 연결되었다는 혐의와 싱가포르내 미국의 이익을 침해하려고
모의를 했다는 혐의였다. 몇 명은 석방되었으나 대다수는 재판도 받지 않은 채 감금되
어 있다.

물론, 위에 말한 것 중 어떤 것도 언론의 종속이 수반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것
이다. PAP가 1959년에 집권한 이후에 싱가포르에서 언론의 자유를 없애는 작업을 시
작했다.
신문사에 의해서 국제담당 컬럼니스트로 고용된 미국시민은 신문사에서 해고된 때
인 2004년에 다음과 같이 말해야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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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 타임즈는 싱가포르에서 경쟁력이 없다. 싱가포르 프레스 회사
(Singapore Press Holdings)라고 불리는 기업이 전체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그의
주식은 공개적으로 상장되었으나, 신문의 업무는 수상인 리 시엔 룽(Lee Hsien
Loong)에 의해서 철저하게 감독된다. 리 시엔 룽은 싱가포르의 아버지라고 불
리는 리 콴유(Lee Kuan Yew)의 아들이다. 이 신문은 저널리즘에 대한 경력이
없는 편집장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 예를 들어, 나의 직속 편집장은 30대 중
반의 여성인 추아 리 훙(Ms Chua Lee Hoong)이었는데, 그녀는 정보기관원이
었다. 그리고 다른 주요한 편집장도 싱가포르의 관료체계와 국가의 보안담당
관련 기관의 출신이다. 그들은 모두 국가의 정보기관과 연결되어 있다. 그것들
은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추적한다.

현재 싱가포르의 현지 프린트물 언론은 싱가포르 프레스사(Singapore Press Holdings)와
MediaCorp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 두 회사는 직접적으로 국가의 통제하에 있
다.
방송언론의 역사는 평온한데, 그것은 확고하게 처음부터 정부의 통제하에 있기 때문
이다.
호된 훈육과정을 통하여 싱가포르 국내의 언론을 성공적으로 길들인 후에 싱가포르
정부는 해외언론에 대한 작업을 시작했다. 하나씩 PAP와 그 정치에 대해서 비우호적
인 논평을 하는 지역과 국제적인 신문을 값비싼 명예훼손 소송 또는 형사사건으로 법
정에 세우고 있다. Asiaweek, Far Eastern Economic Review(이 둘은 기능이 정지되었다),
Asian Wall Street Journal, Time,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The Economist, Newsweek 등은
그러한 운명을 맞았다. 공격적인 출판물에 대해서 취해진 다른 규제조치는 싱가포르에
서의 배포를 제한하는 것을 포함한다.
1999년에 나는 CNBC, CNN과 로이터와 인터뷰를 했다. 이 인터뷰 이후에 정부는 이
들 방송국에게 싱가포르로부터 방영되는 해외TV방송국은 싱가포르 방송을 통제하는
기준과 규칙을 똑같이 지켜야 한다는 경고를 줬다. 이것은 물론 정부의 승인 없이 공
개적으로 행한 내 발언을 지칭한 것이었다. 이것이 내가 아래에서 상세하게 말할 문제
이다.
직후에, 싱가포르의 국내정치에 관련되는 부문에 대해서는 국제신문에 적용하고 있
는 것처럼 해외 방송사를 기소할 수 있도록 싱가포르 방송법을 개정하였다.
그때 이후로, 싱가포르의 민주화운동 활동가들과의 인터뷰나 또는 해외방송국으로부
터 싱가포르의 정치에 대한 보도는 거의 없었다.
싱가포르 정부의 언론탄압은 미디어의 계속되는 억압에 대해서 PAP를 비난하는 국
제적인 미디어 감시그룹을 낳았다. 언론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각국 정부를 순위로 평
가하는 조사에서 ‘국경없는 기자들(Reporters Without Borders)’은 싱가포르를 167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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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147 번째로 순위를 매겼다. 이것은 미얀마보다 18위가 높고, 이라크보다 한 단
계가 높은 수치이다. 그리고 선진국 중에서는 가장 낮은 것이다.
사실상, ‘국경없는 기자들’은 전 수상, 고촉통(Goh Chok Tong)에게 ‘언론자유 약탈
자상’을 주었다. 이 상은 정부의 계속되는 언론 억압에서 그의 역할 때문에 주어진 것
으로서, 무아마르 가다피, 로버트 무가베, 김정일, 피델 카스트로도 함께 수상되었다.
또 다른 미디어 그룹인 Committee to Protect Journalists는 다음과 같이 썼다:
싱가포르에서의 미디어에 대한 국가통제는 완벽해서 그 체계를 감히 도전할 수 없
다. 그래서 더 이상 구속하거나 언론인을 학대할 필요가 없다. 해외의 통신원들은 싱
가포르에서 보고할 때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배운다. 정부가 종종 국제 언론을 기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 명예훼손 소송을 직면하게 하여 그 활동을 정지시키기
때문이다.

PAP는 1959년 처음 집권한 이후로 선거에서 매번 이겼다. 야당은 1968년에 의회
를 거부했다. 정부가 1년 이상 의회 회기를 주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집권당이
기회를 잡고 교묘하게 선거를 조작해서 1970년대의 전체 의원 중 야당의원은 한명이
없었다. 현재 84명의 하원에서 단지 2명의 야당 의원이 있다.
독립적인 선거위원회가 없다; 선거담당 부서는 수상의 직속에 속한다. 캠페인 기간
은 9일 동안 지속된다. 1997년 선거가 선언되기 하루 전에 선거구의 확정을 공고했다.
2001년에는 정부가 투표자에게 투표 전날에 현금화할 수 있는 주식을 주었다.
이 모든 것 때문에 지난 선거에서 야당은 의석의 반 이상을 차지할 후보자를 내세
울 수 없었다. 그래서 PAP가 첫 번째 투표가 있기도 전에 권력에 재집권하는 셈이 되
었다.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는 가장 극명하게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
‘싱가포르 시민은 그들의 정부를 민주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
싱가포르인들이 선거에 참가하는 것에 그렇게 공포스럽게 만드는 한 요소는 PAP에
의한 명예훼손법이다. 사법권은 집권당의 일부분이라고 인식되는 것이다. 그들이 PAP
지도자에 의해서 제기된 명예훼손 소송에 따르는 손해로 인한 돈을 지불할 수 없었을
때에는 몇몇의 반대당 지도자들은 파산상태가 되었다.
고참 야당인사인 조수아 B. 제야르트남(Joshua B. Jeyaretnam)은 리 콴유와 다른 PAP
소송 제기자에게 수백만달러를 지불했다. 전 판사 제야르트남은 그의 집과 거의 모든
재산을 팔아야 했다. 2001년 1월에 그는 파산선고을 당했다. 왜냐하면 그가 여전히
그의 반대자에게 지불해야 될 수십만 달러를 지불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적
환경에서는 그는 의회에서 의원직을 잃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선거에의 참여
가 금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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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 리앙 홍(Tang Liang Hong), 성공적인 기업변호사이면서 1997년에 야당후보자였던
그는 공개 선거유세에서 PAP 지도자에 대하여 그가 한 발언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소
송을 당했다. 선거가 끝난 후에 탕은 나라를 떠났다.
2001년에 리콴유(Lee Kuan Yew)와 고촉통(Goh Chok Tong)은 나에게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수하르토가 전복되기 전인 1997년에 수하르토 체제에 대한 싱가포
르의 비밀스런 대출행위에 대해서 내가 질문을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변호사로
외국변호사를 선임했으나 법정에서 거절당했다. 나는 분명히 나를 대표할 국내변호사
를 찾을 수 없었다고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당했고, 리콴유와 고촉통은 국선변호
사를 선임했다. 이 재판은 나에게 나를 변호하고 증언을 요청할 공개재판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짧은 판결서만이 주어졌고 원고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났다. 이 글을 쓰고 있
는 동안, 나에게 원고는 손해에 대한 보상금으로 미화 500,000달러를 요구했다.
이것이 나에 대한 첫 소송은 아니었다. 1993년에 나는 싱가포르 대학으로부터 해고
되었는데, 내가 야당에 참여하고 선거에서 경쟁한 지 3개월 후였다. 나는 또한 소송을
당했다. 나의 해고는 정치적인 동기라고 내가 말했기 때문인데, PAP의 하원의원인 내
가 속해있던 대학 학과장으로부터 명예훼손 소송이 제기된 것이다. 비용과 보상금이
약 300,000달러였다.
이러한 시나리오 때문에 국제적인 법조계는 싱가포르의 재판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논평하였다 :

민사적 명예훼손 소송은 행정부에 의해서 위협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싱가포르인이 반대의견을 갖는 것을 막고 있다. -국제 사면위원회

(명예훼손 소송은) 국가의 집권당인 PAP의 이해에 복무하는 기관으로서의
사법부의 불명예를 극복하는데 거의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 국제법률가 위원회

결국 나타나는 현상은, 정치적인 이해를 위하여 법의 규칙을 기꺼이 죽이는
정부이다. 변호사들은 수동적이 되고, 판사들은 감시를 바짝 받고 있다. 그리고
법은 조종된다. 그래서 개인을 향한 정부의 행동을 제한할 수 있는 체계에서
커다란 구멍이 존재한다. - 뉴욕시의 변호사 협회

정부가 국내보안법(ISA)을 노동활동가를 구속하는 데 사용하기 시작한 1960년대
이후로 PAP는 노동조합에 대한 무자비한 캠페인을 시작했다. 싱가포르에서는 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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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해고된 노동자에 대한 실업보험을 규정한 법이 없다. 결과적으로 싱가포르 노동자
특히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임금을 받는 층에 상대
적으로 속한다. 사무실 청소부나 운전사의 중간급 정도의 임금은 生産性에 조정되어서
세계 가장 낮은 59개국 그룹에 속한다. 단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에쿠아도르만이 덜
받는다. 비서들도 많이 받지 않는다. 그들의 임금은 59개국 중 50위에 속한다.
이런 모든 것이 다음과 같은 것이 일어나는 곳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즉 장관
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월급을 받는 곳이다. - 내각 장관은 미국의 대통령보다 더 받
는다. 그리고 수상은 미국 대통령, 영국의 수상, 프랑스의 대통령, 이태리의 수상, 독일
의 총리의 월급을 합친 것보다 더 받는 곳이다.

리콴유는 시민에게 자유롭게 모이고 말할 자유를 허용하는 것은 아수라장을 만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공개적인 장소에서 어떤 종류의 집회도 금지된다 : 싱
가포르에서 미국대사관 밖에서 모이려고 했던 6명이 모임 장소에 가기도 전에 구속되
었다. 아시아 활동가 사이에 버마에 대한 상황을 의논하기 위한 포럼은 금지되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의 근절을 위한 유엔의 국제기념일을 기리기 위해서 행진을 하려던
신청은 거절되었다. 싱가포르 언론에 대한 항의를 하기 위한 Think Center라는 NGO
에 의한 요청도 거절되었다. 동성애자 이슈를 의논하기 위한 포럼도 불허되었다.
1999년에 나는 점심시간에 래플스 플레이스(Raffles Place : 싱가포르의 경제심장
부)의 중간에 서서 군중을 대상으로 연설을 하였다. 나는 다음 주에도 그 행사를 반복
했다. 나는 두 가지 행동으로 기소되고 수감되었다. 2002년에 나는 대통령 저택과 수
상의 관저가 있는 이스타나 외곽에서 노동절 행진을 하려고 시도했다. 경관들이 나를
환영하기 위하여 가까이에 있었다. 그리고 내가 연설을 하기 전에 나를 멀리 끌고 갔
다. 나는 다시 기소되었다. 그리고 5주 동안 수감되었다.
시민들이 공적인 장소에서 모임을 조직하는 것을 막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정치
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영상물을 제작하고 배급하고 상영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
다. 싱가포르 사람들은 너무 두려워서 공개적으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없다. 정치
적인 사회가 작동하는 이미 제한된 공간은 점점 더 죄어오고 있다.

인터넷이 권위주의 체제를 해방하는 커다란 힘이 될 수 있다는 사례는 많다. 편리하
게 전자적 수단을 통한 정보의 흐름을 정부로서는 검열로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어렵다. 비록 불가능하지는 않는다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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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종교단체와 그 외 조직이 웹사이트를 만들기를 원하면 싱가포르 방송위원회
(Singapore Broadcasting Authority : SBA)로부터 허가를 처음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1996년 정부는 명문화했다. 이것은 분명하게 ‘반대할만한 내용’이 인터넷 공간으
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반대할만한’’ 단어들은 의도적으로 막연한 상
태로 남아 있다. 공적인 사용으로 맞는지 맞지 않는지에 관하여 결정하는 것은 정부가
한다. 싱가포르 민주당(SDP)이 후보에 관한 정보와 이력을 알리기 위해서 웹사이트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1996년 종반에 열린 총선 기간 동안 왔다. SDP는 SBA로부터
즉각적으로 공격적인 웹사이트를 없애라는 편지를 받았다. 2001년에 정부는 선거기간
동안 정당에 의한 인터넷의 ‘책임 있는 사용에 관한 가이드를’ 하는 새로운 규칙을 발
표했다.
종종, 정부가 인터넷 사용자의 활동을, 특히 뉴스그룹과 대화방, 추적하는 가능성에
관한 분노의 표현들이 나타난다. 이러한 메시지는 다른 사용자에게 다음가 같은 경고
를 한다. 정부에 관해서 불이익한 정보를 제공한 것 또는 비난적인 논평을 한 것 때문
에 당국에 의해서 글을 쓴 사람들이 심문을 받고 박해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메시지의 진실성이 확인되기 어렵다. 동기조차 의문시 된다. 글쓴이들은 친정부 인사
또는 단체일 수 있다. 네티즌 사회에 두려움을 심어주고 자체 검열을 촉진하기 위한
의도이다.
2003년에 경찰관 두 명이 인터넷 활동가의 집을 습격했다. 그리고 그들의 컴퓨터파
일을 압수했다. Mod Zulfikar와 Robert Ho는 각각 리콴유와 그 가족이 정부가 운영하
는 사업의 주요직에 임명된 것에 대한 내용을 인터넷에 올렸다. 이후에 경찰은
Zulfikar을 형사적인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 중이며, 그리고 그 범죄는 최대 2년 감옥
형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발표했다. Zulfikar는 싱가포르를 떠나서 호주에서 정치적인
망명지를 찾고 있다.

싱가포르가 국제적인 인권 레이더 망에 자주 걸리지 않는 이유 몇 가지 중 하나는
PAP의 훌륭한 여론캠페인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싱가포르와 같이 기술적으로 현
대적인 도시에서 정치적인 발전이 그렇게 원시적이라는 것을 믿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 아시아 인권조직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싱가포르처럼 인권에 관한 국제사회의 레이더망을 피해가는 나라는 거의 없
다. 많은 면에서 서구 스타일의 국가, 번영된 싱가포르는 유엔인권위원회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양심적 병역거부나 사형제도에 대한 언급이 가끔 있을
뿐이다. 아시아의 이웃 국가들이 NGO와 국가의 공격을 받는 동안에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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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들은 거만하게 앉아있다. 싱가포르의 상황은 이웃나라와 비교해서 결코 양
호하지 않고, 많은 면에서는 더 열악하다. 아시아의 쿠바(그러나 결정적인 빈
곤이 없고 경제적인 제재가 없는)이다. 실제로 싱가포르는 서구스타일의 경제
적인 번영을 즐기고 있다. 시민ㆍ정치적 권리가 싱가포르에서 제공될 수 없다
는 것에 대해서는 논쟁이 없다. 싱가포르에서의 시민ㆍ정치적 권리의 부정은
정부의 정책이다.

원인이 무엇이든, 국제사회가 고립된 국가(island-republic)에 더 많은 관심을 제공
하는 것은 중요하다. 독재적인 지도자를 둔 개발도상국들은 싱가포르를 권위적인 통제
에 대한 어떠한 붕괴도 없이 현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모델로서 생각한다. 예를
들어, 중국의 지도자는 싱가포르 방식에 찬탄을 보내고 있다. 그 생각은 백성을 배부
르게 하되 머리는 텅 비게(the people's stomachs full and heads empty)하는 오래된
이상에 기초하고 있다. 만약 시민들이 돈을 버는데 계속 바쁘다면, 그들은 그 외의 것
을 할 시간이 거의 없을 것이다. 정치에 관여하는 것을 포함해서.
경제적인 파열은 싱가포르에서 막 시작되고 있다. 만약 다른 나라에 일어난 슬픔을
피하길 원한다면, 싱가포르에 있는 우리와 국제사회의 사람들이 함께 도시국가에서의
정치적 결점과 인권침해에 대해서 해결할 더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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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의 민주주의를 촉진하고 심화시키기 위하여
- 그 취약점과 도전에 관한 분석

어떻게 아시아에서 민주주의를 촉진할 것인가에 관한 주제로 열린 회
의들은 적지 않게 많았다. 많은 아이디어와 제안이 점검되었었다. 불행하
게도 이후의 행동이 따라지지 않았다. 아시아 국가에서에서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 부족한 편이다. 아시아 전체의 민주주의
의 힘은 개별 아시아국가의 민주주의 힘이 강해야만 마찬가지로 강할 수
있다.그렇기 때문에 지역적 민주주의에 대한 토론은 반드시 개별국가를
민주화되는 것을 도와야 한다.

이것 때문에 네트워크가 중요한 것이다. 단독적으로 각 국가가 큰 범위
에서 민주주의를 촉진할 수는 거의 없다. 그렇지만 (이 회의와 같은) 집
단적으로, 지역에서 온 민주주의자들이 일을 같이 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낳을 수 있다. 자원을 모으는 것도 역시 우리의 노력을 증대시킬 수 있
다. 결국에는 아시아의 개혁과 민주주의를 위한 동맹(the Alliance for Reform
and Democracy in Asia: ARDA), 민주주의적인 열정을 가진 아시아인들의 지
역적 모임은 각 국가의 특수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지역적 활동적 차원
에서 일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안을 가지고 있다.

그래도,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의 방대함을 생각하면, 어떠한 조직도 홀
로 활동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희망할 수 없다.
자매네트워크와 조직과의 협조는 중요하다. 결국, ARDA는 대만민주주의
재단(Taiwan Foundation for Democracy)과 대안아세안(Alternative Asean), 국제
적대화을 위한 제안(Initiatives for International Dialog)과 아시아민주주의포럼
(Forum Asia Democracy)과 함께 아시아의 민주화를 위한 세계포럼(the World
Forum for Democratization in Asia; WFDA)을 조직하기 위하여 일을 해왔다.
이 포럼은 타이페이에서 2005년 8월에 열릴 예정이다. WFDA는 많은 다
른 회의와 달리 다양한 아시아국가에서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젝
트를 만들 것이다. 자원을 코디네이트하고 회의에서 만들어진 목표를 성
취하는 데 할당될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앞으로의 계획을 위한 그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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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과 효율성을 추정하기 위하여 공유될 것이다.

민주화에서 있어서 지도적인 역할을 한 한국이 이 노력에 참가하여서
민주화과정에 기여하길 희망한다. 만약 모범적인 민주주의의 지도자들이
세계의 한 부분에서의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한 이러한 노력에서 지
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수치스러울 것이다. 이것과 관련하여 이번
회의는 한국과 다른 아시아국가 사이의 밀접한 협조를 알리는 것이 될
것이다.

지 순 후안
아시아에서의 개혁과 민주주의를 위한 동맹(ARDA), 회장
싱가포르 민주정당의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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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l 1

VIOLATIONS OF HUMAN RIGHTS
IN SINGAPORE
Dr. Chee Soon Juan
Singapore Democratic Party, Secretary-General

‘I didn't know it was that bad'is the typical response I get from foreigners after they
hear about the political situation in Singapore. When one talks about Singapore,
repression and fear are not the mental images that readily come to mind. Anyone having
the pleasure of traipsing through the world's most beautiful airportshowcasing all that is
clean and efficient on the islandwould find it hard to believe the extent of authoritarian
control in this country.
And yet the city-state, sandwiched tightly between the Indonesian archipelago to the
south and the Malaysian peninsular to the north, is one of the most democratically
challenged societies in Asia. The methods of control and intimidation that the ruling
People's Action Party (PAP) employs is the subject of discussion in this chapter.

Let's begin with the Internal Security Act (ISA). Introduced by the British during the
colonial years the ISA, or the Preservation of Public Security Ordinance as it was then
called, allows the government to arbitrarily arrest and indefinitely detain citizens it
suspects of endangering public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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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med with such immense powers, governments would be sorely tempted to apply
themon the opposition. The PAP, of course, found the temptation too hard to resist and in
February 1963 ordered the arrest of more than 150 opposition members of parliament,
newspaper editors, labour leaders, and other political activists. Many, if not all, of those
arrested were never charged of a crime but were nevertheless consigned to serve prison
sentences, some of which lasted up to two decades.
The longest serving-detainee was Chia Thye Poh. On one fateful day in 1966, security
agents visited Chia andtold him that he was being arrested under the ISA. With that the
opposition MP was led away and locked up for the next 23 years. After his release, he
was banished to an island south of Singapore for another nine years, allowed to come to
the mainland only during daylight hours.
The use of the ISA continued throughout the 1960s and 70s. One of the detainees
arrested in 1963, Poh Soo Kai, was released in 1972 whereupon he embarked on a
campaign to call attention to the ISA. As a result the Socialist International, of which the
PAP was a member, moved to expel the party from its ranks. Pre-empting the
unceremonious boot it was about to receive, the PAP quit the organisation in 1976. One
week after the episode, Poh was re-arrested. He was released six years later, during which
he spent two years in solitary confinement.
In 1987, the government announced that it had arrested and detained 22 individuals for
conspiring to 'violently overthrow'the government and establish a Marxist state. It turned
out that some of those arrested had been helping an opposition party while others were
Catholic Church workers helping the poor and still others who were lawyers assisting
abused foreign maids working in Singapore. After more than a year of imprisonment
during which punches, slaps, sleep deprivation and other forms of torture were dished out
in liberal helpings, the detainees were forced to confess to their waywardness.
Upon their release, some of the detainees got together and issued a press statement to
proclaim their innocence and to reject the government's claim that they were not
subjected to torture and abuse. They were promptly re-arrested and made to swear
statutory declarations to repudiate their press statement in order to regain their freedom.
Any attempt to refute the government again would result in the detainees being
prosecuted in a court of law for making false statutory decla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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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recently, 37 persons have been imprisoned under the ISA for allegedly being
involved in terrorist networks and plotting to attack US interests in Singapore, following
the September 11 tragedy. A few have since been released but the majority remain in
custody without trial.

Of course, none of the above would have been possible without the concomitant
subjugation of the media. Soon after it came into power in 1959, the PAP started its
campaign to rid Singapore of a free media.
In 2004, a US citizen employed by the newspaper as its global affairs columnist, had
this to say when he resigned from the newspaper company:
The Straits Times has no competition in Singapore. It's owned wholly by a company
called Singapore Press Holdings, whose stock is sold publicly but whose affairs are
closely monitored by the government of Prime Minister Lee Hsien Loong, son of
Singapore's founding father, former prime minister Lee Kuan Yew. The paper is run by
editors with virtually no background in journalism. For example, my direct editor was Ms
Chua Lee Hoong, a woman in her mid 30s. She was an intelligence officer. Other key
editors are drawn from Singapore's bureaucracies and state security services. They all
retain connections to the state's intelligence services, which track everyone and
everything.
Presently Singapore's local print media is run by the Singapore Press Holdings and
MediaCorp, two companies under the directly control of the state.
The broadcast media's history is less eventfulit came firmly under government control
from the outset.
Having successfully dragged the local media through obedience school, the Singapore
Government started work on the foreign press. One by one, regional and international
publications which commented unfavourably of the PAP and its politics were taken to
court in expensive defamation suits or criminally prosecuted. Asiaweek, Far Eastern
Economic Review (both defunct), Asian Wall Street Journal, Time, International Hera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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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bune, The Economist, and Newsweek all met with such fate. Other punitive actions
taken against the offending publications included restriction of their circulations in
Singapore.
In 1999, I did a few interviews with broadcasters such as CNBC, CNN and Reuters.
Shortly after these interviews, the Government issued a warning that foreign TV stations
that broadcast from Singapore had to abide by the same rules and standards that governed
the Singapore station. This was, of course, a reference to my speaking in public without
government approval, a matter which I will discuss at length below.
Shortly thereafter the government amended the Singapore Broadcasting Act to enable it
to prosecute foreign broadcasters, as it does with the international press, for 'engaging in
the domestic politics of Singapore.'
Since then, there have been almost no interviews with Singapore's pro-democracy
activists or reports on Singapore's politics from foreign broadcasting stations.
The actions against the media in Singapore has resulted in international media watch
groups criticizing the PAP for its continued suppression of the media. Reporters Without
Borders (RWB) placed Singapore 147th out of 167 countries in its annual survey
measuring governments on their respect for press freedom, which is 'by far the lowest
ranking of any developed country in the annual rankingand just one notch above Iraq and
18 above Myanmar.'
In fact, RWB gave the former prime minister, Goh Chok Tong, the 'Predator of Press
Freedom' award for his role in the government's continued suppression of press freedom
together with the likes of Muammar Gaddafi, Robert Mugabe, Kim Jong-Il, and Fidel
Castro. Another media group, the Committee to Protect Journalists, wrote:
State control of the media in Singapore is so complete that few dare to challenge the
system and there is no longer much need to arrest or even harass journalists. Even foreign
correspondents have learned to be cautious when reporting on Singapore, since the
government has frequently hauled the international press into court to face lengthy and
expensive libel su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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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AP has won every election since it first came into power in 1959. When the
opposition boycotted parliament in 1968 because the government refused to hold
parliamentary sittings for more than a year, the ruling party seized the opportunity and
engineered elections such that for the whole of the 1970s there was no opposition in the
house. Presently there are only two opposition MPs in a house of 84.
There is no independent elections commission; the Elections Department works from
under the Prime Minister's Office. The campaign period lasts forall of nine days.
Electoral boundaries were announced one day before the elections were called in 1997. In
2001, voters were given stock-market shares by the government which they could convert
to cashon the eve of polling.
All this has resulted in the fact that in the past few elections, the opposition has not
been able to field candidates in more than half of the seats, thereby allowing the PAP to
return to power even before the first vote is cast. Freedom House summed it up best when
it wrote: 'Citizens of Singapore cannot change their government democratically.'
One factor that makes Singaporeans so fearful of taking part in elections is the use of
libel laws by the PAP. The judiciary is seen by many to be partial to the ruling party.
Several opposition leaders have been rendered bankrupts when they have been unable to
pay the millions of dollars in damages following defamation lawsuits taken out by PAP
leaders.
Veteran oppositionist, Joshua B. Jeyaretnam, has paid more than a million dollars to
Lee Kuan Yew and other PAP litigants. A former judge, Jeyaretnam had to sell his
houses and almost all his possessions to make good on the payments. In January 2001, he
was declared bankrupt because he could not pay the hundreds of thousands of dollars he
still owed his opponents. Under the law he will lose his seat in parliament and be barred
from future elections.
Tang Liang Hong, a successful corporate lawyer and an opposition candidate in the
1997 elections, was sued for defamation for remarks he made about PAP leaders during a
public rally. Following the elections, Tang fled the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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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2001, Lee Kuan Yew and Goh Chok Tong sued me for defamation for raising
questions about Singapore's secretive loan to the Suharto regime in 1997 just before he
was toppled. The courts then refused to allow me to engage foreign lawyers in the form
of Queen's Counsels (QC), even though I had indicated that I could not find a local
lawyer to represent me and that Lee and Goh had engaged a Senior Counsel (Singapore's
equivalent of the QC) to act for them. The case was subsequently awarded to the
plaintiffs in a summary judgment which meant that I was not given an open trial to
defend myself and call for witnesses. At the time of writing this chapter, the plaintiffs
have asked for no less that US$500,000 in damages.
This was not the first suit brought against me. In 1993 when I was sacked from the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three months after I joined the opposition and contested
in an election, I was also sued for defamation by my head of department, who was a PAP
MP, for saying that my dismissal was politically motivated. The amount of costs and
damages awarded was approximately US$300,000.
Such a scenario has prompted the international legal community to remark about the
judiciary in Singapore:
Civil defamation suits are being misused by the Executive to intimidate and deter those
Singaporeans holding dissenting views. Amnesty International
[Defamation lawsuits have] done little to overcome the courts' reputation as improperly
compliant to the interests of the country's ruling People's Action Party.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What emergesis a government that has been willing to decimate the rule of law for the
benefit of its political interests. Lawyers have been cowed to passivity, judges are kept on
a short leash, and the law has been manipulated so that gaping holes exist in the system of
restraints on government action toward the individual. New York City Bar Association

Since 1960s when the government used the ISA to imprison labour activists, the PAP
has launched a relentless campaign against trade unions. There is no legislation requi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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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mum wage in Singapore and retrenchment entitlements for laid-off workers. As a
result Singaporean workers, especially those employed in manual labour, are relatively
among the worst paid in the world. The median wage of an office cleaner or driver,
adjusted for productivity, 'is among the lowest in 59 countries worldwide.' Only Russia,
the Ukraine, and Ecuador are paid less. Secretaries don't do much better; their wages rank
50th among the 59 countries.
All this takes place in country where ministers help themselves to salaries that are the
highest in the worlda cabinet minister earns more than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prime minister of Singapore's salary is higher than that of the president of the US,
prime minister of the UK, president of France, prime minister of Italy, and chancellor of
Germany combined!

Lee Kuan Yew insists that allowing citizens to freely gather and speak would result in
pandemonium. As a consequence, gatherings of any sort in a public place are prohibited:
Six protestors who had wanted to gather outside the US embassy in Singapore were
arrested before they could even make their way to the venue, a forum to discuss the
situation on Burma among Asian activists was banned, an application to stage a march to
mark the UN International Day for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was
rejected, a request for a protest against Singapore's media by a local NGO, Think Centre,
was denied, a forum to discuss homosexual issues was disallowed, and so on.
In 1999, I had stood in the middle of Raffles Place (the heart of Singapore's Central
Business District) at lunchtime and addressed a crowd. I repeated the event the following
week. I was prosecuted for both acts and jailed. In 2002 I attempted to hold a May Day
rally outside the Istana, the president's official residential and prime minister's office. A
bunch of police officers were on hand to greet me and hauled me away before I could
begin my speech. I was again prosecuted and jailed for five weeks.
Not only are citizens prohibited from organizing meetings in public places, they are
also not allowed to produce, distribute or exhibit any film, video recording, or material
with visual moving pictures that have a political end to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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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aporeans are too fearful to give financial support openly. The already constricted
space within which political society operates has thus been tightened further.

Much has been made about the use of the Internet as a liberating force within
authoritarian systems. The ease with which transfer of information through the electronic
medium occurs makes it extremely difficult, if not impossible, for governments to
exercise censorship effectively.
In 1996, the government stipulated that political parties, religious groups, and other
organisations that wanted to put up their own websites needed to first obtain a permit
from the Singapore Broadcasting Authority (SBA), ostensibly because it wanted to
prevent 'objectionable content' from entering cyberspace. The operative term,
'objectionable,' was deliberately left undefined, to allow the state to determine what is and
is not fit for public consumption. An opportunity came during the general elections at the
end of 1996, during which the SDP used its website to post information and biographical
data about its candidates. The party immediately received a letter from the SBA
demanding the removal of the offending Web pages. In 2001, the government announced
that it would introduce new regulations to 'guide responsible use' of the Internet by
political parties during elections.
From time to time, expressions of anxiety surface about the possibility that the
government tracks the activities of Internet users, especially on newsgroups and chat
rooms. These messages 'warn' other users that the authors have been questioned and
harassed by the authorities for posting critical comments or providing damaging
information about the government. The veracity of such messages is difficult to ascertain.
Even the motive must be questionedthe authors could be pro-establishment individuals or
groups intending to sow fear in the Internet community, thereby promoting greater
self-censorship.
In 2003, the police raided the homes of two Internet activists and confiscated their
computers files. Mohd. Zulfikar and Robert Ho had separately posted articles about Lee
Kuan Yew and the appointment of his family members to key posts in government-run
businesses. The police later announced that Zulfikar was under investigation for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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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amation, an offence that carries a sentence of up to two years' imprisonment41
Zulfikar left the country, seeking political refuge in Australia.42

One of the main reasons why Singapore does not show up more significantly or
frequently on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radar-screen is because of the PAP's
well-developed public relations campaign. Another reason is because it is hard to believe
that a city as technologically modern as Singapore can be so primitive in its political
development. An Asian human rights organization described:
Few States fly as far under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human rights radar as
Singapore. A prosperous, in many ways Western-style nation, Singapore is barely
mentioned at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Rights. Occasional references to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and the death penalty aside, the Singaporean
delegation sit smugly while their Asian neighbours face a barrage of NGO, and often
State, criticism. Singapore is no better than its neighboursin many ways, it's worse. It is
the Cuba of Asia (but without the crushing poverty or damaging economic sanctions).
Indeed, Singapore enjoys Western-style economic prosperity. There can be no
argumentflawed, as it isthat civil and political rights cannot be afforded in Singapore.
Denials of civil and political rights in Singapore are simply of governmental policy.43
Whatever the cause, it remains essential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pays more
attention to the situation in the island-republic. Developing countries, especially those
with autocratic leaders, increasingly view Singapore as a model where modernisation can
take place without any serious disruption to authoritarian control. China's leaders, for
example, are big admirers of the Singapore Way. The thinking is based on the age-old
concept of keeping the people's stomachs full and heads empty. If citizens are kept busy
trying to make money they will have little time to do anything else, including getting
active in politics.
The economic cracks are only starting to appear in Singapore. If the country is to avoid
some of the grief that have befallen other countries, it is wise that we in Singapore and
thos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ake greater effort to remedy the political
deficiency and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city-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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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wards Promoting & Deepening Asian Democracy
- Analysis on its Weakness and Challenges'

To be sure there have not been few conferences where the theme is how
to promote democracy in Asia. Many ideas and suggestions have been
canvassed. Unfortunately, there has not been much follow-up action.
Concrete action on how to bring about or consolidate democracy in Asian
countries has been rather lacking. The strength of democracy in Asia is only
as strong as the democracies in the individual Asian countries. Therefore,
any discussion on regional democracy must necessarily into helping
individual countries democratise.
This is where regional networkingcrucial. Singly, there is little that each
country can do to promote democracy onlarge scale. Collectively, however
(such asthis conference),from around the region canthe synergy from
working together. The pooling of resourcesalso boost our efforts.this end,
the Alliance for Reform and Democracy in Asia (ARDA), a regional
grouping of democratic-minded Asians, has taken several initiatives to work
regional well as programs.
Even then,theof the task at hand, no one organisation can hope to be
successful in bringing aboutby working alone. Collaboration withsister
networks and organisations is essential. To this end, ARDA has gotten
together with the Taiwan Foundation for Democracy, Alternative Asean,
Initiatives for Dialogue, and Forum Asia Democracy to organise the World
Forum for Democratisation in Asia (WFDA) to be held in Taipei in August
2005.The WFDA, unlike many other conferences, will focus on coming up
with concrete projects that will be conducted in the various Asian countries.
Resources will be coordinated and allocated to bestachieve the goals set out
in the conference.activities will be tracked to measure their feasilibity and
effectiveness for future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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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hoped that Korea being such a leading light in will join in the effort
and contribute to the process. Indeed it would be a shame if its numerous
and illustrious democratic leaders not play a leadership role into democracy
inpart of the world. It is hoped that this conference will signal closer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other Asians in this regard.

Chee Soon Juan
Chairman, Alliance for Reform and Democracy in Asia
Secretary-General, Singapore Democra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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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 널 2

민주화 세계화 과정에서
진보적 여성운동의 과제와 전망

조 영 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총장

(1) 87년 반독재 민주주의 투쟁과 진보적 여성운동의 활성화
한국여성단체연합(Korea Women's Associations United: KWAU)은 80년대 이후부터 꾸
준히 성장해온 진보적 여성운동 단체들의 연합체로서 87년 2월 결성되었다. 반독재 민
주화 투쟁에 참여해온 여성들이 주도한 여성연합은 여성운동의 성격을 ‘민족, 민주, 민
중운동의 부문운동’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여성운동의 목표는 ‘여성해방|노동해방|
민중해방’을 실현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으며, 특히 ‘기층 여성의 문제’를 핵심과제로 삼
아 사회변혁운동을 전개하려는 전략을 수립하였다.
이처럼 80년대의 여성운동은 여성의 이슈를 민족, 민주, 민중 운동과의 연관성 속에
서 풀고자 하였다. 한 예로,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여성연합’) 창립의 계기가 되었던,
1986년 6월 발생한 ‘권인숙씨 사건’에 대해 당시 여성운동가들은 여성에 대한 폭력의
문제로 바라보기 보다는 ‘군사독재정권의 폭력성으로 인한 사건’으로 규정하였고, 따라
서 이러한 고문과 성폭력의 종식을 위해서라도 민주화가 실현되어야 하며, 여성운동
또한 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실천에 더욱 나서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렇듯 80년대를 관통한 반독재 민주주의 투쟁의 상황에서 진보적 여성운동에게 있
어서 군사주의 정부는 총체적 투쟁의 대상이었을 뿐, 결코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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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협력의 대상으로 인식되지 않았다.

(2) 민주주의의 이행과 진보적 여성운동의 시민운동으로의 확장
1987년 6월 항쟁 이후 정치적 자유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민주화의 과정에서 자율
적인 시민사회 영역이 점차 구축되기 시작하였다. 그 과정에서 전국 각지에서 반독재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였던 여성 활동가들에 의해 지역과 부문을 대표하는 진보적 여
성단체들이 결성되고, 이들이 동시에 여성연합에 가입하게 됨으로써, 진보적 여성운동
은 지역화, 대중화의 기초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렇듯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게 된 여
성연합은 진보적 여성운동의 연합체를 구축함으로써 여성 독자적인 목소리와 요구를
사회에 제기하기 시작하였고, 90년대 이후 여성정책의 발전을 주도할 주체역량을 확보
하게 된다.
87년 6월 항쟁 이전과 이후를 가름하는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정치적 민주화의 과정
에서 점차 다양화지는 사회운동조직이 등장하고 시민사회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
작했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여성연합은 90년대 초반 ‘진보적인 여성운동에 대한 방
향모색’을 위한 내부 토론을 진행하였다. 토론 결과 여성연합은 민주화의 확대와 사회
구조의 변화에 따라 (1) 여성운동의 주체를 기층여성 뿐 아니라 중산층 여성 등 주체
를 다양화해야 한다. (2) 여성운동의 과제도 기층중심성에서 벗어나 시민적 과제를 포
괄해야 한다. (3) 따라서 전체 사회변혁운동과 그 흐름을 함께 해온 진보적 여성운동
은 민주화․정보화 사회로 변함에 따라 사회변혁의 내용과 전망이 달라져야 한다는 방
향전환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계급과 민족 그리고 민주화 과정에서 소외되어 온 여성
의제들 -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 그리고 참여의 배제 등 - 을 전면에 부각시키기
위한 새로운 모색을 시작하였다. 이로써 여성연합은 기층 중심성을 견지하면서도 87년
민주대투쟁의 성과로 확보된 법적․제도적 절차와 공간을 이용하여 시민운동 방식을 채
택한 독자적 여성운동의 발전을 모색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후 여성연합은 본격적으로 시민사회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민주주의 이행기에 걸
맞는 진보적 여성운동의 내용과 방식을 확장시켜 나갔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는 총
체적 투쟁의 대상이었던 국가권력과 정부 및 의회를 대상으로 여성이슈를 제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개입 운동이 시도되었다. 우선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지방의회에
직접 진출하거나, 청원,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회에서 여성관련 법과 정책
이 통과되도록 압력활동을 진행하여 성공을 거두었다. 또한 학교급식이나 안전한 먹거
리 등과 같은 생활과제를 지역사회 문제로 이끌어 내고, 주부들이 여성운동의 주체로
나서도록 함으로써 여성의제의 대중화와 여성운동 주체의 확산을 이루어냈다.

(3) 여성운동의 성 주류화 전략과 여성의제의 제도화
1995년 북경에서 개최된 제4차 유엔여성회의에서는 여성에 대한 차별해소와 폭력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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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위해서는 국가의 책임을 무엇보다도 강조하였다. 또한 이 회의를 통해 ‘여성의
권리는 인권’이며, 성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성 주류화’ 전략과 ‘여성의 세력화’가
보장되어야 하며, 성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우대조치는 차별이 아님을 분명히 하면서
여성인권운동의 국제적 흐름을 조성하게 되었다. 90년대 초반까지는 세계 여성운동과
의 직접적 교류가 없었던 한국의 여성운동은 95년 북경여성회의를 통해 국제인권운동
의 흐름을 접하게 되었고, 이후 본격적으로 여성차별과 폭력방지를 위한 국가의 책임
과 여성의제의 법제화 및 여성관련 정책의 제도화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그 결과, 90년 이후 10여 년 동안 3대 여성인권관련 법의 제도화 즉, 1993년 성폭력
특별법의 제정, 1997년 가정폭력방지법의 제정, 2004년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는 성과
를 거두게 된다. 위와 같은 여성폭력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한 법제화의 과정은 여성연
합을 통해 조직화된 진보적 여성운동의 아래로부터의 지속적인 대중운동과 입법운동
의 결과로 이루어낸 성과였다. 여성연합은 나아가 2001년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의 개정을 통한 ‘산전산후휴가 90일 확대’와 2003년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을
통해 보육료 차등지원과 보육예산 확대, 그리고 2005년 민법 개정을 통한 가부정적인
‘호주제’의 폐지 등 정부로 하여금 성 평등 제도와 정책을 수립하도록 촉구하는 제도
개선운동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왔다. 또한 2002년 정당법의 개정을 통해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할당제가 도입되었다. 그 결과 2004년 총선에서 여성의원의 비율이
2004년 5.9%에서 13.5%에 달하는 40명으로 늘어나는 성과를 거두었다.
98년 김대중 정부의 등장 이후 진보적 여성운동은 95년 북경여성대회에서 채택한
전 세계사적인 성 주류화전략에 기반 하여 정부의 여성정책을 성 주류화 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개입활동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여성담당 정부기구 및 제도 개선이 이루어
지게 되었다. 우선, 대통령직속여성특별위원회(이하 여성특별위원회)가 신설되었고
(2001년 이후 ‘여성부’ 확대 개편), 행정자치부․법무부․교육부․보건복지부․농림부․노동부
등 6개 부처에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신설되었으며, 정부 각 부처에서의 중요 정책결정
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위원회에 30% 여성할당을 요구함으로써 정부의 여성정책을 ‘성
주류화’로 실현시키기 위한 다양한 기구와 제도가 마련되었다.
이 과정에서 여성운동은 성 주류화 전략이 성공하여 국가가 모든 여성정책을 수립
하게 될 경우, 여성운동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새롭게 고민을 시작하게
되었다. 또한 정부의 여성기구(Women's Machinery)에 일부 여성운동가들이 관료로 포섭
(co-optation)되면서 페모크라트(Femocrat: Feminist+Bureaucrat)가 되는 것이 여성운동에
대한 배신인가 아니면 여성운동의 발전인가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아울러서 성폭력특별법과 가정폭력방지법이 시행되면서 폭력피해자에 대한 서비스
를 제공하게 된 여성단체들의 경우, 상담을 중심으로 하는 전문성의 강화에 치중하는
경향이 강화되면서 여성단체의 역할이 전문성과 운동성 중 어떤 부문에 더 치중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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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지난 20여 년간 여성운동의 헌신과 노력으로 성 평등 가치는 국가의 정책의
기본으로 수립되고, 사회 의제화 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와 동시에 성과가 발생시킨
새로운 문제인 여성운동의 제도화 이후 진보적 여성운동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를 찾기
위한 토론이 또 다시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4) 차이를 강조하는 새로운 여성운동의 흐름
87년 이후 한국사회를 특징 지웠던 시민사회 및 시민사회운동은 상대적으로 변화가
지체된 제도정치권과 정부의 개혁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반사이익을 얻으면서 활성화
되었다. 이는 역설적이게도 제도정치권과 정부의 개혁과 민주화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시민운동은 오히려 퇴조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치민주화를 촉구하는 시민
운동의 퇴조는 불가피하지만, 대신해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는 새로운 운동이 새로운
주체들에 의해 새로운 방식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민주화 운동 이후에 성장하면서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젊은
여성그룹들은 80년대의 진보적 여성운동으로 출발한 선배그룹들이 민주주의 이행기인
90년대를 지나면서 주류 여성운동 세력으로 제도화되면서, 다양화 되고 있는 여성운동
내부의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이들 새
로운 여성운동 집단은 선배 여성운동 그룹들은 반독재 민주화 투쟁시기에 형성된 계
급과 민족과 같은 거대담론에 치우친 구세대 Feminist들이며, 따라서 Sexuality와 같은
사적 영역과 문화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여성문제를 간과하였다는 비판을 제기
하였다.
90년대 후반 새롭게 등장한 소위 ‘New Feminist'들에 의해 제기되기 시작한 ‘개인’과
‘사적’인 것에 대한 강조, 그리고 성적 정체성을 둘러싼 차이의 강조는 80년대 여성운
동가들에게는 새로운 변화이자 도전이었다. 이러한 도전은 주요한 여성운동의 이슈가
국가의 여성정책 과제로 제도화된 이후 다음단계의 ‘진보’에 대한 성찰을 진행하고 있
던 선배그룹들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성찰의 계기였으며, 동시에 과거운동의 역사에 대
한 전체적인 이해가 부족한 젊은 그룹들에게도 여성운동의 역사적 맥락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1) 정치적 민주화를 압도하는 세계화의 흐름과 시민사회의 과제
87년 민주화 대투쟁의 결과 확장된 정치적 민주화는 90년대 중반 IMF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본격적으로 국가에 의한 시장통제의 약화와 해외 금융자본에 의한 국내
시장의 개방, 특히 세계무역기구(WTO)에 의한 관세협상의 압력에 의해 구조적으로 제
약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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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이행기에 놓여 있는 김영삼 정부 이후 IMF 경제위기와 동시에 권력을 장악
하게 된 김대중 정부, 그리고 최근의 노무현 정권에 이르기까지 87년 이후 민주주의
이행기의 경제자유화 정책은 아이러니하게도 정치적 민주화의 성과와 상반되는 경제
적 비민주성을 노골화시키는 과정으로 귀결되었다. 이는 60년대 이후부터 87년에 이르
는 군사주의 정권 하에서 국가주도의 경제성장 중심주의로 특징되는 군사독재 정권의
경제정책이 87년 이후 민주주의 이행과정에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근거한 시장중
심의 경제정책으로 대체되었음을 의미하였다.
특히 IMF 경제위기 이후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민영화, 개방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를 통해서 비정규직의 양산, 공공부문의 축소, 빈부격차를 초래하고 사회 양극화를 심
화시키는 등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국가와 시민사회를 압도하면서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처럼 국민국가 차원에서 제도정치의 민주화로 특징되는 87년 이후 민주주의 이행
기를 경험하고 있는 한국사회는 90년대 후반 국민국가 단위를 넘어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물결에 압도당하면서, 정치적 민주화의 성과가 공평한 경제적 분배와 빈곤층
의 복지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는 세계화의 부정적 영향을 고스란히 경험하고 있는 것
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국의 국가권력이 국가단위를 넘어서 세계체제의 형태로 구조화
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흐름 앞에서, 주체적 대응능력을 갖지 못한 채 시장으
로 권력을 넘겨주고 있은 것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에 빠
지게 되었다.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 민주화(시장중심의 세계화)가 상호 충돌하는 지
점에서 시민사회는 국가와의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가 새로운 과제로 대
두된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국가와 정치권력에 대한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역할
을 담당했던 시민사회에게 있어서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새로운 인식과 실천의 대상이
되고 있다.
87년 이후 국민국가 차원에서의 점진적인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 온
한국의 시민사회는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전 지구를 압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의 부정적 영향을 막아내기 위한 국제적, 지구적 차원의 연대를 향한 새로운 운동의
모색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2)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한 빈곤의 여성화
87년 민주화 이행기 이후 98년 IMF 경제위기 과정에서 여성은 가장 먼저 해고되고,
가장 나중에 그것도 비정규직으로 다시 채용되었다.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정
책은 남성가장의 실업과 빈곤에 집중한 반면, 오히려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여성빈곤
문제는 부차적인 것으로 도외시하였다.
한국의 사회복지는 가구단위로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빈곤율 또한 개인이 아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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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단위로 측정되고 있다. 2000년 발표된 ‘가구소비실태조사’를 근거로 IMF 이후 여성
빈곤 실태를 살펴보면, 여성가구주 가구가 1996년 16.6%에서 2000년 18.5%로 증가하였
으며, 여성가구주의 빈곤율은 1996년 8.3%에서 2000년 16.9%로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현재 여성가구주 가구가 전체가구 중 차지하는 비중이 18.5%인 데 비하여 빈곤가구
중 차지하는 비중은 그 2.5배인 45.8%로 나타나 빈곤의 여성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빈곤 여성가구주 가구의 고용형태별 빈곤율을 살펴보면, 최저생계비 기준으
로 빈곤율은 정규직의 경우 1996년 7.1%에서 2000년 9.1%로 2% 증가한데 비하여, 비
정규직은 1996년 13.1%에서 2000년 22.5%로 9.4% 증가하였다. 이처럼 비정규직 여성가
구주가 경제위기 과정을 통해 더욱 빈곤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IMF 이후 여성가구주가 증가함과 동시에 여성가구주 중 빈곤 여성가구주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현실은 IMF 이후 본격적으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강화되었다는 것과
연관해 볼 때,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빈곤의 여성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이를 수용하는 국민국가의 친 시장적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한국의 사례가 단적으로 보여주듯이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낳고, 여성의 비정규직화로
귀결되면서, 여성빈곤의 심화, 빈곤의 여성화를 낳고 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여성운동 또한 시민사회와 마찬가지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부정적 영향을 막아내기
위한 국민 국가 차원을 넘어서는 국제적, 지구적 차원의 연대를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한국의 여성운동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응하지 않는 한,
빈곤의 여성화(Feminization of Poverty)를 국민국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의
식을 갖게 되었고, 2000년 이후 전 세계의 여성단체들과 연대하여 빈곤과 폭력 철폐를
위한 세계여성행진(World March of Women)에 참여하고 있다.

(3) 우리 것이 되어버린 이주노동자 문제
세계화로 인한 또 다른 변화는 이주여성과 국제결혼, 외국인 여성 인신매매 등과 같
은 인종의 경계를 넘어선 새로운 형태의 여성인권문제가 한국사회라는 공간 내로 급
속히 등장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외국인에 대한 폐쇄성과 국가주의 경향이 강한 한국사회는 세계화에 의해
제기된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인식하고 대응하는데 있어 한계를 드러내었다. 최근 뒤늦
게나마 시민사회가 이주노동자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하고자 노력하기 시작한 것
은 다행이라 할 수 있다.
여성운동 또한 이주여성 노동자, 국제결혼 여성,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여성 등에 대
한 인권보호와 지원활동을 중심과제로 삼는 여성단체들이 늘어나면서 이주여성들에
대한 지원과 아시아를 향한 연대운동으로의 확산을 모색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인신
매매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인신매매방지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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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아시아에서 경제적으로 개발된 한국사회로 일자리를 찾아 입국하는 이주여성들이
당하는 착취와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아시아 연대를 구축하는 일에 나서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국 내에서의 이주를 포함한 국제연대 활동은 한국사
회의 주요 의제로 충분히 부각되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국가권력을 대상으로 민주
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나섰던 한국의 시민사회는 이제부터라도 세계화로 인해
한국사회 내에서 사회적 약자로 존재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문제를
적극 대처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서야 한다.

(1) 성 평등을 위한 남성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최근 한국의 시민운동은 한국사회 발전정도에 대한 평가와 현 정권을 어떻게 바라
볼 것인가를 둘러싸고, 한 편에서는 보수적 저항(backlash)에 맞선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한 국가 및 정부와의 협치(governance)를 강조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지구적 차
원의 빈곤의 구조화에 맞서 ‘운동의 급진화’를 통해서 운동의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는
상반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여성연합 역시 최근 민주화, 세계화, 다원화, 차이가 강조되는 사회 흐름 속에서 또
다시 ‘진보란 무엇인가?’, ‘지금 여성운동의 진보성은 무엇인가?’를 반문하면서 진보적
여성운동의 전망을 찾기 위한 모색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의 지표를 이야기 할 때,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여성의 지위향
상이 급격히 이루어진 것은 가장 대표적인 민주화의 척도로 평가되고 있으며, 일부 남
성들은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마저 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비교평가를
통해서 바라 본 한국의 양성평등 수준은 여전히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사회의 성 평등은 아직 요원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고 있다.
2004년 5월 유엔개발계획(UNDP)이 보고한 자료에서도 한국의 여성권한척도(GEM)
는 68위를 차지했다. 또한 2005년 5월 16일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여성의 권
리: 남녀 불평등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조사 대상 58개국 중 이집트와 터키, 파키
스탄과 요르단에 이어 54위라는 결과가 발표된 것이다. 게다가 마스터카드 인터내셔널
은 최근 아태지역 13개국 중 한국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발
표하였다.
이처럼 통계에서 드러나는 한국의 불평등지수와 일부 남성 집단이 실감하는 불평등
지수 사이에 큰 격차가 존재하는 원인중의 하나는, 한국 남성이 기대하는 성 평등의
수준과 실제 국제사회에서 기준으로 제시되는 성 평등 사이에 ‘기대치의 차이’가 발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성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가부장성과 남성중심성으로 굳어온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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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남성들의 인식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평등한 남녀관계를 요구하는 여성들
의 요구가 커진 것에 비해, 남성들은 여전히 차별적 관행과 언행에 익숙해 있어 남녀
사이에 충돌이 빈발하고 있다.
따라서 성 평등이 일상 속에서 관행으로 자리 잡고, 남녀의 관계가 일상 속에서 실
현되기 위해서는 관행과 언어, 관계와 습관을 바꿔나가기 위한 남녀 모두의 일상적인
노력이 중요하다. 실천만이 법과 제도의 괴리, 선언과 현실의 괴리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나의 일상이 바뀔 때, 실질적 민주주의는 실현된다.
87년 이후 국가주도의 경제성장주의 단계를 지나 정치적 민주화의 과정을 거친 지
난 20여 년 동안 한국사회는 격심한 변화를 경험하면서, 그 과정에서 많은 고통을 겪
었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지금까지 변해 온 것 보다 더 많이 변화되기를 요구받는 첨
단의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변화의 과정에서 변화를 주도한 집단이 변화의 대상이 되기도 하며, 변화의 정도와
속도의 차이로 인해 집단 간에 또는 집단 내에서 상호 갈등과 분쟁이 발생한다.
특히 민주주의 이행기를 경험하면서 권리의식이 확산됨으로 인해, 자신의 요구와 이
해를 관철시키려는 일방적 태도가 확장된 반면,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익히는 과
정이 부족한 까닭에 개인과 집단 간에 이해의 충돌과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
다 보니, 민주주의가 이행된 만큼 ‘민주주의의 피로감’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해와 갈등의 충돌은 민주주의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당연한 것이라 생각할
때, 우리사회는 갈등을 평화적으로 조정하거나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사회적 합의
의 틀이 정착시키기 위한 새로운 노력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87년 이후 지금까지 민주주의를 향해 끊임없이 전진하고 있는 한국의 시민사회는
쉼 없이 다가오는 새로운 도전을 응수하면서 민주주의를 실제화 시키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유발하는 새로운 도전에 주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민주적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우리 안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통일성(Unity in Diversity)을 이끌어 내는 용기를 배워야 한다. 셋째, 상충하는 가치의
충돌 속에서 우선순위를 합의해 낼 수 있는 평화적 갈등해결 방법을 익혀야 한다. 넷
째, 과거의 성과에 자족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과 과제를 지속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겸손함을 키워야 한다. 다섯째, 분노에 머물지 않고 전망을 제시할 수 있는 지혜를 키
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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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l 2

Outlook and Challenges for Progressive
Women's Movement in Korea
Amid Democratization and Globalization

Cho Young Sook
Secretary General, Korea Women's Associations United

(1) The 1987 pro-democracy struggles and progressive women's movement
The Korea Women's Associations United (KWAU) was created in February 1987 as a
coalition of progressive women's organizations that had grown since the 1980s. Led by
the women activists who had fought for democracy, the KWAU saw women's movement
as a movement for people and democracy. Thus, it set out to attain freedom for women,
workers and people, while addressing the issue of lower-class women as a key
component of its strategy to reform Korean society.
Throughout the 1980s, women's movement in Korea sought to address women's issues
in the context of people and democracy. For instance, in June 1986, when police sexually
tortured a pro-labor female college student during interrogation, women activists viewed
the incident more as violence perpetrated by military dictatorship, than as mere police
brutality.1) Hence, they called for democratization that could end such savager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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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anded that women's movement play a more active role in this process.
In sum, amid pro-democracy struggles throughout the 1980s, progressive women
activistssaw military regimes as an enemy, not as a partner in their endeavor to create
institutions that could prevent violence and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2) Democratization and expansion of progressive women's movement into civil
society
Following the democratic uprising of June 1987, political freedom and democracy
progressed, laying the foundation of civil society. In this process, across the nation,
women activists who had fought for democracy started to form progressive women's
organizations representing different regions and sectors. They soon joined the KWAU,
paving the way for women's movement to reach a wider range of people and regions.
This nationwide network enabled the KWAU to emerge as an alliance of progressive
women's groups, to voice women's interests to the wider society, and to play a leading
role in shaping women's policies since the 1990s.
The biggest change the 1987 uprising put in motion was the spread of political
democracy, which in turn fostered diverse civic groups and civil society. Against this
backdrop, in the early 1990s, the KWAU internally debated the future course of
progressive women's movement, and concluded that it should 1) target not only
lower-class women, but also those in the middle class; 2) go beyond the agenda of the
lower class to address that of a wider range of people; and 3) adjust its strategy for social
reform in line with the spread of democracy and information technology. With this in
mind, the KWAU sought to bring to the fore women's agenda long left on the back burner
violence and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exclusion, and so forth. As a result, the
KWAU was able to keep its focus on lower-class women, while at the same time
reaching the wider society with the help of the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 created
following the 1987 uprising.
The KWAU then adopted a wider approach to progressive women's movement in
keeping with the growth of democracy and civil society. Instead of simply wrangling
with governments and the National Assembly like it had previously, the KWAU sought
1) This incident inspired the creation of the KWAU.
- 54 -

to influence their policy decisions to ensure that they take proper account of women's
interests. For instance, to promote women's political empowerment, the KWAU joined
local legislative bodies, while petitioning and pressuring legislators to pass
women-related laws. Also, it tried to bring the attention of communities to such everyday
issues as school meals and food safety, and encouraged housewives to act to tackle them.
All these efforts proved successful in raising public awareness of women's issues, as well
as in attracting greater women's participation.
(3) Gender mainstreaming and women's agenda reflected in state policies and programs
The UN Fourth World Conference on Women in Beijing in 1995 recognized states'role
in curbing discrimination and violence against women. While defining women's rights as
human rights, it established gender mainstreaming and women's empowerment as the
global strategy for promoting gender equality, and affirmed that measures aimed at
eliminating gender discrimination did not constitute discrimination. This set the tone for
women's rights movement at the international level.
Until the early 1990s, Korea's women activistsremained new to global trends in
women's movement. Yet the Beijing forum brought them closer to these trends, allowing
them to recognize states' role in preventing discrimination and violence against women,
and inspiring them to ensure that women's agenda were reflected in government laws,
policies and programs.
These efforts proved fruitful, with three major laws on women's human rights being
enacted during 10 years since 1990 the Special Act on Sexual Violence in 1993, the
Domestic ViolencePrevention Act in 1997 and the Anti-prostitution Act in 2004. This
was made possible by the KWAU's grassroots efforts to engage the public and legislators.
The list goes on. In 2001, the laws on labor standards, equal employment and
employment insurance were revised to extend maternity leave before and after birth to 90
days. In 2002, the law on political parties was amended to embrace a quota to foster
women's participation in politics. As a result, following the 2004 general elections, the
female ratio among National Assembly members jumped to over 13% (or 40 persons)
from 5.9% in 2000. In 2003, the Infant Care Act was changed so state subsidies for
raising kids would be provided differently according to recipients' income, and the state
budget would be increased. In March 2005, a revised version of the Civil Code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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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ed, heralding the end of "hojuje," the age-old patriarchal family registry system.
When President Kim Dae-jung took office in 1998, progressive women's movement in
Korea pursued more aggressively the gender mainstreaming strategy from the Beijing
Conference by ensuring that a gender perspective wasreflected in government policies
and programs. This resulted in significant progress. A presidential commission for
women's affairs was set up (later expanded to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in 2001),
while six government agencies2) created internal offices dedicated to women's policies.
The KWAU also asked that a 30% quota be granted to women to increase their
participation in state commissions that had a huge impact on government agencies'
decision-making.
At the same time, women activists in Korea began pondering hypothetical questions
that could arise when gender mainstreaming was achieved fully enough within
governments questions about the role of women's movement, and about whether women
activists' cooptation into government machinery, and their possible "bureaucratization,"
would be good or bad for women's movement as a whole.
Also, along with the enforcement of the laws on sexual violence and domestic violence,
some women groups in Korea tended to focus more on offering professional advice to
victims of such violence. This compelled women groups to question their own identity
professional counselors or field activists?
For the past two decades, countless dedicated women activists in Korea have tried
successfully to put gender equality at the center of government policies and social debate.
They've also begun their endeavor to discover their new identity befitting the progress
they made.
(4) New trends in women's movement focus on diversity and differences
After 1987, newly emerged civil society and the civic movement shaped Korean
society. Ironically enough, the more the country's political establishment and governments
2) The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the Ministry of Justice, the
Ministry of Educatio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the Ministry of 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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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sted reform, the more the civic movement thrived. This meant that the former's reform
and democratization would eventually make the latter irrelevant. In the latter's place, new
players finally came along and began raising new issues with a new approach.
They were young women groups that had grown after the 1987 democratic uprising
under the heavy influence of postmodern feminism. They alleged that their older
colleagues, after starting out as progressives in the 1980s, became mainstream in the
1990s with the spread of democracy, and failed to recognize diversity that was emerging
within women's movement. They also argued that old feminists were too preoccupied
with such lofty ideas as people and social classes leftovers from the era of pro-democracy
struggles to address more private and cultural issues affecting women like sexuality.
These new feminists came to the fore in the late 1990s, and their focus on the
individual, the private and diversity in gender identity, presented the women activists of
the 1980s with a challenge. This challenge inspired the older generation of activists to
explore from a different angle the future course of women's movement after women's
agenda was reflected fully enough in government policies. It also helps the young
generation of activists better appreciate the history of their country's women's movement,
and continue its tradition.

(1) Globalization undercutting political democracy and challenges for civil society
Following the 1987 democratic uprising, political democracy bloomed in Korea. Yet in
the mid 1990s, notably in the wake of the financial crisis, this democracy faced serious
threats, with state control over the economy getting eased, foreigncapital inflow surging
and trade pressure from the WTO mounting.
Ironically, the more politically democratic and economically liberalized the country has
become, the more economically undemocratic ithas become. This is true of the
governments of President Kim Young-sam, who saw democracy take shape; President
Kim Dae-jung, who took power soon after the financial crisis erupted; and the incumbent,
Roh Moo-hyun. Put another way, in the midst of democratization after 1987, past mili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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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mes'economic policies, which had pursued state-led growth since the 1960s, gave
way to market-oriented policies anchored in neo-liberal globalization.
Troublingly, since the financial crisis, these neo-liberal policies haveundermined the
fabric of Korean society by justifying the restructuring and privatization of the public
sector, market opening and labor flexibility, all of which increased employment
insecurity, shrunk the public sector, widened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and
further divided the entire society.
After undergoingtransition from a nation-state into a democracy since 1987, the
country was swept in the late 1990s into the vortex of neo-liberal globalization
transcending nation-states. Now, it is learning the hard way that such globalization does
not ensure that political democracy leads to a fair distribution of economic benefits and a
higher standardof living for the poor.
With the governments in Korea watching helplessly as neo-liberal globalization handed
their power over to the market, women activists of this country began to debate what to
do namely, a question about what civil society should do with the state when political
democracy and economic liberalization (market-driven globalization) clash. For civil
societies that have played a major role in attaining political democracy, neo-liberal
globalization offers much food for thought and a reason to act.
In sum, after striving to foster democracy at the nation-state level since 1987, civil
society in Korea is now called upon to seek new global solidarity to stop the spread of
negative impacts of neo-liberal globalization, which has overwhelmedthe entire world in
the 21st century.
(2) Feminization of poverty amid neo-liberal globalization
Following the outbreakof the financial crisis in 1997, women in Korea were the ones
who were first fired, and last rehired on a contingent basis at best. Government policies
centered on the unemployment and poverty of male breadwinners, while paying little
attention to women's poverty that was just getting worse.
In Korea, social welfare, and the povertyrate for that matter, are measured for househo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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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 individuals. A government survey on household expenditure, released in 2000, speaks
volumes about how poorer women have become since the financial crisis. According to the
survey, the number of women-headed households rose to 18.5% in 2000 from 16.6% in
1996, while their poverty rate surged to 16.9% in 2000 from 8.3% in 1996. Also, they
accounted for 18.5% of all households, but a whopping 45.8% of poor households.
Meanwhile, when segregated by employment type, female family heads are just as
pitiful. Measured according to minimum living expenses, the poverty rate of those
employed on a regular basis rose 2%, from 7.1% in 1996 to 9.1% in 2000, whereas that
of those hired on a contingent basis grew 9.4%, from 13.1% in 1996 to 22.5% in 2000.
All this points to neo-liberal economic policies as the main culprit for exacerbating
feminization of poverty, given that they have been aggressively implemented in the
aftermath of the 1997 crisis.
As evidenced by the experience of Korea, neo-liberal globalization, coupled with
pro-market policies advocated by the nation-states embracing it, raises labor flexibility
and employment insecurity among women, thereby pushing them further into penury.
Thus, women's movement in Korea, just like its civil society, is now called upon to seek
new global solidarity to curb the spread of ills of neo-liberal globalization.
Korea's women groupslearned that if feminization of poverty was to be reined in at the
nation-state level, neo-liberal globalization must be addressed first. With this in mind,
they have joined since 2000 their international friends in the World March of Women to
eliminate poverty of and violence against women.
(3) Migrant workers an issue affecting all of us
Another major change globalization brought to Korean society is a new threat to
women's human rights a rapid rise in women's migration, international marriage and
trafficking in foreign women.
Yet strong racial prejudice and nationalism have prevented Korean society from
confronting the issue of migrant workers posed by globalization. It is fortunate that albeit
belatedly, civil society in the country has recently taken up this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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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men's movement is doing its part too. A growing number of women groups focus
on helping women migrant workers, internationally married women and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while pursuing the enactment ofan anti-human trafficking law. They
are now seeking solidarity with other Asian countries to ensure that the women who
migrate to Korea from these countriesfor better economic opportunities do not fall victim
to exploitation and abuse.
Nonetheless, these efforts have yet to attract enough attention of Korean society. Civil
society in Korea must therefore draw upon its experience as a democracy fighter to better
protect the most vulnerable - the migrant workers who are discriminated and abused here
amid globalization.

(1) A greater role of men in promoting gender equality
Recently, civic activists in Korea have differed in their view of the extent of the
progress their society has made, and of the current administration. Some call for better
governanceto counter conservative backlash and solidify democracy, while others stress
the need to find their true identity by combating more radically the perpetuation of
poverty on a global scale.
Likewise, faced with democratization, globalization, diversification and a new
socialfocus on differences, the KWAU is trying to identify the future course of women's
movement by asking "What does it mean to be progressive?" and "How progressive is
women's movement today?"
Arguably, one of the major achievements Korea's democracy has made for the last 20
years is the marked improvement in women's social status. Some men even complain
about so-called reverse discrimination. Compared with other countries, however, Korea
still lags way behind in promoting gender equality, meaning that it has a long way to go.
In a UNDP report of May 2004, Korea ranked 68th in the Gender Empowerment
Measure (GEM). Also, in a World Economic Forum study on gender disparity, released
on May 16, 2005, it ranked a dismal 54th out of 58 countries, only followed by Jor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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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kistan, Turkey and Egypt. In MasterCard International's latest survey on the
socio-economic status of Asian women, Korea ranked the lowest among 13 countries.
This discrepancy between statistics and some Korean males' sentiment stems in part
from the gap between these men's expectations and global standards in terms of the
desired level of gender equality.
In fact, if gender equality is to be achieved, Korean men must change their age-old,
patriarchal mindset. With women becoming increasinglyvocal about gender equality,
most men in this country have remained reluctant to stop their discriminatory practices,
language and behavior.
In order for gender equality to become a reality, both men and women in this country
must try in their daily lives to change their way of behaving, speaking and approaching
relationships. Only action can narrow the gap between law and justice, as well as the gap
between rhetoric and reality.
(2) Genuine democracy everyone's responsibility
For the past two decades since 1987, Korean society has undergone, with great pain,
seismic changes like the end of an era of state-led economic growth, and the transition
into a democracy. In this era of rapid globalization, though, the country has a lot more
changes coming its way.
More often than not, groups that lead changes end up becoming thetarget of change,
while differences in the degree and pace of changes engender discord among and within
such groups.
In Korea, thanks to democratization, individuals havebecome more keenly aware of
their rights and interests. They have tried to advance those values, but often at the
expense of those of others, causing endless conflicts of interests among individuals and
groups. Not surprisingly, many people are now just as tired of democracy as they are
happy with it.
Yet in a blooming democracy, conflicts of interests are unavoidable to some ex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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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ociety should thus strive to build a framework for social consensus wherebysuch
conflicts are mediated and resolved peacefully.
Building on the progress it has achieved in fostering democracy since 1987, civil
societyin Korea should work tirelessly to confront new challenges, and to ensure that the
benefits of democracy reach all people.
To this end, it should seek to 1) formulate a democratic and independent response to
new challenges posed by neo-liberal globalization, 2) accept diversity within itself and
seek unity in diversity; 3) learn how to prioritize conflicting interests and values, and
peacefully resolve their conflicts; 4) refuse to rest on its laurels, and rise to new
challenges and tasks; and 5) offer workable visions instead of angry accus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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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 널 3

아시아의 민주주의를 촉진하고 심화시키기 위하여
- 그 취약점과 도전에 관한 분석: 버마의 전망

아웅 투 네인
버마 새사회민주당 부의장

여러분,
버마의 민주주의 투쟁과 아시아의 민주주의 전체에 대한 버마민중의 관심을 아시아
민주주의 포럼에서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기쁘다. 18년 전 이 때에 한국
에서는 대중적인 민주주의운동이 있었다. 그 다음해인 1988년에 비슷한 대중적 민주주
의 항쟁이 버마에서 일어났다. 버마민중은 민주주의와 자유를 외쳤다. 그러나 불행하
게도 버마에서 민주주의는 오랫동안 지연되어 왔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투
쟁을 하고 있다.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을 생각하는 동안, 버
마민중은 아직도 민주화에 대한 생각을 해야 한다.
버마민주주의 운동의 배경을 간단히 보자. 1962년 군부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로
부터 권력을 찬탈했다. 그리고 버마에 “사회주의를 향한 버마식 민주주의”를 주장하면
서 일당 정당제를 채택했다. 장군은 국가의 지배정당인 버마 사회주의 프로그램당
(Burma Socialist Programme Party)의 당수가 되었다. 실제로, 자원이 풍부하고 전도유망
한 국가가 고립정책과 사회주의 체제의 잘못된 관리에 의해서 가난한 국가로 전락한
것이다. 버마는 26년간의 군사독재 이후 최빈국 중의 하나가 되었다. 1988년 8월에, 전
체 국민이 일당독재지배에 대항하는 저항을 하며 민주주의, 자유와 다수 정당제에 의
한 선거를 요구했다. 1988년 버마에는 짧은 민주주의 여름이 왔다. 그렇지만 민주주의
를 위한 꿈은 잔인한 탄압과 또 다른 군의 쿠데타에 의해서 끝이 났다. 나는 1988년에

- 63 -

민주주의 항쟁을 이끌었던 학생활동가의 한명이었다. 그리고 이후 1988년에 타이-버
마 국경으로 도망쳤고 어느새 17년이 지났다. 그러나 버마를 위한 민주주의는 여전히
먼 꿈이다. 군부체제는 후에 다당제 일반선거를 1990년에 실시했다. 그러나 군부는 선
거결과를 거부했다. 친민주주의 정당인 NLD가 의회의 의석 82%을 획득한 압도적인
승리를 거부한 것이다.
버마의 민주주의 여름이 17년이 지난 지금, 군부는 여전히 그 지배를 계속하고 있
다. 1,300명에 달하는 정치적 활동가들이 훈타의 악명높은 감옥에 장기 투옥되어 있다.
1990년 선거에서 선출된 의원 당선자들이 감옥에 보내지거나 강제로 망명되어지고, 의
원직을 사퇴하도록 강제되어졌다. 일부 소수민족의 무장그룹은 훈타와 정전협약에 동
의를 했다. 그렇지만 약 100,000명의 난민들이 여전히 이웃나라에 남아 있다. 그리고
빈사상태의 버마경제 때문에 백만명의 이주자들이 다른 나라에서 불법적으로 일하고
있다. 군은 정치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의 주요한 핵심부분을
모두 독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16년간의 군부의 개입동안 어떠한 정치적인 진보가
없었다. 버마는 여전히 오늘날 아시아에서 가장 심한 압제국으로 남아 있고, 이러한
사실을 아시아민주주주의 포럼은 잊어서는 안된다.
우리, 민주주의자들은 취약함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비록 아
웅산 수지가 버마 민주주의운동에서 가장 유명하고 특출난 인물이지만, 그녀의 당, 제
1 야당은 버마를 변화시킬 수 있었던 많은 황금기회를 놓쳤다. 그리고 정치적인 정체
는 군사정권이 대화요구를 거부한 이후로 계속되고 있다. 우리, 민주주의자들은 군부
를 억제시킬 수 있다. 그러나 정권에서 물러나게 한 후 대화테이블에 끌어들여야 한
다. 우리가 약하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 버마에서 군사 정권을 종식시키기 위한 방
법에 대한 공통적인 전략이 결여되어 있다.

만약 버마민주주의 운동의 3가지 취약점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받는다면, 가장 중요
한 것은 이것이다.:
운동이 아직도 공통적인 전략이 없다. 그런 가운데 종종 비실용적인 전략을 추진해
왔다. 모든‘전략’이 그들 자신을 위한 것이고, 모든 그들의 이해관계가 이 공통적인 전
략이라는 커다란 바구니에 담겨있다는 것을 확신시키기가 쉽지 않다. 버마인들은 다른
민주주의 운동으로부터 배워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의 민주주의로의 전환기를
어떻게 통과했는지를 배워야 한다.
이것은 운동을 덜 통합적이고, 분파적으로, 파편화시키고 있으며 우리의 노력을 매
우 다양한 모퉁이로 내몰리게 하고 있다. 일부는, 아니 아마 우리 대부분은 사소한 자
신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 (운동의) 통일은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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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다양성 속에서 통일적으로 일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다. 그리고
우리의 민주적인 그룹 사이도 기능적인 통일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
우리 중 일부는 여전히 장기적인 목표보다는 단기적 전망하에서 일하고 있다. “분리
통치”라는 여전히 군사정권의 교묘한 통치 전략 안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지난 과거의 경험에서 익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올가미에서 벗어
날 수 없다.

나는 버마에 민주주의를 가져오기 위하여 우리의 투쟁 앞에 놓인 도전이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다.
버마군이 문제의 부분이며, 마찬가지로 해결의 부분이기 때문에 군의 속성과 관심을
이해하는 운동이어야 한다. 식민지 권력과 달리, 군은 갈 곳이 없었다. 그리고 우리가
1990년에 선출한 대표는 군리더를 다루는 방법을 이해해야 하고, 그들의 개인적, 제도
적인 이해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만 운동의 일부 사람들은 타
협을 취약함의 표시로 생각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군정권의 무자비한 과거의 행위들을
용서하자고 납득시키는 것이 어렵다.
우리 앞에 높인 또 다른 도전은 우리가 투쟁중이라도 하더라도 어떻게 국가적 화해
를 성취할 수 있을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우리의 유명한 인물인 아웅산 수지 여사 외
에는, 운동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없다. 버마인과 비버마인의 분열은 극복되어야 하고,
1948년 독립 이후에 시작된 오랜 동안의 피비린내 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것만이 분리통치를 종식시키고 버마에서 영구한 평화를 이룩하는 길이
다.
구조적인 문제도 역시 왜 민주주의가 버마에 정착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를
판단하는데 중요하다. 버마를 장기적으로 다룬 학술자료들 중의 하나에 의하면, 버마
의 시민사회는 1962년 이후에 조직적, 체계적으로 죽음을 당해왔다. 그리고 두려움은
여전히 군부정권을 연장시키는 데 기능하는 주요한 요소이다. 민주주의 전통이 1950년
대에 있었던 짧은 민주주의 기간 동안에 버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듯하다. 국가가
독립 직후에 시민전쟁으로 화염에 휩싸였다. 그리고 권위주의적 정권이 부패의 전통,
백마를 탄 지도자에 대한 공통적인 의존성으로 인하여 국가에 뿌리를 내렸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는 지도자 숭배집단을 만들었다. 특히 투옥된 아웅산 수지 여사를 버마
와 수동적인 민중을 구할 지도자로서 숭배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향한 길에 이러한 3가지 외에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 일부는 탄압
의 잔인성, 국내와 국외 망명지의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취약한 시민사회,
만연한 빈곤, 마지막으로 세계에 대한 연결의 취약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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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버마가 반드시 변화할 것이고 민주주의가 버마에서 반드시 뿌리를 내릴 것이
라고 강하게 믿는다. 그렇지만 버마인들은 다른 민주주의 운동으로부터 경험을 배워야
한다. 어떻게 다른 나라가 그들의 전환기에 투쟁해왔는가를 배워야 한다. 아시아 민주
주의 포럼으로부터 나는 많은 것을 배웠다. 그리고 나는 아시아 지역의 민주주의 힘에
의해서 격려되고 활력을 많이 받는다. 앞으로는 버마민주주의자에 대한 당신들의 경험
과 전술을 나누고 싶다. 그리고 버마와의 연대를 희망한다. 국제적인 연대운동은 버마
민주주의운동에 기여를 할 것이다. 그리고 인도, 아세안, 일본과 한국같은 지역국가는
군사정권에 대한 정치적인 압력을 행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여기서 나는 아
웅산 수지의 말을 인용하고 싶다. “버마의 해방을 위하여 당신의 해방을 활용해 주십
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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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l 3

'Towards Promoting & Deepening Asian Democracy
- Analysis on its Weakness and Challenges':
A Burmese Perspective

Aung Thu Nyein
Democratic Party for a New Society, Vice-President

Ladies and gentlemen,
It is my pleasure having a chance to share concerns of the Burmese people on their
democracy struggle and Asian democracy as a whole, in the occasion of this Asia
Democracy Forum. Eighteen years ago, in this week,there was a popular democracy
movement in South Korea and it could finally drive the country towards democracy and a
change for betterment of South Korean people. Next year in 1988, similar popular
democracy upraising was occurred in Burma and the Burmese called for democracy and
freedom. Unluckily, democracy is long overdue in Burma and we are, today, see
ourselves still in the struggle. While peoples of other countries are thinking consolidating
its democracy, the Burmese people are yet to think on democratization.
Let's me brief the background of Burmese democracy movement.
The military took over power from the democratically elected government in 1962 and
adopted one party system in Burma, claiming as "Burmese way to socialism". The
generals became the leaders of the country ruling party, Burma Socialist Programme
Party. Actually, the resources-rich and promising country went down to the road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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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verty, by its isolationist policies and mismanagement of the socialist regime. Burma
became one of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after 26 years of military rule. In 1988
August, the whole country revolted against one party rule and called for democracy,
freedom and multi-party elections. There was a brief democracy summer for Burma in
1988. However, the dream for democracy was ended up by brutal crackdown and another
military coup d'etat. I was one of the student activists who lead the democracy upraising
in 1988, and later I fled to Thai-Burma border in 1988. It has been 17 years in movement
now, but democracy for Burma is still a far dream. The military regime later hold a
multi-party general election in 1990, but again the regime neglected to honor the election
results after the pro-democracy party, the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NLD) won a
landslide victory, 82% of seats in parliament.
Today, 17 years after democracy summer in Burma, the military still continue its rule
in Burma and 1,300 political activists are incarcerating their lives with lengthy
imprisonments in junta's infamous prisons. MP-elects from 1990 elections have been
either sent in jails, or forced to exile, or forced to resign from their positions throughout
these years. Some ethnic armed groups have agreed ceasefire with the junta, however
approximately 100,000 refugees are still remaining in neighboring countries and million
of immigrants are working illegally in other countries because of country's moribund
economy. The military have seized a tight grip not only on power but also monopolized
the major pie of country's economy. Finally, there has been no political progress of any
kind in the intervening 16 years. Burma is yet a big pocket of oppression in today Asia
and this Asia Democracy Forum should not miss out the fact.
We have to commit we, the democrats, are not free of weaknesses. Even though Daw
Aung San Suu Kyi is the most popular and prominent figure of Burma democracy
movement, her party, the main opposition party had missed many golden opportunities to
make change in Burma and political deadlock is going on since the military denies its call
for a dialogue. We, the democrats, can contain the military, but yet to push them from the
throne or to a dialogue table. It is not secret we are still weak in unity and lack of a
common strategy how to end military rule in Burma.

If you would ask me, what are the three weaknesses of Burma democracy movement,
the most important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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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movement still lacks a common strategy--where we have been pushing through
with impractical strategy for sometimes and still hard to convince all "the strategy"is of
their own and their interests are in this big basket. The Burmese should learn experiences
from other democracy movement and how other people have passed through their
transition to democracy.
● This makes the movement less unified, splintered, fractionized and driving our
efforts to various corners. Some, may be most of us are working in projects of petty
self-interest. Unity is most frequently-heard and most demanding calls, but yet still hard
to implement with unity in diversity and functional unity among our democratic group.
● Some of us are still working with short-term vision, rather than a long-term aim.
"Divide and rule" has been still working in the manipulating hands of the military and we
couldn't make escape from the traps, even we know well from the past experiences.

I foresee there are several challenges ahead of our struggle to bring democracy in
Burma, but the most important three are:
● The movement to understanding the nature and interests of the army, since the
Burmese army is part of the problem and part of the solution as well. Unlike colonial
power, the army has nowhere to go and it is important that the representatives we elected
in 1990 must understand how to deal with the military leaders and what would be their
personal and institutional interests. However, some peoples in the movement see
compromise is a sign of weakness and it is hard to convince to forgive the ruthless past of
the military rule.
● Another challenge ahead is to realize how we can build for national reconciliation
even during the struggle. Apart from our renowned figure Daw Aung San Suu Kyi, there
are no representative leaders in the movement. Burman, non-Burman divide must be
tackled and must efforts need to resolve for prolong and bloody ethnic conflict, began
since its days of independence in 1948. It is the only way to end divide and rule tactics
and for a ever lasting peace in Burma.
● Structural problems are also vital to observe why democracy is taking so long to take
roots in Burma. According to one of long time Burma academics, civil society in Burma
was systematically killed since 1962 and constraints by fear is still a main factor working
to lengthy military rule. Tradition of democracy was unlikely rooted in Burma during a
brief democracy rule in 1950s, since the country had flamed with civil war immedi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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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its independence and authoritarian rule has seeded the country with a tradition of
corruption and common reliance upon leader on the white horse. These structural
problems breed leadership cult, especially upon our imprisoned leader Daw Aung San
Suu Kyi to save Burma and people waiting in passivity.
There are many challenges waiting ahead, other than these three,on the road to
democracy. Some like, severity of the oppression, difficulties of communication between
people working inside and exile, weak civil societies, rampant poverty and finally a weak
connection to globalization.

I strongly believe, Burma must be changed and democracy must be prevailing in
Burma. However the Burmese should learn experiences from other democracy movement
and how other countries have strived during their transition. From this Asia Democracy
Forum, I think I have learn a lot and I am much encouraged and enthused by momentum
of democracy in our Asia region. Here by, I would like to ask to friends to share your
experiences and tactics to our Burmese democrats in future. Additionally, I hope your
solidarity with Burma. International solidarity movement can contribute a lot to Burma
democracy movement and regional countries like India, ASEAN, Japan and South Korea
have much important role to play for political pressure against the military and to block
its financial flows. Finally, I want to call your support to the Burmese democracy
movement and here I would like to quote from a speech of Daw Aung San Suu Kyi, once
she said, "Please use your liberty to promote liberty in Burma." Thank you.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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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 널 4

아시아 민주주의를 촉진하고 심화시키기 위하여:
필리핀의 견해

조리나 벨라스코

1)

필리핀 민중민주주의연구소, 민주주의감시국 국장

필리핀 민주주의의 스토리라인은 몇 문장으로 요약하기가 쉽지 않다.

1565년 스페인의 식민주의자들이 침략하기 전에는 이렇다 할 만한 단일한 필리핀
국가가 없었다.

남부에 흩어져 있는 무슬림 술탄체제들과 군도의 나머지 지역에 있던 국가 이전의
형태들이 공존해있었다. 스페인 지배에 대한 수년간의 비성공적인 저항 이후에, 본격
적인 저항이 분출했다. 그리고 1898년에 독립적인 필리핀 공화국이 선포되었다. 그러
나 이것은 오래가지 못했다. 미국의 지배가 곧 이어졌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가지
고 있는 (이것에 관해서는 이후에)엘리트 중심의 정치적인 체제를 위한 기반이 만들어
졌다. 권력은 결국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필리핀인에게 이양되었다. 그러나 억압으로
부터의 자유를 향한 기운과 자결권은 결코 죽은 적이 없었다.

이야기의 나머지는 잘 알려져 있다. 주요한 농민반란이 1950년대 초기에 진압된 이

1) 한국 민주주의 재단에 의해서 조직되는 아시아민주주의포럼에서 2005년 6월 10일에 발표되
는 글. 저자는 마닐라에 있는 조사와 애드버커시 NGO인 Institute for Pupular Democracy
(IPD)의 조사연구원이다. (www.ipd.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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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더 큰 민주주의를 향한 급진적인 바람이 학생들이 주도하는 좌파 운동에 의해서
1960년대 후반에 일어났다. 무슬림의 분리주의자 운동도 역시 시작되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1972년에 계엄령을 선포하는 방식으로 성장하는 시민 저항을 억압했다. 그는
철권정치를 하였다. 인신보호영장 haebeas corpus을 일시 정지하고, 그의 정적을 제거하
고, 언론의 자유를 막았다. 저항은 지하에서 계속되었다. 1986년에 마르코스는 마침내
마닐라 거리에서 벌어진 ‘민중의 힘’의 평화적 저항으로 권력에서 물러났다.

독재권력 이후 거의 20년이 지난 오늘날 필리핀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어떻게 경험
하고 있는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다시 도입된 이후에 필리핀 해변에 민주주의
는 어떻게 정착되었나?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한 나절 동안 대답을 하는 것은 거의
가능하지 않다. 밑에 설명되는 것은 전체적인 그림을 위한 몇몇의 윤곽을 제공하려고
한 시도이다.

2004년 12월에 사회기후국(Social Weather Stations)2)라는 단체가 실시한 전국적인 조
사에 의하면 필리핀 사람들의 40%가 민주주의가 시행되는 방법에 만족을 한다고 한
다. 같은 조사에 의하면 필리핀 사람들의 54%가 민주주의를 선호하고 반면에 24%가
권위주의적인 정부를 선호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수치는 필리핀 사람들의 정치적인 선호, 경향을 표시하는 것일 수 있다. 그
러나 이것들은 필리핀 민주주의에 관해서는 거의 말하지 않는다: 필리핀의 경제, 건축
과 드라마. 이것들을 묘사하기 위하여 나는 통계와 교과서를 다루지 않겠다. 대신에
현대 필리핀 정치의 어지러운 세상으로 뛰어들겠다. 다음의 것들은 필리핀이 가지고
있는 종류의 민주주의를 나타내는 (나에게는) 적절한 순간들이다.

“당신은 법이 단지 부자를 위한 것이란 것을 안다.”
내가 직장으로 가고 있을 때에 나는 작은 그룹의 삼륜자전거 운전사들이 하는 이야
기를 들었다. 그들은 며칠 전에 발생했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두 번째의 민중
의 힘’은 2001년 1월에 에스트라다를 막대한 뇌물, 부패, 권력남용에 의한 혐의로 권력
에서 몰아냈다. 주류 정서는 필리핀 사람들이 정의의 이름으로 용감하게 행동했다는
것과 독재권력으로부터 전환 이후에 민주주의 성과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마닐라의 하층민은, 빈민 중의 빈민들은 아주 다르게 느꼈다. 그들은 에스트
2) http://www.sws.org.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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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다의 과도함에 대한 분노에 거의 관련될 수 없었다. 그들의 눈에는 그는 잘못 할 수
없었다. 대중적인 액션영화의 영웅은 그의 일반 대중적인 “로빈 후드”이미지를 갖고
집권을 했었다. 에스트라다는 빈민들의 대통령이었다. 어떤 대통령도 빈곤의 문제를
해결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적어도 에스트라다는 그들에게 기운을 주었다. 그의 구속
에 수천 명의 지지자들은 에스트라다를 다시 집권시키기 위해서 그들 식의 민중의 힘
을 보여주었다. 많은 시위자들이 며칠 동안 주요한 사거리를 장악했다. 그러나 넓은
지지가 없이 반봉기의 이러한 시도는 5월 1일에 끝나고 말았다. 그리고 시위는 폭력적
으로 바뀌고 사람들이 구속되었다.

가난한 사람에게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중간계급이 민주화를 주도할 때, 이것은 민
중의 힘이라고 찬양받는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이 같은 것을 행했을 때는 이것은 날
뛰는 불량배라고 불리어진다. 필리핀 사회의 이러한 단절은 서글픈 현실로 남아있다.
여기서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프롤레타리아의 정서를 낭만화하자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 과정에서 그들의 목소리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나는 마피아정치가에 관한 이야기와 투표조작에 관한 것을 쓰고 싶다. 어디로 가야
하는가? ”-“멀리있지 않다”고 나는 대답했다.
한 외국 통신원이 그의 선거 취재를 위한 조언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사무실에 왔
다. 그녀는 필리핀의 “황야 서부”인 멀리 떨어진 시골을 방문하고 싶어했다. 그러나
그런 현상을 취재하기 위하여 도시로부터 멀리 갈 필요가 없었다. 필리핀 선거는 “피
의 스포츠” “가족 사업”으로 묘사되곤 했다.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필리핀에서의 전형적인 정치가는 호위대에(종종 사병에 필적할 만한) 의해서 둘러싸
인 지방의 지주 가족으로부터 온다.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 형제, 자매, 부인, 자녀들
- 다양한 직책을 차지한다: 시장, 주지사, 지방 의원 등. 3대 동안 소수의 경쟁하는 혈
족에 의해서 지배되는 지방들이 있다. 이러한 정치가들은 다양한 수준까지 지지를 사
고, 명예훼손자를 위협하기 위하여 그들의 부를 이용한다. 가족 분쟁과는 별도로 폭력
도 역시 선거 사이에 다른 명예훼손자를 침묵시키는 데 사용된다. 경고가 있었다. 정
치가의 불법적인 사업과 부정을 폭로한 현지의 지방 언론인을 살해하겠다는 협박이
있었다. 필리핀은 현지 지방언론인에게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콜롬비아 다음으로 가장
위험한 지역이다.

외부인에게 선거일 직전의 카운트다운 동안에, 정부가 선거와 관련된 폭력을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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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 총과 술에 대한 강한 금지를 하는 것을 아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필리핀이
무기를 소지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운 반면에 시민들은 총과 그와 관련된 것을 다니
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술을 파는 것도 금지된다. 극단적인 때에 극단적인
조치이다.

“의회에서의 의석의 배분은 어떻게 되는가 ? 각 정당이 얼마나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는가?”- “아무도 확실하게 모른다”고 나는 대답한다.
해외에서 온 한 명의 당황한 정치학자가 선거결과에 대해서 나를 인터뷰하고 있었
다. 이것들은 일반적인 질문인 듯싶다. 그러나 필리핀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가
장 문제가 있는 정당 시스템 중의 하나를 가진 나라 중의 하나이다. 내가 설명을 하겠
다.

후보자가 후보 등록을 할 때, 비록 후보자가 그들이 소속된 정당을 기록할 것이 요
구되고 있지만, 모든 자리는 (의회에서의 정당 리스트를 제외하고는) 개인에 대한 직
접적인 투표에 의해서 채워졌다. 투표자는 투표용지에 전국수준에서 (대통령, 부통령,
상원) 지역수준까지(district, province/city, municipality) 40명의 이름까지 적는다. 이것이
캠페인이 정강이 아닌 개인특성에 중심을 두게 되는 이유이다. 더구나 후보자는 정치
적 후원자로부터 지지를 통하여 그들 자신의 캠페인 기금을 모은다. 정치가가 정당에
책임이 없기 때문에 정책환경을 더욱 예견할 수 없게 만든다. 입법자는 정당에 따라서
의안을 지지하도록 강요되지 않는다.

의회 내에서, 정당을 바꾸는 것이 만연되어 있다. 모든 것이 자기 선언을 취한다. 의
회가 개원되면 의원들은 전형적으로 대통령이 소속한 정당으로 바꾼다. 그래서 그들은
후원 피라미드의 부분이 될 수 있다. 대통령의 입법의제 또는 다른 전국적 정치인의
프로그램을 지지하는 교환으로 입법의원은 혜택을 받는다. 이것이 정치가를 연결하는
메커니즘이다. 이렇다 할 정당과정이 없기 때문이다. 동맹은 매우 유동적이다. 한 정
당 이상에 소속하는 것이 가능하기조차 하다. 사실상 글로리아 맥카파갈 아료요 대통
령은 3정당에 가입해있다.

이러한 간단한 서술로, 나는 필리핀 민주주의에 관련된 많은 도전의 일부를 보여주
려 했다: 가난한 사람들의 압도적인 힘의 약화, 무법적인 “어두운 요소들”의 강한 출
현, 정치적 시스템의 많은 제도적인 결함 등이다. 필리핀 사람들은 , 부자건 가난한 사
람이건 정의롭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민주주의의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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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실제는 필리핀 사람들에게 낯선 것이 아니다. 그러나 변화에 끔찍한 장애가 있다.
“좋은 공치” 정신에 기반한 “근대적” 정부를 향한 요구와 우리 세상에 아직도 주도적
인 후원제도 중심의 정치문화라는 “오래된 스타일” 사이에 결정적인 긴장이 있다.

그래서 필리핀은 한 정당의 위기에서 다음 단계로 느리게 움직이고 있다. 1986년에
민주적인 전환이 일어난 이후에 군부와 야당에 의한 쿠데타 위협은 일상적인 사건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장애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에서의 시민사회와 사회운동은 활동
적이고 잘 진행되고 있다. 시민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을 지향하지 않는 활동적인 비정
부적인 부문이 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굉장히 정치적이다.

현재, 사회주의자 유토피아를 위해서 조직을 계속하는 운동이 있는 반면에, 다른 활
동가들은 대안적인 민주적인 정치를 위한 투쟁을 하고 있다 : 농지개혁 지역사회에서,
도시빈민 정착지에서, 필리핀 정치의 로비장에서 투쟁을 하고 있다. 그들은 선전하고
입법화를 위해 활동한다. 그들은 선동하고 교육한다. 그들은 시위를 하고 대안적 정당
을 조직한다. 풀뿌리 수준에서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서 투쟁하는 활동가들이 있다. 그
리고 의미있는 정치적인 개혁을 위하여 동력을 증진시키는 주창자들이 있다. “민주주
의에 기회를 주자”는 것이 그들의 집단적인 합창이다. 그리고 나는 여기에 동의한다.
보통 사람들이 공적인 제도를 신뢰할 수 없을 때까지는 그리고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발전(“사람이 먹을 수 있는 민주주의”)을 경험할 수 없을 때까지는 필리핀은 많은 민
주적인 이상에 아직 근접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확실하다. 필리핀은 민주주의를 어렵게 배우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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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l 4

Towards Promoting and Deepening Asian Democracy:
A View from the Philippines

Djorina Velasco

1)

Institute for Popular Democracy, Head of Democracy Watch Department

The storyline of Philippine democracy is not easily compressed into a few sentences.
Before the arrival of Spanish colonialists in 1565, there was no unitary Philippine state
to speak of. Dispersed Muslim sultanates in the south co-existed with pre-state societies
in the rest of the archipelago. After years of unsuccessful resistance to Spanish rule, a
full-blown insurrection erupted and declared an independentPhilippine Republic in 1898.
Yet this was short-lived. American colonial rule soon ensued, which laid down the basis
for the elite-driven political system we have today (more on this later). Power was
eventually handed over to Filipinos at the conclusion of World War II. But the aspirations
for freedom from oppression and self-determination never died.
The rest of the story is well-known. After a major peasant revolt was crushed in the
early 1950s, radical calls for greater democracy were taken up again by the student-led
left movement in the late 1960s. The Muslim secessionist movement also began asserting
itself. President Marcos dealt with the growing civil unrest by declaring martial law in
1) Paper presented on 10 June 2005 at the Asia Democracy Forum organized by the Korea
Democracy Foundation in Seoul, South Korea. The author is a Research Associate at the
Institute for Popular Democracy (IPD), a non-governmental research and advocacy NGO
based in Manila (http://www.ipd.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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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 He ruled the country with an iron hand, suspending the habeas corpus, eliminating
his political opponents and silencing the free press. Resistance continued underground. In
1986, Marcos was finally toppled by a peaceful display of 'People Power' in the streets of
Manila.
How do Filipinos experience democracy today, almost two decades after the
dictatorship? How has democracy fared on Philippine shores since the re-introduction of
regular, "free and fair" elections? It is hardly possible to answer these questions in one
afternoon. What follows is an attempt at providing a few contours of the overall picture.
A nationwide survey conducted by the Social Weather Station2) in December 2004
revealed that 40 per cent of Filipinos are satisfied with the way democracy works. The
same survey showed that 54 per cent of Filipinos prefer democracy, while 24 per cent
prefer an authoritarian government.
These figures may be indicative of Filipinos' political penchants, yet they say little
about the Philippine democracy: its economy, architecture and drama. To illustrate these,
allow me to leave textbooks and statistics behind and dive into the messy world of
contemporary Philippine politics. What follows are a "moments", which to me, are
poignant illustrations of the kind of democracy we have in the Philippines.

"You know the law is only for the rich."
I was on my way to work when I overheard a conversation among a small group of
tricycle drivers. They were talking about the events that had transpired days before.
'People Power Two' had successfully ousted President Estrada from office in January
2001 over charges of massive graft,corruption and abuse of power. Mainstream sentiment
was that Filipinos had bravely risen to the occasion in the name of justice and democratic
gains made after the transition from the dictatorship.
But Manila's under-classes, the poorest of the poor, felt very differently. They could
not relate to the outrage at Estrada's excesses. In their eyes, he could do no wrong. A
widely popular action film hero propelled to public office by his populist "Robin Hood"
2) http://www.sws.org.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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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l, Estrada was their president. No Philippine president had solved the problem of
poverty, but at least Estrada had inspired them. At his arrest, thousands of loyal
supporters staged their version of People Power to re-install Estrada, a mass of protesters
blocking off a main intersection for several days. But without broad support, this attempt
at a counter-uprising was brought to an end on May 1, when the protest turned violent
and people were arrested.
To the poor, the messagewas that when the middle class leads a demonstration this is
celebrated People Power, but when the poor initiate the same, this is branded as an unruly
mob. This fault line in Philippine society remains a sad reality to this day. My point here
is not to romanticize the proletarian sentiment, but to convey their acute lack of voice in
the political process.

"I want to file a story on mafia politicians and another one on vote manipulation.
Where do I go?" "Not far," I replied.
A foreign correspondent came to our office to get tips for her election coverage. She
expected to visit remote villages in the Philippine "wild west", but one needn't travel far
from the cosmopolitan capital to witness such phenomena. Philippine elections have been
described as "blood sport" and "family business". It is not difficult to see why.
The stereotypical politician in the Philippines comes from a rural land-owning family,
surrounded by bodyguards (that are sometimes comparable to private armies). Different
family membersbrothers, sisters, wives and children--occupy diverse posts: as mayors
and councilors, governors and district representatives. There are localities that have been
ruled by a handful of feuding clans for up to three generations back. These politicians, to
varying degrees, use their wealth to buy support and forceto intimidate detractors. Aside
from family vendettas, violence is also used to silence other detractors in between
elections. There has been an alarming increase in killings of local journalists who have
exposed politicians' illegal businesses and graft. The Philippines is the second-most
dangerous place for local journalists in the world, next to Columbia.
To the outsider, it is also interesting to note that during the countdown for election day,
the government imposes a strict gun and liquor ban to curb election-related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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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le it is relatively easy for Filipinos to obtain firearms, civilians are no longer allowed
to carry guns and establishments are barred from selling any alcoholextreme measure in
extreme times.

"What is the distribution of seats in parliament? How many seats does each political
party have?" - "Nobody knows for sure," I answered.
A perplexed political scientist from overseas was interviewing me about the result of
the elections. These seem like standard questions. But the Philippines has one of the most
dysfunctional party systems one can imagine. Let me explain.
Although candidates are asked to register their party affiliation when they file their
candidacy, all positions are filled by direct vote of individuals (except for the party-list in
Congress). Voters write down up to forty names on the ballots, from the national
(president, vice president, Senate) to local levels (district, province/city, municipality).
This is why campaigns are centered on personalities, not platforms. Moreover, candidates
raise their own campaign funds by soliciting support from political patrons. This makes
for a highly unpredictable policy environment, since politicians are not accountable to
parties. Legislators are not compelled to support bills according to party lines.
Within Congress, party-switching is rampant. All it takes is a self-declaration. At the
opening of Congress, representatives typically switch to the party of the president, so that
they can become part of the patronage pyramid. In exchange for supporting the
president's legislative agenda or another national politician's program, favors are
dispensed. This is the mechanism that connects politicians, since there are no party
processes to speak of. Alliances are highly fluid. It is even possible to declare one's
allegiance to more than one party! In fact, President Gloria Macapagal-Arroyo is a
member of three parties!
With these snapshots, I have tried to illustrate some of the enormous challenges to
Philippine democracy: the overwhelming dis-empowerment of the poor, the strong
presence of lawless "dark elements" and the many institutional defects of the political
system. Filipinos, rich and poor, are not afraid to speak out against injustice. The ethos
and practice of democracy is not alien to Filipinos. Yet there are formidable obstacle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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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 There is a divisive tension between the demands for a "modern" government that
is built on the tenets of "good governance" and the "old style", patronage-driven political
culture that is still so prevalent in our part of the world.
And so, the Philippines has been limping from one political crisis to the next. Coups
d'tat threats by the military and opposition forces have been a regular occurrencesince the
democratic transition in 1986.
Yet in spite all these hardships, civil society and social movements are alive and well in
the Philippines. There is a vibrant non-governmental sector that is not just oriented
towards social welfare and community development, but that is also highly politicized.
While there are movements that continue to organize for a socialist utopia, other
activists are struggling for alternative democratic politics in the here and now: in agrarian
reform communities, in urban poor settlements and in the lobbies of the Philippine halls
of power. They advocate and legislate, they agitate and educate, they protest and organize
alternative political parties. There are activists who are fighting for democratization and
human rights at the grassroots level. And there advocates who are building up the
momentum for empowering and meaningful political reforms. Let's give democracy a
chance, is their collective chorus. And I agree. For until ordinary people are unable to
trust public institutions and experience inclusive socio-economic development
("democracy that one can eat") the Philippines has yet to approximate many democratic
ideals.
This much is clear: thePhilippines is learning democracy the hard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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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 널 5

강력한 자본과 취약한 노동

아포 레옹
아시아 모니터 리쇼스 센터

정확하게 80년 전인 1925년 6월 19일에 홍콩 노동자들은 노동권과 정치권을 위한 광
동-홍콩 총파업을 시작함으로써 세상을 놀라게 했다. 이 파업은 16개월 동안 진행되
었다. 이들의 요구는 파업권, 8시간 노동, 최저임금, 학대 금지, 입법위원회의 회원을
선출할 권리와 같은 고전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영웅적인 파업의 중요한 의미는 홍콩노동자들이 그들 자신의 권리 향상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상해 노동자들과의 순수하고 애국적인 연대를 위해 활동했다는
것에 있다. 상해에서는 일본섬유 사업장 관리자에 의해 한 노동자 지도자가 총살당한
후에 일어난 5월 30일 사건1)으로 인하여 총파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그들의 요구 중 많은 것이 홍콩에서는 오늘날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 노동자들은 법적인 보호없이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하고, 완전하고 직
접적인 민주주의의 결여로 고통을 받고 있다. 또한 몸이 아프면 사직이나 해고의 위험
을 걱정해야 한다. 그들의 최저임금법은 아직도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진보적이고 전
투적인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정부에 의해서 계속적인 탄압을 받고 있다. 이것은 홍콩
노동운동만의 문제는 아니다. 아시아의 대다수 노동자들이 무자비하고 가혹한 현실을
동시에 함께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1) 협상도중 관리자에 의해서 노동자가 사망한 후, 5월 30일 이에 분노해 상해의 난징도로를
행진하던 노동자, 학생, 다른 시위대를 무장한 외국군대가 사격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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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자본과 취약한 노동은 지금 중국노동연구자들에 의해서 넓게 사용되고 선호
되는 용어이다. 많은 서구의 지도적인 학계와 정책 지도자들은 세계화하에서, 인간이
만든 장애 때문에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는 비유동적인 노동에 비하여 초고속의 자
본은 점점 더 강력해진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의견은 많은 노동운동에 의해서 공유되
고 있다. 네팔의 노동조합총연맹 GEFONT의 사무총장은 제 4차 전국총회의 보고서에
서 간결하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자본은 금융적, 물리적으로 조직되고, 과학과
기술, 전자혁명의 도움으로 세계화된다. 시장과 이윤에 대한 독점 경주에서 모든 국가
적|지리적 경계선을 넘었다. 그러나 노동자의 국제적 연대는 도덕적․ 심정적인 연대
로 한정되고 있다. 자본의 운동은 자유로운 반면, 노동의 운동은 많은 장애물의 제약
을 받고 있다.”
노동운동이 변화하는 세계에(특히 노동조합에 우호적이지 않은 노동시장) 조응하는
데에 실패하면서 코포라티즘이나 복지사회의 토대였던 노동운동에 대해 결렬이나 종
식이라는 비관주의적인 결론에 쉽게 도달하게 된다. 계급투쟁은 사람들이 그것을 자유
롭게 사용하는데 불편함을 느낄 때 금기시된다. WTO, IMF, 세계은행에 의해서 강력하
게 촉진되고 있는 ‘자유화, 유연성, 취업능력, 경쟁력, 사유화, 합리화, 효율성’과 같은
용어들이 경제회복, 성장, 빈곤의 근절,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가능하고 논리적인 해
결책으로서 확대되어 사용되고 있다. ‘시카고 학파’의 전문가들은 국제기구, 다양한 정
부, 다국적기업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들
은 경제를 구조조정하고, 사회적인 복지시스템을 해체하고, 노동시장을 탈규제하는 신
자유주의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는 개발도상국에게 있어서는 치명적이다. 잘
알려진 경제학자의 말에 의하면, “IMF의 주요한 처방전은 너무 가난해서 허리벨트를
살 수 없는 환자에게 벨트를 조이라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 IMF 주도의 긴축정책은
종종 폭동, 쿠데타, 공공서비스의 붕괴를 초래했다.”(Sachs 2005) 한국, 인도네시아, 태
국과 같은 나라들은 아시아 금융위기 때에 이 마법의 공식을 채택하라고 강요받았다.
다국적기업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특별한 부문이다. 이 ‘슈퍼 국가’는 많은 개
발도상국이 경쟁할 수 없는 막대한 부와 자산을 축적했다. 그렇지만 그들 중 대부분은
노조에 우호적이지 않다. 그들은 일단 노동자들이 조직되고, 진전을 위해서 요구를 하
기 시작하면 사업장을 닫고, 새로운 장소로 옮기겠다고 위협을 한다. 최근의 캐나다의
월마트의 경우는 현지의 노동조합과의 계약을 회피하기 위하여 그들의 슈퍼마켓을 닫
은 명백한 예가 되고 있다. 삼성, 코닥, 맥도날드는 중국 내에서 노동조합을 거부한 것
으로 중국노동조합총연맹(ACFTU)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거명되었다. 이들 기업은 조직
권, 고용보호, 차별금지, 건강과 안전에 관한 기준을 낮추기 위해서 중앙정부 또는 지
방정부에 로비와 압력을 행사하였다. 한국의 다국적기업은 특히 방글라데시에서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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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지역법을 개정하는 논의에 적극적이다. 다른 기업들은 중국의 노동시간규칙에 대
해서 많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옥스팜 보고서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다국적기업의 지배적인 사업관행이,
주로 구매관행, 더 심각한 불균형과 침해를 발생시킨다고 한다.

비공식적인 부문, 이주노동자와 같은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들이 시도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노동운동이 새로운 노동시장에 대응하는데 실패했다고 공통적
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 노동 조사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세계화 시
대에는 세계의 대부분 지역에서 노동조합 회원수가 줄어들고 결론적으로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감소되는 것을 목격한다. 증가하는 실업률, 일자리 감소, 임시직화, 노동의
비정규화, 하청, 외주하청 그리고 인원축소, 노동의 유연화와 노동조합의 회피에 직면
하여 노동조합은 그들의 전통적인 기반인 정규직 노동자를 빼앗겼다.”(Serrano 2005)
새로운 기술변화는 포드체제를 변화시키고, 전세계의 모든 곳으로 공급망을 확장하
게 만들었다. 콜센터는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 세워진다. 그러나 의사소통은 24시간
동안 운영되고, 계속적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교환된다. 새로운 사이버 노동력은 생겼
으나 불행하게도 거의 그들은 노동조합으로 조직화가 되지 않았다.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와 같은 개발도상국에서, 점점 많은 여성노동자들이 시골에
서 나와 호치민, 자카르타, 홍콩과 같은 대도시 주변에 건설된 수출자유지역으로 일을
찾아서 몰려들고 있다. 예를 들어서 홍콩에서 기차로 1시간 30분 거리에 있는 광조우
(廣州)의 주강삼각주지역(Pearl River Delta)주변에는 공장들이 끝도 없이 흩어져 있다.
이 지역은 천만명의 노동자가 50,000개의 홍콩 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여성이다.) 대부분의 노동자가 조직되지 않았다. 공식적인 통계에 의하면 그들 중 약
30%가 조직화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새롭게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부분은 회사에
의해서 통제되거나, 관리자가 조합간부로 이중으로 배치되거나, 친정부 외부인사가 배
치되는 어용노조이다. 노동자들은 이들 조합을 단순히 복지 또는 사교클럽, 경영통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파견노동자, 하청노동자, 가내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 이런 점이 눈
에 띄게 드러나는데 일부 사업장에서는 비정규직의 절대적인 숫자가 정규직을 넘고
있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지위는 전보다 더 취약하다. 한 기업 안에 두개의 시스템이
있는 조건 하에서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같은 노동보호,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
다. 종종 그들은 같은 기업의 노동조합에 의해서 거부된다. 예를 들어, 홍콩 정부의 계
약직 노동자는 일반 공무원과 같은 무료 의료보장을 받을 수 없다.
그 결과는 명백하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과의 격차는 커지고 있다. 노동하는 빈민

- 85 -

들의 약 300,000명이 지난 8년 동안 그들의 수입이 4,900 홍콩달러에서 3,900 홍콩달러
로 감소되는 것을 겪었다. 그것은 역시 중국에서도 사회적 안정성을 위태롭게 만드는
요소로서 작용하고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노동분규의 비율이 30% 상승하면서 노동소
요가 집권당의 눈으로 보면 경고의 종을 울린 것이다.
이주노동자는 우리가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새로운 노동력이다. 홍콩에서는,
NGO와 노동조합이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이주노동자 스스로 자신의
노동조직을 조직화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함께 일하고 있다. 일반적인 사회, 정치
적 환경은 그들에게 우호적이지 않다. 비중국인인 소수인종이 많은 경우에는 특히 그
렇다. 경기침체나 실업률이 높을 때에 이들은 사회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기 쉽다. 한
국, 말레이시아의 경우는 더욱 낙심하게 만든다. 최근 홍콩에서는 미등록 노동자에게
발생한 상해사건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제안이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제안은 일부 노동조합 간부들에 의해서 환영되었다.

아시아노동에는 획일적인 특징이 없다. 아시아 노사관계 모델 또한 그러하다. 우리
는 다문화, 다양한 종교와 믿음 그리고 훨씬 다른 다양성이 공존하는 대륙에 살고 있
다. 그리고 일본과 같은 부유국에서 네팔과 같은 아주 가난한 나라까지 포함하는 극단
이 공존하는 대륙이다. 경제성장도 다양한데 평균 10%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에서 이
라크와 아프카니스탄과 같이 전쟁으로 황폐화된 나라까지 있다. 우리는 또한 토요타,
삼성, 허치슨, 타타 등과 같이 포춘 500위에 포함되는 거대기업도 목격할 수 있다. 이
러한 거대기업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에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아시아는 산업재해의 희생자가 많은 곳이다. 중국의 광산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세계
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다. 2004년에 6,000명이 죽었다. 그리고 석탄 백만 톤 당 3.08명
으로 인도의 0.5명에 비하면 8배 높은 수치이다. 이 수치는 매우 놀라운 것이다. 그러
나 그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선진국을 포함해서 어떤 국가도 사고와 직업관련
질병에 관한 모든 일을 기록하거나 보상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정부의 통계는 실제적
인 문제의 중력을 반영하지 못한다. 실제로 ‘아시아의 기적’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일로 인해서 죽거나 부상,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대부
분의 아시아 국가들은 적당한 보고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사고의 일부는 보고되기
도 하지만 산업질병의 대부분은 보고되지 않는다. 아시아 국가의 대부분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작업장에서의 위험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 사고에 대해서 피해
자와 그 가족에게 보상을 하기 위한 법적 조치들이 있다. 그렇지만 가장 큰 문제는 집
행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일반적인 담당관청이 힘이 없고 취약한 시설을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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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어떤 국가에서는 비록 그들이 정직하지 못한 공무원으로 비판을 받는 면이 있긴
하지만, 공장 조사관의 수가 그들이 조사해야 할 공장의 수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적
다. 태국에서는 매년 10,000개 사업장을 조사할 수 있는 인력만이 있다. 조사를 할 사
업장은 300,000개가 있다. 그래서 개별 사업장이 매 30년마다 한번 조사를 받을 수 있
게 된다.
서구와 좋은 안전 규제를 가지고 집행을 하는 나라들에서는 많은 다국적기업이 안
전기준을 준수한다. 그러나 느슨한 집행을 하는 나라에서 생산을 할 때에는 생산비용
을 낮추기 위해서 이러한 기준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산업안전과 건강 담당자는 보
통 구조조정에서 감원의 일차적인 대상이 되는 노동자 그룹이다. 1984년의 인도 보팔
참사도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기준)의 결과이다. 다른 예는 질리(Zhili)와 케이더(Kader)
화재사건에서 볼 수 있다. 이 둘은 홍콩자본가가 소유한 것이었다. 다른 악명높은 케
이스는 한국의 원진인데, 한국노동자를 죽게 하고, 노동능력이 상실할 정도의 불구로
만들었다. 그리고는 지금은 외부세계로부터의 감독을 받지 않은 채 중국, 동베이(東北)
로 공장을 옮겼다. 추가로 많은 낡고 위험한 기계들이 아시아내의 저개발국으로 옮겨
진다. 중국남부에 있는 후이조우(惠州)에서 일어난 최근의 실리코스와 카디움 독성은
전형적인 예이다.
아시아는 역시 아동노동자가 가장 많이 있는 곳이다. 그들의 대부분은 작은 공장에
서 어떤 보호도 없이 일한다. 또는 집에서 가사노동자로, 식당이나 가게에서 종업원으
로 일을 한다. 다양한 수준에서 보상 조치를 취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빈곤과 교육적인 장애가 정치적인 결정과 적당한 사회발전에 의해 해결되지 않는 한
그 결과는 아직도 고무적이지 않다.
취약하고 분열된 노동운동은 위에서 열거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유럽에서는 노동운동의 성숙, 성장의 결과로 친노동적인 정당이 탄생했었다.
그리고 노동조합과 정당과의 긴밀한 연관성은 여전히 오늘까지 유지된다. 그러나 아시
아에서는 다르게 나타났다. 50-60년대의 냉전의 결과로 많은 노동조합이 정당에 의해
서 만들어졌다. 종종 일부 노동조합은 완전히 다른 이념과 외부 세력의 지원에 의해서
서로 싸웠다. 그들 중 일부는 기꺼이 파업을 파괴하기도 한다. 또는 권력을 위해서 정
당을 추종한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아시아의 많은 독재권력의 붕괴로 구정당 또는
정부지배로부터 이탈하는 독립노동조합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한국, 홍콩, 대만, 인도
네시아에서 이런 예를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태국에서 다시 그룹이 만들어지고, 새
로운 동맹들이 생기고 있다. 그들 중 일부는 새로운 정당을 구성하는 시도를 하거나
의회선거에 참여하고 있다.(홍콩, 한국, 대만) 많은 노동운동가들이 민주주의 운동에
참가하거나 지도를 하고 있다. 중국, 한국, 인도네시아, 태국, 버마, 필리핀의 80년대와
90년대의 민중운동에서 활약한 무명의 노동자지도자들은 사람들 마음에 살아있는 실
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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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또는 노동활동가에 대한 억압은 여전히 강하고 무자비
하다. 구속, 실종, 육체적인 박해는 필리핀, 중국, 버마, 네팔과 같은 나라에서 전혀 새
로운 것이 아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노동운동을 길들이고 억제하려는 부드러운 방법으
로서 인사관리적 접근이 있다.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에 참가하지 말고 집단행동을 하지
말라고 훈련되며, “우리는 가족이다”, “고용주없이는 근로자도 없다”라고 주장한다. 이
런 기업은 노동자를 선제공격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이나 사회복지사에 의해서 관리되
는 근로자카운셀링 센터를 운영하여 심도있게 활용한다. ‘문제 노동자’가 고립되고 블
랙리스트화되어지는 반면에 좋은 실적을 내는 친기업 노동자 또는 개별 노동자는 포
상을 받는다. 잘못된 소속감을 만들기 위하여 많은 한국, 대만, 일본공장에 준군사적
훈련과 침묵의 청취자와 같은 관행이 행해진다.

각각의 위치와 이해에 따라서, 다양한 대안들이 있다. 가장 최근의 유행하는 것은
기업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많은 캠페인 그룹에 의해서 주도되는 기업의 사회적 책
임이란 것이 있다. WTO와 같은 국제적 무역체제나 양자간, 다자간 무역협약에 사회협
정을 포함시키려는 데 대한 논의이다. 많은 거대한 국제적인 노동조합과 NGO들이 이
러한 활동에 참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직접적인 참가
는 거의 없다. 그래서 이해관계자들에 의해서 많은 회의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들은 더 많은 모니터링 조직과 남반구의 불쌍한 노동자를 돕기 위한 파일럿트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하여 끝도 없는 토론을 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진정으로 활동적
이고 직접적인 참가를 하고 진정으로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그들 자신의 노동
조합을 만들 때까지는 이러한 위에서 밑으로의 접근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성
공적으로 ‘자유로운 노동조합’으로 이행하여 정부, 사업가에 의해서 진실된 인정을 얻
어내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
또다른 초점은 우리의 국가 혹은 지역 정부를 강화해 다국적기업 또는 국제조직에
의해서 위협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 우리는 사회협정 논의와 관련하여 서구
정부, 국제노동조합, 또는 NGO에 대항해 그들 정부를 지지하는 남반구의 노동조합을
발견한다. 해외국가에서 자국의 사업주, 고용주의 잘못된 활동에 관하여 노동조합 지
도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킬 때에, 그들과 종종 논쟁을 한다. 그들은 무척 방어적이다.
해외공장의 관리의 상당 부분이 활동적인 노동조합 간부였던 감독관이나 관리자에 의
해서 되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다. 이러한 민족주의는 국제적 연대에 도움이 되
지 않는다. 우리는 강하고 지속적인 노동자계급의 연대운동을 개발하고 재구축하여야
한다. 세계사회포럼, 반전 대중조직, WTO에 대한 전투가 민중들의 운동이 어떻게 활
성화되고 통합되는가를 보여주는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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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노년의 노동조합 지도자의 말을 빌리자면 “노동운동은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적
인 사회질서 수행자로서 역사에 등장했다. 오늘날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근본적인 사회
적 변화에 대한 전망을 포기했다; 그러나 운동은 강고하고 줄어들지 않은채 세계에서
가장 큰 저항으로 여전히 남아있다. 노동자들에 의해서 크고 작은 수천의 투쟁이 매일
일어나고 있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은 갈 곳이 없기 때문이다,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
이다.” (Gallin 2005) 이것은 확실하게 우리 모두에게는 외롭고 막다른 길이 아닐 것이
다.

2005년 6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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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l 5

Strong Capital Vs Weak Labour

By Apo Leong
Asia Monitor Resource Centre / apo@amrc.org.hk

Exactly 80 years ago, Hong Kong workers shook the world by initiating a 16 month
long Canton-Hong Kong General Strike for labour and political rights starting from 19
June 1925. Their demands included all the classic ones such as the right to strike, eight
hour work, minimum wage, no harassment, and the right to vote for the Legislative
Council members.
The significant implication of this heroic strike lies in the fact the Hong Kong workers
took direct action not only for their own basic rights, but primarily as a genuine and
patriotic solidarity with their Shanghai brothers and sisters who were on general strike
over the May 30 Incident after one worker leader was gunned down by a Japanese textile
manager.
Looking back at history, many of their demands are not met even today in Hong Kong.
Our workers have to toil long working hours without any legal intervention, suffer from
the lack of full and direct democracy, and worry once they are sick, retire or dismissed.
The minimum wage law is shelved. Progressive and militant unions are under constant
attack, jointly by the business and the government. This is no exception for the Hong
Kong labour movement. The same cruel and harsh facts are simultaneously confro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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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jority of Asian workers alike.

Strong and weak labour is now a favourite jargon widely used by Chinese labour
studies. Many western leading academics and opinion leaders point out the hypermobile
capital has become more and more powerful under globalisaiton against the immobile
workers who cannot travel freely due to human made barriers. This observation is shared
broadly by the labour movement. The secretariat report of the fourth national congress
GEFONT (Nepal) succinctly explained, 'capital is organized financially and physically,
and is globalised with the help of the recent electro-wave revolution in science and
technology. It crossed all national and geographical borders, in the race of monopoly over
the market and profit. But the international unity of the workers is just limited to moral
and spiritual unity. Whereas the movement of the capital is free, there are various hurdles
to restrict the movement of labour.'
The pessimistic conclusion reached easily is the end or farewell to the labour
movement which used to be the cornerstone of corporatism and the welfare society as it
failed to cope with the changing world, particularly the labour market is not union
friendly. Class struggle is a taboo when people feel uncomfortable to use it freely. Terms
such as 'liberalisaiton, flexibility, employability, competitiveness, privatization,
rationalization, rationalization, and efficiency' heavily promoted by WTO, IMF and
World Bank have become the talk of the town, being ever amplified as the only feasible
and logical solutions to economic recovery or growth, eradication of poverty, creation of
job opportunities. The 'Chicago school' experts are very active in assisting international
agencies, various governments, and TNCs in promoting neo-liberal policies under these
guidelines or straightjackets to restructure the economy, to dismantle the social welfare
system, and to de-regulate the labour market. The result is disastrous for developing
countries. In the words of one well known economist, 'the main IMF prescription has
been budgetary belt tightening for patients much too poor to own belts. IMF-led austerity
has frequently led to riots, coups and the collapse of public service.'(Sachs 2005)
Countries such as Korea, Indonesia, and Thailand were told to bite the bullet of this
magic formula as a consequence of the Asian Financial Crisis.
The TNCs is a special case that we should pay attention to. These 'super states'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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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umulated enormous wealth and assets that many developing countries cannot compete
with. However, most of them are union unfriendly the business of business is business.
They will threaten to close down operations or relocate to sunshine places once workers
get organized or start to make demands for improvement. The recent Wal-mart case in
Canada is a vivid example, where they shut down the supermarket to avoid further
engagement with the local trade union.
Samsung, Kodak, McDonalds and many others were publicly named by the ACFTU
(All China Federation of Trade Unions) for rejecting unionization inside China. In many
instances they lobby or exert pressure to national or local government to lower
'restrictions or barriers' such as the right to organize, employment protection,
anti-discrimination, or health and safety standards. The Korean TNCs are particularly
active in the debate of revising the EPZ (Export Processing Zone) law in Bangladesh.
Others complain a lot against the working hour rule in the PRC (People's Republic of
China).
An Oxfam report revealed that business practices, mainly purchasing practices, of a
relatively small number of dominant global corporations are causing much inequality and
abuse.

It is commonly acknowledged that the traditional trade union movement has failed to
catch up of the new labour market, despite modest attempts were made to address this
issue, such as organizing the informal sector, the migrant workers. In the words of one
labour research, she commented, 'The era of globalsiation saw the decline in union
membership and consequently diminishing union influence in most parts of the world.
Confronted with increasing unemployment, job losses, casualisation and informalisation
of labour, subcontracting, outsourcing and downsizing, labour flexiblisation and a regime
of union avoidance, unions are robbed of their traditional constituencies the regular
workers.' (Serrano 2005)
The new technological changes transformed the Fordism system and expanded the
supply chain to all directions in the global economy. Call centers are set up thousands of
miles away, but communications are running 24 hours round the clock and being
exchanged constantly in a split of a second. A new cyber workforce was created 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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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fortunately very few of them are organized into trade unions.
In developing countries such as Vietnam, China and Indonesia, more and more female
labourers are drawn from rural areas to find work in congested EPZs which mushroomed
around big cities such as Hong Kong, Jakarta, Hochiminh. For example, just one and half
hour train ride from Hong Kong to Guangzhou, there are endless rows of factories
scattered around the Pearl River Delta area; representing 10 million workers (mostly
young female ones) employed by 50,000 Hong Kong managed enterprises. Again, most
of these workers are unorganized. The official figure claimed around 30% of them are
organized but the reality is that many of these newly formed unions are yellow ones
either controlled by the management, officers doubled up by management people, or
seconded by pro-government outsiders. Workers label these unions as merely welfare or
social clubs or as management controlling tools.
On the other hand, the number of dispatch workers, outsourced workers or home based
workers is on the rise. Korea is a notable example. In some workplaces, their absolute
number exceeds that of permanent workers.
The status of these workers are much vulnerable than before. Under 'one company, two
systems' model they do not enjoy the same labour protection, welfare and benefits as the
regular workers. Sometimes, they are even rejected by the organized sector of the same
company. For example, the contract employees of the Hong Kong government cannot
enjoy the free medical scheme as the permanent civil servants.
The end product is obvious.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poor is widening. Around
300,000 of the working poor suffered a drop of their income from 4,900 HK dollars to
3,900 HK dollars during the last 8 years. It also acts as a driving force to endanger the
social stability in China. The labour unrest has rung the alarm bell in the eyes of the
ruling party, as the rate of labour disputes soared by 30% growth in the last few years.
Migrant worker is a new force that we need to reckon with. In Hong Kong, NGOs and
trade unions work together to defend their rights and assist those to form their own labour
organizations. But the general social and political climate is unfavourable to them;
particularly when they are dominated by non-Chinese ethnic minorities. They have
become easy targets to shoulder the blame in times of recession, growing un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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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in Korea, Malaysia are more disheartening. The recent debate in Hong Kong is the
proposal by the government to remove the right to injury accident compensation for
illegal workers. Regrettably, this motion was welcomed by some union leaders.

There is no homogenous Asian labour figure. There is also no such thing as Asian
industrial relations model. We live in a huge continent with multi culture, various
religions and beliefs, and much other diversity. It is also a place of extreme, from rich
country such as Japan and very poor country such as Nepal. Economic growth varies
greatly from China with average rate of 10% and countries devastated by war such as Iraq
and Afghanstan. We also witness big TNCs which occupy top Fortune 500 positions like
Toyota, Samsung, Hutchison, Tata and many others which invest heavily not only in our
territories but also in Europe, North and South America, and Africa.
Asia is the home of most of the industrial accident victims. China's mining accident top
the world record, with 6,000 lives perished in 2004 and its toll per million tons of coal is
3.08 which is six times higher than India (0.5). This figure may appear alarming, yet it is
only a tip of the iceberg. No country, including the most developed ones, records and
compensates all work related accidents or diseases. Thus government statistics do not
reflect the actual gravity of the problem. In reality, no one knows how many workers die
or become diseased or injured at work for an "Asian Miracle'. Most Asian countries do
not have a proper reporting mechanism. Even some of the accidents might be reported;
the majority of the occupational
diseases are never reported. Most of the Asian countries have some form of
legislations aim at protecting workers from hazards at the workplace and to offer them
or their families some sort of social security in case of death, injury or disease.
However, the biggest problem lies in implementation. Regulatory authorities in most
countries are weak and ill-equipped. In any country, the number of factory inspectors is
simply far too few for the number of enterprises they are supposed to inspect, even if they
are not corrupted. In Thailand, there are only enough inspectors to visit around 10,000
factories per year, but there are 300,000 factories that qualify for inspection each factory
can be visited once every 30 years.
Many TNCs observe good safety norms in the west and countries with good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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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s and implementation. But they are just likely to flout these norms when
producing in countries with lax implementation to reduce production cost. OSH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personnel are usually the first batch of workers
downsized in restructuring. The 1984 Bhopal disaster in India was a result of such double
standard, other examples can befound in Zhili and Kader fires, both of which were owned
by Hong Kong business people. Another notorious case is the Wonjin case in Korea.
After killing and incapacitating Korean workers, the factory is now hiding inside
Dongbei, PRC without monitoring from the outside world. In addition, many obsolete
and hazardous processes are being shifted to Asian countries, or to the less developing
countries or territories inside Asia. The recent Huizhou silicosis and cadmium poisoning
cases in south China are typical illustrations.
Asia is also the home of highest number of child workers. Most of them work in small
workshops with little or no protection, or in homes as domestic workers or as service
workers in eating places or stores. Much efforts have been deplored to offer remedial
measures at various levels; however, the result is not yet very encouraging, until the
poverty and educational traps are filled in with strong political determination and
appropriate social development.
A weak and divided labour movement would not help to redress all these
abovementioned problems. In Europe, we were told that pro-labour parties were given to
birth as a result of the growth or maturalisation of the labour movement, and the close
link between trade unions and political parties remain until today. In Asia, it was
observed the other way around did happen. Many trade unions were formed by political
parties, and more so as a result of the Cold War in the 50s and 60s. Sometimes unions
with totally different ideologies and backed up by outside forces
fought against each other, some of them became willing strike breakers, or just toed
the party line when their 'masters' were in power. With the fall of the Berlin Wall and
the collapse of many dictatorial rules in Asia, there are more and more independent
labour movements breaking away from the old party or government domination. Positive
examples are found in Korea, Hong Kong, Taiwan and Indonesia. Regrouping and new
alliances are being formed, for example, in Thailand. Some of them even ventured in
formation of new political parties or participating in parliamentary elections (Hong Kong,
Korea, Taiwan). Many labour activists joined or took the lead in democracy movement.
Unsung worker heroes and heroines are living figures in the minds of the peopl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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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Korea, Indonesia, Thailand, Burma and the Philippines in the 80s and 90s peoples'
movement.
Nevertheless, the suppression against trade unionists or labour activists is still severe
and ruthless. The iron hand of arrests, disappearances, physical harassment are nothing
new in countries like the Philippines, PRC, Burma, and Nepal. The other way is a soft
approach through human resources management to contain, to domesticate labour
movement. Workers are reminded not to join trade unions or to take collective actions as
'we are in the same family', 'without employers, there are no employees'. Company driven
consultative machinery or employee counseling center run by social workers is utilized
extensively to pre-empt trade unions. Pro-company workers or individual worker with
good performance will be rewarded accordingly, whereas 'trouble makers' will be isolated
or blacklisted. Para-military training and captive audience practices are deployed in many
Korean/Taiwan/Japanese factories to create a false sense of belonging.

Depending on each one's position and interests, there are various alternatives. The most
recent and favourable one is through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s
spearheaded by many campaign groups and hijacked by the companies. On and above
this one is the debate on the pegging of social clause with international trade regimes
such as the WTO, or bilateral, multilateral trade agreements labeled under the banner of
'putting human face to capitlalism.'Despite the fact the many big and international trade
unions and NGOs have joined the cheering gang of these initiatives; there is little direct
involvement of the working people on the ground. So many more meetings are being held
somewhere in this part of the world by stakeholders in endless debates and to create many
more monitoring bodies, pilot schemes to 'help the poor workers in the south'. This top
down approach will lead us to nowhere until we could really generate or ensure the active
and direct participation of the grassroots so that workers can genuinely own these
initiatives and form their own trade unions. There is no real meaning in 'free trade' unless
we can successfully transform it into 'free trade union' and win the sincere recognition by
the government and business!
Another debate is to strengthen our national or local governments so that they will not
be intimidated by the TNCs or international bodies. Here we find some southern un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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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ced vocally in supporting their governments against western governments or
international trade unions or NGOs in the social clause debate. In some cases, we have
arguments with some union leaders when we alerted them about the wrong doings of
their employers in overseas countries. They then became very defensive. The irony fact is
that many of their overseas factories are managed by supervisors or managers who were
formerly active union officials. This kind of nationalism will not help building
international solidarity.We need to explore and rebuild a strong and sustainable working
class solidarity movement. The World Social Forum, the anti-war mass mobilizations, the
battles against the WTO are just a few examples of how people's movement are actively
revitalized and converged.
To borrow the words of one veteran union leader, he says, 'The labour movement
entered history as the carrier of an alternative social order to capitalism. Today, most of
its leadership has given up a perspective of fundamental social change; yet, the
movement remains, stubbornly and irreducibly the largest movement of resistance in the
world, made up of thousands of daily struggles, big and small, by workers who struggle
because they have no alternative, no other place to go.' (Gallin 2005) This certainly will
not be a lonely and dead end path for all of us.
4 June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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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 널 6

한국사회 민주화의 과제와 전망

박 석 운
전국민중연대 집행위원장

1-1. 정치적, 절차적 민주화의 일정한 진전
오랜 민주화 투쟁의 결과 87년 6월, 마침내 군사독재체제를 극복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는 반쪽 승리에 불과하였다. 대통령 직선제가 쟁취되어 선거에 의한 정권교
체 가능성이 생겼지만, 실제로는 그해 12월에 실시된 대통령선거에서 정권교체에 실패
하게 된다. 국민직선을 통한 군사독재세력의 교체집권이 실행된 것이다. 반쪽 승리에
그친 원인은 복합적이지만, 군사독재 세력이 국민들의 강력한 투쟁에 밀려 대통령 직
선제를 수용하였을 때, 민주화운동 상층 지도부가 더 이상의 투쟁을 사실상 접어 버리
고, 대신 헌법개정 논의와 대선후보 논쟁에 매몰되어 버린 것이 주요 원인 중의 하나
라고 생각된다.
정권교체가 실패로 돌아간 이후 대통령선거가 3번 실시되었는데, 그때마다 “결과적
으로” 매우 조금씩 정치적 민주화가 진전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재 시민적, 정치
적 권리의 영역에서는 군사독재시절에 비하면 어느 정도 민주화가 진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지 않고 살아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시민
적, 정치적 민주화는 미완성인 상태에 있다.

1-2. 군사독재체제에서 재벌독재체제로의 전환
군사독재체제는 표면상 이미 해체되었지만, 그 해체된 자리에 민주주의가 들어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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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라, 재벌이 군사독재 세력을 대신하여 주도권을 잡고 있는 “재벌독재체제”가
이미 시작된 셈이다. 한편 군사독재체제의 또 다른 내용인 개발독재체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체제로 변형된 형태로 작동하고 있다.

1-3. 민주주의에 대한 2중적 성격
김대중 대통령 정부나 현재의 노무현 대통령 정부는 정치적 영역에 있어서는 자유민
주주의적인 개혁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셈이다. 비록 권력운용에 있어서의 무능
등의 사유로 아직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지만, 나름대로의 의지를 보이고 있
다. 그렇지만, 토대를 이루는 경제정책은 신자유주의세계화 정책에 추종하고 있다. 그
러다보니 노동자, 농민 등 기층대중들의 이해관계와 수시로 충돌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노무현 정부는 양측으로부터 협공을 당하게 된다. 즉, 수구세력들로부터는
정치적 차원에서의 자유민주주의적인 개혁과 관련해서 공격을 받고 있고, 기층대중운
동 세력으로부터는 신자유주의세계화 정책방향 때문에 공격을 받고 있다.

1-4. 혼돈 속에서 일진일퇴하고 있는 실질적 민주화
한편 한국사회의 실질적 민주화 즉,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영역에서의 민주화
문제는 일진일퇴하면서 아직 개선과 진전의 기미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특히 1997년
말부터 시작된 외환위기와 IMF 관리경제체제하에서 밀어닥친 신자유주의세계화 정책
의 광풍 앞에서 사회적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들의 경제적,
사회적 권리는 대폭 후퇴하고 있다.

2-1. 사회적 빈곤 문제
신자유주의세계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된 결과 고소득층과 사회적 빈곤층과의
소득격차 의 확대 및 중산층 몰락 현상으로 사회적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특
히 350만 명을 넘는 신용불량자 문제나 전체 노동자 숫자의 57~58%에 달하는 800만
명에 가까운 규모의 비정규노동자 문제는 매우 심각한 사회적 현안으로 등장해 있다.
또한 노동능력과 노동기회를 잃어버린 극빈층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또 일
자리를 갖고 일하고 있지만 저임금으로 인해 빈곤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른바 “일
하는 빈곤층”도 급증하고 있다.
한번 일자리에서 내몰리면 다시 일자리를 찾기 힘든 상태 즉 사실상 “영구실업” 상
태에 빠지는 중장년층 실업자가 감소되지 않고 있고, 또 노동시장에 제대로 진입해 보
지도 못한 청년실업자 숫자도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신자유주의세계화 정책의 결과 중소자영업자들의 광범한 몰락도 두드러진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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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다.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으로 정리해고 등으로 일터에서 내쫓긴 노동자들이 중
소자영업으로 대거 진입하였고, 이로 인해 발생한 공급과잉 현상과 때마침 불어 닥친
저소비 불황으로 이들의 몰락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빈곤의 해결 문제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달리
이를 해소할 실천적 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다. 기존의 신자유주의세계화 정
책 기조를 폐기하고, 대신 사회통합적, 대안적 경제정책을 실현하는 길이 유일한 해결
방향이 될 것인데, 어떤 경로로 또 어떤 동력으로 이를 실현시킬 수 있을지 아직은 그
전망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2-2. 비정규노동자 문제
노동시장의 유연성 추구전략은 민주노조운동의 압살전략과 함께 1990년대 초반 이
래 한국정부와 자본측의 지속적인 현안 과제였다. 정부와 자본측은 합작하여 한편으로
는 전투적 노동조합을 직접 탄압, 공격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회전략 즉, 비정규노동
자를 광범하게 도입하여 분단통치하는 방식으로 민주노조운동을 공략해 들어 왔다.
중대규모 사업장에서 “정규직 노동자 중심으로 기업별노조 방식”으로 조직된 한국의
민주노조진영은 그 전투적 노동조합주의 노선에도 불구하고 비정규노동자 문제에는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었다. 그 결과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
상이 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노동자의 50~60% 정도의 임금을 받는 차별
대우를 받는 상황에 대해 민주노조운동진영이 효과적인 대응수단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기업별로 조직을 시도하는 기업별 비정규노조의 강도 높은 투쟁이 계속되
고 있고, 또 정규직 노동자들로 구성된 기존의 민주노조진영에서도 최우선적 운동목표
로 공언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성공적인 대응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작년 가을부터 정부, 여당이 “비정규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실
제로는 비정규노동자를 대폭 확대시키는 “노동법 개악안” 입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노동계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모두 나서서 격렬한 반대를 하였고, 끈질긴 법안개
악 반대투쟁의 결과 현재는 잠정적으로 국회통과가 보류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 반면
노동계가 요구하는 비정규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입법안의 국회통과는 그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한 비정규노동자의 차별을 철폐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과제는 단지 노동운동 진영
만의 과제가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이 함께 해결책 모색에 나서야 할 시민사회 공통의
현안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나 실천이 극히 미진한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2-3. 이주노동자 문제
현재 한국에는 약43만 명에 달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그중 합법적인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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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상태에서 일하고 있는 등록된 이주노동자는 전체의 55%정도인 23만3천 명 정도이
고 체류기간을 넘겨 미등록상태에서 일하고 있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45%인 18만8
천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그런데 금년 말 정도 되면 그 비율이 역전되어서, 미등
록 이주노동자 숫자가 28만~30만 명 선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미등록이주노동자
숫자가 전체 이주노동자의 62%~63%에 달하게 되고 등록된 이주노동자 숫자는 17
만~18만 명으로 소폭 감소하여 전체의 37%~38%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작년(2004년) 8월부터 고용허가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기존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
의 부분적인 사면/양성화 조치만 실시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 정착에 실패하고 있
다. 또한 편법적 외국인력정책인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는 2007년부터 폐지될 것이라
정부당국이 공언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리 될지는 확신할 수 없다.
한국의 출산율이 세계최저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한국 사회가 이주노동력을 더욱
확대된 형태로 수용하게 될 것임은 필연적이라고 생각된다. 현재 정부당국의 정책 방
향은 단기간 저임금의 단순노동에 종사시키다가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정책(로테이션
정책)을 기조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장기체류화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 그러
나 현재까지는 한국사회는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어울려 생활하는 사회적, 문화적 인프
라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주노동자들에게 차별을 철폐하고 노동자로
서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이러한 사회적, 문화적 인프라의 구축하는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한국 사회의 현안이 되고 있다.
한편 최근 이주노동자들만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설립되었다. 한국정부는 주로 미
등록 이주노동자들로 구성된 노조는 인정할 수 없다며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였다. 미등
록 이주노동자 만으로 노조를 조직하는 방식은 그 효율성에 비춰 볼 때 여러 난점이
있을 수 있다. 이들을 조합원으로 조직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다양하
게 모색하고 실험할 필요가 있다.

2-4. 공무원노조의 문제
현재까지 공무원노조의 설립, 운영은 극히 예외적인 몇몇 직종을 제외하고는 엄격하
게 금지되어 있었다. 그러나 현재 이미 15만 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이 노조를 건설하여
활동하고 있다. 작년 가을 공무원노조는 노동3권 완전쟁취를 위해 총파업 투쟁까지 감
행하였지만 정부의 강력한 탄압과 여론의 질타에 의해 실패하였고, 그 결과 작년 말에
단결권과 한정적인 단체교섭권을 보장하지만 단체행동권은 금지시키는 공무원노조법
이 국회에서 입법되어, 200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수십 년간 독재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면서 민중들 위에 군림해 왔던 공무원
사회를 공무원노조 건설을 통해 민주적으로 재편해 내는 일은, 공무원노조에게만 맡겨
놓을 일이 아니라 시민사회가 팔을 걷고 나서서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중요한 사회
적 과제이다. 한국사회의 실질적 민주화와 부정부패 추방, 그리고 사회공공성 확대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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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 관건적 요소 중 하나임이 분명한 이러한 중차대한 일을 시민사회가 강 건너 불
보듯 방관할 것이 아니라 적극 협력해 나가야 마땅하다.

2-5. 개방 문제
한국정부는 신자유주의세계화 정책노선에 따라 한칠레 FTA, 쌀시장 개방 등 농업개
방을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공공적 영역으로 남겨 둬야 할 교육 부문과 보건의료 부문
도 개방과 영리사업화의 길로 마구 내몰고 있다. 또 환경, 노동 관련 공적 규제를 모
두 면제시키는 경제자유구역을 설치하고, 기업도시를 마구 밀어붙이고 있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IMF 관리체제하에서 5년 동안 국제투기자본이 한국 내에서 무
려 121조원(약1,100억 달러)의 이득을 수취해 갈 정도로 한국은 국제투기자본의 놀이터
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런 상황에서 공적 부문에서의 사회공공성의 확대, 강화 문제는 시민사회의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이다.

2-6. 반전평화, 군축
한국정부는 부시행정부의 요구에 순응하여 이라크 침략전쟁에 공범으로 참가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대북한 압박전략의 구사와 북한의 핵보유선언 등으로 한반도를 둘
러싼 동북아시아에 전쟁의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
그리고 일본과 중국, 대만의 경쟁적인 군비증강은 동북아 지역을 대표적인 전쟁 위
험 지역으로 몰아가고 있다.
특히 동북아에서의 군축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각국 시민사회의 노력과 이의 국
제적 연대투쟁이 시급하게 요청된다.

2-7. 친환경적, 지속가능한 발전
한국정부는 지금도 핵폐기장 건설, 새만금간척공사 등 개발독재적 환경파괴정책을
멈추지 않고 있다. 생태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은 오직 ‘립서비스’ 수준으로만 작
동되고 있을 정도이다. 마구잡이식 개발에 따른 환경파괴의 결과 식수 가격이 휘발유
가격에 맞먹는 수준이 되는 등 바야흐로 자연의 보복이 시작되고 있지만, 아직도 그것
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친환경적, 지속가능한 발전이 어떤 동력으로 어떤 경로로 실현 가능할지 구체적으로
모색되고 또 실천될 필요가 있다.

2-8. 반전 반세계화 국제연대투쟁의 모색
오는 11월 18~19일에 부산에서 APEC정상회의가 개최되고, 여기에 부시대통령, 고이
즈미 총리 등 전쟁책동, 신자유주의세계화 추동의 원흉들이 총결집될 예정이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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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민중운동권에서는 이 시기 국제적인 차원의 강력한 반전, 반세계화 투쟁을 전개할
의지를 모으고 있다. 대략 장상회의 이전 2~3일간 반전,반세계화 의제를 갖고 민중포
럼을 가능하면 국제적인 차원으로 추진하고, 개막식이 개최될 11월 18일에는 대규모
대중집회를 개최하고 위력적인 APEC 반대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적극적인 연대투쟁
이 조직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12월 홍콩에서 개최될 예정인 WTO각료회담 저지투쟁에도 한국민중운동세력
의 대중적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 이미 국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제연대투쟁 방침
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한국 민중운동 진영은 올해의 캣치프레이즈를 “부시잡으러 부산가자!”, “부산 찍고
홍콩가자!”로 정하고 이의 조직화 사업에 힘을 집중시키고 있다.

한국 민주화 운동의 상황은 전통적 과제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 영역의 민주화도 채
완수되기 전에,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권리 영역의 각종 과제들이 중첩적으로 쇄도하
고 있는 실정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지난 시기 한국민주화운동이 그러했듯이, 민중진영과 시민사회의 굳건한 연대와 이
에 기반한 적극적인 국제연대로 이 난관을 헤쳐 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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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 널 7

아시아의 민주주의 : 개요

라오 몽 하이
사회개발센터 법률담당자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또는 독립 이후에, 민주주의가 일부 나라에서 채택되었다.
기본적인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가 인정되었다. 정당이 생기고 선거가 조직되었다. 그
런 나라 중 소수의 국가에서 민주주의는 지금까지 계속 진전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는 민주주의가 오랫동안 유지되지 못했다.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에서는, 현직의 지배자가 자유주의적, 다당제 민주주의를 곧
파괴하고, 대신에 “계도 민주주의”로 대체했다. 이러한 지배자들은 곧 독재정권으로 변
화된다. 이후 그들은 전복되어진다. 말레이시아의 경우에는, 언론자유가 억압받으면서
민주주의가 편협하게 되어버렸고, 국민들은 완전한 정치적 권리가 부정되어졌고, 집권
당은 반대파들의 활동을 억압하고 제한했다. 이러한 국가의 통치자들은 비록 선출되어
졌지만 독재자로 변해버렸다. 버마, 지금의 미얀마에서는 군부가 정권을 장악했다. 그
리고 기본적인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가 파괴되었다. 필리핀에서는 선출된 대통령이 비
상계엄법을 만들고, 독재자가 되었다. 한국에서는 군 장교들이 국가를 장악하고 독재
자가 되었다. 군부가 역시 태국을 지배했었으며, 독재자가 되었다는 것도 추가해야 한
다.

인도, 일본과 스리랑카 단지 3국에서, 민주주의가 그러한 운명을 경험하지 않았다.

1980년대 중반에, 아시아에서는 민주주의 투쟁을 경험했다. 1986년에 필리핀에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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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 힘이 그들의 독재자를 쓰러뜨리고, 민주주의가 다시 돌아오는 극적인 전환이 있
었다. 그리고 일년 후에 한국에서도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 독재가 종식되고 민주주의
가 다시 한번 시작되었다. 공산주의의 붕괴와 냉전의 끝은 이러한 항쟁을 촉진했다.
1992년에 태국은 오랫동안 유지되던 군부 독재가 종식되고 민주주의가 채택되었다.
1993년에는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민주주의가 캄보디아에 다시 왔다. 1998년에 권위주
의 지배를 종식시키고 인도네시아도 역시 민주주의를 포용했다. 최근에는 아시아에서
민주주의에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 2004년에 인도네시아와 아프카니스탄에서 첫 번째
직접 대통령선거가 있었다. 같은 해에 몽골, 말레이시아, 필리핀과 인도에서 선거가 있
었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긍정적인 발전은 다른 나라에서의 부정적인 발전에 의해서 손상
되고 있다. 버마에서 1990년 선거로 나타난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은 군부 훈타가 선거
에서 승리한 정당에 권력이양을 거부하면서 간단하게 무산되었다. 선거에서 승리한 정
당은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아웅 산 수지 여사가 이끄는 NLD(National League of
Democracy)이다. 북한, 중국, 베트남과 라오스는 여전히 독재세력에 의해서 통치된다.
그리고 부르네이는 절대적인 왕조로서 왕이 직접적으로 지배한다.

이러한 나라의 일부에서 민주주의 발전에 유리해 보이는 발전이 있었다. 중국에서는
지방경선이 개최되었다. 베트남에서는 공산당에 의해서 인정된 독립적인 인사가 선거
에 입후보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공산주의국가인 중국, 라오스와 베트남이 시민 정치
적 권리조약을 서명하려고 움직이고 있다.-비록 아직은 비준은 아니지만 말이다. 시
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조약과 다른 국제인권 조약이나 기구에 서명을 하지 않은 부르
네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와 같은 아시아 국가와는 대조적인 것이다.

시민사회의 출현은 민주주의의 향상을 촉진했다. 민주주의는 시민사회를 확장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공간을 더 넓게 열었다. 시민사회의 성장은 민주적인 발전과 평행적
으로 일어난다. 특히 1997년 아시아의 금융위기 이후에 아시아의 일부 나라에서는 법
치적인 제도의 출현으로 부수적으로 인간에 의한 지배의 종식을 가져온 듯하다. 그리
고 이것은 긍정적인 발전을 강화시키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선거만으로는 민주주의와 동일시될 수 없고, 민주주의 그자체도 자유와 동일
시 할 수 없다. 아시아에는 아직도 다양한 정치적 시스템들이 있다.

1. 자유주의적 민주주의(한국, 일본, 필리핀, 인도)에는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에 대한
존중이 있다; 언론의 자유; 반대당이 진정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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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거민주주의, 비자유주의적인 민주주의. 또는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비록 선거가
정규적으로 열리지만,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에 대한 부족한 자유; 부족한 언론의
자유; 반대당이 자기 역할을 전혀 할 수 없다.
3. 일당체제, 즉 남아있는 공산주의 국가들에는 정치적 권리와 언론의 자유가 거의
없다.
4. 정치적 권리와 언론의 자유가 없는 완전한 독재

아시아에는 “아시아식의 민주주의”라는 브랜드가 있다. 그것은 권위주의의 부드러운
버전인데, 안정과 경제적 번영을 보장하는 것으로 주장되었다. 이런 민주주의를 가진
아시아의 지배세력은 이 현상을 유지할 것을 계속 주장했다.

그렇지만 아시아인들은 이러한 민주주의 브랜드에 만족해서는 안된다. 인간으로서
인권과 근본적인 인권을 완전히 즐겨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언론의 자
유를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독립적인 사법권을 가진 법의 원칙에 따라
서 보호되어야 한다. 아시아인들은 역시 시민사회 조직과 결사를 할 자유를 가져야 한
다. 이러한 자유는 그들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에 완전히 참가하
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권리와 자유를 보호할 수 있다.

민주주의가 정착되어 있든, 정착되어 있지 않든 모든 국가에서의 민주주의를 심화시
키기 위해서, 아시아민주주의 활동가들은 다음과 같은 것을 격려해야 한다.

1. 유엔은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사국이 되길 원하는 나라들에게 자격조건으
로 다음과 같은 것을 채택하도록 해야 한다. 인권에 대한 준수를 잘 하고, 모든
관련 국제인권조약들을 서명한 나라여야 한다.
2. 아시아의 모든 나라는,
a. 모든 관련된 국제인권 조약을 서명하고 비준한다. 그리고 이러한 조약에 의해
서 보장된 권리와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
b. 소 지역적인(sub-regional) 인권조약를 채택하고 지역 인권재판소를 설치한다.
c.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사법권을 가진 법치적 질서를 만드는 것
d.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에 참가하기 위하여 시민사회를 위한 더
넓은 공간을 허용하는 것
3. 아시아에서 모든 현존하는 시민사회조직 그리고 새로운 시민사회조직은 그들의
일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국가적, 지역적 네트워크에 참가해야 한다.
4. 더 진보적이고 더 지원을 받는 시민사회조직은 그들의 취약한 형제자매를 지원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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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시아대학은 커리큘럼으로 민주주의학, 인권, 근본적인 자유, 시민사회를 포함해
야 한다.

한국에 의해서 제안한 “동아시아 공동체”는 10개의 ASEAN 국가들과 중국, 일본, 한
국이 서명하였다. 이 제안은 모든 시민이 완전히 권리와 자유를 즐길 수 있는 민주적
인 것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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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l 7

Democracy in Asia: An Outline

by Lao Mong Hay
Center for Social Development, Head of Legal Unit

In the aftermath of World War II or upon the recovery of independence, democracy
was adopted in some countries. Basic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were
recognized. Political parties emerged and elections were organized. Democracy in a few
of those countries has continued up to now, but in the other countries it did not survive
very long.
In Indonesia and Cambodia, the incumbent rulers soon distrusted liberal, multi-party
democracy and replaced it with "guided democracy". Those rulers soon turned
authoritarian. They were later overthrown. In Malaysia, democracy turned illiberal when
press freedom was curbed, people were denied full political rights and ruling parties
curbed and limited the activities of opposition parties. Rulers of that country, though
elected, became authoritarian. In Burma, now Myanmar, the military ceased power. The
basic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were squashed. In the Philippines the then
elected president introduced a martial law and became a dictator. In South Korea, army
generals took over the country and became dictators. It should be added that the military
were also ruling Thailand and became dictators too.
Only in three countries, India, Japan and Sri Lanka, democracy did not suffer the same
fate.

- 111 -

Since the mid-1980s democracy has experienced an upsurge in Asia. In 1986 a
dramatic change took place in the Philippines when the People's Power there overthrew
their dictator, and that country returned to democracy. A year later, a no less dramatic
change also took place in South Korea when the dictatorship was put to an end and the
country embarked once more upon democracy.The collapse of communism and the end
of the Cold War gave more impetus to this upsurge. In 1992, Thailand ended its long
series of military dictatorships and adopted democracy. In 1993, with the help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democracy also returned in Cambodia. With the overthrow of
authoritarian rule in 1998, Indonesia also embraced democracy.More recently, in 2004,
democracy made more gains in Asia with the first direct presidential election in Indonesia
and in Afghanistan. In the same year elections were held in Mongolia, Malaysia, the
Philippines and India.
This positive development of democracy has been and still is marred by negative
developments other countries. In Burma, the upsurge of democracy epitomized by the
1990 election was simply squashed when the military junta refused to hand over power to
the victorious party in that election, the National League of Democracy led by the Nobel
Prize Laureate Aung San Suu Kyi. North Korea, China, Vietnam and Laos are still ruled
by dictatorships. In Brunei, the King rules directly as an absolute monarch.
In some of these countries there are developments which seem favourable to
democratic development. In China, competitive village elections have been held. In
Vietnam independent candidates approved by the communist party are allowed to stand
for elections. It is worth noting thatChina, Laos and Vietnam, communist countries, have
moved to sign, though not ratify yet, the International Covenant of Civil and Political
Rights, surprisingly, in contrast to certain Asian countries such as Brunei, Malaysia and
Singapore, which have not signed this International Covenant and a number of oth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The emergence of the civil society has given impetus to the upsurge of democracy.
This democracy has further opened up a political space for and/or enlargedthe civil
society whose growth seems to run parallel with democratic development. It seems that
the emergence of the rule of law and the concomitant end of the rule of men in several
countries in Asia, especially after the financial crisis in Asia in 1997, came to consolidate
this positiv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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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ever, elections alone can not be equated with democracy, nor this democracyitself
can be equated with freedom. There are still a variety of political systems in Asia;
1. Liberal democracies (South Korea, Japan, Philippines and India) in which there are
more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more press freedom;
opposition parties do have a genuine role to play;
2. Electoral or illiberal democracies or authoritarian regimes in which, though elections
are regularly held, there are less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less press freedom; and opposition parties have virtually no role at all;
3. One-party rule regimes, namely, the remaining communist countries, in which there
is scarcely any political rights or press freedom;
4. Sheer dictatorships in which there are no political rights and press freedom.
It has been claimed that in Asia there is a brand of democracy called "Asian
democracy" which is claimed to be a soft form of authoritarianism and which has been
claimed to have ensured stability and economic prosperity in a number of Asian
countries. The ruling elites in countries with this Asian democracy have insisted on
maintaining this status quo.
However, Asians should not content with this brand of democracy. As human beings,
they should be able to enjoy their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human rights to the full,
and these rights and freedoms should include free press. These rights and freedoms
should be protected by the rule of law with an independent judiciary. Asians should also
be free to form association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to be able to protect those
rights and freedoms as well as to participate fully in the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development of their countries.
In order to deepen democracy in countries that have it and in order to extend
democracy to countries that do not have it yet, Asian democracy activists should urge:
1. The UN to adopt the signing of all relevant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and good records of respect for human rights as a qualifying criterion for countries
to be able to have seats on the Security Council of the United Nations;
2. All countries in Asia
a. to sign and ratify all relevant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and respec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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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ghts and freedoms as guaranteed by these instruments
b. to adopt sub-regional human rights conventions and set up regional human rights
courts;
c. to establish the rule of law with an independent judiciary to protect human rights;
d. to allow more space for the civil society to participate in the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life of the society;
3. All existing and new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 Asia to join national and regional
networks to be more effective in their work;
4. More advanced and better endowe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to assist their weaker
sisters;
5. Asian universities to include in their curriculums the study of democracy,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the rule and the civil society in their curriculum.
The "East Asian Community" as initiated by South Korea and endorsed by the 10
ASEAN countries, China, Japan and Korea, should be a democratic one in which every
citizen can fully enjoy his rights and freed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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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 널 8

아시아 민주주의의 심화

마크 탐타이
종교와 문화 연구소 / 태국, 치앙마이, 파얍 대학

춤이 잘 춰지지 않을 때는 풀륫과 드럼을 탓하라
- 태국의 속담-

민주화의 춤은 아시아에서 어떠한가? 만약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어디에 민주화춤
의 실패를 탓해야 할 것인가? 앞에 소개한 태국의 옛 속담의 숨겨진 의미는, 춤꾼이
춤을 추면서 스텝이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 때, 그는 즉각적으로 그 실수의 원인을 다
른 어딘가에서 찾고, 결국 그렇게 함으로써 상황을 바꾸는 것에 실패한다는 것이다.
아마도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춤꾼이 익숙한 리듬에 따라서 춤을 출 수 없다”는
것을 뜻할 수 있고, 그 때 문제는 아마도 풀륫과 드럼에 있을 수도 있다. 아마도 풀륫
과 드럼에 의해서 연주되는 리듬이 너무 빨라서 춤꾼의 성향과 맞지 않을 수 있다. 또
는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 춤꾼이 맞춰야 될 노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단순히
의미할 수도 있다.
이상의 유추가 시민들 그리고 국가의 사회적|정치적 제도들이 춤꾼들로 참여하는
민주화 춤의 경우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나는 이 속담이 다음과 같은 것을 제안한다
고 생각한다: 조화스럽게 보이지 않거나, 그 진전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리게
보여지는 민주화과정에서 그 개선책을 찾으려는 노력 속에서, 우리가 서구 민주주의
활동이라는 풀륫과 드럼에서만 그 개선책을 찾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적당한 출발점
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어떤 발동작을 우리가 사용해야 하나?”,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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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또는 심지어 “왜 우리는 춤을 추는가?”를 묻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민주화의
목적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여기로부터 정확하게 어떤 의미에서 민주화가 잘 진행되지
않는지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다. 또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취해야 할 적
당한 단계를 찾는 것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탐색은 이글에서 전개
될 세부적인 분석의 힘든 작업을 위한 뼈대를 제공하기 위해서 몇 가지 근본적인 질
문에 대한 대답을 주어야 한다. 세부적인 분석은 민주화과정에 대한 본질의 문제들에
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데, 이러한 문제들에는 각 국가에서 민주화 과정의 개선과
관련하여 앞다퉈 제기되는 제안들이 포함될 것이다. 내가 이 글에서 말하는 제안과 아
이디어를 위해서 사용될 프레임워크는 민주화는 가장 근본적인 종류의, 사회와 개인의
변환 과정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250년 전 서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아시아에
서도 지금 확실히 그러한 과정을 겪고 있다. 성공적인 경우에 민주화는 우리가 어떻게
일부 상황에서 더 자유롭게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다른 상황에서는 어떻게 덜 자유로
워지는가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결과적으로 민주화가 과거와 비교해서 여
전히 비슷한 심리적, 사회적, 정치적 현실을 가져올 수 있고 그것은 그 나라의 민주화
의 성과물을 잃는 것이다. (To the extent that democratization results in social-political, as
well as psychological, realities still similar to what existed previously in a country, that
country has lost out on the fruits of democratization.)
아시아의 많은 나라는 민주주의를 향한 여정의 첫 번째 단계를 마쳤다. 그 첫 단계
라 함은 자신들의 지도자와 대표를 선출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여기서 어떻게 더
나아갈 것인가? 아시아에서의 민주주의를 촉진하고 심화시키기 위한 방법을 생각하면
서, 우리는 아시아의 민주주의적 발전은 18세기 시작되었던 서구 민주주의 발전기 때
와는 상이한 문화조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면서 출발해야 한다. 둘째
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장애가 될 수도 있는 여타의 현존하는 민주주의체제들로 이
루어진 세계적 환경속에서 아시아의 민주발전이 일어나고 있다. 다른 사람이 우리 주
변에서 춤을 추고 있는 동안 우리는 춤을 배우고 있다. 우리는 그들 음악에 맞추어서,
그들의 스텝을 따라서 춤을 배워야 하는가? 이러한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는 더
심화된 두 번째 국면으로의 여행을 시작하는 것을 도울 약간의 스텝을 고민하기 위하
여 지금 움직여야 한다. 이 목적을 향하여, 나는 아시아의 민주화를 심화시키기 위한
3가지 과제를 제안한다.

우리가 어깨를 으쓱해하면서 “그들은 단지 추방되어질 사람들이야”라고 말하는 한,
이주노동자들을 살해하고도 처벌받지 않았다는 소식에 더 이상 대응할 수 없다. 동시
에, 사회 최상위층의 행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단지 머리를 굽신거리면서 “그들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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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히 옳아.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그러한 지위를 획득할 수 없었을 거야”라고 믿는
한, 그들의 행위에 대응할 수 없다. 왜냐하면, 만약 이러한 상황이 변화되지 않은 채
유지된다면, 그 땐 심리적으로 사람들에게서 어떠한 현실적인 참여의지도 만들어내기
가 매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서구에서의 민주화의 초기에 사회의 밑바닥에
속하는 특정 그룹(농민, 토착민, 노예 등)에게서 이와 비슷한 정서가 존재했었다고 할
지라도, 사회적인 계층의 상위에 속하는 사람들의 ‘고유한 존재가치’와 관련해서는 차
이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알렉산더 포프가 1733년에 쓴 시 “사람에 대한 에세이”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시구는 적절히 그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다.

명예와 수치는 조건없이 생겨나니;
스스로 성실하면 모든 것이 명예인 것.
행운이란 약간의 차이만을 가져올뿐,
어떤이는 누더기를 입고 뽐내고, 어떤이는 멋진옷을 입고 안절부절 못하고;
구두장이는 앞치마를 두르고, 목사는 가운을 입고,
신부는 망또를 걸치고, 왕은 왕관을 쓴다.
왕관과 성직자의 모자보다 더 큰 차이가 나는 것은 뭐요?(그대는 소리친다)
내 말하노니, 그것은 현자와 바보의 차이요.
그대 알게 될 것이요, 왕이 수도승처럼 행동한다면,
구두장이처럼, 그러면 목사는 술에 취할 것이라는 것을,
가치가 있으면 훌륭한 사람이, 없으면 평범한 사람이 되는 법;
나머지는 단지 가죽이냐, 모직이냐의 차이일 뿐.

아시아의 각 나라에서 이러한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개별 문화 안으로부터 평등
성에 대한 의미를 만들어야 한다. 고유한 문화의 규범을 활용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모든 인간을 생로병사의 순환 속의 고통을 받는 동지로서 보는 것이다. 또는 다른 비
슷한 규범 속에서 찾아야 한다.

새롭고 취약한 민주주의체제를 가졌거나 아니면 완전히 전제주의체제로 이루어진
나라들이 모여 만들어진 한 지역 조직의 예를 들어보자. 조직 차원에서의 민주주의적
결함이 각각의 회원국가에서 존재하는 것보다 더 적은 흥미롭고 상이한 상황이 나타
난다. 이러한 상황의 예로 아세안(ASEAN)을 보자. 우리는 회원국인 10개국의 정부 관
료들이 공식적, 비공식적 모두에서 서로 대응하고, 그들의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을 본
다. 그 방법들은 그들 개별국가에서 발산하는 것보다 더 민주주의적인 분위기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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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것은 문화, 역사적인 요소들이 대다수 회원국들의 사회적인 위계의 유산으로
남아있는 사회적인 장에서 더욱 그러한 경향이 있다. 이러한 유산은 바로 그들의 내부
적 민주화 시도들에 거대한 장애의 하나로서 증명되고 있다. 이러한 나라들에서 규범
적 문제들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사고하고, 공적인 영향력이 있는 정책들과 관련하여
토론에 참여하는 것(이 둘 모두 민주적인 공동체의 핵심이 되는 것들이다)을 촉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이들 사회 대부분에서 argumentum ad vericundium(권위에
의한 논증)이 가장 선호하는 추론양식이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조직수준에서
의견을 따를 수 있고, 누구나 인정하는 ‘pu yai'(존경받는 사람들)이 없다. ASEAN이나
비슷한 유형의 여타의 조직들이 그들의 다양한 태도와 관계 때문에(종종 정당화될 수
있는) 일부 분석가들에 의해서 ’하찮은 것’ 또는 ‘패거리'로 여겨지는 한편, 민주주의를
위한 학습장으로서 그 조직들의 잠재력은 간과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지도자들은,
오래된 민주국가들과 관계하면서 경험하는 민주주의의 문제에 있어서 열등감이란 감
정에 휩쓸리지 않는다. 동시에 이 공간에서 그들은 자신들 각각의 사회에서 지켜야 할
사회적인 제한으로부터도 자유롭다. 대부분의 토론은 평등한 환경에서 일어난다. 그래
서 우리는 여기에서 역전된 방식으로, ‘풀뿌리’로부터 위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
과 비슷한 상황을 갖게 된다. 적어도 현재에서는, 확실히 유럽연합(EU)은 이러한 경우
에서 민주주의를 심화시키는 데에는 좋은 견본이 될 수 없다. 이후 발전단계에 있어서
적합한 모델이 될지 여부도 분명하지 않다. 민주적인 결함을 치유하는 다른 방법을 가
진 새로운 모델이 발전할 것이다. 그러나 위에 열거한 모든 것에 비추어 현재의 과제
는 현재의 상황에서 불충분한 것을 치유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시작하면서 가장 좋은 예는 책임성의 문제이다. 어떻게 이런 조직은
그들 회원에 책임을 지는가? 또는 회원국은 상호 책임을 지는가? ASEAN의 무간섭
협약(a la ASEAN's 'non-interference pact)에서 알 수 있듯이, 서로의 사업에 개입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조직들과 관련해 이러한 질문을 제기를 하면 거의 웃을 일이다.
그러나, 종종 ‘ASEAN 방식’으로 여겨지는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 항상 오해가 있었다.
문제는 간섭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간섭의 태도에 관한 것이다. 특별한 문화적 배경에
조심스럽게 토대를 두고 이루어진다면, 그 개입은 납득할만하고 효과적인 개입방식이
된다.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국내적으로 대량 인권침해가 일어난 국가를 어떻게 다
루는가의 문제에 대한 응답이 될 것이다: “전혀 없는 것으로부터(from without) 인권을
강요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한다. 첫째로, 이것은 다른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주권의 침해이다. 둘째로는, 힘없고 가난한 나라와의 관계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나
라는 강력하고 부유한 나라이다. 그런데 이 국가들은 식민지주의와 서구열강들로부터
의 점령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 그들이(국민들) 그들 정부가 한 것에 대해서 반
대를 한다 해도 그들은 종종 외부압력과 같은 종류에 대해서 분개한다.” 그러나 확실
한 것은 서로 동등하게(민주주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긴 여정이라는 점에서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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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는) 약한 국가들인 한, 그리고 어느 정도 공유되어지는 맥락, 예를 들어 ASEAN의
경우 칼라야나미트르(불교에서 말하는 우정)과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한, 주권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지지 않고 인권침해에 관련한 문제들에 대해 서로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세계에서 강한 나라들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약한 나라는 인권
침해를 철폐하는 특정한 문제에서, 그리고 시민의 복지를 돌보고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는 진보를 이루어나가는 등의 일반적인 문제에서 평등하게 경쟁할 수 있다. 올바
른 환경이 주어지고 만약 한 나라가 공굴리기를 시작한다면, ‘체면’을 중요시 여기는
문화는 그러한 경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보장한다. 이러한 종류의 조직들은 일종
의 자기 스스로 감독하는 ‘민주주의 패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종류의 조직의 수준에서 진행되는 모든 이러한 ‘밑을 상승시키는 것으로부
터’(from the ground up) 라는 민주주의의 실험은 확실하게 지도자들의 변화된 태도에
의해서 회원국의 국민국가 수준에서의 민주적인 제도를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따라서
이러한 제도들이 성장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일정한 영향을 끼칠 것이
다. 이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일종의 아주 소량의 물이 떨어지는 효과이다. 소
량의 물이 떨어지는 과정이 느리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 단점은 평형적인 주창활동에
의해서 보충되는 것이 필요하다. 유럽의 민주적인 결함에 관한 토론에서 국민국가의
범위를 넘어서 확장되는 민주적인 공동체의 형성은 매우 어려운 과정이라는 것이 종
종 재확인된다. 아주 비슷한 마음을 가진 국가의 작은 그룹에서조차 매우 어렵다. 이
것의 한 예는 법은 준수하나 가족과 친구들의 외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복지는 신
경 쓰지 않는 시민을 가진 나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실제로 그러한 경
우에 ‘공동체’를 가지고 있는가? 그러면 흥미로운 질문은 “민주주의에서 공동체를 만
들기 또는 공동체에서 민주주의를 만드는 것 중 어는 것이 더 쉬운가?”이다. 만약 후
자가 그 경우라면, 그리고 물이 떨어지는 효과로 이루어지는 민주주의가 어느정도 고
단한 작업을 통해서 발전되어진면 그러한 조직은 분명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이다.

아마도 우리 생활에 있어서는 종교의 중요성이 인정되고 정치생활에 있어서의 종교
에 대한 역할을 허용하는 형식이 바람직할 것이다. 결국, 우리의 사회생활에 있어서
종교의 자리를 대신해야 하는 어떠한 “성스러운 자유의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
리는 종교와 국가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중간 길을 찾을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의 이
러한 새로운 형태는 마음을 갖게 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민주주의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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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쉽게 인정하게 만들 것이다. 민주주의는 더 이상 시대의 유행으로 보아서는 안된
다. 또는 단순히 전지구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보아서도 안된다. 만
약 우리가 그러한 적당한 형태를 발전시키는데 성공한다면 그때 나는 우리가 민주적
인 춤을 자연스럽게, 우아하게, 주저없이 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론 : 만약 우리가 이러한 두 번째 민주화 국면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아시아의
많은 나라에서 실종과 납치가 오로지 국제적인 관심 때문에만 하나의 문제로서 보여
지는 상태를 계속 답보할 것이고, 공청회 같은 제도들은 단지 민주주의적인 ‘립서비스
쇼’로서 지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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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epening Asian Democracy

Mark Tamth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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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ap University, Chiang Mai, Thailand

When the dance is not going well,
blame the flute and the drum.
- Old Thai saying-

How is the dance of democratization going in Asia? If there are problems, where shall
we place the blame for this failure of the democratization dance? The idea behind the
above saying from Thailand is that when dancers are performing, and the steps are not as
smooth as one hopes, there is a tendency for the dancers to immediately look elsewhere
for the cause of the failure of the dance, and in so doing, fail to rectify the situation.
Perhaps 'not going well' could mean 'not being able to dance with the rhythm the dancers
are used to'and then maybe the problem does lie with the flute and the drum. Perhaps the
rhythm given by the flute and the drum is too fast and not to the dancers inclination. Or,
'not going well' could also simply mean not liking the song one is dancing to.
How does the above analogy work in the case of the democratization dance, where the
citizens and the social and political institutions of a country form the group of dancers? I
think it suggests that in trying to find remedies to a democratization process which at
times is seen to be 'out-of-step' or progressing at too fast or too slow a pace, we ne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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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ok not only at the flute and drums of democratic activity in the West. The proper
starting point is to ask questions like, "What steps should we use?", "What music?", or
even "Why are we dancing?", which is to talk about the aims of democratization. From
here we can get a better understanding as to exactly in what sense democratization is not
going well and proceed on to finding the proper steps to take to remedy the situation. This
search will have to answer some fundamental questions in order to provide a framework
for the hard work of detailed analysis that is to follow. Detailed analysis that is needed to
answer questions of substance regarding the democratization process, which quite likely
will involve competing proposals regarding reform of this process in each individual
country. The framework I will use for my subsequent suggestions and ideas in this paper
is that democratization is a process of transformation, both social and individual, of the
most fundamental kind. This was so in the West 250 years ago, and it must be so now in
Asia. Democratization, if successful, should help us learn how to be more free in some
situations, and perhaps less free in others. To the extent that democratization results in
social-political, as well as psychological, realities still similar to what existed previously
in a country, that country has lost out on the fruits of democratization.
Many countries in Asia have completed the first phase of the journey towards
democracy, which consists of the election of their leaders and representatives. But how
do we move on? In thinking about ways to promote and deepen democracy in Asia we
must begin by being mindful that democratic development in Asia is taking place in the
midst of cultural conditions different from that existing in the West when their
democratic development began in the 18th century. Secondly, it is taking place in a
surrounding global environment of other existing democracies, which can be a help, but
also a hindrance. We are learning this dance while others are dancing around us. Should
we learn to dance to their music? With their dance steps? Keeping these things in mind,
we can now turn to considering some steps to take that would help us begin the second
deepening phase of our journey. Towards this end I would like to propose three tasks for
the deepening of democracy in Asia:

We can no longer react to reports of killing migrant workers with impunity by
shrugging our shoulders and saying, "They're just deportees". At the same time, we
cannot react to all actions of those at the highest end of society by just bowing our head
and believing they must be in the right or they would not have achieved such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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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ause if this situation remains unchanged, then, psychologically it will be very difficult
to create any real sense of participation by the people. Though similar sentiments about
certain groups at the bottom of society existed in the West at the beginning of
democratization (e.g. peasants, indigenous peoples, slaves) there seems to be a difference
in regards to the 'intrinsic worth' of those at the top of the social hierarchy. As an
illustration consider the following lines from Alexander Pope's poem "AN ESSAY ON
MAN" written in 1733.
Honour and shame from no Condition rise;
Act well your part, there all the honour lies.
Fortune in Men has some small difference made,
One flaunts in rags, on flutters in brocade;
The cobbler aproned, and the parson gowned,
The friar hooded, and the monarch crowned.
"What differ more" (you cry) "than crown and cowl?"
I'll tell you friend! A wise man and a Fool.
You'll find, if once the monarch acts the monk,
Or, cobbler-like, the parson will be drunk,
Worth makes the man, and want of it, the fellow;
The rest is but leather or prunella.
One way to achieve this change in each country in Asia is to build up this sense of
equality from within individual cultures, utilizing intrinsic cultural norms, for example,
seeing all human beings as 'fellow sufferers in the cycle of birth, aging, sickness and
death', or some other similar norms.

Consider the example of regional organizations which are made up of member
countries all of which are new and fragile democracies or else completely authoritarian.
This gives rise to the interesting and different situation where the democratic deficit at the
organization level is actually less than that which exists at the level of the member
countries. Using the example of ASEAN as an organization of this type, we can see that
the ways that government officials of these ten countries treat each other and conduct
their business, both at the formal and informal level, are much more in keeping with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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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cratic spirit than what transpires in their individual countries. This holds especially
in the social arena where cultural and historical factors have left a legacy of social
hierarchy in most member countries which has proven to be one of the greatest obstacles
to their internal democratization attempts. An example here is the extreme difficulty of
promoting in these countries thinking on one's own about normative matters and
participating in debates concerning policies which have public impact, both of which are
essential in democratic communities. This is not surprising given that in most of these
societies argumentum ad vericundium is the preferred mode of reasoning. At the
organization level though, there are no shared 'pu yai' (revered people) to defer one's
opinion to. Though ASEAN, and perhaps other such organizations, have often been
considered by some analysts to be 'jokes' or 'gangs' in their various dealings (sometimes
justifiably), their potential as learning grounds for democracy has been overlooked. In
these settings the leaders are not subject to a feeling of inferiority in matters of
democracy which they would experience in dealing with older democratic countries, at
the same time they are free of the social restrictions at the local level which they have to
abide by in their respective societies. Most discussions take place in a setting of equality.
So we have here a situation possibly similar to that of developing democracy from the
'grass roots' up, in an upside-down sort of way. The EU is definitely not going to be a
model for the deepening of democracy in these cases, at least not at the present. Whether
it could be a model at the later stages of development is not clear. More likely a new
model with a different way of addressing the democratic deficit will develop. The task at
the present though is to find ways to address the deficit in the current situation in light of
all the above.
The best example to start with is the question of accountability. How are these
organizations accountable to their members, or how are the member states accountable to
each other? It almost seems laughable to raise this question in the context of
organizations which are famous for not interfering in each other's business, a la ASEAN's
'non-interference pact'. But there has always been a misunderstanding of this stance
which is often referred to as 'the ASEAN way'. The question is not one of interfering or
not, but of the manner of interfering. There are ways of interfering which are both
acceptable and effective if based carefully on the particular cultural settings. A standard
understanding of this matter would reply as follows to the question of how to deal with
states which are involved with massive human rights abuses internally: "It's extremely
difficult I think to impose human rights from without,. For one thing it's a direct
challenge to the sovereignty of other states, for another it's only the strong states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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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h states that can do this in relation to weaker states and poorer states, and these states
have a memory of colonialism and domination by western powers. Even if they are
opposed to what their governments are doing, they are often resentful of this kind of
external pressure.". But the truth of the matter is that states can influence each other on
matters of human rights abuses without it being seen as a challenge to sovereignty as long
as they are equally weak states (weak in the sense of still being a long way from
achieving the goals of democracy), and as long as it is done in some shared context, an
example being kalayanamitr (the buddhist dhamma of friendship) in the case of ASEAN.
Fellow weak states (relative to the much stronger states in the world) can compete equally
in specific matters like doing away with human rights abuses, and in general matters like
looking after the well-being of their citizens and making progress in developing
democracy. The importance of 'face'guarantees that such competition will take place,
given the right setting and if one country starts the ball rolling. These kind of
organizations can be a sort of self-monitoring 'democracy panel'.
All this 'from the ground up'experimentation with democracy undertaken at the level of
these types of organizations will certainly have some impact on the development of
democratic institutions at the nation-state level of the member countries by changing
attitudes of leaders, thus providing space for these institutions to grow. What we would
have then is a kind of trickle-down effect. The downside is that all "trickle-down"
processes are slow, so this needs to be compensated for by parallel advocacy activities. In
debates on Europe's democratic deficit it is often reiterated that the creation of a
democratic community that extends beyond the confines of a nation-state is a very
difficult process even among a small group of like-minded countries. One example of this
is that there can be countries whose citizens are law-abiding but who do not care about
the welfare of others outside of family and friends. Do we really have 'community' in
such a case? An interesting question then is, "Which is easier to create, community from
democracy, or democracy from community?" If the latter is the case, and trickle-down
democracy is developed by doing some hard work, then such organizations can make an
important con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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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haps a form which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religion in our lives and allows for
a role for religion in political life. After all, for us there is no "holy cause of freedom"to
take the place of religion in our social life. We need to find a middle path in regards to
the relationship between religion and state. This new form of democracy would have a
heart, and will make it easier for the people to see the justification of democracy.
Democracy will no longer be seen merely as the fashion of the day, or merely as
something necessary in order to do global business. If we are successful in developing
such an appropriate form, then I think we will be able to do the democratic dance
naturally, gracefully, and without inhibitions.
Conclusion. If we do not begin this second phase of democratization, then for many
countries in Asia disappearances and abductions will remain to be seen as a problem only
because of international attention, and institutions like public hearings will continue to be
only democratic 'lip-service sh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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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자 료

민주발전지수 평가사업의 개황

윤 상 철
한신대학교 사회학과

1. 이 평가사업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 각 부문과 정부, 기업, 사회단체 등
사회 각 부문조직의 민주화 정도를 계량화할 수 있는 지표를 평가|개발|통합하
고, 나아가 이를 실제 대상(사회)에 적용하여 정기적으로 평가결과를 산출할 수
있는 지수체계를 정립하고, 이 체계의 검증을 위한 기초 자료를 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이 평가사업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지원하에 7인의 연구진에 의해서 2002년
12월부터 4년째 진행되고 있음.
⑴ 2002년도에는 민주발전지수에 이용가능한 기존 지표의 수집 및 검토, 새로운
지표의 개발, 그리고 지표들 간의 체계적 통합을 시도함.
⑵ 2003~2005년 전반기까지는 민주발전지수 시안을 한국에 적용하고 그 타당성
과 신뢰성을 검증함으로써 지속적인 축적체계를 구축하였음.
⑶ 2005년 하반기부터는 민주발전지수를 아시아 국가에 적용하고 국가간 비교 및
조사 네트워크를 검증함으로써 국제적 축적체계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시도함.

1. 사업개요 : 민주발전 관련 기존 지수들과 연구문헌들을 검토하고 민주발전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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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성의 문제틀과 구성체계를 정리하고 나아가 이를 측정하기 위한 개별 항목지
표들을 구성하였음.

2. 분석틀의 개요
⑴ 민주주의의 초기 이행과 공고화/심화를 반영하는 제도수준의 민주화와 의식/
태도 수준의 민주화로 구분하였고, 제도적 실행과 더불어 주관적으로 인식되
는 실행을 구분함.
⑵ 민주주의의 발전과 지속의 사회적 토대로서의 시민사회의 발전정도를 중시함.
⑶ 민주화는 심화되면서 정치적 민주화를 넘어서서 경제적 민주화와 사회적 민
주화로 확장된다고 보았고 그 진행을 시민사회의 민주화에서 찾고자 함.
⑷ 국가, 정치사회, 시민사회의 대립축에서 정치사회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숙고
하고 조정하는 영역으로서 중시함.
⑸ 시민사회의 민주화는 민주화와 연관되거나 활성화되고 있고 아울러 지수화작
업이 용이한 영역을 선별하였음.
⑹ 민주주의를 국가, 정치사회와 시민사회의 상호작용의 체계로서 작동한다고 간
주하여 상호관계를 중시하였음.

3. 분석범주
구분

국가

정치사회

시민사회

토대(인프라) 및

1-1

1-2

1-3

제도와 제도의

국가기구/

정당|의회 기구/

시민사회의

실행

행정

활동

토대/행위

2-1

2-2

태도와 의식

행정에 대한 인식 정치에 대한 인식

2-3
시민사회의
태도/의식

경제
교육
문화
정보/지식
여성
보건/의료
인권/소수자
환경
경제
교육
문화
정보/지식
여성
보건/의료
인권/소수자
환경

1. 2003년도 민주발전지수 평가사업은 6개월간에 걸쳐 전체 조사항목표를 전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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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조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전문가용 설문지 및 대중용 설문지를 작성하였으
며 2003년 말에 프리테스트를 실시하고 2004년 상반기에 1차 조사를 실시하였음.
⑴ A항목: 객관적 정략분석이 가능한 항목들은 연구팀 내부에서 직접 평가함.
⑵ S항목: 전문가 조사는 일부 항목에 대하여 전문 학자, 사회운동 활동가, 행정
부 고위 관료, 국회 정무관료, 사법부 판사 등 총 74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음.
⑶ M항목: 일반인 조사는 일부 항목에 대하여 전국 7대 광역시 500명의 일반 국
민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전반적인 실사 및 데이터 처리
등은 조사전문기관인 미디어 리서치에서 수행하였음.
2. 민주발전지수는 총 480개의 조사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었음.
3. 전문가용 설문지는 일반문항 177개와 배경질문 4개를 포함하여 총 181개 문항으
로 구성되었고, 대중용 설문지는 일반문항 164개와 배경질문 11개를 포함하여 총
17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음(두 설문지에는 70개의 동일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문가와 일반대중의 민주발전인식의 차이를 검증할 수 있게 하였음).
4. 민주발전지수를 평가하기 위한 각 영역별 가중치 배점은 국가, 정치사회, 그리고
시민사회가 각 25%, 국가-정치사회 관계와 국가‧정치사회-시민사회 관계가 각
10%, 그리고 전반적 평가가 5%로 구성되어 있음<표 2>.

<표 2> 지수평점의 부문별, 층위별 가중치

제도부문

태도/의식부문

합계

국 가

12.5

12.5

25.0

정치사회

12.5

12.5

25.0

시민사회

12.5

12.5

25.0

국가-정치사회

5.0

5.0

10.0

국가, 정치사회-시민사회

5.0

5.0

10.0

5.0

5.0

52.5

100.0

전반적 평가
합 계

47.5

5. 프리테스트 개요
⑴ 프리테스트는 연구팀 내부의 논의를 거쳐 2003년 말에 실시하였으며, 연구팀
내부 분석평가(A항목)와 더불어 전문가용 설문지(S항목)와 대중용 설문지(M
항목)에 의한 표본조사로 진행되었음.
⑵ 전문가 조사는 13명의 사회과학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대중조사는 30명의 일
반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일반시민은 대학생 12명과 30대,
40대, 50대 일반시민 각 6명으로 구성).
6. 1차 본조사
⑴ 조사는 연구팀 내부 분석평가(A항목)와 더불어 전문가용 설문지(S항목)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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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용 설문지(M항목)에 의한 표본조사로 진행되었음.
⑵ 전문가 조사는 74명의 전문가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하고 연구팀원이 직접 설
명하여 자기 기입하게 한 후에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음. 조사에 참여
한 전문가의 인적 구성은 아래와 같음.
①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전공의 교수 각 5인씩 총 15인
② 사회복지, 여성, 환경, 의료, 교육, 정보, 법학, 행정학 전공의 교수 등 전
문가 각 3인씩 총 24인.
③ 사회운동 활동가 총 20인 - 참여연대 6인, 경실련 2인, 환경운동연합 2인,
민언련 2인, 여성연 2인, 인의협 2인, 전교조 2인, 민노총 2인.
④ 행정부 관료 5인
⑤ 정치인 5인
⑥ 법관 및 검사 5인
⑶ 대중용 설문지는 500명의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조사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
치에 의뢰하여 진행되었음.
⑷ 조사 결과의 부호화
① 연구팀 내부 조사문항은 기존 정부 및 국제기구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내부 논의를 거쳐 주어진 응답항목 중에 선택하였음.
② 전문가 설문과 일반대중 설문응답은 5점 척도 각각에 1-5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음.
⑸ 설문결과는 빈도분석과 비율산정으로 부문별 평점과 전체 평점을 산정한 후
에 이에 대한 개별 연구원의 분석과 종합토론을 통해 해석되었음.

1. 2004년도 평가사업인 <2005년도 한국 민주발전지수 평가분석>으로서 2004년도 하
반기부터 2005년도 상반기까지 설문조사와 내부분석을 통해 진행되었음.
⑴ 객관적 정량분석이 가능한 항목들은 연구팀 내부에서 2004년도 평가를 바탕
으로 직접 수행하였음.
⑵ 전문가 조사는 일부 항목에 대하여 2004년도에 전문가설문에 응답했었던 전
문 분야 학자, 사회운동 활동가, 행정부 고위관료, 국회 정무관료, 사법부 판
사 등 총 61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음.
⑶ 일반인 조사는 조사경비의 부족으로 인하여 2004년도 일반대중 설문조사 결
과를 그대로 적용하였음.
2. 2005년도 민주발전지수는 총 302개의 실제 조사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
역별 구성은 다음 <표 3>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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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2005년도 민주발전지수 전체 항목 구성(항목수, %)

제도/실행부문

태도/의식부문

합 계

국 가

46

21

67(19.5)

정치사회

18

11

29(8.5)

시민사회

81

73

154(44.9)

국가-정치사회

11

6

17(4.9)

국가, 정치사회-시민사회

26

26

52(15.2)

24

24(7.0)

182

161

343

53.1

46.9

100

전반적 평가
합

계

3. 전문가용 설문지는 일반문항 125개와 배경질문 4개를 포함하여 총 129개 문항으
로 구성되었고, 대중용설문지는 일반문항 107개가 2005년도 지수평가에 차용되었
음(2004년도 대중용 설문지는 일반문항 164개와 배경질문 11개를 포함하여 총
17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음).
4. 민주발전지수를 평가하기 위한 각 영역별 가중치 배점은 2003년도와 동일함.

1. 민주발전지수의 쟁점들
⑴ 효율적인 지수체계의 구성: 항목수를 최소화.
① 2004년 항목체계의 경우 480항목이었으나 2005년 항목체계에서는 12항목
이 신설되고 149항목이 삭제됨으로써 총 343항목으로 구성되었음.
② 전반적으로 각 하위영역의 항목수가 대폭 감소되었지만, 제도/실행영역
(75.2%)에 비해 태도/의식(57.6%)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감소되었음.
③ 2005년 항목체계는 2004년 항목체계에 비해 그 항목수에 있어서 대폭 감
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지수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보다 효율적
인 측정치로 간주됨.
④ 그러나 제도/실행 부문에 있어서 교육영역, 인권영역, 환경영역과 태도/
의식 부문에 있어서 국가-정치사회 관계영역에서는 두 항목체계간에 비
교적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영역의 항목변화를 보다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
⑤ 전문가 설문지와 대중 설문지 모두 전반적으로 항목수가 감소되었음.
⑵ 태도/의식 부문에 포함된 실행인식 항목과 가치지향 항목간의 조정
① 태도/의식 부문에 포함되어 있는 실행인식 항목은 경성데이타로 측정할
수 없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치지향 항목은 민주적 가치의 내재

- 131 -

화를 묻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따라서 실행인식 항목은 제도/실
행 문항으로 바꾸었고, 가치지향 항목은 최소화하였다.
② 조사결과에 따르면 실행인식 문항과 가치지향 문항과의 조정이 필요한
항목은 제도/실행 평점과 태도/의식 평점간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
는 국가-정치사회관계와 시민사회의 대부분의 영역들이다. 국가-정치사
회의 관계는 최근의 정치변동이 제도를 넘어서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으며, 시민사회의 제 영역들은 시민들의 접근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⑶ 가치지향 문항이 규범적 질문으로 인식될 위험성 조정
① 전문가조사와 일반인 조사를 같이 시행하고 그 격차가 큰 문항(1차 조사
의 경우에는 대략 38개 문항)에 대해서는 제고할 여지가 있으나 2차 조
사가 필요함.
⑷ 총평가항목과 개별 영역과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전체 가중치를 재조정
① 보다 이론적인 검토가 필요하나 개별영역의 평점(51.53)과 총평가항목의
평점(49.40)과의 격차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가 있음.
② 다음 2가지의 방식으로 검토하고자 하는데, 첫째, 가중치를 둘 경우와 두
지 않는 각각의 경우에서 평점과 총평가항목의 격차를 비교해보고, 둘째,
총평가항목을 둘 경우와 두지 않는 경우에서 평점과 총평가항목의 격차
를 비교함.
⑸ 전체 항목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요인분석을 통해서 항목체계를 재구성할
필요성이 있으나 향후 다수의 나라들에 대한 여러 차례의 조사가 필요함.
⑹ 총평가항목과 개별영역의 항목들이 중복되어 계상되고 있는 바 차후 연구부
터는 이를 평가자료로만 활용하기로 함.

2. 향후 계획
⑴ 일반인 조사를 실시하여 2차례에 걸친 국내 조사결과를 결산.
⑵ 아시아지역에 국한된 지수국제화를 위해 학술연구자 및 사회운동활동가의 국
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아울러 그 과정에서 지수체계의 수정과 재구성을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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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Democratic Development Indices in Asia (DDIA)

Sangchul Yoon
Hanshin University, South Korea

1) Since Nov. 2002, we have performed the composition of DDI in Korea with the
support from the Korea Democracy Foundation. We are7 researchers, majoring sociology
or political science at several Universities or Academic Institutions.
2) We hope that our product would be the starting moment of transnational cooperative
action, measuring democratic development in Asia by Asians. Moreover, our semi-academic
work would promote democracy in Asia indirectly by changing the political atmosphere. As
we know, democracy can be easily advanced in the more favorable geopolitical condition.
The democracy in Asia has been improved in these decades, but still there are so many
obstacles to go forward.
3) We think DDIA should be composed and revised by the cooperative work of Asian
social scientists and NGO activists. In that case, it will be the milestone of academic
research on alternative public policy and democratic practice for more humanitarian society.

1. Objectives of DDIK
1) Constructing the Indices measuring the level of democratic development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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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ous areas of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in the three arenas of state,
political society, and civil society, and in the various organizations of government,
companies, and social organizations
2) Evaluating the degree of democratic development in Korea and contributing to
promote democracy in Korea
- We evaluated it twice in 2004 and 2005 as the pilot study. Theresult will be open to
the public in a few months and encourage democratic deepening in Korea, which is
recently being delayedby the internal opposition of conservative forces and the
external pressure of unfavorable international politics and economy.
3) Probing the possibility of expanding the DDIK to DDIA
- South Korea needs some favorable external condition for democratic deepening and
other Asian countries need the same environment. Common project of constructing
DDIA will improve the political condition in Asia.
2. Peculiarities of DDIA
1) DDIK consists of 343 indices.
① Who evaluates? : The research team, selected specialists, and the general public
evaluate indices. The research team evaluates 114 indices, which are analyzed by
objective quantitative data collection. Carefully selected social scientists,
government officials, and NGO activists evaluate 127 indices, which cannot be
analyzed without special knowledge and experience. The general public evaluates
126 indices viasocial survey, which are related to the perception of institutional
performance and accessibility to the power.
② What DDIK evaluates? :
a. 182 indices (53.1%) measure institutional democratization and the degree of
actual performance. 137 indices (30.9%) measure the degree of democratic
behavior and attitude, and measure actual performance of democracy, which
cannot be evaluated by objective and quantitative indices. 24 indices measure the
general perception of democratic development by the general public.
b. 67 indices measure the State, 29 political society, 154 civil society, 69 the relation
between the th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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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DIK measures the multiple dimensions of democracy.
① DDIK measures not only political democratization but also economic and social
democratization. We suppose that economic and social democratization is not the
prerequisite condition for democracy but is the important necessary condition for
the sustenance of new democracy.
② DDIK measures not only institutional change but also behavioral and attitudinal
change. Basically, democracy should be evaluated from the bottom as well as from
the top, from the micro-level as well as from the macro-level. Also subjective social
consciousness is the key for democratic consolidation.
③ DDIK regards the political society as important. The political society, consisting of
political parties and assembly, is not the simple transmission belt from civil society
to the state, but the independent agency, which controls and coordinates various
claims and opinions from the state and civil society. Unless it is established, the new
democracy will be unstable.
3) DDIK can be measured with insufficient human and economic resources.
① Evaluation of most indices needs the firm infrastructure of numerous researchers
and immense research fund, but the compensation for that huge cost is not practical.
So, that would make the burden too heavy for any Asian countries. DDIK needs a
small research team, organized with 5-7 social scientists. Members of specialist
group are selected temporarily from most areas of social science, government
bodies and some NGOs. The perception of general public can be measured by
social survey such as a public-opinion poll.
② If Asian countries cooperate to share perspectives and technical know-how during
the actual investigation, DDIA will be valuable tool to be obtained at low price and
to promote our democracy in Asia.

1) DDIK is just the pilot study of DDIA, which can be accomplished by the
cooperative deliberation among Asians. Up to now, DDIK is available for evaluating the
democracy in South Korea. We will prepare and distribute a detailed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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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ing the DDIK, if there are some friends who agree with us.
2) DDIK tried to include many indices, considering the situation of Asia.
Self-evaluation is one example. Nevertheless, we can find out more indices reflecting
Asian peculiarity from our own societies. Thorough a close communication about these
issues among us, we can improve Asian civil society.
3) DDIA can be established as a global standard, which evaluates the democracy in
Asia. Global standard and global evaluation tend to be imposed on the South in company
with neo-liberal pressure. In other words, our own standard will be the most important
mental factor in what kind of community we build and 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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