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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Seoul Democracy Forum
Global Dialogue on Quality of Life in a Total Crisis

Nov.8th
(Tue)

09:30

Registration

10:00~10:45

Opening Session
Moderator: Ms. Nanhyun Lee(Director of Education & Traning
Department, Korea Democracy Foundation)
Opening Remarks: Mr. Sunghun Chung(President, Korea
Democracy Foundation)
Keynote Speech: Dr. Jae Shik Oh(Ex-Executive Director,
World Vision Korea)

10:45~12:30

Round-Table Discussion: Under What Risks Do We Live?
Session Features: Korea and other many countries have understood
democracy as being simply a political issue. However, the current
society is threatened by various types of crises, which cannot be
overcome without democratic cooperation among different sectors.
The opening round-table discussion is intended to examine how the
forum's agendas of economy, environment and development
cooperation are connected to democracy; what the scope of
respective responsibilities is; and what the future direction should be.
It will also be a floor where the representatives of each session will
introduce and share the content and direction of discussions that will
take place during the sessions.

Moderator: Prof. Jung Ok Lee(Professor,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Panelists: Prof. Richard Tanter(Senior Research Associate,
Nautilus Institute)
Dr. Il Cheong Yi(Research Coordinator, United
Nations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Ms. Arwa Hassan(Regional Manager on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Transparency International)
Dr. Armando Antonio De Negri Filho(Coordinator of
Executive Committee on Health & Social Security,
World Social Forum)
12:30~14:00

Lunch 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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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7:30

Session 1. Environmental Crisis and Democratic Governance
Session Features: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and radiation
leak incident that occurred early this year reminded us of the grave
importance of various matters to the global community, including the
ethical aspects of science technology, responsibility towards future
generations, and such environmental issues as development of
alternative energy resources and climate change. This environmental
crisis cannot be resolved through efforts made by a single individual
or a single country. Discussions will take place on how the
environmental crisis should be overcome to enjoy a sustainable life,
with focus on various cases and execution methods.

Moderator: Prof. Richard Tanter(Senior Research Associate,
Nautilus Institute)

Setting and Implementing Nuclear Policy through Democratic
Governance(Moving away from“der Atomstaat”
, The Nuclear State)
- Mr. Jan Haverkamp(EU policy advisor Nuclear Energy, Greenpeace)

Global Trends of discussion on the Climate Crisis
- Ms. Nicola Bullard(Senior Associate, Focus on the Global South)

Climate Change Policies from the Perspective of
Participatory Democracy
- Prof. Jin Hee Park(Professor, Dongguk University)
Break(15:10~15:30 )
Panel Discussion
Discussants:
- Mr. Olzod Bum-Yalagch(Main Coordinator, Mongolian Green
Coalition)
- Mr. Liu Jianqiang (Deputy Editor, China Dialogue)
Q&A

10:00~12:30

Session 2. Economic Crisis and Accountable Democracy
Session Features: The Occupy Wall Street protest, an increase in the

Nov.9th
(Wed)

number of loan relief requests made in Europe, unemployment,
economic imbalance, polarization, the food crisis, and other similar
economic difficulties lead us to ask this question: How much should
democracy get involved to improve the quality of people's lives? Against
the backdrop of increased interest in“Democratization of economy”
,
participants will go beyond the matter of whether economic growth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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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cracy has priority. Participants will discuss democracy that
guarantees a certain quality of life even in economic aspects.

Moderator: Dr. Il Cheong Yi(Research Coordinator, United
Nations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Reforming the Global Financial System: An Alternative Agenda
- Mr. Kavaljit Singh(Director, Public Interest Research Center)

Expansion of Polarization threatening Social Security;
Issues and Challenges for Democratic Governance
- Ms. Yoke Ling Chee(Director of Programmes, Third World Network)

Caues of Global Food Crisis and Policy Measures
- Dr. Yong-Taek Kim(Senior Research Director ,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Break(11:10~11:20)
Panel Discussion
Discussants:
- Prof. Sunhyuk Kim(Professor, Korea University)
- Prof. Hiroyuki Tosa(Professor, Kobe University)
- Mr. Won-Jae Lee(President, Hankyoreh Economic Research
Institute)
Q&A
12:30~14:00

Lunch Break

14:00~16:30

Session 3. Development Cooperation and Global Justice
Session Features: This year marks the 25th anniversary of the adoption of
the Declaration on the Right to Development by the UN. The 4th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is scheduled to be held in Busan in
November to discuss the merits and demerits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t has been a decade since the global community made a
resolution to strive together for the realization of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However, it still remains unclear if the goals will be
realized while the number of the world's poorest nations continues to
increase. Western countries that have been providing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are skeptical about their efforts as they see the progress of
democratization in the Arab world. Discussions will be held on the
meaning of development and how much development assistance
contributed to the growth of democracy.

Moderator: Mr. Seong Hoon Lee(Executive Director, Korea
Human Rights Foundation)

Development in a Comprehensive Meaning and Global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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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 Il Cheong Yi(Research Coordinator, United Nations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Development Cooper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
Role of Democratic Governance
- Dr. Armando Antonio De Negri Filho(Coordinator of the
Executive Committee on Health & Social Security, World
Social Forum)
Break(15:10~15:20)
Panel Discussion
Discussants:
- Prof. Hyuk Sang Sohn(Professor, Kyung Hee University)
- Ms. You Ah Chung(Director of Research Offic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Q&A
16:30~16:40

Break

16:40~17:40

Closing Session
Moderator: Dr. Geo Sung Kim(Board Member of Korea Democracy Foundation)
Wrap-up Discussion / Closing Rem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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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Workshop

Democratization of MENA Region
*MENA: Middle East & North Africa

Date: November 9th (Wed), 10:00 - 12:30
Venue: High Level Policy Course Seminar Room at the College of Political
Science & Economics Building, Korea University
Session Features: A democratization movement began in Tunisia, North Africa at the
end of 2010 and expanded its reach to West Asia, and is still ongoing. Discussions
will take place with local researchers, pro-democracy activists, and international
group activists on what caused the Arab world to change, what served as the
biggest driver of change, what pending tasks there are, and what kind of
cooperative measures the global community should implement.

Moderator: Prof. Chung In Moon(Professor, Yonsei University)

The Future of the Arab Democracy Wave: What Role for Korea?
- Prof. Mohammad El-Sayed Selim(Professor, Cairo University &
Kuwait University)
After the Revolutions: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for AntiCorruption work in the MENA region
- Ms. Arwa Hassan(Regional Manager on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Transparency International)

The Importance of Communication Between Peoples, to Support
Democracy and Peoples' Interests
- Mr. Ahmed Maher Ibrahim Eltantawy(Co-founder, April 6 Youth
Movement in Egypt)
·Break(11:10~11:20)
Discussants:
- Prof. Jeong Min Seo(Professo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Mr. Qolamreza Nassr(Lecture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Panel Discussion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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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서울민주주의포럼
총제적 위기 상황에서 삶의 질에 관한 글로벌 대화

09:30

참가자 등록

10:00~10:45

개막식

11월 8일
(화)

사회: 이난현(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사업국장)
개회사: 정성헌(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기조 연설: 오재식(전 월드비전 회장)
10:45~12:30

개막 원탁회의: 우리는 어떤 위기 속에 살고 있는가?
▶ 한국과 많은 나라들은 민주주의를 정치적인 것으로만 이해해 왔다. 그러나
오늘 우리 사회는 다양한 위기들로부터 위협받고 있어서 각 영역 간의 민주적
협력 없이는 그 위기들을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막 원탁회의에서는
우리가 이번 포럼에서 토론하게 될 경제, 환경, 개발 협력의 의제들이 민주주의
와 어떻게 연계되어 있고 그 책무성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각 주제의 대표 패널들이 세션에서 토론할 내용
과 방향을 소개하고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사회: 이정옥(대구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토론: 리처드 탄터(너틸러스 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이일청(유엔 사회개발 연구소 연구조정관)
아르와 하산(국제투명성기구 중동·북아프리카지역 담당자)
아르만도 드 네그리 필호(세계사회포럼 보건·사회보장 집행위원
회 담당자)
12:30~14:00

점심 식사

14:00~17:30

주제 토론 1: 환경위기에 대응하는 민주적 거버넌스
▶ 올해 초 발생한 일본의 대지진과 방사능 유출 사태는 과학 기술의 윤리성과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문제, 그리고 대체 에너지와 기후 변화 등의 환경 문제가
전 지구인에게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가를 떠올리게 했다. 이러한 환경위기는 이
미 개인이나 단일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 불가능한 사안이 되었다. 인류가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환경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사례와
함께 실천 방안을 토론해 보고자 한다.

사회: 리처드 탄터(너틸러스 연구소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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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민주적 거버넌스를 통한 원전 정책 수립과 실행
: 얀 해발캠(그린피스 EU핵에너지정책 고문)

발표 2. 기후위기에 맞서는 국제사회의 대응
: 니콜라 불라드(남반구 포커스 선임연구위원)

발표 3. 참여 민주주의를 통한 기후변화 위기 대응의 모색
: 박진희(동국대 교양교육원 교수)

휴식(15:10~15:30)
토론 - 올조드 붐-얄락치(몽골 녹색연합 책임코디네이터)
- 류 쟌챵(차이나 다이얼로그 부편집장)

패널 토의
질의 응답

11월 9일
(수)

10:00~12:30

주제 토론 2: 경제 위기와 책임 있는 민주주의
▶ 월가의 99%를 위한 시위, 유럽의 구제금융 신청 확산, 실업, 경제 불균형
과 양극화, 식량 위기, 이러한 경제 환경은 민주주의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과연 어디까지 관여해야 하는지 질문을 던져준다.‘경제 민주주의’
가다
시금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성장이 우선인가?, 민주주의가 우선인가?
라는 논쟁을 넘어, 경제적으로도 삶의 질을 책임지는 민주주의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사회: 이일청(유엔 사회개발 연구소 연구조정관)

발표 1. 세계금융시스템 개혁, 대안을 찾는다
: 카발짓 싱(인도 공익연구센터 소장)

발표 2. 사회보장을 위협하는 양극화의 확대
: 욕링 치(제3세계 네트워크 프로그램 책임자)

발표 3. 식량위기의 본질과 과제
: 김용택(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휴식(11:10~11:20)
토론
- 김선혁(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 히로유키 토사(고베대 국제대학원 교수)
- 이원재(한겨레 경제연구소 소장)
패널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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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12:30~14:00

점심 식사

14:00~16:30

주제 토론 3: 개발협력과 글로벌 정의
▶ 올해는 UN에서‘발전권 선언’
을 채택한 지 25주년이 되는 해이다. 11월, 부
산에서는 국제개발협력의 공과를 토론하는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던 새천년개발목표는 10년이 지
났음에도 매우 불투명하며 최빈국은 늘어만 가고 있다. 공적개발원조를 해왔던
서구 국가들은 아랍세계의 민주화를 보며 그동안의 노력에 대해 회의적이다. 과
연 발전의 의미는 무엇이며 개발원조가 민주주의 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토
론해 보고자 한다.

사회: 이성훈(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발표 1. 발전의 넓은 의미와 글로벌 정의
: 이일청(유엔 사회개발 연구소 연구조정관)

발표 2.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개발협력과 민주적 거버넌스의 역할
: 아르만도 드 네그리 필호(세계사회포럼 보건·사회보장 집행위원회 담당자)
휴식(15:10~15:20)
토론
- 손혁상(경희대 공공대학원 교수)
- 정유아(KOICA 국제개발협력센터 연구팀장)
패널 토의
질의응답
16:30~16:40

휴식

16:40~17:40

폐막식
사회: 김거성(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
정리 토의
폐막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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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워크숍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의 민주화

시간: 11. 9.(수) 10:00~12:30
장소: 고려대학교 정경관 6층 정책대학원 최고위과정 세미나실
▶ 2010년 말 북아프리카 튀니지에서 시작되어 서아시아까지 확대되었던 민
주화의 바람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아랍 세계에 변화를 가져온 원인은 무
엇이며, 변화를 열망했던 가장 큰 동력은 무엇인지,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와
향후 국제사회가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방안은 무엇인지 현지의 연구자와 민
주화 운동가, 국제단체 활동가와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한다.

사회: 문정인(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발표 1 아랍 민주주의의 미래: 한국의 역할은?
: 모하메드 엘-사예드 셀림(카이로대·쿠웨이트대 정치학과 교수)
발표 2. 혁명 이후: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내 반부패 활동의 기회와 도전
: 아르와 하산(국제투명성기구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담당자)
발표 3. 민주주의 확립과 민중들의 권익 증진을 위한 소통의 중요성
: 아흐메드 마헤르 이브라힘 엘탄타위(4월 6일 청년운동 공동 설립자)

·휴식(11:10~11:20)
·토론
- 서정민(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골람레자 나스르(한국외국어대 이란어과 강사)
·패널 토의
·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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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ing Remarks /
Congratulatory Remarks /
Keynote Speech
환영사/축사/기조연설

Welcoming Remarks
·Mr. Sunghun Chung(President, Korea Democracy Foundation)
·Prof. Hyug-Baeg Im(Director, the Peace & Democracy Institute)
Congratulatory Remarks
·Park, Hee Tae(National Assembly Speaker, Republic of Korea)
Keynote Speech
·Dr. Jae Shik Oh(Ex-Executive Director, World Vision Korea)

환영사
·정성헌(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임혁백(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소장)
축사
·박희태(대한민국 국회의장)
기조연설
·오재식(전 월드비전 회장)

WELCOMING REMARKS

It is a dream of mankind to live together with neighbors in a peaceful worl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spared no efforts to make this dream come
true, but we still have so many challenges to address, including wars, disasters,
diseases and poverty. Furthermore, the environmental crisis putting the

ecosystem in danger is being deepened. The crisis we face is spreading to all over
the world beyond borders and regions.

The challenges are not only serious but also hard to overcome. Although ten

years have passed since MDGs were adopted as an international consensus with

the upcoming new millennium, it is still unclear whether MDGs will be
successfully achieved. The financial crisis still prevails and we have failed to

prevent the global contagion from the crisis. The recent outbreak of the nuclear
disaster in Japan revealed the urgency of the needs to preserve the environment
of the globe and to develop alternative energy sources.

Despite all those challenges, there is hope. We are witnessing the increasing

awareness on the crisis and stronger aspirations to overcome the crisis. The
democratic waves of Southwest Asia and North Africa initiated in Tunisia in late
2010 were the rise of peoples who refused to obey the old systems and
repressive measures.

We cannot overcome and address the looming crisis without global citizens'

understandings on the current crisis and participation in the process to deal
with the crisis. It is time for citizens, countries, and international community to
more actively engage in dialogue, to make decisions and make collective actions

so that we could bring out a society that prevent monopoly and surmount any

obstacle hindering social discussion. Through this effort, we could enable people

to live in harmony having amicable communication and furthermore create a
new civilization that bring people a qualit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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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Seoul Democracy Forum, the second-of-its-kind following the Forum

held in 2009, will provide a venue to look back on democracy with the theme of
‘Global Dialogue on Quality of Life in a Total Crisis.’ The Forum will also enable

a serious and insightful discussion on accountable democracy in which citizens
can lead sustainable lives.

I would like to cordially invite you to this meaningful Forum, and ask your

continuous interests and support. I am confident that your valuable inputs will

make this Forum more insightful, and I wish to express my heartfelt respect for
all the participants who are challenging for a new future in their respective field
despite all the difficulties.
Thank you very much.

Sunghun Chung

President of the Korea Democracy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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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시는 글

평화로운 세상에서 더불어 잘 사는 것은 인류의‘꿈’
입니다. 국제사회는 이
‘꿈’
을 실현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여전히 인류에겐 전쟁과 재해, 질병과 빈곤 문제가 남아 있습니
다. 또한 환경과 생명의 위기도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위기는 비단 한 국가, 한 지역의 문제를
넘어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위기는 그 심각성만큼이나 해결의 길도 쉽지 않습니다. 밀레니엄을 앞두
고 국제사회가 합의했던 새천년개발목표(MDGs)는 1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그 실행 전망이 불투명
합니다. 금융 위기는 여전히 진정될 줄 모르고 한 국가를 넘어서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일본
발 핵 재앙은 지구 환경 보존과 대체 에너지 개발의 긴급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위기에 대한 인식, 해결을 위한 열망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
니다. 2010년 말, 튀니지에서 시작된 서남아시아와 북아프리카 민주화 바람은‘더 이상 낡은 제도와
강압적인 방법으론 안된다’
는 시민들의 의지가 표출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쳐올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지구촌 시민들이 오늘의 위기
상황에 대해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참여해야 합니다. 이제 독점과 차단을 극복하고 공존하고 순환하
는 사회, 생명과 살림의 새로운 문명을 만들기 위해 시민과 국가, 더 나아가 국제사회가 더 많이 대화
하고 함께 결정하며, 공동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2009년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되는 <2011 서울민주주의포럼>은‘총체적 위기상황에서 삶의 질에 관
한 글로벌 대화’
를 주제로 민주주의를 되돌아보고,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민주
주의를 진지하게 토론해 보는 자리입니다.
부디 함께하셔서 더욱 뜻 깊은 포럼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정 성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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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ING REMARKS

Greetings.
I am Director Hyug-Baeg Im of the Peace & Democracy Institute of Korea

University. Let me begin by sincerely thanking all of you distinguished guests for

traveling long distances from all across the globe to attend the 2011 Seoul

Democracy Forum. I also thank the experts from Korea and abroad for taking

part in the forum. I sincerely welcome all of you to the 2011 Seoul Democracy
Forum.

The theme of the forum is 'Global dialogue on quality of life in a total crisis'.

Experience tells us that democracy is the most stable system in enhancing the

quality of people's lives. Pro-democracy movements are efforts made by people

to improve their quality of life and enjoy freedom. The recent pro-democracy
movement in the Middle East was triggered by the Jasmine Revolution in

Tunisia. It began with people's resistance against dictatorship in the hopes of
increasing the quality of their lives and enjoying freedom.

The focus of discussions on systems or regimes that are aimed at enhancing

the quality of people's lives is on ways to increase the sustainability of
democracy. Another important matter is reorganizing society so that personal

freedom can be enjoyed as much as possible and worsening of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inequality is prevented based on stable democracy. In the
US, an advanced democratic nation, the Occupy Wall Street demonstrators are

staging as it-into bring down the privileged in financial and capital markets. The
protestors say that the privileged, who account for 1% of the population, are

concerned only about satisfying their greed based on the sacrifice of the

remaining 99% of the population, not with standing the capitalism crisis in the

US. They are expressing their rage over a decrease in jobs caused by tax cut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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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ght fiscal policies. This movement proves that the US' representative democracy
is not functioning well. It also informs us that democracy needs to go through
reform no matter how advanced it is.

The recent democratization movements in the Middle East as well as the

democratic civic movement in the US, an advanced industrial country, are further
highlighting the importance of sharing various experiences and wisdom about
ways to enhance the quality of lives of people and to enjoy freedom after

democracy is achieved. In this sense, I hope the 2011 Seoul Democracy Forum
leads to many productive discussions and the sharing of wisdom.

I hope this forum serves as an opportunity to engage in insightful, in-depth

discussions on democratization and democracy, and substantially contributes to
the sharing of knowledge and wisdom on various issues. I would like to end by
thanking all participants once again.
Thank you.

Hyug-Baeg Im

Director of Peace & Democracy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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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영 사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소장 임혁백입니다. <2011 서울민주주의 포럼>에 참여하기 위
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오신 여러 귀빈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민주주의포럼
에 참여하시는 국내외 여러 전문가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11 서울민주주의포럼>에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번 서울민주주의포럼의 주제는‘총체적 위기상황에서 삶의 질에 관한 글로벌 대화’
입니다. 우리
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가장 안정적인 제도가 바로 민주주의 체제입니
다. 모든 민주화운동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열망은 자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자유를 향유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최근의 튀니지의 자스민 혁명으로 시작된 중동지역의 민주화의 물결도 독재에 억압된
자신의 삶의 질을 고양하고, 자유를 향유하기 위한 저항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한편 인류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논의는 어떻게 하면 민주주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
이느냐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구축된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정치경제적, 그리고 사
회적 불평등의 심화를 막아내고 개인적 자유를 최대한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회로의 재편일
것입니다. 2011년 선진 민주국가인 미국에서는 시위대들이‘월가를 점령하라’
는 구호를 외치며 금융
자본 기득권자들을 낙엽처럼 떨어뜨리기 위해 연좌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국 자본주의가
위기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99%의 국민의 희생으로 스스로의 탐욕을 채우기에 급급한 1%의 금융자
본 기득권자들을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티파티의 감세와 재정긴축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가고 있는 것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은 미국의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며 선진 민주주의라 하더라도 민주주의는 새로 거듭나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새롭게 민주화의 바람과 선진산업국가의 민주적 시민운동은 민주화 이후 사람들의 삶
의 질을 어떻게 높여내고 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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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중요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에 개최되는 <2011 서울민주주의포럼>이 많은
생산적인 논의와 공통의 지혜가 모아지기를 희망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포럼이 이러한 민주화와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의 내용을 풍부화시켜내고, 개별적
이슈에 대한 공통의 지혜를 모아내는 데 큰 기여의 장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
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소장

임 혁 백

2011 Seoul Democracy Forum _ Global Dialogue on Quality of Life in a Total Crisis

19

Congratulatory Remarks

Distinguished guests,
I am Speaker Hee Tae Park of Republic of Korea.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extend my heartfelt congratulations on Korea

Democracy Foundation’s successful hosting of 2011 Seoul Democracy Forum
with the theme of “Global Dialogue on Quality of Life in the Total Crisis.”

I would also like to express my wholehearted gratitude to President Sunghun

Chung and members of Korea Democracy Foundation for providing today's
meaningful venu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being threatened by various crises occurring

around the world. We cannot overcome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crises occurring at the same time and move on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without sharing and practicing democratic values and ideas at the global level.

Tsunami and the nuclear disaster that hit Japan this year has revealed the

global significance of environmental responsibilities in use of nuclear energy,
development of alternative energy and responses to climate change.

Furthermore, amid the global contagion of the financial crisis ignited by

downgrading of US credit rates and financial crunches of the European
countries, we are required to make global cooperation to overcome the crisis.
The unprecedented democratic wave of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that

we are witnessing today also requires interests and suppor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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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has come a long way of democratization, and the matured democracy has

taken roots at every corner of the society. It is time for Korea to contribute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o that everyone can get the full value of democracy and
respect global justice. Now, Korea needs to take a leading role in the journey of

pursuing “responsible democracy,” in order to overcome the crises maki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ound together by a common destiny and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I expect that the Forum of Korea Democracy Foundation themed “Global

Dialogues on Quality of Life in the Total Crisis” will help us see a clearer picture of

the crises from the democratic perspective, and produce global insights on the
countermeasures to overcome the crisis.

Once again, I would like to congratulate on hosting of the Forum, and I wish all

of you a good health and the best of luck.
Thank you very much.

Park, Hee Tae

National Assembly Speaker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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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장 박희태입니다.
오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총체적 위기상황에서 삶의 질에 관한 글로벌 대화’
라는 주제로
<2011 서울민주주의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정성헌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제사회는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기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동시 다
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제, 사회, 환경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글로벌 차원에
서 민주주의 가치와 이념을 공유하고 실천하는 협력이 절실합니다.
올해 일본에서 일어난 쓰나미와 방사능 유출사태는 원자력 사용에서 비롯된 환경에 대한 책임 문
제, 대체에너지 개발과 기후변화 등의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가를 일깨우고 있
습니다.
또한,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과 유럽발 재정위기로 촉발된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전 세
계 국가들은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글로벌 협력 강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중동과 북아프리
카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주화의 바람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도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화의 머나 먼 여정을 착실히 걸어오면서, 성숙한 민주주의 문화가 사
회 전반에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국제사회가 다함께 민주주의의 가치를 누리고 글로벌
정의를 확립할 수 있도록 공헌해야 합니다. 지구촌 전반에 닥친 공동의 글로벌 위기를 극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책임지는 민주주의를 선도하는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금번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주최하는 <2011 서울민주주의포럼>을 통해 민주주의의 시각에서
당면한 위기를 명확하게 진단하고 이를 이겨나갈 정책방안들을 강구해주시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포럼 개최를 축하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
합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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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희 태

Keynote Speech

Beyond the Borders - Crises and Challenges
1) I was in Geneva, Switzerland, in December 1989 when I was watching the live
broadcast of President Gorbachev of the Soviet Union and President Bush of the US
meeting at Malta, a small Mediterranean island, and making a historic agreement.
Two leaders declared the end of the Cold War, which had pushed the world into
tensions and confrontations for almost half a century. President Gorbachev
successfully made the deal by suggesting removals of nuclear-tipped missiles aiming
at each other and unilaterally putting the suggestion into an action, recognizing the
limitations and the crises faced by the Soviet Union. The agreement made at Malta
has historically inspired the world. President Bush returned to the US with confidence
that the capitalist camp led by the US would win the game, pledging that the US
would build the new world order. He was like President Wilson who returned to the
country after the 1st World War in 1918, signing the Paris Convention and advocating
the right of self determination. President Wilson who had given hopes to peoples who
were under pressure was seized by Monroe Doctrine as soon as he returned. The new
world order that President Bush had pledged was also seized by the US-centered unipolar hegemonism. It did not take long for the US to become arrogant and disguise
hegemonic arrogance with neo liberalism. The September 11 terror attack that hit the
US 12 years after the Malta agreement was a serious challenge to the uni-polar
imperialism of the US. The financial crisis occurred seven years later was also caused
by arrogance of the financial circle where social responsibilities were compromised for
greed of individuals.
Three years later, the protests at the Wall Street, the financial hub of the US, were
ignited by resistance to superciliousness and greed which financiers have displayed
during the course of responding to the crisis. Vested interests call for solutions, which
may be provided by a few but are generally formed through a longer historical process.
In Spain, those who were outraged at the crisis caused by financiers walked 1,500km to
Brussels. The outrages of workers and people of Greece are also gaining 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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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ention. The outrages against the financial circle were led to designation of the Day of
International Actions, and actions were made on October 15. It was reported that
protests with the same slogan were made in 951 cities from 82 countries. Such actions
were not led to any solution but it is clear that those actions are signaling the efforts to
develop solutions. Many compare the global actions to the students’movements
occurred in Paris in 1968. Students declared against the Vietnam War and the politics
failing to provide a vision for the new world order but making the Cold War setting in.
As if responding to such moves, UN declared the second UN Decade for Development
and pledged to support developing economies with the public fund raised by advanced
countries from 1970. When the oil crisis hit the world in early 1970s, advanced countries
that had made the pledge were busy protecting their own interests, and multinational
companies emerged. The pledge of the UN for development and growth of developing
countries was reduced to profit seeking of multinational companies.
2) It was April 19 Revolution that inspired and united youths of the world in 1960s. It was
an extremely rare case where a change of the regime was driven by a students’
movement. Failing to satisfy aspirations of peoples after the 2nd World War, most of
the governments were heading for totalitarian rules. At that time, April 19 Revolution
of Korean students strongly inspired youths of Asian countries. In 1964, the move
started at UCLA in California, US, spread across the US and finally brought a
historical change in Paris in 1968.
Korean youth experienced the tragedy of fratricidal war in just five years after putting
an end to the colonial rule for half a century through a war. They resisted the
tyrannical rule of the regime made in the name of national security. The Korean
society failed to realize its aspirations for democratization to which people risked their
lives. In 1963, President Kennedy declared that the civil rights of non-white people
would be protected, igniting the civil rights movements of non-white people across the
US. Aspirations of youths for democracy, civil rights, equality and justice characterized
the 1960s, but developmentalism emerged in 1970s dismissed the aspirations and hopes
of youths as social romanticism.

24 2011 서울 민주주의 포럼 _ 총제적 위기 상황에서 삶의 질에 관한 글로벌 대화

The pledges of countries and the UN to develop the economy and improve welfare
through cooperation met the needs of time. Looking back, it was the US that violated
the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based on gold, the symbol of the real economy. The
economic order was represented by the Bretton Woods System developed by European
and American countries in 1944 when the 2nd World War was almost over. President
Nixon of the US broke the gold-centered treaty and moved on to the credit-centered
system. The credit that the US globally promoted was a religious idea. What the US
pledged was that the US would keep up its credit that it called heaven to witness. Until
20 years passed and Germany was united in 1991, the credit was respected like a myth,
but for the recent two decades when the US had no enemies, it was revealed that the
credit of the US was groundless. It is not a matter to hold only the US responsible but
to hold economic systems,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which have advocated the
system and secretly protected their interests responsible. The resistance and protests
of 99% that only 1% of the world is controlling the world economy must be treated as
symbolic announcements putting an end to a century marked by wars and profit
seeking.
3) The state and government systems are also on the chopping block. Big earthquakes
hit the eastern part of Japan on March 11, 2011, and nuclear power plants were
destroyed due to the devastating aftermath of the earthquakes, putting Japanese and
peoples of neighboring countries in turmoil. Prime Minister of Japan appeared on TV
to reassure people who feared for radioactive contamination, but he did not know
what to say. He was only conscious of TEPCO, the operator of the destroyed nuclear
power plants. A disaster that would threaten lives of countless citizens for decades
occurred, and a leader of the government was conscious of a private company. It was
a symbolic scene that revealed the limitations of the state and government systems
and their responsibilities which we have to trust and depend on. Governments allowed
private companies to seek profits with means that may threaten lives of the mass for
unpredictable terms, and did not properly control the companies. People had trusted
the governments’pledges to guarantee well being and security of citizens. Now, they
lost confidence on the governments whose instructions they had followed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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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trines.
As everyday life of citizens was being threatened by radioactive contamination, the
Japanese public criticized the government and the government could not guarantee
safety of nuclear power plants. Japan was put in the unfavorable position to develop
new nuclear power plants in Japan or export new plants to overseas markets. The
Korean government and enterprises were capitalizing on the situation of Japan. As a
major competitor for exports of nuclear power plants lost advantages, they entered into
full-fledged moves to capture new markets. They are promoting safety of nuclear
reactors and announcing the initiatives to increase the number of nuclear power plants
to twice of the existing level, based on the fact that there has been no big earthquake in
the Korean peninsula. The Chinese government is even more obsessed with the
economic growth. Despite frequent earthquakes hitting the country, China promoted its
plan to develop more nuclear power plants, and there has been no resistance among
citizens.
4) Then how are religions? Can a religion be free from temptations and instigation of the
free market? Has a religion pointed out arrogance of nationalism and lack of
responsibilities of governments, and made efforts to fix the situation to protect
welfare and security? Is a religion humble enough to accept that its views and ideas
are eventually relative? Can a religion accept that any theologically or religiously well
prepared framework is a prejudice that cannot overcome its cultural, social and
historical conditions? So far, no religion has gone beyond the borders although some
religions have criticized states, systems or economic activities. It seems that a religion
has feared the idea of going beyond the borders. Religions have regarded differences
as ideologies, and justified discriminations. Religions have been passive in making
exchanges beyond the borders and removing borders. Instead, religions have created
new borders. Religions have failed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cultures and politics
which have used differences as basis of discriminations.
5) I was sick for more than a year, so I quit my jobs for a year to get home treatment.
For the year, I learned how to be free from time. I started looking back on my life.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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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d run for 70 years according to the timetable that others have set for me. With
freedom from time, spaces came into sight. I could see and listen to others. Obsession
to build the civilized society and be religiously blessed by following the timetable for
achievements, successes, development and growth had prevented me from taking care
of others.
It is said that we are facing a total crisis, and the analytical approaches to the crisis
will be led to endless debates. As I have no systematic knowledge, I would like to touch
upon this profound theme by sharing the lessons learned on a sick bed. I have
mentioned about (1) the abuses of the economy with political persuasiveness, (2)
limitations of states and governments and (3) limitations of religions. It is easy to point
out the errors in the history but hard to provide fore-sighted solutions. Given the
limitations, I would like to provide a few themes for a debate.
a) First of all, we can start a discussion on time and spaces. If we dub spaces as
“relations,”can we create the spaces which embrace the relations between human
beings and the relations between human and the world? Can such spaces
(relations) control time? In other words, can we change or rearrange the timetable?
So far, relations (spaces) have been made through the one-way street. The
relations were built by those with power, those with civilizations and those with
righteousness (religions). Therefore, the spaces of those with power have been
expanded, and the time of those with power has dominated the spaces. In which
approaches can we fix the situation? Who can lead and make the approaches and
how can we foster such an actor?
b) The theory that religious motivations enabled adoption of the capitalist economic
system in the Western world has prevailed. Under the religious framework, people
were prescribed to work hard, seek limited personal profits, enjoy freedom and
take responsibilities. Have religions successfully directed and monitored such
religious promises defined by laws or rules for hundreds of years? How can
religions that are limited in national borders monitor transborder 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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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haviors? For example, foreign capital in Korea is said to exceed 50% of the total
assets of Korea. Has foreign capital tried to comply with social norms and
responsibilities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laws of Korea? Socialism, which
emerged by criticizing hard-handedness of capitalism that has violated religions
promises made over 100 years ago, failed to avoid the trap of its own and collapsed.
What is the future of“democracy without enemies”like? Which forces would check
and correct the hard-handedness of angels when there are no evils?
c) We should also focus on the limitations of states. As I mentioned above, there has
been a long history and global trend where states represented the power groups.
Safeguarding welfare and security of all citizens without discriminations remains
as aspirations of idealists.
There is a bigger challenge for a state, which is related to the role of a state in the
course of internationalization. As the 2nd World War ended and the UN was
established, countries started acting beyond borders. It took longer for citizens to
escape from monitoring of states. The capacity of the US was too weak to control
transborder activities of states. The spaces beyond the borders which the UN has
dreamt of were not realized. Spaces were still occupied by power and enterprises of
powerful countries seized the power. International spaces became the venue where
powerful countries sought their own interests, and the UN had no way to fix the
situation. We have lived for over 60 years by pursuing the dream that has not come
true.
Human relations are built beyond the borders and nationalism in many aspects. The
global populations are now 7 billion, and it is said that it will reach 9 billion by 2050.
What are the spaces where relations of those populations are shaped? From the foresighted perspective, we can say that the era of internalization is already over and we
are entering into the era of globalization.
6) How can we make the timetable in the era of globalization? To whom or to wh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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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itions should the timetable be based on? Some might give up thinking about the
timetable and regarding it as a fantasy. Nevertheless, we must continue to make the
timetable.
We have pointed out the limitations of states and criticized the limited roles of states.
However, we cannot abandon the idea of states. Instead, we must practice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states within the framework of states. Similarly, we are insisting that
we are entering into the era of globalization, but we cannot make a whole new system
which is totally different from the internalized system. It would be a realistic question
to pursue gradual transition from internalization to globalization. It is said that the
civil society is the main actor of such efforts. However, it is not easy to make the space
called the civil society a main actor. Furthermore, there is a long way to go to make the
space a main actor controlling time. We must start practicing to make a new space
based on the assumptions on the limitations.
First of all, the local communities of voluntary actors can be regarded as spaces. How
can we create inspirations that will embrace traditions and the history of human
relations of a local community and create an open space? Inspirations are the drivers
motivating actions of individuals or organizations, and inspirations should be based on
the foundation and evidence that will sustain and justify reliability the inspirations.
Can civil organizations create such inspirations and make local communities where
such inspirations are made into actions?
We can send inspiring messages in this SNS era, but we cannot stimulate sustained
actions without making the inspirations accepted wholeheartedly. Without sustained
actions, the foundation of the hard-built spaces will be shaken and the spaces will be
dominated by time of a specific group again.
Jae Shik Oh,
Ex-Executive Director of World Visio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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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연설

경계를 넘어서자 - 위기와 도전들
1) 1989년 12월에 나는 스위스 제네바에 살고 있었다. 당시 소련의 고르바쵸프 수상과 미국의 부
시 대통령이 지중해의 작은 섬 말타에서 만나 역사적인 합의를 하는 과정을 TV의 생중계로 보
고 있었다. 20세기의 절반에 가까운 기간 동안 온 세계의 사람들을 긴장과 적대관계로 몰고 온
냉전체제의 종말을 두 사람이 선포했다. 고르바쵸프는 소련방체제의 한계와 위기를 알아차리
고 서로 상대방을 겨냥해 오던 핵탄두 미사일등을 철거할 것을 제안하고 또 일방적으로 실천함
으로써 회의를 성사시켰다. 말타섬에서의 합의는 온 세계에 역사적인 영감의 파장을 일으켰다.
부시는 미국을 중심한 세계 자본주의 진영이 승리할 것이라고 자부하고 미국은“새로운 세계질
서”
를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귀국했다. 이것은 마치 1918년 제 1차 세계대전을 끝내고 파리협약
을 맺으면서‘민족자결권’
을 외치고 귀국한 윌슨 대통령과 흡사했다. 세계 각처의 피압박민족
들에게 희망의 힘을 실어 준 윌슨은 귀국하자마자 미국의 몬로주의의 포로가 되고 말았다. 부시
가 약속한“새로운 세계질서”
도 미국중심의 단극적 패권주의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도전자가
없는 천사는 순식간에 교만해지고 신자유주의란 이름으로 패권적 교만을 포장했다. 그러나 말
타로부터 12년 후에 생긴 9.11사태는 미국의 제국적 단극체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었다. 또 7
년 후에 일어난 금융위기는 사회적 책임을 접어두고 개인의 욕심의 포로가 되어버린 경제인들
의 교만이 가져 온 결과였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금년, 미국 금융가의 중심인 월가에서의 데모는 금융위기를 수습하는 과
정에서 보여준 경제인들의 안하무인적인 탐욕과 교만에 대한 반발로 시작했다. 기득권자들은
대안을 내놓으라고 다그치지만은 그런 대안은 몇 사람에 의해서 제시될 수도 있겠지마는 더 긴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다. 스페인에서는 경제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기에 분
노한 사람들이 1,500km를 걸어서 부라셀까지 갔다. 그리스의 노동자들과 서민들의 분노도 세
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세계 각지에서 일어난 금융경제에 대한 분노가“국제행동의
을 정하고 지난 10월 15일에 일제히 행동을 개시했다. 세계 82개 국가의 951개 도시에서 같
날”
은 날 같은 구호를 가지고 데모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물론 이런 행동이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대안 탐색작업의 시작인 것은 분명하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세계적인 연대활동을
1968년 파리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학생들의 운동과 비교하고 있다. 그때의 행동은 월남전에 대
한 반대는 물론이고 정치계가 새로운 세계질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채 냉전체제의 고
착화로 가는데 대한 분노였다. 이런 외침에 대해서 호응이나 하듯이 UN은 제2차 개발연대(2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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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Development Decade)를 선포하고 1970년부터 이른바 선진국들이 투자한 공적 자금을 가
지고 후진 국가들의 경제를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1970년대 초에 중동의 석유위기가
오니까 UN을 통해서 온 세계에다 약속한 부자국가들은 다 자기 나라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무
대 뒤로 숨어 버렸다. 그러고는 내세운 것들이 다국적기업들. 이른바 후진 국가들의 개발과 발
전이라는 UN의 약속은 다국적 기업들의 잇속을 채우는 일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2) 1960년대를 세계 젊은이들의 감동의 연대로 만든 것은 한국에서 일어 난 4.19 혁명이었다. 그
당시 학생운동이 정권교체를 가져 온 것은 드문 일이었다. 제 2차 대전 후의 신생국가 국민들의
희망을 감당하지 못한 정부들은 대부분 전제적 통치체제로 치닫고 있었는데 한국의 학생들이
일으킨 4.19혁명은 아시아 각국의 젊은이들에게 큰 감동의 파장을 일으킨 것이다. 1964년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UCLA에서 불이 붙었고 그것이 미국의 여러 곳으로 퍼지더니 마침내는
1968년에 파리에서 역사적인 획을 그은 것이다.
식민통치 반세기를 전쟁으로 끝내고 거기에서 벗어 난지 5년 만에 이번에는 동족상잔의 또 다
른 전쟁에 뒤얽혔던 한국의 젊은이들. 그들은 국가안보란 명분으로 정치를 전제적 체제로 몰고
가는 정부에 저항했었다.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불을 붙인 그들의 민주주의에의 꿈을 한국사회
는 지켜내지 못했었다. 1963년 케네디 대통령은 유색인종의 시민권 보장을 선포했었고 그 일을
계기로 해서 미국 전역에서 유색인들의 시민권 운동이 퍼져나갔었다. 이렇게 해서 1960년대는
민주주의, 민권운동, 평등과 정의에 대한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의 열망으로 수놓았었다. 이런
꿈과 희망을 사회적 낭만주의라고 덮어버린 것이 1970년대로 시작하는 경제개발주의였다.
상호간의 협력을 통해서 경제를 개발하고 그래서 국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킨다는 국가들과 UN
의 약속은 시대적인 설득력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제 2차 대전이 끝나가는
1944년에 유럽과 미주국가들이 모여서 만든 부레튼·우츠협약이 있는데 실물경제의 상징인 금
을 축으로 해서 국제적 경제 질서를 만든 이 협약을 깬 것은 미국이었다. 1971년에 이미 미국의
중심의 협약을 깨고”
신용”
중심으로 옮겼었다. 그 때의 미국이 온 세계를 향
닉슨 대통령은“금”
은 종교적인 발상이었다.‘미국은 하늘에 맹세하고 온 세계에 약속하는“신용”
해서 내건“신용”
는 약속이었다. 그로부터 20년 후인 1991년 동백림의 벽이 무너질 때까지 이“신
을 지키겠다.’
은 신화처럼 살아 있었다. 그러나“적이 사라진”미국의“신용”
은 그 후 20년 동안에 그것이
용”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샅샅이 폭로되고 말았다. 이 일은 미국만의 책임이랄 수가 없다. 그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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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지하고 또 그 우산 아래서 자기들의 이익을 추스리고 또 숨겨 온 경제체제, 단체 그리고 개
인들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 불과 1%의 사람들이 세계 경제의 핵심을 주무르고 있다는 99%의
저항과 항의는 전쟁과 이윤추구로 얼룩진 한 세기의 종말을 고하는 상징적인 고함소리로 새겨
야 할 것이다
3) 정치체제를 운영하는 국가와 정부체제도 도마에 올랐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지역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고 그 여파로 원자력 발전소가 파괴되어서 일본 국민들은 물론 주변 국가의
국민들까지 불안에 떨고 있었다. 방사능 오염의 공포에 떨고 있는 국민들을 향해서 TV에 나온
정부의 대표인 일본수상은 할 말을 못 찾고 있었다. 오히려 그 원자력발전소 운영을 맡은 도쿄
전력회사 사장의 눈치를 살피는 모양새가 되고 말았다. 앞으로도 수십 년간 수많은 국민의 생
명을 위협할 재난을 당했는데 정부의 책임자가 사설 기업의 눈치를 보게 된 것이다. 이 장면은
현재 우리가 신뢰해야 하고 또 의지하고 있는 국가 및 정부체제와 책임의 한계를 노출시킨 상
징적인 것이었다. 예측할 수 없는 기간 동안 불특정다수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장치를 개인
기업의 영리목적에 내맡기고 정부는 구경만 하고 있었다는 것이 그 실상이었다. 우리의 안녕과
가족의 안보를 책임지겠다는 말을 믿고 정부의 지시를 종교적인 가르침인양 따라온 국민들의
신뢰가 받침대를 잃은 것이다.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로 방사능 확산이 일상의 생활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자 일본 시민들의
여론이 나빠지고 정부로서도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를 국내에 짓는 것은 물론이고 해외시장에로 수출하는 것도 주춤하게 되었다. 이런 이웃
나라의 상황을 한국정부와 기업들은 아주 좋은 기회로 잡기 시작했다. 원자력 발전소의 해외수
출의 경쟁자가 줄었으므로 이때를 잡아서 적극적인 시장개척에 힘을 쏟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적 기억에는 한반도에 큰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원자로의
안정성을 선전하고 원자력 발전소를 두 배로 늘리겠다는 구상까지 발표하는 지경이 되었다. 경
제 성장에 대한 집착은 중국정부가 더 심하다. 중국에는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데도 원자력 발
전소를 더 많이 건설하겠다고 선전하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도 아직은 없는 것 같다.
4) 그렇다면 종교들은 어떠한가. 종교가 시장주의의 유혹과 선동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종교
가 국가주의의 교만과 정부의 무책임을 지적하고 또 사람들의 안녕과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그
것들을 시정하려고 노력한 적이 있는가? 또 종교가 자신들의 입장과 주장이 결국은 상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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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인정하는 겸손을 가졌을까? 아무리 신학적이거나 종교학적인 틀을 완벽하게 짠다 해
도 그것들은 문화, 사회, 그리고 역사적인 조건들을 뛰어넘을 수 없는 편견이라는 것을 인정 할
수 있을까? 이때까지 종교는 국가나 체제나 또는 경제활동을 비판하고 잘못을 지적했었다 해도
국경을 뛰어넘지는 못했다. 아니 국경 밖으로 쫓겨나는 것을 무서워했었다. 종교는 차이를 이
념화하고 차별을 정당화해왔다. 경계를 넘어서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의“시간”
을 인정해서 경
계를 낮추는 운동에 소극적이었다. 오히려 경계를 넘어가서 새로운 경계를 만들어 왔다. 차이
를 차별의 근거로 삼아 온 문화와 정치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한 것이 종교였다
5) 나는 최근 일 년 넘게 많이 아팠었다. 그래서 모든 실무책임들을 내려놓고 집에서 쉬면서 병 치
료를 해왔다. 그러면서 새롭게 경험한 것이“시간”으로부터의 해방이었다. 70평생을 남들이
정해 준 시간표에 따라서 앞만 보고 달려 온 자신을 보기 시작한 것이다. 시간을 내려놓으니까
“공간”
이 보이기 시작했다. 옆의 사람의 살아 온 시간들을 듣고 만질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시
작했다. 성취, 성공, 개발, 발전과 같은 시간표를 지켜야 문명사회가 형성되고 마침내는 종교적
축복도 받는다는 교양과 집착이 옆 사람의 공간을 만질 수 있는 여유를 주지 않았다.
지금 우리는 총체적 위기 앞에 노출되었다고들 한다. 이 위기를 분석적으로 접근하면 끝없는
논쟁이 시작될 것이다. 체계적인 공부를 못한 나로서는 병상에서 느낀 감상들을 나누면서 이
거창한 주제의 한 쪽 끄트머리를 만져 볼까 한다. 나는 앞에서 (1)정치적 설득력을 구사해 온 경
제의 횡포 (2)국가와 정부의 한계 (3)종교의 한계들을 지적했다. 역사적인 잘못을 지적하기는
쉽지만은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탐색하기는 힘들다. 이런 한계를 전제로 몇 가지 주제만 걸어서
토론의 도입부를 만들어 보고자 한다.
a) 우선 시간과 공간관계에 대한 토론으로 시작해 보면 어떨까 한다. 공간을“관계”
라고 한다
면 사람과 사람, 사람과 창조세계의 관계들을 모두 다 편안하게 담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을 지휘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시간표를 바꾸든
수 있을까? 또 이런 공간(관계)이“시간”
지 다시 짤 수 있을까? 이때까지의 관계(공간)형성은 일방통로였다. 힘 있는 쪽에서 없는 쪽
에서“야만”
으로 그리고 옳은 것(종교)에서 옳지 못한 것으로의 관계였다. 따라
으로,“문명”
서 힘 있는 쪽 공간의 확장이었다. 힘 있는 쪽 시간의 공간지배였다. 이것을 바로 잡을 수 있
는 접근방법은 무엇일까? 또 그런 일을 주도하고 조직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며 어떻게 양
성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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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서양에서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시작할 때는 종교적인 동기가 강했었다는 학설이 정착되었
었다. 성실하게 일하고, 개인 이득을 제한하며 자유를 향유하되 책임을 진다는 종교적 틀이
었다. 그러면 과연 종교들이 지난 몇 백 년 동안에 법률이나 규약 위에 있는 이런 종교적 약
속들을 지휘하고 감시해 왔을까? 국경 안에 갇혀 있는 종교들이 어떻게 국경 밖으로 나가버
린 경제의 행태를 감시할 수 있을까? 가령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자본들이 국가 총 재산
의 50%가 넘는다고 한다. 그들이 한국 국내법이 정한 사회규범과 책임을 지키려고 해왔을
까? 이미 100여 년 전에 종교적 약속을 저버린 자본주의의 횡포를 비판하고 부상한 사회주
의는 스스로의 올가미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소멸되었다.“적이 사라진 (자본)민주주의”
의
장래는 어디로 갈 것인가! 또‘악마가 사라진 천사의 횡포’
를 무슨 힘이 견제하고 바르게 잡
을 수 있을까?
c) 국가의 한계도 주목해야 한다. 이미 앞에서 지적했듯이 국가체제가 국가내의 세력집단의
앞잡이로 전락해가고 있는 것은 이미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
다. 국민전체의 안녕과 안보를 차별 없이 지켜야 한다는 것은 아직도 이상주의자의 꿈으로
남아 있다.
국가체제가 당면한 더 큰 도전이 있다. 그것은 이른바 국제화 과정에서의 국가의 역할이다. 제
2차 대전이 끝나고 UN을 조직하면서부터 국가들이 국경을 넘기 시작했고 국민들을 국가의 감
시에서 풀기 시작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다. UN은 국경을 넘어 온 국가들의 행태를 지
도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UN이 꿈꾸었던 국경을 넘어선 인류의 공간은 가시화 되지 못했다.
그 공간을 점령하기 시작한 것은 여전히 힘이었고 그 힘을 업고 작업한 것이 힘 있는 나라들의
기업체들이다. 국제공간은 힘 있는 국가들의 이익을 챙기는 마당이 되었고 UN은 속수무책이
었다. 이렇게 우리는 꿈을 못 버리고 60여년을 살아 온 것이다.
현실적으로 온 세계의 인간관계는 많은 분야에서 국가주의와 경계를 벗어나 있다. 현재의 세계
인구는 70억 명, 2050년이 되면 90억 명이 넘을 것이라고 한다. 이 사람들의 정당한 관계를 담
아 낼 수 있는 공간은 어떡해야 하는가! 이런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하면 우리는 이미“국제화
시대를 넘어섰다. 세계화가 더 맞는 말이다.”
6) 세계화 시대의 공간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시간표는 어떻게 짜야 하는가. 그 시간표는 누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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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어떤 조건을 기준으로 잡아야 하는가. 자칫하면 이런 생각이 꿈같은 환상이라고 접어버릴
수 있다.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연습은 계속되어야 한다.
우리는 국가의 한계를 지적하고 또 그것의 제한된 역할을 비판해 왔지만 국가를 버릴 수는 없
다. 국가의 틀 안에서 국가의 한계를 넘어서는 연습을 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세계화의 시대를
외치지만은 그것도 국제화의 과정을 버리고 딴 것을 만들어 낼 수는 없을 것이다. 어떻게 국제
화 과정을 차차 세계화로 끌고 갈 것인가가 현실적인 과제일 것이다. 우리는 이런 작업의 주체
를 주저 없이 시민사회라고들 한다. 그렇지만 시민사회란 공간을 주체로 만드는 것은 쉬운 일
이 아니다. 더구나 그 공간이 주체가 되어서 시간을 지휘한다는 것은 아직은 상상의 세계에다
가 담아 둘 수밖에 없다. 이런 한계들을 전제로 하고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연습을 시작하는 것
이다.
우선 자발적으로 나선 주체들의 지역사회를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공간으로 생각 할 수 있다.
한 지역사회의 전통과 인간관계의 역사를 다 끌어안고 그것을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 갈 수 있
는 감동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감동은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동기를 자극하는 촉매이지만
그것을 지속시키고 또 그것에 대한 신뢰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삶의 근거와 증거가 있어야 한다.
시민단체들이 이런 감동을 창출 할 수 있을까? 또 그런 감동을 행동으로 옮겨 심을 수 있는 지
역사회란 공간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
요즘 같은 SNS시대에 감동을 전파에 띄울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을 손으로 만져서 가슴에 심
지 않으면 행동으로, 아니 지속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지속적인 행동의 뒷받침이 없
으면 모처럼 얻어진 공간의 기반이 흔들리고 그 공간은 다시 특정집단의 시간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오 재 식
전 월드비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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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GHUN CHUNG
Sunhun Chung is currently president of Korea Democracy Foundation, chairperson of
DMZ Peace and Life Valley and chairperson of G angwon North-South Cooperation
Council.
While he was attending Korea University majoring in the political science, he
participated in the protests against the Korea-Japan Treaty in 1963, and he was jailed for
this.
He later got involved in the peasant movement working at Korea Catholic Farmer's
Movement and was a member of executive committee of Coalition for Democratic
Reunification and People's Movement, a member of executive committee of National
Movement Headquarters to Win a Democratic Constitution, secretary-general of the
Council for a Unified Presidential Candidate.
He was actively working for revival of rural communities and was director of Saving
Woorimil Campaign Headquarter, a board member of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Academic Background
·Korea University-majoring Political Science(‘69)
Career History
·Vice president/Korea Catholic Farmer‘s Movement(‘77~‘95)
·Member of Executive Committee/Coalition for Democratic Reunification and People‘s
Movement(‘85)
·Member of Executive Committee/National Movement Headquarters to Win a
Democratic Constitution(‘87)
·Secretary-general/The Council for a Unified Presidential Candidate(‘87)
·Director/Saving Woorimil Campaign Headquarter(‘91~‘98)
·Joint Representative/Preparatory Committee for the Establishement of Korea DMZ
Peace and Life Valley(‘98)
·Chairperson/Gangwon North-South Cooperation Council(‘98~present)
·Chairperson/DMZ Peace and Life Valley(‘09~present)
·President/Korea Democracy Foundation(‘11~present)

정 성 헌
현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과 (사)한국DMZ평화생명동산 이사장, 남북강원도교류협력
협의회 이사장을 맡고 있다.
고려대학교 정치학과 재학 중, 6·3한일협정반대운동에 참여하여 옥고를 치루고, 한국가
톨릭농민회에서 농민운동을 하면서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상임집행위원,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 상임집행위원, 대통령후보단일화쟁취국민협의회 사무처장을 맡기도 했다.
특히, 농촌을 살리기 위해 우리밀 살리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면서 (사)우리밀살리기운동
본부장, 농협중앙회 이사를 맡아 활동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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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학교 :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68년)
주요약력
·한국가톨릭농민회 사무국장, 부회장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 상임집행위원(‘85년)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상임집행위원(‘87년)
·대통령후보단일화쟁취국민협의회 사무처장(‘87년)
·(사)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본부장(‘91년 ~ ’98년)
·(현) 남북강원도교류협력협회 이사장(‘98년 ~ )
·(현) (사)한국DMZ평화생명동산 이사장(‘09년 ~)
·(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11년 ~)

HYUG-BAEG IM
Biographical note: Hyug Baeg Im is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Korea University, Seoul, South Korea. He is Dean of the
Graduate School of Policy Studies and Director of the Peace & Democracy Institute and
of the BK 21 Globalizing Korean Political Science Corps. He has served as presidential
adviser to both Kim Dae Jung and Roh Moo Hyun.
Dr. Im has served as a member of the IPSA Executive Committee (2009?12). His most
recent publications are“Inter-Korean and Cross-Strait Relations through the Window of
Regional Integration Theories,”Asian Survey (forthcoming);“Better Democracy, Better
Economic G rowth? South Korea,”(forthcoming); "The Origins of the Yushin Regime:
Machiavelli Unveiled," Byung-Kook Kim and Ezra F. Vogel (eds.), The Park Chung Hee
Era (Harvard University Press, 2011);“Development and change in Korean democracy
since the democratic transition in 1987," in Yin-wah Chu and Siu-un Wong(eds.), East
Asia's New Democracies: Deepening, Reversal, Non-liberal Alternatives (Routledge,
2010);“Christian Churches and Democratization in South Korea,”Religious
Organizations and Democratization (M.E. Sharpe, 2006);“The US Role in Korean
Democracy and Security since Cold War Era,”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Asia Pacific
(2006): “Faltering Democratic Consolidation in South Korea: Democracy at the End of
the Three Kims Era,”Democratization (2004) Representative books (in Korean) are
Korean Democracy since 1987: Three Kims Era and After (Seoul: Korea University Press,
2011), Democracy in the Era of Globalization: Realities, Theories, and Reflection (Seoul:
Nanam, 2000) and The Market, the State, and Democracy: the Korean Democratic
Transition and the Theories of Political Economy (Seoul: Nanam,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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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01.
Environmental Crisis and
Democratic Governance
주제 토론 1.
환경위기에 대응하는 민주적 거버넌스

Moderator: Prof. Richard Tanter_Senior Research Associate, Nautilus Institute
Presentation:
·Setting and Implementing Nuclear Policy through Democratic Governance(Moving

away from“der Atomstaat”
, The Nuclear State)
by Mr. Jan Haverkamp_EU Policy Advisor Nuclear Energy, Greenpeace
·Global Trends of Discussion on the Climate Crisis

by Ms. Nicola Bullard_Senior Associate, Focus on the Global South
·Climate Change Policies from the Perspective of Participatory Democracy

by Prof. Jin Hee Park_Professor, Dongguk University
Discussants
·Mr. Olzod Bum-Yalagch_Main Coordinator, Mongolian Green Coalition
·Mr. Liu Jianqiang_Deputy Editor, China Dialogue
사회: 리처드 탄터, 너틸러스 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발표
·민주적 거버넌스를 통한 원전 정책 수립과 실행
얀 해발캠_그린피스 EU핵정책 고문
·기후위기에 맞서는 국제사회의 대응
니콜라 불라드_남반구 포커스 선임연구위원
·참여민주주의를 통한 기후변화 위기 대응의 모색
박진희_동국대 교약교육원 교수
토론
·올조드 붐 얄락치_몽골 녹색연합 책임코디네이터
·류 쟌챵_차이나 다이얼로그 부편집장

Environmental Presentation 1

Setting and Implementing
Nuclear Policy through
Democratic Governance

(Moving away from “der Atomstaat”, The Nuclear State)
Mr. Jan Haverkamp
EU Policy Advisor Nuclear Energy, Greenpeace

Setting and Implementing Nuclear Policy through Democratic
Governance or.. Moving away from "der Atomstaat" (The Nuclear State)
Austrian philosopher Robert Jungk wrote in 1977 his famous book “der Atomstaat” - the Nuclear

State.1) Today we can see he was right in many of his fears. I will shed some light on how

democratic participation in Europe is moving us away from “der Atomstaat”... and from nuclear
energy.

GREENPEACE

Many will know Greenpeace from the many spectacular action pictures from its 40 year history.

Resistance against the extinction of the great whales, the destruction of river habitats through toxic
pollution, the destruction of rainforests, the heroic travels to nuclear bomb testing sites, the
occupation of Arctic oil platforms, the fight against climate change.
Greenpeace’s basic principles include:

1) Jungk, Robert, Der Atomstaat. Vom Fortschritt in die Unmenschlichkeit. Kindler, M.nchen 1977,
ISBN 3-463-00704-5

2011 Seoul Democracy Forum _ Global Dialogue on Quality of Life in a Total Crisis

43

• Active for the future of this planet and its inhabitants – environment and peace;

• Bearing witness: Greenpeace investigates and confronts environmental abuse;

• Non-violence: Greenpeace wants lasting change and sees that the use of violence creates
counter-productive defensiveness and false power structures;

• Solution driven: Driving environmentally responsible and socially just solutions that offer
hope for this and future generations;

• Inspiring people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 planet;

• Independent! Greenpeace does not accept donations from governments, business or
political parties.

I am a 51 year old environmental academic engineer from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with

specialisation in air pollution control, communication psychology and nuclear physics. I am around

30 years working on the issue of nuclear energy as campaign developer, campaigner and
independent expert. I have worked throughout Europe – starting in communist Eastern Europe, but
since 4 years as Greenpeace EU policy advisor for nuclear energy issues.

I have two children, I live in Prague and work from Brussels, the capital of the EU.

ENERGY [R]EVOLUTION – PART OF THE ANSWER TO CLIMATE CHANGE
Greenpeace acknowledged in the late 1980s that the issue of man-made climate change might

become one of the central issues facing our planet. Since the turn of the century, the mammoth
attempts necessary to prevent climate change ruining human and biological evolution as we know it

on this planet have become the main priority for Greenpeace. One of the elements is nothing less
than an energy [r]evolution.2) The [r] is between brackets: The knowledge and technology necessary

for this fundamental change in how we deal with energy consumption and production are there –
that is the evolution. But phasing in the solutions in the form of largely decentralised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technologies and moving away in relatively high speed from fossil
fuels and dangerous diversions like nuclear power is nothing less than a fundamental change of
mind – a paradigm revolution.

NUCLEAR ENERGY – THE DANGEROUS DISTRACTION

2) Teske, Sven, e.a., Energy [R]evolution – A Sustainable Global Energy Outlook, Amsterdam (2008), Greenpeace/EREC,
www.greenpeace.org/international/press/reports/energyrevolution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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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peace has honestly, openly and fundamentally looked at the question whether nuclear

energy would be able to play a role in tackling human induced climate change. The conclusion is

sobering and best illustrated by the Nuclear Energy Outlook of the NEA – the pro-nuclear Nuclear

Energy Agency of the OECD.3) Even a four-fold increase of nuclear energy world-wide in 2050 – that

means the construction of a whopping 1400 nuclear power stations, or 320 before 2030 and then 57
per year for 20 years at a stretch for the total sum of around 10 Trillion USD – would mean a

reduction in greenhouse gasses of less than 5% compared to business as usual. Nuclear power would
deliver too little, too late and against too high a price in comparison with the other possibilities. Far

more important: because nuclear power is so fundamentally centralised, it even forms a
technological barrier against the uptake of really large shares of renewable electricity in the
electricity grid.4) Nuclear power appears to be a barrier to the energy [r]evolution.5) And that still

apart from the traditional problems that nuclear power poses:
– Rest risk – Fukushima has been a stark reminder.

– An unsolvable high-level radioactive waste problem – not even in the EU (Finland,
Sweden,France) are we near to what can be called a solution – we are trying to reduce risk,
and that is extremely difficult and expensive.

– Nuclear proliferation – try to imagine what spreading 1400 nuclear power stations all over

3) Nuclear Energy Agency, Nuclear Energy Outlook 2008, (2008) Paris, NEA
4) Ackermann, Thomas, Eckehard Troster, Rebecca Short, Sven Teske, [R]enewables 24/7 - Infrastructure Needed to Save
the Climate, Brussels / Amsterdam (2009) EREC, Greenpeace;
http://www.greenpeace.org/raw/content/international/press/reports/renewables-24-7.pdf Van De Putte, Jan, Rebecca
Short, Battle of the Grids – How Europe can go 100% renewable and phase out dirty energy, 2011 (Brussels)
Greenpeace; http://www.greenpeace.org/eu-unit/press-centre/policy-papers-briefings/battle-ofthe-grids Troster,
Eckehard, Rena Kuwahata, Thomas Ackermann, European Grid Study 2030/2050, Langen (2011) Energynautics GmbH;
http://www.energynautics.com/downloads/europeangridstudy2030- 2050/energynautics_EUROPEAN-GRID-STUDY2030-2050.pdf
5) Although Finland has a large potential for CHP and wind energy, investments in both have virtually halted because of
the construction of new nuclear capacity in Finland. (Source: Greenpeace Fin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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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lobe would mean... Who would follow after North Korea, Argentina, Brazil, South Africa,
Israel, Iran in experimenting with “the bomb”?

– The threat of nuclear terrorism – der Atomstaat – the nuclear state.

DER ATOMSTAAT – THE NUCLEAR STATE
The late Austrian journalist and philosopher Robert Jungk wrote in 1977 his book “der Atomstaat”

or “the Nuclear State”, also published in English under the title “the New Tyranny”. In this book he
describes what is necessary to maintain a society based on large scale use of nuclear energy. The

high concentration of radioactive substances in the entire nuclear fuel chain – from mining to

waste management – has to be protected from any abuse and threat to the population. In
communist Central Europe, where I started my work, this was more or less guaranteed by the

repressive regime. But also in a country like France, relying for 75% of its electricity on 58 nuclear

reactors divided over 19 locations, we see that Jungk's prediction of a state that needs to interfere

with personal life on all levels, has become a crass reality. The inextricable link between civil and
military use of nuclear energy led to the bombardment of our flag ship Rainbow Warrior in the port
of Auckland in 1985 by the French secret service. But the French secret police also made clear to my
colleagues – peaceful nuclear experts! – that they are today under 24/7 surveillance. Nuclear state

utility EdF hacked into Greenpeace computer systems in the recent past. And decisions in France on

nuclear issues are not as much taken by politicians – indeed, French politicians know very little
about nuclear power, as we could see in an incredibly embarrassing debate four years ago between
then presidential candidates Segol.ne Royal and Nicolas Sarkozy. These decisions are taken by a

small elite of nuclear experts – all educated in one of the institutes of the “corps des mines” - the
elite engineering universities.

Whether Korea, with its over-reliance on nuclear energy, is also a nuclear state – an “Atomstaat”, I

cannot judge, but I suppose you can make that judgement for yourself. The basic dilemma Jungk

put forward is that we either have to accept nuclear power with a large risk of nuclear disaster,

among others because of terrorist threat, threat of sabotage and acts of war – or we need to accept
strong non-democratic control.

CIVIL INITIATIVE MOVING AWAY FROM THE “ATOMSTAAT”
Little people are aware that opposition against nuclear power in France has since the Chernobyl

catastrophe always been over 40%. Still, this is not very visible – partly because people are scared to
expose themselves. In German speaking countries, we have seen a much stronger and vi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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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ference of the wider public in the nuclear debate. Austria voted in 1978 – one year after the

“Atomstaat” was published – in a referendum with 50,15% against the start-up of the completely

ready Zwentendorf nuclear power station. Today, resistance against nuclear power in Austria hovers
around the 93% level. Germany has seen over the last decades much more expressive confrontation
between opponents of nuclear power and the “Atomstaat”. Tens of thousands of protesters have

annually drawn attention to the risky transports of highly radioactive waste from the French
reprocessing factory in la Hague to the interim storage facility in Gorleben on the old border
between East- and West Germany. Mass demonstrations of hundreds of thousands of people

protested the retraction of the German decision to phase-out nuclear power in 2010. Public

opposition and protest is one – and probably the most visible – form of protest against the
undemocratic power of the “Atomstaat”.

TRANSPARENCY BREAKING THE “ATOMSTAAT” - THE AARHUS
CONVENTION
More transparency in nuclear decision making is a less visible antidote against the “Atomstaat”.

After the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revolutions in 1989, lawyers and lay-people from civil

society, governments and the EU developed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United Nations the so
called “Aarhus Convention” - the Convention on access to information, public participation and
access to justice in environmental matters.6) Because everything nuclear also has potential

environmental consequences, this historic piece of international legislation has broken up
traditional bunkers of confidentiality in the nuclear sector throughout Europe. It was impossible for
the Romanian government to keep the choice of potential sites for new nuclear power stations

secret. Under the Aarhus Convention, the critical opinion of the European Commission on the
construction of an outdated nuclear power station design in Mochovce in Slovakia came in the open.
Also the one on the Cernavoda power station in Romania

– the same inherently dangerous CANDU design as the Wolsong reactors here in Korea. German
andAustrian citizens and authorities, far better educated in the wider implications of nuclear

power thanthe citizens of the former communist Central European countries, are actively

participating by the thousands i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for newly planned nuclear

6) Convention on Access to Information, Public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and Access to Justice in Environmental
Matters done at Aarhus, Denmark, on 25 June 1998; http://www.unece.org/env/pp/documents/cep43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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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stations in the Czech Republic and Slovakia and the Nuclear Energy Programme for

Poland. The Convention and relating EU Directives guarantee meaningful participation in these
decision processes.

FULL REGULATORY INDEPENDENCE
If Fukushima has taught us one thing, it is that a close relationship between those whose careers

depend on nuclear power and the regulatory oversight bodies is not only a serious infringement of

democratic control – but also of nuclear safety. Economic survival of nuclear installations, but also
fear of loss of face can be strong reasons to cut corners. Democratic institutions like the state

government and civil servants become exposed to undue pressure if there is no independent

oversight. The IAEA administered Convention on Nuclear Safety (CNS) prescribes a form of

independence of nuclear regulators7), but the CNS is not binding. The European Union recently fixed

a slightly stronger formulation in law: “Member States shall ensure that the competent regulatory
authority is functionally separate from any other body or organisation concerned with the
promotion, or utilisation of nuclear energy, including electricity production, in order to ensure
effective independence from undue influence in its regulatory decision making.”8)

One of the explicit supporters of this text was, interestingly enough, France. In 2006, under

continued public pressure, the French government used a similar formulation to re-organise its
nuclear regulator.

The French nuclear regulator ASN is today proud of its independence and during the Fukushima

crisis it was the first nuclear institution in the world to update the public with information directly
from Japan

– also information that was withheld by the Japanese regulator.

Under the 2006 French nuclear law, each nuclear site has to have a so called Local Information

Committee or CLI – a group of interested citizens, and that can include members of NGOs and
antinuclear activists, but not people that are related to the nuclear operator. These citizens ensure

7) Convention on Nuclear Safety, art. 8(2):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take the appropriate steps to ensure an effective
separation between the functions of the regulatory body and those of any other body or organization concerned with
the promotion or utilization of nuclear energy.
South Korea is a signatory of the Convention on Nuclear Safety.
8) COUNCIL DIRECTIVE 2009/71/EURATOM of 25 June 2009 establishing a Community framework for the nuclear safety of
nuclear installations, art. 5(2).
9) ASN, Livre Blanc du Tritium, Paris (2010); http://livre-blanc-tritium.asn.fr/plus/telechargements.html
IRSN, L'IRSN publie six rapports sur le tritium, Paris (2010);
http://www.irsn.fr/FR/Actualites_presse/Actualites/Pages/20100709_rapports_IRSN_etat_connaissances_tritium.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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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 to information and even have further reaching rights of access to information than the
general public.

In 2010, the national association of CLIs – ANCCLI – in cooperation with several concerned local

CLIs and the the newly independent regulator worked out a report on the potential effects of

tritium.9) This report broke with decades long taboos on the issue and concluded that tritium is far

more risky than so far claimed by the nuclear industry. This conclusion is for instance a reason of
concern for the tritium emissions from CANDU reactors like in Wolsong.

THE GERMAN PHASE-OUT DECISION – COPING WITH RISK
In 2002, the then Social Democrat – Green German coalition decided on a nuclear phase-out for

the country by 2023. This initiative was widely supported in the population, even voters of the then
opposition Christian Democrats supported the decision with a wide majority. The decision did not

come out of the blue sky. The German Federal Parliament had initiated the creation of a set of 15
scenario studies that analysed the impacts of different energy policy options on the future

development of Germany. A wide democratic debate ensued, based on these sophisticated modelling

exercises, and came to the conclusion that policy scenarios including nuclear power would be for
Germany more expensive and risky than scenarios without – and that the scenarios without would
not lead to reduced quality of economic development.

When Christian Democrat Chancellor Angelika Merkel under the pressure of the four big utilities

RWE, E.On, Vattenfall and EnBW retracted this nuclear phase-out in 2010, she could only do that

with initially secret deals with those companies. The open democratic structure in Germany,
however, brought these deals to the light, resulting in the above mentioned mass protests. Still,

Merkel seemed to protect the short-term profit oriented utilities above a long term vision on energy
development.

Until Fukushima.
Fukushima clarified once and for all for physicist Merkel and many with her, that the total control

of nuclear safety guaranteed by the nuclear industry was nothing more than a mirage. And she was
also well aware of the fact that the guarantees of nuclear security against terrorist attack, sabotage
and acts of war were likewise empty.

The final decisive assessment for the German phase-out came from the Ethics Commission for a

Safe Energy Supply. Shortly after the Fukushima nuclear catastrophe started, the German

government asked all its scientific and regulatory bodies for a first assessment of lessons learned

and a detail overview of the German energy situation. These reports flowed into a 17 people l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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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ssion with a spectrum of specialists throughout all academic disciplines (from nuclear
physicists to sociologists) and from strongly pro-nuclear to strongly anti-nuclear. That this

Commission came with a consensus report10) is already an achievement in itself, but more important

is the content of its conclusion: No matter how you look at risk (whether you want to compare the
amount of casualties caused by different energy sources or whether you consider certain risks like
the Fukushima catastrophe qualitatively unacceptable), the inherent risks of nuclear power should

not be taken if socially, environmentally and economically viable alternatives exist – and for
Germany, these alternatives do exist.

That was the final conclusion that drove the German pro-nuclear government to adopt a fast

nuclear phase-out before 2022 with direct closure of 8 reactors.

MY CONCLUSION: WE NEED TO MOVE AWAY FROM SECRECY AND DEMOCRACY-UNDERMINGTENDENCIES OF THE “ATOMSTAAT”. THIS WILL LEAD NOT ONLY TO A HEALTHIER DEBATE, BUT
ALSO TO A HEALTHIER ENVIRONMENT.
The German decision was followed by Switzerland, a referendum to stop new nuclear

development in Italy and reconsiderations of the speed of nuclear phase-out in Belgium and

Sweden. On the other hand, the UK, Poland and the Czech Republic reconfirmed their dedication to
nuclear power – the UK and the Czech Republic refused so far to publish their operator reports in

the post-Fukushima EU nuclear stress tests. In Poland, critical debate about nuclear energy is
blocked from national media and other discussion platforms by national utility PGE and the viceminister for nuclear energy, a former PGE CEO.
I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10) Ethics Commission for a Safe Energy Supply, Germany’s energy transition – A collective project for the future,
Berlin(2011) die Bundesregierung; http://www.bundesregierung.de/Content/DE/__Anlagen/2011/05/2011-05-30abschlussbericht-ethikkommission__en,property=publicationFil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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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발표 1

민주적거버넌스를통한
원전정책수립과실행:
“원자력제국(der Atomstaat)”
으로부터벗어나는방법
얀 해발캠
그린피스 EU핵에너지정책 고문

민주적 거버넌스를 통한 원자력 정책의 수립 및 이행 또는“원자력 제국”
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
오스트리아 철학자인 로버트 융크(Robert Jungk)는 1977년 유명한 저서“원자력 제국(der Atomstaat)”
을 저술했다.1)
오늘날 우리는 그의 우려 중 상당 부분이 옳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어떻게“원자력 제국”
과 원자력 에너지로부터
벗어나고 있는지 유럽의 민주적 참여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린피스
그린피스(Greenpeace)는 지난 40년간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린피스는 고래의 멸종, 독성물질
오염에 의한 강 생태계의 파괴, 우림의 파괴, 무모한 핵폭탄 실험장소 방문, 석유 굴착용 플랫폼의 북극 점령, 기후변화와
투쟁해 왔다.
그린피스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적극성: 지구와 인류의 미래·환경과 평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증명: 환경 파괴를 조사하고 이에 맞선다.
•비폭력성: 그린피스는 지속적인 변화를 원하며, 폭력의 사용이 역효과를 수반하는 방어와 잘못된 권력 구조를 야

1) Jungk, Robert, Der Atomstaat. Vom Fortschritt in die Unmenschlichkeit. Kindler, M.nchen 1977,
ISBN 3-463-007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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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다는 것을 인식한다.
•해결책 중심의 접근법: 그린피스는 환경 책임에 부합하고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해결책을 내놓아 현 세대와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준다.
•영감을 주는 행동: 그린피스는 인류가 지구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도록 영감을 준다.
•독립성: 그린피스는 정부, 재계, 정당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지 않는다.
필자는 51세의 네덜란드 환경과학자이며, 전문 분야는 대기오염 통제, 커뮤니케이션 심리학, 핵물리학이다. 필자는 캠페인
전략가, 운동가, 독립 전문가(Independent Expert)로서 30년 가까이 원자력 분야에 종사해 왔으며, 유럽 전역에서 일해 왔다.
처음에는 동유럽 공산국가들에서 커리어를 시작했으며, 이후 그린피스 EU 원자력 에너지 정책 자문관으로 4년간 재직했다.
필자는 프라하에 거주하며, 두 아이의 아버지이고, EU 수도인 브뤼셀에서 근무한다.

에너지 혁명·기후변화에 대한 부분적 해답
그린피스는 80년대 후반 인류가 야기한 기후변화 문제가 지구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인식했
다. 세기가 바뀌면서 그린피스는 지구 환경 문제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인류와 생물학적 진화를 저해하는 기후변화를 예방
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 에너지 혁명(energy [r]evolution)이 바로 이와 같은 노력에 해당한다.2) 혁명의
“[r]evolution”
에서“r”
은 대괄호 안에 들어있다. 이는 에너지 소비 및 생산과 관련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지식
과 기술이 필요하며, 이 때의 지식과 기술이“evolution”
, 즉 진화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매우 분권화된 에너지 효율 및 재
생에너지 기술의 형태의 해결책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화석연료와 원자력 에너지와 같은 위험한 에너지의 전용로부터 비
교적 빠른 속도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근본적인 인식 변화, 즉 패러다임 혁명이 필요하다.

원자력 에너지·위험한 혼란
그린피스는 원자력 에너지가 인간이 야기한 기후변화를 해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솔직하고 개방적이
며 근본적인 고찰을 해 왔다. 그 결과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결론에 이르렀으며, 이는 원자력을 지지하는 OECD 원자력기
구(Nuclear Energy Agency of the OECD)의 NEA 원자력전망(Nuclear Energy Outlook of the NEA)에 잘 나타나 있
다.3) 2050년까지 전 세계 원자력 에너지를 4배로 증강하더라도 현행 대비 온실가스 배출 감소량은 5%에 못 미친다는 것이
다. 원자력 에너지를 4배로 증강하기 위해서는 무려 1,400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신규 건설해야 한다. 2030년까지 320개의
발전소를 신설한 뒤 이후 20년간 연간 57개의 발전소를 추가 건설해야 하며, 총 비용은 약 10조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원
자력의 효과는 다른 대안에 비해 너무 미미하고 늦게 나타나는 반면, 비용은 너무 높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원자력의 근
본적 중앙화 속성으로 인해 원자력이 전력 그리드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확대되는 것을 저해하는 기술적 장벽으로 작용한

2) Teske, Sven, e.a., Energy [R]evolution – A Sustainable Global Energy Outlook, Amsterdam (2008), Greenpeace/EREC,
www.greenpeace.org/international/press/reports/energyrevolutionreport
3) Nuclear Energy Agency, Nuclear Energy Outlook 2008, (2008) Paris, N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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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이다.4) 원자력은“에너지 혁명”
의 장벽이 될 것으로 보인다.5)
또한 원자력이 야기하는 다음과 같은 기존의 문제점도 여전히 존재한다.
- 상존하는 리스크·후쿠시마 사태는 이를 명백히 상기시켜준다.
- 해결할 수 없는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EU(핀란드, 스웨덴, 프랑스)에서조차 해결책이라고 불릴 만한 조치를 취하
지 못하고 있다. 그저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극히 어렵고 비용이 높은 작업이다.
- 핵확산·전세계에 1,400개의 원자력발전소가 확산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북한, 아르
헨티나,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스라엘, 이란이 핵실험을 한다면 어떤 결과에 이르겠는가?
- 핵테러의 위협·원자력 제국

원자력 제국
오스트리아의 저널리스트이자 철학자인 고 로버트 융크는 1977년에 저서“원자력 제국(영어 번역서명“the New
Tyranny”
)”
을 저술했다. 융크는 자신의 저서에서 대규모 원자력 사용에 기반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기
술했다. 채굴에서 폐기물 관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핵연료망 전체에 고농축 방사성물질이 존재하게 되며, 이의 오용과 인류
에 대한 위협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필자가 일했던 동유럽 공산국가들에서는 억압적 정권이 이를 거의 보장했다. 그러
나 19개 지역에 산재하는 58개 원자로에 전력의 75%를 의존하는 프랑스와 같은 국가에서는 융크의 예측에서와 같이 국가
가 모든 수준에서 개인의 삶에 개입해야 한다. 민간 부문과 군사 부문의 원자력 에너지 사용 간의 불가분한 관계로 인해
1985년 프랑스 첩보부가 오클랜드 항에서 그린피스의 플래그십인 레인보우 워리어(Rainbow Warrior)를 폭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프랑스 기밀경찰은 평화적인 원자력 전문가인 필자의 동료들을 365일 24시간 감시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
다. 원자력 제국인 프랑스의 국영전기공사 EdF는 최근에도 그린피스의 컴퓨터 시스템을 해킹했으며, 원자력 문제에 대한
프랑스의 의사결정에서 정치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4년 전 당시 대선후보였던 세골렌 루아얄(Segolene
Royal)과 니콜라스 사르코지(Nicolas Sarkozy)의 실로 당황스럽기 짝이 없었던 토론에서 볼 수 있었듯, 프랑스 정치가들은
원자력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한다. 원자력에 관한 의사결정은 최상위급 공과대학인 코르 데 민(corps des mines) 기관에서
교육받은 소수의 원자력 전문가 집단이 내린다.
한국이 원자력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은 원자력 제국인지 여부는 필자가 판단할 수 없으나, 스스로에게 자문해 볼 것을
제안한다. 융크가 제시했던 기본적 딜레마는 우리가 테러, 사보타주(태업), 전쟁 위협 등의 이유로 원자력 재앙의 리스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강력한 비민주적 통제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이다.

4) Ackermann, Thomas, Eckehard Troster, Rebecca Short, Sven Teske, [R]enewables 24/7 - Infrastructure Needed to Save
the Climate, Brussels / Amsterdam (2009) EREC, Greenpeace;
http://www.greenpeace.org/raw/content/international/press/reports/renewables-24-7.pdf Van De Putte, Jan, Rebecca
Short, Battle of the Grids – How Europe can go 100% renewable and phase out dirty energy, 2011 (Brussels)
Greenpeace; http://www.greenpeace.org/eu-unit/press-centre/policy-papers-briefings/battle-ofthe-grids Troster,
Eckehard, Rena Kuwahata, Thomas Ackermann, European Grid Study 2030/2050, Langen (2011) Energynautics GmbH;
http://www.energynautics.com/downloads/europeangridstudy2030- 2050/energynautics_EUROPEAN-GRID-STUDY2030-2050.pdf
5) Although Finland has a large potential for CHP and wind energy, investments in both have virtually halted because of
the construction of new nuclear capacity in Finland. (Source: Greenpeace Fin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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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제국”
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민간 계획
체르노빌 사태 이후 프랑스의 원자력 반대율이 언제나 40%를 상회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와 같은 사
실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부분적으로는 사람들이 자신을 노출하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독일어권 국가
에서는 원자력에 관한 토론에서 많은 사람들이 훨씬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오스트리아는“원자력 제국”
이 출판된
지 1년만인 1978년 완공된 츠벤텐도르프(Zwentendorf) 원자력발전소의 가동 문제를 표결에 부쳤고, 50.15%가 이의 가동
에 반대했다. 오늘날 오스트리아에서 원자력 반대율은 약 93% 수준에 달한다. 독일에서는 지난 몇 십 년간 원자력과“원자
력 국가”
의 반대 의견이 활발히 개진되었다. 매년 수만 명의 시위자들이 핵폐기물이 헤이그에 소재한 프랑스의 재처리 공장
에서 동독과 서독의 구 국경에 위치한 골레벤의 임시보관시설로 운반되는 것을 막기 위한 시위를 벌인다. 또한 수십 만 명
이 모여 2010년 독일의 단계적 핵 폐기 결정 철회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대중의 반대와 시위는“원자력 제국”
의 비민주적 권력에 대한 일종의 항의이며, 아마도 가장 가시적인 형태의 항의일 것
이다.

“원자력 제국”
을 무너뜨리는 투명성·오르후스협약
원자력에 관한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원자력 제국”
에 대항하는 수단 중 상대적으로 가시성이 떨어지는 수단
이다. 1989년의 중부 유럽과 동유럽 혁명 이후 법률가와 민간 비전문가, 정부, EU는 UN의 감독 하에 소위“오르후스협약
(Aarhus Convention)”
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환경 문제와 관련한 정보 접근, 대중 참여, 정의를 골자로 했다.6) 이 역사적
인 국제법은 원자력에 관한 모든 것이 잠재적 환경 영향을 가진다는 점을 감안해 유럽 전체의 원자력 부문에 팽배했던 기밀
성을 없애기로 했다. 루마니아 정부는 새로운 원자력발전소 건립 예정지를 비밀로 할 수 없었다. 오르후스협약에 따라 슬로
바키아 모코브체의 노후화된 원자력발전소 설계에 관한 유럽집행위의 주요 의견이 공개되었다. 또한 루마니아의 체루나보
다 원자력발전소의 설계가 한국의 월성원자로와 동일한 위험성을 가진 CANDU(캐나다형 중수로) 설계라는 점이 밝혀졌
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시민 및 당국은 중앙유럽의 전 공산주의 국가들의 시민에 비해 원자력의 영향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수천 명이 체코와 슬로바키아에 신설될 예정인 원자력발전소와 폴란드의 원자력프로그램의 환경영
향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오르후스협약과 관련한 EU 지침은 이와 같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유의미한 참여를 이끌어
냈다.

완전한 규제적 독립성
후쿠시마 사태에서 배울 수 있었던 한 가지 교훈은 원자력 관련 기관과 규제감독기관 간의 긴밀한 관계는 민주적 통제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뿐 아니라 원자력 안전성을 크게 낮춘다는 사실이다. 원자력 시설의 경제적 자립뿐 아니라 체면이 손상

6) Convention on Access to Information, Public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and Access to Justice in Environmental
Matters done at Aarhus, Denmark, on 25 June 1998; http://www.unece.org/env/pp/documents/cep43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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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에 대한 두려움은 절차를 무시하는 강력한 이유가 될 수 있다. 정부와 같은 민주적 기관과 공무원은 독립된 감시가 없
을 경우 과도한 압력에 노출되게 된다. IAEA는 원자력 규제당국의 독립성 유형을 규정한 CNS(Convention on Nuclear
Safety, 원자력 안전에 관한 협약)를 도입했으나,7) 이는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EU는 최근 약간 더 엄격한 규정을 법으로
명시했다.“회원국은 규제적 의사결정의 과도한 영향으로부터 효과적인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할 규제당국이 원자력
에너지의 홍보 또는 활용에 관한 어떠한 기구나 기관으로부터 기능적으로 분리되도록 해야 하며, 해당 기구나 기관의 범위
8)
에는 에너지 생산이 포함된다.”

이 조항을 공공연히 지지하고 나선 것은 흥미롭게도 프랑스였다. 2006년 프랑스 정부는 계속되는 대중의 압력에 못 이
겨 원자력 규제당국을 재구성하는 유사한 법안을 도입했다. 프랑스의 원자력 규제기구 ASN(프랑스 원자력 안전청)은 현재
독립된 기관임에 자부심을 갖고 있으며, 후쿠시마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일본으로부터 직접 정보를 확보해 대중에게 알린 세
계 최초의 원자력기관으로 활약했다. 당시 해당 정보는 일본 규제당국조차 공개하지 않던 정보였다.
2006년 제정된 프랑스 원자력법에 따라 각 원자력 시설에는 지역정보위원회(Local Information Committee’또는
CLI)가 조직되어야 한다. CLI는 관련 시민 단체로서 NGO의 일원과 반핵운동가를 포함할 수 있으나 원자력 운영기관과 관
련된 자는 이에 참여할 수 없다. 시민들은 이와 같은 단체를 통해 정보에 접근하며, 일반 대중에 비해 더 많은 정보에 접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010년 국가CLI협회 ANCCLI는 몇 개의 관련 지역 CLI 및 신설된 독립 규제당국과 공동으로
삼중수소의 잠재적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펴냈다.9) 이 보고서는 수십 년간 터부시되어 온 문제를 다뤘고, 삼중수소가 원자
력업계가 지금까지 주장해 온 바에 비해 훨씬 위험한 물질이라고 결론지었다. 이와 같은 결론은 월성에서 사용되는 것과 같
은 CANDU 원자로의 삼중수소 배출에 대한 우려의 근거가 된다.

독일의 단계적 폐기 결정·리스크에 대한 대응
2002년에 지금의 사회민주당(Social Democrat)인 녹색독일연대(Green German coalition)는 2023년까지 원자력을 단
계적으로 폐기하겠다고 결정했다. 이와 같은 계획은 대중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으며, 당시 반대파였던 기독교 민주당
(Christian Democrats) 지지자들조차 이 결정에 대부분 찬성했다. 이 결정은 갑작스럽게 대두된 것이 아니다. 독일 연방의
회는 에너지 정책 옵션이 향후 독일의 발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15개 시나리오 연구를 시행했다. 이 정교한 모델링 연구
에 기반해 광범위한 민주적 토론이 뒤따랐고, 원자력을 포함한 정책 시나리오가 그렇지 않은 시나리오에 비해 비용과 리스
크가 더 높으며, 그렇지 않은 시나리오가 경제발전의 질을 저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기독교 민주당의 메르켈(Merkel) 총리는 RWE, E.On, Vattenfall, EnBW 등 4대 전력회사로부터 2010년까지 단계적

7) Convention on Nuclear Safety, art. 8(2):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take the appropriate steps to ensure an effective
separation between the functions of the regulatory body and those of any other body or organization concerned with
the promotion or utilization of nuclear energy.
South Korea is a signatory of the Convention on Nuclear Safety.
8) COUNCIL DIRECTIVE 2009/71/EURATOM of 25 June 2009 establishing a Community framework for the nuclear safety of
nuclear installations, art. 5(2).
9) ASN, Livre Blanc du Tritium, Paris (2010); http://livre-blanc-tritium.asn.fr/plus/telechargements.html
IRSN, L'IRSN publie six rapports sur le tritium, Paris (2010);
http://www.irsn.fr/FR/Actualites_presse/Actualites/Pages/20100709_rapports_IRSN_etat_connaissances_tritium.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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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폐기안을 철회하라는 압력을 받았고, 처음에는 이 기업들과 기밀협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독일의 개방
된 민주적 구조로 인해 이 협약이 알려지게 되었고, 앞서 언급한 대중 시위가 발생했다. 메르켈 총리는 여전히 에너지 개발
의 장기적 비전보다 단기적 이익에 따라 행동하는 전력회사를 보호하는 입장인 것으로 보였다.

후쿠시마 사태 이후의 변화
후쿠시마 사태는 물리학자였던 메르켈 총리와 총리 주변 인사들에게 원자력업계가 보장한 원자력 안전성을 완전히 통제
한다는 것이 신기루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확인시켜 주었다. 또한 총리는 테러, 사보타주, 전쟁과 관련해 핵안보
를 보장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독일의 단계적 폐기안의 최종 평가는 안전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윤리위원회(Ethics Commission for a Safe Energy
Supply)에 의해 시행됐다. 후쿠시마 사태가 발생한 직후 독일 정부는 모든 과학 및 규제당국에게 후쿠시마 사태로부터 얻
은 교훈에 대해 1차 평가를 실시하고 독일 에너지 상황에 대한 상세검토를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이 보고서들은 다양한 분
야의 전문가 17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전달됐다. 위원회의 구성원은 핵물리학자에서 사회학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으며,
이들의 견해는 강력한 원자력 옹호에서 원자력 강경 반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위원회가 내놓은 컨센서스 보고서10) 는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성과이나, 더욱 중요한 것은 보고서 결론의 내용이다. 리스크를 어떻게 평가하든(다른 에너지원과 희
생자 수를 비교하든, 아니면 후쿠시마 사태와 같은 특정 리스크를 정량적으로 용인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든) 사회
적, 환경적, 경제적으로 다른 대안이 존재하는 한 원자력이 수반하는 리스크를 감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독일
의 경우, 이와 같은 대안이 존재한다.
이것이 바로 독일의 친 원자력 정부가 2022년 전에 8개 원자로를 폐쇄하는 신속한 단계적 원자력 폐기안을 도입하게 만
든 결론이다.
여기서 필자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원자력 제국”
의 추세를 저해하는 기밀성과 민주성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이를 통해 보다 건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환경을 보다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
스위스도 독일의 뒤를 따라 같은 수순을 밟았고, 이탈리아에서도 신규 원자력 개발을 중단하는 투표가 있었다. 벨기에와
스웨덴에서는 단계적 원자력 폐기안의 속도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졌다. 반면 영국과 폴란드, 체코는 원자력에 대한 지지
를 재확인했다. 영국과 체코는 현재까지 후쿠시마 사태 이후 시행한 EU 원자력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보고서의 공개를 거
부하고 있으며, 폴란드에서는 국영전력회사 PGE와 전 PGE CEO인 원자력에너지부 차관에 의해 국영매체 및 기타 논의
플랫폼에서 원자력 에너지를 비판하는 논의가 금지되고 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린다.

10) Ethics Commission for a Safe Energy Supply, Germany’s energy transition – A collective project for the future,
Berlin(2011) die Bundesregierung; http://www.bundesregierung.de/Content/DE/__Anlagen/2011/05/2011-05-30abschlussbericht-ethikkommission__en,property=publicationFil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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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ate of play: emissions up, public opinion steady, and
government action down
Greenhouse gas emissions are rising. In early October, the European Environment Agency

reported that greenhouse gas emissions across Europe rose by 2.4 per cent in 2010. This is the
highest year-on-year increase since 1990. In the US, emissions are falling slightly and China is now
the largest current source of greenhouse gases (although historically its emissions are relatively

small and its per capita emissions one quarter of the US). Globally, in 2010 greenhouse gas

emissions rose five percent compared to 2008, basically reversing the “gains” of 2009 when
emissions dropped due to the global economic downturn.1)

Even so, in the face of climate catastrophes and the ticking clock, prospects of an agreement at the

Durban climate talks in December seem dim. There are still many outstanding issues, not least the
future of the Kyoto Protocol. Ever since the Copenhagen COP in 2009, UNFCCC negotiations have

1)

Financial Times, October 7, 2011“EU emissions forecast to show sharp rise”Pilita Clark and USA Today, June 1, 2011,

“2010 was record year for greenhouse gas emissions”Dan Verg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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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n characterised by attempts from various Annex 1 countries-that is, the richer industrialised

countries-to renege on their obligations to reduce emissions or to destroy the Kyoto Protocol

completely. Japan, Canada and Australia have each, at various times, said that they will refuse to
support the second phase of the Kyoto Protocol whose deadline for renewal is 2012. Most
commentators agree that these countries are merely channelling the views of the United States,

which is determined to completely destroy the Kyoto Protocol and install a voluntary “pledge and
review” approach which would open up the possibility for other major emitters-notably China-to

“play by the same rules” as the US and other industrialised countries. On the other side, G77 and

China-the group representing the South-is determined to maintain the Kyoto Protocol to ensure

legally binding reductions from the North in line with their “historical responsibility” as noted in the

UN Convention on Climate Change.2) (Korea, incidentally, is neither an Annex 1 country, nor a

member of the G77.)

In reality, though, this exchange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hides the true nature of the

negotiations, which is not really about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but about maintaining
economic advantages and protecting economic interests. This is self-evident given the high

correlation between (historical and current)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economic wealth. (For
example, Korea’s emissions and per capita income have increased at roughly the same rate over the

past 30 years.) Taken from this perspective, the real negotiation is between the “old” industrialised

economies-in particular the US -- and the “new” booming economies-in particular China. More
importantly these negotiations are taking place in the much larger context of a liberalised and

globalised economic system, based on expansion of trade, financialisation and growth. What

happens in the climate negotiations therefore is hostage to or at least determined by the larger
economic picture.

2) “⋯ the options typically presented are whether to keep the Kyoto Protocol as currently conceived, and complement it
with a separate LCA-Protocol, or alternatively whether the Kyoto Protocol might be assimilated within an outcome of
the Adhoc Working Group on Long Term Cooperative Action (AWG-LCA). These options are typically referred to as
Plan A and Plan B; Dr Benito Muller (Oxford Climate Policy) has been helping to develop an intuitively appealing
alternative, which he calls“Plan C”
. The proposal is that the Kyoto Protocol is retained in an enhanced and amended
form for willing Annex B Parties (industrialised countries that have committed to emissions limitations) to agree to both
a second and third commitment period, and to introduce an“Annex C”
. This would be based on the work that has
been carried out under the AWG-LCA and contain binding obligations for willing developing countries, e.g. in the
format of (supported) Nationally Appropriate Mitigation Actions or NAMAs.”From Report from Panama: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by Tim Ash-Vie, Head of Negotiations Support, Climate and Development Knowledge Network,
http://cdkn.org/2011/10/report-from-panama-slow-and-steady-wins-the-r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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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oking outside the negotiations
The political-economic crisis in the US and the economic (and perhaps soon to be political) crisis

in Europe leaves two key players in the climate negotiations unable to act, even if they were
genuinely willing to act (which is unlikely).

In the US, the radical right is hell-bent on destroying any kind of government initiative on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supported by the majority of their supporters are climate

change deniers. On the other side, there are several states that have already taken climate-friendly
(and market-friendly) initiatives and some segments of US capital would be extremely happy for the
US to invest in a green economy-if only to spur their own global competitiveness. However, in the
current context and with sharply divided public opinion, the US is in no position to make a
commitment in Durban or to enact effective national climate policies.

In Europe, most governments are — at least on paper — in favour of action in relation to climate

change. The EU will accept (with conditions) a second commitment period for the Kyoto Protocol

and has recently reaffirmed its “offer”of 30 per emissions reduction by 2020. In 2009 and again in
2011, public opinion across Europe rated climate change as the second most important threat facing

the globe and many European countries have a good track record when it comes to reducing
emissions (albeit with the help of offsets so in effect the emissions are simply relocated).3) However,

European treasuries are being drained to keep the financial sector afloat and government budgets
are being slashed to meet debt repayments and loan conditions. As the economic crisis deepens

emissions reductions are more likely to come from falling output rather than deliberate policy and
although the European public might see climate change as an important global challenge, closer to
home they are concerned with jobs, cuts in services and rising costs.

China, India and Brazil — the three booming South economies that are snapping at the heels of

the EU and the US for global influence — each have their own take on climate policy. China — for

reasons explained below, has adopted national targets for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use while investing heavily in “green” industrial sectors, notably solar panels of which is it now the

world’s leading producer. India and Brazil are both starting from a lower base in terms of emissions
but, like China, their per capita emissions hide sharp internal differences between the rich who
consume at the level of Europeans and the majority poor whose emissions barely cause a blip on the

3) Special Eurobarometer 372 / Wave EB75.4 - TNS opinion & social.
http://ec.europa.eu/public_opinion/index_en.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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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e. Neither India nor Brazil are (yet) economic competitors to the US and EU and therefore are
not under such intense pressure as China. But together, these countries defend the Kyoto Protocol
and the South’s right to development, even though many activists and academics (at least inside

Brazil and India) pose questions about what that model of development might be, and for whom.

Importantly, Brazil, India and China all have significant domestic resources to invest in a “green”
transition and consequently the EU and the US have no leverage over them, unlike the majority of

poor countries who are relying on finance from the “historical emitters” to support their adaptation
and mitigation efforts. (But, as the meagre results of the much promoted “Green Climate Fund” has

show, these countries — many of whom are really feeling the full impact of climate change and

generalised ecological and social crises -- could be waiting a very long time for very little result.)

In this context it seems highly unlikely that Durban will deliver a sufficient result in terms of

emissions reductions that is both consistent with the science and with justice, particularly for those

countries who bear no responsibility yet suffer the impacts. It is not going to happen in the frame of
the Kyoto Protocol, simply because none of the advanced economies is willing to jeopardise

economic growth by signing up to significant reductions, and even with a voluntary pledge and

review system it is improbable that the aggregate reductions would add up to the necessary totals.

(Many scientists now say that we need 80 per cent emissions reductions by 2050 to reduce the
probability of -- but not necessarily avoid -- “runaway climate change”.)

Making the business case for a deal in Durban
Paradoxically, at the same time as governments seem increasingly unwilling to sign on to

greenhouse reduction targets or to invest in low-carbon futures some 285 financial institutions
controlling $20 trillion of assets signed the Global Investor Statement n Climate Change (October
2011) calling for “governments to define a pathway towards a high ambition, multilateral, rulesbased regime that builds on the work of the past two decades.”4)

As investors, they are obviously lobbying for market mechanisms and a big role for the private

sector but they make a compelling “business case” for action on climate change:

“⋯well-designed and effectively implemented long-term climate change and clean energy policy

4) www.ceres.org/globalinvestorst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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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ment-grade policies”) will not only present significant opportunities for investors in areas
such as cleaner and renewable energy, energy efficiency and decarbonisation, but will also yield

substantial economic benefits including creating new jobs and businesses, stimulating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providing a robust foundation for economic recovery and sustainable long-term
economic growth.”

In particular, they want governments to “work towards a binding international treaty that includes

all major emitters and that sets short-, mid-, and long-term greenhouse gas emission reduction

targets” and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robust carbon markets that provide strong and

sustained price signals on carbon, hence sending economic signals that will facilitate the flow of
private capital.”

The hundreds of signatories include major financial institutions, such as Deutsche Bank and

HSBC, as well as dozens of investment funds, asset managers, and religious and pensions funds,
including the Korea Teachers Pension Fund. This is an interesting initiative for several reasons.

First, it exposes the deep cleavage between different parts of capital; those who will benefit from a
clear and stable “climate investment” regime and those who are still stuck in “fossilistic” capitalism.
Second, it shows that some sectors of capital are more than eager for a climate deal: they need
targets and commitments to create price signals and “robust” carbon markets.

In the South, countries like Brazil and China and of course Korea with its “low-carbon green

growth strategy” have already shown their interest in “climate investment”. With still-growing

industrial economies dependent on exports, investment in “green” technologies can bring multiple

benefits. First and foremost, it aims to generate economic growth by opening up a new sector:
second, by reducing the carbon intensity of production, exports will stay “ahead of the curve” in the

event of border carbon taxes or similar trade barriers against “dirty” production; third, the value of

exports is increased at a time when wage costs are rising; fourth, such a strategy can reduce
dependence on imported or ‘dirty’ energy and finally, there might be some ecological and social

benefits along the way. Countries with the internal resources to invest in domestic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noting that the definition of “renewable” is highly problematic: China, for

example, counts nuclear and large scale hydro power in this category) or the capacity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 are at a huge advantage in terms of making the transition to low carbon

economies. However, it is arguable whether “low-carbon green growth” will be enough to avert a
deepening of the climate crisis. Indeed, so long as “growth” remains a key economic objective, we
may well be going further in the wrong direction. I will explain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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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wrong with this picture and what should we do?
First, the majority of poor countries — which also happens to be those most impacted by climate

change — do not have the financial or technological means to meet the basic essential energy needs

of their populations. They are under-pro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because their people are

under-consuming basic goods like energy (and most other rights and goods such as food, water,
education, health). That is, their basic needs are not being met. Therefore, the first need is not
emissions reductions, but the possibility and the means to build local and national economies that
provide jobs, livelihoods and well being for people. In a globalised economy based on trade

liberalisation and export, this is close to impossible (we have seen in the past decade a widening of
the gap between rich and poor within countries).

Second, China, India, Brazil and all who aspire to follow in the footsteps of the US (both in terms

of economic and political influence) are still clinging to the notion that “development = growth”.
Notwithstanding the obvious social consequences of pursuing economic growth above all else,

ecologically — and in particular in terms of climate change — it is simply not viable. So while China

and Brazil might be able to increase their carbon efficiency and use of renewable energy, so long as
their economic policies are driven by the need for growth and expansion, which is inevitably linked

to material consumption (that is, the consumption of nature) then the larger ecological crisis is not
solved and even their carbon emissions may not grow as fast as they might have, they will still grow,
contributing to the huge historical load that is already burdening the plant.

Third, there is little sign that the lifestyles and consumption patterns of the North are changing: so

long as there is demand for consumer goods — most likely produced in China or Korea so the

greenhouse gas emissions get added to China’s and Korea’s tab rather than at the point of
consumption?then the overall picture remains grim.

In short, more growth — even if it is green — is an insufficient answer to the climate crisis. The

underlying economic model of increasing exports and increasing consumption is simply not
sustainable.

Conclusions
Even though the prospects look bleak, it is important for climate justice advocates — and our

numbers are gro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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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maintain pressure on the UNFCCC, as well as on national governments and forums such as the

G20 to take action on climate change. Fast, deep and binding emissions reductions -- particularly by
the historical emitters of the North -- are imperative.

However, it is simply not possible to do this if we continue “business as usual” even if the

technologies are greener and the energy sources are renewable.

There are grave risks in giving financial markets too much power in shaping environmental policy:

as we have seen in the Asian financial crisis in 1997 and again in 2000 and 2008, finance has no
morality, its purpose is profit. We must limit the role of the financial markets and we must resist the
efforts to financialise and commodify nature, through schemes such as REDD.

There are also grave risks in continuing along the same path of export-oriented growth that is

based on the extraction of wealth (natural and social) and its transformation into products for

consumption and, ultimately, for the trash. That is, we simply cannot continue to produce and

consume as before and this must start in the North, where lifestyles are subsidised by ecological and

social degradation in the South, and by growing unemployment and poverty amongst the working
classes in the North.

At this stage there is no single institution able to deal with climate change simply because there is

no willingness on the part of governments to take mandatory actions that would jeopardise their
economic growth, reduce competitiveness or run against the interests of their corporations. Even

when governments do act at the national level, for example in the case of the Australian carbon tax,
there are significant carve-outs and concessions to “economically” significant sectors that reduce the
overall effectiveness of the policy.

Climate change is not going to wait so it is important that activists and policy makers who believe

that we need to act now to begin the transformation to just and sustainable economies must be
proactive: we cannot wait for the perfect solution to come out of the UNFCCC.

In addition to maintaining pressure at the COPs and in-between, we must explore, propose and

campaign for innovative, just and effective policies such as a full accounting and repayment of
ecological and climate debt as the basis for rebalancing relations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5);

a planned phase out of fossil fuels, which would set limits on extraction rather then on emissions6);
or a Global Greenhouse Tax7) that would be applied either at the point of extraction or processing

with the duel objective of raising the prices of fossil fuels and raising funds for the transition to
renew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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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ilarly, rather than supporting the expansion of GMOs and industrial agriculture, governments

and organisations such as the FAO and UNEP (and, dare I say, the World Bank and the Gates

Foundation) should be supporting research into organic agriculture, fostering traditional knowledge
and promoting agricultural policies grounded in food sovereignty.

We also need to continue the fight against destructive neoliberalism: it harms local economies, it

harms people and it harms Nature. This means that free trade agreements, financial markets and
corporate power must be controlled and subordinated to the needs of societies within the limits of
Nature.

Obviously the UNFCCC will not deliver on this agenda, but it is still the forum where climate

experts gather, and increasingly, it is where activists and policy makers who care about justice and

the social impacts of climate change are trying to have an impact, both on the inside and on the
outside. Indeed, in the next IPCC Fifth Assessment Report due to be published in 2013-14, a major
section is devoted to impacts, adaptation and vulnerability.

The struggle for climate justice will not be won in the UNFCCC, but we should not abandon the

field to the investors.

s Conference on Climate Change and the Rights of Mother Earth
s Agreement”from the World People’
5) See“People’
April 22nd, Cochabamba, Bolivia, http://pwccc.wordpress.com/support/
6) For example, the Dartmouth University initiative“Planned Phase-Out of Fossil Fuels: An Alternative to Carbon Markets
and Taxes accountingforatmosphere.files.wordpress.com/2011/10/climate-justice-policy-brief-fossil-fuel-phase-out.doc
7) For example, see the report in the Helsinki Review of Global Governance of an international workshop on a“Global
Greenhouse Gas Tax”http://www.helsinki.fi/globalgovernance/review/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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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발표 2

기후위기에맞서는
국제사회의대응
니콜라 불라드
남반구 포커스 선임연구위원

기후위기 논의의 현주소: 배출량의 증가, 변함 없는 여론, 정부 조치의 축소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하고 있다. 10월 초 EEA(European Environment Agency)는 유럽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0년
에 2.4% 증가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1990년 이후 연 증가량으로는 가장 높은 수치다. 미국의 배출량은 소폭 감소하고
있으며, 중국은 현재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이다. (중국의 역사적 누적 배출량은 상대적으로 적으며, 중국의 1인당 배출량은
미국의 4분의 1 수준이다.) 전세계적으로 2010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8년에 비해 5% 증가했으며, 이는 글로벌 경기침
체로 인해 2009년도에 기록했던 배출량 감소폭을 상쇄하는 수치다.1)
기후재앙이 빈발하고 대처시간이 부족한 가운데 12월에 열릴 더반기후변화회의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불투명
하다. 교토의정서의 향방을 비롯한 다수의 과제가 미결 상태에 있으며, 2009년 코펜하겐 COP 이후 선진국 감축의무국들
은 UNFCCC 협상을 통해 감축 의무를 위반하거나 교토의정서 자체를 무효화하려는 시도를 해 왔다. 일본, 캐나다, 호주는
각각 다른 시점에 2012년 만료 예정인 교토의정서 2단계 지지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해당 국가들
이 미국의 견해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데 동의한다. 미국은 교토의정서를 전면 무효화하고, 특히 중국을 비롯한 다른

1) Jungk, Robert, Der Atomstaat. Vom Fortschritt in die Unmenschlichkeit. Kindler, M.nchen 1977,
ISBN 3-463-007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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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배출국이 미국과 기타 산업화 국가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 받는 자발적 서약 및 검토(pledge and review) 접근법을 도
입하고자 한다. 반면 G77과 중국은 교토의정서 체제를 유지해 선진국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온실가스 감축안을 준수함으
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2) (참고로 한국은 감
로써 UN기후협약에 명시된“역사적 책임(historical responsibility)”
축의무를 가진 선진국이며 G77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양측의 입장 차는 협상의 진정한 본질을 은폐하는 것이다. 협상은 실질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이 아닌
경제적 우위 유지 및 경제적 이해 보호와 관련되어 있다. 과거와 현재의 온실가스 감축과 경제적 부 간 높은 상관관계를 감
안할 때 이는 매우 명백하다. (예컨대 한국의 배출량과 1인당 소득은 지난 30년간 거의 동일한 속도로 증가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이 협상은 미국으로 대표되는 구 산업화 국가와 중국으로 대표되는 신흥국가 간의 협상이라고 볼 수 있겠
다. 또한 이와 같은 협상은 무역 확대, 금융화, 성장에 기반한 자유화 및 글로벌화된 경제시스템이라는 보다 광의적 맥락에
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기후협상은 더욱 포괄적인 경제구도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겠다.

협상 외적 요인에 대한 고찰
미국의 정치경제위기와 곧 정치위기로 발전될 유럽의 경제위기는 원활한 기후협상을 저해하는 2대 핵심 요인이며,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양측이 만일 행동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지를 가졌다 해도 상황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미국에서는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두터운 지지층을 가진 극우파가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위한 모든 정부계획을 무산시
키고자 혈안이 되어 있다. 한편 일부 주에서는 기후친화적이며 시장친화적이기도 한 계획을 이미 이행하고 있으며, 미 자본
의 일부는 녹색경제에 기꺼이 투자되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투자는 미국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이다. 위와 같은
상황과 여론이 첨예하게 대립된 상황을 감안할 때, 미국이 더반에서 공약을 발표하거나 효과적인 국가 기후정책을 수립할
것 같지는 않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적어도 서류상으로는 기후변화 대응을 지지하고 있다. EU는 교토의정서의 2단계를 조건부 수락
할 것이며, 최근 2020년까지 30%의 배출량을 저감하는“제안”
을 재확인했다. 2009년과 2011년에 시행된 여론조사 결과

2) “⋯ the options typically presented are whether to keep the Kyoto Protocol as currently conceived, and complement it
with a separate LCA-Protocol, or alternatively whether the Kyoto Protocol might be assimilated within an outcome of
the Adhoc Working Group on Long Term Cooperative Action (AWG-LCA). These options are typically referred to as
Plan A and Plan B; Dr Benito Muller (Oxford Climate Policy) has been helping to develop an intuitively appealing
. The proposal is that the Kyoto Protocol is retained in an enhanced and amended
alternative, which he calls“Plan C”
form for willing Annex B Parties (industrialised countries that have committed to emissions limitations) to agree to both
a second and third commitment period, and to introduce an“Annex C”
. This would be based on the work that has
been carried out under the AWG-LCA and contain binding obligations for willing developing countries, e.g. in the
format of (supported) Nationally Appropriate Mitigation Actions or NAMAs.”From Report from Panama: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by Tim Ash-Vie, Head of Negotiations Support, Climate and Development Knowledge Network,
http://cdkn.org/2011/10/report-from-panama-slow-and-steady-wins-the-r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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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시민은 세계가 직면한 위기 중 기후변화를 2위로 꼽았으며, 유럽 국가들은 온실가스 저감과 관련하여 양호한 실적을
보여왔다. (이는 배출량 재할당으로 인한 상쇄에 힘입은 바 있다.)3)그러나 유럽 국가들의 재정은 금융부문을 부양하느라 고
갈되고 있으며, 부채 상환 및 차입 조건을 준수하기 위해 정부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 추세다. 경제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온
실가스 배출량 저감은 정교한 정책이 아닌 생산량 감소의 효과로 인해 달성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유럽 시민들이 기후변화
를 중요한 글로벌 난제로 인식하고 있기는 하나, 이들은 고용, 공공 부문 긴축, 비용 인상 등의 국내 현안을 더 절실하게 체
감할 것이다.
EU와 미국의 글로벌 영향력을 따라잡고 있는 3대 신흥국인 중국, 인도, 브라질은 각각 기후 정책에 대한 방침을 가지고
있다. 중국은 아래 설명한 이유로 국가 에너지 효율 및 재생 에너지 사용 목표를 도입하고, 녹색 산업, 특히 태양열 패널 부
문에 대대적인 투자를 감행해 현재 태양열 패널 주요 생산국이 되었다. 인도와 브라질의 배출량은 낮은 수준에서 시작됐으
나, 중국과 마찬가지로 1인당 배출량의 빈부 격차는 매우 심각해 부유층의 1인당 배출량은 유럽 수준에 맞먹고 대다수의 빈
민층은 배출량 규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적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인도와 브라질은 미국과 EU에 대적할 만한
경제규모를 이루지 못했고 따라서 중국만큼 강력한 압력을 받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3개 국가는 공히 교토의정서를 옹호
하고 있으며, 최소한 브라질과 인도 내에서는 다수의 활동가와 학자들이 개발 모델과 개발의 수혜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에 대한 개도국의 권리를 옹호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브라질, 인도, 중국은 모두 녹색산업으로
의 이전에 투자할 상당한 내부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따라서 녹색산업으로의 이전 및 완화 노력을 위해“전통적 배출
국”
의 자금에 의존하는 대다수의 빈국과 달리 위 3개 국가에는 EU와 미국이 영향력을 갖지 못한다. (그러나 잘 알려진 녹색
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의 미약한 결과에서 볼 수 있듯 해당 국가들은 극히 미미한 효과를 보기 위해 매우 오랫동
안 기다려야 할 수 있으며, 이 국가 중 다수는 이미 기후변화와 생태학적, 사회적 위기의 영향을 크게 체감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더반회의에서 배출량 저감과 관련하여 과학과 정의에 모두 부합하는 충분한 성과를 낼 가능성은 매
우 낮은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이와 관련하여 책임을 갖지 않으나 영향을 받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교토
의정서의 틀 안에서 성과가 나지는 않을 전망이며, 이는 상당한 감축을 약속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저해할 선진국은 없다는
데 기인한다. 또한 자발적인 서약 및 검토 시스템을 통한 누적 감축량을 통해 필요한 총 감축량을 달성할 가능성은 낮은 것
으로 보인다. (다수의 과학자들은 2050년까지 배출량의 80%를 감축해도 기후변화 한계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낮아질 뿐 이
를 피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더반에서의 성과를 위한 비즈니스 사례 구축
역설적으로 각국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목표를 수락하거나 저탄소 관련 사업에 투자할 가능성이 점차 줄어드는
반면, 20조 달러 규모의 자산을 지배하는 285개 금융기관은 기후변화에 관한 글로벌투자자선언(Global Investor
Statement in Climate Change, 2011년 10월)에 서명했다. 해당 선언은“각국 정부가 지난 20년간의 작업을 바탕으로 규

3) Special Eurobarometer 372 / Wave EB75.4 - TNS opinion & social.
http://ec.europa.eu/public_opinion/index_en.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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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기반한 야심 찬 다자간 제도를 향해 나아갈 방향을 정의할 것”
을 촉구하고 있다.
금융기관들은 투자자로서 시장 메커니즘과 민간 부문의 역할 확대를 위해 로비 활동을 벌이는 동시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강력한“비즈니스 사례”
를 구축하고 있다.
“(전문 생략) 잘 구축되고 효과적으로 이행되는 장기 기후변화 및 청정 에너지 정책(
“투자등급 정책”
)은 청정 및 재생에
너지, 에너지 효율성, 탈탄소 등의 분야에서 투자자에게 상당한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신규 일자리 및 사업 창출, 기술
혁신 촉진, 탄탄한 경제회복 기반 제공, 지속적 장기 경제성장 기반 제공 등의 상당한 경제적 편익을 제공해 준다.”
특히 이들은 각국 정부에게“모든 주요 배출국을 포괄하고 단기, 중기, 장기적 온실가스 배출 저감 목표를 규정하는 구속
력 있는 국제협약을 체결할 것”
을 촉구했으며,“탄소에 강력하고 지속적인 가격 신호를 제공하는 강력한 탄소시장을 구축
함으로써 민간 자본의 흐름을 촉진할 경제적 신호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것”
을 촉구했다.
수백 개 서명 기관에는 도이체방크(Deutsche Bank)와 HSBC와 같은 주요 금융기관을 비롯해 수십 개의 투자펀드, 자산
관리회사, 한국 교직원연금공단을 비롯한 종교 및 연금펀드가 포함된다. 이와 같은 움직임이 흥미로운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는 자본 간 분열이 극심함을 보여준다. 즉 명확하고 안정적인“기후 투자”제도로부터 편익을 얻는 자본과“화석 연
료적”자본주의에 여전히 틀어박혀 있는 자본 간 분열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이와 같은 움직임은 일부 자본의 기후 대응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해당 자본은 가격 신호를 생성하고“강력한”탄소 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목표와 노력을
필요로 한다.
브라질, 중국, 한국과 같은“저탄소 녹색성장 전략”
을 가진 국가들은 이미“기후 투자”
에 대한 관심을 표명해 왔다. 성장
하는 산업국가들이 수출에 의존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녹색”기술에 대한 투자는 복수의 편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무엇
보다도 녹색 기술 투자는 새로운 산업을 창출해 경제성장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둘째, 생산의 탄소 집약도를 낮
춤으로써 탄소배출을 유발하는 생산에 부과되는 탄소관세나 유사한 무역장벽에 대해 수출이 선제 대응하도록 할 수 있다.
셋째, 임금 비용 인상 시 수출 가치가 증가한다. 넷째, 이와 같은 전략을 통해 수입 에너지나 탄소 유발 에너지에 대한 의존
도를 낮출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부 생태학적, 사회적 편익이 동반될 수 있다. 국내 에너지 효율 및 재생 에너지(
“재생”
의
정의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을 밝힌다. 예컨대 중국은 원자력 에너지와 수력발전을 해당 범주에 넣고 있다.)에 투자할 내
부 자원을 보유했거나 외국인 투자 유치 역량을 보유한 국가는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 과정에서 엄청난 우위를 가진다. 그러
나“저탄소 녹색성장”
이 기후위기의 심화를 되돌리기에 충분할 것인지 여부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성장”
이 핵심 경제
목표로 남아있는 한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여지가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무엇이 잘못됐으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첫째, 대다수의 빈국이자 기후변화로부터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국가들은 국민의 기본적 필수 에너지 필요에 부합할 재정
적 또는 기술적 수단을 갖지 못했다. 해당 국가들의 국민은 에너지(또한 식량, 물, 교육, 보건 등 대부분의 기타 권리 및 재
화)와 같은 기본 재화를 과소 소비하고 있으므로 온실가스를 과소 배출하고 있다. 즉 해당 국가의 기본 필요가 충족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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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다. 따라서 이들 국가가 필요로 하는 것은 배출량 저감이 아닌 국민에게 일자리, 생계, 복지를 제공하는 지역경제와 국
가경제를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과 수단이다. 무역 자유화와 수출에 기반한 글로벌화된 경제에서 이는 불가능에 가까워 보
인다. (우리는 지난 10년간 국가 내 빈부격차의 심화를 목격해 왔다.)
둘째, 중국, 인도, 브라질을 비롯해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따라잡고자 하는 모든 국가는 여전히“개발이 곧 성
장”
이라는 관념에 집착하고 있다. 경제성장의 추구가 가져온 명백한 사회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생태학적으로, 특히 기후변
화의 맥락에서 볼 때 이와 같은 관념은 지속적이지 않다. 따라서 중국과 브라질이 탄소 효율성을 높이고 재생 에너지 사용
을 늘릴 수 있다 해도 해당 국가들의 경제정책이 물질의 소비(자연의 소비)와 필연적으로 연관되는 성장과 확장의 필요에
기반하는 한 행태학적 위기는 해결되지 않으며, 해당 국가들의 탄소 배출량이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지 않는다 해도 소폭
으로나마 증가해 이미 환경에 부담이 되고 있는 막대한 누적 배출량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게 될 것이다.
셋째, 선진국의 라이프스타일과 소비 패턴이 바뀔 것이라는 징후가 전혀 없다. 주로 중국이나 한국에서 생산된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있는 한 전반적 전망은 계속해서 암울할 것이다. 소비국이 아닌 중국과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한다는
점이 차이점일 뿐 결과적으로는 같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즉 녹색성장이라 해도 추가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것은 기후위기에 대한 충분한 해답이 되지 못한다. 수출과 소비가 증가
하는 근본적 경제모델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결론
전망이 어두워 보이기는 하지만, 점차 증가하고 있는 기후정의의 옹호자들이 기후변화 대응조치를 취하도록 UNFCCC
와 각국 정부, G20 등의 포럼에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것은 중요하다. 신속하고 구속력 있는 배출량의 대폭 저감, 특히
과거 배출량이 많은 선진국에 의한 대폭 저감이 이루어져야 한다.
녹색 기술과 재생 에너지원이 도입되고 있음에도 우리가 평상시와 다를 바 없이 행동한다면 위와 같은 목표를 이룰 수 없다.
금융시장에게 환경정책 수립에 대한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엄청난 리스크를 수반한다. 우리는 1997년 아시아 금융위
기와 2000년, 2008년 위기에서 금융에는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금융의 목적이 오직 수익이라는 것을 목격해 왔다. 우리는
금융시장의 역할을 제한해야 하며, REDD와 같은 제도를 통해 금융화 및 상품화를 위한 움직임에 저항해야 한다.
또한 수출 지향적 성장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것도 엄청난 리스크를 수반한다. 이와 같은 성장은 자연적 및 사회적 부의
분리, 소비를 위한 제품화에 기반하며 이는 곧 폐기물의 생성으로 이어진다. 즉 우리는 기존의 생산과 소비를 지속할 수 없
으며, 이와 같은 조치는 자신의 라이프스타일로 인해 개도국에게 생태학적, 사회적 피해를 안겨 주었으며 자국의 노동자 계
급의 실업률 증가 및 빈곤을 야기한 선진국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현재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단일 기관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일부 국가의 정부가 의무적 조치를 이행함으로써 경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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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과 경쟁력, 자국 기업 이해에 타격을 입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호주의 탄소세 등 각국 정부가 국가적 수준에서 이행
하는 조치가 있는 경우에도 정책의 전반적 효과를 축소시키는“경제적으로”규모가 큰 부문은 해당 조치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거나 축소된 조치를 적용 받았다.
기후변화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경제로의 변화를 지금 시작해야 한다고 믿는
활동가와 정책결정자의 적극적인 행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UNFCCC에서 완벽한 해결책이 도출될 것을 마냥 기다
릴 수 없다.
COP와 중개자에 대한 압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정의로운 혁신적, 효과적 정책을 개발, 제안, 홍보해야 한다. 선진국과 개
도국 간 관계의 균형을 재정립하기 위해 생태학적, 기후 부채를 완전히 산정 및 상환하는 것을 이와 같은 정책의 예로 들 수
있겠다.4) 또한 배출량이 아닌 채굴량을 제한하는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안5), 화석연료 가격 인상 및 재생에너지로의 이행
자금 조달을 위해 채굴 시점이나 가공 시점에 부과되는 글로벌 온실가스세(Global Greenhouse Tax)6)등도 해당 조치에 포
함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각국 정부와 FAO, UNEP와 같은 기관들(필자는 세계은행(World Bank)과 게이츠재단(Gates Foundation)
을 해당 기관에 포함하고 싶다.)은 GMO의 확대와 산업적 농업을 지지하는 대신 유기농업 연구 지원, 전통적 지식 구축, 식
량 주권에 기반한 농업정책을 추구해야 한다.
우리는 또한 파괴적인 신 자유주의에 대한 투쟁을 계속해야 한다. 신 자유주의는 사람과 자연을 해친다. 이는 자유무역
협정, 금융시장, 기업의 권력이 통제되어야 하고, 자연의 한계 내에서 사회의 필요에 종속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UNFCCC에서 이와 같은 의제가 도출하지 않을 것은 분명하나, UNFCCC는 기후전문가들이 모이는 논의의 장이며 정
의와 기후변화의 사회적 영향에 대해 염려하는 활동가와 정책결정자들이 대내외적으로 영향을 미치고자 노력하는 장으
로 부상하고 있다. 2013년-2014년에 발표될 차기 IPCC 5차 평가보고서에서는 영향, 대응, 취약성이 주요 내용으로 다뤄
질 것이다.
기후 정의를 위한 투쟁은 UNFCCC에서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지만 UNFCCC를 투자자들에게 내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s Conference on Climate Change and the Rights of Mother Earth
s Agreement”from the World People’
4) See“People’
April 22nd, Cochabamba, Bolivia, http://pwccc.wordpress.com/support/
5) For example, the Dartmouth University initiative“Planned Phase-Out of Fossil Fuels: An Alternative to Carbon Markets
and Taxes accountingforatmosphere.files.wordpress.com/2011/10/climate-justice-policy-brief-fossil-fuel-phase-out.doc
6) For example, see the report in the Helsinki Review of Global Governance of an international workshop on a“Global
Greenhouse Gas Tax”http://www.helsinki.fi/globalgovernance/review/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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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 Presentation 3

Climate Change Policies
from the Perspective of
Participatory Democracy
Jin Hee Park
Dongguk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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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발표 3

참여민주주의를통한
기후변화위기대응의모색
박진희
동국대 교양교육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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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of Panelists

RICHARD TANTER
Richard Tanter has worked since the 1970s on security and environment issues in East
and Southeast Asia and Australia - as an analyst, teacher and activist, in Australia, the
United States, Japan, Korea and Indonesia. Currently a senior researcher on nuclear
issues with the Nautilus Institute. He taught on international politics and environmental
issues at Kyoto Seika University from 1989-2003, after completing a PhD on the structure
and political role of Indonesian intelligence organisations in the Suharto dictatorship. His
recent research work has focussed on nuclear power issues in Indonesia and Japan, the
possibilities of transcending extended nuclear deterrence in East Asia and Australia, a
global civil society perspective on climate change and security, and the transformation of
Japanese security and intelligence capacities. At the moment his primary personal
political concerns is the war in Afghanistan, and in particular the consequences for
Afghan civilians of traumatic brain blast injuries derived from US and coalition aerial
bombing and insurgent IEDs.
His work available here
http://www.nautilus.org/about/associates/richard-tanter/publications
http://www.nautilus.org/about/associates/richard-tanter/talks
Nautilus Institute for Security and Sustainability
Vision and Mission“We hold that it is possible to build peace, create security, and
restore sustainability for all people in our time.
To this end, we convene a community of scholars and practitioners who conduct
research on strategies to solve interconnected global problems. With networks of
partners, we develop and apply these strategies to the linked threats of nuclear war,
urban and energy insecurity, and climate change in the Asia Pacific region.
Nautilus has nodes in San Francisco, Seoul and Melbourne.

리차드 탄터
리차드 탄터 교수는 1970년대 이후로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호주의 안전과 환경 이슈와 관련하
여 분석가, 교사, 활동가로서 호주, 미국, 일본, 한국,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활동하였다.현재는 너틸
러스 연구소에서 핵이슈 분야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중이다. 수하르토 독재시대의 인도네시아 정
보기관의 구조와 정치적 역할에 대해 박사학위를 받은 후 1989~2003년에 교토 세이카 대학에서 국제
정치와 환경분야를 강의하였다. 최근에는 인도네시아와 일본의 핵권력 이슈, 동아시아와 호주에서
확장된 핵억제력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가능성, 기후변화와 안전에 대한 전지구적 시민 사회의 관점,
일본의 안전과 정보 력의 변혁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특히 미

2011 Seoul Democracy Forum _ Global Dialogue on Quality of Life in a Total Crisis

87

국과 연합군의 공중 폭격과 반란군의 즉석폭발장치로 인행 발생되는 아프간 시민들의 뇌손상 결과
가 현재 탄터교수의 주요 정치적 관심사항이다.

주요연구내용은아래링크를참조
http://www.nautilus.org/about/associates/richard-tanter/publications
http://www.nautilus.org/about/associates/richard-tanter/talks

안전과지속성을위한너틸러스연구소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을 위한 평화구축, 안전성 확보, 지속가능성 회복이 가능하다는 믿음의 비
전과 미션을 가지고, 서로 연관된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학자와
활동가들 회합한다. 협력자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핵전쟁의 위협, 도시와 에너지 불안전성, 아시
아태평양 지역의 기후 변화와 관련한 전략을 개발하고 수행한다.너틸러스 연구소는 샌프란시스코,
서울, 멜버른에 위치하고 있다.

JAN HAVERKAMP
Jan Haverkamp was born in the Netherlands and graduated with a candidates
(bachelors) degree in biochemistry at Leiden University and a masters degree (ir. academic engineer) in Environmental Sciences at Wageningen University. He specialised
in energy policy, air quality, nuclear physics and social and communication psychology.
Since 1987, he supported the build-up of environmental organisations in the socialist
German Democratic Republic (East Germany), in 1992 in Czecho-Slovakia, from 1993 to
1995 in Romania, from 1995 to 1997 in Ukraine and worked shorter periods in Croatia
and Albania.
In 1997 he emigrated to the Czech Republic, where he coordinated the International
Energy Brigades and became nuclear / energy campaigner for Friends of the Earth Czech
Republic / Hnuti DUHA and G reenpeace. After two years as Campaign Director for
G reenpeace in the Czech Republic, he worked for the organisations WISE / NIRS and
Greenpeace as consultant on energy issues in Central Europe. Here he supported NGO
coalitions dealing with nuclear power projects in Bulgaria, Romania, Slovakia, Hungary,
Lithuania, Croatia, Slovenia and the Czech Republic.
Since 2007, he is EU nuclear energy policy advisor for the G reenpeace EU Unit in
Brussels.
He teaches 'facilitation of environmental communication processes' and 'the role of
environmental NGOs in society' at the Masaryk University in Brno, Czech Republic. He
lives in Prague with his 16 year old daughter and has an 19 year old son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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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herlands.
Greenpeace is an independent campaigning organisation that acts to change attitudes
and behaviour, to protect and conserve the environment and to promote peace by:
- Investigating and confronting environmental abuse;
- Challenging the political and economical power of those who can effect change;
- Driving environmentally responsible and socially just solutions that offer hope for
this and future generations;
- Inspiring people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 planet.
G reenpeace does not accept donations from governments, business or political
parties.

얀 해발캠
얀 해발캠는 네덜란드 출생이며, Leiden 대학 생화학과와 Wageningen 대학 환경과학과 대학원을
졸업하였다.에너지 정책, 대기 청정도, 핵물리학, 사회와 커뮤니케이션 심리학 분야 전문가이다.
1987년 이후로, 독일 민주공화국 (동독), 체코슬로바키아 (1992년), 루마니아 (1993~1995년), 우크
라이나(1995~1997년)의 환경 조직 설립을 지원해 왔으며, 크로아티아와 알바니아에서 단기간 활동
하였다.
1997년에 체코 공화국으로 이주하였고, International Energy Brigades에서 코디네이터, 체코공화국
의 Friends of the Earth / Hnuti DUHA와 그린피스에서 핵/에너지 캠페인 담당자로 활동하였다. 체코
공화국 그린피스에서 캠페인 소장으로 2년간 근무한 후 WISE / NIRS와 그린피스에서 중앙유럽의 에
너지 이슈 컨설턴트로 근무하였다.이때 불가리아,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헝가리, 리투아니아, 크로
아티아, 슬로베니아, 체코 공화국의 핵발전 프로젝트를 다루는 NGO연대를 지원하였다.
2007년 이후, 브뤼셀의 그린피스 EU사무소에서 EU핵에너지 정책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체코 공화국의 Brno의 Masaryk대학에서‘환경적 커뮤니케이션 촉진’
과‘환경 NGO의 사회 내에서
의 역할’
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그린피스는 독립적 캠페인 기관으로서 사람들이 자연보호를 위한 자세와 행동을 갖추도록 노력
하며, 또한 평화를 증진하기 위해: 환경 훼손 이슈를 조사하며,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정치적 경제적
권력자들에게 대항하며, 현세대와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환경적으로 책임감 있고, 사회적
으로 정당한 해결방법을 추구하며, 지구에 대한 인류의 책임감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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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OLA BULLARD
Current Position
Senior Associate & Climate Campaign Coordinator
Focus on the Global South, Thailand
Education
1995 : G rad. Dip International Relations & Development, Institute for Social Studies,
The Hague, Netherlands
1979 : BSc Geography, Melbourne University, Australia
Recent Professions
1997- : Focus on the Global South
1996-97 : Director, NGO Forum on Cambodia, Cambodia
1992-94 : Field Officer, Australian Volunteers Abroad
1990-92 : National director, Young Women’s Christian Association, Australia
Focus on the Global South (Focus) is a non-governmental organisation that employs
29 staff in offices in Thailand, the Philippines and India. Focus was established in 1995
in Bangkok, Thailand, which continues to date to serve as the organisation's head office.
Focus combines policy research, advocacy, activism and grassroots capacity building
in order to generate critical analysis and debates among social movements, civil society
organisations, elected officials, government functionaries and the general public on
national and international policies related to corporate-led globalisation, neo-liberalism
and militarisation.

니콜라 불라드
현직
Focus on the Global South(태국) 선임연구위원, 기후 캠페인 코디네이터
학력
1995년 : 네덜란드 헤이그 대학 사회학과 대학원 졸업(국제관계&개발)
1979년 : 호주 멜러른 대학 지리학과 졸업
최근 경력
1997~현재 : Focus on the Global South
1996~97 : 캄보디아 NGO 포럼 소장
1992~94 : Australian Volunteers Abroad 지역 담당자
1990~92 : 호주 청년여성 기독협회 소장
Focus on the Global South는 비정부 기구로서, 태국, 필리핀, 인도 사무소에 29명의 직
원이 근무하고 있다. 1995년 태국 방콕에서 설립되었고, 현재까지 방콕 사무소가 본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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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되고 있다. Focus on the Global South는 정책연구, 지지활동, 활동주의, 풀뿌리 역량
구축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운동, 시민사회조직, 선출된 공직자, 정부 공
무원과 대중간에 기업위주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군국화와 관련된 국가 및 국제 정책에
관하여 비판적 분석과 토론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한다.

JIN HEE PARK
Current position
Assistant Professor, Center of General Education, Dongguk University
Education
2003 : Dr. phil. Technical University of Berlin, Institute of Philosophy and History of
Science and Technology
1999 : M.A. Technical University of Berlin, Institute of Philosophy and History of
Science and Technology
1986 : B.Sc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t. of Physics
Research fields
History of technology, sociology of technology, women in science and technology
Recent Professions
Executive board member of Korean Association of Science & Technology Studies
(2005- )

박 진 희
현직
동국대학교 교양교육원 조교수
학력
2003년 : 베를린 공대 과학기술철학역사 연구소 박사
1999년 : 베를린 공대 과학기술철학역사 연구소 석사
1986년 : 서울대학교 물리학 학사
연구 영역
기술 역사, 기술 사회학, 과학기술 영역에서의 여성
최근 경력
한국과학기술학회 집행 이사(2005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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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ZOD BUM-YALAGCH
Current Position
Main Coordinator of Mongolian Green Coalition
Education
Automation Technology, Technical High School of Karl Marx Stadt, East Germany
Biophysics, Mongolian State University, Mongolia
Forestry Management, Forestry Course at Kasetsart University, Thailand
Tourism Management, Postgraduate Study, Free University of Berlin, Germany
Civil Job
Leader of Greens of Ulaanbaatar of Mongolian Green Party
Leader of Mongolian Ecotourism Society
Advisor of project for supporting of citizens journalists of country side of Mongolia
www.nomadgreen.org
Main Work experience
1998-99 : Lecturer for International Tourism at Mongolian State University
1994-97 : Officer for Ecotourism of Protected Areas of Mongolia, Department Protected
Areas of Ministry for Nature and the Environment
Mongolian Green Coalition (MGC) established in 2005 as NGO and working in field
of environmental awareness of Mongolian society. MGC is following the law for NGO’s
of Mongolia non profit and non membership organization and representing the social
interest according the constitution of Mongolia.

올조드 붐-얄락치
현직
몽골 녹색연합 책임코디네이터
학력
몽골 주립대학 생물리학과 졸업
태국 Kasetsart 대학 삼림 관리학과 졸업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 관광경영 대학원 졸업
주요 경력
몽골 녹색당 총재
몽골 생태관광 협회 대표
www.nomadgren.org 고문
몽골 자연환경부 보호지역국 보호지역 생태관광 담당 공무원(199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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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주립대학 국제관광학 강사(1998~99)
몽골 녹색연합은 2005년에 설립된 NGO로서, 몽골 사회의 환경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
하고 있다.

LIU JIANQIANG
Liu Jianqiang is Deputy Editor of www.chinadialogue.net, a website that provides
analysis and discussion on environmental issues, with a special focus on China. He is
also a research associate at the Peking University Center for Nature and Society and a
visiting scholar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Liu was a senior investigative
reporter with Southern Weekend, China's most influential investigative newspaper. Liu
was featured in the front page of Wall Street Journal on December 21, 2006 about the
rise of Chinese investigative journalism. Liu co-founded China Environmental Press
Awards with china dialogue and The G uardian. The awards are the best journalism
awards in China. Liu holds a M.A. in Journalism from Tsinghua University and a B.A. in
Political Science from East China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He currently
lives in Beijing with his wife and two children.
chinadialogue .ne t is an independent, non-profit organization based in London,
Beijing and San Francisco. It was launched on July 3, 2006.chinadialogue fosters
constructive environmental dialogue with China across barriers of language and culture.
It advances just and workable solutions to China’s environmental crisis through the
production and dissemination of accurate, reliable information across a range of
platforms. After five years, we are acknowledged as a key source of information inside
and outside China.

류쟌챵
류쟌챵은 차이나 다이얼로그의 부편집장, 북경대학‘자연과 사회 센터’연구원,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 방문학자이다. 또한 류쟌챵은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취재 신문사인
‘남부주간’선임 쥐재기자였다. 2006년 12월 21일 월스트리트 저널의 표지 기사로 중국의
취재언론의 성장과 관련하여 그에 관한 기사를 실었다. 류쟌챵은 가디언지와 차이나 다이
얼로그가 주관하는 중국 환경 언론상을 공동 설립하였다. 동중국 과학기술대학 정치학과
와 청화대학 언론학 대학원을 졸업하였다.
차이나 다이얼로그(chinadialogue.net)는 독립적인 비영리 조직으로서, 런던, 북경, 샌
프란시스코에 사무소가 있다. 2006년 7월에 설립되었으며, 언어와 문화 장벽을 넘어 중국
과의 건설적인 환경문제 논의 촉진을 위해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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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02.
Economic Crisis and
Accountable Democracy
주제 토론 2.
경제 위기와 책임 있는 민주주의

Moderator: Dr. Il Cheong Yi_Research Coordinator, UN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Presentation:
·Reforming the Global Financial System-An Alternative Agenda
by Mr. Kavaljit Singh_Director, Public Interest Research Center
·Expansion of Polarization Threatening Social Security-Issues and Challenges for
Democratic Governance
by Ms. Yoke Ling Chee_Director of Program, Third World Network
·Causes of Global Food Crisis and Policy Measures
by Dr. Yong-Taek Kim_Senior Research Director,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Discussants
·Prof. Sunhyuk Kim_Professor, Korea University
·Prof. Hiroyuki Tosa_Professor, Kobe University
·Mr. Won Jae Lee_President, Hankyoreh Economic Research Institute

사회: 이일청_유엔 사회개발 연구소 연구조정관
발표
·세계금융시스템 개혁, 대안을 찾는다.
카발짓 싱_인도 공익연구센터 소장
·사회 보장을 위협하는 양극화의 확대
치욕링_제3세계 네트워크 프로그램 책임자
·식량위기의 본질과 과제
김용택_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
·김선혁_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토사 히로유키_고베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원재_한겨레 경제연구소 소장

Economic Presentation 1

Reforming the Global Financial System:
An Alternative Agenda

Kavaljit Singh
Director, Public Interest Research Centre, New Delhi

In the aftermath of global financial crisis which erupted in 2008, few could disagree that the

present global financial system (or rather “non-system”) needs far-reaching and comprehensive
reforms. In fact, the demand for reforming the global financial system antedates to the eighties,

when the debt crisis was at its peak. Since then, several policy frameworks and measures advocating
reforms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have been proposed at various forums.

In the aftermath of Southeast Asian financial crisis, policy discussions were initiated at the global

levels to establish a “new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In response, a number of progressive

economists, civil society and political groups had also outlined specific measures towards building a
more transparent, rule-based and stable global financial system.

Since the tenets of the Washington Consensus held sway in those times, the G-7 countries, IFIs,

and private sector lobby organizations out rightly rejected any restrictions on financial markets and

cross border flow of capital. Besides, initiatives on creating a “new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also lost momentum due to rapid economic recovery and building up of forex reserves
for self-insurance by Asian economies.

The crisis has given new impetus to the demands for reforming the global financial system.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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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sis has highlighted that financial markets are inherently unstable and market failures have huge

economic and social costs. There is not a single country in the world which has not been affected by
contagion effects of the crisis through financial or trade channels.

Because of the crisis, the intellectual climate is shifting away from a pure market-based to a more

regulated financial system. Also one cannot ignore the fact that the bargaining power of big banks

and financial institutions has relatively weakened following the crisis. These developments offer new
opportunities to broaden the reform agenda of the global financial system.

Several international efforts by both official and non-official bodies are underway to fix the global

financial system. A number of policy proposals are under discussion at G20, the FSB and the BCBS.
Some policy proposals aim at repairing the cracks in the present system (such as greater market

transparency and higher capital adequacy norms) while others suggest a fundamental redesigning of
the entire financial system. By and large, there is a growing consensus that a stable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will make the world less vulnerable to frequent financial crises.

Some of the recent prominent reports on reforming financial system include the UN Report

chaired by Joseph Stiglitz (2009), Turner Review (2009), the Geneva Report on World Economy

(2009), the de Larosiere Report (2009) and the Group of Thirty Report chaired by Paul Volcker
(2009).

A detailed review of the merits and demerits of each report is beyond the scope of this book.

However, all these reports recognize the inherent instability of the present global financial system.
While there is general consensus on the desirability of reforming the global financial system, there

seems to be no unanimity on the nature and content of reforms and their actual implementation. In
any case, restructuring of global financial system does not seem to be an easy task, since the
obstacles are primarily political in nature, and not academic or administrative.

Some Guiding Principles
Any attempt to restructure the present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presupposes a set of guiding

principles under which several specific steps could be initiated to achieve the desired results. In
order to rewrite the rules of global financial system, some important guiding principles are outlined
here.

First, it needs to be reiterated that finance is a means to an end, not an end in itself. The finan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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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or exists to serve the real economy, not the other way around. The new global financial system
should channel resources into productive activities and promote inclusive development. It should
also contribute in greening the world economy.

Second, policy makers should recognize that international financial stability is an important

global public good. Financial stability at both micro and macro levels should be vigorously pursued
even though it may not be an explicit responsibility of central banks and regulatory bodies.

Apart from ensuring sound individual institutions, regulators should also protect and strengthen

systemic stability through macro-prudential regulation and oversight. By focusing on systemic risks,
macro-prudential response can help in preventing a financial crisis.

Third, the crisis has proved that macroeconomic stability, by itself, cannot guarantee financial

stability. Financial instability could develop even during a period when there is macroeconomic and
price stability.

Fourth, financial innovation has drastically transformed the financial system in the last two

decades but regulatory response has lagged behind it. Many large financial institutions operate at a

global level but are regulated nationally. The growing complexity and interconnectedness of
financial markets (for instance, close relationships between banks and hedge funds) need to be
properly understood to detect systemic risks.

What is required is a new perspective to look at global financial markets where lightly-regulated

entities such as hedge funds, private equity funds and non-banking financial institutions have
become powerful in recent years. Within the commercial banking system, off-balance sheet

instruments and shadow banking system emerged without any regulatory oversight. The main
sources of global financial crisis were those institutions and instruments which were either lightly
regulated and/or lightly supervised.

Therefore, an important lesson of the present crisis is that the regulation framework will need to

keep pace with the rapidly changing global financial system.

Although the current emphasis is on regulation, better supervision of financial system is equally

important. A regulation is only as good as the quality of its implementation. During the crisis, many
problems erupted due to poor implementation of existing regulations. The regulation and
supervision should extend to systemically important markets, institutions and instr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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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the same time, it is also important that issues pertaining regulatory capture and “culture

capture”1) are addressed otherwise regulators and supervisors may keep on serving narrow vested

interests of bankers and financiers.

In the developed countries, large, complex and internationally active financial institutions which

are considered “too big to fail” and “too systemic to fail” should receive closer regulatory oversight, if
breaking them into smaller entities is not politically feasible.

Many internationally active banks played a key role in the rapid transmission of financial shocks

across the world. Their funding and liquidity management practices need to be reviewed. The
internationally active banks involved in “originate-to-distribute” model need to be brought under
strict supervision. In order to avoid regulatory arbitrage, there is a greater need for coordination
among agencies both within and across borders.

Further, problems associated with market manipulations such as insider trading, short selling and

program trading require better understanding by the national regulatory authorities. Market

practices such as dark pools, flash trading and naked short-selling which undermine efficiency and
stability should be curbed.

The “flash crash” on May 6, 2010 (when the Dow Jones Industrial Average lost almost 1000 points

within minutes) has shown how a single big trader can wreak havoc in the entire market. To curb

excessive volatility in stock markets, regulatory agencies could impose strict measures including

margins, price-bands and circuit breakers. Strict penalties should be imposed by supervisors if
market players fail to comply with regulations.

Fifth, the strategic role of governments and coordination among them to regulate the global

financial markets cannot be overstated. Pre-crisis, it was strongly argued that market should be
allowed to control itself through self-discipline instead of direct regulatory intervention.

The current crisis has demonstrated that markets have miserably failed to control their own

functioning, while the cost of market failure has been borne by society. Countries that were

following market-led financial system were, in fact, pushed to the brink by the very same market
forces.

1) Simon Johnson,“The Consensus On Big Banks Shifts, But Not At Treasury,” The Baseline Scenario, May 30, 2010
(http://baselinescenario.com/2010/05/30/the-consensus-on-big-banks-shifts-but-not-at-treasury/).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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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xth, new approaches are needed to prevent the accumulation of large and unsustainable

macroeconomic imbalances that lead to crises. Both surplus and deficit countries will have to

undertake necessary adjustments in a coordinated manner. Global imbalances are largely the result

of poor international coordination of macroeconomic policies. What is needed is an international
coordination based on mutual adjustments rather than “beggar-thy-neighbor” policies currently
pursued by several G20 economies.

Given the fundamental flaws of current global reserve system based on US dollar, China and UN

agencies have proposed several alternative measures (including a new reserve currency to replace
US dollar) to reform the global reserve system.

Seventh, the global crisis has vividly shown excessive procyclicality in the banking system. It has

become evident that the Basel II Accord and international accounting rules encourage a pro-cyclical

behavior. The financial regulation should rather promote the principle of counter-cyclicality which is
good for individual banks as well as financial system as a whole.

The counter-cyclical policies curb excessive lending and risk taking during the boom periods and

stimulate the economy through increased bank lending during the bust periods. Capital adequacy

rules need to be revised to make sure that banks increase regulatory capital in good times so that
they can absorb losses and continue lending in bad times. Building capital buffers during boom
periods is vital to face unexpected instability.

Eight, a reformed financial system should be capable enough to provide adequate space and

strength to individual countries to decide appropriate domestic economic policies as well as the level
of their participation in the designing and implementation of a new architecture.

Ninth, Although the choice of regulatory model (single or multiple regulators, principle-based or

rules-based regulations) will vary from country to country due to specific circumstances but the
financial crisis has shown that no model can remain immune to financial instability.

It is evident that the risk management tools used by private banks and players were inadequate to

assess risks in the financial markets. Many of the econometric models used by central banks also
failed to anticipate the risks posed by banks and other players in the financial system.

Tenth, a boom and bust pattern of capital flows can undermine both macroeconomic and financial

stability in the developing countries. Therefore, financial liberalization policies require serious
reex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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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is a paradox between the gains of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in theory and in practice.

The arguments supportive of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are highly overstated and backed by very

little evidence. On the contrary, evidence shows that the benefits of free capital movements are
much fewer in comparison with huge economic and social costs.

Conventional theory suggests that if there are no restrictions on capital mobility, capital should

flow from the developed countries with abundant capital (e.g, US) to the poor and developing
countries where capital is scarce (e.g., China). But the world is witnessing exactly the opposite. Since
2000, the developing world has become an exporter of capital to the developed world.

Thinking Beyond the Box
The global financial crisis has seriously challenged the intellectual underpinnings on which the

regulatory norms for markets, institutions and instruments were developed over the years. It has
questioned the mainstream theoretical framework that the market-based allocation of capital is the
best mechanism.

Until the crisis, constraints on markets players and instruments were viewed as inimical to

financial innovation and efficiency of financial markets. Any intervention by regulatory agencies was
strongly desisted on the grounds that markets should be left to regulate themselves and regulatory
measures bring inefficiencies.

For almost three decades, the viewpoint that capital controls are inherently inefficient and

distortionary held sway in global policymaking. After the collapse of Bretton Woods system, free

flow of capital across borders became an important pillar of dominant economic thinking among
Western nations, IFIs and mainstream academia.

In particular, the IMF became a vocal supporter of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According to

Stanley Fischer, former Deputy Managing Director of the IMF, “Free capital movements facilitate a
more efficient global allocation of saving and help channel resources into their most productive uses,
thus increasing economic growth and welfare.”2)

2) Stanley Fischer,“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and the Role of the IMF,”in Should the IMF Pursue Capital-Account
Convertibility?, Essays in International Finance, No. 207, International Finance Section, Department of Economics,
Princeton University, May 1998, p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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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moval of capital controls became a key policy initiative under structural adjustment

programs supported by the IFIs as well as bilateral trade and investment agreements. In July 2007,

the former IMF Managing Director, Rodrigo de Rato, had asserted that capital controls were
“rapidly becoming ineffective.”

Before the onset of the global crisis, many critical voices had warned about the impending housing

mortgage crisis in the US and its fallout on the financial sector but such views were largely ignored

by the policymakers, IFIs, think-tanks and financial media. As late as April 2006, IMF°Øs flagship

publication,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stated that “the dispersion of credit risk by banks to a

diverse and broad set of investors... has helped make the banking and financial system more
resilient.”3)

Post-crisis, however, the dogmatic faith in market fundamentalism has been discredited. The pre-

crisis model based on deregulation, open financial markets, free flow of capital across borders and
light-touch regulatory framework has lost its appeal and legitimacy.

Of late, there is an unprecedented level of rethinking at several important institutions which

pursued an orthodox policy making approach for many decades. This is best reflected in the case of
IMF which published two important papers in early 2010 reassessing the macroeconomic and

financial policy framework in the wake of financial crisis. Both papers challenge the conventional
wisdom and IMF’s prescriptions for low inflation rates and unbridled flow of capital across borders.
The papers argue that higher inflation and controls on capital flows can help countries to protect
themselves from financial shocks.

The first paper titled, “Rethinking Macroeconomic Policy” co-authored by its chief economist

Olivier Blanchard, questions a number of orthodoxies related to inflation targeting. The second
paper, “Capital Inflows: The Role of Controls,” even argues that “capital controls are a legitimate
part of the toolkit to manage capital inflows in certain circumstances.”

It remains to be seen how far IMF will actually change its policy prescriptions on such key issues

such as inflation targeting and capital controls. The decision-making processes at the IMF are
nowhere de-linked from ideologically driven agenda and the power of special interests. It is unlikely

3) SIMF,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Market Developments and Issues, April 2006, p.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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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the IMF will quickly drop its reigning doctrines. Nevertheless, the ideas presented in these

papers reflect a departure from IMF’s long-established orthodoxies and could open up space for
more nuanced policy thinking.

Since no framework is perfect, policymakers should be more open to a diversity of policy

approaches to maintain financial stability, rather than “one-size-fits-all” approach.

Many issues raised by the crisis could be better addressed if there is a space for heterogeneity in

thinking and policymaking. The unorthodox policy measures such as capital controls should no
longer be considered taboo in official policy circles.

The Need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Historically, regulation of financial system has been residing in the domestic domain. Due to rapid

financial liberalization and globalization since the 1980s, it is beyond the capacity of a single country

or institution to address the problems emerging from financial instability and systemic risk.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are essential in dealing with systemic crises posed by
internationally active banks and financial institutions.

Although the enforcement of financial regulation remains within the jurisdiction of national

authorities, well-coordinated regional and international arrangements with specific norms,
procedures and institutional responsibilities could be worked out. For instance, recent international
efforts to combat money laundering have led to its significant curtailment, if not elimination.

In the present times, there is no “quick fix” solution to resolve the myriad problems plaguing

global finance. A combination of measures is required at both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to

reform the present financial system. If there is a strong political will, a common international
framework could be evolved which national regulatory agencies can implement according to their
specific circumstances.

Post-crisis, the real challenge is to create a new international institutional structure which can

address issues emanating from interconnectedness of financial markets and regulatory arbitrage.

The proposal for creating a global regulatory institution which can oversee the entire financial

system in totality is not new but has picked up momentum in the wake of global crisis. The need for

a global financial regulator is more feasible now than ever before. Such an institution can identify
systemic risks posed by interconnectedness among different institutions in the global finan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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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and can work with national regulatory agencies to overcome such risks. It can also effectively
check the rampant regulatory arbitrage.

Given the fact that many countries may resist conceding sovereignty to international institutions,

it is likely that the idea of a global financial regulator may not see the light of day. The prospects of
existing international institutions such as BIS and IMF playing the role of a global financial
regulator lack credibility given the poor representation of developing countries in their decisionmaking structures and processes.

In comparison, regional cooperation mechanisms could be more appropriate, efficient and quick

in controlling the contagion effects of a financial crisis. The regional institutions can quickly provide
financial assistance to a country facing a crisis.

In the aftermath of the Southeast Asian financial crisis, the Chiang Mai Initiative (CMI) was taken

up to establish a bilateral currency swap facility. Subsequently the size of swap facility was enlarged.

In 2009, the network consisted of 16 bilateral arrangements among the ASEAN Plus Three countries
worth $90 billion.

The potential of CMI expanding into a comprehensive facility is enormous as its participating

countries held more than $4 trillion of forex reserves in 2009. Such regional financing
arrangements not only could provide quick access to funds in times of a financial turmoil but could
also serve as building blocks for a much larger and effective global financial safety net.

Similar financing and regulatory initiatives could be initiated in other regions. The de Larosiere

Report (2009) has proposed a pan-European regulator called the European System of Financial
Supervision, which could enforce common standards among European regulators.

While supporting the need for new international and regional institutional mechanisms, several

important questions related to their accountability? who calls the shots, what is the modus operandi
of decision making and who ultimately benefits from such decisions a- cannot be overlooked.

Even in the absence of new institutional arrangements, there is a need for effective bilateral

cooperation between home and host country agencies, particularly to supervise financial
conglomerates which operate globally. As witnessed in the ECA region during the financial crisis, the

cross-border information sharing was squarely missing among the supervisory bodies of home and
host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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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ortance of Capital Controls
There is a growing realization in international policy circles that due to limited effectiveness of

other measures (such as higher forex reserves), capital controls could protect and insulate the

domestic economy from volatile capital flows and other negative external developments. Capital
controls could also provide host countries greater leeway to conduct an independent monetary
policy.4)

Contrary to popular belief, both the developed and the developing countries have extensively used

a variety of capital controls to restrict and regulate the cross border movement of money, credit,
capital goods, direct investment, portfolio investment and other financial instruments. Although the

types of capital controls and their implementation varied from country to country, it would be
difficult to find any country in the world that had not used these at some point or the other.

The significant decline in the use of capital controls (in both the developed and the developing

countries) corresponded with the ascent of neo-liberal ideology in the late 1970s.

There is a paradox between the use of capital controls in theory and in practice. Although

mainstream theory suggests that controls are distortionary, ineffective and rent seeking, several
successful economies have used them in the past.5) China and India, two major Asian economies and

“success stories” of economic globalization, still use capital controls today.

Capital controls were regarded as part of a solution to the global financial chaos in the 1920s and

1930s. Capital controls were widely used in the inter-war years and immediately after World War II.
Given the fact that reconstructing economies and resuming foreign trade was the primary concern,
most of the controls in the immediate post war period were associated with foreign trade. At that
time, the basic link between capital controls and international trade was well acknowledged and the
idea of cross border movement of capital through markets was almost inconceivable.

During the post-war period, even the mainstream wisdom favored the imposition of capital

controls. John M Keynes strongly advocated the use of capital controls to protect economies from

4) Kavaljit Singh,“Capital Controls, State Intervention and Public Action in the Era of Financial Globalization”
, PIRG
Occasional Paper 4, PIRG, New Delhi, January 1999.
5) Jessica Nembhard Jessica, Capital Controls, Financial Regulation, and Industrial Policy in South Korea and Brazil,
Praeger, 1996,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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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gative external economic and political disturbances. The experience of the Great Depression led
Keynes to argue, “above all, let finance be primarily national.” He recommended that the use of
capital controls be part of international economic agreements.

Capital controls can be quantity-based, price-based or regulatory.6) Quantity-based controls

involve explicit limits or prohibitions on capital account transactions. Such quantity-based measures

on inflows may include a ban on investment in money market instruments, limits on short-term
borrowing, restrictions on certain types of securities that can be owned, etc. On outflows, quantitybased controls can take the form of an explicit moratorium. For instance, Malaysia had imposed
quantity-based controls in September 1998.

Price-based controls seek to alter the cost of capital transaction with a view to discouraging a

certain class of flows and encouraging another set of flows. Price-based controls on inflows can take

the form of a tax on stock market purchases, certain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etc. Price-based
controls on outflows can typically take the form of an exit tax.

Regulatory controls can be both price-based and quantity-based and such a policy package usually

treats transactions with non-residents less favorably than with residents. An unremunerated reserve
requirement is an example of regulatory controls on inflows.

The type of capital controls will differ from one country to another, depending on the nature and

composition of financial flows and the institution through which capital flows take place.

In the present uncertain times, imposition of capital controls becomes imperative since the

regulatory mechanisms to deal with capital flows are national whereas the financial markets operate
on a global scale.7)

While favoring the use of capital controls, one is not arguing that we should go back to the Bretton

Woods system. Instead, we should learn lessons from the Bretton Woods system and try to emulate

the positive features of the system while formulating policies and programs to regulate global capital
flows.

It would also be incorrect to view capital controls as a panacea to all the ills plaguing the present-

6) For a detailed analysis of capital controls, see Kavaljit Singh, Taming Global Financial Flows: Challenges and
Alternatives in the Era of Financial Globalization, Zed Books, 2000.
7) For details, see Kavaljit Singh, The Globalization of Finance: A Citizen’
s Guide, Zed Books,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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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global financial system. It needs to be underscored that capital controls must be an integral part

of regulatory and supervisory measures to maintain financial and macroeconomic stability. Any
wisdom that considers capital controls as short-term and isolated measures is unlikely to succeed in
the long run.

Post-crisis, capital controls are back in fashion. Even the IMF is endorsing the use of capital

controls, albeit temporarily and subject to exceptional circumstances. A paper prepared by the
Strategy, Policy, and Review Department of the IMF stated “In certain cases countries may consider

price-based capital controls and prudential measures to cope with capital inflows.”8) This is a
significant development given the IMF’s strong opposition to capital controls in the past.

Some Key Policy Recommendations
Some key policy measures are briefly outlined below which can serve as a starting point for further

debate and discussion.

Curb Excessive Leverage
The financial crisis has revealed the huge economic and social costs of excessive leverage in the

financial system. The crisis has highlighted the systemic risks associated with increased use of

procyclical leverage by investment banks, hedge funds and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The problem
got further aggravated because many institutions responsible for excessive leverage in the financial
system were outside the scope of supervisors.

As a first step, such institutions should be brought under the purview of supervisory authorities.

As suggested by many observers, there are plenty of tools available which can limit overall leverage
in banks and financial institutions, particularly during the boom periods.

Regulate Highly Leveraged Institutions
Much before the onset of global financial crisis, Germany had raised the issue of regulating hedge

funds, private equity funds and other highly leveraged institutions (HLIs) at the G7 and other policy

8) IMF,“How Did Emerging Markets Cope in the Crisis?,”IMF Policy Paper, 15 June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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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ums. Post-crisis, there is a renewed demand for both direct and indirect regulation of hedge
funds and other HLIs.

The direct regulations will help in preventing market failures arising out of excessive risks by

hedge funds. In this regard, several regulatory measures such as licensing requirements; public

disclosures related to investments, leverage and derivative positions; capital requirements and

limits on leverage are under discussion. There is a growing consensus that the HLIs should be
subject to higher capital requirements.

In addition, a significant restructuring of banks’ disclosure and credit assessment practices in

relation to the HLIs is necessary. As discussed in Chapter 4, hedge funds nowadays rely on
investment banks for funding and other services as part of prime brokerage relationship. Due to
heavy market concentration and interconnectedness among top prime brokers, contagion could

quickly spread to the entire system if a big hedge fund goes bust. Therefore prime brokers and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should be asked to disclose publicly their exposure to the HLIs, financial
derivatives and other off-balance sheet items. Specific limits on leverage should be imposed on HLIs

for seeking direct funding from prime brokers and financial institutions. Similar norms should also
be applicable for private equity funds and other alternative investment funds.

Under a draft legislation called the Alternative Investment Fund Managers Directive, the EU has

proposed new rules on hedge funds and private equity firms to address the issue of transparency
and investor protection for those investing in such funds in Europe.

Rethink Financial Innovation
The global crisis calls for a reassessment of the role and benefits of certain financial innovations

taken place in the last two decades. From Bankers Trust to Enron, financial innovations have been
the prime factors in perpetuating the collapse.

Securitization was supposed to disperse credit risk to those who were better able to bear it. But the

financial crisis has vividly shown that securitization led to the concentration of risk with the
financial intermediaries, rather than dispersal to outside investors.

Not all financial innovations are necessarily bad or good. In the retail banking segment, one of the

most popular and useful financial innovations are the automated teller machines (ATMs). Several
efforts are underway in many poor and developing countries to promote financial inclusion th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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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se of biometrics cards and mobile banking. Without doubt, such financial innovations have
economic and social benefits.

On the other hand, certain financial innovations have little or no social value because they are

aimed at facilitating regulatory and tax arbitrage. The crisis has demonstrated that financial

innovations in trading and wholesale banking segments in the form of derivatives products and
securitization can bring huge economic and social costs. While the benefits of such financial

innovations are usually cornered by a handful traders, financiers and quants. Therefore,

unproductive financial innovations with no tangible economic or social benefits deserve outright
ban.

In those instances where the beneficial linkages between financial innovation and real economy

are well established, it should be allowed with appropriate safeguards to check potential abuse.

Regulate Financial Derivatives
Although financial derivatives are supposed to help reduce risk, in reality, they have become one

of the biggest sources of volatility and instability in the global financial markets. Much of growth in

OTC credit derivatives happened due to lack of transparency and regulation. In the US, because of

fragmentary regulatory structure, no regulator had the clear authority to regulate financial
derivatives.

Post-crisis, several proposals have been made to reduce systemic risk associated with financial

derivatives. The proposals range from more information disclosure and transparency to minimum
capital requirements for all derivatives dealers and minimum collateral requirements for all
derivatives transactions.9)

Reforms are needed to bring OTC derivatives onto the exchanges and off-balance sheet items onto

the balance sheets. Efforts have been made in the US and Europe to set up central counterparties
(CCPs) for CDS contracts in order to increase transparency and improve counterparty risk

management. These policy measures are indeed welcome but still fall short of curbing the misuse of
financial derivatives for purely speculative purposes.

9) See Stephany Griffith-Jones,“How to Create Better Financial Regulation and Institutions,”FES Briefing Paper 2, March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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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the proposed system, a central counterparty will act as an intermediary between two

entities involved in a financial transaction. In case of a counterparty default, the impacts will be

absorbed by CCP. The trading entities will post collaterals with the CCP and would be subject to
daily margin calls. Despite such new features, the prices will still be negotiated over the counter.

Since large dealer banks dominate the derivatives trading, any default by a major dealer could

trigger a collapse of a CCP, thereby inducing systemic risk. Moreover, OTC market will continue to
thrive unless strict penalties in the form of higher capital and liquidity requirements are imposed for
contracts not centrally cleared.

There are compelling reasons to outlaw “naked credit default swaps” where an investor holds

insurance against the default of a particular bond without holding the underlying debt.

Better Disclosure Standards
The crisis has exposed the information gaps about the levels and concentrations of risk exposure

of big financial institutions which were holding housing mortgages and related financial

instruments. In the absence of information, large complex financial institutions could not monitor
risk concentrations across products and borders.

There is a need for better disclosure norms which should cover both on- and off-balance-sheet

items. All financial information (such as price, transaction value, counterparty, etc.) related to OTC
derivatives should be made available so as to reduce systemic risk.

A greater market transparency can help regulators to assess and detect risks within the financial

system.

Tax Financial Transactions
Professor James Tobin in his Janeway Lectures at Princeton first proposed a tax on global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in 1972, it came to be popularly known as Tobin tax.

In the subsequent years, James Tobin had modified and further elaborated his earlier proposal.

Realizing the need for “throw(ing) some sand in the wheels” of global financial markets, he

advocated the tax as a mechanism for discouraging speculation in short-term foreign exchange
deal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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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es Tobin proposed a 0.25 percent tax on currency transactions in order to control volatility in

the global currency markets and to preserve some autonomy in national monetary policies.

Essentially a Keynesian proposition, the underlying logic of a Tobin tax is to slow down speculative,

short-term capital flows, as they will be taxed each time they cross the border. The support for Tobin
tax gained urgency and popularity in the wake of Mexican and Southeast Asian financial crises. In
response, a number of civil society groups also launched campaigns urging for a Tobin tax.

The taxes on financial transactions have a long history. Taxes on various kinds of financial

transactions have been imposed in several countries including the US, Germany and the UK. Since

the mid-1970s, Argentina, Brazil and Venezuela have imposed taxes on bank transactions. Taxes on
securities trading are still prevalent in India, Brazil, China and Indonesia. The objectives for a FTT
are essentially two-fold: to raise revenue; and reduce speculation and volatility in the financial
markets.

The global financial crisis has renewed interest in the idea of taxing global financial transactions.

There is a considerable support to FTTs among several G20 member-countries . Germany and
France have endorsed a global tax on all cross-border financial transactions.

Initially the IMF was reluctant to back such a tax but due to growing popularity and political

support, the IMF has proposed two new taxes (financial stability contribution and financial activity

tax) on the banks to cope with future crises. The financial stability contribution is a flat tax applied

on all banks to generate a self insurance fund equivalent to 4.5 percent of each country’s GDP. The
financial activity tax will be charged on the profits and remunerations of banks.

Some developed countries have proposed or established levies to deal with cost of future crises. In

January 2010, the US has proposed a Financial Crisis Responsibility Fee on banks and financial

institutions to recoup the taxpayer’s money involved in bank bailouts. The UK and France have also
imposed a levy on bonus payments. Some economists have also proposed a Pigovian tax (named
after economist Arthur Pigou) to address negative externalities generated by global finance.

A Reformed IMF
Although the IMF had lost its raison d’ etre with the collapse of Bretton Woods system in the early

1970s, not only has it managed to reinvent itself but, more importantly, it has also assumed the 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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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an international lender of the last resort. Over the years, the IMF has moved away from its
original mandate of providing short-term stabilization loans to countries facing balance of payments

problems. Particularly, since the 1980s, the IMF has moved into medium-term adjustment
programs advocating structural reforms such as privatization and financial liberalization.

At present, the proposal to reform the IMF has a far higher degree of international support than

any other proposal. Several steps could be undertaken to reform the IMF. For instance, the IMF
should be made to stick to its original mandate and competence. As countries often need liquidity to

tide over external imbalances, the IMF can continue to provide short-term stabilization lending. It
must stop prescribing medium- and long-term structural adjustment reforms. Further, the IMF
should not pursue amendments in its Article of Agreement to include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The IMF lacks legitimacy because of its orthodox policy prescriptions and poor governance

structures. For IMF to play a central role in international financial affairs, it is important that its
“money-for-influence” structures of representation and governance are drastically reformed. The

poor and developing countries should have greater voice and representation in IMF’s decision-

making structures and processes. In October 2009, the G20 asked the IMF to undertake a review of
its mandate. The G20 leaders also supported a shift of at least 5 percent in quota share towards

dynamic emerging markets and developing countries which are currently underrepresented at the
IMF. But much more fundamental reforms both in its policy outlook and governance are need for
IMF to claim legitimacy and credibility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tructural reforms are also needed in the management and governance of the World Bank. In

April 2010, the World Bank endorsed a 3.13 percentage point increase in the voting power of

developing and transition countries at IBRD. The increase in voting power has mainly benefited the
big and most dynamic emerging markets such as China, Brazil and India.

Strictly Regulate Rating Agencies
The crisis has questioned the ethics and conduct of credit rating agencies. However, this is not the

first time that the conduct of credit ratings has come under criticism. During the Southeast Asian

financial crisis of 1997, international rating agencies overreacted by downgrading the affected
economies to junk status.

These agencies should be brought under a regulatory oversight regime given the key role played by

them in securitization and other financial matters. Their transparency, rating methodologi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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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ance standards need to be improved. Strict rules should be devised to prevent the conflicts of
interest in their functioning.

Given the fact that many rating agencies have global outreach, there should be closer cooperation

among national authorities overseeing these agencies.

The EU has proposed new rules requiring ratings agencies to register and undergo direct

supervision if they want to issue ratings in its member-countries. These should be followed up by
other measures including breaking up the big three oligopoly in the ratings industry. Efforts should
be made to reduce reliance on opinions issued by rating agencies.

Curb Dubious Activities of Offshore Financial Centers
Post 9/11,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started paying attention to the world of offshore

financial centers (OFCs) as they provide legitimate space for unregulated financial players such as
trust companies, shell companies, hedge funds and brokerage houses.

Because of lax regulations, OFCs have been used not only to launder the proceeds of drug

trafficking and other crimes but also aid and abet certain kinds of financial crime. Some recent
international initiatives have led to sharing of information and internal regulation by offshore
authorities.

Regulate Bankers’ Compensation
Compensation practices of big banks and large financial institutions have come under public

criticism in the developed world. No one can deny that the performance-based remuneration
induced risky behavior in the bankers and traders.

Since a large portion of banker’s compensation is usually linked with short-term profits which

encourage them to take greater risk taking, it is important that that compensation should be
consistent with the business performance of the bank rather than short-term trading profits.

Besides, the inherent market incentive structures that promoted unhealthy compensation practices
in the financial industry need to be cur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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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발표 1

세계금융시스템개혁:
대안을찾는다

카발짓 싱
뉴델리 공익연구센터장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기존의 글로벌 금융시스템(또는“비(非)시스템”
)이 대대적, 종합적인 개혁
을 요한다는 사실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사실 글로벌 금융시스템 개혁의 필요성은 외채 위기가 극에 달했던 80년
대 이전에 대두되었다. 이후 다수 회의에서 국제 금융시스템의 개혁을 지지하는 다수의 정책 틀 및 조치들이 제안되었다.
동남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새로운 국제 금융구조”
를 구축하기 위한 글로벌 정책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다수의 진보주의
경제학자, 시민사회단체, 정치단체 등도 규정에 기반한 보다 투명하고 안정적인 글로벌 금융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조
치를 제안해 왔다.
당시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의 기조가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므로 G7 국가, IFI, 민간 부문
로비단체들은 금융시장과 국제적 자본 흐름에 대한 모든 제한을 공공연히 거부했다. 또한“새로운 국제 금융구조”구축 계
획은 빠른 경기회복세와 일종의 자가보험 격의 아시아 국가들의 외환 보유고 확대로 인해 모멘텀을 잃게 되었다.
금융위기는 글로벌 금융체계 개혁의 필요성에 새로운 자극이 되었다. 위기로 인해 금융시장이 근본적으로 불안정하며,
시장 실패가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야기한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전세계적으로 금융 또는 무역 부문을 통해
위기의 악영향을 받지 않은 국가는 단 하나도 없었다.
금융위기로 인해 학계 분위기가 순수 시장 기반 기조에서 규제가 보다 강화된 금융시스템으로 옮겨가고 있다. 또한 대형
은행 및 금융기관의 협상력이 금융위기 이후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변화는 글로벌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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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시스템 개혁 의제를 확대할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공식적, 비공식적 기관 차원에서 글로벌 금융시스템 개선을 위한 다양한 국제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G20, FSB,
BCBS에서는 다수의 정책 제안이 논의되고 있다. 일부 정책 제안은 기존 시스템의 문제점을 시정(시장 투명성 및 자기자본
기준 강화 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반면, 일부는 금융시스템 전체를 근본적으로 재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대체적으로 안
정적인 국제 금융시스템이 빈번한 금융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낮출 것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주목을 끈 금융시스템 개혁 관련 보고로는 UN 보고서(UN Report, 2009, 의장 조셉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 터
너 리뷰(Turner Review, 2009), 제네바 세계경제 보고서(Geneva Report on World Economy, 2009), 라로시에 보고(de
Larosiere Report, 2009), G30 보고(Group of Thirty Report, 2009, 의장 폴 볼커(Paul Volcker)) 등이 있다.
본서에서는 각 보고서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기의 모든 보고서는 기존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근
본적 불안정성을 인식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시스템 개혁이 바람직하다는 점에는 모든 보고서에서 대체적으로 의견을 같이
했으나, 개혁의 성격과 내용, 실제적 이행에 관한 입장은 각 보고서에서 상이하게 나타났다. 어쨌든 글로벌 금융시스템 개
혁은 쉽지 않은 과제이며, 이는 개혁의 걸림돌이 학술적, 행정적인 것이 아니라 주로 정치적인 것임에 기인한다.

금융시스템 개혁 원칙
기존 국제 금융시스템 개혁 시도는 일련의 원칙을 전제로 하며, 해당 원칙은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행할 복수
의 구체적 단계를 뒷받침한다. 글로벌 금융시스템 규정을 재정의하기 위한 일부 주요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은 그 자체로 완성되는 것이 아닌 어떠한 목적을 위한 수단임을 다시 강조할 필요가 있다. 금융부문은 실물경
제를 위해 존재한다. 새로운 글로벌 금융시스템은 생산적 활동에 자원을 보내야 하며, 포용적 발전(inclusive
development)를 촉진해야 한다. 또한 세계경제의 녹색성장에도 기여해야 한다.
둘째, 정책결정자들은 국제적 금융 안정성이 중요한 글로벌 공익임을 인식해야 한다. 거시적 및 미시적 수준에서의 금융
안정성이 중앙은행 및 규제당국의 책임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해도 이를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다.
개별적 기관의 건전성 확보와는 별개로 규제당국은 거시건전성 규제 및 감독을 통해 시스템 안정성을 보호 및 강화해야
한다. 시스템 리스크에 초점을 둔 거시건전성 대응은 금융위기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금융위기는 거시경제적 안전성만으로 금융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거시경제적 안정성과
가격 안정성이 확보되는 동안에도 금융 불안정성이 확대될 수 있다.
넷째, 금융 혁신은 지난 20년간 금융시스템을 크게 변화시켰으나, 규제적 대응은 이를 따라잡지 못했다. 다수의 금융기
관은 글로벌 수준에서 운영되지만 국가적 수준의 규제를 받는다. 금융시장의 복잡성과 연계성 확대(예: 은행과 헤지펀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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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밀한 관계를 적절히 이해해야 시스템 리스크를 파악할 수 있다.
현재 필요한 것은 헤지펀드, 사모펀드, 비은행 금융기관과 같이 규제를 덜 받는 주체들이 힘을 얻게 된 글로벌 금융시장
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다. 상업적 은행 시스템에서 규제 감독을 받지 않는 부외거래와 그림자 금융시스템이 부상했다. 글로
벌 금융위기의 주된 원인은 규제나 감독을 덜 받는 이와 같은 기관 및 시스템이었다.
따라서 현 금융위기를 통해 규제 틀이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시스템에 발맞추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현재 규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금융시스템의 감독 개선도 중요하다. 규제는 적절한 이행 없이는 효과를 발휘하
지 못한다. 금융위기 중 기존 규제의 부적절한 이행으로 인해 수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규제와 감독의 범위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시장, 기관, 상품으로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규제 포획(regulatory capture) 및 문화 포획(culture capture)1)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지 않
을 경우 규제당국과 감독당국은 은행과 금융업계의 한정된 기득권만을 보호하게 될 것이다.
선진국에서“쓰러지기에는 너무 규모가 크고 체계적인”것으로 간주되는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복잡한 대규모 금융기관
을 작은 실체들로 분할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해당 기관들에 더욱 엄격한 규제 감독을 적용해야 한다.
다수의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은행들은 전세계에 금융 충격을 빠르게 확산시켰다. 이들의 자금조달 및 유동성 관리 관행
을 검토해야 한다. OTD(originate-to-distribute) 모델에 관계된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은행은 엄격한 감독의 대상이 되어
야 한다. 규제 차익(regulatory arbitrage)을 방지하기 위한 당국 간 국내외적 협력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또한 국가 규제당국은 내부자거래, 공매도, 프로그램 매매 등의 시장조작 관련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 다크풀
(dark pool), 플래시 거래(flash trading), 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selling) 등 효율성과 안정성을 저해하는 시장 관행
은 금지되어야 한다.
2010년 5월 6일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Dow Jones Industrial Average)가 몇 분 내에 거의 1,000포인트 급락했던 주
식시장 폭락(flash crash) 사태는 어떻게 한 대규모 거래자가 시장 전체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주식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규제당국이 이익 및 가격 밴드제, 서킷 브레이커 등의 엄격한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시장 주체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감독당국은 이를 엄격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글로벌 금융시장 규제를 위한 각국 정부의 전략적 역할과 협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위기 이전에
는 규제적 직접 개입이 아닌 자기규제를 통한 시장의 자체 통제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1) Simon Johnson,“The Consensus On Big Banks Shifts, But Not At Treasury,” The Baseline Scenario, May 30, 2010
(http://baselinescenario.com/2010/05/30/the-consensus-on-big-banks-shifts-but-not-at-treasury/).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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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 금융위기는 시장이 자체 통제에 완전히 실패했으며, 사회가 시장 실패의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사
실을 입증했다. 시장 주도적 금융시스템을 운영했던 국가들은 자유 시장 방식에 의해 파탄 직전에 이르렀다.
여섯째, 위기를 야기한 지속 불가능한 대규모 거시경제적 불균형이 축적되는 것을 방지할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 흑
자국과 적자국 모두 필요한 조정을 합의된 방식으로 이행해야 할 것이다. 글로벌 불균형은 주로 거시경제 정책의 국제 공조
부재에 기인한다. 현재 다수의 G20 국가들이 취하는 근린궁핍화(beggar-thy-neighbor) 정책이 아닌 상호 조정에 기반한
국제 공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중국과 UN 기관들은 미국 달러에 기반한 현 글로벌 준비제도의 근본적 결점을 인식하고 다양한 글로벌 준비제도 개혁
을 위한 대안을 제안해 왔다.
일곱째, 글로벌 금융위기는 뱅킹 시스템의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이 과도한 수준임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바젤 II
협약(Basel II Accord)와 국제회계규정이 경기순응성을 촉진했음이 밝혀졌다. 금융규제는 개별 은행과 금융시스템 전체의
경기대응성(counter-cyclicality) 원칙을 촉진해야 할 것이다.
경기대응적 정책은 경기호황기에는 과도한 대출과 리스크 감수를 억제하고, 불황기에는 은행 대출 확대를 통해 경기를
부양한다. 자기자본 규정을 개정해 호황기 중 은행의 자본 요건을 강화해 은행이 불황기 중 손실을 흡수하고 계속해서 대출
을 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호황기 중 자기자본 구축은 예기치 않은 불안정성에 직면했을 때를 대비해 반드시 필요하다.
여덟째, 개혁된 금융시스템은 개별 국가가 적절한 국내 경제정책을 결정하고 새로운 금융 구조의 구축 및 이행에 대한
개입 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여지와 역량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아홉째, 각 국가는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규제 모델(단일 또는 복수 규제자, 원칙 기반 또는 규정 기반 규제)을 선정할 수
있으나, 금융위기를 통해 어떠한 모델도 금융 불안정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민간 은행 및 주체가 활용하는 리스크 관리 툴이 금융시장의 리스크를 평가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하다. 중
앙은행이 적용한 계량경제학적 모델 중 다수 모델도 금융시스템 내에서 은행과 기타 주체가 야기한 리스크를 예측하는 데
에 실패했다.
열째, 호황기 및 불황기의 자본 흐름 패턴은 개도국의 거시경제적 불안정성 및 금융 불안정성을 모두 저해할 수 있다. 따
라서 금융 자유화 정책을 면밀하게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자본계정 자유화의 이론상 이점과 실제적 이점 간에는 역설이 존재한다. 자본계정 자유화를 지지하는 주장은 매우 과장
되어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반면 자유로운 자본의 이동의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비용 대비
이의 이점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이론에 따르면 자본 이동에 제한이 없을 경우 상당한 자본을 보유한 선진국(예: 미국)에서 희소한 빈국 및 개도

118 2011 서울 민주주의 포럼 _ 총제적 위기 상황에서 삶의 질에 관한 글로벌 대화

국(예: 중국)으로 자본이 흘러가야 한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이에 정확히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2000년 이후 개도국
들은 선진국에 자본을 수출해 왔다.

다르게 생각하기
글로벌 금융위기는 시장, 기관, 상품을 위한 규제기준 수립의 이론적 기반을 심각하게 위협해 왔으며, 자본의 시장 기반
배분이 최상의 메커니즘이라는 주요 이론적 틀에 의문을 제기했다.
금융위기 전까지 시장 주체 및 상품에 적용되는 제한은 금융 혁신과 금융시장 효율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되
었다. 시장의 자체 규제 권한이 보장되어야 하고 규제조치가 비효율성을 초래한다고 해서 규제당국의 모든 개입이 중단되
었다.
약 30년간 자본 통제가 근본적으로 비효율적이며 시장의 왜곡을 초래한다는 관점이 전세계 정책수립을 지배했다. 브레
튼 우즈 체제(Bretton Woods System)가 몰락한 후 자유로운 국제 자본 흐름이 서구 국가, IFI, 주류 학계의 지배적 경제적
관점을 뒷받침했다.
특히 IMF는 자본계정 자유화를 공공연히 지지했다. 전 IMF 부총재 스탠리 피셔(Stanley Fisher)는“자유로운 자본 이동
은 자금의 보다 효율적인 글로벌 배분을 촉진하고 가장 생산적인 사용처로의 리소스 전달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성장 및 복
2)
고 언급한 바 있다.
지를 개선한다.”

자본 통제의 중단은 양자무역 및 투자 협정뿐 아니라 IFI가 지지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따른 핵심 정책 계획이 되었다.
2007년 7월 전 IMF 총재 로드리고 데 라토(Rodrigo de Rato)는 자본 통제가“빠르게 효과를 잃고 있다.”
고 주장했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시작되기 전에 다수의 비평가들이 미국의 모기지 위기가 임박했으며 이로 인해 금융부문이 타격을 입
을 것이라고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으나, 정책결정자, IFI, 싱크탱크, 금융 매체 등은 이와 같은 관점을 완전히 무시했다. 심지
어 2006년 3월 IMF는 대표적인 간행물인 글로벌 금융안전성 보고(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를 통해“은행의 신용
3)
고 기술했다.
리스크가 다양하고 포괄적인 투자자에게로 확산됨에 따라 은행 및 금융시스템의 회복력이 높아졌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시장 근본주의에 대한 독단적인 믿음이 힘을 잃었다. 규제 철폐, 개방적 금융시장, 자유로운 국제
자본 흐름, 축소된 규제 틀에 기반한 금융위기 이전 모델은 호소력과 정당성을 잃었다.

2) Stanley Fischer,“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and the Role of the IMF,”in Should the IMF Pursue Capital-Account
Convertibility?, Essays in International Finance, No. 207, International Finance Section, Department of Economics,
Princeton University, May 1998, pp. 2-3.
3) SIMF,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Market Developments and Issues, April 2006, p.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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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년간 전통적 정책결정 접근법을 추구했던 다수의 주요 기관들이 정책결정 접근법을 재고하는 사례가 최근 전례없
이 증가하고 있다. 2010년 초에 금융위기와 관련하여 거시경제 및 금융 정책 틀을 재평가하는 2개의 주요 보고서를 펴낸
IMF를 대표적 사례로 들 수 있다. 양 보고서는 낮은 물가인상률과 자유로운 국제적 자본 흐름을 위한 기존의 관점과 IMF
조치에 정면으로 도전했으며, 높은 물가인상률과 자본 흐름의 통제가 금융충격으로부터 각국을 보호해 줄 수 있다고 주장
했다.
수석 경제학자 올리비에 블랑샤르(Olivier Blanchard) 공저의 첫 번째 보고서“거시경제 정책을 다시 보다(Rethinking
Macroeconomic Policy)”
는 물가안정 목표제(inflation targeting)에 대한 다수의 통설에 의문을 제기했다. 두 번째 보고서
인“자본 유입: 통제의 역할(Capital Inflows: The Role of Controls)”
에서는 심지어“자본 통제는 특정 상황에서 자본 유
입을 관리하기 위한 정당한 수단에 속한다.”
는 주장이 제시되었다.
IMF가 물가안정 목표제와 자본 통제와 같은 핵심적 문제에 대한 정책 기조를 실제로 어디까지 바꿀 것인가는 좀더 두고
보아야 할 문제다. IMF의 정책결정 프로세스는 이데올로기적으로 도출된 의제와 특별 이익 집단의 권력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IMF가 지배적인 정책기조를 단기간 내에 포기할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상기 보고서에 기술된 관점은 IMF가 오랜
통설을 버리기 시작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더욱 섬세한 정책결정의 장이 펼쳐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완벽한 틀은 없으므로 정책결정자들은 획일적 접근법이 아닌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접근법에 보다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한다.
사고와 정책결정의 다양성이 허용된다면 금융위기로 인해 제기된 다수의 문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
다. 더 이상 공식 정책결정권자들이 자본 통제와 같은 비정통 정책조치를 터부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국제협력의 필요성
역사적으로 금융시스템의 규제는 국가 내부적 영역에 머물러 왔다. 80년대 이후 급속도로 금융 자유화와 글로벌화가 이
루어지면서 단일 국가나 기관이 금융 불안정성과 시스템 리스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갖는 것이 불가
능해졌다.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은행과 금융기관이 야기하는 시스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협력 및 공조가 필수
적이다.
금융규제 강화는 계속해서 국가 당국이 담당하는 사안이지만 이를 위해 특정 기준, 절차, 제도적 책임과 관련하여 잘 조
율된 지역적, 국제적 합의가 이행되어야 한다. 예컨대 돈세탁 근절을 위한 최근의 국제적 노력은 돈세탁을 완전히 근절하지
는 못했으나, 이의 상당한 억제로 이어졌다.
오늘날 글로벌 금융에 악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응급 해결책은 없다. 기존 금융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국제적 수준에서의 복합적 조치가 필요하다. 강력한 정치적 의지가 있다면 국가 규제당국이 상황에 맞게
이행할 수 있는 공통된 국제 틀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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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이후 진정한 난제는 금융시장과 규제 차익의 연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제 제도적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다.
금융시스템 전체를 감독할 수 있는 글로벌 규제기관을 설립하자는 제안이 처음으로 대두된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제
안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모멘텀을 얻게 되었다. 글로벌 금융 규제기관의 필요성은 현재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
이와 같은 기관은 글로벌 금융시스템 내의 기관 간 연계성으로 인한 시스템 리스크를 파악할 수 있으며, 해당 리스크를 극
복하기 위해 국가 규제당국과 협력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관은 또한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는 규제 차익을 효과적으로 견
제할 수 있다.
다수의 국가들이 주권을 국제기관에 내 주는 것을 꺼려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글로벌 금융 규제기관이 설립되는 것
은 실현 불가능한 생각일 수도 있다. BIS와 IMF와 같은 글로벌 금융 규제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존 국제기관의 관점은 의
사결정 구조 및 절차에 있어 개도국의 의견을 대표하지 못해 신뢰성을 잃었다.
금융위기의 파급 효과를 보다 적절하고 효율적이며 신속하게 통제하기 위해서는 지역협력 메커니즘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지역 기관은 위기에 직면한 국가에게 신속하게 금융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동남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CMI(Chiang Mai Initiative)는 양자 간 통화스왑제도를 도입했으며, 이후 해당 스왑제도를
확대했다. 2009년에 ASEAN+3 국가 간 16건의 양자협정이 네트워크를 구성했으며, 총 협정 규모는 900억 달러였다.
참여국의 외환 보유고가 2009년 기준으로 4조 달러를 상회함에 따라 CMI는 포괄적 제도로 확대될 수 있는 엄청난 잠재
력을 지녔다. 이와 같은 지역 금융협정은 금융위기 시 자금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해 줄 뿐 아니라 더 규모가 크고 효
과적인 글로벌 금융 안전망의 구성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다른 지역에서 유사한 자금조달 및 규제 계획이 출범할 수 있다. 라로시에 보고서(2009)는 유럽 금융감독 시스템
(European System of Financial Supervision)이라는 범유럽 규제기관의 수립을 제안했다. 해당 기관이 설립되면 유럽 규
제당국 간 공통된 기준 이행이 가능해진다.
새로운 국제적, 지역적 제도적 메커니즘의 필요성을 지지하는 한편 책임성, 즉 통제권 보유 주체, 의사결정 방식, 의사결
정의 궁극적 수혜자 등과 관련된 여러 중요한 의문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새로운 제도적 협약이 부재한 경우에도 효과적 양자협력은 필요하며, 특히 글로벌 운영되는 금융 대기업을 감독하기 위
해서는 양자협력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ECA 지역에서 볼 수 있었듯 금융위기 중 양자 감독당국 간 국제 정보공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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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통제의 중요성
다른 조치(예: 높은 외환 보유고)의 제한적인 효과로 인해 국제 의사결정권자들 간에‘자본 통제가 자본 흐름의 변동성과
기타 부정적인 외부적 변화로부터 국내경제를 보호하고 이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자본 통제
는 또한 현지국에게 독립적 통화정책을 시행할 더 큰 자유를 부여할 수 있다.4)
통설과는 달리 선진국과 개도국은 자금, 신용, 자본재, 직접투자, 포트폴리오 투자, 기타 금융상품의 국제 이동을 제한하
고 규제하기 위해 다양한 자본 통제를 광범위하게 활용해 왔다. 자본 통제의 유형과 이의 이행은 국가별로 다양하지만, 이
와 같은 조치를 활용하지 않은 국가를 찾기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자본 통제 활용의 상당한 억제(선진국 및 개도국 모두에서 나타남)는 70년대 후반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대두와 일치
한다.
이론상의 자본 통제 활용과 실제 자본 통제 활용 간에는 역설이 존재한다. 주류 이론이‘통제가 시장의 왜곡을 가져오고
비효율적이며 지대추구적 행위임’
을 시사함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거둔 다수의 경제에서 과거에 이를 활용한 바 있다.5) 아
시아의 강대국이자 경제 글로벌화의 성공 신화를 쓴 국가인 중국과 인도는 현재도 여전히 자본 통제를 활용한다.
자본 통제는 20년대와 30년대 글로벌 금융혼돈에 대한 해결책의 일환으로 간주되었다. 자본 통제는 1차대전과 2차대전
사이의 기간과 2차대전 직후 대대적으로 활용되었다. 2차대전 이후 시기에 통제의 대부분은 경제 구조조정과 무역 재개가
주요 현안임을 감안하여 전후 무역과 관련되어 있었다. 당시 자본 통제와 국제무역 간 기본적 연계성은 널리 인정되었으며,
자본의 국제 이동은 거의 상상도 할 수 없었다.
전후 주류 학계는 자본 통제의 시행을 지지했다. 존 M. 케인스(John M Keynes)는 부정적인 외부적 경제, 사회적 영향
으로부터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자본 통제를 활용할 것을 옹호했다. 케인스는 경제대공황의 경험에 기반하여“무엇보다도
금융은 일단 국가적이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그는 자본 통제의 활용을 국제경제협정의 일부분으로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자본 통제는 수량 또는 가격에 기반하거나 규제적일 수 있다.6) 수량 기반 통제는 자본계정 거래를 공공연히 제한하거나
금지한다. 이와 같은 자본 유입에 관한 수량 기반 조치는 금융시장 상품 투자 금지, 단기 차입 제한, 특정 유형의 소유 가능
증권 제한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자본 유출에 관한 수량 기반 통제는 명백한 모라토리엄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예컨대 말
레이시아는 1998년 9월에 수량 기반 통제를 시행했다.

4) Kavaljit Singh,“Capital Controls, State Intervention and Public Action in the Era of Financial Globalization”
, PIRG
Occasional Paper 4, PIRG, New Delhi, January 1999.
5) Jessica Nembhard Jessica, Capital Controls, Financial Regulation, and Industrial Policy in South Korea and Brazil,
Praeger, 1996, p. 21.
6) 자본 통제 관련 상세분석은 다음 문헌 참조. Kavaljit Singh, Taming Global Financial Flows: Challenges and Alternatives in the
Era of Financial Globalization, Zed Books,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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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기반 통제는 특정 계층의 흐름을 억제하고 다른 방식의 흐름을 장려하는 관점에서 자본거래 비용을 변경한다. 가격
기반 유입 통제는 증권시장 매입, 특정 외환거래 등에 부과되는 세금의 형태를 가질 수 있다. 가격 기반 유출 통제는 출국세
의 형태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
규제적 통제는 가격 기반 통제와 수량 기반 통제의 형태를 가질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정책 패키지는 보통 외국인에 의한
거래를 주민에 의한 거래에 비해 불리하게 취급한다. 무이자 사전 예치제도가 유입에 적용되는 규제적 통제의 예다.
자본 통제의 유형은 금융 흐름의 성격 및 구성, 자본 흐름이 발생하는 상품 등에 따라 국가별로 달라진다.
현재와 같은 불확실한 시대에 금융시장에 글로벌 자본 통제를 적용하는 것은 필수적 조치로 자리잡았다. 이는 자본 흐름
을 다루는 규제적 메커니즘이 국가적으로 운영되는 반면 금융시장은 글로벌 수준에서 운영되는 것에 기인한다.7)
자본 통제의 활용을 지지하더라도 브레튼 우즈 체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다. 대신 우리는 브레튼 우즈
체제로부터 교훈을 얻고 시스템의 긍정적 특성을 모방하는 한편 글로벌 자본 흐름을 규제할 정책 및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한편 자본 통제를 오늘날의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모든 해악을 해결할 만병통치약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며, 자본 통제
는 금융 및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할 규제 및 감독 조치의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자본 통제를 단
기적, 개별적 조치로 보는 이론은 장기적으로는 성공하기 힘들다.
금융위기 이후 자본 통제는 다시 힘을 얻게 되었다. 비록 일시적이고 예외적인 상황에 한해서이기는 하지만 IMF도 자본
통제의 활용을 지지하고 있다. IMF의 전략정책검토부(Strategy, Policy and Review Department)의 보고서에는“특정
8)
고 명시되어 있다. IMF가 과거 자
경우 각국은 가격 기반 자본 통제와 자본 유입에 대응할 신중한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

본 통제에 강력하게 반대해 왔음을 감안할 때 이는 상당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핵심 정책 제언
향후 논의를 촉발할 수 있는 일부 정책 조치는 다음과 같다.

과도한 차입금 의존의 억제
금융위기로 인해 금융시스템의 과도한 차입금 의존이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야기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금융

7) 상세정보는 다음 문헌 참조. Kavaljit Singh, The Globalization of Finance: A Citizen’
s Guide, Zed Books, 1998.
8) IMF,“How Did Emerging Markets Cope in the Crisis?,”IMF Policy Paper, 15 June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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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는 투자은행, 헤지펀드, 기타 금융기관에 의한 경기순응적 차입금 의존 증가와 관련한 시스템 리스크를 강조했다. 금융시
스템 상에서 과도한 차입금 의존을 야기한 다수의 기관들이 감독당국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가중되었다.
먼저 감독당국의 감독 권한 범위 내에 해당 기관들을 포함해야 한다. 다수의 관찰자들이 제안하듯 특히 호황기에 은행과
금융기관의 전반적 차입금 의존을 제한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가 존재한다.

차입금 과다 기관의 규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훨씬 전에 독일은 G7 및 기타 정책포럼에서 헤지펀드, 사모펀드, 기타 과다차입기관(HLI)
규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금융위기 이후 헤지펀드와 기타 HLI를 직간접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새롭게 대두되었다.
직접 규제는 시장이 헤지펀드의 과도한 리스크로부터 발생하는 시장 실패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면허 요건, 투자 관련 공시, 차입금 의존 및 파생상품 상태, 차입금 의존에 대한 제한 및 자본 요건 등의 다양한 규
제조치가 논의되고 있다. HLI에 더 고액의 자본 요건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
또한 HLI와 관련하여 은행의 정보공개 및 신용평가 관행을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4장에서 밝혔듯 오늘날의 헤지펀
드는 자금조달 및 기타 서비스를 위해 투자은행에 의존하며, 이는 프라임 브로커 관계의 일부분이다. 주요 프라임 브로커
간 시장 편중과 연계도가 높기 때문에 대형 헤지펀드가 파산할 경우 이의 여파는 빠르게 시스템 전체에 확산될 수 있다. 따
라서 프라임 브로커와 기타 금융기관은 HLI, 금융 파생상품, 기타 부외 항목에 대한 노출 수준을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
HLI가 프라임 브로커와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자금을 조달할 경우 차입금 의존에 대한 특정 제한이 적용되어야 한다. 사
모펀드와 기타 대안투자펀드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EU는 대안투자펀드관리자규정(Alternative Investment Fund Managers Directive)이라는 입법안을 통해 헤지펀드와
사모투자기업에 적용되는 새로운 규정을 제안해 유럽 내에서 해당 펀드에 투자하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투명성 문제를 해결
하고자 했다.

금융 혁신 재고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지난 20년간 이루어졌던 금융 혁신의 역할 및 이점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졌다. 뱅커스 트러스
트(Bankers Trust)에서 엔론(Enron)에 이르기까지 금융 혁신은 붕괴를 영구화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금융증권화는 신용 리스크를 감당할 역량이 더 큰 곳으로 리스크를 분산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금융위기는 증권화로 인
해 외부 투자자가 아닌 금융 중개자에게 리스크가 집중되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모든 금융 혁신이 나쁘기만 하거나, 좋기만 한 것은 아니다. 소매은행 부문에서 가장 인기있고 유용한 금융 혁신은 A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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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다수의 빈국 및 개도국에서 생체인식 카드와 모바일 뱅킹의 활용을 통해 금융소외계층 포용을 촉진하려는 다양한 노
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금융 혁신은 확실히 경제적, 사회적 편익을 가져온다.
반면 특정 금융 혁신은 규제 차익이나 조세 차익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사회적 가치를 전혀 또는 거의 갖지
못한다. 금융위기는 파생상품과 증권화의 형태로 거래 및 도매은행 부문에서 자행된 금융 혁신이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비
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반면 이와 같은 금융 혁신의 편익은 보통 소수의 거래자, 금융기관, 금융시장 분석
가에게 집중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가시적인 경제적, 사회적 편익이 없는 비생산적 금융 혁신은 전면 금지되어야 할 것
이다.
금융 혁신과 실물경제 간 편익 관계가 잘 구축된 경우에는 가능한 남용 사례를 억제하기 위해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파생금융상품 규제
금융파생상품이 리스크를 완화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로는 파생상품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주된 원인 중 하나다. OTC 신용파생상품의 성장은 투명성과 규제의 부재에 주로 기인한다. 미국에는 단편적 규
제구조로 인해 금융파생상품을 규제할 명확한 권한을 가진 규제당국이 없었다.
금융위기 이후 금융파생상품과 관련된 시스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다수의 제안이 있었다. 제안은 정보공개와 투명
성 확대에서 모든 파생상품 거래자에 대한 최소한의 자본 요건 적용, 모든 파생거래에 대한 최소한의 담보 요건 적용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9)
OTC 파생상품을 증시로, 부외 항목을 대차대조표로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개혁이 필요하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CDS 거
래를 위한 청산기관(CCP)을 설립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거래상대방 리스크 관리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이
와 같은 정책조치는 매우 환영할 만한 것이나, 여전히 순수한 투기 목적으로 금융파생상품을 남용하는 사례를 억제하기에
는 충분치 않다.
제안된 시스템에서 CCP는 금융거래에 관계된 양 실체 간 중개자로서 기능한다.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시, CCP가 이
의 영향을 흡수한다. 거래 실체는 CCP에 담보를 제공하고, 일별 마진 콜(margin calls)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은 새로운 기
능에도 불구하고 가격 협상은 여전히 OTC 시장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대형 딜러은행이 파생상품 거래를 지배하므로 주요 딜러의 부도는 CCP의 붕괴로 이어져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

9) 다음 문헌 참조. Stephany Griffith-Jones,“How to Create Better Financial Regulation and Institutions,”FES Briefing Paper
2, March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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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중앙 청산되지 않는 거래에 더 높은 자본 및 유동성 요건의 형태로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OTC 시
장은 계속해서 성행할 것이다.
투자자가 행정조직 관련 부채를 지지 않고 특정 채권의 부도에 대한 보험을 보유하는“네이키드 신용부도스왑(naked
credit default swaps)”
를 금지하는 방안은 매우 설득력 있는 근거를 가진다.

정보공개 기준 개선
금융위기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및 관련 금융상품을 운영하는 대형 금융기관의 리스크 노출 및 편중 수준 간 정보격차가
있음이 밝혀졌다. 정보가 없을 경우 복잡한 대형 금융기관은 상품과 국가별 리스크 편중을 감시할 수 없다.
대차대조표 항목과 부외 항목을 모두 포괄하는 개선된 정보공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OTC 파생상품에 관한 모든 재
무정보(가격, 거래액, 거래상대방 등)를 활용함으로써 시스템 리스크를 완화해야 한다.
시장 투명성이 더 높을 경우 규제자의 금융시스템 내 리스크 평가 및 파악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금융거래세
제임스 토빈(James Tobin)교수는 1972년 프린스턴에서의 제인웨이 강의(Janeway Lectures)에서 글로벌 외환거래에
세금을 부과할 것을 최초로 제안했으며, 이는 토빈세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이후 제임스 토빈은 초기의 제안을 더욱 정교하게 수정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 필요성을 인식한 그
는 단기 외환거래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메커니즘으로서 세금을 옹호했다.
제임스 토빈은 글로벌 통화시장의 변동성 통제와 국가 통화정책의 자율성을 보존하기 위해 통화거래에 0.25%의 세금을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 케인스의 명제에 따르면 국제통화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세금이 부과됨에 따라 투기성 단기 자본
흐름이 둔화된다는 것이 토빈세를 뒷받침하는 논리였다. 멕시코와 동남아시아의 금융위기로 인해 토빈세 도입의 시급성과
인기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다수의 민간사회단체가 토빈세 도입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금융거래에 부과되는 세금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미국, 독일, 영국 등 다수 국가에서 다양한 유형의 금융거래에 세
금이 부과되어 왔다. 70년대 중반 이후 아르헨티나, 브라질, 베네수엘라가 은행 거래에 세금을 부과했다. 인도, 브라질, 중
국, 인도네시아에서는 여전히 증권거래에 세금이 부과된다. 금융거래세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세수 증대와 금융시장의
투기 및 변동성 억제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글로벌 금융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한 주의를 다시금 환기시켰다. G20 회원국 중에도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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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거래세를 지지하는 세력이 상당하다. 독일과 프랑스는 모든 국제 금융거래에 글로벌 세금을 부과할 것을 지지해 왔다.
당초 IMF는 해당 세금의 높아지는 인기와 정치적 지지로 인해 이를 옹호할 것을 주저했으나, 향후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은행에 2대 신규 세금(금융안정분담금 및 금융활동세)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금융안정분담금은 모든 은행에 부과
되는 고정세로, 각 국가 GDP의 4.5%에 해당하는 자가보험성 세금이다.
일부 선진국은 향후 금융위기의 비용에 대처하기 위해 관세를 제안 또는 도입했다. 2010년 1월 미국은 은행 구조조정과
관련된 국세 지출을 회수하기 위해 은행과 금융기관에 금융위기책임세(Financial Crisis Responsibility Fee)를 부과할 것
을 제안했다. 영국과 프랑스도 보너스 지급금에 관세를 부과해 왔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글로벌 금융이 야기하는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없애기 위해 피구세(Pigovian tax, 경제학자 아서 피구(Arthur Pigou)의 이름을 따서 명명함)를 적용할 것을
제안해 왔다.

IMF 개혁
IMF는 70년대 초반 브레튼 우즈 체제의 붕괴 이후 존재의 이유를 잃었으나 자체 개혁을 해 냈으며 최후의 국제 대출기
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지난 몇 년간 IMF는 재정위기에 처한 국가들에게 단기안정자금을 대출해 줌으로써 설립
초기의 권한으로부터 벗어난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80년대 이후 IMF는 민영화와 금융 자유화와 같은 구조적 개혁을 지지
하는 중기 조정 프로그램에 주력했다.
현재 IMF 개혁 제안은 다른 어떤 제안보다도 열렬한 국제적 지지를 받고 있다. IMF를 개혁하려는 다수 조치가 이행될
수 있다. 예컨대 IMF는 당초 권한과 역량을 고수하게 될 수 있다. 각국은 외부적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 유동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IMF는 계속해서 단기안정자금을 대출해 줄 수 있다. IMF는 중장기 구조조정 개혁을 지시하는 역할
을 중단해야 하며, 또한 자본계정 자유화를 정관의 수정조항에 포함하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IMF는 독단적 정책 지시와 열악한 지배구조로 인해 정당성을 잃었다. IMF가 국제금융계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돈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구조와 기존 지배구조를 대대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IMF의 의사결정 구조 및
절차와 관련하여 빈국과 개도국의 발언권이 확대되어야 한다. 2009년 10월 G20은 IMF에게 권한 검토를 요청했다. G20
지도자들은 현재 IMF에서 불충분하게 대표되고 있는 역동적 신흥시장 및 개도국에 대하여 최소한 5%의 쿼터가 추가 할당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IMF가 국제사회에서 정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IMF의 정책 전망과 지배구조를 근본적
으로 개혁해야 할 것이다.
세계은행(World Bank)의 경영과 지배구조도 구조적 개혁을 요한다. 2010년 4월 세계은행은 IBRD의 개도국의 의결권
을 3.13%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같은 의결권 확대는 주로 중국, 브라질, 인도와 같은 역동적 대규모 신흥시장에
도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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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기관 규제 강화
금융위기로 인해 신용평가기관의 윤리와 활동과 관련된 의문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신용평가기관의 활동이 비난받은 것
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97년 동남아시아 금융위기 중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은 관련 국가들의 국가신용등급을 투자부적
격 등급으로 하향조정하는 과민반응을 보인 바 있다.
신용평가기관이 증권화 및 기타 금융 사안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핵심적 역할을 감안할 때 해당 기관들은 규제 감독의 대
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신용평가기관의 투명성, 평가방법, 지배구조 기준이 개선되어야 하며, 해당 기관의 기능 수행과 관
련한 이해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엄격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다수의 신용평가기관이 글로벌한 활동 범위를 가진다는 점에서 해당 기관들을 감독하는 국가당국 간 협력이 더욱 강화
되어야 할 것이다.
EU는 신용평가기관이 EU 회원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발표하고자 할 경우 EU에 등록하고 직접 감독을 받을 것을 의무화
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의했다. 이는 3대 신용평가기관의 과점을 분산하는 조치를 포함한 기타 조치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신용평가기관이 발표하는 의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도 이루어져야 한다.

역외금융센터의 수상한 활동 억제
9/11 이후 국제사회는 신탁회사, 자산이나 사업 활동이 없는 명의뿐인 회사, 헤지펀드, 중개회사 등과 같은 비규제 금융
주체에 합법적 여지를 제공하는 역외금융센터(OFC)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느슨한 규제로 인해 OFC는 마약밀매 및 기타 범죄 수익금 세탁에 활용되었을 뿐 아니라 특정 유형의 금융범죄를 촉진
및 사주해 왔다. 최근의 일부 국제계획은 역외당국에 의한 자체 규제 및 정보 공유로 이어졌다.

은행가 보수 규제
선진국에서 대형 은행 및 금융기관의 보수 관행이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성과 기반 보수체계가 은행가 및 거래자의 위
험한 행동을 유발한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은행가 보수의 대부분이 단기수익과 관련되어 있어 리스크 감수를 촉진하기 때문에 보수를 단기적 거래 이익이 아닌 은
행의 사업실적과 관련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금융업계의 불건전한 보수 관행을 조장하는 근본적 시장 인센티브 구조를 억
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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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Presentation 2

Expansion of Polarization
Threatening Social Security:
Issues and Challenges for Democratic Governance

Yoke Ling Chee
Third World Network

A lost decade in the fight against poverty
·World Bank: poverty halved between 1980 and 2005 using USD 1 a day (USD 1.25 adjusted for
inflation) indicator

·Social Watch Basic Capabilities Index (BCI): slow progress over past 20 years; first decade of
21st century a “lost decade” and increasing economic/social polarization

·BCI is derived from well-being indicators (such as malnutrition, child mortality, reproductive

health and primary education used in measuring the UN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to
assess poverty according to social performance, and not income - closer to reality than World
Bank indicator. http://www.socialwatch.org

·Social Watch is a network of citizen organizations monitoring social policies around the world

·World exports multiplied almost five times between 1990 and 2010 and world per capita

income more than doubled, but the world average BCI only increased by one tenth in those
same 20 years.

·World average inhabitants doubled their income from USD 4,079 dollars in 1990 to USD 9,116
dollars in 2011

·World BCI barely increased in these twenty years from 79.3 to 87.1 points. A slowdown was
registered during 2001-2010, when the index moved up three points, while progress amou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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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five points between 1990 and 2000.

·These figures do not allow us to assess yet the whole impact of the financial/economic crisis that

started in 2008, since social indicators are gathered and published much slower than the
economic numbers.

·However, civil society reports show that the world’s most vulnerable populations are bearing the
largest burden of austerity measures

·Macro-economic performance and human well-being do not go hand in hand: gap caused by
rising inequalities in wealth distribution and expected to be worse as economic
stagnation/recession continues

Rising economic inequality in distribution of economic benefits
·The economic gains of the past 20 years are accompanied by inequality

·Concentration of power that results from economic inequity means that the losses are socialized
during the crisis, thus widening the gap even more

·African countries suffering the most (Chad, Sierra Leone, Niger, Somalia and Guinea Bissau )

·Latin America, East Asia,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all slowing down in social
performance Land rights, Rural livelihoods and food security

·Continuation of violation of land and resourc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and rural
communities

·“Biopiracy” of biological resources and traditional knowledge of developing countries by
multinational corporations and research institutions of developed countries without prior
informed consent and fair and equitable benefit sharing

·Biodiversity threats - unsustainable uses, inappropriate technologies (such as genetic
engineering)

·Food and Agriculture Organisation (FAO) Committee on World Food Security - international
and intergovernmental platform for stakeholders to work together to ensure food security and
nutrition for all

·Food security issues including food price volatility, investment in smallholder agriculture and
gender, food security and nutrition (17-22 October session)

·Agreed on recommendations aimed at reducing food price volatility and enhancing vulnerable
populations' resilience to price shocks

·Negotiations and approval of the Voluntary Guidelines for the Responsible Governance of

Tenure of Land, Fisheries and Forests in the Context of National Food Security to deal with
“land grabb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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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anisation and social rights
·Urbanisation trend continues to grow rapidly especially in Asia

·Unfulfilled promises and expectations among youth worldwide and especially in developing
countries

·Challenges: urban planning, education, decent work, access to health and education, affordable
housing, etc

·Sustainable rural-urban balance

Internal migration in China: major challenges
·One hundred million people will be moving from the countryside to the city in 2011-2010

pushing China’s urban population above 800 million (National Population and Family Planning
Commission’s annual forecast titled “China’s Migrant Population 2011”)

·Current urban migrant population: 220 million

·By 2020 many of the 800 million urban residents will be migrants or the children of migrants,
one of society’s most vulnerable due to their lack of access to social security, pensions and
health care

·Only 5 percent of the 100 million migrant workers’ children who will stay in the cities will have
the chance to receive higher education

·Employment will be largely in the industrial belts of China

·Barriers to education, social security, work and residence will limit integration in cities
according to experts

Way forward for democratic governance
·Putting human rights and public interests over private profit and growing corporate influence
over government policy/law making

·Global level: need for effective governance over financial and trade systems; the role of the
United Nations in social and economic policy making

·National and local level: need for effective public participation in decision making; role of local
governments

·June 2012 UN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 will be an important political
opportunity to address fundamental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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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발표 2

사회보장을위협하는양극화의확대:
민주적거버넌스관련현안과난제

욕링치
제3세계 네트워크

빈곤과의 투쟁에서 잃어버린 10년
·세계은행(World Bank): 1일 1달러 지수를 기준으로 1980년에서 2005년까지 빈곤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인플
레이션 조정치 1.25달러)
·소셜 워치(Social Watch) BCI(Basic Capabilities Index): 지난 20년간의 느린 진보, 21세기의 첫 10년은“잃어버린
10년”
, 경제적/사회적 양극화 심화
·BCI는 소득이 아닌 사회적 성과에 따라 빈곤을 평가하기 위해 행복지수(영양부족, 아동 사망률, 생식 보건, 기초교육 등
UN MDG 측정에 사용되는 지수)로부터 산정되며, 세계은행 지수보다 현실에 가까움 http://www.socialwatch.org
·소셜 워치는 전세계 사회 정책을 감시하는 시민 기관 네트워크
·세계 수출액은 1990년에서 2010년 사이에 거의 5배 증가했으며, 1인당 소득은 2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세계 평균
BCI는 20년간 겨우 10분의 1 증가했다.
·세계 평균 소득은 1990년의 4,079달러에서 2011년에 9,116달러로 2배 증가했다.
·세계 BCI는 20년간 79.3포인트에서 87.1포인트로 약간 증가했다. 1990년에서 2000년까지 5포인트가 증가한 데 반해
2001년에서 2010년까지는 3포인트만 증가해 증가폭이 적어졌다.
·사회적 지표가 경제수치보다 훨씬 늦게 집계 및 발표되므로 이 수치로 2008년에 시작된 경제/금융위기의 전체적인 영
향을 평가할 수 없다.
·그러나 시민 사회 보고서는 세계 최빈 인구가 긴축정책으로 인해 가장 큰 부담을 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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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성과와 인류의 행복은 나란히 발전하지 않는다. 부의 분배의 불균형 심화로 인해 격차가 생겨났으며, 경기침
체가 지속됨에 따라 이와 같은 격차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경제적 편익 분배의 불균형 심화
·지난 20년간의 경제적 이익은 불균형을 수반했다.
·경제적 불균형으로 인한 권력의 집중은 위기 중 손실이 사회화됨으로써 격차가 더욱 심화됨을 의미한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가장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차드, 시에라리온, 니제르, 소말리아, 기니비사우)
·중남미, 동아시아, 중동, 북아프리카의 사회적 성과는 모두 둔화되고 있다.

토지권, 지방 생계, 식량 안보
·토착민 및 지역공동체의 토지권 및 자원권의 지속적 위반
·사전 정보 제공 및 동의, 공정한 이익 공유 없이 이루어지는 다국적 기업의 개도국의“생물 자원 수탈”및 전통 지식 수탈
·생물다양성 위협-지속가능하지 않은 사용, 부적절한 기술(유전자조작 등)
·세계식량안보에 대한 FAO 위원회(Food and Agriculture Organisation (FAO) Committee on World Food
Security) - 모두를 위한 식량 안보 및 영양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당사자가 협력하는 국제적, 정부 간 플랫폼
·식량 가격 변동성, 소규모 자작농 및 품종 투자, 식량 안보와 영양 등을 포함한 식량 안보 문제(10월 17일-22일 세션)
·식량 가격 변동성을 낮추고 가격 충격에 대한 취약 인구의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권고안 합의
·토지 불법 점유에 대응하기 위한“국가 식량 안보 맥락에서 토지, 수산업, 임야의 책임있는 거버넌스를 위한 자발적 지
침 협상 및 승인

도시화와 사회권
·도시화 동향이 특히 아시아에서 지속적으로 급증함
·전세계의 청년층 , 특히 개도국에서의 지켜지지 않는 약속과 기대
·난제: 도시계획, 교육, 적절한 일자리, 보건 및 교육에의 접근, 비용 충당이 가능한 주거 등
·지속가능한 지방-도시 균형

중국의 내부적 인구 이동: 주요 난제
·2011년에서 2020년까지 1억 명의 인구가 지방에서 도시로 이동해 중국의 도시 인구가 8억 명을 상회할 것이다. (국가
인구가족계획위원회 (National Population and Family Planning Commission)의 연례전망보고서 2011년도 중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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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이동(China’
s Migrant Population 2011))
·2020년까지 8억 명의 도시 거주자 중 다수가 이주민이거나 이주민의 자녀일 것이며, 사회보장, 연금, 의료 접근 부족
으로 사회의 취약 계층이 될 것이다.
·도시에 머무는 이주민 1억 명의 자녀 중 5%만이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것이다.
·고용은 주로 중국의 산업벨트 내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전문가들은 교육, 사회부장, 고용, 주거 장벽이 도시 통합을 제한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민주적 거버넌스를 위한 길
·인권과 공익을 사익보다 우선시하고, 점차 증가하는 기업 영향력을 정부정책/입법보다 우선시하는 것
·글로벌 차원: 금융 및 무역 시스템에 대한 효과적 거버넌스의 필요성, 사회적, 경제적 정책결정에 있어 UN의 역할
·국가 및 지역 차원: 의사결정에 있어 효과적인 대중 참여의 필요성, 지방정부의 역할
·2012년 6월 UN 지속가능 발전 회의(UN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 )는 근본적 문제를 제기할 중요
한 정치적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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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Presentation 2

Causes of Global Food Crisis and
Policy Measures

Yong-Taek Kim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Issues
Global food prices have dropped for the last three months since July. However, global food prices

are on the increase primarily because of recent floods in Southeast Asia including Thailand. As a

result, a number of countries including Southeast Asian countries are predicted to face serious food

shortages.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a specialized agency of the United Nations, chose
“Food Prices: From Crisis to Stability” as this year’s World Food Day theme on October 16th 2011.
The fact that FAO is committing itself to stabilizing food prices is testament to the aggravating food
crisis.As the global food prices are picking up from the second half of 2010, there are mounting

worries across the world that another food crisis will strike the world as did the 2008 food crisis.

According to the prospect of Foresight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OECD, FAO etc.,
the era of cheap food prices is gone forever and forthcoming decades will be the period of frequent
food price hike.

With the rising possibility of another global food crisis, various food security measures are being

discussed externally and internally. Externally, G20 adopted food crisis in its agenda and formed a
study group with its primary task of analyzing root causes of soaring food prices. Internally, we

developed various measures of food security such as the operation of non-rice grain reserv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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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on of grain procurement system, expansion of overseas agriculture development, operation of
early warning system etc.

Proliferation of global food crisis is primarily attributable to decline in food supply due to frequent

abnormal weather phenomena together with persistently rising food demand. Specifically, food

supply is unstable due to abnormal weather changes while food demand is rising at a rate faster than

that of food supply largely due to higher demand for bio-fuel energy, rising income levels of

populous countries including China, higher demand for speculation linked to grains driven by
reinforcing liquidity of global capital, etc.

As the global food problem is raising its ugly head, Korea developed a wide variety of measures to

address it, however, those measures are under discussion or at an intial stage of execution thereof.
In addition, some people say that we do not need to discuss food crisis considering that Korea have

rice surplus and is equipped with economic prowess to purchase food in global markets. However,

Korea maintains merely 27% in food self-sufficiency ratio and its domestic agricultural structures
are arranged in a way that its agriculture supply does not meet its demand. Furthermore, global food
prices keep rising aggravating uncertainties. At this critical juncture, we need to change our

perception of food crisis and come up with countermeasures. Against this backdrop, this writing will
discuss the root causes of current global food crisis and measures responsive thereto.

Root Causes of Global Food Crisis
As a start, we need to look at how global grain market is structured compared with global markets

for other types of products before we delve into the root causes of global food crisis. It is because the
recent global crisis is originated from the global grain market in and of itself. Accordingly, we need

to discern unique characteristics of global grain market distinguishable from those of global markets
for other products.

1) Structure of Global Grain Market
Above all, the global grain market depends highly on mother nature including weather and shows

inelastic supply and demand. Basically, food is price inelastic since a certain amount of food has to
be consumed regardless of price fluctuations. Therefore, grain prices tend to respond sharply as the
demand or supply quantity changes however small that amount is.

Second, the proportion of international trade is small compared with production vol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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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ally, merely 10~12% global grain of the total production amount is internationally traded.

Grains are first domestically distributed and traded to meet internal needs and the remnants thereof

are traded in international market. Therefore, global trade volume is greatly affected by fluctuations

of domestic grain production amount and the international grain market carries the characteristics
of thin market due to small volume of international trade.

Third, production of major grains is primarily concentrated in the United States, China, Canada,

Brazil, Argentina, Australia, Russia, etc. and exports thereof are exclusively dealt with by major

grain producers. In particular, the United States accounts for absolutely significant proportion of
grain export with 13.5% of global grain production and 35.5% of global trade thereof.

Fourth, major grain companies have great influence on global grain trade. Although grains are

exported by major developed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as a matter of fact, a small

number of major grain corporations are exerting great influence on export prices of grains. Major
grain corporations utilize extensive information network and capabilities to collect information,
exercising a decisive effect on global food prices.

Fifth, a majority of grain importers are Asian countries including Japan, Korea, Taiwan, etc. If

soybean is inclusive in statistics, China is the world’s largest grain importer, followed by the
European Union, Japan, Mexico, and Korea.

Sixth, GMO grains take a high proportion of major grains production and the ratio is forecast to

rise higher over time. GMO share is forecast to rise further since the United States and Brazil grow
more GMO crops than before.

Seventh, global grain market has shown changes of its structure since 2006. As the United States

increased the use of corns for biofuel energy(bio ethanol fuel), the global grain prices have moved

upward and recently at a faster rate than before. Previously world grain supply and demand were

greatly influenced by supply factors including abnormal weather phenomena. By contrast, demand

factors currently have greater influence thereon including rising demand for biofuel energy, growing
incomes of populous countries such as China, higher demand for grain-linked investment products,
etc. In short, the structures of global grain market have been changed.

To sum up, the global grain market is characterized with greater influence on market by a few

grain producers or exporters together with the thin market. In addition thereto, agricultural policies

of major grain producers or exporters have direct influence on world grains supply and demand and

the grain prices fluctuate greatly in response to minor variation of grain supply and de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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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ntity. Moreover, the global grains are indexed as commodities such as oil, metal, mineral, wood
etc. and become the target of hedge funds.

2) Recent Trends of Global Grain Prices
Global grain prices dropped as a result of global financial crisis originated from the European

Union, however, recently, rebounded upward precisely because of floods in Southeast Asia. Table 1

indicates below that agricultural product and grain prices as of September 2011 rose 16.0% and
17.7% respectively over the same period a year ago, nearing the price levels of previous 2008 food
crisis. Recent price trends move upward to the previous food crisis level over the similar paths.

<Table 1> Global Grain Price Index (as of Sep. 2011)
Unit: index, %

<Diagram 1> Trends of Global Prices(Futures Price)
·2005년 이후 양봉출현: Appearance of
two peaks after 2005
·대두: soybean
·밀: wheat
·옥수수: corn

Source: CBOT

a. The 2008 Global Food Crisis & Root Causes

The world underwent a food crisis in 2008 when the global food prices shot up. As of Apri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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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in price index by FAO rose to 274, almost triple increase compared with that of early 2006. The
entire world was hit hard with 3 F Crisis, namely global food crisis, global fuel crisis and global

financial crisis. In those days, the World Bank cited 33 countries exposed to political and social
unstability caused by food price hike. Acute food price hike occurred in 20 countries across the globe
including Haiti, China, Indonesia, Egypt, Cameroon, Pakistan, Ukraine, Uzbekistan etc. Less

developed countries and the poor class with weak economic capabilities are the most vulnerable to

food price hike. However, they were not the only victims. In addition thereto, the sufferings of

working class and poor working class in developed countries including US and European areas were
aggravated because of rising food prices. Reflecting the pains in those days, agflation, a term, was
coined which describes generalized inflation led by rises in agricultural commodity prices.

<Table 2> Root Causes of 2007/2008 Global Food Crisis

Source: Maximo Torero, Alternative mechanisms to reduce food price volatility and price spikes, 2010

b. Global Financial Crisis & Global Grain Price

With the occurrence of global financial crisis in September 2008, the demand for food plumme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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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 global food prices, on the rise until then, fell sharply. Consequently, concerns over global
food crisis temporarily disappeared. Nevertheless, it served as a momentum for food importers and

less developed countries to raise a sense of distrust against global grain market and an awareness of
food security. A number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experts voiced concerns that the root

causes of previous global food crisis were not fundamentally tackled and therefore global food crisis
can arise anytime. FAO Conference of experts in October 2009 produced a diagnosis that the
previous global food crisis was a wake-up call for another food crisis. In addition thereto, a large

number of scholars reached an understanding that the previous global food crisis occurred largely
because the global grain supply and demand structure were transformed from supply-centered to

demand-centered. In other words, supply factors, including weather and production cost, had been
the determining factors of prices in the past prior to the previous global food crisis whereas demand

factors including the number of population and income levels of a country, bio-fuel energy, and
speculative demand affected directly on grain prices in the previous global food crisis.

<Diagram 2>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 Trends of Global Grain Price

·국제유가하락: Global oil price down/ 세계금융
위기: Global financial crisis
·바이오연료용곡물수요감소: Grain demand drop
for bio-fuel energy
·달러가치변화: Change of dollar value
·곡물수출경쟁력변화: Change of grain export
competitiveness
·곡물수요감소: Drop in grain demand
·국제곡물가 급락, 불안정성심화: Sharp drop in
global grain price, Deepening unstability

c. Recent Global Grain Price Hike & Root Causes

There are four factors behind the recent global grain price hike as explained in the following. First,

the demand for bio-fuels (bio ethanol) in the United States is rising gradually, reducing the export

volume of corn. Consequently, less corn quantity than before was available for international trade,
with global corn prices skyrocketing. Futures prices of corn are forecast to remain high for the time
being since the year-end inventory balance plunged to the lowest level.

Second, speculative demand is on the rise largely by global liquidity funds. For example, recently,

net short selling positions rose sharply in speculative future investment in wheat, corn, and soyb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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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ed with those of the past.
Third, grain production amounts in major grain producers and exporters declined due to

abnormal weather phenomena. For example, global wheat prices soared due to heat waves and
droughts in 2009 summer in Russia and its adjacent countries, and Canada. Rice prices surged due
to floods in Southeast Asia including Thailand.

Fourth, shrinking year-end inventory balances of major grains are a primary reason for the rise in

grain prices. Recent price hike of global grains is mainly due to the persistent decline of year-end

inventory levels driven by rising demand for bio-fuel energy combined with global weather changes
and international speculations.

<Table 3> Comparison b/n 2008 Food Crisis and Recent Food Crisis

3) Future Prospect of Global Grain Price

At this juncture, we need to notice from policy perspective whether the recent upward trend in

global grain prices will persist or shift its course to move down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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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 future prospect of global grain prices for 2010-2019 by OECD-FAO, actual

prices(average) of wheat and fodder crops for the forthcoming decade are forecast to rise by 15%-

40% compared with those in the period between 1996 and 2006. Notice that OECD-FAO predicted
10-30% hike for the same period in 2009. These hike differentials indicate that OECD-FAO is
painting a gloomy outlook for global grain prices.

OECD-FAO emphasized two things in its prospect on global grain prices. First, the correlation

between agriculture and energy industry has deepened due to the expansion of commercial

agriculture, rising shares of processing and transportation in the prices of agricultural products,

expansion of bio-fuel industry, etc. With the deepening correlation between energy and grains, grain
prices vary inevitably. Second, with the structural changes of global grain supply and demand, global
grain prices will not revert to the price level of the past and frequently vary in response to changes of
supply quantity and macroeconomic factors etc.

To sum up, considering the distinctive features of global grain market structure and pursuant to

the prospect of global grain supply and demand and price forecasting by international institutions,
global grain supply and demand will be aggravated and the global grain prices will maintain upturn

due to a wide array of factors affecting supply and demand. Moreover, violent price fluctuations will
occur while maintaining the upward trend.

Possibility of A Global Food Crisis
1) Possible Suspension of Food Supply in Global Grain Market
Question is whether there is any possibility that grains are not ordinarily traded in global grain

market. As noted earlier, domestic policies of larger producers and traders directly influence on
global market due to price elasticity in relation to any slight change in supply and demand quantity
together with their leverage on global market.

It was indicated during the previous global food crisis that grain price hike can lead to unusual

trading patterns. At that time, with the sudden price spike, major grain exporters implemented
export embargo to promote price stability internally regardless of warnings from international

organizations. Consequently, price upturn gained momentum.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ssued
warnings that the imposition of export embargo and export taxes will undermine free trade with

neighboring countries experiencing food shortages and aggravate hardships of less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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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ies. Nonetheless, grain exporters continued to impose export embargo tailored to their
respective national interests.

Since last year, Russia, the world's third largest wheat exporter, has placed another export ban of

grains including wheat, barley, rye, etc. for the reason of abnormal weather phenomena and recently

extended the trade restriction into the first half of 2011. Argentina and Ukraine followed suit by
adopting grain export tax or export quota systems. In addition, from the month end of February
2011, Myanmar has banned the rice exportation in response to rising domestic food prices. In short,
some of grain exporters are imposing export embargo to stabilize domestic prices. If grain prices

continue to rise amid abnormal weather changes, the export embargo may expand as did the year

2008. In general, export tax and export ban have the same effect on global markets as import tariff
and import ban. In that sense, export embargo can create a vicious cycle in which the export ban

triggers price spike and consequently, less developed countries are unable to acquire food due to
price hike and even a country with financial means is unable to secure food due to the temporary
reduction of grain trade volume. Moreover, considering that Korea prefers non-GM grains with less

representation in global grain market, securing grain becomes harder during the period of price
hike. Simply put, the global grain market may suspend trading temporarily if the price takes a sharp
upturn.

2) Possibility of Expanding Domestic Production
Korea's food self-sufficiency rate remains at 26.7% as of 2009. Specifically 0.5% for wheat, 1.0%

for corn, and 8.4% for beans. We almost completely depend on importation for wheat and corn, and

for beans except for beans for human consumption. In addition, as of 2009, 86% of wheat we are
exporting come from three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ustralia and Canada and 81% of
corn from the United States alone. Corns are mainly imported from three countries, the United

States, Brazil and China. On the whole, Korea's import dependency on three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ustralia and China is over 70% with 60.4%, 6.3% and 4.1% respectively. Besides,
since Korea is importing grains through the Korea Grain Association(«˘»∏) as an agent, it is hard to

procure stable grain supply during the period of rising global grain price. Furthermore, buyers tend
to have comparatively weak bargaining power since major grain traders are holding dominant

market power. Specifically, 4 major grain traders deal with 60% of imported grains and 90% of

fodder grains and subsequently, small-and medium-sized grain dealers are severly restricted from
penetrating the market and engaging in price competition.

According to the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Korea is ranked the fourth largest importer in

terms of grain importation volume and ratio as of 2009 and 2010. Especially, Japan is the wor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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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rgest grain importer, accounting for 9.3% with 25.50 million tons, followed by Egypt and Mexico.
In a nutshell, Korea°Æs food security is extremely vulnerable whereas its countermeasures

remain inadequate. Although Korea's Framework Act on Agriculture and Rural Community

prescribes the concept of food security, policy development to achieve objectives, and the framework

for policy execution, it does not state concrete policy menas. It indicates we have an inadequate legal
teeth to provide measures for food security.

Under these circumstances, a primary policy option for food security is to expand domestic

agricultural production. However, the extensible degree food self-sufficiency is doubtful considering

the limitation of arable land. Lee Jung-hwan said (2008) that Korea as of 2004 had arable land of
1.94 million ha in total yet needed another 715 ha to attain complete food self-sufficiency and

another 5.21 million ha to attain complete self-sufficiency for livestock. That is, we need to secure
another arable land of 217 ha for complete self-sufficiency for livestock compared with actual size of

arable land in 194 ha. Therefore, even if we utilize the entire arable land to meet the demand of
livestock, we are estimated below 70% of livestock self-sufficiency

Having said that, how far we can expand the domestic agricultural production now standing at

26.7% is another critical consideration. Hypothetically, if we use fiscal resources to make up for the

differentials between domestic and global grain prices, more than 200 billion won per annum is
needed to raise 1% in food self-sufficiency. Even if we mobilize financial investment resources in
their entirety, except for borrowings and financial resources to supplement income, in the budget for
the Ministry of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for the purpose of raising food selfsufficiency, we are unable to raise the rate over 50% level.

Therefore, even if we maximize the domestic agricultural production, we have to procure at least

50% of domestic grain demand from abroad. We have to recognize that there are certain practical
limitation of expanding domestic agricultural production. In that sense, we have to check from

policy perspective whether we are equipped with the framework for stable food supply and
procurement from abroad regardless of ordinary or extraordinary emergency times.

Responsive Measures to Global Food Crisis
1) Global Countermeasures
A number of policy options were reviewed during the previous 2008 global food crisis and som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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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 were actually implemented by the global society including expansion of global aid upon

emergency, reconsideration of grain-derived bio-fuel energy policies by some countries, execution of
fair trade policy which can regulate export ban as well as import ban, the implementation of the
second green revolution seeking technology-driven agricultural explosive increase in agricultural

productivity as was the green revolution of Asia in the 1970's, and expansion of social safety network

in favor of less developed countries more vulnerable to food crisis. In addition thereto, creation of
FIFF, or Food Import Financing Facility was discussed to facilitate global trade. Although FIFF

definitely benefited less developed countries, especially, boosting demand, FIFF were neither
created at that time nor adopted during the 2008 food crisis, largely because the terms of using FIFF
were too rigorous and had to be eased to promote usability during emergency period. Furthermore,
prohibiting the export quota system by major grain exporters was discussed yet not adopted as

global regulation norms. Above all, it was hard for a grain exporter to decide whether to comply with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dealing with grain exportation or to prioritize the protection of its

people over the compliance with the convention. As a matter of fact, almost every grain exporter

imposed export ban in the previous global food crisis in favor of national interests and despite
warnings from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gainst the ban. Lastly, the export tax has the same effect
of raising international prices as the import tariff and regardless thereof, WTO does not take any

regulative sanction against such behavior. Especially, it is skeptical whether major exporters will
comply with recommendations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during crisis situation.

From another perspective, international countermeasures can be divided into short-term and

mid-and long-term measures. First, short-term measures include the expansion of emergency food
aid to food crisis-stricken countries, support of the balance of payments and financial aid to less

developed countries, provision of seeds, fertilizers, and animal fodder to small farmers in less

developed countries for the improved food production, and better protection against food security
risks by assisting the lower income countries with capabilities to increase food reserves, etc. Midand long-term measures are the support of residents' livelihood and residents-centered policies for

increased agricultural investment, preferred status in financial system and investment in relation to
abnormal climate changes, further and faster investment in science technology involving food and

agriculture, minimizing the imposition of food export ban and regulative actions thereof, and
continued implementation of free global trade etc.

There are a number of considerations for these policy options to be implementable. As a start,

since food can be deemed as global public goods, it is imperative to reach an agreement on global
policy decision-making process beyond an individual country level. There are two models; on the

one hand, world's superpowers holding hegemony can play a leading role in sorting out global food

issues as was the United States-led efforts to stabilize the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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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 half of the 20th Century and on the other h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for example

WTO, can take initiatives to establish global regulative norms with which countries should comply.
For either approach, we need to create an incentive system inducing countries to take collective
action to deal with public goods.

When the previous global food crisis was reaching a peak, FAO, a specialized agency of the United

Nations, endeavored to organize a number of experts' meetings affiliated with food security summit
to analyze root causes of global food crisis and develop countermeasures and solutions.

Unfortunately, there were words without action. Basic principles were declared without
implementing any valid measures. For example, the expansion of bio-fuel energy policies and export
restriction by major grain exporters were blamed for major reasons behind the global food crisis.

However, participants failed to elicit an agreement by those countries including US, Brazil, and EU
producing and utilizing biofuel energy on the matters of biofuel policy, including the reduction of

government subsidy to biofuel energy, and the suspension of utilizing grains for biofuel source, etc.
Participants declared basic principles that biofuel energy affects the global grain prices and

therefore, the extent of those effects has to be identified together with the development of

countermeasures, without taking any action. In addition thereto, there were some voices that grain
exporters' export embargo triggered the phenomenon of beggar-my-neighbor countries and

therefore, regulation against such practice was necessary. Unfortunately, they remained mere
words, unaccompanied by any practical reviews thereof. Fortunatel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gether with developed countries agreed to increase development aids to less developed countries'

agriculture based on the understanding that the rate of grain supply did not keep abreast with that

of rising demand primarily because of the world-wide downsizing of agricultural investment and
they needed to increase the investment in agriculture. In sum, it was confirmed through previous

global food crisis tha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r developed countries rarely produced
enforceable measures at a global level.

2) Domestic Countermeasures
There are a wide variety of domestic policy options to deal with food security, including expansion

of domestic agricultural production, increase of food self-sufficiency rate, pro-active utilization of

futures market, diversification of export lines, increase of long-term procurement contract, use of
reserve system, creation of international food procurement system, overseas agricultural
development, creation of early warning system, reduction of food waste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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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gram 3> Domestic Food Security Countermeasures
·곡물종합정보체계: Integrated grain information
system
·조기경보시스템구축: Creation of Early Warning
System
·공급측면: Supply side
·국내생산: Domestic production
·안정적수입 (곡물조달시스템구축: 400만톤):
Stable importation (Creation of grain
procurement system: 4 million tons)
·비축(쌀 이외의 곡물적용): Reserves (applicable
to non-rice grains)
·해외농업개발(138만톤): Overseas agricultural
development (1.38 million tons)
·수요측면: Supply side
·음식물쓰레기축소: Reduction of food waste
·국제교역(선물거래/장기계약): International
trade(futures trade/long-term contract)
·GM-NGM 인식전환: GM-NGM perception
change

a. Expansion of Domestic Agricultural Production

Simply put, it is about increasing domestic agricultural production. For this purpose, it is

imperative to institutionalize land use plans and create an integrated utilization model. In addition

thereto, local autonomies are required to develop their own land use plans and establish an
integrated management model, promoting land use efficiency. Specifically, diversifying rice farming

during summer time into other grains including beans, fodder grains, and miscellaneous graia crops

can boost food self-sufficiency rate. To provide incentives to the policies noted above, the

government plans to make up for the income differential to farmers growing non-rice grains
pursuant to government policy worth KRW 3 million per ha for 40,000 ha per annum across the

nation until 2013. Moreover, it is necessary to promote upland field crops industry including bean,

corn, and miscellaneous graia crops. To this end, it is imperative to expand infrastructure
improvement for upland field crops, promote mechanization relating to upland field crops, and
develop production, distribution, and inventory strategies tailored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grain item. From the year 2012, the government will suspend the purchase of barely. In response

thereto, we can consider policy options to expand the double-cropping of wheat production and
cultivate fodder crops in idle farmland, improving fodder crop self-sufficiency rate.
b. Expansion of Futures Trade & Long-term Contract

At the moment, Japan and China make full use of futures market whereas Korea utilizes futures

market for 20~30% of importation quantity and makes cash or flat price transaction for the

remaining quantity. Cash or flat price contract carries high price risk with vulnerability to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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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xing and therefore, we pay high price when prices change sharply. Currently, Korea is short of

experts dealing with futures and relevant institutions take a passive stance in relation to futures
trade, restricting the expansion of futures trade. Compared with the flat price buying, long-term
contracts provide advantages in that we can acquire stable grain supply for the contract period while

being safe from short-term supply fluctuations, and improve relationships with grain exporters.
However there are disadvantages; it is difficult to take a flexible approach when we adjust the

importation quantity and the transaction price based on long-term contract can be higher than that
of cash and flat price buying.

c. Utilization of Reserve System

There are various types of reserve system. Namely, emergency reserves(ER), international

coordinated grain reserves(ICGR), regional reserves(RR), and country reserves(ICR). China and
India have operated international reserve systems. The United States used to run food reserve
system which was abolished with the amendment to the Agriculture Act. Basically, food reserve

system requires a marketing board setting and operating the highest and lowest prices and for that

reason, it can cause market distortions. To sum up, the operation of reserve system for strategic
reasons entails a number of difficulties including maintaining proper inventory level, setting proper
level for accounting treatment of costs and losses, selecting sales period and other uncertainties. In

particular, the reserve system may aggravate corruption, market distortion, and ethical
management, because of difficulties of securing operational transparency, socially responsible
corporate management, grain supply and demand forecasting, and competition against the private
sector.

d. Creation of National Grain Procurement System

State-led grain procurement system is a means to secure stable food supply, establishing the

entire procurement process from initial acquisition of food from abroad through shipping into the
country. The government is development strategies to create 'overseas grain distribution network' as
early as possible by 2015 through private-public partnership. Specifically, Korea Agro-Fisheries

Trade Corporation and private companies are reviewing the creation of a consortium in the form of

a grain distribution company which will import wheat, bean, and corn. The distribution company
will be equipped with capabilities to import 100,000 tons of bean and corn by 2011 and 4 million by

2015, creating the integrated distribution systems for purchase, storage, transportation, and sales.

We plan to create a 'private-public joint consultative body' composed of the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grain traders,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flour mill companies, and feed makers and push for various strategies for

common importation in a variety of ways. In particular, we are promoting volume acquisition

strategies through overseas contract-based local cultivation, futures trade, basis trad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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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foreign farms. In addition thereto, we are promoting the conclusion of contracts for
importing foreign produced grains in liaison with supporting of agricultural materials including seed
and fertilizer, international aid including ODA, transfer of agricultural technology etc.
e. Implementation of Overseas Agriculture Development

Although overseas agriculture development projects entail exorbitant investment costs and risks

depending on a target country, it can be utilized as critical food security measures considering the
limitations of other policy options noted above.

Korea developed '10-Year Plan for Overseas Agriculture Development (June, 2009)' pursuant to

the Article 4 of the Overseas Resources Development Business Act in an attempt to secure stable

foreign grain supply in the aftermath of global food crisis. The 10-Year Plan is a long-term master
plan dealing with overseas agricultural development. In addition, the Plan is a three year-rolling

plan for the forthcoming 10 years established by the Ministry of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Objectives of the Plan is three-fold. First, the Plan aims to secure overseas supply

networks covering 10% of the total quantity of internally consumed major grains by 2018. Second,
the Plan is designed to facilitate Korea's agriculture and its relevant industries to enter into foreign

markets. Lastly, the goal of the Plan is to formulate mutually beneficial and cooperative
relationships with foreign countries subject to overseas agricultural development. The private sector

will play a leading role in overseas agricultural development with the government providing

assistance thereto. Major tasks pursuant thereto are to develop strategies by category, region and
item, respectively and establish an infrastructure assisting domestic companies to penetrate into
foreign markets

f. Reduction of Food Wast

Reduction of food waste are measures in demand side rather than supply side. Food waste

continues to rise due to the increase of food consumption driven by rising income level, expansion of
eating out, feast like meal etc. Food waste per person has risen by 2% per annum since 2003. Food

waste of 11,397 tons per day in 2002 rose by 17.3% in four years to 13,372 tons in 2006. Every
person takes out about 275g of food waste per day. If we can reduce a bit of food waste, it will lead to

the significant savings of food import every year. Approximately, KRW 600 billion was incurred to
dispose of food waste against KRW 18 trillion in the value of food resources as of 2005. We can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administration costs and the importation of unnecessary foreign

agricultural produce, by creating environment-friendly food culture and reducing food wast through
improving eating hab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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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Creation of Early Warning System

Early Warning System regularly monitors changes of global grain supply and informs risk factors,

enabling us to promptly respond to global grain crisis. FAO, a specialized agency of the United

Nations, established the Global Information and Early Warning System, or GIEWS in the early
1970's and is playing a leading role of providing food production and food security information

across the world. Countries with high dependency rates of foreign food importation including Korea

are expected to face higher uncertainties pertaining to grain importation and price fluctuations.
Therefore, it is imperative to create an early warning system which can monitor changes of supply
and demand and price fluctuations in areas such as grain, livestock and food at a global level and
promptly provide an early alert upon detection of any abnormal sign.

Conclusion
Global food prices have declined for three months since July. However, the food prices are taking

upturn due to floods in Southeast Asia including Thailand, triggering worries that the world is facing

another global food crisis on the heels of the previous 2008 global food crisis. Recently, a number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experts predicted that the time for cheap food is gone forever and

forthcoming decades will be the period of frequent food price hike. In particular, the previous 2008
global food crisis disseminated distrust about global grain trade and triggered worries about food

security among grain importers and less developed countries, especially in the aftermath of export
ban executed by grain exporters.

Root cause of the expanding global food crisis is the decrease in food supply due to frequent

abnormal weather changes together with the persistently rising demand for food. That is, food
supply becomes unstable with downtrend due to abnormal weather phenomena whereas demand

for food are persistently rising due to the rising demand for biofuel energy, higher income levels of

populous countries including China, and higher demand for speculative investment driven by more

volatile liquidity of global funds. Consequently, demand is rising faster than supply increase. In

addition thereto, since biofuel energy policies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are
directly related to national energy policies and financial operations, specifically budget deficits due

to subsidies to farms, those biofuel policies are not matters of energy or agriculture alone. Moreover,
it is not easy to sort out the problem of export restriction by exporters since it requires a process of

adjusting different interests of grain exporters. Simply put, there exists ever-present socio-political
context making hard to dealt with those factor exerting great influence on global food supply and

demand structure. Therefore, it is imperative for large food importers including Korea to take a
conservative stance in understanding global food supply and demand structure and cre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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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paratory measures. In that sense, Japan provides food for thought for Korea in that Japan
developed and implemented pro-active measures for every scenario of various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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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발표 3

식량위기의본질과과제

김용택
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문제 제기
지난 7월 이후 3개월간 국제식량가격이 하락하였지만 최근 태국 등 동남아시아의 홍수를 계기로 국제식량가격이 다시
오르면서 동남아시아를 비롯하여 많은 국가들이 심각한 식량부족 사태를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FAO는 2011년 10
월 16일 세계 식량의 날에“식량가격 : 위기에서 안정까지”
를 주제로 선정하였다. 이렇게 FAO가 식량문제를 안정화 시킬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은 반대로 그만큼 세계 식량문제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2010년 후반기부터 다시 상승하기 시작한 국제식량가격으로 인하여 전 세계는 2008년에 발생한 글로벌 식량위기가 다
시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우려가 팽배하고 있다. 최근 포사이트(Foresight)1)의 전망이나 OECD나 FAO 등 국제기구의
전망에 따르면 이제 식량을 싼 가격에 얻는 시대는 지나갔고, 향후 수십년간 수시로 식량가격 급등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글로벌 식량위기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식량안보대책들이 논의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G20가 식량안보를 주요 의제로 포함시킴과 동시에 식량가격 급등의 원인을 분석하는 연구그룹을 구성하였다. 국내도 쌀
이외의 곡물의 비축제도 운영, 곡물조달시스템의 구축, 해외농업개발의 확대, 조기경보시스템 운영과 같은 다양한 식량안

1) 영국의 대표적인 싱크 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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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글로벌 식량위기가 확산되는 근본 원인은 잦은 기상이변으로 식량공급이 감소하는데 반해, 식량수요는 꾸준히 늘
고 있기 때문이다. 즉 식량공급의 증가는 기상이변으로 불안정해짐과 동시에 수시로 공급 감소를 경험하는 반면, 식량수요
는 바이오 연료수요의 증가, 중국 등과 같은 거대 인구국가의 소득증가, 국제자본 유동성 증가로 인한 곡물투기수요의 증가
등으로 지속 증가하여 공급 증가보다 수요 증가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식량사정이 다시 어려워지면서 우리나라는 많은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들 대책들이 논의 수준이거나 시행 초
기에 머물러 있고 또한 일부이지만 국내 쌀이 남아돌고 국제시장에서 식량을 사올 수 있는 경제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식
량위기를 논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식량자급률이 27% 수준에 머물러 있고 국내 여건이 근본적
으로 국내생산 확대만으로 국내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구조이다. 또한 갈수록 국제식량가격이 상승하고 불확실성이 더
심화해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인식전환과 대책 마련이 중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현재 우려되고 있는
글로벌 식량위기의 원인은 무엇이고 이런 식량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하는지를 알아본다.

글로벌 식량위기의 원인
글로벌 식량위기가 왜 발생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국제곡물시장구조가 다른 국제상품시장구조와 어떤 차이가 있
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최근 세계 식량위기도 근원적으로는 국제곡물시장이 다른 상품시장과 다른 구조
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따라서 글로벌 식량위기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제 곡물시장이 다
른 상품시장과 어떤 다른 특징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국제곡물시장구조
국제곡물시장구조의 특징은 첫째, 기후 등 자연 의존도가 높고 수급에 매우 비탄력적인 시장이다. 식량은 가격변동에 상
관없이 일정량을 소비할 수밖에 없는 비탄력적인 특징이 있다. 따라서 곡물이란 상품의 특성 상 공급량이나 수요량이 약간
만 변해도 가격이 크게 변하는 특징을 지닌다.
둘째, 생산량에 비하여 국제간 교역되는 교역량의 비중이 낮다. 전 세계 곡물 생산량에서 국제적으로 교역되는 양은
10~12% 정도이다. 국제곡물시장은 국내 소비를 한 나머지를 유통하는 즉 국내에서 먼저 소비하고 난 나머지를 국제시장에
유통한다. 따라서 국제 교역량은 국내 생산량의 변동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고, 국제교역량이 적다보니 국제 곡물시장은 엷
은 시장(thin market)의 특징을 지닌다.
셋째, 주요 곡물생산은 미국, 중국,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호주, 러시아 등 소수 국가에 집중되어 있으며, 곡물 수
출도 주요 생산국들이 담당하는 판매자 독점 형태를 취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세계 곡물생산량의 13.8% 차지하지만 교역
량은 35.5%를 차지하고 있어 곡물 수출에서 미국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넷째, 곡물 국제거래에 있어 소수 곡물메이저의 영향이 매우 크다. 곡물수출을 국가별로 보면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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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들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실제 수출가격에 있어서는 소수의 곡물메이저들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들은 막대한 정보
력과 정보망을 구사하여 세계 식량가격에 큰 영향을 준다.2) 다섯째, 주요 곡물 수입국은 일본, 한국, 대만 등으로 아시아의
비중이 높다. 대두를 포함할 경우 전 세계 곡물수입에서 수입이 높은 순서는 중국, EU, 일본, 멕시코, 한국의 순이다.
여섯째, 주요 곡물생산에 있어서 GMO 비중이 높으며 갈수록 GMO 비중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갈수록 미국과
브라질의 GMO 재배가 증가하고 있어 국제곡물시장에서 GMO의 비중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일곱째, 2006년부터 세계 곡물시장이 구조 변화를 보이고 있다. 미국이 바이오 연료용(바이오 에탄올)으로 옥수수 사용
을 확대하면서 세계 곡물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였고, 최근에는 그 상승 속도가 더욱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는 국제
곡물수급이 이상 기후 등과 같은 공급 측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아 왔으나 이제는 바이오연료 수요 증가, 중국과 같은 거대
인구국가들의 소득 증가, 상품시장으로서 곡물투자 수요 증가 등 수요 요인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구조로 전환하였다.
이상과 같이 소수의 생산국가 또는 수출국가가 큰 영향력을 미치고 엷은 시장구조를 지니고 있는 국제곡물시장은 주요
생산국가 또는 수출국가의 농업 관련 정책이 국제곡물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적은 수급물량의 변화에도 가격이 크
게 변하는 불규칙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국제곡물도 석유, 금속, minerals, 목재 등과 같이 국제원자재 시장에 속하여 농
산물 상품시장도 인덱스(index)와 헷징펀드의 대상이 되고 있다.

2) 최근 국제곡물가격의 동향
최근 유럽발 국제금융위기 이후 국제곡물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동남아시아의 홍수를 계기로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표 1>과 같이 2011년 9월의 농산물가격과 곡물가격이 작년 9월 대비 각각 16.0%와 17.7% 상승한 수준을 보
이고 있어 최근 국제곡물가격이 세계 식량위기라고 불렀던 지난 2008년 수준에 근접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최근 국
제곡물가격은 지난 글로벌 식량위기 수준까지 상승하면서 지난 글로벌 식량위기와 비슷한 경로를 밟고 있다.
<표 1> 국제 곡물가격 지수(2011. 9 기준)

2) 주요 곡물메이저로는 카길(Cargill), ADM, 벙기, 루이스 드레피스(Louis Dreyfus),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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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국제곡물가격 추이(선물가격)

자료 : CBOT

가. 2008년 글로벌 식량위기와 원인
지난 2008년에 국제곡물가격이 급등하여 전 세계는 식량위기를 경험하였다. 2008년 4월 당시 FAO 곡물가격지수가
274까지 상승하여 국제곡물가격이 2006년 초에 비하여 거의 3배가량 급등한 바 있다. 당시 글로벌 식량위기(Food Crisis)
는 글로벌 유가위기(Fuel Crisis), 글로벌 금융위기(Financial Crisis)와 함께 나타나(3F Crisis) 전 세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
었다. 이때 세계은행은 식량가격 급등으로 정치와 사회가 불안해진 나라로 33개 국가를 들었다. 아이티, 중국, 인도네시아,
이집트, 카메룬, 파키스탄, 우츠베키스탄 등 전 세계 20여개 국가에서는 격렬한 식량 폭등이 일어났다. 식량가격이 급등하
면서 우선적으로 어려워지는 계층은 경제력이 약한 저소득국가와 빈곤계층이다. 그러나 식량가격 급등으로 고통 받는 것은
개도국만이 아니었다. 당시 미국과 유럽 등과 같이 선진국들도 높아진 식품가격으로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었고 농산물
물가가 일반 소비자물가 상승을 주도하는 애그플래이숀(agflation)이란 새로운 용어까지 만들어졌다.

<표 2> 2007년/08년 세계 식량위기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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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Maximo Torero, Alternative mechanisms to reduce food price volatility and price spikes, 2010

나. 세계 금융위기와 국제곡물가격
이렇게 급등하던 국제식량가격은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식량수요가 급감하였고 그 결과 국제곡물
가격이 급락하였고 이에 따라 글로벌 식량위기의 논란도 일단 해소되었다. 일단 글로벌 식량위기는 잠재워졌지만, 식량수
입국과 저소득 개발도상국들을 중심으로 국제곡물시장에 대한 불신(distrust)과 식량안보(food security) 의식을 강화시키
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많은 국제기구들이나 전문가들은 지난 글로벌 식량위기가 발생한 원인이 근본적으로 치유되지 않았
으므로 언제 다시 글로벌 식량위기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감을 표명하였다. 2009년 10월에 있었던 FAO 식량전문가 회
의에서는 지난 글로벌 식량위기가 식량문제에 대한 사전경고(Wake-up Call)란 진단이 있었다. 아울러 많은 학자들이 공
감하는 것은 지난 글로벌 식량위기는 국제곡물수급구조가 변하면서 나타났던 것으로 국제곡물수급구조가 공급중심에서 수
요 중심으로 전환하였다는 것이다. 즉 과거에는 날씨나 생산비 등과 같은 공급요인이 가격에 주로 영향을 주었으나, 지난
글로벌 식량위기에서는 인구, 소득, 바이오연료, 투기적 수요 등과 같이 수요 요인이 가격에 주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그림 2> 2008년 세계금융위기와 국제곡물가격 변화

다. 최근 국제곡물가격 상승과 원인
최근 국제곡물가격이 크게 상승한 원인은 크게 보면 다음 4가지 요인을 들 수 있다. 첫째, 미국의 바이오 연료수요(바이
오 에탄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옥수수 수출물량이 줄어들었다. 미국의 바이오 연료 수요 증가로 미국의 옥수수 수출이
감소하고 국제 교역량이 감소하면서 국제옥수수 가격이 급등하게 되었다. 기말재고율이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여 당분간 국
제옥수수 선물가격은 높은 가격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국제 유동성 자본의 투기적 수요가 증가하였다. 최근 국제유동성자본의 투기 수요가 크게 늘어났다. 예를 들면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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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수, 대두 선물투기 순매수포지션이 과거에 비하여 크게 늘어 났다.
셋째, 이상 기후로 인한 주요 곡물생산국 및 수출국들의 생산 감소이다. 2011년 여름 러시아와 인근 국가 및 캐나다의 폭
염과 가뭄으로 인한 세계 밀 가격 폭등,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홍수로 인한 쌀 가격 상승 등이 최근의 대표적
사례이다.
넷째, 주요 곡물의 기말재고율이 하락하면서 곡물가격 상승을 주도하였다. 최근 국제곡물 가격상승은 바이오 연료수요
의 증가 등으로 곡물기말재고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기후변화와 국제투기 수요가 가세한데 주로 기인한다.
<표 3> 2008년 식량위기와 최근 식량위기와의 비교

3) 향후 국제곡물가격 전망
여기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관심을 두어야 할 사항은 최근 상승하는 국제곡물가격이 계속 상승 추세를 유지할지 아니면
상승을 멈추고 다시 하락할 것인지 하는 것이다.
OECD-FAO의 향후(2010-2019) 국제곡물가격 전망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밀과 사료작물의 실질가격(평균)은 19962006년의 평균가격보다 15% - 40%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러나 2009년에 OECD-FAO가 전망한 수치는 향후 10
년간 10%- 30%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 바가 있다. 이는 OECD-FAO도 갈수록 국제곡물가격의 추세를 비관적으로 전망하
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OECD-FAO가 향후 국제곡물가격 전망에서 강조한 것은 첫째, 상업농의 확대, 농산물가격에서 가공과 수송이 차지하는
비중의 증가, 바이오 연료산업의 확대 등으로 농업과 에너지 산업의 상관관계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에너지와
곡물의 연계가 심화될수록 가격 변화는 보다 불규칙해질 수밖에 없다. 둘째, 국제곡물수급이 구조적으로 변하여 이제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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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가격은 과거 수준으로 회귀하지 않을 것이며 공급의 변화나 거시경제변수 변화 등으로 수시로 가격 이 빠르게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국제곡물시장구조의 특징과 국제기구들의 국제곡물수급 및 가격 전망에 따르면 갈수록 국제곡물수급
이 악화될 것이고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국제곡물가격은 상승 추세를 유지할 것이고 상승추세를
유지하는 가운데에도 가격의 불규칙한 변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것이다.

글로벌 식량위기의 가능성
1) 국제곡물시장에서의 식량공급 중단 가능성
과연 국제곡물시장에서 곡물이 정상적으로 거래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국제곡물시장은 본질적
으로 적은 수급물량이 변해도 가격이 크게 변하는 불안정성을 지니며 국제시장에서 곡물메이저나 대규모 생산국가와 교역
국가(larger producers & traders)의 영향이 지대하기에 주요 생산국가 또는 수출국가의 국내농업정책이 국제곡물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난 글로벌 식량위기는 국제곡물가격이 급등할 경우(price spike)는 국제 교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않을 수 있다
는 것을 잘 보여주었다. 당시 국제곡물가격이 계속 급등하자 주요 곡물수출국들은 자국의 물가안정을 위하여 오히려 수출
제한조치를 취하였다.3) 그리하여 당시 주요 곡물 수출국들은 국제기구들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곡물수출제한 조치를 취하
였고, 그 결과 국제곡물시장가격이 더 급등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당시 국제기구들은 수출제한조치(수출물량동결(export
embargo)과 수출세(export taxes) 등)가 인근국가 궁핍현상으로 자유무역을 해치고 개발도상국들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
시키는 조치임을 강조하였으나 개별 수출국들은 자국의 이해에 따라 곡물수출제한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였다.4)
최근 곡물 수출제한을 다시 시행한 사례를 보면, 작년부터 세계 3위의 밀 수출국인 러시아는 이상기후로 밀, 보리, 호밀,
옥수수 등과 같은 곡물 수출을 금지하였고 최근 다시 수출제한 조치를 2011년 상반기까지로 연장하였다. 이미 아르헨티나
와 우크라이나도 곡물수출세나 수출할당제를 실시하여 곡물수출제한 조치에 동참하고 있다. 2011년 2월 말부터 미얀마도
국내 식품가격 인상에 대한 대응으로 쌀 수출을 금지하였다.5) 이처럼 이미 일부 곡물수출국들은 자국의 국내 물가안정을
위하여 곡물수출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만약 기상이변과 더불어 국제곡물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지난 2008년과
같이 곡물수출 제한조치는 더 확산될 우려가 있다. 일반적으로 수출세나 수출제한이 국제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수입관세와
수입제한과 같다. 따라서 곡물수출제한조치는 국제곡물가격을 올리고 이는 다시 곡물수출제한을 강화하는 악순환을 야기

3) 2008년 3월 현재 곡물수출제한 조치를 취한 나라로는 러시아, 중국, 아르헨티나, 인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세르비아, 브라질, 파키
스탄, 호주 등이었으며, 미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곡물수출국들이 곡물수출제한 조치를 취하였다.
4) IFPRI는 2008년 곡물가격상승의 30%는 수출제한조치에 의한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5) 미얀마의 쌀 수출은 국제 쌀 수출물량인 3,000 천만톤 중에서 약 100만톤 정도를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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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결국에는 소득이 낮은 개발도상국들은 급등한 국제곡물가격으로 식량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고 경제력을 갖고 있는 나
라라고 하여도 일시적인 곡물공급물량의 축소로 높은 가격으로도 공급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더욱이 우
리나라는 국제곡물시장에서 물량이 적은 Non-GM 곡물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격 급등시에 물량 확보가 더욱 어
렵다. 즉 국제곡물시장은 가격이 급등할 경우 일정기간 국제간의 교역기능을 멈출 수 있는 것이다.

2) 국내생산 확대의 가능성
2009년 현재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26.7%이다. 밀 자급률은 0.5%, 옥수수는 1.0%, 콩은 8.4%에 지나지 않는다. 이
처럼 밀과 옥수수는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콩도 식용을 제외하면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이
들 곡물수입의 해외의존도를 살펴보면, 2009년 현재 밀은 전체 수입량의 86%를 미국, 호주, 캐나다 3개국에, 옥수수는 전
체 수입물량의 81%를 미국 한 나라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콩의 주요 수입국은 미국, 브라질, 중국 등 3개국이다. 곡물 전체
로는 미국이 60.4%, 호주가 6.3%, 브라질이 4.1%를 차지하고 있어 3개국에 의존하는 비중이 70%를 넘어선다. 또한 우리
나라의 곡물수입은 주로 협회를 통한 대행수입이기 때문에 국제곡물가격 상승기에 안정적인 곡물조달이 어렵다. 아울러 곡
물메이저의 시장지배력이 높아 구매자(Buyer)의 시장교섭력이 낮다. 4대 곡물메이저가 수입곡물의 60%, 축산사료의 90%
를 취급하고 있어 중소 곡물상들이 신규로 진입하는 것이 어렵고, 가격경쟁을 하기도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
미국 농무성(USDA)에 따르면 곡물수입물량과 수입비중으로 볼 때 2009/2010년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 4위의 식량수
입국이다. 일본의 수입 물량은 세계 수입물량의 9.3%인 2,550만톤으로 세계 제일의 곡물수입국이며, 다음은 이집트와 멕
시코 순이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식량안보는 매우 취약하나 식량안보대책은 미흡한 수준이다. 현재 우리나라는「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에 식량안보의 개념,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추진 체계 등을 언급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정책수단이 반영되
어 있지 않다. 이는 우리나라의 식량안보대책이 법적으로 미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식량안보를 위한 일차적인 대책은 국내생산을 확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경지면적이 협소하여
식량자급을 얼마까지 높일 수 있는지 의문시된다. 이정환(2008)에 따르면 2004년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경작면적은 194만
ha이나, 완전 식량자급을 하려면 경지면적이 715ha가 필요하고 축산물을 완전자급하기 위해서는 521만 ha의 경지면적이
필요하다. 즉 국내에서 축산물을 완전자급하려면 경지면적이 추가로 217ha가 필요하나, 실제 국내 경작면적은 194ha에 지
나지 않아 국내 경작면적을 모두 축산물 공급에 사용해도 축산물 자급률이 70%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추계하였다.
여기서 현재 26.7%인 식량자급률 수준을 국내생산의 확대로 얼마까지 높일 수 있는지도 중요한 고려사항이 된다. 국내
곡물가격과 국제 곡물가격과의 차이를 재정자금으로 충당한다고 가정할 경우, 식량자급률을 1% 높이기 위해서는 최소 연
2,000억 이상의 재정자금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현재 농림수산예산에서 융자와 소득보전용 재정자금을 제외
하고 순수 재정투자재원 모두를 식량자급률을 높이는데 사용하여도 식량자급률을 50% 이상 넘길 수 없다.
따라서 국내생산을 최대한 확대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최소한 50% 이상을 해외에서 공급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현실적으
로 국내생산 확대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책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은 평시나 비상시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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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없이 해외로부터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이다.

글로벌 식량위기에 대한 대응 대책
1) 국제 대책
지난 2008년 글로벌 식량위기에서 국제사회가 실제로 적용했거나 적용하려고 했던 대책으로는 긴급구호지원의 확대,
곡물을 바이오 연료로 사용하는 각 국가의 바이오연료정책의 재검토, 수입뿐만 아니라 수출제한도 일정하게 규제할 수 있
는 공정한 무역정책의 시행, 지난 1970년대 아시아에서 성공하였던 녹색혁명과 같은 농업기술에 의한 농업생산성의 획기
적인 증대를 위한 제 2차 녹색혁명의 시행, 식량위기에 더 많은 피해를 보는 개도국에 대한 사회 안정망 투자의 확대 등 여
러 방안이 검토되었다. 먼저 국제교역을 보다 활성화 시키고 검토한 방안으로는 식량수입금융기구(Food Import
Financing Facilitity, FIFF)의 창설과 수출제한조치의 금지 등과 같이 방안이 있었다. FIFF 창설 방안은 개발도상국의 수
요 증가에는 도움이 되지만 실제로는 시행되지 않았고 2008년의 식량위기에도 적용되지 않았다. 이는 FIFF를 이용하는 조
건이 너무 까다로워 비상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완화되어야만 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방안으로 검토되었던 주
요 곡물수출국의 수출제한조치 금지는 실제로 국제규범으로 적용되지 못하였다. 이는 곡물수출국이 곡물수출에 관한 국제
협약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자국민을 보호할 것인지 결정할 때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실제 지난 글로벌 식량위기 때에도
국제기구들의 권고에도 거의 모든 곡물수출국들이 자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수출제한조치를 취하였다. 수출세는 수입관세
와 같이 국제가격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음에도 WTO 규범에서 어떤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특히 대규모 수출 국가
들이 위기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권고를 따를 것인지는 의문시 된다.
이렇게 국제 대응방안을 단기와 중장기 대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단기 대책으로는 식량위기 국가에 대한 긴급 식량
지원 확대, 저소득국가에 대한 국제수지 및 재정지원, 저소득국가 소농 식량증산을 위한 씨앗, 비료, 동물사료지원, 저소득
국 식량비축 능력 확보에 의한 식량안보 리스크 강화 등이며, 중장기 대책으로는 주민 생계 지원 및 농업투자 증대를 위한
주민 위주의 정책, 기후변화 대처와 관련한 금융시스템 및 투자 우선순위 부여, 식량 및 농업에 대한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
가속화, 식량수출금지, 규제조치 최소화, 국제무역 자유화 지속 추진 등이다.
이런 대안들이 실행 가능한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식량대책 마련에 있어 몇 가지 고려 사항이 있다. 먼저 글로벌 식량위
기문제는‘글로벌 공공재(Global Public Goods) 제공’문제와 같으므로 글로벌 식량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
의 차원을 넘어선 국제적인 정책의사결정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글로벌 공공재 제공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20세
기 후반에 미국이 국제통화시스템을 안정시켰던 것과 같이 초강대국의 헤게모니적 추진에 의하여 국제문제를 해결하는 방
식이 있을 수 있으며, WTO 또는 국제협력기구 등과 같은 국제기구를 통하여 국제적으로 따라야만 하는 국제규범을 제정하
는 방식 등이 있을 수 있다. 두 방식 모두 공공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단행동(Collective Action)과 관련된 정책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유인) 시스템이 고안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 글로벌 식량위기가 최고점에 달했을 때 UN의 대표적인 농업기구인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여러 차례
식량안보 정상회의와 관련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글로벌 식량위기의 원인 분석과 대책들을 마련하고 해결 방안까지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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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이들 실효성 있는 대책들은 시행되지 않고 기본 원칙을 천명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말았다. 예를
들면 당시 글로벌 식량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바이오연료정책의 확대와 주요 곡물수출국들의 수출제한이 지적되었다. 그러
나 바이오연료정책에 관해서는 미국, 브라질, EU 등 바이오연료를 주로 생산하고 사용하는 국가들이 바이오연료에 대한
정부보조금 축소나 곡물을 바이오연료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 등과 같은 사항에는 전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바이오연료가 국제곡물가격에 영향을 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파급효과를 파악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자는 기본 원칙
만을 천명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또한 곡물수출국들의 수출제한 현상은 대표적인 인근국가 궁핍화 현상(beggar-myneighbor countries)이므로 이에 대한 규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실제로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
다. 그러나 현재 곡물공급의 증가율이 곡물수요의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는 근본 원인이 전 세계적으로 농업투자가 축소
되었기 때문이므로 농업투자 확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선진국과 국제기구들은 개발도상국 농업에 개발원조를 확대하
기로 합의하였다. 이처럼 지난 글로벌 식량위기를 겪으면서 확인된 것은 국제기구들이나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국제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2) 국내 대책
식량안보를 위한 국내 대응방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은 국내 생산 확대 및 식량자급률 제고, 선물시장 적극 활용, 수
입선 다변화, 장기조달계약의 확대, 비축제도 운용, 국제식량조달시스템의 구축, 해외농업개발, 조기경보시스템(EWS) 구
축, 음식물 쓰레기 축소 등 다양하다.
<그림 3> 국내 식량안보 대책

가. 국내생산 확대
국내 생산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우선 농지이용계획을 제도화하고 통합이용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자체별로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통합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해 토지이용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하계 논농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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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화해 콩, 사료, 잡곡생산을 확대하는 것이 식량자급률 향상에 도움이 된다. 정부는 이런 정책에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13년까지 매년 4만ha 논 대상으로 타작물 재배시 소득차를 보전(300만원/ha)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밭작
물 산업을 육성해 콩, 옥수수, 잡곡생산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밭작물 기반정비를 확대하고, 밭작물 기계화
를 촉진하며, 생산, 유통, 저장 등 품목별 특성에 맞는 육성전략 마련도 필요하다. 2012년부터 정부의 보리 수매가 중단될
예정이다. 따라서 보리재배 대신에 2모작 밀 생산을 확대하고 유휴농지에 사료작물을 재배하여 사료 자급률을 제고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나. 선물거래와 장기계약 확대
선물거래와 장기계약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일본과 중국 등은 선물시장(Futures Market)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수입물량의 20～30% 정도가 선물시장을 활용하고 나머지는 일괄현물거래방식(flat buying)을 이용한다. 일괄
현물거래방식은 가격변동이 심한 경우에 높은 가격을 지불하며, 가격 위험이 높고 가격 담합에 취약한 방식이다. 우리나라
는 선물전문가가 부족하고 관련 기관들도 소극적 자세로 임하고 있어 선물거래 확대가 제한되고 있다. 한편, 장기 계약의
장점은 계약기간 동안 곡물이 안정적으로 도입되고, 단기적인 공급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주요 곡물수출국과의 유대
관계를 강화하는 것 등이지만 도입물량을 조절하고자 할 때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가 곤란하다든지, 장기공급계약에 의한
거래가격이 현물거래가격보다 높을 수도 있다는 것과 같은 단점도 있다.

다. 비축제도의 활용
비축 제도는 긴급 비상비축(Emergency Reserves, ERs), 국제조정곡물비축제도(International Coordinated Grain
Reserves, ICGRs), 지역비축제도(Regional Reserves, RRs), 국별비축제도(Country reserves, ICRs) 등과 같이 여러 유
형이 있다. 그동안 국제적으로 비축제도를 운영해 온 나라는 중국과 인도이다. 미국도 오랫동안 농가 비축제도를 운영했으
나 농업법이 바뀌면서 없어졌다. 비축제도는 기본적으로 최고가격과 최저가격을 설정하고 이를 운영하는 marketing
board가 설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장 왜곡문제를 지니고 있다. 그리하여 전략적으로 비축제도를 운영할 때 직면하는 어려
움은 적정 재고수준 결정, 비용과 손실처리수준 결정, 시장판매시기 결정 등 많은 불확실성이 있다. 특히 운영의 투명성 확
보, 책임 운영방식, 곡물수급예측의 어려움, 민간부문과의 경쟁 등과 같은 문제로 부패, 시장왜곡, 운영관리문제 등 이 더
악화될 수 있다.

라.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
해외에서 식량을 확보해 국내에 반입하기까지의 전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확립해(국가곡물조달시스템) 안정적으로 식
량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2015년까지 민관합동‘해외곡물 유통망’
을 조기에 구축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유통공사와 민간기업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곡물유통회사를 설립해, 밀·콩·옥수수의 국내도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11년까지 콩, 옥수수 10만톤 도입, 2015년까지 400만톤을 도입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해 구매, 저
장, 운송, 판매에 이르는 종합유통체계를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이러한 곡물조달시스템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를 조직하고 다양한 방
농식품부, 농진청, 곡물유통회사, 농어촌공사, 제분회사, 사료협회 등으로 구성된‘민관합동협의회’
식의 공동도입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현지 계약재배, 도입특약체결, 선물거래, 베이시스 거래, 해외농장 개발 등을
통한 물량 확보 전략 뿐 아니라, 농자재(종자, 비료 등) 지원, ODA등 국제원조, 영농기술 전수 등과 연계한 해외 생산 곡물
의 국내도입 계약 체결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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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해외농업개발의 시행
외농업개발 사업은 다른 대책에 비하여 투자비용이 과다하고 대상국가에 따라서는 위험성이 높은 단점이 있지만, 이미
앞에서 언급한 다른 대책들의 한계를 고려할 때 식량안보의 중요한 대책의 하나로 활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식량위기 이후에 보다 안정적으로 해외 곡물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해외자원개발법」
제4조에 근거하
여
「해외농업개발 10개년 계획(2009. 6)」
을 수립하였다.
「해외농업개발 10개년 계획」
은 농림수산식품부가 3년마다 10년 단
위로 수립하는 해외농업개발에 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기본계획이다. 이 계획의 기본 목표는 첫째, 2018년까지 주요 곡
물 국내소비량의 10% 물량에 대한 해외 공급망을 확보하고, 둘째 우리나라 농업 및 연관 산업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며,
셋째 해외농업개발 대상국과 상생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 등이다. 해외농업개발의 추진 방향은 실수요자인 민간이 주도적
으로 추진하며, 정부는 간접 지원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주요 추진 과제는 유형별, 지역별, 품목별 추진전략을 수립하
며, 진출하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바. 음식물 쓰레기 축소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방안은 공급 측면의 대안이기 보다 수요 측면의 대안이다.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른 음식소비 증
가, 외식확산, 푸짐한 상차림 등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지속적인 증가하고 있다.‘03년 이후 1인당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연간 2% 수준으로 증가해왔다. 2002년 하루 평균 1만 1,397톤이었던 음식물 쓰레기는 매년 증가해 2006년엔 하루 1만
3,372톤으로 4년 만에 17.3%가 늘어났다. 이는 국민 1명이 매일 약 275g의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것으로 이를 조금만 줄
‘05년 기준) 대비 약 6천억
여도 매년 식량수입량을 크게 줄일 수 있다.8) 이러한 음식쓰레기로 인해 식량자원가치 18조 원(
원의 처리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친환경 음식문화 조성 및 식생활 개선운동 등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를 줄임으로써 음식물
쓰레기로부터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행정비용, 그리고 불필요한 농산물 수입을 줄일 수 있다.

사.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곡물의 조기경보시스템은 국제 곡물수급 및 가격을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위험요인들을 사전에 알려 국제곡물위기에 대
응하는 시스템이다.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는 1970년대 초 세계식량정보 및 조기경보시스템(Global Information
and Early Warning System, GIEWS)을 구축하여 세계 각국의 식량생산 및 식량안보에 관한 정보를 선도적으로 제공하
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해외 식량수입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곡물수입량과 가격 불안정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
된다. 따라서 국제 곡물부문, 축산부문, 식품부문들의 수급 및 가격에 대한 모니터링을 포함하여 이상 징후를 조기 경보할
수 있는 조기경보시스템이 필요하다.

결어
지난 7월 이후 3개월간 국제식량가격이 하락하였지만 최근 태국 등 동남아시아의 홍수를 계기로 국제식량가격이 다시
오르면서 전 세계는 2008년에 발생한 글로벌 식량위기가 다시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 많은 국

8) 하루 3,000톤 정도의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면 매년 식량수입량을 백만톤 이상 줄이는 효과를 가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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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구나 전문가들은 이제 식량을 싼 가격에 얻는 시대는 지나갔고, 향후 수십년간 수시로 식량가격 급등을 경험하게 될 것
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8년의 글로벌 식량위기로 말미암아 국제곡물교역에 대한 불신이 확대되었으며 식량
수입국과 저소득 개도국을 중심으로 식량안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었으며 특히 곡물수출국들의 수출제한조치에 따라 식
량안보에 대한 우려가 가속화 되었다.
이렇게 글로벌 식량위기가 확산되는 근본 원인은 잦은 기상이변으로 식량공급이 감소하는데 반해, 식량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식량공급의 증가는 기상이변으로 불안정해짐과 동시에 수시로 공급 감소를 경험하는 반면, 식량수
요는 바이오 연료수요의 증가, 중국 등과 같은 거대 인구국가의 소득증가, 국제자본 유동성 증가로 인한 곡물투기수요의 증
가 등으로 지속 증가하여 공급 증가보다 수요 증가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미국과 EU의 바이오연료
정책은 자국의 에너지 정책과 재정운영(농가소득 지지로 인한 재정적자 문제)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농업이나 에
너지 문제로 한정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아울러 수출국의 수출제한 조치에 대한 논의도 많은 곡물수출국의 이해를 조정
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쉽게 해결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즉 세계식량수급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정치 경제적 요소가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량 식량수입국인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는 보다
보수적인 입장에서 세계 식량수급구조를 이해해야 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다양
한 시나리오별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는 일본은 우리에게 좋은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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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mporary problems affecting development”. The Institute was established in 1963.

이일청
이일청 박사는 2008년 10월에 유엔 사회개발 연구소에 들어와 현재 연구조정관으로서
재직중이다. 이일청 박사는 한국 출생으로서, 정치학(서울대학교 정치학과 학사, 석사)과
사회정책분석(영국 옥스퍼드대학 철학 박사)분야를 공부하였다. 빈곤, 사회정책, 노동정책
과 경제, 사회개발과정의 역사적 분석 분야에 전문가이다. 유엔 사회개발 연구소 근무 이
전에는 일본 큐슈대학의 부교수(2004~2008), 말레이시아 말라야 대학 동아시아학과 방문
교수(2003~2004), 노르웨이 Bergen 대학 Stein Rokkan 센터 방문연구원(2002~2003) 등으
로 활동하였다. 이외 유엔 사회개발 연구소, ILO, JBIC, KOICA 등의 국내, 국제 조직에서
다양한 분야 연구와 프로젝트 개발에 대한 외부 연구자 및 컨설턴트로 활동하였다.
유엔 사회개발 연구소(UNRISD)는 1963년에 설립된 독립적인 유엔 기관으로서, 개발에
관련된 현대 문제의 사회적 측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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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VALJIT SINGH
Kavaljit Singh is the Director of Public Interest Research Centre, New Delhi. His latest
book is“Fixing G lobal Finance”(Madhyam, SOMO, 2010). He is the author of several
widely published books including“Why Investment Matters”(Madhyam Books, FERN,
The Corner House, CRBM, 2007); "Questioning G lobalization(Zed Books, 2005);
“Taming G lobal Financial Flows: Challenges and Alternatives in the Era of Financial
Globalization”(Zed Books, 2001); and "The Globalization of Finance: A Citizen’s Guide”
(Zed Books, 1999). He regularly writes on such issues in professional journals,
magazines and newspapers published from India and abroad.
He is founder-Director of PIRC which was set up in the 1990s. He holds a master’s
degree from University of Delhi. He has been a senior adviser and member of Board of
several reputed NGOs in India and abroad.
Public Inte re st Re se arch Ce ntre is a New Delhi based policy research institute
working on international finance, trade and developmental issues. The stated mission of
PIRC is to widen the democratic participation of people in the policymaking and
enhance transparency and democratic accountability of policymaking and institutions.
PIRC aims to search and promote alternative policies and paradigms towards creating a
harmonious, pluralistic and equitable society.

카발짓 싱
카발짓 싱은 뉴델리의 공익연구센터 소장으로 현재 활동 중 이다. 최근 그의 저서로는
“Fixing G lobal Finance”(Madhyam, SOMO, 2010)이다. 그는“Why Investment Matters”
(Madhyam Books, FERN, The Corner House, CRBM, 2007); “ Questioning
G lobalization"(Zed Books, 2005); "Taming G lobal Financial Flows: Challenges and
Alternatives in the Era of Financial Globalization"(Zed Books, 2001), “The Globalization
of Finance: A Citizen's Guide”(Zed Books, 1999) 등 여러 저서를 출판하였다. 또한 정기적
으로 인도와 해외의 전문 저널, 잡지, 신문사에 기고하고 있다.
그는 뉴델리대학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으며, 1990년대에 설립된 공익연구센터의 설립
자이자 소장으로서, 인도와 해외의 명망있는 NGO의 선임고문 및 이사로 활동하였다.
공익연구센터는 뉴델리에 있는 정책 연구소로서, 국제금융, 통상, 개발 이슈를 연구하고
있다. 센터의 미션으로는 정책결정에 있어서 국민의 민주적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결정과
관련 기관의 투명성과 민주적 책무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센터는 조화적이며 다원적
이고 공정한 사회 창조를 위한 대안적 정책과 패러다임 창출을 모색하고 촉진하는 것을 목
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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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KE LING CHEE
Current Position
Director of Programmes, Third World Network
Education
1982 : LLB (First Class Honours), University of Malaya, Malaysia
1984 : LLM (Honours), University of Cambridge, UK
Work Experience
2009~ : Director of Programmes, Third World Network
2004~2009 : Environmental Programme Coordinator, Third World Network
1993~2004 : Legal Advisor, Third World Network
1989~93 : Executive Secretary, Friends of the Earth Malaysia
1989~93 : Legal Consultant, Meena Thayalan & Partners
1984~89 : Law lecturer, University of Malaya
Third World Ne twork is a non-profit international network of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involved in sustainable development issues, the South and North-South
relations. Its mission is to bring about a greater articulation of the needs and rights of
peoples in the South, a fair distribution of world resources, and forms of development
that are ecologically sustainable and fulfill human needs.

욕링치
현직
제3세계네트워크 프로그램 책임자
학력
1982 : 말레이시아 대학 법학과(1등급) 졸업
1984 : 캠브지리 대학 법과대학원(우등생) 졸업
경력
2009 ~ 현재 : 제3세계네트워크 프로그램 책임자
2004~2009 : 제3세계네트워크 환경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1993~2004 : 제3세계네트워크 법률고문()
1989~93 : 말레이시아 지구의 친구(Friends of the Earth) 사무국장
1989~93 : Meena Thayalan & Partners 법률 컨설턴트
1984~89 : 말레이시아 대학 법학 강사
제3 세계 네트워크는 비영리 국제 네트워크 조직으로서, 지속적 개발 이슈와 남과 남북
의 관계에 대한 분야에 관여하고 있다. 남반구 지역 민중의 필요와 권리를 요구의 확대, 세
계 자원의 공정한 배분, 생태학적으로 지속가능하며 인류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형태의
개발을 이끄는 것을 미션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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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G-TAEK KIM
Current Position
Senior Research Director,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KREI)
Education
1992 : Ph D., Agricultural Economics, Michigan State University, U.S.A.
1983 : ., Economic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1976 : BS., Economic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Recent Professions
2011 : President of Korea Agricultural Economics Association
1984~2009 : Senior Research Director,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Director, Center for International Agricultural Development & Cooperation
President, Agricultural Research Promotion Center
Chief, International Rural Development Cooperation
Director, Agricultural Policy Research Center
2004~2006 : Adjunct Professor,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2004~2006 : Executive Secretary of Korea Agricultural Economics Associatio

김 용 택
현직
2006. 4~현재 : 선임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
학력
1986. 9.~1992. 8. :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교, 농업경제학, 박사
1977. 3.~1983. 8. :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업경제학, 경제학 석사
1972. 3.~1976. 8. :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농업경제학, 학사
주요 경력
2011. 2~현재 : 한국농업경제학회 회장
2010. 1~현재 : 아시아농업경제학회, 사무총장
2010. 4~2011. 1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 센터장
2009. 2~2009.8 : 농림기술관리센터(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설), 소장
2007. 12~현재 : 해외농업개발협력단, 해외농업개발 융자심의회 위원
2004. 5~2006. 4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업경영 겸임교수
2005. 1~2006.12 : 한국농업경제학회,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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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HYUK KIM
Sunhyuk Kim is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at Korea
University, Korea. He has been Assistant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t the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Research Fellow at the Center for International
Security and Cooperation at Stanford University; and Visiting Professor at Harvard
University, Claremont-McKenna College,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Buffalo, and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 Dr. Kim has served on various advisory committees
of the Korean government. He has also served as Research Director of the Pacific
Council on International Policy’s project on Korea, The Reshaping of Korea. Dr. Kim’s
research interests include democratization, civil society, social movements, political
economy, decentralization, and Korean-U.S. relations. He is the author of The Politics of
Democratization in Korea: The Role of Civil Society (Pittsburgh: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2000) and Economic Crisis and Dual Transition in Korea: A Case Study in
Comparative Perspective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2004). His most recent
articles include“‘Dynamics of Contention’in Democratic Korea: The Role of AntiAmericanism”(2011) and“Collaborative G overnance in South Korea: Citizen
Participation in Policymaking and Welfare Service Provision”(2010). Dr. Kim received
his B.A. in Economics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M.A. and Ph.D. in Political
Science from Stanford University.

김 선 혁
김선혁 교수는 현재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정치학과 조교수,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국제안보협력연구소 연구원,
미국 하버드 대학교 초빙교수 등을 역임하였으며 대한민국 정부 여러 부처의 자문위원으
로 봉사하였다. 김선혁 교수는 또한 미국의 씽크탱크인 태평양국제정책협의회(PCIP)의 한
국 프로젝트 연구책임자를 맡기도 하였다. 주요 연구관심은 민주화, 시민사회, 사회운동,
정치경제, 분권화, 한미관계 등이다. 저서로는 The Politics of Democratization in Korea:
The Role of Civil Society (Pittsburgh: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2000)와 Economic
Crisis and Dual Transition in Korea: A Case Study in Comparative Perspective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2004)가 있다. 최근 논문으로는“‘Dynamics of
Contention’in Democratic Korea: The Role of Anti-Americanism”(2011) and
“Collaborative G overnance in South Korea: Citizen Participation in Policymaking and
Welfare Service Provision”(2010) 등이 있다. 김선혁 교수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서 경
제학 학사를,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정치학과에서 정치학 석·박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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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ROYUKI TOSA
Current Position
Professor, The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Studies
Education
1985 : MA(IR and Interdisciplinar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Tokyo
1983 : BA(Sociology), University of Tokyo.
Employment History
2004~ :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Studies, Kobe University.
Professor(Visiting fellow at Aberystwyth University, UK, 2008-9 [Research
Program of MEXT])
1999~2004 : Faculty of Law, Tohoku University. Professor
1997~99 : Faculty of Letters, Kobe College. Associate Professor
1991~97 : Facutly of Cross-cultural Studies, Setsunan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Research at LIPI, Indonesia,1993-4 [Japan Foundation])
1985~89 : University of Tokyo, Institute of Oriental Culture. Research Associate.
(Research at Monash University, Australia, 1987-88 [Rotary Foundation])
The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Studies (GSICS) was established
in 1992 with the objective of fostering talented young people for servi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Kobe University is one of the oldest Universities in Japan but GSICS is a new
graduate school without undergraduate course. Kobe University has an established
reputation on social sciences and G SICS originated in G raduate Schools of Economics
and Laws.

히로유키 토사
현직
고베대 국제협력 대학원 교수
학력
1985 : 동경대학교 국제관계&학제적 사회학 대학원 졸업
1983 : 동경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경력
2004~현재 : 고베대 국제협력학 대학원 교수
1999~2004 : 토호쿠대 법학부 교수
1997~99 : 고베대 여학원대학 문학부 부교수
1991~97 : 세추난대 비교문화학 부교수
1985~89 : 동경대 동양문화원 연구원
고베대학은 일본에서 가장오래된 대학 중 하나이며 사회학 분야에서 명성을 얻고 있다.
고베대 국제협력 대학원은 1992년에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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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N-JAE LEE
Won-Jae Lee is President of Hankyoreh Economic Research Institute. He was Financial
Reporter of Hankyoreh Media Group and Research Fellow, 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He became President of Hankyoueh Economic Research Institute in 2007 and
has been active in pioneering activities to make new trends in research fields in CSR,
sustainability and social enterprise.
Hankyore h Economic Re se arch Institute (HERI) is a think tank for a responsible
market economy. It is a Seoul-based think tank to research a new economic paradigm to
overcome market fundamentalism. Since its foundation in 2007, HERI has conducted
research on sustainable development. HERI’s fields of research include research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educat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ESD),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SRI), social enterprises, media, East Asian economic
community, and policymaking ecosystems.

이 원 재
<한겨레> 경제부 기자,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을 거쳐, 현재는 한겨레 경제연구소
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지속가능경영, 사회적기업 등의 주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집필,
강의, 방송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략적 윤리경영의 발견>, <이원재의 5분 경영학> 등의
저서가 있으며, <한겨레>에 고정 칼럼을 쓰고 있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MIT 슬론 스쿨에서 MBA 학위를 받았다.
한겨레경제연구소(HERI)는 시장만능주의와 성장지상주의를 넘어선 새로운 경제를 연
구하는 싱크탱크이며, 이를 위해 기업 및 공공기관의 사회책임경영(CSR), 지속가능발전교
육(ESD), 사회책임투자(SRI), 사회적기업, 미디어,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정책생태계 등을
연구하고 있다. 연구 결과는 연구보고서, 자체 매체인 <HERI Review>, 홈페이지, 각종 언
론 기고, 국제포럼, 교육과 컨설팅 등을 통해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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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03.
Development Cooperation
and Global Justice
주제 토론 3
개발협력과 글로벌 정의

Moderator: Mr. Seong Hoon Lee_Executive Director, Korea Human Rights Foundation
Presentation:
·Development in a Comprehensive Meaning and Global Justice

by Dr. Il Cheong Yi(Research Coordinator, United Nations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Developmental Cooper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 Role of Democratic Governance

by Dr. Armando De Negri Filho_Coordinator of Executive Committee on Health &
Social Security, World Social Forum
Discussants
·Prof. Hyuk Sang Sohn_Professor, Kyung Hee University
·Ms. You Ah Chung_Director of Research Offic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사회: 이성훈_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발표
·발전의 넓은 의미와 글로벌 정의
이일청(유엔 사회개발 연구소 연구조정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개발협력과 민주적 거버넌스의 역할
아르만도 드 네그리 필호_세계사회포럼 보건·사회보장 집행위원회
토론
·손혁상_경희대 공공대학원 교수
·정유아_한국국제협력단 국제개발협력센터 연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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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of Panelists

SEONG HOON LEE
(ANSELMO LEE)
Anselmo LEE is Executive Director of the Korea Human Rights Foundation (KHRF)
and Chair of the Policy Committee of the Global Call to Action Against Poverty (GCAP)Korea. He has been teaching about global governance,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at Graduate School of NGOs Studies at the Kyunghee University and Sungkonhoe
University.
Currently he, as Chair of the Local Organizing Committee of KoFID (Korea Civil
Society Forum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s involved in the
preparation of the civil society forum prior to the 4th OECD High-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HLF-4) to be held in Busan, South Korea from Nov. 29 to Dec. 1, 2011 in
cooperation with BetterAid, an international civil society platform on aid and
development issue at the OECD. He was also in charge of organizing the first Civil G20
Dialogue in October 2010 as Chair of the GCAP-Korea Working Group on G20.
Previously He as a civil servant worked for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 as Director General in charge of policy and education (2008.4-2010.3).
He also served as Executive Director of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FORUM-ASIA), a Bangkok-based regional human right NGO (20052008.4) after working in Geneva for 8 years (1997-2004) as Secretary General of
International Catholic Movement for Intellectual and Cultural Affairs (ICMICA)-Pax
Romana. He was also involved with the Conference of NGOs in Consultative Status with
the UN (CoNGO) as Chair of the Working Group on Asia (2000-2002) and Vice-President
(2002-2004).

이 성 훈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는 한국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GCAP-Korea)의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한국시민사회포럼(KoFID)에서
조직위원장을 맡아 오는 11월 29일~12월 1일 부산에서 개최 예정인 제4차 원조 효과성을
위한 OECD고위급포럼(HLF-4) 전에 개최되는 시민사회 포럼 준비와 관련하여
BetterAid(OECD의 원조와 개발 문제에 대한 국제 시민사회 플랫폼)와 협력하고 있다. 또
한 2010년에는 G20관련 GCAP-Korea 실무분과 의장으로 제1회 시민사회 G20 대화를 조
직하기도 하였다.
1997년부터 2004년까지 사회정의와 평화를 위한 가톨릭 지식인들의 국제 네트워크인
지식활동과 문화활동을 위한 국제가톨릭운동, Pax-Romana의 사무총장을 지낸 뒤, 2005년
부터 2008년까지는 방콕에 위치한 지역 인권단체인 인권과 개발을 위한 아시아포럼
(Forum-Asia)의 사무총장을 역임하였다. 또한 2000년에서 2004년까지는 UN협의지위단체
협의체 (CoNGO)에서 아시아 실무그룹 의장과 부대표를 지냈다. 이후 2008년 4월부터
2010년 3월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장을 지냈으며, 현재 경희대와 성공회대 NGO
대학원에서 수년째 글로벌 거버넌스와 인권, 개발 등을 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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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혁 상
손혁상 교수는 경희대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았으며, 한국국제개발협력학회 총무위원
장, 한국정치학회지 편집인 등을 역임했다. 학술활동 외에, 한국국제협력단과 외교통상부
에서 정책자문을 하기도 했다. 2010년 총리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통합평가소위에 참여하
였으며, 시민사회단체 개발효과성을 위한 오픈포럼(Open Forum for CSOs Development)
의 글로벌 퍼실리테이팅 그룹 위원이자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의 운영위원으
로서 다양한 시민사회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국재개발협력 분야 연구에 집중하면서, 손혁상 교수는 한국의 ODA 정책, 한국과 일본
의 개발NGO 비교 연구, ODA와 ASEAN 국가들에 관한 글을 발표해 왔다. 그 외 글로벌 거
버넌스, 한국의 외교정책, 글로벌 시민사회 등도 연구 관심 분야이다. 현재 경희대학교 공
공대학원 교수이자 경희대학교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장으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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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uture of the Arab Democracy Wave:
What Role for Korea?
Mohammad Selim
Introduction:

The Arab democracy wave which dominated end of 2010 will enter the annals of history as one of

the main landmarks in the struggle of the humankind to dismantle dictatorships and build new Arab
politics by the systems characterized by real development, democracy and social justice. This wave
was likened by Ban Ki- Moon,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to the fall of the Berlin

Wall in 1989, with its far-reaching repercussions on European and global politics1). Murphy, the

former US American Secretary of State, argued that the Arab wave has opened“A New Chapter in

2)
This has also proven that the Arabs are not immune against democracy, as was
the Middle East.”

widely claimed by some orientalists, such as Bernard Lewis. They are a part of the march of the

humankind for freedom and justice. Such wave may have been late, compared with democracy
waves in other parts of the world, as the gathering of momentum of each wave in each region,
depends on certain conditions which vary from one region to the other.

The Arab democracy wave began as a series of protest movements in most Arab countries,

especially Tunisia and Egypt, and it has now reached a critical stage in which it branched-off into
three main trends. The first is the movements which toppled ruling dictatorships, mainly in Tunisia

in January 2011, in Egypt in February 2011, and in Libya in September 2011. The second is the
movements which have seriously challenged the regimes and are about to remove the ruling

dictators, mainly in Yemen, and Syria. The third is the moderate protest movements calling for

reforming the regime rather than toppling it, mainly in Saudi Arabia, Emirates, Oman, Algeria,

Morocco, and Jordan. In the rest of Arab countries, mainly Sudan, Lebanon, and Qatar, no
significant protest movements emerged. In the first category of states, the movements turned into

“revolutions”by which is meant the beginning of the process of scrapping the old regime, and

building a new democratic one. However, in the other categories, it is early to judge the scope of the
change, although one may be sure that the ruling regimes are in their final days. That is why we will

refer to the three categories as the democracy wave, or the protest movements, which does not rule
out that some of them, have reached the stage of revolutionary change.

1) http://www.thehindu.com/news/international/article2103236.e1
2) Richard Murphy,“New Chapter in the Middle East,”
http://www.cfr.org/middle-east/new-chapter-middle-east/p24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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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will begin by determining the roots of the Arab democracy wave; assess the main features of

this wave; and the main possible future trends in the Arab democracy wave, with a view of

concluding with as assessment of the role which Korea can play to reinforce the present Arab
democratic trends.

(1)
Main Roots of the Arab Democracy Wave
The Arab democracy wave began to gather momentum by the early 21st century in Egypt, Algeria,

Tunisia, Morocco, and Jordan in the form of labor protests, leftist and Islamist movements, youth

movements, and bloggers. These were truncated and limited protest grass root movements in which
were quickly and viciously quashed by the ruling elites through the force of the police. In fact, the
viciousness of the police forces and the apparent inability of these movements to unite or form a

united front led some observers in the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to conclude as
late as 28 January 2011 to conclude that“the possibility of success (of these movements) would be

slim, given the differences among the groups involved in protest.”Notice that this assessment was

published on the same day in which the Egyptian movement dominated Tahrir Square and quashed
the police force leading to the resignation of Mubarak.3) In fact, such assessment is a testimony of the
failure of Western think tanks and intelligence organizations to predict the outbreak of the Arab

protest movements some of which was turned into full-fledged revolutions. Most of them were
overwhelmed by the dramatic rise of the Arab democracy wave.4)

These movements were mainly an outcome of the persistence of various forms of social injustice.

In fact, in most Arab countries,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and control of national wealth
by a limited minority of businessmen was never more apparent in any other stage of recent Arab
history. This was coupled by the repressive nature of the regimes at an age of globalization,

information technology, and democratization. By and large, the Arab countries have rarely

witnessed fair elections, or power turnover. They were also a response to the plans of some regimes,

mainly in Egypt and Yemen, to hand over power to the sons of the long ruling presidents. Further,
the rise of a new generation of youth in the age bracket of 15-30 who were well-informed of the new

3) Marina Ottaway and Amr Hamzawy,“Protest Movements and Political Change in the Arab World,
(Washington D.C.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Policy Outlook Paper, 28 January 2011).
4) In fact, this was characteristic of most intelligence organizations including Israeli one, who, until the last minute were
sure that the Mubarak regime was safe and secure. This once again testified that the availability of information is not
enough. What is more important is the ability to interpret and process information Mahmud Muhraeb,”
Israel and the
Egyptian revolution,”http://www.25yanayer.net/?p=9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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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technology, but marginalized political and to a great extent economically. This
generation of youth was a major factor in the outbreak of the Tunisian and Egyptian democracy
waves. 5)

One can also add another element, that is, dependence of the regimes to foreign powers which led

to the loss of national resources, and influence in regional and global politics. The return of the Arab

world to the“imperialist age”after September 11, 2001 and the apparent subordination of most

regimes to dictates of Western powers and apparent failure to provide a deterrent against Israel’
s

regional hegemony, have also helped to reinforce Arab discontent especially that the regimes have
presented major concession to Israel, which responded with a great deal of arrogance and even
insult to these regimes.

What was needed was the trigger which could ignite deep-felt discontent. The trigger came in an

unexpected form. On 17 December 2010, Mohamed Bouazizi, a young and highly educated Tunisian,
who was working as a street vegetable vendor because of the lack of jobs, set himself ablaze publicly
in protest against the harassment of local police woman who penalized and insulted him for no

legitimate reason. Bouazizi’s public drama resulted in mass waves of protest in Tunisia which

quickly spread in the country. As the protests spread nationwide, the police was incapable of

controlling them, and the army refused to take sides. This forced the then President Ben-Ali, who

ruled for 24 years, fled the country and his regime collapsed on 17 January 2011. In less than two
weeks, Egypt followed suit. On 25 January 2011, Egyptian youth marched on Tahrir Square

protesting against the regime. As the regime responded with brutal force, the protests of young

youth turned into a mass movement which spread all over urban Lower Egypt. Further, the failure of

the regime to manage the crisis effectively, and the refusal of the army to quash the protests,
s resignation and the collapse of his regime. This was quickly echoed in Libya,
resulted in Mubarak’
Bahrain, Yemen, and Syria. But in these cases, the army sided with regime which led to mass

violence and foreign intervention. The impact of these upheavals was felt in other parts of the Arab

world, but in more limited forms. As they spread to the more affluent, and more tribal Arab
societies, such as Saudi Arabia, regimes replied by providing more social subsidies, and intensifying
the grip of police on the society.6)

5) Dina Shehata and Mariam Wahid,“The engines of change in the Arab world,”Al-Siyassa Al-Dawliya, (Cairo), 184, April
6) For a full review of the roots of the Egyptian and Tunisian protest movement:
Al-Mostkbal Al-Arabi,
Ziad Hafez,“The January Revolution in Egypt, The questions of the present and the future,”
(Beirut), March 2011, pp. 86-95.
Nagi Abdel-Nour,”
The protest movements in Tunisia and the birth of the second wave of political liberation,”AlMostakbal Al-Arabi, May 2011, pp. 131-147.
Khaled Abou Douh,”
The 25 of January Revolution in Egypt, an attempt at a sociological understanding,”Al-Mostakbal
Al-Arabi, May 2011, pp. 113-130. 2011, pp.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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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Main Features of the Arab Democracy Wave
The Arab democracy wave is differs from the similar democracy waves in other parts of the world,

such as Eastern Europe and Eastern Asia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by certain main features, the
most important of which are the following:

(i) Populist Movements

The Arab wave is mainly a populist movement carried out by grass root forces and movements.

Contrary to the Arab revolutionary changes in the second half of the 20th century which were mostly

dominated by the armies, the present wave is a civilian wave dominated by youth. Arab armies
played a role in influencing the momentum of these movements. Whereas in the cases of Tunisia

and Egypt, the armies facilitated the changes, in the cases of Libya, Syria, Bahrain, and Yemen, the
armies constrained the movements. In all cases, it was the civilian population who initiated and
carried out the changes.

(ii) Movements led by young and well-educated youth:

Among the various segments of the society, educated youth belonging to the age bracket 25-35

years led the wave of changes. It was expected that the revolutionary upheavals in the Arab world
will be led by poor and marginalized segments of the society who live in squatter areas. This did not
happen. It was the educated young generation which mastered the new information technology that

carried the burden of these changes. The wave blew from a totally un-expected direction, which
helped to conceal it from the police. In this respect, information technology played a major role in
initiating and sustaining the waves. This was particularly the case in Egypt where the young youth
communicated via the internet and reached a consensus to initiate their protest movement on 25
.7)
January, which incidentally, was the“Police Day”

(iii) Movements with no Apparent Leadership:

The Arab democracy wave is a wave without apparent leaders, or organizational framework. In

fact, this was one of the main causes of its ability to topple repressive regimes. Had there been
known leaders, they would have been apprehended by the police, and the mass protests quashed.

7) Al-Sayed Yassin,“The revolutions from the Virtual World to the Real Society,”
http://ksa.daralhayat.com/ksaarticle/23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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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ever, this created another problem, who will lead the process of building the new system after

the fall of the dictators. Ironically, elements of the old regimes in Tunisia and Egypt led the
democratic changes, which created some complications concerning the momentum and scope of the
democratic changes.

(iv) Mainly Peaceful Movements:

The democracy wave was mainly peaceful. Masses refrained from the use of violence against the

regimes and it were the regimes that used violence against them. The youth marched peacefully into

the streets. However, they were met with police violence which victimized hundreds of youth, which,

in turn, reinforced the protests. In fact, it was the regime violence on 25 and 28 January and the
resulting losses of lives, and the apparent indifference of the regime, which reinforced the protests.

This mainly applies to the cases of Tunisia, Egypt, Syria, and Bahrain, and Yemen. However, in the
case of Libya, the protestors used violence. In the beginning they resorted to peaceful means, and
they were achieving breakthroughs against the regime. However, violence was quickly used. This

may accounted for by the tribal character of these societies, the availability of tools of violence, and
most importantly to external instigation.

(v) Non-ideological Movements:

The Arab mass protests were mostly non-ideological. They raised demands for freedom, social

justice, and human dignity, and were carried out by groups of different ideological backgrounds

such as Islamists, Liberals, and socialists, but was mostly initiated and dominated by young youth
who was yearning for a better life rather than the implementation of a specific ideological
commitment.

(vi) Home-grown Movements:

It is claimed by some American analysts that the Arab uprisings were orchestrated by the USA in

order to create the conditions conducive to the establishment of the Greater Middle East project
advocated by George Bush). According to William Engdahl,

Contrary to the carefully-cultivated impression that the Obama Administration is trying to

retain the present regime of Mubarak, Washington in fact is orchestrating the Egyptian as well as

other regional regime changes from Syria to Yemen to Jordan and well beyond in a process some
refer to as“creative destruction.”The template for such covert regime change has been developed

by the Pentagon, US intelligence agencies and various think-tanks such as RAND Corporation
over decades, beginning with the May 1968 destabilization of the de Gaulle presidency in France.
This is the first time since the US-backed regime changes in Eastern Europe some two decades

back that Washington has initiated simultaneous operations in many countries in a region. It i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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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y born of a certain desperation and one not without significant risk for the Pentagon and
for the long-term Wall Street agenda. What the outcome will be for the peoples of the region and
for the world is as yet unclear. 8)

An Egyptian analyst subscribed to the same view. He argued that the Arab uprisings are a part of

an overall strategy led by the International Crisis Group and George Soros, in addition to a whole
array of American institutions, and supported by the American government. The main strategy is to

support“Cyber dissidents”to enable to overthrow Arab regimes through the introduction of

“Creative Chaos”
. Such chaos would result in the establishment of new democratic, but weak and
loyal regimes to the USA, the creation of a weak Egypt, so as Israel would be the only power in the
Middle East.9)

These views are far from reality. The Arab protest movements were mainly home grown. They

were not motivated by Western powers as was the case of the Ukrainian and Georgian protests

brought Yushchenko and Sakashveli to power respectively. In fact, these powers tried to secure the

ruling Arab regimes. On record, France and the US openly supported Ben-Ali and Mubarak before
and during the mass protests. Two weeks before the removal of Ben Ali, the American congress
approved the sale of anti-riot tools of a total value of US$14 million to Ben Ali, and Sarkozy, the
President of France openly supported him. Also few days before the outbreak of the 25 January

Revolution against Mubarak, Hillary Clinton, the US Secretary of State, openly praised Mubarak’

contributions to his country. When it became clear that the Tunisian and Egyptian regimes were
collapsing, Western powers changed sides. This was mainly because these regimes served the
interests of Western powers including Israel. In fact, it turned out that Western-sponsored

democratization projects, such as the Euro-Mediterranean Partnership, and the Greater Middle East

project have delayed the process of democracy as they have corrupted civil society institutions
through their strategy of“Dollars for Democracy.”

However, in other cases, mainly Libya and Yemen, foreign powers intervened after the outbreak of

the protest movements, to influence the course of events. In the case of Libya, the UN Security
Council issued Resolution 1973 imposing a No Fly Zone over Libya, and in Yemen, the Gulf Co-

operation Council tried to mediate a safe exit for President Saleh. But, these interventions were not
the cause of the outbreak of the mass movements. Foreign powers tried to intervene to achieve their

own interests rather than the victory of the protest movements. Further, foreign powers have been

8) William Engdahl,”
Egypt’
s revolution: Creative destruction for a“Greater Middle East?”
http://www.globalresearch.ca/index.php?context=va&aid=23131
9) Interview with General Hossam Sowailam , Al-Ahram, 1 July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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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eavoring to influence the courses of the successful Arab revolts in Tunisia and Egypt. On more

than one occasion, the Military Council in Egypt has warned that foreign powers are already at work

to steer the Egyptian revolution towards a more chaotic and violent course. However, it did not
elaborate which forces are at work.

(3)
Future Trends in the Arab Democracy Wave
It is too early to judge what will be the end result of the Arab wave of democracy, whether it will

engulf all Arab countries and the scope of domestic transformations resulting from them, especially
that Arab countries have been marred since independence by the failure of achieving real indigenous

development, the domination of corrupt and dictatorial military or tribal elites, dependency on the
West which turned most Arab regimes to commissioners for the West. Further, Arab countries were

characterized by an alliance between Western powers and the ruling elites for the reinforcement of
these trends. This explains why Western powers were quite apprehensive about the Arab democracy
spring and supported that spring only when this fitted Western interests. Or else, how do we explain
s intervention in Libya and its neglect of the Syrian situation.
NATO’

These conditions complicate the task of radical democratic transformation as old elites are well-

entrenched in the structure of economic and political power, especially that the revolutionaries are
not in power, but power is exercised by elites which were close to the defunct ones. These elites also

are not likely to surrender their spoils, but are already fighting back to restore the old regime or at
least to preserve their spoils. That makes the task of venturing to think about the future scenarios a
risky one indeed. But on can identify certain trends

But one can claim with some confidence that we are more likely to see a different type of Arab

politics in the future characterized by more emphasis on freedom and democracy, and liberation
from foreign domination. Specifically, one can identify the following trends:

(i) The Return of Politics to Arab Countries:

One of the main features of modern Arab politics was the death of politics, by which we mean that

peoples were alienated from the political process. That process was the monopoly of the corrupt
elites. They always argued that economic reform comes before political reform, and both were not
achieved, as economic reform was a facade for selling the national assets. After the democracy

waves, peoples became a central actor in the political process. New generations of young youth are
now engaged in politics. Even the Salafi fundamentalists who used to stay aloof from politics are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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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l-entrenched in the political process though their own political parties. There are now new
parties and coalitions in Tunisia and Egypt, and all forms of life, the grass-root masses and deeply
engaged in a process of democratization. Recently, and for the first time in Egyptian universities, the
President of Cairo University was directly elected by faculty members.

(ii) The End of Political Authoritarianism:

One can venture to argue that traditional authoritarianism in the Arab world is most likely to

decline. The age of the absolute leader is gone, and those who are exercising absolute powers realize

that their years are numbered. However, the establishment of genuine democracies in the Arab
world will take more time. This is because of the task of dismantling autocracies and entrenching

democratic norms in the society is likely to take time especially that this is done under conditions of

severe economic crises, and to some extent, lack of domestic security. The political culture of the
Arab peoples is already adjusting to democratic norms, but such adjustment is likely to occur over a
number of years as the people feel the advantages of democracy.

(iii) New Models of Development:

The democratic waves have also influenced the economic development models pursued by the

new regimes in Tunisia and Egypt These models were approximations of the“Structural

Adjustment”packages presented by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and the World Bank. They
evolved around the notions of privatization, including selling the public sector, liberalization of trade

and investment, and ending social subsidies. It became clear that the application of this package,

which was a pre-condition, for providing any external economic aid, has led to mass poverty, the

concentration of national wealth in the hands of the capitalist oligarchy which entered into close
alliance with the authoritarian regimes and benefited from them, and the loss of national wealth to

foreign monopolies, Egypt and Tunisia began to slow down the application of these packages and to
move towards more balanced strategies which emphasize upon not only economic growth but also
social justice and the national control of the economy.

(iv) The Twilight of Militant Islamism:

Traditionally Islamic militant movements were suppressed by Arab dictatorships. They also used

these movements in order to convince the West that the only alternative to their repressive rule is

militant Islamic movements. With the Arab democratic wave, the new regimes created new channels
for Islamic movements, militant and non-militant, to take part into the political process. The
integration of these movements into the new democratic politics, and their prospective power-

sharing will remove all motives to use violence. In Egypt today, former militant movements,

including those who took part in the assassination of Sadat in 1981, are forming their own political
parties with specific platforms which emphasize upon achieving goals through political m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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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 corollary of the twilight of militant Islam is the rise and spread of moderate Islamism.

Increasingly, the role of political Islamism in influencing the policy making processes will increase
in most Arab countries. In fact, some analysts are already talking about the emergence of a“Pax

Islamica”in the Arab world. Such assessment may be an exaggeration, but it reflects a tendency

rather than a fact on the ground. In other words, Islamists are not likely to dominate the policy
making process, as their political agenda is not clear, and with the absence of regime repression,

their image as victims, will decline and they have to face the challenges of formulating practical

policies that fit the agenda of the Egyptians. Further, their political experience is quite limited which

will expose them to the realities of power politics. For example, after the 25 of January Revolution in
Egypt the Muslim Brotherhood advocated the application of the Turkish model in Egypt. Obviously

they have not read that model and were not aware that it was a secular model. When Erdogan
alerted them to the secular foundations of the Turkish model, they gave up the advocacy of the
Turkish model.

(vi) Religious States in the Arab World? A Remote Scenario:

Despite the rise of moderate Islamists and their likely strong representation in institutions of the

new regimes, Arab countries are not likely to witness the establishment of“Islamist”regimes who
are out to enforce their perceptions of political Islam. This is because the strong roots of the civil

state in Egypt, Tunisia, and Syria, and the existence of a viable civil society in these countries, in
addition to the structural constraints such as the presence of a strong non-Islamist and non-Muslim

groups in these countries. However, in other Arab countries such as Libya and Yemen, the scenario
of the Islamist state cannot be ruled out due to the tribal structure of these societies.

(v)The Resurgence of the Pan Arabism:

It was widely claimed after the 1967 Arab defeat from Israel that the Arab regional system and the

notion of pan-Arabism has come to an end. As the Arabs became engulfed with the“removing the

traces of the 1967 Israeli aggression”
, with the death of Nasser in 1970, and with the newly-gained

oil wealth and petrodollars with the resulting disorders in the Arab regional system, which appeared

as a system with no leadership, it became conventional to argue that pan-Arabism was a matter of
history. This was the main contention of Fouad Ajami is his famous article“the end of panArabism”
.

The Arab democracy wave has proven that this contention was only valid at the official level, but

certainly not as valid at the level of Arab grass root movements. The impact of the Tunisian

“revolution”was quickly echoed in Egypt, and what happened in Egypt was quickly transferred to
other Arab countries. In fact, the slogan of“the people want to bring the regime down”rose by the

Egyptians was quickly adopted by the protest movements in Yemen, and Syria. The success of the

214 2011 서울 민주주의 포럼 _ 총제적 위기 상황에서 삶의 질에 관한 글로벌 대화

protest movements in Tunisia and Egypt provided the Arabs with a new sense of“common
destinies”
, which as reflected in a new momentum to create new forms of integration between Egypt

and Sudan. It may be early to assess if this trend is sustainable, but the sense of Arab common
destinies at the mass level is unmistakable.

The rise of pan-Arabism is not matched by a similar resurgence of the Arab official regional

system. In fact, such system is in shambles. The League of Arab states does not represent any
credible alternative to the Arabs and its influence has been declining given the competing regional

projects including the Gulf Cooperation Council. For the first time in its history, the League

authorized foreign powers to bomb and attack a member state, Libya. However, if the Arab
democracy wave persisted and was able to create democratic institutions, this will lead to a gradual

resurge in the Arab official regional system. One factor which may push in this direction is that
Turkey is striving to establish a new strategic partnership with the main actors in the Arab regional
system.10)

(vi) Major Changes in the Arab-Israeli Balances:

At the Arab-Israeli level, one may detect certain major changes. The Egyptian“revolution”has

ended the strategic understanding between Mubarak and Israel against Iran, Syria, and Hamas.

Mubarak worked closely with Israel, under American supervision, to contain Iran, to destroy
Palestinian resistance movements, mainly Hamas by taking an active part in the siege against Gaza
Strip. Mubarak sold Egyptian natural gas to Israel at prices much below the global prices and

certainly much below the prices of natural gas sold to Egyptians. He wanted an American-Israeli
facilitation of the shift of power to his son. This explains the dismay of Israel, and the American
Zionist lobby for the removal of Mubarak, who was described by some Israeli top leaders as“a

11)
According to the Israeli academician Yakov Rabkin,“while the discourse of the
strategic asset.”

Israeli government evolved as the (Egyptian) crisis unfolded, it reflected preference to rely on
12)
authoritarian leaders while dismissing local participation.”

Israel’s open endorsement of the Mubarak corrupt regime has widened its distance with the

Egyptian and Arab masses. Israel is being perceived as a power that was out to gap Egyptian

10) Mustafa Moursi,“Arab revolutions and the Arab system and the conflict over regional roles,”Shu’
un Arabia, (Cairo),
147, Autumn 2011, pp. 16-31.
11) Jacob Heilbrunn, ”
Israel and the Arab revolutions,”The National Interest, 14 February 2011
http://nationalinterest.org/blog/jacob-heilbrunn/israel-the-arab-revolutions-4872
12)Yakov Rabkin, ”
Israeli in Egypt: Consistency among turmoil,”
http://mondoweiss.net/2011/03/israel-in-egypt-consistency-amid-turmoil.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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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resources and support corruption to make sure that this will be the case for the years to
come.

The end of the Mubarak rule has already ended Egypt’s pro-Israeli stands on Middle Eastern

issues.13) Egypt will not discard the peace treaty with Israel, but it will emphasize more on reciprocity
of commitments, and will suggest changes to the Camp David framework of 1978, as was

s first foreign Minister after the fall of Mubarak. Already Egypt
pronounced by Nabil al-Arabi, Egypt’

has opened the Rafah Crossing without Israel’
s proper approval as has been the case during the

Mubarak era According the Murphy, former assistant US Secretary of State, Israel“will be facing a

more engaged and aggressive political response from Egypt for the lack of progress in negotiations
with the Palestinians and for the deep freeze that the so called“peace process”has gotten into these

14)
Further, with the imminent removal of Al-Ba’
ath regime in Syria, the Syrianlast several years.”

Israeli de facto peace in the Golan Heights is bound to change as any new Syrian government is
likely to open the file of the Golan Heights one way or the other.

Israel was quick to capitalize on this new situation by requesting the USA to provide it with an

additional US$20 billion of military aid“in order to confront the potential threats posed by the

populist movements in the Arab world”as articulated by Barak, the Israeli Defense Minister on 8

March 201115). But Israel is better advised to seriously consider reaching a comprehensive settlement

to its conflict with the Arabs. With the Arab democracy wave, the“Arab Peace Initiative”is not likely
to remain on the table. In this context, one may comprehend the call of Muasher and Solana to

16)
“Push ahead now for a solution in Palestine.”

The Arab-Israeli equation will be affected from another perspective. With the removal of

Mubarak, it became possible to reconcile the differences between Fatah and Hamas and to begin

talks to form a new unity government, a development which has been rejected by Israel and
discouraged by the USA. Further, a third Palestinian Intifada, is already in the making. The new

Intifada is mainly motivated by the failure of the“peace process”, the full Euro-American

endorsement of the Israeli escalating colonization of the West Bank, the failure of the Palestinian

13)“The strategic alliance between Egypt and Israel has collapsed”
Ha’
aretz (Israel), 14 February 2011
http://www.alhadath-yemen.com/news11631.html
14) Richard Murphy,“New Chapter in the Middle East,”
http://www.cfr.org/middle-east/new-chapter-middle-east/p24276
15) Al-Siyassa(Kuwait), 9 March 2011
16) Marwan Muasher and Javier Solana,“Push ahead now for a solution in Palestine,”
http://www.ft.com/cms/s/0/5f4c4c68-4a87-11e0-82ab-00144feab49a.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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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ity to provide a credible alternative, and most importantly inspired by the peaceful
movements of Tunisia and Egypt which were able in few days to topple authoritarian and vicious
regimes.17) The Fatah-Hamas reconciliation, and Mahmud Abbas plan to go the UN General

Assembly in September 2011 to get a resolution endorsing a Palestinian state, are strategies pursued
to deal with b the Intifada as it will not only be against Israel, but also against the Palestinian

Authority which widely viewed as dependent on Israel. The Intifada is likely to have consequences,
similar to those resulting from the 1987 one.

Finally, at a symbolic level, with the democratization process is going on in earnest in the Arab

world, Israel is about to lose one of its main public relations cards, that Israel is the only democracy
in the Middle East, and as such it has the“moral high ground”against the Arabs, to protect itself

from the dictatorships. This partly accounts for the American-Israeli distaste of the Arab democratic
wave although the USA used to claim that the main solution to the Arab-Israeli conflict was the
democratization of the Arab societies assuming that“democracies do not fight each other.”

(vii) The End of the Western Democracy Consortium in the Arab World

In February 2004, the USA announced a new project tilted,‘The Greater Middle East

Partnership.”(GME). The concept of a Greater Middle East referred to Arab countries in addition to

Pakistan, Afghanistan, Iran, Turkey, and Israel. The new American-sponsored project focused in

introducing reforms in the“Greater”Middle in three main areas. These are promoting democracy

and good governance, building knowledge society; and expanding economic opportunities. The first
area referred to reforms in the fields of holding free elections, parliamentary training, independent
media, anti0- corruption efforts, civil society. The area of knowledge society focused on basic

education initiatives especially in the field of literacy, and education reform, and digital and business
education initiatives. Finally, the area of expanding economic opportunities emphasized upon the

centrality of finance for growth initiatives, partnership for financial excellence, and trade initiatives.
The GME suggested creating new institutions to implement these suggestions such as“the Greater
Middle East Finance Corporation, and“the Greater Middle East Development Bank.”The GME

Project envisioned a major role for the G-8 Group to assist in implementing the suggested reforms
and creating these institutions.

The year 2004, witnessed the rise of international consortium for democracy in the Middle East.

17) Amira Hass,“Egypt proved to Palestinians that revolution has a point,”
http://www.haaretz.com/print-edition/features/egypt-proved-to-palestinians-that-revolution-has-a-point-1.350749
Abdaljawad Hamayel,“The resurgence of Palestine,”
http://www.maannews.net/eng/ViewDetails.aspx?ID=369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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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the presentation of the Greater Middle East Project, Germany presented a Middle East

proposal in February 2004 entitled“the Wider Middle East Initiative.”It became later a Franco-

German one. The proposal was presented after the USA announced its“Greater Middle East

Partnership”Initiative and more or less carried the same title. The European proposal differed from

the Greater Middle East Project in only one area, that is, it linked the democratization process to the
resolution of regional link. However, such link was not clearly operationlized in the proposal as the
emphasis continued to be on bringing about domestic changes in Arab countries.

In June 2004, Euro-American projects converged through a series of summits. These were the G-

8 summit held in the USA in June 2004, the Euro-American summit held in Dublin, and the NATO

summit held in Istanbul. The most important manifestation of the internationalization of reform
arrangements in the Middle East was the documents issued by the G-8 summit held in the USA in

June 2004. The summit issued three major documents which correspond more or less with the
American Greater Middle East project. It established a mechanism of communication between the

G-8 countries and“Greater”Middle Eastern countries to ensure that the later are fulfilling the tasks

outlined in the American project and holing them accountable for the lack of implementation.
Different powers were allocated certain roles to play in the field of domestic reforms in different
countries. For example, Korea was entrusted with the task of women empowerment in Egypt,

Jordan, and Palestine. In this context, the Western institutions played the role of agenda-setters and
monitors. The consortium defines the agenda, the issues, and the mechanisms, and hold regional

(Arab) accountable for the implementation. The Arab-Israeli conflict is viewed outside the Western
agenda. It was argued that once all the items of the Western agenda are settled, the conflict will be
heading towards a solution.

It is our argument that the Arab democracy wave has exposed the weaknesses of these projects.

They were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democratization can be facilitated through international

pressures. In fact, from 2004 until 2010, no significant progress towards democracy occurred in
Arab countries. In fact, these projects helped to protect the authoritarian regimes. The Arab wave

has proven that democracy is an indigenous process which emerges only from within. The
international consortium for democracy in the Arab world has ended with the Tunisian and
Egyptian revolutions.

(iii) The decline of American influence in the Arab world:

The Arab democracy wave has had global ramifications, the most important of which is the decline

of the American influence in the Arab world. The American democracy projects of 2004 articulated
by George W. Bush were quickly shelved by 2006 when it became clear that free elections are likely

to bring Islamists to power. The USA sided with Arab dictatorships until their last days in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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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because dictatorships served American interests in the Arab world especially in issues related

to oil, Israel, and counter-terrorism. With the fall of the dictatorships, the US will have to re-adjust
its policy in the region especially regarding issues of democracy and the Palestine question. In a
Congressional testimony in April 2011, Rick Nelson contended that

We are now faced with a rare historical moment?and a strategic opportunity?in which the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aspirations of Middle East and North African publics are aligned

more closely with U.S. interests than ever before. Long-term, the best deterrent to al Qaeda and

other terrorist groups will be the development of stable, prosperous, and free societies in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That goal is far easier said than done.18)

But such change is not likely to occur given the structural constraints on the policy making process

in the USA on these issues. One should recall that the hawkish speech of Netanyahu in the American
Congress in June 2011, which lasted 48 minutes, was met by 29 standing ovations from the
honorable members of the Congress. According to another analyst of American politics,

“The United States has a checkered, tragic history in the region. For decades, the U.S. has been

on the wrong side of history, supporting and funding Arab autocrats and undermining nascent

democratic movements when they threatened American interests. So critics of Western

‘meddling’have a point: whenever the U.S. and Europe interfere in the region, they seem to get it
s so important that, this time, they get it right. But getting it right
wrong. That is precisely why it’
requires that the U.S. fundamentally reassess its Middle East policy and align itself with Arab
populations and their democratic aspirations. This has not happened”19)

The unconditional American support to Israel is likely to put the USA on collision courses with the

new Arab regimes, which will be more responsive to their constituencies than their predecessors. If
one assesses these prospects in conjunction with the imminent American withdrawals from
Afghanistan and Iraq, and the resulting increase of influence of Iran in these two states, one can

imagine that American hegemony in the region is bound to decline. The only way to restore that

hegemony is through another Arab-Israeli war in which Israel tries to re-play the 1967 scenario
hoping to bring the new regimes to their knees, or an American-Israeli attack on Iran through which

the momentum of the Arab spring will be lost. The decline of American hegemony in the Arab world

18) Rick Nelson,“Unrest in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Ramifications for US Homeland security,”
http://csis.org/files/ts110406_nelson.pdf
19) Shadi Hamid,“The struggle for Middle East democracy,”
http://www.aucegypt.edu/gapp/cairoreview/Pages/articleDetails.aspx?aid=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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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 encourage other powers, namely Russia and China to enter into the Middle East equation
hoping to capitalize on American losses.

(4)
What Role for Korea?
The Seoul Development Consensus
Korea has major interests in the Arab world in the areas of oil importation, trade, and investment.

These interests call for a sober assessment of Arab democratic developments with a view of
maintaining Korean interests and at the same time reinforcing the Arab democracy wave. Two
s interests in the Arab world as follows:
analysts have outlined Korea’

The region accounts for slightly more than a third of the world ’s oil production, and even

modest price increases can have an impact on economic growth. Recent data from a Korea
Development Institute study indicates that a 10 percent increase in the price of oil could lead to a

decrease in gross domestic product (GDP) of between 0.2-0.6 percent for the economies of China,
Japan and South Korea. Northeast Asia’
s economic growth has likely already been affected by the

initial waves of change sweeping the region, which saw the price of light crude spike from $90 a
barrel to over $110 a barrel and economic growth slow or come to a halt in some key emerging
markets in the Middle East⋯⋯

Around half of China’
s net imports of oil come from the Middle East, while South Korea, which

s
has no domestic oil, is dependent on the Middle East for nearly three-quarters of its oil. Japan’
profile is similar to South Korea’s, and oil accounts for nearly half of the two countries’total
energy consumption.

For South Korea, exports to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have increased by more than 300

percent ? a figure that is now roughly two-thirds of South Korean exports to the US, historically
one of its most important trading partners

South Korea has also been involved for decades in sizeable infrastructure projects in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resulting in priceless project management expertise. In 2009, South Korea

had a total of $49.1 billion in overseas construction orders. With the exception of India, with $1.3

billion in orders, all other major destinations of South Korean overseas construction projects are
in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the UAE ($15.9 billion); Saudi Arabia ($7.2 billion); Alg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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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billion); Libya ($3.1 billion); Iran ($2.5 billion); and Kuwait ($1.6 billion). Projects

completed by South Korean companies in the Middle East have included the Fujairah Desalination

Plant in the UAE (the world’
s largest such plant), and the Burj Khalifa in Dubai, UAE, a $310
million project. 20)

They added that these interests create a Korea vested interest in promoting the Arab democracy

wave. They placed this conclusion on the following logical argument:

These projects have all been high-risk, high-return undertakings. Political instability and the

possibility of sudden regime change have always posed a threat. In addition, the absence of

adequate institutions has often led to high levels of corruption and a lack of transparency,
resulting in“informal tariffs”for those operating in the region. In countries where the Jasmine

Revolution eventually succeeds in bringing about democratic change, it is likely that more open

and democratic societies will also constitute the basis for a more stable and predictable business
environment.21)

However, Korea’
s policy towards the Arab democracy wave was mostly lacking. There were no

comments on the revolutionary changes in the Arab countries, or condemnations of the mass

killings of demonstrators in Egypt and Tunisia, or a show of support for the democracy waves. The
main emphasis of the Korean Foreign Ministry was on the rescue of the Korean workers in Libya.

It was only on 28 February 2011, after the completion of regime changes in Tunisia and Egypt,

that the spokesman of the Korean Foreign Ministry was asked the following question:

Some criticize that the government is avoiding raising voice regarding the pro-democracy

movement sweeping the Middle East because of its priority on economic interests. I would like to

know the Foreign Ministry’
s position on such views. As I understand it, the government did not

raise voice about the Egyptian situation, either. I wonder what the government makes of the
current, post-turmoil situation in Egypt.

The Spokesperson replied:
As for the situation in Egypt, we hold a positive view on how the country is stabilizing and

20) Tony Stangarone and Greg Scarlatoiu,“After the Arab Spring: A Role for Northeast Asia,"
http://www.globalasia.org/V6N2_Summer_2011/Troy_Stangarone&Greg_Scarlatoiu.html
21)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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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 to pay close attention to overall developments22)
It seems that Korea, like many foreign powers, was surprised by the outbreak of the wave.

However, given Korea’
s interests in the region, it has a role to play to reduce the costs of transition
to democracy. That role is derived from the lessons of the defunct international consortium for

democracy formed in June 2004 during the G-8 summit. It became clear that these projects did not

contribute in any way to democracy promotion in these countries. Emphasis on the role of civil
society institutions was also misplaced. In fact, it created new forms of corruption in Arab society as

subsidies to these institutions only benefited them. All support to authoritarian rulers, and invasions

of Arab countries under pretexts of democracy promotion, has actually delayed the democratic
process. The main lesson is that democracy promotion is mostly a domestic task that should be left

to the Arab peoples. External powers, including Korea, could create the external conditions which
would facilitate the domestic process.

The main external condition is actively engaging in the resolution of the Arab-Israeli conflict and

dealing with Israel as a normal state. Such settlement would relief the new Arab regimes from the

burden of high military expenditures, which would be channeled to development purposes. Another
external condition is that Korea should pursue programs of technological cooperation with the

newly-built democratic regimes in the Arab world with a view of transferring technology rather than

controlling markets. Technology would provide the vibrant educated Egyptian and Tunisian youth

with new opportunities for growth and innovation which, in turn, will reinforce the democratic
development. Other strategies such as debt forgiveness, free trade, foreign investment are also
possible strategies that could cement the democratic transformations.

Most importantly, Korea could help Arab democracy waves by working with its allies in world

financial institutions to change their classical economic strategies of structural adjustment, as these
were mainly behind the Arab discontent. The application of these strategies has resulted in mass

poverty, and the concentration of wealth in the hands of the financial oligarchy, local and foreigner.

What is need is as Zoellick, the President of the World Bank Group, has succinctly said in a
23)
As
statement on April 6, 2011 is to“Do Development Differently through a New Social Contract.”

an active member in the G-20 Group, Korea is in a position to persuade the Group to honor its

commitment in its summit held in Seoul in November 2010. That commitment was labeled“The

22) http://www.mofat.go.kr/english/press/briefing/index.jsp
23) Robert Zoellick,“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A New Social Contract for Development,”
http://web.worldbank.org/WBSITE/EXTERNAL/NEWS/0,,contentMDK:22880264~pagePK:34370~piPK:
42770~theSitePK:4607,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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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Development Consensus”
. The summit envisioned to provide developing states with technical

assistance on a range of economic and development issues. Working through the G-20 Group would

provide Korea with leverage to promote its experience in development and project in the Arab
world. Further, Korea is an ally of the members of the G-8 Group. In their meeting in France in May

2011, the Group pledged to allocate total aid of US$20 billion to Egypt and Tunisia. In the past, such

pledges were easier announced than honored, as has been the cases of the numerous donors’
conferences for Afghanistan, Iraq, and Palestine. But more importantly, is to give up the old notions
that the Arab uprisings can be handled through the pouring of money linked to certain conditions.

The uprisings were initiated because the people wanted to live in dignity and to build their own
society by themselves not through external pre-conditions and dictates.

Further, Korea could establish preferential trade programs to allow duty-free import of goods

from Arab countries experiencing democratic changes. This will have an immediate impact on the
economies of these countries.

More engagement and dialogue with the Arab countries at the academic and civil society level is

also needed. In this context, we think it is high time for the Korean Foreign Ministry to
institutionalize the Korea-Middle East Forum and change it into a Korea-Arab Forum. This change

is not only a nominal one, but should reflect the shift of Korea to disengage its relations with Arab
countries from its relations with Israel. The rationale of the Korea-Middle East Forum was to bring
Israel on board, but this did not happen and is not likely to happen given the Arab democracy wave.
Conclusion:

The Arab democracy wave has irreversibly changed the political landscape in the Arab world.

Authoritarian regimes have been toppled or likely to be toppled in the next few months or years. The
wave occurred although Western powers, who always advocated the case of democratization, did not
support the Arab wave, and in some cases, opposed it, as was articulated in the case of Tunisia.

Korea adopted an approach of benign neglect and focused almost exclusively on rescuing its workers

in Arab countries experiencing political upheavals. Nevertheless, Arab masses were able to bring
about major democratic changes against the domestic odds of the corrupt ruling elites.

The future Arab world is likely to a world in which the voice of the peoples is more reflected in the

political arena than before. It will be characterized by more influence of the Islamists, who are not

well-experienced in politics and its intricacies. It is likely they will commit certain errors, but such

errors are likely to be corrected by the mass scrutiny of the political process. The establishment of

democratic regimes in the Arab world is not likely to take a straight line, but rather a zigzag.
However, the overall result will be a more responsive and transparent political regimes. For sure the
monarchies in the Arab world have been saved, s far, the agony of having to respond to the dem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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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people, because of the pressures of the rentier-state, but eventually they will have to face up
to the new realities of the Arab World.

These transformations are being met with resistance from the old elites and from foreign powers

who think that a democratic Arab world is not in their best interest. Those who prefer to deal with

autocrats because it is easier to do business with them. This is despite the numerous projects they
have presented to preach the case of democracy in the Arab world.

That is why the full impact of the democratic changes in the Arab world is not likely to be

immediately felt. This is not an exception from the historical path of other democratic changes in

Portugal, Russia, and East European countries. Instead of pursuing the approach of benign neglect,
s interests in the Arab world, Korea is called upon the invigorate the“Seoul
which will hurt Korea’

Democratic Consensus”announced in November 2010, few weeks before the outbreak of the Arab

spring, and the G-8 Consensus presented in the May 2011 summit to aid Egypt and Tunisia. The
Arab experience with these pledges is that they are likely to quickly forgotten or even turned into
s political approach to the
instruments to control Arab economies rather than to help them. Korea’

Arab world is in dire need for a sober re-assessment in the direction of viewing the Arab world from
a Korean-Arab perspective rather than from an American-Israeli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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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민주주의미래:한국의역할은?
서론:
2010년 말을 휩쓸었던 아랍 민주화 운동은 독재주의를 청산하고 실질적 발전, 민주주의, 사회 정의를 특징으로 하는 체
제를 통해 새로운 아랍 정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인류의 투쟁을 보여주었던 주요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아랍 민주화 운동을 유럽과 글로벌 정치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1989년도의 베를린 장벽 붕괴에 비견했
다.1) 머피(Murphy) 전 미 국무총리는 아랍 민주화 운동을 통해“아랍 역사의 새 장”
이 열렸다고 말했다.2) 또한 버나드 루이
스(Bernard Lewis)와 같은 일부 동양학자들이 널리 주장했던 바와 같이 아랍세계가 민주주의의 불모지가 아니라는 것이
검증되었다. 민주화 운동이 탄력을 받는 시기가 지역별로 달라 비록 시기는 늦었을지라도, 아랍 민주화 운동은 세계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있었던 자유와 정의를 추구하는 인류의 여정과 그 궤를 같이 한다.
아랍 민주화 운동은 대부분의 아랍국가, 특히 튀니지와 이집트에서 일련의 시위 형태로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3가지 양
상을 보이는 결정적 시기에 이르렀다. 첫 번째 유형은 독재정부를 실각시키는 운동으로, 2011년 1월 튀니지에서, 2011년 2
월 이집트에서, 2011년 9월 리비아에서 발생했다. 두 번째 유형은 정권에 심각하게 도전했으며 독재자의 퇴진으로 이어질
듯 말 듯 했던 운동으로 예멘과 시리아에서 주로 일어났다. 세 번째 유형은 정권 퇴진이 아닌 개혁을 촉구하는 온건한 시위
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오만, 알제리, 모로코, 요르단에서 일어났다. 수단, 레바논, 카타르와 같은 나머지 아랍
국가에서는 특별한 시위운동이 일어나지 않았다. 첫 번째 유형의 국가에서 해당 운동은“혁명”
으로 발전되어 구 정권의 퇴
진과정이 시작되었으며, 새로운 민주정부가 들어섰다. 다른 유형의 운동의 경우, 기존 정권이 종말을 고하고 있음은 명백하
나 변화의 범위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이에 따라 민주화 운동, 또는 민주화 시위를 3대 범주로 구분했으며, 이 중 일
부는 혁명적 변화 단계에 접어든 바 있다.
먼저 아랍 민주화 운동의 근원, 주된 특성, 향후 동향 등을 규정한 뒤 현재의 아랍 민주화 동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고찰하는 것으로 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다.

(1) 아랍 민주화 운동의 근원
아랍 민주화 운동은 21세기 초반 이집트,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요르단 등의 국가에서 노동자 시위, 좌파 및 이슬람교
도 운동, 청소년운동, 블로거 활동 등의 형태로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지배계급이 경찰의 힘을 빌어 이를 신속하고 무자비
하게 진압했으므로 이는 민초들의 제한된 시위 활동을 넘어설 수 없었다. 카네기 국제 평화 기금(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은 경찰의 무자비함과 위 운동이 단일된 전선을 구축하거나 단결하기에 명백히 역량이 부족하다
고
는 것을 인식하고 2011년 1월 28일“시위에 참여하는 단체 간 차이점을 감안할 때 이 운동들의 성공 가능성은 희박하다.”
결론지은 바 있다. 이와 같은 평가결과는 이집트 운동이 타흐리르 광장을 장악하고, 경찰과의 대치에서 승리를 거둬 마침내

1) http://www.thehindu.com/news/international/article2103236.e
2) Richard Murphy,“New Chapter in the Middle East,”
http://www.cfr.org/middle-east/new-chapter-middle-east/p24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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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바라크(Mubarak)대통령의 사임으로 이어졌던 바로 그 날 발표되었다.3) 이와 같은 평가는 서구의 싱크탱크와 정보기관
들이 아랍의 시위가 대대적인 혁명으로 이어질 것을 예측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들은 아랍 민주화 운동의 극
적인 발흥에 압도되었다.4)
아랍 민주화 운동은 주로 다양한 형태의 사회 부당성에 대한 저항의 결과였다. 대부분의 아랍 국가에서 빈부격차와 소수
의 재계 인사에 의한 국부의 통제는 역사상 가장 명백했으며, 글로벌화, 정보기술, 민주화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정권은 억
압적 성격을 보였다. 아랍 국가에서는 공정선거 또는 권력 이양이 드물었다. 또한 이집트와 예멘 등 일부 국가에서는 아들
에게 권력을 세습하여 장기 집권케 했다. 또한 첨단 정보기술에 대해 잘 알고 있으나 정치적, 경제적으로 홀대 받는 15세에
서 30세까지의 신세대가 출현했다. 이와 같은 신세대는 튀니지와 이집트의 민주화 운동을 촉발한 주요 요인이었다.5)
또한 국가 자원의 손실로 이어졌으며 지역 및 세계정세에 영향을 미친 외국 권력에 대한 정권의 의존도도 또 다른 요인이
될 수 있다. 아랍이 9/11 이후“제국주의 시대”
로 돌아간 것과 대부분의 정권이 서구 강대국에 명백히 종속된 것, 이스라엘
의 지역 패권을 제지하지 못한 것도 불만 유발 요인이며, 특히 상당히 거만한 태도로 대응했으며 심지어 아랍 국가의 정권
을 모욕하기까지 한 이스라엘을 아랍 국가 정권이 인정했다는 점도 불만을 유발했다.
뿌리깊은 불만을 촉발할 동인이 필요했다. 이와 같은 동인은 예기치 않은 형태로 나타났다. 2010년 12월 17일 교육을 잘
받았으나 실직하고 거리 야채 행상으로 일하고 있던 튀니지의 한 젊은이 모하메드 부아지지(Mohamed Bouazizi)가 정당
한 이유 없이 자신을 처벌하고 모욕한 지방 여경에 분노해 시위에 나섰다. 시위가 순식간에 전국적으로 번지자 이는 경찰의
통제 역량을 벗어났고, 군은 어느 한 쪽의 편을 들기를 거부했다. 24년간 정권을 잡았던 벤 알리(Ben-Ali) 대통령은 도주했
고, 2011년 1월 17일에 정권이 붕괴했다. 2주도 채 지나지 않아 이집트도 같은 수순을 밟았다. 2011년 1월 25일 이집트 청년
들은 타흐리르 광장에서 정권 반대 시위행진을 벌였다. 정권이 이를 무자비하게 폭력 진압하자 젊은이들의 시위는 이집트
남부 도시지역 전체로 확산됐다. 또한 정권의 효과적 위기 관리 실패, 군부의 시위 진압 거부는 무바라크 대통령의 사임과
정권 붕괴로 이어졌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순식간에 리비아, 바레인, 예멘, 시리아로 확산됐으나, 해당 국가에서는 군부가
정권의 편을 들어 대규모 폭력과 외국 개입을 야기했다. 이와 같은 격변의 영향은 아랍의 다른 국가에서도 느껴졌으나 보다
제한적인 형태로 나타났다.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더 부유하고 부족적인 아랍 국가로 이와 같은 움직임이 확산되자 정권
은 사회 지원을 늘리는 것으로 대응했으며, 경찰의 사회 통제를 강화했다.6)

3) Marina Ottaway and Amr Hamzawy,“Protest Movements and Political Change in the Arab World, (Washington D.C.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Policy Outlook Paper, 28 January 2011).
4) In fact, this was characteristic of most intelligence organizations including Israeli one, who, until the last minute were
sure that the Mubarak regime was safe and secure. This once again testified that the availability of information is not
enough. What is more important is the ability to interpret and process information
Mahmud Muhraeb,”
Israel and the Egyptian revolution,”
http://www.25yanayer.net/?p=9835
5) Dina Shehata and Mariam Wahid ,”
The engines of change in the Arab world,”Al-Siyassa Al-Dawliya, (Cairo), 184, April
2011, pp. 10-17.
6) For a full review of the roots of the Egyptian and Tunisian protest movement:
Ziad Hafez,“The January Revolution in Egypt, The questions of the present and the future,”
Al-Mostkbal Al-Arabi,
(Beirut), March 2011, pp. 86-95.
Nagi Abdel-Nour,”
The protest movements in Tunisia and the birth of the second wave of political liberation,”AlMostakbal Al-Arabi, May 2011, pp. 131-147.
Khaled Abou Douh,”
The 25 of January Revolution in Egypt, an attempt at a sociological understanding,”Al-Mostakbal
Al-Arabi, May 2011, pp. 11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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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랍 민주화 운동의 특성
아랍 민주화 운동의 특성은 냉전 종식 이후 동아시아와 동유럽 등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나타난 민주화 운동과 다른 양상
을 보였다. 아랍 민주화 운동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i) 포퓰리스트 운동
아랍 운동은 주로 민중에 의해 발생한 포퓰리스트 운동이다. 군부가 주도했던 20세기 후반의 아랍 혁명과는 달리 아랍
민주화 운동은 젊은이가 주도하는 민간 운동이다. 아랍 군부는 이와 같은 운동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영향을 주었다. 튀
니지와 이집트의 경우 군이 변화를 촉진한 반면, 리비아, 시리아, 바레인, 예멘에서는 군이 운동을 억제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변화를 시작하고 이행한 것은 민중이었다.

(ii) 고학력 청년층 주도 운동
사회의 다양한 집단 중 25세에서 35세 사이의 고학력 청년이 변화의 물결을 주도했다. 그간 불법거주지역에서 거주하는
빈곤층, 소외계층이 아랍 혁명을 주도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으나 이와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변화의 부
담을 떠안은 것은 첨단 정보기술에 익숙한 고학력 청년세대였다. 운동은 완전히 예기치 않은 방향에서 불어와 경찰의 허를
찔렀다. 정보기술은 이와 같은 운동의 발생과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이집트에서는 청년들이 인터넷을 통해 의사
소통을 하고, 우연히도“경찰의 날(Police Day)”
이었던 1월 25일에 시위를 시작하기로 뜻을 모았다.7)

(iii) 분명한 지도부가 없는 운동
아랍 민주화 운동에는 분명한 지도부나 조직적 틀이 없다. 탄압적 정권을 퇴진시킬 수 있는 주된 힘은 바로 여기서 나왔
다. 지도자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경찰에 체포되었을 것이고, 시위는 진압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양상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했다. 독재정권의 몰락 이후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을 이끌 주체가 없었던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튀니
지와 이집트의 구 정권의 요소가 민주적 변화를 가져왔고, 이로 인해 민주적 변화의 추세와 범위에 대한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했다.

(iv) 평화적 운동
민주화 운동은 주로 평화적이었다. 대중은 정권에 대한 폭력 사용을 자제했으며, 이들에게 폭력을 사용한 것은 정권이었
다. 젊은이들은 평화 시가 행진을 했으나, 경찰의 폭력으로 수백 명의 젊은이가 희생됐고, 이는 시위를 증폭시켰다. 1월 25
일과 28일에 정권의 폭력으로 사망자가 발생했고, 정권의 냉담한 태도에 시위가 확산됐다. 튀니지, 이집트, 시리아, 바레인,
예멘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으나, 리비아에서는 시위자들이 폭력을 사용했다. 처음에는 평화적 수단을 사용했으며 정
권에 대항할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었으나, 곧 폭력을 사용하게 되었다. 이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외부의 선동이었으며, 또
한 리비아의 민족성, 사용할 수 있는 폭력의 도구가 있었다는 점 등도 폭력 사용의 원인이 되었다.

(v) 비이데올로기적 운동

7) Al-Sayed Yassin,“The revolutions from the Virtual World to the Real Society,”http://ksa.daralhayat.com/ksaarticle/23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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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의 시위는 대부분 비 이데올로기적이었다. 이들은 자유, 사회 정의, 인간의 존엄성을 요구했다. 이슬람주의자, 자유
주의자, 사회주의자 등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적 단체가 시위에 참여했으나 주로 특정 이데올로기의 실현이 아닌 더 나은 삶
을 갈망하는 청년층이 시위를 주도했다.

(vi) 국내 발생 운동
일부 미국 분석가들은 미국이 조지 부시(George Bush) 대통령이 옹호했던 대중동구상(Greater Middle East)의 실현 조
건을 구축하기 위해 아랍의 시위를 지휘했다고 주장했다. 윌리엄 엥달(William Engdahl)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바마(Obama) 정권이 무바라크 정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정교하게 연출된 인상을 준 것에 반해, 미국은 사실 이집트
로 일컬어지는 과정을 통해 시리아에서 예멘, 요르단에 이르기까지 다른 국가의
국민에 동조하고 있으며,“창조적 파괴”
정권 교체에 동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은밀한 정권 교체 전략은 미 국방성, 정보기관, RAND 코퍼레이션(RAND
Corporation)과 같은 다양한 싱크탱크가 수십 년간 수립한 것으로, 1968년 5월 프랑스 드골(de Gaulle) 정권의 불안정
화로 시작됐다. 이는 동유럽 다수 국가에서 미국이 20여 년 전 동시다발적인 정권 교체를 지원한 이후 최초로 미국이 지
지한 정권 교체였다. 이는 필사적인 전략이며, 미국의 국방과 장기적으로는 금융에도 상당한 리스크가 될 수 있는 전략
이다. 이와 같은 전략이 해당 지역 국민에게, 나아가 전세계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는 불분명하다.8)

한 이집트 분석가도 이와 같은 관점을 밝혔다. 그는 아랍의 시위가 국제위기감시기구(International Crisis Group)와 조
지 소로스(George Soros)를 비롯한 다수의 미국 기관이 주도한 전략의 일환이며, 미 정부의 지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주
된 전략은“사이버 반체제 인사”
가“창조적 혼돈(Creative Chaos)”
의 도입을 통해 아랍 정권을 전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혼돈의 결과 새로운 민주정권이기는 하나 미국에 충성하는 힘이 약한 정권이 수립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집트의 힘이 약화되고, 이스라엘만이 아랍에서 유일하게 힘을 가진 국가가 된다.9)
이와 같은 관점은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아랍의 시위는 대부분 국내에서 발현되었다. 각각 유시첸코(Yushchenko) 대통
령과 사카쉬벨리(Sakashveli) 대통령의 취임으로 이어진 우크라이나와 그루지야의 시위에서와 같이 서구 강대국이 이의
동기를 부여한 것이 아니었다. 또한 서구 강대국은 기존 아랍 정권을 보호하고자 했다. 프랑스와 미국은 시위 이전과 시위
가 진행되는 기간 중 벤 알리와 무바라크를 공공연히 지지했다. 벤 알리가 축출되기 2주 전 미 의회는 총 1,400만 달러 상당
의 폭동 진압용 도구를 벤 알리에게 판매하는 안을 승인했으며, 프랑스의 사르코지(Sarkozy) 대통령은 공공연히 벤 알리를
지지했다. 무바라크에 대항하는 1월 25일 혁명이 발발하기 며칠 전 미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은 무바라
크의 공헌을 높이 평가하는 발언을 했다. 튀니지와 이집트의 정권이 붕괴하고 있다는 사실이 자명해지자 서구 강대국은 입
장을 바꿨다. 이는 해당 정권들이 이스라엘을 포함한 서구 강대국의 이해에 부합한 것에 주로 기인한다. 유럽지중해 파트너
십(Euro-Mediterranean Partnership), 대중동구상과 같은 서구가 지원하는 민주화 구상이“민주주의를 위한 달러
(Dollars for Democracy)”전략을 통해 민간사회 기관을 부패시킴으로써 오히려 민주화를 지연시켰다는 것이 밝혀졌다.

Egypt’
s revolution: Creative destruction for a“Greater Middle East?”
8) William Engdahl,”
http://www.globalresearch.ca/index.php?context=va&aid=23131
9) Interview with General Hossam Sowailam , Al-Ahram, 1 July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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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와 예멘과 같은 사례에서 시위 발생 후 정세의 향방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외국 세력이 개입했다. 리비아의 경우,
UN 안보리(UN Security Council)가 리비아 비행 금지 구역(No Fly Zone over Libya)를 지정하는 결의안
1973(Resolution 1973)을 발표했으며, 예멘에서는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가 살레(Saleh) 대통령의 안
전한 퇴임을 중재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개입은 대중 운동 발생의 원인이 아니었다. 외국 세력은 시위 운동의
성공보다는 자국의 이해를 위해 개입하고자 했으며, 튀니지와 이집트에서 성공적인 아랍 혁명의 향방에 영향을 미치고자
노력해 왔다. 이집트 군사위원회(Military Council in Egypt)는 외세로 인해 이집트 혁명이 더욱 혼란스럽고 폭력적인 방
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여러 차례 경고했으나, 어떤 국가가 이와 같은 시도를 하고 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3) 아랍 민주화 운동의 향후 동향
아랍 민주화 운동의 최종 결과, 모든 아랍 국가가 민주화 운동 범위에 포함될 것인지 여부, 이로 인해 촉발되는 내부적 변
혁의 범위를 속단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특히 아랍 국가들이 독립 이후 진정한 고유의 발전을 이루는 데 실패하거나 부패한
군부 독재 정권 또는 부족 지배계급의 통치로 인해 퇴보하였는지 여부, 서구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 대부분의 아랍 정
권이 서구에 전권을 위임하게 됨으로써 퇴보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또한 이와 같은 추세를 강화하기
위한 서구 세력과 집권층 간의 동맹관계는 아랍 국가들의 특징이다. 이를 통해 왜 서구 세력이 아랍의 민주혁명을 매우 불
안하게 생각하며, 서구의 이해에 부합할 경우에만 혁명을 지원하는지 알 수 있다. 또한 NATO가 리비아에는 개입하면서 시
리아에는 관여하지 않는 이유도 이를 통해 설명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상황은 급진적 민주혁명을 복잡하게 만든다. 기존 지배계층이 경제적, 정치적 권력 구조에 단단히 뿌리내리고
있으며, 특히 혁명세력은 정권을 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배계층이 행사하는 권력은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권력에
가깝다. 기존 지배계층은 기득권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고 구 정권을 회복하거나 최소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이미 반격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감히 향후 시나리오를 예측하고자 하는 시도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지만 그래도 몇 가지 동향
을 파악할 수는 있다.
향후 다양한 유형의 아랍 정치를 보게 될 것이며, 자유, 민주주의, 외국의 지배로부터의 해방이 그 특징이 될 것이라는 점
은 어느 정도는 확실하다. 특히 다음 동향을 예측해 볼 수 있다.

(i) 아랍 국가의 정치 회복
현대 아랍 정치의 주된 특징은 정치 자체의 종말이었다. 이는 국민이 정치 프로세스에서 소외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때
의 정치 프로세스는 부패한 지배계층의 독점이었다. 지배계층은 늘 경제개혁이 정치개혁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
나, 경제개혁이 국가 자산 매각을 위한 허울 좋은 핑계였으므로 경제개혁조차 실현되지 않았다. 민주화 운동 이후 국민이
정치 프로세스의 핵심적인 주체로 떠올랐다. 이제는 젊은 신세대가 정치에 참여한다. 정치에 대해 냉담했던 살라피 근본주
의자들조차 정당을 조직해 정치 프로세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튀니지와 이집트에는 현재 새로운 정당과 연합이
생겨났으며, 민중이 다양한 형태로 민주화 프로세스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최근 이집트 대학 중 최초로 교수진의 직접 투
표를 통해 카이로 대학(Cairo University) 총장이 선출됐다.

(ii) 정치적 권위주의의 종말
혹자는 아랍의 전통적 권위주의가 쇠퇴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할 수 있다. 절대적 지도자의 시대는 끝났으며,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는 자들은 자신의 시대가 끝났음을 깨닫고 있다. 그러나 아랍의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 건설에는 더 많은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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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걸릴 것이다. 전제 정치를 해체하고 사회에 민주주의적 기준을 정착시키는 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특히 극심한
경제위기와 국가 안보가 불완전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작업을 해내는 것은 더욱 오래 걸릴 수 있다. 아랍의 정치적 문화는
이미 민주주의적 기준에 맞춰 조정되고 있으나, 대중이 민주주의의 이점을 체감하게 되면서 향후 오랜 기간 동안 이와 같은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iii) 새로운 개발 모델
민주화의 물결은 또한 튀니지와 이집트에서 새로운 정권이 추구하는 경제개발 모델에 영향을 주었다. 이 모델들은 국제
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과 세계은행(World Bank)이 제시한“구조조정(Structural Adjustment)”패키
지와 유사하다. 이 모델들은 공공 부문 매각을 포함한 민영화,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 사회 보조금의 폐지 등을 골자로 구
축됐다. 이 패키지를 도입할 경우 해외 경제원조의 전제조건이었던 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권위주의 정권과 긴밀한 동
맹관계에 있으며 특혜를 받는 자본주의 과두제 집권층에게 국부가 집중되고, 외국 독점세력에게 국부가 넘어간다는 것을
인식한 이집트와 튀니지는 해당 패키지의 도입 속도를 늦췄으며, 경제성장뿐 아니라 사회 정의 및 경제에 대한 국가 통제에
초점을 둔 균형적 전략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iv) 전투적 이슬람주의의 쇠퇴
전통적으로 이슬람 투쟁 운동은 아랍 독재정권들의 탄압을 받았다. 해당 정권들은 또한 자신들의 억압적 통치를 대체할
만한 것은 전투적 이슬람주의 운동밖에 없다는 것을 서구에게 확신시키기 위해 이 운동을 이용했다. 아랍 민주화 운동을 통
해 새로운 정권이 이슬람 운동의 새로운 경로를 구축했으며, 투쟁 운동 및 비투쟁 운동 모두 정치 프로세스에 참여할 수 있
게 되었다. 이슬람 투쟁 운동이 새로운 민주정치에 통합되고 권력 공유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폭력을 사용할 모든
동기가 사라졌다. 현재 이집트에서는 1981년 사다트(Sadat) 암살에 참여했던 투쟁 운동가들조차 정치적 수단을 통해 목표
를 달성할 것을 강조하는 특정 플랫폼에 맞춰 정당을 조직하고 있다.
전투적 이슬람주의의 쇠퇴는 자연히 중도 이슬람주의의 발현과 확산으로 이어졌다. 대부분의 아랍 국가에서 정책 결정
에 정치적 이슬람주의가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미 아랍의“팍스 이슬라미카(Pax Islamica, 아랍
평화주의)”
가 대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평가는 과장된 것일 수 있으나, 근거를 가진 사실이라기보다 일종의 경
향을 반영한다. 즉 이슬람주의자들의 정치적 의제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주도할 가능성은 낮으며, 정
권의 억압이 부재한 상황에서 희생자로서의 이슬람주의자들의 이미지는 축소되고 이집트 국민의 의제에 부합하는 실용적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도전에 직면해야 한다. 또한 이들의 정치적 경험은 상당히 제한적이어서 권력 정치의 현실에 맞닥
뜨려야 할 것이다. 예컨대 이집트의 1월 25일 혁명 이후 무슬림 동포단(Muslim Brotherhood)이 이집트의 터키 모델 도입
을 옹호하고 나섰다. 이들은 해당 모델을 파악하는 데 실패했으며, 해당 모델이 세속적인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것
이 분명하다. 에르도안(Erdogan) 터키 총리가 이들에게 터키 모델이 세속적인 기반을 가졌음을 경고하고 나서자 이들은 터
키 모델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

(vii) 아랍의 종교국가는 먼 훗날의 시나리오
중도 이슬람주의자가 출현하고 이들이 새로운 정권의 제도를 강력하게 대표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아랍 국가
에서 정치적 이슬람교의 인식을 강화하고 나선“이슬람주의”정권이 수립될 가능성은 낮다. 이는 이집트, 튀니지, 시리아에
서 시민 국가가 깊이 뿌리내렸으며, 세 국가에 강력한 비(非)이슬람주의 및 비(非)무슬림 단체가 존재하는 등 구조적 한계를
비롯해 독자생존이 가능한 시민 사회가 존재한다는 점에 기인한다. 그러나 리비아와 예멘과 같은 다른 아랍 국가에서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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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부족적 구조로 인해 이슬람주의 국가의 시나리오를 배제할 수 없다.

(v) 범아랍주의의 부활
1967년 중동이 이스라엘에 패하고 난 뒤 아랍 지역 체제와 범아랍주의의 개념이 종말에 이르렀다는 인식이 팽배했다. 아
랍 국가들은“1967년 이스라엘 침략의 흔적을 없애는 데”사로잡혔으며, 1970년도에 나세르(Nasser)가 사망했다. 또한 석
유로 인해 새로이 창출된 부는 아랍 지역 체제의 무질서로 이어져 리더십이 부재한 체제로 보였다. 그러자 범아랍주의가 역
사적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의견이 많아졌다. 푸아드 아자미(Fouad Ajami)는 널리 알려진 논문“범아랍주의의 종말(the
end of pan-Arabism)”
에서 이에 대한 주장을 펼쳤다.
아랍 민주주의는 이와 같은 주장이 공식적 수준에서만 유효하며, 아랍 민중 운동 수준에서는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튀니지“혁명”
의 영향은 이집트로 빠르게 확산되었으며, 이집트에서 발생한 사건은 다른 아랍 국가로 빠르게 전파
되었다. 이집트에서 내걸은 슬로건인“국민은 정권 퇴진을 원한다”
는 예멘과 시리아의 시위 운동에 빠르게 도입됐다. 튀니
지와 이집트에서 시위 운동이 성공하자 아랍에는 새로운“공동 운명체”의식이 생겨났으며, 이집트와 수단 간 새로운 형태
의 통합 구축 작업은 새로이 탄력을 받게 되었다. 이와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것인지 여부를 평가하기에는 너무 이를 수 있으
나, 민중이 아랍 공동 운명체 의식을 갖게 된 것은 틀림없다.
범아랍주의의 대두는 이와 유사한 아랍의 공식적 지역 체제의 부활과 일치하지 않는다. 해당 체제는 현재 대혼란을 겪고
있다. 아랍연맹(the League of Arab States)은 아랍 국가들을 대표하는 신뢰성 있는 대안 체제가 되지 못했고, 걸프협력회
의를 포함한 경쟁 지역 프로젝트들과 비교할 때 이의 영향은 축소되어 왔다. 아랍연맹은 역사상 처음으로 외세에게 회원국
인 리비아를 공격할 것을 승인했다. 그러나 아랍 민주화 운동이 지속되고 민주주의 제도가 구축될 수 있을 경우, 이는 아랍
의 공식적 지역 체제의 점진적 부활로 이어질 것이다. 이와 같은 방향으로의 움직임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터키의 움직임을
들 수 있다. 터키는 아랍 지역 체제의 주요국과의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10)

(vi) 아랍-이스라엘 균형의 주요 변화
아랍-이스라엘 수준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챌 수 있다. 이집트“혁명”
으로 인해 이란, 시리아, 하마스
에 대한 무바라크와 이스라엘 간 전략적 양해가 사라졌다. 무바라크는 미국의 감독 하에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의 감독
하에 이스라엘과 긴밀히 협력해 팔레스타인 저항 운동, 주로 하마스를 진압했으며, 가자지구 포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무바라크는 글로벌 시장 가격 및 자국시장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이스라엘에 이집트 천연가스를 판매했다. 그는 아들
에게 권력을 이양하는 과정에서 미국-이스라엘의 도움을 원했다. 이는 이스라엘이 실망한 이유, 무바라크 축출을 위해 미
시온주의자들이 로비한 이유를 말해준다. 일부 이스라엘 고위 지도자들은 미 시온주의자들을“전략적 자산”
이라고 일컬었
다.11) 이스라엘 학자 야코브 랍킨(Yakov Rabkin)에 따르면“이스라엘 정부의 담론이 이집트 위기로 전개되는 과정은 현지
12)
참여의 묵살과 권위주의 지도자들에게 의존하는 태도를 반영한다.”

10) Mustafa Moursi,“Arab revolutions and the Arab system and the conflict over regional roles,”Shu’
un Arabia, (Cairo),
147, Autumn 2011, pp. 16-31.
Israel and the Arab revolutions,”
11) Jacob Heilbrunn, ”
The National Interest, 14 February 2011
http://nationalinterest.org/blog/jacob-heilbrunn/israel-the-arab-revolutions-4872
Israeli in Egypt: Consistency among turmoil,”
12) Yakov Rabkin, ”
http://mondoweiss.net/2011/03/israel-in-egypt-consistency-amid-turmoil.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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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이 무바라크의 부패 정권을 공공연히 지지하고 나서자 이스라엘에 대한 이집트 및 아랍 민중의 거리감은 더욱
커졌다. 이스라엘은 이집트 국가 자원을 갈라놓고 부패가 지속되도록 부패 정권을 지지하는 세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무바라크의 통치가 종말을 고하자 이집트가 아랍 현안에 대해 취했던 친 이스라엘 접근법도 힘을 잃었다.13) 이집트는 이
스라엘과의 평화조약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나, 조약의 호혜성을 더욱 강조하게 될 것이다. 또한 무바라크의 퇴각 이후 이집
트 최초의 외교부 장관이었던 나빌 알 아라비(Nabil al-Arabi)가 밝혔듯 1978년 캠프 데이비드 구상(Camp David
framework)의 변화를 제안할 것이다. 이집트는 무바라크 재임 시절에 그랬듯 이미 이스라엘의 승인 없이 라파 국경을 개
방했다. 전 미 국무차관 머피(Murphy)는 이스라엘은“더욱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이집트의 정치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며,
이는 팔레스타인과의 협상이 진전되지 않고 이른바“평화 프로세스”
의 극심한 정체가 수 년간 지속됐기 때문”
이라고 밝혔
다.14) 또한 시리아에서 바트(Al-Ba’
ath) 정권의 퇴각이 임박함에 따라 새로운 시리아 정부가 골란 고원 문제를 어느 쪽으로
든 거론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시리아-이스라엘 간 골란 고원 평화 합의도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미국에 2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군사지원을 요청해 이와 같은 새로운 국면을 재빨리 활용하고 있다. 2011년
3월 8일 바라크(Barak)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와 같은 조치가“아랍의 포퓰리스트 운동에 의한 잠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라고 밝혔다.15)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랍과의 갈등에 대한 포괄적 해결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아랍 민주
화 운동으로 인해 아랍평화안(Arab Peace Initiative)이 효력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무아
셔(Muasher)와 솔라나(Solana)의“이제는 팔레스타인 해결책을 밀어붙일 때”
라는 주장을 이해할 수 있다.16)
아랍-이스라엘 상황은 또 다른 관점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무바라크가 물러나면서 파타(Fatah)와 하마스 간 차이를
좁힐 수 있게 되었으며, 새로운 단일 정부 수립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스라엘은 이를 거부해 왔으며, 미
국도 이에 반대해 왔다. 또한 제3의 팔레스타인 민중봉기가 이미 발현되고 있다. 새로운 민중봉기의 주된 원인으로는“평화
프로세스”
의 실패, 웨스트 뱅크의 식민지화를 부추기는 유럽-미국의 이스라엘 전면 지지, 팔레스타인 당국의 신뢰성 있는
대안 제시 실패, 무엇보다도 곧 권위주의 정권을 몰아내는 데 성공할 튀니지와 이집트의 평화 운동의 영향 등을 꼽을 수 있
다.17) 파타-하마스 간 화해와 2011년 9월 UN총회에서 팔레스타인 독립국 지위 인정을 요청하겠다는 마흐무드 아바스
(Mahmud Abbas)의 계획은 민중봉기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이다. 민중봉기는 이스라엘에 대한 저항이자 이스라엘에 의존
하는 것으로 보이는 팔레스타인 당국에 대한 저항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민중봉기는 1987년에 있었던 봉기와 비슷한 결과
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아랍에서 진정한 민주화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은 주된 상징적 홍보 카드 중 하나를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간 이스라엘은 중동의 유일한 민주국가였으며 따라서 아랍 국가들에 비해 독재주의로부터 스스로를

13)“The strategic alliance between Egypt and Israel has collapsed”
Ha’
aretz (Israel), 14 February 2011
http://www.alhadath-yemen.com/news11631.html
14) Richard Murphy,“New Chapter in the Middle East,”
http://www.cfr.org/middle-east/new-chapter-middle-east/p24276
15) Al-Siyassa (Kuwait), 9 March 2011
16) Marwan Muasher and Javier Solana,“Push ahead now for a solution in Palestine,”
http://www.ft.com/cms/s/0/5f4c4c68-4a87-11e0-82ab-00144feab49a.html
17) Amira Hass,“Egypt proved to Palestinians that revolution has a point,”
http://www.haaretz.com/print-edition/features/egypt-proved-to-palestinians-that-revolution-has-a-point-1.350749
Abdaljawad Hamayel,“The resurgence of Palestine,”
http://www.maannews.net/eng/ViewDetails.aspx?ID=369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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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기 위한 도덕적 우위에 있다고 자신을 홍보해왔다. 미국이“민주주의 국가들은 서로 싸우지 않기 때문에”아랍 국가
들의 민주화가 아랍-이스라엘 분쟁의 주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줄곧 주장해 왔음에도 미국과 이스라엘이 아랍의 민주화
운동에 불쾌감을 나타내는 것은 부분적으로 위와 같은 이유에 기인한다.

(vii) 아랍의 서구 민주주의 컨소시엄의 종말
2004년 2월 미국은 대 중동 파트너십(Greater Middle East Partnership)이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대 중동
프로젝트는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란, 터키,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을 포함한다. 미국이 지원하는 이 새로운 프로젝
트는“대”중동지역에 3대 주요 부문과 관련된 개혁을 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대 주요 부문은 민주주의와 좋은 거
버넌스의 촉진, 지식사회 건설, 경제 기회 확대를 말한다. 첫 번째 부문은 자유 선거, 의회 교육, 독립적 미디어, 반 부패 노
력, 시민 사회를 위한 개혁을 의미한다. 지식사회와 관련해서는 특히 문해와 관련된 기본 교육 구상, 교육 개혁, 디지털 및
비즈니스 교육 구상 등에 중점을 두었다. 마지막으로 경제 기회 확대와 관련해서는 성장 구상을 위한 금융의 중요성, 재정
탁월성을 위한 파트너십, 무역 구상 등에 중점을 두었다. 대 중동 프로젝트는 이 제안들을 이행하기 위해“대 중동 파이낸스
코퍼레이션(Greater Middle East Finance Corporation)”및“대 중동 개발은행(Greater Middle East Development
Bank)”
과 같은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는 안을 포함하고 있다. 대 중동 프로젝트는 G8 국가들이 제안된 개혁의 이행 및 해당
기관의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주된 역할을 수행할 것을 제안했다.
2004년에는 아랍에서 민주주의를 위한 국제 컨소시엄이 구축됐다. 대 아랍 프로젝트의 출범 이후 독일은 2004년에“확
대중동구상(Wider Middle East Initiative)”
이라는 아랍 제안을 발표했다. 이는 후에 프랑스-독일 공동 구상으로 발전됐
다. 이 제안은 미국이“대 중동 파트너십”
을 발표한 후에 나온 것으로, 명칭도 거의 비슷했다. 유럽의 제안과 대 중동 프로젝
트의 차이점은 단 하나였다. 유럽의 제안은 민주화 프로세스를 지역 관계 해결과 연관 지었다. 그러나 아랍 국가의 내부적
변화에 계속해서 중점을 둠에 따라 제안에서 이와 같은 연관성이 명확히 활용되지는 않았다.
2004년 6월 유럽과 미국의 프로젝트는 일련의 정상회담을 통해 이행되었다. 2004년 6월 미국에서 G8 회담이 열렸고,
더블린에서는 유럽-미국 회담, 이스탄불에서는 NATO 회담이 열렸다. 아랍 개혁의 내재화는 2004년 6월 미국에서 열린
G8 회담에서 발표된 문서를 통해 가장 중요하게 발현됐다. 해당 회담에서는 미국의 대 중동 프로젝트와 거의 유사한 내용
의 중요한 문서 3건이 발표되었다. 이는 G8 국가와 대 아랍 국가 간 의사소통 메커니즘을 구축해 대 아랍 국가들이 미국의
프로젝트에 명시된 과제를 이행하고 이행에 실패할 경우 이들의 책임을 묻는 것을 골자로 했다. 각 국가에게 국내 개혁과
관련하여 특정 역할이 주어졌다. 예컨대 한국에게는 이집트, 요르단, 팔레스타인의 여성 권한부여에 관한 책임이 주어졌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서구 기관들은 의제를 설정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컨소시엄은 의제, 문제, 메커니즘을 규정했
으며, 아랍 지역이 이행에 대한 책임을 갖도록 했다. 아랍-이스라엘 갈등은 서구의 의제에서 벗어난 사안으로 간주되었으
며, 서구의 의제가 모두 해결된 뒤 해당 갈등을 해결하자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아랍 민주화 운동이 해당 프로젝트의 약점을 드러냈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해당 프로젝트들은 민주화가 국제적 압
력에 의해 촉진될 수 있다는 가정에 기반했다. 2004년에서 2010년까지 아랍 국가의 민주주의는 별다른 발전을 보이지 않
았다. 해당 프로젝트들은 오히려 권위주의 정권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아랍 민주화 운동은 민주화가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자발적 프로세스라는 것을 입증했다. 아랍 민주주의를 위한 국제 컨소시엄은 튀니지와 이집트의 혁명으로 종식
되었다.

(iii) 아랍 내 미국의 역할 축소
아랍 민주화 운동은 전세계에 영향을 미쳤으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아랍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축소되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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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2004년에 조지 부시가 발표한 미국 민주화 프로젝트는 곧 보류되었고, 2006년에 자유 선거로 이슬람주의자가 권력
을 잡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미국은 아랍 독재정권이 힘을 다할 때까지 독재정권을 지지했다. 이는 독
재정권이 아랍에서의 미국의 이해에 부합했으며, 특히 석유, 이스라엘, 테러 근절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 미국의 이해에 부
합했기 때문이었다. 독재정권이 붕괴함에 따라 미국은 아랍 정책을 재조정해야 할 상황에 처했으며, 특히 민주주의와 팔
레스타인 문제와 관련하여 정책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 2011년 4월 의회 증언을 통해 릭 넬슨(Rick Nelson)은 다음과 같
이 주장했다.
우리는 현재 보기 드문 역사적 순간이자 전략적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 민중의 정치적, 사회적, 경
제적 염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미국의 이해와 일치하는 때가 도래한 것이다. 장기적으로 알 카에다(Al Qaeda)와 다른 테
러 단체를 제지할 최선책은 중동과 북아프리카에 안정적이고 자유 사회가 번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목표는 말하기는
쉬우나 실천하기는 어렵다.18)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미국의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구조적 한계가 있음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지는
않다. 2011년 6월 미 상원에서 네타냐후(Netanyahu) 총리가 장장 48분간 한 강경한 연설이 상원의원 29명의 기립 박수를
받았음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한 미국 정치 분석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국은 아랍에서 갖가지 비극적 사건을 겪었다. 수십 년간 미국은 아랍의 독재정권을 지원하고 자금을 지원했으며,
민주화 운동이 미국의 이해를 위협할 경우 이의 초기 발생 기반을 약화시키면서 역사의 잘못된 편을 들어 왔다. 따라서
서구“간섭”
에 대한 비판에는 일리가 있다. 미국과 유럽이 아랍에 개입할 때마다 잘못된 개입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
기 때문에 이번에는 올바른 방향으로 개입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랍에 올바르게 개입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아랍 정
책을 근본적으로 재평가하고, 아랍 민중과 이들의 민주적 열망에 부합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의 미국
19)
정책은 이와 거리가 멀었다.”

미국의 무조건적 이스라엘 지지는 미국과 새로운 아랍 정권 간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 새로운 아랍 정권은 구 정권보다
유권자의 필요에 더욱 귀를 기울일 것이다. 이와 같은 가능성과 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에서 미국의 철수가 임박했으며 이
에 따라 해당 국가들에 대한 이란의 영향력이 커질 가능성을 감안할 때 아랍에서 미국의 패권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은 이스라엘이 새로운 정권을 굴복시키기 위해 1967년의 시나리오를 재현하는 또 다른 중동-이스라엘 전쟁
을 통해서만 패권을 되찾을 수 있다. 또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해 아랍의 봄(Arab Spring)이 탄력을 잃게 만드
는 방법도 있다. 아랍에서 미국의 패권이 축소되면 러시아와 중국 등 다른 세력이 미국의 손실분을 차지하기 위해 아랍에
뛰어들 것이다.

18) Rick Nelson,“Unrest in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Ramifications for US Homeland security,”
http://csis.org/files/ts110406_nelson.pdf
19) Shadi Hamid,“The struggle for Middle East democracy,”
http://www.aucegypt.edu/gapp/cairoreview/Pages/articleDetails.aspx?aid=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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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
서울 개발 컨센서스(The Seoul Development Consensus)
한국은 석유 수입, 무역, 투자 분야에서 아랍에 상당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이해는 아랍 민주주의의 발전에 대
한 냉철한 평가를 필요로 한다. 아랍의 민주주의가 한국의 이해를 유지시키는 동시에 아랍 민주화 운동을 강화하는 방향으
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두 명의 분석가가 아랍에 대한 한국의 이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
술했다.
아랍의 석유 생산량은 세계 석유 생산량의 3분의 1을 약간 넘으며, 아랍에서 석유 가격을 조금만 인상해도 경제성장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석유 가격이 10% 상승하면 중국, 일본, 한국
의 GDP가 0.2%에서 0.6% 감소할 수 있다. 동북아시아의 경제성장은 이미 아랍을 휩쓴 민주화 물결의 영향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원유 가격은 배럴 당 90달러에서 110달러 이상으로 상승하고 아랍의 일부 신흥시장의 경제성장은 둔화되거나
중단됐다.
중국의 순 석유 수입액 중 약 50%가 아랍에서 공급되며, 국내 석유 생산량이 전무한 한국은 석유 수입량의 약 4분의
3을 아랍에 의존한다. 일본의 아랍 의존도도 한국과 유사하며, 양국의 전체 에너지 소비량 중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50%에 이른다.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대 한국 수출량은 300% 이상 증가했으며, 이는 한국의 대미 수출액의 약 3분의 2에 맞먹
는 수치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한국의 가장 중요한 무역상대국에 속한다.
한국은 또한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참여하며 귀중한 사업관리 지식을 축적했다. 2009년에 한
국은 해외 건설 수주액 491억 달러를 기록했다. 13억 달러를 수주한 인도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한국 해외 수주 건설사업
은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운영된다. 한국은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알제리, 리비아, 이란, 쿠웨이트로부
터 각각 159억 달러, 72억 달러, 37억 달러, 31억 달러, 25억 달러, 16억 달러 규모의 건설사업을 수주했다. 한국이 아랍
에서 완공한 사업으로는 아랍에미리트 소재의 세계 최대 담수화 플랜트인 후자이라 담수화 플랜트(Fujairah
Desalination Plant), 아랍에미리트 소재의 3.1억 달러 규모의 건설사업 부루즈 칼리파(Burj Khalifa) 등이 있다.20)

이들은 또한 한국이 이와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아랍 민주화 운동의 촉진에도 이해를 갖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논리적 주장을 통해 이와 같은 결론을 밝혔다.
이 사업들은 모두 고위험 고수익 사업이었다. 갑작스런 정권 변화 가능성과 정치적 불안정성은 늘 위협이 된다. 또한
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 자
적절한 제도의 부재로 인해 부패가 만연하고 투명성이 부족해 진출 기업에게“비공식 관세”
스민 혁명(Jasmine Revolution)을 통해 마침내 민주주의적 변화가 일어난 국가들에서는 보다 개방적이고 민주주의적
인 사회가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의 기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21)

20) Tony Stangarone and Greg Scarlatoiu,“After the Arab Spring: A Role for Northeast Asia,”
http://www.globalasia.org/V6N2_Summer_2011/Troy_Stangarone&Greg_Scarlatoiu.html
21)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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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랍 민주화 운동에 대한 한국의 정책에는 부족한 것이 많았다. 아랍 국가의 혁명적 변화에 대한 언급도, 이집트
와 튀니지에서의 시위자 대량학살에 대한 비난도, 민주주의 운동에 대한 지지의 표출도 없었다. 한국 외교통상부가 주안점
을 둔 것은 오직 리비아에 주재한 한국 근로자들을 구출하는 것이었다.
튀니지와 이집트에서 2011년 2월 28일 정권 교체가 완료된 뒤 한국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경제적 이해를 우선시해 아랍을 휩쓸고 있는 민주화 운동에 관해 의견을 표출하지 않고 있음을 비
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 대한 외교통상부의 입장을 알고 싶다. 내가 이해하기로는 정부가 이집트 상황에 대해서
도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한국 정부가 현재 및 향후 이집트의 혼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이집트의 안정화에 대해 긍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향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계속해서 예의 주시할 것
이다.22)

다수의 외국 세력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놀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랍 지역에 대한
한국의 이해를 감안할 때 한국은 민주주의 이행 비용을 줄이기 위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는
2004년 6월 G8 정상회담 중 조직됐으나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국제 민주주의 컨소시엄으로부터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작
업이 해당 국가의 민주주의에 전혀 기여하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민간 사회 기관의 역할에 대한 강조도 잘못된 것이었
다. 해당 기관에 지원된 보조금이 기관에게만 이득이 됨에 따라 아랍 사회에 새로운 형태의 부패가 생겨나게 되었다. 권위
주의 통치자에 대한 모든 지원과 민주주의 진흥을 구실로 한 아랍 국가 침략은 사실상 민주화 프로세스를 지연시켰다. 여기
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민주주의 진흥은 내부적 과업이며, 아랍 국민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겨두어야 한다는 점이
다. 한국을 포함한 외부 세력은 내부적 프로세스를 촉진할 외부적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
외부적 환경이란 아랍-이스라엘 분쟁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스라엘을 보통의 국가로 취급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해결책은 새로운 아랍 정권들이 높은 군사지출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줄 것이며, 이를 통해 절약한 비용은 개발
에 사용될 수 있다. 또 다른 외부적 환경은 한국이 아랍의 새로운 민주정권과 기술적 협력 프로그램을 구축해 시장을 통제
하는 대신 기술을 이전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술은 학력이 높은 이집트와 튀니지의 청년층에게 성장과 혁신을 위한 새
로운 기회를 부여할 것이며, 이는 곧 민주주의의 발전을 촉진할 것이다. 채무 면제, 자유무역, 외국인투자 등의 기타 전략도
민주주의로의 변화를 공고히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은 동맹 관계에 있는 세계 금융기관들과 함께 아랍 민주화 운동을 지원할 수 있다. 금융기관들의 고전적인 구
조조정 경제전략을 바꾸도록 함으로써 이와 같은 지원이 가능하며, 이는 아랍 국가들의 불만의 주된 원인이었다. 이와 같은
전략을 적용함으로써 대규모 빈곤이 야기됐으며, 소수의 현지 및 외국 금융기관에 부가 집중됐다. 세계은행그룹(World
Bank Group)의 죌릭(Zoellick) 총재가 2011년 4월 6일 성명을 통해 간결하게 밝혔듯 현재 필요한 것은“새로운 사회계약

22) http://www.mofat.go.kr/english/press/briefing/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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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다른 발전을 이행하는 것(Do Development Differently through a New Social Contract)”
이다.23) G20 국가의
하나로서 한국은 2010년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G20 국가들에게 관련 노력을 이행할 것을 설득할 수 있는 위
로 명명됐다. G20 회담에서 개도국에게 광범위한 경제 및 발전 현안에 대한
치에 있다. 해당 노력은“서울 개발 컨센서스”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안이 논의됐다. 한국은 또한 G20에서의 활동을 통해 아랍의 개발 및 사업과 관련해 풍부한 경험을
보유했음을 알릴 수 있다. 또한 한국은 G8 회원국의 동맹국이다. 2011년 5월 프랑스에서 열린 G8 회담에서 G8 국가들은
총 200억 달러 규모의 지원금을 이집트와 튀니지에 배정키로 했다. 과거에 이와 같은 약속은 발표된 후 이행되지 않은 경우
가 많았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팔레스타인과 관련한 다수의 원조국 회의에서 이와 같은 사례를 볼 수 있었다. 무엇보다
도 아랍 민주화 운동을 특정 조건과 관련된 자금을 투입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는 오래된 관념을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
민주화 운동은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열망과 외국의 전제조건과 지시에 따르지 않고 스스로 자신들의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지로부터 시작됐다.
한국은 또한 민주주의적 변화를 겪고 있는 아랍 국가의 제품 수입에 관세를 면제함으로써 특혜적 무역 프로그램을 구축
할 수도 있다. 이는 해당 국가들의 경제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학계 및 시민사회 수준에서 아랍 국가와의 더 많은 대화와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금이 한국 외
교통상부가 한국-중동포럼(Korea-Middle East Forum)을 정례화하고 이를 한국-아랍포럼(Korea-Arab Forum)으로
바꿔야 할 적기라고 본다. 이와 같은 변화는 명목적인 변화뿐 아니라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아랍 국가와의 관계를 분리하
겠다는 한국의 입장 변화를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 한국-중동포럼의 설립 근거는 이스라엘을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었으나,
이스라엘은 끝내 참여하지 않았고 아랍 민주화 운동을 감안할 때 향후 이스라엘의 참여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

결론:
아랍 민주화 운동은 아랍의 정세에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가져왔다. 권위주의 정권은 퇴각하거나 향후 몇 개월 또는 몇
년 내에 물러날 것이다. 서구 세력은 늘 민주화를 옹호했으나 아랍의 민주화 물결만은 지지하지 않았고, 튀니지와 같은 일
부 사례에서는 아랍의 민주화 운동에 반대하기까지 했다. 한국은 선의의 무시 접근법을 취했고, 정치적 격변을 겪는 아랍
국가에서 자국 근로자를 구출하는 데에만 집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랍 민중은 부패한 지배계층을 꺾고 민주적 변화
를 실현해낼 수 있었다.
향후 아랍에서는 국민의 목소리가 정치에 더 많이 반영될 것이다. 정치와 이의 복잡성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이슬람주의
자의 영향이 더 커질 것이다. 이들은 시행착오를 범하겠지만, 이와 같은 오류는 정치 프로세스에서 대중의 철저한 검토에
의해 시정될 것이다. 아랍의 민주정권 수립은 쭉 뻗은 직선이 아닌 지그재그 식의 여정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결
과적으로는 더 높은 반응성과 투명성을 갖춘 정권이 수립될 것이다. 지대국가의 압력으로 인해 아랍의 왕실들은 국민의 요
구에 부합해야 한다는 어려움을 겪지 않겠지만, 결국 아랍의 새로운 현실에 직면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는 기존 지배계층과 아랍 민주화가 최선의 이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외국 세력의 저항에 부딪
힐 것이다. 해당 외국 세력들은 아랍의 민주주의 도입을 위해 수많은 사업을 제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가 더 용이

23) Robert Zoellick,“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A New Social Contract for Development,”
http://web.worldbank.org/WBSITE/EXTERNAL/NEWS/0,,contentMDK:22880264~pagePK:34370~piPK:42770~theSitePK:
4607,00.html

250 2011 서울 민주주의 포럼 _ 총제적 위기 상황에서 삶의 질에 관한 글로벌 대화

했던 독재정권을 선호할 것이다.
따라서 아랍의 민주적 변화의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전망이다. 포르투갈, 러시아, 동유럽 국가에서의 민주
적 변화 역사를 살펴볼 때 이는 예외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은 선의의 무시 접근법을 추구하는 대신 아랍
의 봄 발생 몇 주 전인 2010년 11월 발표된“서울 민주화 컨센서스”
와 2011년 5월 이집트와 튀니지를 지원하기 위해 발표된
G8 컨센서스(G-8 Consensus)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선의의 무시 접근법은 아랍에서의 한국의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
을 것이다. 이와 같은 약속에 대해 아랍이 경험한 것은 이와 같은 약속이 빠르게 잊혀지거나 심지어 아랍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아랍 경제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모한다는 사실이다. 한국의 아랍에 대한 정치적 접근법은 냉철하게 재평가되
어야 하며, 미국-이스라엘 관점이 아닌 한국-아랍 관점으로 아랍을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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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A Presentations 2

After the Revolutions: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for Anti-Corruption
Work in the MENA Region

Ms. Arwa Hassan
Regional Manager on Middle East & North Africa, Transparency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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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A 발표 2

혁명이후:
중동·북아프리카지역내반부패활동의기회와도전

아르와 하산
국제투명성기구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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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A Presentations 3

The Importance of
Communication between Peoples,
to Support Democracy and
Peoples’ Interests
Mr. Ahmed Maher Ibrahim Eltantawy
Co-founder, April 6 Youth Movement in Egypt

The open communication between youth groups all over the world has many great benefits.

Egyptians bloggers have been communicating with activists and bloggers globally since 2005 and we
benefit from the shared experiences of each other.

In Egypt, blogging was used to report on a wide range of Daily political suppression from the

security that was imposed on any activity in the street.

After the emergence of the Kifaya movement in 2005, young people began using the Internet as a

tool for communication and reporting. Bloggers began covering news and events where there was a

siege of the traditional media who were not allowed to cover or talk about any activity of the
opposition, either caucuses, demonstrations, conferences, or any activity which criticized Mubarak
or the government.

As young people starting studying the experiences of change through the internet they learned the

history of revolutions in Eastern Europe at the end of the 80’s and the revolts that occurred in the

late 90’s and in 2004. This had influence in the investment protests, factional and labor strikes in
order to continue more and linking political demands, economic demands and led to the emergence
of the idea of the April 6 strike in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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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course there are very different terms for the revolution. It is not called a Facebook or Twitter

revolution because the facebook and twitter is just tools.

We used Facebook and Twitter in 2008 to call for the general strike which came before many

activities to communicate with workers and protesters. Class, as well as the general strike was
organized mainly to support the textile workers strike in the factory of Spinning and Weaving in
Mahalla.

There were also struggles before 2008, many many attempts were made to communicate with the

public, and these attempts were cruelly suppressed by security because they knew of the danger of
raising the public awareness against the regime of Mubarak’s rule.

The April 6 Movement has been eager since its inception to communicate with the public and try

to win the third party who will decide the battle, we decided from the outset that social media and

the Internet is just a means of help, a tool, and it is wrong to rely upon it as our primary means. It
was at the time there was a process of trial and error in the organization of groups in many of the
Provinces and Universities to get out of Facebook and on to the ground - where we knew we could
reach the masses.

Of course, we suffered a lot during our attempts to organize protest activities or sensitization in

the street - there were cases of arrests weekly within our Movement because of that, but it was not

possible to be content using Internet only and we knew that most Egyptians do not have computers
or the Internet and the majority watch local TV, which is the leading cause of misleading the people
and deceiving them, so we had to build bases in the streets and in the cities and governorates of
Egypt and we had to spread the world in the Egyptian universities and continue to communicate
with the public. Of course it was risky, but we continued our attempts to encourage people to be

themselves as part of the solution, we had developed many programs and tried to stay away from

traditional means and we benefited greatly from our study of the experiences of change in Eastern
Europe.

In 2010 many of the youth movements in Egypt were of the same mind set as April 6 and there

was great cooperation among all youth movements in Egypt. This which was very useful in
organizing the demonstrations on 25 January as well, and although these groups were formed in a
secret all of a sudden most regions and provinces at the same time had groups who recognized the
strength of working together.

We consider it very important to learn from the experiences of others and take that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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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develop it in line with our own. Studying the changes in Eastern Europe and engaging with

some of the young people who had a role in the revolutions had a profound impact in improving our
performance and as we searched for an optimal organizational form, either in Romania or the Czech
Republic and Poland and then in Serbia.

Now we also study what happens after the revolution. How to build communities and search for

solutions and ideas for developing security after a revolution as well as how to rebuild civil society,
how to best shape democracy, how to find a political system that is the best for Egypt and how to

write an appropriate constitution. After many decades of oppression and backwardness we study
how to deploy the principles of freedom, democracy, coexistence and respect for others, especially
Nayish.

Certainly we need the experience of others as Mubarak and his predecessors had destroyed and

spoiled the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in Egypt. They spread a culture of passive
indifference and fear in an orderly manner so as to stay in power, this corrupt regulator will take
along time even years to remove the effects and restore the advancement and progress (that
Egyptians so deserve)?

Egypt is a large country with a history that spans more than 7,000 years and has been a major

focus in of historical events and has a culture and history as large. It has been occupied by many
forces throughout history because of its geographical position as the main gateway to Africa and
Asia, and is a country rich with resources and wealth.

Despite the delay, because of military rule in Egypt since 1952, and corrupt rule of Mubarak since

1982, we are sure we can meet the challenges and rebuild Egypt.

We spent many centuries either by foreign occupation or regime of authoritarian and corrupt.
To take re-build the state a long time and know that the phase change root more difficult and

dangerous from the stage down the tyrant.

To rebuild the State may take a long time and we know that the phase we are in is more difficult

and danger from the stage with the tyrant. We know that the Mubarak regime remains, despite the
departure of Mubarak, and may be ours will be like the most difficult experiences of Eastern Europe,
which took years to rebuild states after the revolutions, and some fail to do so.

But there are young people in Egypt, who swear to continue the battle and vow to continu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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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ggle to rebuild Egypt they desire access to the political system and for the best that Egypt is with
a free advanced security, social justice and a decent life.

Despite all the difficulties and despite the military who now controls the reins of things and their

attempts to maintain some practices of the Mubarak regime, but we our oath is to continue the
struggle for Egy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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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A 발표 3

민주주의확립과민중들의
권익증진을위한소통의중요성
아흐메드 마헤르 이브라힘 엘탄타위
4월 6일 청년운동 설립자

전세계의 청년단체 간 열린 의사소통은 다수의 이점을 가진다. 이집트 블로거들은 2005년부터 전세계의 활동가 및 불로
거들과 의사 소통해 왔으며,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집트에서 블로깅은 거리에서의 모든 활동에 적용되는 광범위한 정치적 억압에 대해 보도하기 위해 활용되었다.
2005년 키파야 운동이 발생한 후 젊은이들은 의사소통과 보도의 수단으로 인터넷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기존의 매체에
서 무바라크나 정부를 비판하는 활동, 회의, 시위, 야당 활동 등에 대해 보도하거나 이를 거론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
문에 블로거들이 뉴스와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젊은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하면서 80년대 말 동유럽 혁명의 역사와 90년대 말, 2004년에 일어났
던 저항운동에 대해 알게 되었다. 이는 정치 경제적 요구들과 연결되어 투자, 당파, 노동과 관련된 시위에 영향을 미쳤으며,
2008년 4월 6일 시위의 아이디어가 이로부터 생겨났다.
혁명은 여러 다른 이름으로 불렸으며,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그저 도구였으므로 해당 혁명이 페이스북 혁명이나 트위터
혁명으로 불리우지는 않는다.
우리는 2008년 노동자와 시위자와의 의사소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기 전에 대중 시위를 촉구하기 위해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활용했다. 마할라의 방적공장 노동자 시위를 지원하기 위한 단체 시위 및 대중 시위가 조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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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이전에도 시위가 있었으며, 대중과 의사소통하기 위한 수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무바라크 정권에 반하는 대중의
인식이 높아지는 것의 위험을 감지한 정부는 이를 무자비하게 진압했다.
4월 6일 운동은 대중과의 의사소통으로 시작되었으며 투쟁의 향방을 결정지을 제3자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므로
열기가 대단했다. 처음에 소셜 미디어와 인터넷은 지원 수단이며, 이를 주된 수단으로 하여 이에 지나치게 의존하지는 않기
로 결정했다. 페이스북을 떠나 다수의 지역과 대학에서 단체를 조직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마침내 우리가 대
중을 모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물론 거리에서 시위활동을 조직하고자 시도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로 인해 매주 시위대 사람들이 체포
되었으나, 우리는 인터넷만을 활용하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고 대부분의 이집트 사람들이 컴퓨터나 인터넷을 보유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대다수가 지역TV를 시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역방송은 국민들을 오도하고 속이는 주요 원인
이었다. 따라서 우리는 이집트의 거리, 시, 주에 본거지를 두고, 대학들을 통해 전세계에 시위를 확산시키는 한편 계속해서
대중과 의사 소통해야 했다. 물론 위험이 따르는 일이었으나, 국민들에게 국민이 해결책의 일부가 될 수 있음을 알리기 위
해 계속해서 시도했고 수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전통적인 수단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다. 또한 동유럽의 변화 사례를 연
구한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2010년에 이집트의 청년운동 중 다수가 4월 6일과 동일한 정신에 기반했으며, 모든 청년운동 간에 긴밀한 협력이 이루
어졌다. 이는 1월 25일 시위 조직에 매우 큰 도움이 되었으며, 이 단체들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갑작스럽게 기밀 조직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결속력은 엄청났다.
우리는 서로의 경험으로부터 배우고 지식을 얻고 이를 발전시키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 동유럽의 변화를 연구
하고 혁명에 참여한 젊은이들과 교류하는 것은 이집트에서의 활동을 크게 개선시켰으며, 우리는 루마니아, 체코, 폴란드,
세르비아 등의 사례에서 최적의 조직 형태를 찾고자 했다.
현재는 혁명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연구하고 있다. 혁명 이후 공동체 구축, 해결책 모색, 보안 구축, 시민 사회
재건 방법, 최상의 민주주의 구현 방법, 이집트에 가장 적합한 정치체제 모색 방법, 적절한 헌법 제정 방법 등을 연구하고
있다. 수십 년간의 억압과 퇴보 이후 우리는 자유, 민주주의, 공존, 타인에 대한 존중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연구하
고 있다.
무바라크 및 이전의 통치자들이 이집트의 정치, 경제, 사회 발전을 그르쳤기 때문에 다른 국가의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
다. 이집트 정권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수동적 무관심과 공포의 문화를 확산시켰으며, 앞서 구축된 문화를 뿌리뽑고 진보
와 발전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이집트는 7천 여 년의 역사를 가진 큰 국가이며, 역사적, 문화적으로 주목을 받아 온 중요한 국가이다. 아프리카와 아시
아의 주요 관문이라는 지정학적 위치와 풍부한 자원과 부로 인해 역사적으로 수많은 세력에게 점령당했다.
1952년 이후 군부 통치와 1982년 이후 계속된 무바라크의 부패 정권으로 인해 늦어지기는 했지만 이집트가 난제를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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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국가를 재건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수 세기 동안 외세의 점령이나 독재정치, 부패정권이 이집트를 지배해 왔다.
국가 재건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며, 국가의 근간을 바꾸는 시기가 많은 어려움과 위험을 수반한다는 사실을 잘 알
고 있다. 이집트 국민은 비록 무바라크는 떠났지만 무바라크 정권은 계속해서 남아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국민
은 또한 혁명 후 국가 재건에 수 년이 걸렸으며 일부는 국가 재건에 실패하기까지 했던 동유럽의 사례가 이집트에서도 일어
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집트에는 투쟁을 계속하기로 맹세했으며 이집트 재건을 위해 계속 싸울 것임을 약속한 젊은이들이 있다. 이들
은 이집트가 자유롭고 진보된 보안과 사회 정의가 구현된 살 만한 국가가 되어야 하며, 국민이 정치체제에 접근할 수 있어
야 한다는 염원을 가지고 있다.
온갖 어려움과 군부의 통제, 무바라크 정권의 일부 관행을 유지하고자 하는 군부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이집트를 위한 투
쟁을 계속하겠다는 우리의 맹세는 굳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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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of Panelists

CHUNG-IN MOON
Chung-in Moon is a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at Yonsei University and editor-inchief of Global Asia, a quarterly magazine in English. He served as Dean of Yonsei’s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Ambassador for International Security Affairs at
the ROK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and Chairman of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Northeast Asian Cooperation Initiative, a cabinet-level post. He has
published over 40 books and 230 articles in edited volumes and such scholarly journals
as World Politic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Middle East Journal, and the World
Development.
Dr. Moon attended the 2000 and 2007 North-South K orean summit as a special
delegate. He served as a long-time policy advisor to South Korean government agencies
such as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of the Office of the President,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the Ministry of
Unification.
He is currently a member of the Pacific Council on International Policy (Los Angeles),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rategic Studies (London), and fellow of the Club of Madrid.
He is an ARF-EEP representing South K orea and served as co-chair of the first and
second AFR-EEPs meetings in June 2006 and February 2007. He is a board member of
the East Asia Foundation, The Asia Research Fund, and the International Peace
Foundation.

문정인
문정인 교수는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자 영문계간지 [Global Asia]의 편집자이다.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원장을 지냈으며, 외교통상부 정책자문위원, 대통령 자문 동북아시
대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40권 이상의 저작을 발표하고 세계 정치, 계간 국제연구, 중
동저널, 세계 발전 등에 230개 이상의 글을 기고하였다.
문정인 교수는 2000년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 특별대표로 참석하기도 하였으며, 청
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외교통상부, 국방부, 통일부 등 정부 기관에 오랜 기간 정책
자문위원으로 활동해왔다.
현재 태평양국제정책위원회(LA)와 국제전략연구소(런던) 회원, 마드리드클럽 연구원을
역임하고 있다. 아세안 지역안보포럼 전문가·저명인 회의 한국 대표와 2006년 6월 첫 번
째 회의 그리고 2007년 2월에 있었던 두 번째 회의의 공동의장을 맡았다. 그 외 동북아재
단, 아시아연구기금, 국제평화재단 등의 이사직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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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HAMMAD
EL - SAYED SELIM
Mohammad El-Sayed Selim is a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at Cairo University and
K uwait University. He obtained a Ph.D. in Political Science from Carleton University,
Canada in 1979. He majors in the study of foreign policy analysis, theori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Asia. Dr Selim taught at Cairo University, the American
University in Cairo, K ing Saud University, and the United Arab Emirates University.
Between 1995 and 2003 he established the Centre for Asian Studies in Cairo University
and served as its first director. He serves now as the director of the Asian Studies Unit at
Kuwait University.
He published a number of books and articles in Arabic and English in scholarly
journals on issues related to foreign policy analysis, Arab-Asian relations and EuroMediterranean relations. He also represented the Government of Egypt in a number of
world and Asian forums such as the founding meetings of the Conference on Interaction
and Confidence-Building Measures in Asia (CICA). He also participated in a number of
international conferences in Asia and Europe.
Publications
Non-Alignment in a Changing World(1983), Relations among Muslim States(1991),
The Arabs and the K oreans: Comparative Perspectives on New Issues(1995), The
Relationship between Democracy and Development in Asia(1997), Among his recent
article publications,“The role of confidence-Building Measures in Conflict resolution: A
Comparative Cross-regional study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Arabian Gulf States,”The
Korean Journal for Middle East Studies, (2), 2007, pp. 131-208,“Arab perceptions of soft
security issues”in Hans Gunter Brauch et al. (eds.): Coping with Global Environmental
Change, Disasters and Security - Threats, Challenges, Vulnerabilities and Risks, (Berlin Heidelberg-New York: Springer-Verlag, 2010)

모하메드
엘-사예드 셀림
모하메드 엘-사예드 셀림 교수는 카이로 대학과 쿠웨이트 대학에서 정치학을 강의하고
있다. 캐나다 칼레튼 대학에서 1979년 정치학 박사를 받았으며, 주 연구 분야는 외교정책
분석, 국제관계 이론, 그리고 아시아이다. 셀림 교수는 카이로 대학, 카이로 아메리칸 대한,
킹 사우드 대학, 아랍에미레이트 연맹 대학 등에서 강의하였다. 1995년에서 2003년 까지
카이로 대학 내 아시아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첫 번째 센터장을 지냈다. 현재 쿠웨이트 대학
아시아연구기구 소장을 맡고 있다.
셀림 교수는 아랍어와 영어로 수많은 저서를 출간하였고, 외교 정책 분석, 아랍-아시아
관계, 아랍-지중해국가 관계에 대해서도 많은 학술지에 많은 글을 기고하였다. 또한 아시
아 교류 및 신뢰구축 회의(CICA)의 창설 모임과 같은 많은 국제적 또는 아시아 관련 포럼
들에서 이집트 정부를 대표해 참여해왔다. 그 외에도 아시아와 유럽에서 개최된 국제 회의
등에 참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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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저서
변해가는 세계속에서의 비동맹(Non-Alignment in a Changing World, 1983), 무슬림국
가들의 관계(Relations among Muslim States, 1991), 아랍과 한국: 새로운 이슈에 관한 비교
관점들(The Arabs and the Koreans: Comparative Perspectives on New Issues, 1995), 아
시아에서의 민주주의와 개발의 관계(The Relationship between Democracy and
Development in Asia, 1997) 등 다수

ARWA HASSAN
Arwa Hassan holds an MA from Cambridge University in England and speaks fluent
Arabic, German, French and Italian. Arwa is an international development specialist with
nearly 15 years spent focusing on the MENA region. She has worked closely with civil
society organizations, the private sector and governments for many years. She was with
the German Government Development Agency, GTZ, now GIZ, for two years and has
been with Transparency International for more than a decade. She has regularly lectured
and presented at international fora on the issues of combating corruption, governance,
and institutional reform. She has strong conflict resolution skills and long-standing
experience of strengthening civil society groups and of promoting dialogue between
governments and NGOs. She is Senior Program Coordinator in charge of the MENA
region at Transparency International Secretariat in Berlin.

아르와 하산
아르와 하산은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석사를 받았으며 중동?북아프리카 지역과 관련
하여 약 15년간 국제 개발 전문가로 활동해 왔다. 수년간 시민사회, 민간, 그리고 정부와
함께 일해 왔으며, 독일정부개발청에서 2년을 근무한 뒤 10년 동안 베를린에 위치한 국제
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에서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담당자로 일하고
있다. 부패, 협치, 제도 개혁 등과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강의를 하거나 국제회의 등에 연사
로 참여해 왔으며, 갈등 조정, 시민사회의 강화, 정부와 NGO간의 대화 촉진과 관련한 장기
간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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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MED MAHER
IBRAHIM ELTANTAWY

아흐메드 마헤르
이브라힘 엘탄타위

Ahmed Maher was born in Alexandria, Egypt in December 1980. He studied civil
engineering in Faculty of Engineering, Zagazig University.
He began his political career by joining the demonstrations against the war in Iraq in
March, 2003 and participated in the demonstrations of‘Kifaya Movement’in late 2004,
and then co-founded the youth movement for change in the beginning of 2005.
In March 2008, he participated in the strike and then establish April 6 Youth
Movement with his friend Israa Abdel Fatah as an independent youth movement of any
political parties that contribute to the democratization and the removal of the Mubarak
regime. He has been arrested for joining youth movement in 2005, 2006, 2008 and 2010,
and sometimes tortured.
Ahmed Maher is one of the most prominent people for calling for January 25, 2011,
which led to the revolution in Egypt. Ahmed Maher and April 6 Movement has been
nominated for the Nobel Peace Prize in 2011.
April 6 Youth Movement was established after April 6 general strike in 2008. This
strike was organized by facebook group calling for general strike in Egypt to support
workers in Elmahalla, and that was the first trail to use New Media(SNS) such as
Facebook and Twitter to organize political event. The main goal of April 6 youth
movement is to change the political regime in Egypt into democratic regime by creating a
critical mass from youth lead to change in Egypt. April 6 youth movement is the first
group in Egypt calling for Jan 25 demonstrations in 2011 and they organized many "flash
mobs" in many places during this democratization movement. April 6 Youth Movement
was nominated for the Nobel Peace Prize in 2011. (www.6april.org)

아흐메드 마헤르는 1980년 12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나, 자가지크 대학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하였다. 2003년 3월 이라크전쟁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하면서 정치적 활
동을 시작하였으며, 2004년에는‘키파야(더 이상은 안 된다) 운동’에 참여하였다. 이후
2004년 초 변화를 위한 청년 운동을 만들었다.
2008년 3월 파업에 동참하면서 그는 그의 친구 이스라 아브델 파타와 함께 정당으로부
터 독립된 청년 운동으로서 민주화와 무바라크 정권 축출을 목표로 하는‘4월 6일 청년운
동’을 설립한다. 그는 청년운동에 참여하고‘4월 6일 청년운동’의 대표라는 이유로 2005,
2006, 2008 그리고 2010년에도 납치되거나 체포되었고, 때로는 고문을 당하기도 했다.
아흐메드 마헤르는 이집트를 민주화 혁명으로 이끌었던 2011년 1월 25일 이집트 민주
화 운동의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하나 이다. 그와 4월 6일 청년운동은 2011년 노벨평화상에
후보로 오르기도 했다.
4월 6일 청년운동은 2008년 4월 6일 있었던 파업 이후 설립되었다. 당시 파업은 엘마할
라 지역의 노동자들을 지지하기 위해 이집트 전역에서 파업을 독려하는 페이스북 그룹에
의해 조직되었으며, 이는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의 뉴미디어(소셜미디어)를 이용해 정치적
활동을 조직한 첫 번째 사건이었다. 4월 6일 청년운동의 목표는 이집트의 변화를 주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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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에 의해 비판적인 대중을 조직하여 이집트의 정치 제도를 민주주의로 변화시키는
데 있다. 4월 6일 청년운동은 이집트에서 2011년 1월 25일 시민운동을 가장 먼저 일으킨
조직이며 이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수 많은‘플래시 몹’을 조직했다. 4월 6일 청년운동은
2011년 노벨평화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www.6april.org)

JEONGMIN SEO
Prof. Jeongmin Seo chairs the Department of Middle East and African Studies at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n
Seoul, South K orea. Before he got the teaching position, Prof. Seo was working as a
Middle East correspondent in Cairo dispatched from Joongang Daily Newspaper, a major
Korean newspaper.
He holds a D.Phil. in politics from University of Oxford and two MAs from the
American University in Cairo and Graduate School of Interpretation & Translation in
Seoul. Seo also conducted one-year post-doctoral courses at Oxford Centre for Hebrew
and Jewish Studies. His main fields of research are religion and politics of the
contemporary Middle East and state-society relations of the region.
His recent publications include“Decline of Spiritual Authority: Religious Officials in
the Egyptian Society.”K orean Journal of Islamic Studies Association 20-3 (Fall 2010):
115-136. (English); Burj K halifa. Seoul: Gloyeon, 2010 (K orean);“‘Political’Nuclear
Development in the Arab World.” K orean Journal of the Middle East Studies 30-2
(October 2009): 131-153 (English); Global Energy Hub, the Middle East. Seoul: Mirae
Asset, 2009 (Korean); The Middle East, Land of Human. Seoul: Joongang Books, 2009
(K orean); and The Three Trillion Dollar War: The True Cost of the Iraq Conflict by
Joseph E. Stiglitz and Linda J. Bilmes (Translation into K orean) (Seoul: Strategy and
Culture, 2009) (Korean).

서정민
서정민 교수는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중동·아프리카과 학과장으로
재직 중이다. 교수 재직 이전에는, 이집트 카이로에서 중앙일보 중동특파원을 지냈다. 한
국외대 통번역대학원과 이집트 카이로 아메리칸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받고, 영국 옥스포
드 대학에서 정치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또한 옥스포드대 히브리와 유대학 연구센터
에서 1년간 박사 후 과정을 마쳤다. 주요 연구분야는 현대 중동지역의 종교와 정치 그리고
국가와 사회의 관계 등이다.
주요 저작으로는“정신적 권한의 감소: 이집트 사회의 종교적 국가기관”이슬람연구회
학회지 20-3(2010년 가을호): 115-136.(영문); Burj Khalifa. 글로연, 2010(한국어),“아랍세
계의 정치적 핵 개발”; 중동학회 학회지 30-2(2009년 10월): 131-153(영문); 글로벌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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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지, 중동. 미래에셋, 2009 (한국어), 인간의 땅 중동. 중앙북스, 2009(한국어); 3조달러
전쟁: 이라크 분쟁의 실재 비용(저자: 조셉 E. 스티글리츠, 린다 J. 빌메스) 번역, 전략과문
화, 2009(한국어) 등이 있다.

QOLAMREZA NASSR
서정민 교수는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중동?아프리카과 학과장으로 재
Current
Position
중이다. 교수
재직
카이로에서
직 Lecturer
at Hankuk 이전에는,
University 이집트
of Foreign
Studies 중앙일보 중동특파원을 지냈다. 한국
외대 통번역대학원과 이집트 카이로 아메리칸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받고, 영국 옥스포드
대학에서
정치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또한 옥스포드대 히브리와 유대학 연구센터에
Experience
서 English
1년간 박사
후 과정을
마쳤다. 주요 연구분야는 현대 중동지역의 종교와 정치 그리고 국
Teacher,
1999-2001
가와
사회의
관계
등이다.
Sales and Marketing manager of Sea Land Shipping INC, 2001-2004
Lecturer at Hufs, 2010-Present
주요
감소:Politics.
이집트 사회의 종교적 국가기관”이슬람연구회
Given저작으로는“정신적
Lectures on History,권한의
Economy,
학회지 20-3(2010년 가을호): 115-136.(영문); Burj Khalifa. 글로연, 2010(한국어),“아랍세
계의
정치적 핵 개발”; 중동학회 학회지 30-2(2009년 10월): 131-153(영문); 글로벌 에너지
Education
중심지,
미래에셋,
2009
(한국어),
인간의
땅 중동. 1991.
중앙북스, 2009(한국어); 3조달러
BA in중동.
English
Literature,
Tabriz
University
December
전쟁:
이라크
분쟁의
실재
비용(저자:
조셉
E.
스티글리츠,
린다 J. 빌메스) 번역, 전략과문
MA in Political Science, HUFS December 2010
화,PH.D
2009(한국어)
등이 있다.
Course Student
2010-Present

골람레자 나스르
현직
강사(이란어)
경력
1994-2001 : 영어 교사,
2001-2004 : 씨랜드 해운 매니저Sales and Marketing
2010-현재 : 한국외국어대 강사
(기타 경력)
역사, 경제, 정치학 강의 등.
학력
1991 : 영문학 학사, 타르비즈대
2010 : 정치학 석사, 한국외대
2010-현재 : 정치학 박사과정, 한국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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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of Hosts

The Korea Democracy Foundation(KDF)
KDF was establishe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by carrying

out projects to memorialize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inherit its spirit' in

accordance with the Korea Democracy Foundation Act (Act 6495) passed into
legislation on June28,2001. KDF carries out support projects and arranges events to
develop democracy movement, such as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Korean Democracy Memorial Hall. It also collects, digitize, manages, and researches
documents for the historical organization of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as well

as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artifacts preservation, management, and
publication.

What we do

•Establishing and managing a democracy movement memorial hall

•Researching and displaying historical materials related to the democracy
movement

•Preserving and supporting the remaining aspects of the democracy movement

•Performing public relations for the Korea Democracy Foundation and memorial

hall and promoting its cause through a variety of brochures and educational
materials

•Expanding cooperative efforts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Asian and world
democracy through a variety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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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정성헌, 이하 사업회)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핵심 동력이었던 민주화
운동 정신을 국가적으로 계승·발전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2001년 7월 24일 제정된 민주화
운동기념사업회법(법률 제 6495호)에 의해 설립되었다. 사업회는‘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
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법인으로 국민과 더불
어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수행해 나가고자 한다. 사업회는‘한국민주주의전당’
의 건립 사업, 민주화운
동의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한 기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민주화운동 역사정리를 위한 사
료의 수집·보존과 열람 서비스 제공,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학술 연구사업과 민주시민교육 더 나아가
세계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다양한 국제 교류 사업을 펼치고 있다.
주요 사업
·한국민주주의전당의 건립과 운영 추진
·주요 민주화운동 관련 기념사업
·민주화운동 및 민주주의 관련 연구
·민주화운동 관련 사료 수집과 서비스 제공
·다양한 대상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사업과 교재 개발
·한국, 아시아 나아가 세계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국제교류협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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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of Hosts

The Peace & Democracy Institute(PDI)
The Peace & Democracy Institute(PDI) was founded in 1988 for planning and

supporting academic activities to explore social science theories for deterring war
and creating political order that realizes peace, prosperity and justice.

Peace Research Society was reorganized into Institute for Peace Studies as an

affiliate institute to Korea University in March 1988. In April 2010, Institute for

Peace Institute was expanded and reorganized into Peace & Democracy Institute

with three research centers under its umbrella: Peace and Unification Research

Center, Democracy Research Center, and Political Theory Research Center. The main

purpose of expansive reorganization is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with broader research scope and more specialized experts who
have diverse but specialized research areas.

The Institute does not define the concept of peace with a static and plane

perspective that pursues only status-quo, but with a dynamic and comprehensive

perspective that creates and builds peace from war and conflicts. In order to create
and build peace and democracy in the Korean Peninsula as well as Korean society,

the Institute places emphasis on domestic politics as well as international relations.
In addition to academic research and activities for peace and democracy, the
Institute engages itself in systematic and theoretical educational activities for laying a
ground work to enhance peace-oriented thinking and philosophy of Korean people.

By taking all these aforementioned academic activities, Peace & Democracy

Institute seek to contribute to accelerating the transition from an era of conflict and
confrontation to a new era of peace and democracy, and eventually to the realization

of global peace, freedom and prosperity as well as bringing about the unification and
a quality democracy in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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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의 설립목적은 한반도와 그 주변 환경에 있어서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와 번영
및 정의가 구현되는 정치적 질서의 창조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회과학적 이론탐구와 학술적 활동을 기획,
지원하는 것이다.
고려대학교에 존속해오던‘평화연구회’
를 개편하여 1988년 3월「평화연구소」
가 고려대학교 부설 연
구기관으로 설립되었다. 그리고 2010년 4월에는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산하에 평
화통일연구센터, 민주주의연구센터, 정치이론연구센터를 설치하여 보다 확장되고 전문화된 연구영역을
구축해오고 있다.
본 연구소는 평화와 민주주의의 개념을 현상유지만을 추구하는 정태적·평면적 관점에서가 아니라
전쟁과 갈등으로부터 평화와 민주주의를 만들어낸다는 동태적·총체적 관점에서 파악하며, 한반도와 한
국사회에 평화와 민주주의의 창조와 실현을 위하여 국제정치적 측면뿐만 아니라 국내정치적 측면도 중
요한 관심의 대상으로 한다. 이와 동시에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한 학문적 연구와 활동이외에, 한민족의
사고와 철학을 평화지향적인 것으로 정립시키기 위한 체계적이고 이론적인 국민계몽 및 교육활동을 연
구소의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삼고 있다.
평화와 민주주의 연구소는 이와 같은 학술활동을 통하여 갈등과 대립의 시대에서 평화와 민주주의의
새 시대로의 이행에 박차를 가하며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민주주의와 통일의 실현뿐만 아니라 세계평화
와 인류번영의 진정한 가치를 실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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