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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 말

세계는 지금 지속가능한 발전을 넘어 지속 가능성 자체를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지점에

평화 활동가들이 휴전선 바로 앞에 있는 <DMZ평화생명동산>에 모였습니다. 냉전의 상처를

놓여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계속되고 있는 위기의 확산은 국제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에 영

지우고 통합으로 나아가는 한반도, 동아시아와 지구촌의 평화, 신음하는 지구생명공동체를 치

향을 끼치고 있으며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국가적, 지역적, 세계적 차원에서 다양한 행위

유하는 일을 다시 시작하자는 염원을 모았습니다.

자들의 참여와 토론이 필요합니다.
<2013 서울민주주의포럼>을 통해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을 딛고 민주주의 발전을 통해 인류
세계는 그간의 경험을 통해 굿 거버넌스와 민주주의 없이는 위기극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편의 가치에 접근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경험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논의해볼 수 있을

배워왔고 아시아도 이러한 노력에 있어 예외가 아닙니다. 많은 아시아 국가들에서 민주주의는

것입니다. 아울러 한반도의 평화 구축과 이를 통한 동아시아평화 확산에 아시아 시민사회가 어

상당한 성취를 이루어왔지만 아직 충분히 정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를 함께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제1회 세계민주주의의 날에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민주화는) 국민 개인과 무수한 공동체

<2013 서울민주주의포럼>이 아시아 지역의 민주주의 발전과 아시아의 평화 확산을 위해 서

그리고 모든 국가들의 오랜 노력으로 이루어진다”고 밝힌바 있듯 아시아는 서로의 경험 공유

로의 경험을 나누고 실천을 공유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협력의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를 통해 지역적·세계적 차원에서의 민주적 거버넌스 체제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시민사회의

기대합니다.

강화를 함께 고민해야 할 필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2013년은 한국 국민에게 있어 매우 의미 있는 해입니다. 1953년 7월 27일 3년간 진행
된 한국전쟁이 휴전협정을 통해 정전상태에 들어선지 꼭 60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2013년 10월 22일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

정성헌

한국전쟁은 비단 한반도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에 냉전과 반공주의가 확산되고 권위주의 체
제가 들어서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아시아는 물론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이었습
니다. 때문에 60년이 지난 한국전쟁의 유산을 극복한다는 것은 한국은 물론 동아시아가 인권
과, 민주주의, 평등과 복지, 세계평화의 보편적 의제에서 새로운 문명을 여는데 적합한 기준을
만들어간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 모두가 처해있는 위기를 성찰하고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하는지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각,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열린 마음과 함께 강한 의지가 무
엇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지난 7월 27일 많은 한국인들과 재외동포, 북에서 살다 남으로 내려온 이들, 그리고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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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ting

Now is the time for the world to go beyond sustainable development and

We need new perspectives and new approaches in reflecting upon the crises

consider sustainability itself at the fundamental level. Since the global financial

we are confronted with, where we are now and in which direction we should

crisis, crises have continued to expand and now are affecting almost every

move forward. More than ever we need to have open mind and strong will.

corner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To explore solutions, we need multi
stakeholder engagement and discussions at local, regional and global levels.

Back on July 27, a number of Koreans, ethnic Koreans living overseas, North
Korean defectors and international peace activists gathered together at the

The world has learned through history that crises cannot be overcome without

Korea DMZ Peace-Life Valley located right in front of the Demarcation Line and

good governance and democracy. Asia is not an exception. Many Asian countries

wished for healing the wounds of the Cold War, reunification of the Korean

have achieved democratization but it has yet to be fully fledged.

Peninsula, peace in East Asia and the Global Village, and environmental
recovery for global living organisms.

On the first International Day of Democracy, UN Secretary General Ban
Ki-moon said, “Democratization can be achieved only with long-term efforts of

At the Seoul Democracy Forum 2013, we will discuss what’s implied in the

individuals, communities and all countries.” As implied here, Asian countries

experiences of Korean society having gone through many challenges and

need to share experiences with each other and explore ways together for

achieved democratic development and now approaching the universal values of

establishing firm democratic governance at both local and global levels and

human beings. Besides, we will also discuss what kind of roles the Asian civil

strengthening the roles of civil society.

society can play in the peace 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while spreading
peace throughout the East Asia.

2013 is a very meaningful year for the Korean people. This year marks the
60th anniversary of the Armistice Agreement signed on July 27, 1953 after the
3-year Korean War.

I sincerely hope that the Seoul Democracy Forum 2013 can serve as good
opportunities to share mutual experiences and practices for facilitating
democracy and peace in Asia and lay the groundwork for opening a new future

The Korean War affected the entire world to a considerable degree, let alone

through cooperation.

Asia, in that it marked a turning point for spreading the Cold War, anticommunism and authoritarian regimes around the world, not just on the Korean

I wish you all the best and good luck. Thank you.

Peninsula. In this regard, overcoming the legacy of Korean War in 60 years

22nd October, 2013

after the truce means that East Asia including S. Korea should set forth

Chung, Sung-heon

appropriate standards for opening a new era on the universal agenda such as

President, Korea Democracy Foundation

human rights, democracy, equality, welfare and world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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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2일

10월 22일

화

화

08:30

참가자 등록

09:00

개회식

1층 올림피아 홀

14:00

주제세션 1

민주시민교육: 그 철학과 교훈
아시아 지역은 광대한 지역 및 다양한 민족적 특성만큼이나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으로 가장 역동적이면서도

사회자 선미라 | 법무법인 한결 미국 변호사

문화적 공통분모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서로 다른 배경을 바탕으로 한 변화를 겪고 있는 지역이다. 오늘날 아

환영사 신동익 | 외교통상부 다자외교 조정관

시아의 민주주의와 시민사회는 경제위기에 의해 최소한의 절차적 민주주의조차 위협받고 있는 동시에 공여개

마리아 레이스너 | 민주주의 공동체 사무총장, 스웨덴

념의 개발원조보다 상호작용적 개념이 강화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구하는 개발협력의 시대로 나아가는 양

칼 거쉬만 | 전미민주주의 기금, 세계민주주의 운동 사무국 회장, 미국

면적 상황에 직면해 있다. 시민사회를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적 가치는 경제위기를 핑계로 위협당하는 민주주
의에 대한 수호와 경제개발을 위한 개발협력의 성공이라는 아시아사회의 두 가지 과제의 해결을 담보하는 공

기조연설 정성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통분모이자 핵심요소가 되었다. 본 세션은 이러한 정세 속에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극복과 참여민주주의 실
현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써의 민주시민교육의 철학과 그 중요성을 아시아 시민사회의 관점에서 재고해 보고자

10:00

한다. 또한 서구에 비해 짧은 민주주의 경험과 미숙한 시민사회의 역량을 극복하고 효과적으로 시민중심의 정

개막세션

치문화로의 전환을 이루기 위한 아시아 각국의 다양한 시민운동 및 시민교육의 사례를 들어보고 교훈을 공유

아시아의 평화, 개발, 민주주의

함으로써 반면교사의 지혜를 찾고자 한다. 동시에 아시아 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시민교육의 현실을 재조명

서구 열강의 식민지를 거쳐 2차대전의 폐허 위에서 근대국가를 형성해 온 아시아 국가들은 ‘선 성장, 후 민

하고 바람직한 시민교육의 유형을 공유함으로써 이를 더욱 활발하게 전개하기 위한 아시아시민교육의 네트워

주화’ 논리로 민주적 가치와 제도 정착을 유보 내지 지연시킨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 국가들은

크를 모색할 것이다.

2차대전 후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을 거치면서 ‘선 안보, 후 민주화’ 논리로 이중의 질곡을 겪었으며 특히
냉전의 전초 기지였던 동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은 해당 지역을 넘어 아시아 전체의 민주화에 걸림돌이

사회자 김동흔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

되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이후 민주적 거버넌스 없는 경제개발과 안보 우선주의가 한계를 드러내면서 아

발 표 박선영 | 동서대학교 교수

시아 국가들은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와 평화 체제 구축을 고민해 오고 있다. 이에 본 포럼은 지역적·세계

삼손 살라맛 | 인권교육 센터 센터장, 파키스탄

적 차원의 민주적 거버넌스와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 경험을 공유하고, 동아시아 평화 확산이 아시아 국가들

토 론 주은경 | 참여연대 아카데미 느티나무 부원장

의 지속 가능한 공동의 미래에 갖는 의미를 천착하면서 이를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을 함께 고민하고 모색해

이동일 | 민주공원 문화교육팀장

보고자 한다.

문성근 | 흥사단 기획국 국장
사회자 정근식 | 서울대학교 교수

압디 (예니) 수리야닌가티 | 인권교육센터 이사, 인도네시아

발 표 이삼성 | 한림대학교 교수
토 론 수렌 바드랄 | 주 민주주의 공동체 몽골대사, 몽골

16:40

휴식

17:00
~18:30

아시아 민주주의 네트워크 공식 론칭

피터 벡 | 아시아 재단 한국 사무소 대표, 미국
김근식 | 경남대학교 교수
거스 미클렛 | 국제대화 이니셔티브 이사, 필리핀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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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3일

10월 23일

수

수

10:00

주제 세션 2

4층 베를린 홀

14:00

주제 세션 4

1층 올림피아 홀

시민사회 역량강화: 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시민사회 역량강화: 시민사회 역량강화를 위한 지역연대

민주화를 이룬 세계 여러 국가에서 중요한 당면 과제는 민주주의의 질을 어떻게 제고하여 ‘튼튼한 민주주의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시민사회 스스로는 물론이거니와 정부, 정치권, 시장 등 다양한 영역의 주

(strong democracy)’를 이룩할 수 있는가이다. 튼튼한 민주주의는 헌법, 선거, 정당 등 공식적 제도만 민주화

체들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물어야 한다. 본 세션의 목적은 아시아 각국에서 시민사회의

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행, 문화, 의식 등 비공식적 영역들까지도 광범위하게 민주화되어야 이루어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 어떠한 실제적 노력들이 행해지고 있는지에 대해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앞으로 지

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사회의 역량이 증진되어야 한다. 시민사회가 민주주의를 제대로 수

역적, 국제적 차원에서 어떤 연대와 협력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함께 고민함으로써 아시아 지역은 물

호하고 강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만 민주주의가 정착,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세션에서는 아시아 각

론 전지구적으로 평화와 민주주의, 번영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에서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가 어떻게 민주주의 질의 제고로 이어지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본다.

사회자 신형식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획조정실장

사회자 김선혁 | 고려대학교 교수

발 표 김태균 | 서울대학교 교수
레이너 아담 | 나우만 재단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지부장, 독일

발 표 조희연 | 성공회대학교 교수

토 론 레베카 말레이 | 필리핀 농촌 재건운동 옹호팀장, 필리핀

바바라 스미스 | 아시아재단 이사, 미국
토 론 수실 피야쿠렐 | 사회대화를 위한 연대 회장, 네팔
아이찰 수프리아디 | 자유선거를 위한 아시아네트워크 사무총장, 인도네시아

10:00

주제 세션 3

14:00

주제 세션 5

4층 베를린 홀

민주적 거버넌스 : ODA,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사회
1층 올림피아 홀

한 나라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그 사회 전체의 민주적 역량을 키우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라는 점에서

민주적 거버넌스: 민주적 거버넌스 이슈에 대한 원탁토의

인도주의적 지원책으로서의 ODA는 수혜국의 민주주의를 증진하고 민주적 가치를 확산하는 방향으로 이뤄져

민주주의는 권력 형성의 절차에서 요구되는 것인 동시에 권력 행사의 목적으로 지향되어야 한다. 절차적 민주

야 합니다. 공공외교의 주요 수단인 ODA를 활용하여 민주주의 제도의 안착, 발전과 사회 전반의 민주적 역량

주의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회에서 내용적 민주주의 실현에서 난관을 경험하고 있다. 정부나 정책들이

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지속불가능한 발전 모델로서 민주주의를 배제한 경제성

과연 진정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추구하고 있는가 하는 물음은 각 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장이라는 공통된 경험을 가진 아시아 시민사회는 국제적 교류와 연대를 통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공동의

세계경제구조에 대해서도 늘 제기되어야 한다. 특히 부패를 극복하고 굿거버넌스를 실현하는 것은 진정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할 것입니다.

국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수적 요소이다. 이 원탁토의는 각 나라에서 또 아시아에서 부패를 극복하고

사회자 이정옥 | 대구카톨릭대학교 교수

공동번영을 추구하기 위한 과제들을 찾아내고자 한다.

발 표 이태주 | 한성대학교 교수

사회자 김거성 | 한국 투명성기구 회장

네트라 P. 팀시나 | 빈곤퇴치를 위한 남아시아연맹 지역 코디네이터, 네팔 &

토 론 샤즈카 베이얼 | 비폭력 갈등 국제센터 이사, 미국

다야 S. 쉐레스타 | 네팔 NGO 연맹 (NFN)의장, 네팔
토 론 콜 프리엡 | 캄보디아 투명성기구 대표, 캄보디아

공석기 | 서울대학교 아시아 연구소 연구교수

양영미 | 참여연대 국제연대 위원장

란 리아오 | 투명성기구, 중국
조지 매튜 | 인도 사회과학 연구소 소장, 인도

16:10

휴식

16:30
~18:30

폐막 세션

송창석 | 희망제작소 부소장

12:30

점심 식사

사회자 김거성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
폐막사 유영래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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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22nd

Oct. 22nd

Tue

Tue

08:30

Registration

09:00

OPENING SESSION
Moderator Sun, Mira | United States Attorney, Hankyul Law Group, Korea
Welcoming Remarks Shin, Dong-ik | Foreign Ministry’s Deputy Minister for Multilateral

1st FL, Olympia Hall

14:00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Why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Now? Philosophy and lessons learned
Democracy and civil society in Asia today face a two-sided situation where economic crisis is
threatening the lowest level of procedural democracy and there is at the same time advancement
toward an era of development cooperation that seeks“sustainable development”based on a
concept of development assistance that emphasizes reciprocity rather than donation. Democratic
values grounded in civil society have become the common denominator and core element in
securing the solutions for the two tasks of Asian society. In this session we want to reflect, from
the perspective of Asian civil society, on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through raising civic consciousness and on the philosophy and importance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as a prerequisite and precondition for the realization of participatory
democracy. Also, we will hear about the specific examples of diverse civic movement and
citizenship education programs in each Asian country to see how Asian civil society has strived
to overcome the short experience of democracy and capability of developing civil society as
compared to the West; and by sharing the lessons from their merits and demerits, we seek to find

and Global Affair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Korea

Congratulatory Address Maria Leissner | Secretary General, Community of Democracies,
Sweden

Carl Gershman | President,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Secretariat for the World Movement for Democracy, USA

Keynote Address Chung, Sung-heon | President, Korea Democracy Foundation(KDF),
Korea

10:00

PLENARY SESSION

Peace, Development and Democracy in Asia
Asian nations, each forming a modern state from the ruins of World War II after enduring the
colonial rule of Western powers, share the experience of putting off or delaying the establishment
of democratic values and system based on the argument of“development first, democracy later.”
Asian nations also suffered a double ordeal from the“security first, democracy later”thinking
that emerged from experiencing the Korean and Vietnam Wars following World War II. Given
this background, we seek in this forum to share experiences in democratic governance and
strengthening of civil society capability at both regional and global levels, to scrutinize the meaning
of expansion of East Asian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as it greets the 6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War Armistice, for a sustainable common future of Asian nations, and to consider together
the role of civil society in achieving that future.

Moderator Jung, Keun-sik |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Presentation Lee, Samsung | Professor, Hallym University Korea
Discussion Suren Badral | Ambassador at Large, Community of Democracies, Mongolia
Peter Beck | Representative, Asia Foundation Korea, USA
Kim, Geun-sik | Professor, Kyungnam University, Korea
Gus Miclat | Executive Director, Initiatives for International Dialogue, Philippines

12:30

10

SESSION I

wisdom from the results.

Moderator Kim, Dong-heun | Board of Director, KDF, Korea
Presentation Park, Sun-young | Professor, Dong-seo University, Korea
Samson Salamat | Director, Centre for Human Rights Education
(CHRE),Pakistan

Discussion J oo, Eun-kyung | Deputy Director,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Academy, Korea

Lee, Dong-il | Head of Education and Culture, Democracy Park, Korea
Moon, Sung-kun | General manager, Young Korean Academy, Korea
Abdi (Yenni) Suryaningati | Secretary of the Board, YAPPIKA, Indonesia

16:40

Break

17:00
~18:30

Asia Democracy Network (ADN) Official Launching

L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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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Oct. 23nd

Oct. 23nd

Wed

Wed

SESSION 2

4th FL, Berlin Hall

14:00

SESSION 4

1st FL, Olympia Hall

Empowerment of Asian Civil Society Ⅱ: Regional Solidarity for
Empowerment of Civil Society

Empowerment of Asian Civil SocietyⅠ: Democracy and Civil Society in Asia
The urgent task for various nations around the world that have achieved democracy is to
enhance the quality of democracy so that a strong democracy can take root. A strong
democracy is not achieved merely through democratization of formal systems such as the
constitution, the election system, and the political party system. It can be achieved only
when democratization takes place more extensively in informal domains like custom, culture
and consciousness. To this end, more than anything, the capability of civil society must be
strengthened. This session examines the specific examples illustrating how strengthening of the
capability of civil society in each Asian nation leads to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democracy.

In order to strengthen the capability of civil society, we must ask not only civil society itself
but also government, political circles, market and principals in various domains what they are
capable of doing and what they must do. The aim of this session is to share the experience
and knowledge of what efforts are actually being made in each Asian country to enhance the
capability of civil society and consider together what kinds of solidarity and cooperation efforts
should be made in the future on both reg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as part of our common
goal of achieving peace, democracy and prosperity in Asia and the world.

Moderator Kim, Sun-hyuk | Professor, Korea University, Korea
Presentations Cho, Hi-yeon | Professor, Sungkonghoe University, Korea
Barbara Smith | Senior Director, The Asia Foundation, USA
Discussion Sushil Pyakurel | Chairman, Alliance for Social Dialogue (ASD), Nepal
Ichal Supriadi | Secretary General, Asian Network for Free Election(ANFREL),

Moderator Shin, Hyung-sik | Director of Planing & Coordination Dept., KDF, Korea
Presentation Kim, Tae-kyoon |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Rainer Adam | Regional Director, Friedrich Naumann Foundation for Freedom
Discussion Rebecca Malay | Director for Advocacy, Philippine Rural Reconstruction Movement,
Philippines

Indonesia

14:00
10:00

SESSION 3

1st FL, Olympia Hall

Democratic Governance in AsiaⅠ: Round Table Discussion on
Democratic Governance Issues

Moderator Lee, Jung-ok | Professor, Daegu Catholic University, Korea
Presentation Lee, Tae-joo | Professor, Hansung University, Korea
Netra P. Timsina | Regional Coordinator, South Asia Alliance for Poverty Eradication, Nepal &
Daya S. Shrestha | Executive Director, NGO Federation of Nepal, Nepal
Discussion Kol Preap | Executive Director, TI Cambodia, Cambodia
Yang,Young-mi | Chairperson, International Solidarity Committee, Korea

Moderator Kim, Geo-sung | Chairperson, TI Korea
Discussion Shaazka Beyerle | Senior Advisor, International Center on Nonviolent Conflict,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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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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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cratic Governance in AsiaⅡ: ODA, Sustainable Democracy and Civil
Society

experiences and seek common solutions through international exchange and solidarity.

or in Asia for overcoming corruption and seeking common prosperity.

12:30

4th FL, Berlin Hal

From the aspect that developing the democratic capability of society as a whole is a
fundamental solution for the sustained development of a given nation; ODA must be
provided in the direction of promoting democracy and expanding democratic values.
With the common experience of the unsustainable development model, that is, economic
development that excludes democracy, Asian civil society will share each nation’s

Democracy is required in the process of formation of power, and at the same time, it must be
sought as the goal of exercise of power. Despite the introduction of procedural democracy,
numerous societies experience difficulties in the realization of content democracy. The
question of whether governments or policies genuinely seek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for
the people as a top priority must be constantly asked not only for each respective nation but
also for the world economic structure. This roundtable aims to find the tasks in each country

Kong, Suk-ki |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Ran Liao | Program Officer, TI, China
George Mathew | Chairperson, Institute for Social Science (ISS), India
Song, Chang-seog | Vice President, The Hope Institute, Korea

SESSION 5

16:10

Break

16:30
~18:30

CLOSING SESSION
Moderator Kim, Geo-sung | Board of Director, KDF, Korea
Closing Remarks Yu, Young-rae | Vice president, KD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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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사·축사·기조연설
Welcoming Remarks·Congratulatory Remarks·
Keynote Speech

환영사
신동익 |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조정관
축사
마리아 레이스너 | 민주주의공동체 사무총장, 스웨덴
칼 거쉬만 | 전미민주주의 기금, 세계민주주의 운동 사무국 회장, 미국
기조연설
정성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Welcoming Remarks
Shin, Dong-ik | F
 oreign Ministry’s Deputy Minister for Multilateral and Global Affair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Korea
Congratulatory Remarks
Maria Leissner | Secretary General, Community of Democracies, Sweden
Carl Gershman | President,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Secretariat for the World
Movement for Democracy, USA
Keynote Address
Chung, Sung-heon | President, Korea Democracy Foundation(KD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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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오늘 이 회의는 서울민주주의포럼이 동아시아에서 동남아시아, 남아시아에 이르기까지 아시
아 전역에 있는 민주주의 활동가들과 수호자를 초청한 자리에서 아시아 민주주의 네트워크가 출
범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아시아는 전 세계 가장 넓은 대륙으로 세계 인구의 60%가 살고
있는 광범위하고 다양한 지역이 존재하는 곳입니다만, 한 가지 공통된 점도 갖고 있습니다. 그것
은 바로 인권, 경제적 기회, 정치적 책임성, 그리고 법치에 기반한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열망
이 있는 곳입니다.
아시아의 민주주의 국가들이 보다 큰 협력관계를 형성함으로 아시아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네
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는 임무는 야심 찬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런 네트워크는 언론 자
유, 선거 감시, 인권 등과 같은 기능적인 측면에 국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
리를 마련해 주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여성정치연구소, 동아시아연구원, 그리고 한국인권
재단, 이상 4곳의 한국의 기관들이 협력해 다양한 분야의 기존 네트워크, 아시아 전역에 걸친
NGO, 그리고 씽크탱크를 위해 협력의 장을 제공해 주시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러한
역할을 기꺼이 맡을 자세가 되어 있는 것은 민주주의가 자리를 잡은 지 오래되지 않은 한국이 이미
아시아 전역에 있는 민주주의 기관을 강화시키는 주도적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한국은 아시아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3가지 주요 도전과제를 지난 반세기 동안 성공적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하기에 적합한 국가입니다.
첫째, 민주주의를 실시하고자 하는 도전입니다. 이것은 독재정치를 끝내고 민주주의로 향하는
돌파구를 만드는 것을 의미 합니다. 한국은 이러한 변화를 25년 전에 이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
에 여러 아시아 국가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말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이
가운데는 아시아는 물론 전세계에서 가장 폐쇄된 국가인 북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얀마는 독재 치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민주화의 초기단계에
들어 서 있습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 도전과제인 독재정치에서 민주주의로의 변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랍의 봄 이후에 이어진 매우 혼란스러운 체제 변화의 과정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민
주주의로의 변화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칩니다. 제 사견으로는, 새로운 아시아 민주
주의 네트워크가 직면한 역사적인 과제 가운데는 공식적으로 국가제도 개혁을 추진함으로 미얀
마의 정치체제 변화를 돕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공정한 규칙과 포용적 프
로세스에 합의했는지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 있겠습니다. 특히 약자의 권리, 그리고 독립
적인 시민 사회와 언론의 자유를 강화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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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gratulatory Remarks

세 번째 주요 과제는, 민주주의의 통합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이 과제 역시 상당히 어렵습니

It is of great significance that this meeting of the Seoul Democracy Forum is

다. 왜냐면 다수 정당이 참여하는 깨끗하고 정기적인 선거의 실시, 사법부의 독립 강화, 자유와

the occasion for the launching of the Asia Democracy Network, which will bring

동시에 책임을 지는 언론의 강화, 부패와 정치 폭력의 감소, 경제적 성장과 사회 포용을 통해 빈

together democratic activists and advocates from throughout Asia – from East

곤과 불평등 문제 해결, 생동감 넘치는 시민 사회 내의 민주주의 문화 구축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

Asia to Southeast Asia to South Asia. This is the largest and most populous

다. 민주주의는 항상 진보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완성된 상태가 있을 수 없습니다. 미국을 포함해

region of the world, comprising fully 60 percent of the world’s population. It is a

어떤 나라에서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한국이 민주주의 시스템의 통

vast and varied region, yet one that is united by a common aspiration to build

합 가운데 이룬 놀라운 진보는 민주화의 여정을 걷고 있는 다른 나라들에게 용기를 줄 것입니다.

societies based on human rights, economic opportunity, political accountability

그리고 이 사실은 아시아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데 있어 한국이 더 큰 역할을 할 자격이 있음

and the rule of law.

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The task of building a network to advance democracy in Asia through greater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한국은 민주주의 체계와 아시아 민주주의에 도움을 주는 자국의 시민

cooperation among democrats in the region is a very ambitious undertaking that

사회 커미트먼트가 성공을 거둔 사례와 그 이상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 아시아 여타

is why the only networks that have succeeded until now have been in functional

지역의 민주주의 발전을 돕기 위해선 제도적 역량을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

areas such as free media, election monitoring, and human rights. It’s therefore

도 이 목적을 위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대만 민주주의재단, 인도네시아 발리민주주의재단, 호

extremely encouraging that four Korean organizations – the Korea Democracy

주 민주주의제도센터, 몽고가 민주주의 커뮤니티의 의장국이던 당시 몽고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

Foundation which is our host today, the Center for Korean Women in Politics,

강제력이 없는 정부간 협회인 민주주의를 위한 아시아 파트너십 이니셔티브가 있습니다. 이 밖에

the East Asia Institute, and the Korean Human Rights Foundation -- have

도 2005년 인도가 출범을 도운 UN민주주의 기금이 있습니다.

come together to provide a coordinating center for the existing networks in

저는 한국이 다수의 단체가 참여하는 비정부 기관을 만들어 공적으로 자금 지원을 하고, 아시

different fields of activity, as well as for NGOs and think tanks operating in

아의 민주주의 발전을 도우면서 아시아 민주주의 네트워크에 안정적이고 적절한 자원을 제공하

countries across the region. Their readiness to assume this responsibility

는 기구를 만들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구를 만들게 되면 아시아 민주주의 네트

signifies that South Korea, which is still a very young democracy, is now poised

워크에 모멘텀을 제공하게 될 것이고 아시아의 민주주의를 향한 한국의 결연한 의지를 단호하게

to play a leadership role in strengthening democratic institutions throughout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Asia.

미래 지향적이며 민주적인 프로세스의 가능성에 대한 상상을 가능하게 해주는 새로운 단체의

Korea is an appropriate country to play this role because it has grappled

시작을 함께 하는 것은 언제나 흥미로운 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러한 기회입니다. 흔치

successfully over the past half century with all three of the major challenges to

않은 지금 이 순간의 기회를 포착해 우리 모두의 목표인 민주주의를 진보시키기 위해 다 함께 나

democracy that face the countries of the region.

서도록 합시다.

The first is the challenge of democratic opening, meaning the achievement of
2013년 10월 22일

a breakthrough ending a period of authoritarian rule and opening a path to

칼 거쉬만

democratic development. South Korea achieved this transformation a quarter of

전미민주주의 기금 회장

a century ago, and it is, therefore, in a position to speak with credibility about
the struggles that are underway in other Asian countries that re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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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itarian, including its neighbor to the north which remains the most closed

Indonesia’s Bali Democracy Forum, Australia’s Center for Democratic

country not just in Asia but in the world.

Institutions, and the Asia Partnership Initiative for Democracy, a loose inter-

Until recently Burma was one of those autocratic countries. But it is now in

governmental association that was initiated by Mongolia when it held the Chair

the very early stages of a process that defines the second major challenge, which

of the Community of Democracies. There is also the United Nations Democracy

is that of making the transition from authoritarianism to democracy. As we

Fund, which India helped launch in 2005.

know from the very troubled transitions that have followed the uprisings of the

I believe that the time has come for Korea to consider creating a multi-

Arab Spring, democratic transition is an immensely complex and difficult

partisan, nongovernmental, yet publicly funded institution with the explicit

process. In my view, one of the historic tasks facing the new Asia Democracy

mission of aiding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in the region and providing a

Network will be aiding the transition in Burma by promoting the reform of

stable and adequately resourced coordinating center for the Asia Democracy

official state institutions; advising on how others have reached agreement on

Network. The creation of such an institution would give momentum to the new

fair rules and inclusive processes, especially regarding minority rights; and

network and would be a bold statement of Korea’s commitment to Asian

helping to strengthen independent civil society and free media.

democracy.

The third major challenge is achieving the consolidation of democracy. This,

It is always exciting to be present at the beginning of a new venture that is

too, is a formidable undertaking that includes holding regular and clean multi-

forward-looking and can stir our imagination about the possibility of democratic

party elections, strengthening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l system,

progress. This is such an occasion. Let us seize the opportunity of this unusual

promoting free media and responsible journalism, reducing corruption and

moment and resolve to work together to advance our common democratic

political violence, addressing the problems of poverty and inequality through

objectives.

economic growth and social inclusion, and building a democratic culture with a
vibrant civil society. Since democracy is a continuous process and not a finished

October 22, 2013

product, it can never really be fully consolidated. It cannot be taken for granted

Carl Gershman,

in any country, including my own. Still, the stunning progress Korea has made

President,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in consolidating its democratic system will encourage other countries that have
embarked on the path of democratization, and it certainly qualifies Korea now to
assume a larger role in advancing democracy in Asia.
In order to play this role, Korea will need more than the successful example of
its democratic system and the commitment of its civil society to aiding
democracy in Asia.

It will need to build up its institutional capacity to aid

democratic development elsewhere in the region. Other Asian countries have
created institutions for this purpose – the Taiwan Foundation for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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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와 민주주의
이삼성
한림대학교 교수

민주주의와 평화
아편전쟁 이래 동아시아가 경험한 전쟁들은 크게 세 국면으로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아편전쟁,
프랑스-중국 전쟁, 청일전쟁, 그리고 러일전쟁까지 포함하여 우리는 이들을 ‘동아시아의 19세기형 전쟁’들이라
부를 수 있다. 이에 비해 1차 세계대전 이래의 전쟁들은 ‘20세기형 전쟁’이라고 부르겠다. 20세기형 전쟁은 두
국면으로 나누어보자. 우선 20세기 전반부에 속하는 1, 2차 세계대전과 태평양전쟁, 그리고 한국전쟁이다. 미
국 패권이 확고해진 시기에 속하는 20세기 후반을 대표하는 전쟁은 베트남전쟁이다. 이 형태의 전쟁은 어떤 의
미에서 21세기 초 미국이 대테러전쟁의 명분하에 전개한 아프가니스탄전쟁과 이라크전쟁을 포함한다.
동아시아의 19세기형 전쟁들과 20세기형 전쟁들 사이에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무엇일까. 19세기형 전쟁들은
전쟁을 도발한 국가들이 승리했고 커다란 전리품을 차지했다. 반면에 20세기형 전쟁들에서는 전쟁을 도발한 국
가는 예외 없이 패배하거나, 깊은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려야 했다.
19세기형 동아시아의 전쟁들은 문명과 미개, 신질서와 구질서 사이의 전쟁으로 간주되었다. 승리는 당연히
이른바 “문명”의 편에 선 쪽이었다. 20세기 초에 들어선 세계에서는 더 이상 “문명과 미개”의 전쟁은 없었다.
‘미개사회’들은 모두 식민지나 반식민지의 운명에 떨어졌기 때문에 전쟁의 주체는 더 이상 아니었다. 제국주의
국가들의 팽창에 추가적으로 노출되어 추가적인 피해를 보았다고 할 수 있을 뿐이다. 20세기 전반에서 중엽에
이르는 시기에 벌어진 네 차례의 커다란 전쟁들은 전쟁의 도발자들이 궁극적으로 패배했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들 전쟁은 또한 영국을 대체해 세계 패권국으로 발돋음하는 단계에 있던 미국을 적으로 삼았다는 점에
서도 공통적이었다.
전쟁의 도발자들이 스스로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말에 이르렀다는 것은 그들의 전쟁도발이 오산과 오
판에 기초했었다는 것을 뜻한다. 이 전쟁들의 경우 그것은 두 가지를 내포했다. 하나는 전쟁을 주도한 지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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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증명해준 인간의 취약성(human frailty)이다. 인간은 오판하기 쉽고 스스로 자기의 무덤을 파기 쉽다는 것

회에 제출한다. 상원과 하원의 심의과정에서 행정부는 마치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처럼 의회와 국민을 기만했

을 웅변해준다. 20세기 전반에서 중엽까지의 주요 전쟁들은 그러한 인간의 취약성과 함께 인간 제도(human

다. 행정부 스스로 북베트남의 공격이 없었다는 의심이 증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북베트남에 대한 폭격을 추진

institutions)의 문제를 상기시켜준다. 이 전쟁들은 모두다 권위주의적이고 폐쇄적인 정책결정 시스템을 가진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었다.2)

국가들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그것은 곧 인간의 취약성이 초래하는 그릇된 판단과 결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견
제와 균형의 제도적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들에 의해서 전쟁 결정이 시작되었음을 말해준다. 결국 인간의
실존적 약점과 인간의 제도의 취약성이 최악의 조합을 이룸으로써 이들 전쟁은 일어났다.

미국의 국가권력은 전쟁이라는 목적을 위해 진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기망했으며, 미국 민주주의는 그 기망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미국이라는 세계 최고의 민주정치에서 이처럼 중대한 일을 두고 정부가 국민을 속일

20세기 후반의 베트남전쟁과 21세기 초의 아프가니스탄전쟁과 이라크전쟁은 시대와 배경은 다르지만, 패권

리 없다는 방심과 자기만족(complacency)은 그 기망을 오히려 쉽게 만들어주었다. 그 결과 미국인들은 그 후

국가 미국이 시작했다. 미국은 엄청난 화력의 우세에도 불구하고 깊은 수렁에 빠지고 말았다는 점에서 공통점

약 10년에 걸쳐서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했고, 무엇보다도 베트남의 수백만 인민이 목숨을 잃고 수천만 인간의

이다. 이 전쟁들을 시작할 때는 미국은 뚜렷하고 고상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전쟁의 도발과 수행 그

삶이 유린되었다. 그 여파는 인도차이나 전반에 미쳐서 캄보디아의 킬링필드라는 또 다른 역사적 참사의 환경

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심각한 오판과 기만(deception)이 개입해 있었다. 세계 패권국의 최고위 지도자들도

을 조성했다.3)

역시 피할 수 없었던 인간의 실존적 약점이 관련되어 있었다. 문제는 미국의 민주주의가 지도자들의 오판과 기
만을 견제하고 균형을 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요컨대 20세기 20세기형 전쟁의 특징은 전쟁의 궁극적 결과에 대한 지도자들의 치명적인 오판에 기초해 도

2003년 3월 미국이 이라크에 대한 전쟁을 시작할 때 명분으로 내세운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발되었으며, 그 전반부의 경우는 도발국가의 권위주의 체제로 인해 지도자들의 오판을 바로잡을 장치의 부재가

Mass Desctruction: WMD)는 실재하지 않았음이 밝혀진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다. 다만 미국 정책

비극의 주요 원인이었다. 후반부의 전쟁에서는 민주주의에서도 민주적 제도 그 자체만으로 지도자들의 오판과

결정자들의 단순한 정보판단 오류인지, 아니면 전쟁을 벌이기 위한 의도적인 기만이었는지에 대해선 아직 논란

기만에 대한 안전보장의 장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 여실히 그리고 되풀이 입증되었다. 인간의 정치사회적 제

이 있다. 의도적인 대국민 기만행위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상충

도로서의 권위주의와 민주주의는 저마다의 방식으로 정책결정자들의 오판과 기만이 비극적인 폭력으로 발전하

하는 증거들(conflicting informations)로 인해 결론짓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 한 방향으

는 사태를 차단하기보다는 뒷받침하거나 조장하였던 것이다.

로 결론짓고 전쟁을 강행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한편 권위주의와 민주주의가 지도자들의 오판을 견제하지 못한 이유는 서로 근본적으로 다르다. 권위주의는

베트남에서 미국이 본격적인 전쟁을 개시한 시점은 1964년 8월이었다. 린든 존슨대통령에게 인도차이나에

그 체제 본질에 충실할수록, 즉 더 폐쇄적인 정책결정구조를 가진 권위주의일수록 지도자들의 결정과 오판이

서 전쟁을 수행할 전권을 의회가 부여한 것이 그 해 8월 6일과 7일 미 의회가 상하 양원이 통과시킨 ‘통킹만 결

초래할 비극을 촉진할 가능성은 높아진다. 반면에 민주주의는 이 제도가 내포한 잠재적 역량을 충분히 발현하

의안’(Tonkin Gulf Resolution)이었다. 이 결의안의 통과는 8월 2일과 4일에 베트남 통킹만에서 북베트남 해

지 못할 때, 지도자들의 오판과 기만이 초래할 비극을 방조하고 촉진할 수 있다.

군이 미 구축함 매독스(USS Maddox)를 공격했다는 존슨행정부의 결론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머지않아 밝

민주주의가 가진 잠재적 역량의 본질은 자유로운 비판정신과 대안적 사유의 자유로운 유통, 그리고 비판적

혀진 진실은 두 가지였다. 첫째, 미국은 북베트남을 폭격하기 위한 명분을 찾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 미 국가안

공동행동이다. 민주주의의 요체는 다수에 의한 결정과 함께 소수의 의견을 그들의 표현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존

보회의(NSC), 태평양사령부(CINCPAC), 그리고 CIA와 DIA(국방정보국) 등이 함께 깊숙이 개입하여 북베트남

중해주는 데 있다. 민주주의가 단지 다수결의 원칙으로 정의된다면, 지도자들의 오판과 기만이 비극적 폭력으

해군에 대한 도발행위를 벌였다는 것이다. 미국이 북폭(bombing the North Vietnam)을 위한 명분을 만들고

로 발전하는 사태를 막을 가능성에 있어서 권위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엔 양적인 차이는 가능해도 질적인 근본적

자 한 것은 남베트남 정부가 북베트남과 타협하지 않고 강력하게 맞서 싸우도록 독려할 정세를 조성한다는 목

차이를 기대할 수는 없다. 다수 민중이 지도자들의 편견과 오판을 공유한다면 민주주의도 비극을 막는 장치로

적도 포함되어 있었다.1)

기능할 수 없다. 민주주의도 권위주의 못지않게 포퓰리즘(populism)의 폐해로부터 안전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
지이다.

둘째, 미국 해군의 도발에 대해 북베트남이 응수한 것은 8월 2일이지만, 미미한 것이었다. 미국이 의회에 제

민주주의의 또 다른 주요 원칙으로서 소수의 의견에 대한 존중과 그들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면 포퓰리즘

시한 결정적인 명분은 8월 4일 매독스함에 대한 북베트남의 공격이었다. 그러나 이 날 북베트남의 공격은 없었

의 폐해와 다수의 편견에 의한 비극의 가능성은 줄일 수 있다. 다만 잠재적인 가능성이다. 민주주의가 권력엘리

다. 몇 가지 정보해석상의 혼란스러움은 있었으나, 최소한 분명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존슨행정부는 서둘러

트의 편견과 오판을 견제할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제도적 장치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장치에 의해 보장된 대안

바로 다음날인 8월 5일 인도차이나에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하는 결의안 초안을 의

1) William Conrad Gibbons, The U.S. Government and the Vietnam War: Executive and Legislative Roles and Relationships, Part II: 19611964,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6, pp.280-292, esp., p.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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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 의회는 뒤늦게 진실을 파악했으며, 그래서 통킹만결의안을 1970년 취소했다. Gibbons, 1986, p.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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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과 비판적 공동행동의 잠재성을 소수가 내용으로써 채우려 노력할 때이다. 그렇게 본다면 민주주의는 그

의 여파 속에서 경제적·외교적 고립에 직면했다. 그런 가운데 북한의 영변 핵시설은 군사용으로 미국의 의심

자체가 무언가를 보장하는 내용이 아니다. 다만 그 내용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요 형식일 뿐이다. 내용을 채

을 받았다. 북한은 평화적 목적임을 강조했으나 그 핵프로그램은 1992년 이래 미국의 세계 핵무기비확산 정책

우는 것은 그 시대 그 장소에서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시민들의 비판적인 역사적 사유와 행동이다.

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국제안보상 주요 문제로 떠올랐다. 1994년 6월에는 미국이 북한 핵문제의 군사적 해결,
즉 전쟁을 불사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상황으로 치달았다. 우여곡절 끝에 북한은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그리고 민주주의: 한국전쟁과 북한 핵문제

관계 개선을 통한 체제안보를 목표로 내세우며 미국과의 협상에 응했다. 1994년 10월 북한 핵문제에 대한 제네
바합의(Geneva agreed framework)가 타결되었다.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동결하는 대가로 미국 클린턴행정부

오늘날 한반도에서 평화에 대한 근원적인 위협은 1948년 이래 내내 그래왔듯이,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권력

가 대북한 평화적 핵발전소(경수로) 제공과 외교관계정상화를 약속한 타협이었다.

과 그 둘 사이의 군사적 긴장, 그리고 끊임없는 군비경쟁이다. 1950년 6월 한국전쟁은 북한의 국가권력이 주변

제네바 핵합의는 북한의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 평화협정에 대한 기대, 즉 한국전쟁의 완전한 종결에 대한 희

공산 대국들의 지도자들과 비밀리에 공모하여 도발한 것이었다. 단일 전쟁으로는 300만 명의 죽음이라는 전후

망을 불러일으켰지만, 이 합의는 끝내 지켜지지 못했다. 그 원인과 책임에 대해서는 논쟁이 많았다. 북한에게

최대의 인간적 희생을 대가로 치른 가운데, 통일도 평화도 이룬 것 없이 비극의 구조만을 더욱 고착시키고 말았

전적인 책임을 전가하는 의견이 강했다. 그러나 ‘제네바 핵합의’가 평화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고 한반도

다. 김일성 정권이 북한의 전 인민을 대상으로 전체주의적 전쟁동원 체제를 구축한 가운데 시작한 이 전쟁은 미

평화협정으로 이끌 수 있는 기회를 원천봉쇄당하게 된 데에는 ‘미국의 민주주의’도 일정한 책임이 있었다. 북미

국의 개입 가능성에 대한 오판, 혹은 미국이 개입하기 전에 전쟁을 단시일에 승리로 끝낼 수 있다는 북한 지도

양국이 제네바에서 협정문에 서명한지 한 달이 채 못 되어 열린 미국 중간선거가 있었다. 공화당이 대승을 거두

부의 치명적인 오판에 기초한 것이었다.

고 뉴트 깅그리치가 선봉에 선 보수혁명이 달성되었다. 상하 양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클린턴 민주당행정부의

스탈린의 승인과 마오쩌둥의 전폭적인 지원 약속이라는 최종적 결정은 외세의 몫이었지만, 전쟁의 기획과 발

대북한 타협을 수용하지 않았다. 제네바합의는 사실상 제대로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사장

의는 어디까지나 북한의 국가권력이 주도한 것이었다. 정권의 핵심인물들 안에서의 폐쇄적인 전쟁모의와 결정,

될 운명에 처했다. 미국은 핵프로그램 문제와 별도인 미사일개발 문제를 빌미로 제네바합의 이행에 소극적이었

그리고 소련 및 중국과의 비밀외교, 그리고 그 은밀한 준비과정 모두 전체주의 시스템이라 할 폐쇄적인 권위주

다. 미국은 북한의 핵동결 대가로 약속했던 매년 50만 톤의 중유 공급 약속을 어기기 일쑤였고, 경수로 건설 약

의 질서에 의해서 뒷받침된 것이었다.

속 또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1998년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발사는 그 맥락에서 벌어졌고, 그것은 다시 미

스탈린의 최종 결정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면서도 애당초 전쟁을 기획하고 주변국을 설득한 김일성의 역할을

국이 제네바합의 이행을 거부할 더 강력한 이유가 되었다. 그나마 제네바합의가 되살아날 희망을 키운 것은

‘독립적인 역사적 행위자’의 것으로 자리매김한다면4) 김일성의 전쟁의지를 돋우고 그의 오판을 촉진한 국내외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이었다. 이를 계기로 클린턴대통령의 평양방문까지 거론되었다. 그러나 그 해 11월

적 요인들의 역사적 중요성은 더 커진다. 실제는 즉각 개입의 의지를 갖고 있었지만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한반도

‘플로리다 재검표’(Florida Recount)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으며 신보수(Neo-conservatives) 세력을 등에 업

에 개입하지 않으리라는 오판을 불러일으킨 미국의 정책과 행동도 김일성의 전쟁의지를 부추겼다고 할 수 있

은 공화당 조지 부시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이와 함께 제네바합의의 운명은 다시 짙은 안개 속에 묻혔다.

다. 그러나 북한 국가권력이 무력통일, 그것도 선제공격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판단으로 나아가게 한 데 있

9.11 이후 부시행정부는 2002년 북한을 이란,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Axis of Evil)으로 규정했고, 미국이 선

어서 이승만정권과 그 군부의 공공연한 무력북진 노선 또한 북한 권력자들의 전쟁 결정에 작용한 주요한 요인

제핵공격을 할 수 있는 대상국가의 하나로 지목했다. 마침내 부시행정부는 2002년 10월, 오늘날까지도 정확하

이었다. 남한 국가권력의 무력통일노선은 남한 민중의 민주적 의사였는가? 좌파는 물론이고 우파 민족주의 진

게 해명되지 않은 북한의 우라늄 핵무기프로그램 의혹을 제기하면서 제네바핵합의를 최종적으로 폐기했다.

영의 대표격이었던 김구까지도 목숨을 걸고 반대했던 것이 ‘통일전쟁’이었다. 그렇다면 이승만의 무력북진노선
은 결코 민중의 민주적 의사가 아니었음은 명확하다.

당시 부시행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이른바 대테러전쟁을 성공리에 마무리지었다고 믿었으며, 이라크에
대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아마도 그 다음 순서로 북한 핵문제를 군사적 압박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

요컨대 한국전쟁은 남북한에 수립된 두 권위주의적 정권, 하나는 스탈린식 전체주의, 다른 하나는 파시즘에

고 있었음이 틀림없다. 혹은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를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적 틀 안에서 결집시켜 북한 핵문

가까운 우익 권위주의 질서가 합작해 만들어낸 역사적 사태였다. 한반도에서 전쟁과 평화의 문제는 처음부터

제를 미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자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라크전쟁도 아프가니스탄전쟁도 미국의 뜻대

민주주의의 문제와 불가분한 관계에 있었던 것이다.

로 되지 않았고, 긴 수렁으로 변했다. 이 두 전쟁은 미국 패권의 무덤처럼 되고 말았다. 군사적으로나 외교적으

1987년 남한은 군부독재를 벗어나 민주화를 향한 걸음마를 시작했고, 북한은 최고권력자에 대한 절대적인

로나 부시행정부는 제네바합의 파기 이후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대안적 틀을 구축하는데 실패했

우상화를 내포한 전체주의적 권위주의 체제로 남았다. 남한은 신흥공업국으로 발돋움하고, 북한은 공산권 붕괴

다. 북한의 외교적, 경제적 후견인 중국의 힘은 이 시기에 괄목하게 부상했다. 9.11이후 미국이 대테러전쟁을
주도하면서 운위되었던 미 제국의 재건 담론은 물거품처럼 흩어졌다. 이런 가운데, 2006년 10월, 북한은 플루
토늄을 이용한 핵폭발 실험을 했고, 이어서 2009년 5월에 2차, 그리고 2013년 2월에 3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민주당 행정부가 주도한 제네바합의를 이행했을 때, 한반도 비핵화가 진정으로 이룩될 수 있었을지, 북한은
정말 군사적 핵프로그램을 완전히 포기하게 되었을지, 누구도 확신할 수는 없다. 분명한 것은 북한의 안보딜레

4) Kathlyn Weathersby, “New Russian Archival Materials, Old American Debates, and the Korean War,” Problems of Post-Communism,
Sep/Oct. 1995, Vol.42, Issu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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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이다. 더욱 분명한 것은 미국이 정권교체 후 제네바합의를 완전히 파기함으로써 얻은 것은 북한의 핵무장 실

의 말을 인용하여 북한 잠수함이 발사한 어뢰가 침몰의 원인이라는 추정을 보도했다. 이어 김태영 국방장관도

현이었고, 그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장치가 전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천안함이 어뢰로 침몰했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후 4월 25일 한국 국방부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까지 한국

존 아이켄베리(John Ikenberry)가 주장했듯이,5) 미국의 민주주의 제도는 대내외에 미국의 정치과정과 정책

정부 안팎에서는 두 가지 입장이 공존했다고 보인다. 한편에서는 북한의 어뢰공격일 가능성을 의심했다. 국방

결정과정을 투명하게 드러냄으로써 국제사회의 신뢰를 자연스럽게 구축해준다고 많은 학자들은 믿는다. 그러

장관 김태영과 마찬가지로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김학송)은 4월 7일 북한의 어뢰 공격이 원인일 가능성을 제

나 1994년에서 2008년에 이르는 15년의 기간에 미국의 대북한 정책이 여실히 보여준 것은 미국 민주주의에서

기했다. 반면에 국가정보원장(원세훈)은 같는 4월 7일 천암함이 침몰한 날 근역에서 북한이 특별한 활동을 벌

정치과정의 투명성은 정치적 파당성과 큰 진폭의 비일관성, 그리고 선거정치의 불확실성을 대가로 얻어진다는

인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이런 공격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승인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당시 북한 내부

사실이다. 그리고 그것은 미국이 적대하는 권위주의 국가들에게 미국을 신뢰하라 수 없는 원인으로 되며, 그만

사정으로 보아 김정일이 이런 일을 승인했을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국정원장의 견해였다.6) 국방장관의 주장과

큼 미국 외교의 힘도 약화된다. 미국 민주주의가 상대방의 신뢰를 이끌어내는 효율적 외교를 보장해주지는 않

정면으로 배치되는 해석이었다.

는 것이다. 그 15년의 시기에 미국외교는 민주당 클린턴행정부의 탈냉전 국제주의로부터 조지 부시가 선봉에

4월 25일 한국정부는 입장을 정리했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천안함은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인한 폭발로 침

선 신보수주의적 일방주의 사이에서 널뛰기를 했다고 말할 수 있다. 한반도의 평화적 비핵화는 그 널뛰기의 제

몰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발표했다. 다만 다른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언론

물로 된 측면도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 제기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한미 합동 해상군사훈련이 전개되고 있는 와중에서 북한이 어떻게 한미

미국이 큰 진폭의 외교이념상의 널뛰기를 하는 동안 한국의 대북한정책도 보수->진보->보수의 역전을 거듭

양국의 작전 정보망을 뚫고 그러한 공격적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을 것인가였다. 또한 초기에 한국

하면서 못지않은 널뛰기를 해왔다. 여기에는 북한을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남한 정치권 안에서의 철학적 이

군 당국이 한국 및 미국 측 정보에 근거해 북한의 특이동향이 없었다고 밝혔던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이

견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초당적 중도라고는 없는 한국의 보수와 진보의 진동 앞에서 북한 역시 남한을

었다. 더욱이 일단의 민간 전문가들이 천안함 침몰의 유력한 원인으로 좌초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었다. 이 부분

신뢰하는데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그들에게 절대적 지상과제인 군사안보에 대한 협상파트너로서 북한이 미국

이 충분히 해명되지 않았다는 의문은 여전히 강하게 남았다.

과 한국을 신뢰할 수 없었던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결코 아니다. 그들에게 대안은 그들 나름의 일방주의였
고, 결국 북한은 그 길을 걸어갔다.

한국정부는 최종 결론을 내기 위해 국제적인 공동조사단을 구성했다. 한미 양국과 함께 영국, 캐나다, 호주,
스웨덴 등 6개국의 정부 및 민간 전문가들로 꾸려진 민관합동조사단(Joint Civilian-Military Investigation
Team: JIG)은 5월 20일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북한 잠수정이 발사한 어뢰가 천안함을 침몰시킨 폭발의 원인

천안함 침몰 사건과 Official Story, 그리고 재판

이라는 것이 이 조사팀의 결론이었다. 그 어뢰의 파편이 침몰 현장에서 발견되었으며, 그것은 북한의 것이 틀림
없다고 밝혔다.7)

2010년 3월 26일 한반도 서해상 북한과의 접경 지역에 있는 백령도 앞바다에서 한국 해군 쾌속 호위함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 등 23개국과 유엔 사무총장, 유럽연합(EU),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은 이 조

(corvette) 천안함(天安艦)이 두 조각으로 갈라지며 침몰했다. 북한 해안에서 16킬로미터 거리에 있는 해상이었

사단의 보고에 완전한 지지를 표명했다. 특히 미국은 조사단의 공식 발표가 있기 전인 5월 15일, 백안관 대변인

다. 승선해 있던 104명의 승조원 중 46명이 사망하는 비극이 따랐다. 처음에는 북한의 어뢰가 원인일 것이라는

논평을 통해서 “북한의 공격은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도전이며 정전협정(Armistice Agreement) 위반”이라

추정도 보도되었다. 그러나 한국 국방부가 첫 언론 브리핑에서 발표한 내용은 북한의 개입을 의심할 만한 증거

고 말하고, 북한의 행태는 “이 지역에서 모든 도발에 대응하여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한 지역 국가들의 협력

는 없다는 것이었다. 3월 29일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한국전쟁 시기에 남겨진 북한의 기뢰가 원인일 것이라는

의지를 강화할 뿐”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이어서 5월 24일 백악관 대변인을 통해서 이 문제의 유엔 안보리 상

추정을 제기했다. 3월 30일에도 국방부 원태재 대변인은 잠수함이 발사한 어뢰로 천안함이 침몰했을 가능성은

정을 포함해 한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밝힌 강력한 조치들을 “전적으로 합당한” 것이라고 지지를 표명했으며,

없다고 밝혔다. 그 주변 지역에서 북한이 특별한 활동을 벌인 정황이 없었다고 했다. 천안함 침몰 당시 그 지역

오바마대통령은 미군 당국에게 한국군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5월 25일 미국 상하 양원은

해상에서는 ‘키-리졸브’(Key-Resolve)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전개되고 있었다. 그 훈련 내용에는 대잠수함 작
전도 포함되어 있었다. 천안함 역시 대공 및 대잠수함 장비를 갖춘 전함이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아도, 한미
양국의 해상군사작전이 전개되고 있는 조건에서 북한이 공격적 행동을 취했을 가능성은 상상하기 어려웠다.
3월 31일 『조선일보』는 한국과 미국 정보기관의 말을 인용하면서 천안함 침몰 당시 인근에서 북한 잠수함이
관찰되었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한국군 당국의 입장은 변하기 시작했다. 4월 2일 『조선일보』는 국방부 관계자

6) The Hankyoreh, “NIS says N.Korean attack on Cheonan impossible sans Kim Jong-il approval,” Apr.7,2010. 이 날 한겨레 신문은 원세
훈 국정원장의 발언을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Director Won Sei-hoon, speaking Tuesday in reference
to the sinking of the Patrol Combat Corvette (PCC) Cheonan, said, “A project of this scale could not be carried out by a single unit
commander without the approval of National Defense Commission Chairman Kim Jong-il.” Won also said, “In considering North
Korea’s internal situation at the time, including the resolution of the successor to Chairman Kim, preparations for his visit to China
and the chaos in the wake of the currency reform, it is difficult to believe that he gave approval.” This analysis stands in contrast to

5) G. John Ikenberry, "Institutions, Strategic Restraint, and the Persistence of American Postwar Order," International Security, Vol.23,
No.3, Winter 19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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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ense Minister Kim Tae-young, who emphasized the possibility that the sinking was the result of a torpedo attack by North Korea.
7) http://news.bbc.co.uk/nol/shared/bsp/hi/pdfs/20_05_10jigrepor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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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8) 북한은 5월 28일 한국이 주도한 조사단의 결론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정부의 Official Story는 북한의 핵무기개발로 긴장이 고조된 한반도에서 전쟁과 평화에

비판하고 자신들은 천안함 침몰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5월 말 러시아의 전문가팀이 한국을

치명적인 함의를 갖는다. 그럴수록 이에 관한 진실은 명확해야 하고, 의문은 충분히 검토되고 가려져야 한다.

방문하여 독립적인 판단을 시도했다. 이들은 공식적인 보고서를 발표하지는 않았으나, 7월 말 『한겨레』 신문을

그러나 오늘 한국에서 이에 대한 문제 제기는 그 자체로서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고 배척되고 있다.

통해 밝혀진 그들의 판단은 북한의 소행이라는 한미 양국의 결론을 부정하는 것이었다. 중국은 5월 말에 열린

국가권력이 정의한 국가안보와 민주주의가 심각한 긴장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다.

9)

미중 정부간 회담에서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공격에 의한 것이라는 한국정부의 공식 결론에 의문을 제기했다.

대부분의 국민은 침묵하고 있다. 그러나 그 침묵이 반드시 정부의 조사결과에 대한 무언의 동의는 아닐 수

중국 정부 일각에서는 한걸음 더 나아가 북한의 어뢰가 아니라 한미군사훈련 중에 미국이 설치한 원격조종으로

있다. 천안함 사건과 그 원인에 대한 한국정부의 공식 발표가 있은 후인 2010년 7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는

작동하며 자기유도 능력을 가진 부상기뢰(浮上機雷: rising mine)가 침몰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의문을 제기

전국을 대상으로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정부발표를 신뢰하는 사람보다 불신하는 사람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함 침몰 직전인 3월 11-18일 사이에 한미 양국의 미사일 탑재함들이 대잠수함작전

이 더 많았다.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답변은 6.4%에 불과했고, “신뢰하는 편”이라는 국민은 26.1%였다. 반면

(ASW: Anti-Submarine Warfare operations)이 포함된 ‘독수리훈련’(Foal-Eagle Exercise)을 실시했으

에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국민은 10.7%, “신뢰하지 않는 편”이라는 응답도 25%에 달했다. 결국 신뢰하는

며,10) 이 훈련에 참가한 미 전함 중의 하나인 USNS Salvor는 12명의 해군 다이버들을 태우고 있었다는 것이

국민은 32.5%인 반면에, 불신하는 국민은 35.7%에 달해 불신하는 쪽이 더 많았다. 나머지 31.7%의 국민도 “반

다. 이들이 한 역할은 백령도 근역에 부상기뢰들을 설치하는 작업이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제기되었다.11)

반”이라고 응답해 정부발표를 반쪽만 믿는다는 것을 드러냈다.15) 그렇다면 약 70%에 달하는 대다수의 한국인들

이외에도 국내외의 여러 전문가들은 한국정부의 공식 조사결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국 안에서 제기된 가장

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발표를 불신하거나 동의를 유보했던 것이다. 결국 대다수 한국인들은 「천안함 프로

최근의 대표적인 의문은 다큐영화 「천안함 프로젝트」였다. 정지영과 백승우 두 감독이 제작한 이 작품은 2013

젝트」와 같은 의문 제기에 깊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며, 이것을 제작한 영화인들이 요구한 재

년 9월 5일 일부 극장가에서 상영을 시작했으나, “보수단체들의 협박”을 이유로 며칠 만에 상영이 중단되었다.

조사의 필요성에 마음속에서 공감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을 수 있음을 뜻한다.

「천안함 프로젝트」가 제기한 의문은 한국정부가 조직한 민군합동조사단에 조사위원으로 참여했던 선박건조 전

여론은 물론 변한다. 그리고 변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천안함 침몰 사건 1년 뒤 『중앙일보』가 실시한 여론

문가이자 인터넷 매체 「서프라이즈」의 대표인 신상철씨와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이자 해양구조 및 선박인양전

조사는 크게 다른 결과를 보였다. 전국에서 1천 명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에서 전체적으로는 67.9%의 국민이

문가인 이종인씨의 견해에 기초한 것이었다. 신상철 위원은 천안함 침몰 원인은 폭발이 아니며 “좌초 후 (미군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정부발표를 신뢰한다고 답했다. 그런데 세대별로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드러냈다. 60

함 혹은 미 잠수정과) 충돌된 것”이라는 의견을 밝혀왔다. 이종인씨 역시 당시 조사단의 일원으로 참여했으며,

대 이상의 노년층은 90.9퍼센트가 신뢰한다고 답한 반면, 30대는 신뢰와 불신이 뒤바뀌어 47% 대 50.6%로 오

"북한에 의한 소행이면, 북한의 해군력은 세계 최강"이라고 주장했다.12) 신상철 조사위원은 2010년 5월 국방부

히려 불신하는 사람이 더 많았다. 다만 20대와 40대 모두 대체로 67% 안팎의 사람들이 정부발표를 신뢰한다고

신상철

답하였고 불신한다는 응답은 31%였다.16) 이 신문의 조사에서도 20대, 30대, 40대를 평균해볼 때, 3명 중에 적

로부터 고소당했으며, 그해 8월 검찰에 의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13)

위원의 재판은 그의 암 치료 문제로 한동안 중단상태에 있었다.14)

어도 1명 이상은 정부발표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는 것은 유의할 점이다.

현재 한국사회에는 천안함에 대한 정부의 공식 발표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터부로 되어있다. 신상철 민간

2011년 3월 『중앙일보』의 여론조사 결과가 2010년 7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의 국민의식조사 결과와 큰 차

조사위원이 “허위사실 유포”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그 단적인 사례이다. 언론도 학계도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를 보인 것은 왜일까. 여기엔 한 가지 중요한 상황적 변수가 개입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두 여론조사의 중간

신상철 위원에 대한 재판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을 뿐이다. 한미간 공동군사훈련 중 북한의 군사적 침투 및 공격

시기인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사건’이 있었다. 이 날 북한은 서해 연평도의 한국 해병대 기지와 민간인
마을에 해안포와 곡사포로 추정되는 포탄 100여 발을 발사했다. 해병 2명이 사망하고 16명이 중경상을 입고,
민간인도 2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당하는 참사를 낳았다. 2011년 3월의 여론조사결과에서 정부의 천안암
관련 발표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민간인에 대한 폭력적 테러를 포함한 북한의 군사적 도
발행위가 초래한 대북한 부정적 이미지가 강화된 것과 관련이 없지 않을 것이다.

8) Bae Jung Ho, “International Response to the Cheonan Incident and Changes in the Northeast Asian Strategic Environment,”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Online Series CO 10-20 (June 14, 2010
9) The Hankyoreh, “Russia’s Cheonan investigation suspects that the sinking Cheonan ship was caused by a mine in water,” July 27,
2010.
10) ‘독수리훈련’은 실제 키리졸브 훈련과 연계하여 실시되어왔다. U.S. Forces Korea, “‘Key Resolve' begins in Korea,” March 10, 2009,

이 점을 고려하면, 2010년 7월 시점에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의 조사에서 나타난 국민의 정부발표 불신과
무언의 재조사 요구는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태라는 별개의 사태로 인해 수면 이하로 더욱 가라앉
았고, 그 상태를 2011년 3월 『중앙일보』의 국민의식 조사가 포착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정부의 천안함 사건 조

(http://www.army.mil). The Official HomePage of the United States Army. 이 기사에서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은 “키리졸브와 폴이글
훈련은 매년 같은 시기에 실시된다”고 밝혔다.
11) 현장에 USNS Salvor의 존재는 미국 ABC News의 조주희 기자가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Yoichi Shimatsu(former editor of the Japan
Times and a commentator on Asian affairs for CCTV-9 Dialogue), “Did an American Mine Sink South Korean Ship?”<New America
Media:newamericamedia.org>, May 27, 2010.
12) 『아시아경제』, 2013.9.14.
13) SBS News, 2010.8.27.
14) 미디어오늘, 201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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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이상신(Lee Sang Sin), 「정부신뢰의 위기: 천안함 사건을 중심으로」(Trust in Government in South Korea: Cheonan Ship Incident and
Trust), 『한국정치학회보』 제44집 제4호 (2010.12), p.106.
16) Christine Kim, “1 year later, Cheonan still unresolved,” Korea Jungang Daily, March 22,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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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 대한 국민의 마음속 불신 자체가 해소되었는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일 수 있다

경제지원을 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참여(its full integration into the community of nations)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천안함 사건 이후 한반도의 상황

같은 기자회견에서 이명박대통령은 오바마와 마찬가지로 북한 핵문제의 “포괄적 해결”에 동의하고, 그 자신
나름의 “대흥정”(grand bargain)을 언급했다. 그러나 이명박대통령은 북미 직접대화에 대한 찬동을 밝히지는

여기서 천안함 문제를 거론한 것은 한국의 국가와 언론과 사회, 그리고 당시 천안함 주변에서 군사훈련을 함

않았다. 그가 강조한 것은 한미 군사동맹 강화였다. 그는 “(핵)연장억지(extended deterrence)를 포함한 공고

께 하고 있었던 미국이 이 사건을 취급하고 결론지은 과정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시선을 주목할 필요가 있기 때

한 한미 방위태세”(solid ROK-U.S. defense posture, including the extended deterrence), 그리고 “21세

문이다. 이렇게 정리된 천안함 사건은 그로부터 8개월 후에 일어난 연평도 포격사건과 결부되면서, 한국과 미

기 전략동맹”(a strategic alliance of the 21st century)을 역설했다.20) 오오바마의 11월 서울방문의 목적은 이

국 및 국제사회의 대북한 전략에 중대한 전환점을 구성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유의하려는 것이다.

전 10년간에 걸친 김대중-노무현정부의 ‘햇볕정책을 폐기하는데 힘을 쏟고 있던 한국의 보수정권에게 북미 직

앞서 언급했듯이, 부시행정부는 2002년 북미간의 제네바합의를 공식 폐기하고 대안을 모색했다. 그러나 당
시 미국의 일차적인 대외정책 초점이었던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의 대테러 전쟁이 수렁에 빠지면서 북한

접대화의 필요성을 설득하여 이해를 얻고자 한 데 있었으며, 한국정부는 다분히 소극적으로 반응하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에 대한 효과적인 다자적 압박정책은 힘을 상실했다. 급기야 2006년 북한의 핵실험 사태로 귀결되었다. 2009

2009년 12월 8-10일 미국 대표들은 평양에서 북한정부와 첫 고위급 회담을 가졌다. 보스워스대사는 김정일

년 출범한 민주당 오바마행정부는 부시행정부의 명백한 대북정책 파탄이라는 유산을 물려받은 채, 새로운 암중

에게 오바마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한다. 다음해인 2010년 1월 11일 북한 외무부는 1953년의 정전협정을 평화협

모색의 시기에 들어갔었다. 그러나 2009년 5월 25일 북한 김정일정권은 2차 핵실험을 강행한다. 이에 대응해

정으로 대체하기 위한 대화를 제안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1월 하순 남북한 사이엔 험악한 상호위협이 교환

바로 다음날 한국은 PSI(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에 대한 참여를 공식화하고, 6월 12일 유엔 안보리

되었다. 북한의 핵무기 타격 위협이 있을 경우 북한을 (선제)공격하겠다는 남한의 발표가 있었고, 이에 대해 북

는 북한에 대한 기존의 제재를 강화하는 ‘결의안 1874호’를 통과시킨다.

한은 전쟁을 위협한다. 그러나 2월 9일 중국 신화통신은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용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행정부는 과거 부시행정부와는 달리 북미 직접대화를 모색하려 햇음을 알 수 있
다. 그 신호탄은 2009년 9월 11일 미 국무부 대변인(P. J. Crowley)이 미국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선행조치(a

(Pyongyang is still committed to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는 뜻을 김정일이 중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21)

precursor)로서 “북한과 양자협의(bilateral discussion)에 들어갈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것이었다.17) 이후 북미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3월 26일 천안함 침몰 사건이 벌어졌고, 5월 20일 한국정부는 국제민관합

간에 일정한 교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그 해 10월 5일 북한 김정일이 북미간 양자대화가 유익한 결과를 낳

동조사단의 결론에 근거해 북한을 범인으로 지목한다.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하고, 미국을 중심한 국제사회는

18)

으면 6자회담에 복귀할 것임을 중국 원자바오 총리에게 밝혔다는 중국 신화통신의 보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정부의 결론을 지지했다. 북미 직접대화는 더 이상 진전될 수 없었다. 그 해 7월 21일 미국은 대북한 제재

10월 20일엔 미 국무부 대변인(Ian Kelly)은 북한이 미국의 대북정책특별대표(US special representative for

를 강화하고, 이어서 7월 25일에는 미국은 한국과 함께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4일 간에 걸친 합동

North Korea Policy)를 맡고 있던 스티븐 보스워스(Stephen Bosworth)에게 평양 방문 초청장을 보냈다고 밝

군사훈련을 동해에서 실시한다. 8월 30일엔 오바마대통령이 대북한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대통령령(executive

이어 11월 9일엔 역시 국무부 대변인(P.J. Crowley)이 스티븐 보스워스가 북한정부와의 ‘직접대화’

order)을 발했다. 한편 북한은 8월 25일 북한 국경을 침입한 혐의로 억류되어 있던 미국 시민 고메스(Gomes)

힌다.

19)

(direct talks)를 위해 평양방문단을 이끌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로부터 열흘 후인 2009년 11월 19일 오바마 대통령은 서울에 있었다. 그는 이 날 이명박대통령과 공동기자
회견을 열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간 협력을 강조한다. 그러나 그의 초점은 명백히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

의 석방을 위해 전 미 대통령 지미 카터의 평양 방문을 수용했으며, 카터는 9월 15일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글
에서 자신의 북한 방문 중에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 재개를 원한다는 “명백하고 강력한 신호”를 보냈다고 밝힌
다. 그러나 같은 날 미국 보스워스 대사는 미국의 입장은 부정적임을 확인한다.22)

결을 위한 북미간 직접대화의 의지를 밝히는데 두어져 있었다. 오바바는 이 회견에서 이렇게 밝혔다: “나는 핵

이어 2010년 11월에 벌어진 두 가지 사건으로 북미 직접대화를 통한 북한 핵문제 해결 모색 가능성은 당분간

문제의 명확하고 포괄적인 해결을 달성하기 위해 6자회담에서 공동노력할 것임을 재확인한다. 이러한 노력의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첫째는 11월 12일 북한이 그간 미국이 의심을 해오던 우라늄 핵시설을 로스 알라모스 국

일환으로서 우리는 북한과의 직접대화에 임하기 위해(to engage in direct talks with the North Koreans)

립실험실(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의 전 소장 지그프리드 해커(Siegfried Hecker)를 초빙하여 공개

12월 8일 보스워스 대사를 북한에 파견할 것이다.” 그는 아울러 “만일 북한이 의무를 충족시키고 핵무기 프로그

한 일이었다. 북한은 이 시설은 1994년 제네바합의에서 미국이 북한의 핵프로그램 동결에 대한 보상으로 북한

램을 제거할 구체적이고 불가역적인 조치들(concretee and irreversible steps)을 취한다면 미국은 북한에게

에 제공하기로 했던 경수로(LWR: Light Water Reactor)를 운영하기 위한 저농축우라늄(LEU: Low

17) ACA(Arms Control Association), “Chronology of U.S.-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Diplomacy,” Updated April, 2013 (http://www.

20) “Remarks by President Barack Obama and President Lee Myung-bak Republic of Korea in Joint Press Conference,” Blue House,

armscontrol.org/factsheets/dprkchron).

Seoul, South Korea, November 19, 2009 (http://seoul.usembassy.gov/p_pv_111909.html).

18) ACA, 2013.

21) ACA, 2013.

19) ACA, 2013.

22) ACA,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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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riched Uranium)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로서 군사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군사용은 저농축이 아닌 고농축

초기에 모색했던 북한과의 진지한 직접대화는 사실상 배제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역시 2012년 2.29합의를 했

우라늄(Highly Enriched Uranium: HEU)을 사용한다. 북한 경수로는 2012년 완공 목표라고 밝혔다.23) 북한

으나, 한 달이 지나기도 전에 그 합의를 파기했다. 한국은 북미 직접대화를 더욱 반대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둘

이 이 시점에 공개한 우라늄핵시설은 한편으로는 2002년 10월 부시행정부가 제네바합의를 파기하면서 제기한

째, 그 대안은 무엇인가. 저마다 일방적인 군비경쟁을 강화하는 것이고, 실제 군비경쟁이 가속화하고 있다.

의혹의 실체를 확인해준 것으로 해석되었다. 다른 한편에서 보면 북한은 의혹의 대상을 투명한 협상대상으로

이러한 군비경쟁 상황은 현재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동아시아 전반의 상황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그렇

공개했다는 의미도 있었다. 실제 북한은 2011년 3월 15일 러시아 정부 인사들에게 “6자회담에 복귀하고 우라늄

기 때문에 오늘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그리고 민주주의는 1948-49년 이래에 동아시아에 구축되기 시작하고

핵시설에 대해 협상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밝힌다.24) 북한이 이 때 공개한 우라늄 핵시설이 2002년 10월 이전

한국전쟁을 계기로 고착된 ‘동아시아 대분단’(East Asian Grand Division) 질서가 재차 활성화되고 있다는 맥

에 이미 상당부분 진행된 것이었는지, 아니면 부시행정부의 제네바합의 파기 이후 본격적으로 구축된 것인지는

락에 연결시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명확하지 않았다. 그러나 어떻든 북한 핵프로그램의 다면성과 그 잠재적 위협이 더욱 부각되기에 이른 것은 분
명하였다.

‘동아시아 대분단체제’와 그 지속

둘째는 앞서도 언급한 바 있는, 2010년 11월 25일에 발생한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이었다. 이를 두고 남북
한 간에 책임공방이 이어졌다. 남한은 북한의 도발행위로 규정했다. 그러나 북한은 남한의 선제 포격에 대한 자

전후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는 단순히 냉전-탈냉전으로 정의할 수 없는 독자적인 구조를 냉전 초기부터 갖고

위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사건 다음날 국회에서 야당이 의문을 제기했다. 국방부는 사건 당일 한국 측이 포격훈

있었다. ‘동아시아 대분단체제’(East Asian System of Grand Division)라고 할 수 있는 성격이 그것이다. 이

련을 실시하였으며, 포탄의 일부가 북한의 작전통제선을 침범했을 개연성을 인정했다. 또한 국방부가 국회 국

‘대분단’의 기본 축은 미일간의 해양동맹과 중국대륙 사이의 지정학적, 이데올로기적, 그리고 역사심리적인 분

방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북한은 사건 당일 오전 8시 20분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의 북측 단장 명의로 ‘북측

열을 내포한다. 이와 함께 동아시아에는 한반도와 대만해협에 국지적 분단질서가 존재했다. 인도차이나에도

영해에 대한 포 사격이 이루어질 경우 즉각적인 물리적 조치를 경고한다’며 남측에 통지문을 발송했다”는 내용

1975년까지는 남북 베트남이 분단되어 있었다. 이들 국지적 분단들과 대분단의 기축이 서로 긴장과 갈등의 상

이 들어 있었다.25) 이에 비추어, 북한의 사전 경고가 있었음에도 남한 측이 무리하게 포격훈련을 강행했을 가능

승작용을 일으키면서 상호지탱하는 관계를 구성해왔다. 이것이 ‘동아시아 대분단체제’이다.28) 이 대분단의 핵심

성이 지적되었다. 어떻든 이로 인한 긴장상태에 대처하기 위해서 중국은 6자회담 비상회의(emergency

재료들은 크게 세 가지이다.

session of the six-party talks)를 제안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은 한국과 함께 6자회담 이전에 남북관계 개
선이 선결조건이라는 이유를 들어 중국의 제안을 거부했다.26)

첫째는 19세기 말 청일전쟁 이후 아시아대륙에 대한 공동경영을 위하여 미국과 일본이 서로 경쟁하고 긴장하
면서도 권력정치적 흥정을 통해 상호적응하면서 구축해온 미일연합의 전통이다. 진주만으로 시작해 원폭 사용

이후 한반도의 상황은 두 가지 점에서 더 불안정하고 근본적으로 더 위험한 방향으로 전개되어왔다. 첫째,

으로 끝난 4년간의 치열한 패권전쟁이었던 태평양전쟁에 대한 기억이 압도하면서 20세기 초부터 미국과 일본

북미간 직접대화의 실질적인 가능성은 사라졌다. 북미대화가 간헐적으로 시도되기는 하지만 미국도 북한도 대

사이에 존재한 내밀한 지정학적 연합의 역사는 흔히 간과된다. 그러나 미국은 애당초 중국 경영을 위해 일본을

화에 무게를 두었다고는 할 수 없다.27)천안함 사건 조사결과 발표 이후 남북한 간에 그리고 북미 간에 그 어느

개항시킨 장본인이며,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지정학적 전략에서 일본과의 관계는 그 기축이었다. 태평양전쟁

쪽도 평화 협상을 통해서 각자의 안보딜레머를 극복하려는 모습은 더욱 찾기 어려워졌다. 미국도 오바마행정부

시기를 제외한 지난 1세기가 그 지정학적 연대의 유서 깊음을 증거한다.
둘째는 청일전쟁 이래 반세기에 걸쳐서 전개된 일본의 아시아대륙에 대한 침략과 난징학살에서 절정을 보여
준 제국주의적 야만이 일본과 아시아대륙 사이에 심어놓은 역사심리적 간극(historico-psychological hiatus)

23) ACA, 2013.
24) ACA, 2013
25) 구혜영 기자, “野가 본 연평도 의혹 3대 쟁점,” 『서울신문』, 2010년 11월 26일.
26) ACA, 2013.
27) 천안함 사건으로 중단되었던 북미간 직접대화가 다시 시작된 것은 2011년 7월 말 보스워스와 북한 김계관의 뉴욕회담에서였다. 뒤이어 2011
년 8월 24일 러시아대통령 메드베데프(Dmitry Medvedev)와 김정일의 회담 후에, 북한은 6자회담 재개를 전제로 핵무기와 미사일의 생산과
테스트의 유예를 준수할 뜻을 밝힌다. 9월 24일에는 북한 총리 최영림이 중국을 방문하여 같은 뜻을 재확인했다. 이어 10월 24-25일에는 제
네바에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북미간 접촉이 이루어졌다. 그해 12월 17일 김정일이 사망하고 그의 막내아들 김정은이 권력을 계승하는 변동

이다.
셋째는 전후 중국에서 전개된 내부 투쟁에서 미국은 미래의 세력이 아닌 과거의 세력과 연대했다는 사실이
다. 공산주의자들이 중국에서 승리하면서 미국 및 일본과 중국대륙 사이에는 거대한 이데올로기적 장벽이 구축
된다. 더 결정적인 것은 1949년 중국 공산당의 승리를 전후해 미국과 신중국이 “우방은 아니라도 평화적 공존
의 관계”를 구성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들을 두 나라 모두 끝내 거부했다는 사실이다.

이 있었지만, 2012년 2월 29일 북미 양국은 베이징에서 만나 ‘2.29합의’에 이른다. 북한은 영변의 우라늄농축시설의 가동을 중단하고, 핵실
험과 장거리미사일테스트를 유예하기로 했고, 미국은 24만 톤의 식량원조를 엄격한 모니터링을 전제로 북한에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
나 이 합의는 결국 지켜지지 않았다. 2012년 3월 16일 북한은 4월 중순에 김일성 탄신 100주년을 맞아 위성을 발사한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미국은 그것을 2.29합의 위반으로 규정했다. 4월 13일 북한은 예정대로 3단계 액체연료 로켓인 ‘은하-3호’(Unha-3)를 발사했으나, 발사 90
초 만에 1단계에서 추락해 실패한다. 미국은 경고한대로 북한에 대한 식량원조 중단을 발표했다. 2012년 12월 12일 북한은 다시 은하-3호를

28) 이삼성,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성격에 관한 일고: ‘대분단체제’로 본 동아시아」, 『한국과 국제정치』, 제22권 제4호(2006년 겨울), 41~83쪽; 이

발사했고 이번엔 궤도에 진입하는데 성공했다고 발표한다. 2013년 1월 22일 유엔 안보리는 은하-3호가 탄도미사일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

삼성,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성격과 미국의 동아시아전략: 동아시아 대분단체제의 구조와 그 함의」, 2004년 한국정치학회 하계학술회의, 대

을 사용함으로써 유엔 안보리의 2006년 결의안 1718호와 2009년 결의안 1874호를 위반했다고 판정하고 결의안 2087호를 통과시켜 대북 제

전 호텔 스파피아, 2004년 6월 24-25일. 자료집 VIII, 196-236면; Samsung Lee, "Beyond the East Asian Grand Division: Imagining an

제를 강화했다(ACA, 2013). 2013년 2월 12일 북한은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유엔 안보리는 2013년 3월 7일 결의안 2094호를 통과시켜

East Asian Peace Belt of Jeju-Okinawa-Taiwan Islands," Nam-Kook Kim, ed., Globalization and Regional Integration in Europe and

금융제재(financial sanctions)와 무역제재 등을 기존보다 더 강화했다.

Asia, Farnham, England: Ashgate Publishing Company, 2009, pp.16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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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 요소는 1940년대 말 동아시아에 ‘대분단’의 기본틀이 형성되었음을 말해준다. 이것을 공고하게 만든

정치이념적 간격이 부상했다. 냉전 해체는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민주화를 수반했다. 반면에 특히 1989년

것은 두 가지 요소였다. 하나는 말할 것도 없이 한국전쟁이라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한국전쟁은 대분단의 기본

6월 천안문 사태를 계기로 중국과 나머지 세계 사이의 정치적 이질성은 새롭게 재확인되었다. 탈냉전 동아시아

구조가 낳은 역사적 비극이었다. 스탈린, 김일성, 마오쩌둥 사이의 전쟁 모의에서 마오가 적극 반대했다면 한국

에서 주된 이데올로기 대립구조가 공산주의-자본주의로부터 권위주의-민주주의 문제로 전환된 것이다. 그 차

전쟁은 가능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도 중국도 서로 정상적 외교관계에 바탕한 평화적 공존을 거부한 조건에

이는 정치문명적 이질성, 또 하나의 ‘문명과 야만’의 이분법으로 정의되면서 사실상 냉전시대 이데올로기적 차

서 한국전쟁의 기본환경이 마련되었다. 그렇게 해서 발발한 한국전쟁은 역으로 동아시아 대분단체제를 공고하

별성을 재생산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게 만들어주었다. 이 전쟁을 계기로 한반도와 대만해협,그리고 인도차이나의 국지적 분단체제들이 공고해졌고,

셋째, 전후 동아시아 대분단체제 속에서 응결되었던 역사심리적 간극은 탈냉전과 함께 해소되기는커녕 오히

미일군사동맹도 공식화했다. 이를 바탕으로 미일동맹과 중국대륙 사이의 갈등 기축과 세 개의 분단구조들이 서

려 더 공론화되었다. 일본은 미국의 보호 속에서 냉전 시기 내내 역사문제를 망각하고자 했었다. 반면에 동아시

로를 지탱하고 심화시키는 하나의 ‘체제’를 구성하게 되었다.

아의 다른 나라들에서는 응결되었던 역사인식의 문제가 냉전 해체와 함께 오히려 해방기를 맞았다. 탈냉전에

다른 하나는 미일동맹과 중국대륙 사이의 갈등이라는 이 대분단의 기축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들인 지정학

들어 일본 정치사회의 주역이 된 전후세대의 일본인들은 거의 반세기를 망각하며 지냈던 역사문제를 갑자기 맞

적·이데올로기적 대립구조와 역사심리적 간극이 서로를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심화시키는 관계에 놓

닥뜨려야 했다. 그것은 그들에게 황당하고 생경한 문제였음에 틀림없었다. 이 같은 역사인식의 이질성은 과거

였다는 점이다. 전후 동아시아 질서의 이 내면적 성격이야말로 전후 유럽질서와 동아시아 질서 사이의 가장 근

냉전시기 이념적 대립을 대체해 일본(미일동맹)과 동아시아의 다른 국가들 사이에 무시할 수 없는 마음의 장벽

본적인 차이점이었다. 유럽의 냉전체제에서는 독일이 분단된 가운데, 서독은 북대서양조약기구를 통해서 서방

을 드리우게 되었다. 이 역사심리적 차원의 간극은 탈냉전 후의 세계에서 과거 이데올로기적 대립을 대신하여

국가들과, 그리고 동독은 바르샤바조약기구를 통해서 공산권 국가들과 지정학적·이데올로기적 동맹을 이루었

중요한 정치적 변수로 된 민족주의와 결합함으로써 그 힘을 충전받고 있는 형국이다.

다. 이로써 독일과 그 나머지 국가들 사이의 역사심리적 간극은 그 지정학적·이데올로기적 동맹의 질서들에
의해서 완화되고 해소되어갔다.
여기에는 물론 독일인들 자신의 철저한 역사적 자기반성이 또한 중요한 기여를 했다. 독일 나찌즘에 의해 피
해를 당한 당사국들인 영국, 프랑스, 소련이 미국과 함께 독일의 전후처리에 직접 간여했다는 것이 독일인들 자

넷째, 중국과 미일동맹이라는 대분단의 기축과 함께 한반도와 대만해협에 잔류해 있는 국지적 분단 상황들이
서로를 지탱하는 체제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1990년대 중엽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북한 핵문
제가 그러했으며, 특히 1994-95년을 기점으로 명백하게 부각된 대만과 중국 사이의 긴장이 또한 그러했다. 이
들은 미국과 중국 간의 외교적 지정학적 긴장과 불가분하게 얽혀왔다.

신의 철저한 자기반성을 독일 재건과 부흥의 절대적 전제조건으로 만들어준 것이 사실이다. 반면에 전후 동아

이 상황은 오늘날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전역에서 가속화되고 있는 군비경쟁의 물결과 깊은 연관을 갖는

시아에서는 제국주의와 반인류적 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아시아 대분단의 기본구조에 의해 분리되었다.

다. 그리고 이 군비경쟁의 물결 속에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정책도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

역사심리적 분열은 지정학적·이데올로기적 대결의 구조와 정확하게 겹치면서, 동아시아는 그 세 가지 차원이

고 이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은 동아시아 대분단체제의 논리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 그것은 역으로 한반도

중첩한 삼중적 분열구조를 갖게 되었다. 이 구조 속에서 제국주의의 최대 피해자였던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국

의 전쟁과 평화, 그리고 민주주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동아시아와 한반도를 그 논리체계 안에서 연결시키

가들은 일본의 전후처리에 참여할 수 없었다. 일본 재건의 조건으로 역사 반성은 불필요했다. 이것이 전후 동아

는 고리가 되고 있다.

시아에서 피해국들의 역사심리적 간극을 부단히 환기하고 재생산하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논쟁과 망언소동의
바탕이 되어왔다. 유럽의 냉전질서는 양차대전 시기에 형성된 역사심리적 상처의 치유 메카니즘이었다. 전후

미국의 ‘아시아주축’ 전략과 한반도, 그리고 ‘동아시아 대분단체제’의 재활성화

동아시아의 대분단체제는 제국주의 시대 역사심리적 상흔을 ‘응결’(凝結: freeze or congelation)시키는 장치였
다. 일본이 과거 제국주의 침략의 유산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는 주변국들과의 영토분쟁에 집착하는 것 역시 동
아시아 대분단체제의 내면적 성격과 관련이 있다.
1980년대 이래 중국의 개혁과 개방을 첫째 계기로 해서, 그리고 공산권의 붕괴로 인한 냉전체제 해체를 둘째
계기로 헤서, 동아시아의 대분단체제도 커다란 변화를 겪었다. 그러나 몇 가지 점에서 동아시아 대분단의 주요

북한이 미국의 각종 군사정치, 경제적인 압박과 제재(制裁)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할 수 있었던 것은
애당초 중국과 미일동맹 사이에 존재하는 대분단구조의 틈새 때문이었다. 북한이라는 약소국가의 핵무장을 가
능케 한 것이 이 대분열 구조의 틈새였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29) 핵무장한 북한은 다시 중국과 미일동맹 사이의
균열을 더 강화하게 된다. 그래서 국지적 분단과 대분단 구조의 기축은 상호유지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한다.30)

구성요소들인 지정학적, 이데올로기적, 그리고 역사심리적 간극은 새로운 에너지로 재충전되었다. 동아시아 대
분단체제는 ‘전지구적 냉전 종식’에도 불구하고 왜 지속되고 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 네 가지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패권을 대체할 위험성에 대한 경계에 근거를 둔 미국의 지정학적 전략의 중심축

요인을 주목해야 한다.
첫째, 1960년대 중소분쟁과 1970년대의 중미관계 정상화로 인해서 중국과 미일동맹 사이의 지정학적 대립
은 완화되었다. 그러나 탈냉전 이후 중국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과거 소련을 대체한 지정학적 위협으로 부각되
었다. 이 현상은 2000년대 들어 더욱 분명해졌다.
둘째로 공산주의-자본주의의 대립이라는 냉전형 이데올로기 갈등은 크게 완화되었다. 그러나 다른 형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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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서울민주주의포럼_아시아의 평화, 개발, 민주주의

29) 오늘날 중국과 북한을 연대케 하는 끈으로서 이데올로기 차원은 퇴색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중국과 미일동맹 사이의 지정학적 균열에 북한
이 편승하는 것이라 하겠고, 제국주의의 피해자로서 그리고 한국전쟁에서 혈맹 관계로서 갖는 역사심리적 연대는 그 다음 가는 연대 요인일
것이다.
30) 핵무장한 북한은 중국에게 커다란 정치외교적 부담이지만, 그럼에도 중국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응징에 동참할 수 없는 것은 북한의 몰
락이 중국에게 가져다 줄 지정학적 불이익이 더 커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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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미일동맹과 한미동맹, 그리고 대만과의 사실상의 군사동맹관계 모두를 지탱하는 것이다. 한반도에서 미국의

수 있는 나라”로 도약하는 것을 미국이 옹호하고 지원하는 것이다.36) 한국은 전시작전권 이양과 그에 따른 최첨

핵심적인 지정학적 이익은 한국과의 동맹을 지속하는 데 있다. 미국은 물론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미

단 정보수집 기능을 스스로 확보하도록 한다는 것, 그리고 한국군도 마찬가지로 선제타격 등 매우 공격적인 군

동맹의 유지에 동시에 깊은 관심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그 둘은 반드시 양립하지 않을 수 있다. 미국의 일차적

사독트린을 공식화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아울러 동아시아 국가들에 미국이 그동안 자제해왔던 최첨단 무기들

인 목표는 견고한 한미동맹의 유지일 것이다. 그럴수록 한국정부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북한 핵문제를 해결

의 판매를 확대하는 것 역시 못지않게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한국과 일본의 역할강화와 이들 동맹국들에 미국

하는 것에는 미국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은 한반도에서 미국의 군사적 역할

이 최첨단 무기들을 판매하는 것은 실과 바늘처럼 서로 얽혀 있는 것이 사실이다.37) 이것은 한미관계의 예를 통

의 대폭적인 축소를 내포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은 기본적으로 이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만일

해서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이 중국과의 지정학적 경쟁을 불필요하게 생각한다면 한미동맹이 미국에 갖는 의미는 반감될 것이다.

미국은 2011년 말 북한의 미사일 지하벙커들을 타격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Earth Penetrator Bombs:

한국 뿐 아니라 일본에 대한 북한의 위협에 미국이 일본과 미일동맹의 틀 안에서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것 역

GBU bunker buster bombs) 150기의 한국 수출을 승인했다.38) 이것은 선제타격으로서만 의미가 있는 무기들

시 한반도의 분단 상황과 중국-미일동맹이라는 대분단 기축 사이의 상호유지 기능을 말해준다. 일본과 미국은

이므로 미국이 한국에 대한 대북한 선제타격을 실제 무기체계에서 승인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코리아타임스』

동아시아에서 미사일방어(MD) 구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데, 그 표면적인 명분은 주로 북한의 위협이

의 보도에 따르면, 이 무기의 대한 판매에 미국이 동의한 것은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후였다.39) 이 무기의

다. 그러나 그것이 더 큰 맥락에서는 중국 견제를 위한 협력이기도 하다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식하

실제 판매가 촉진된 데에는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 등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천안함 사

고 있다

건 이전에 이미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을 계기로 북한에 대한 한국의 선제타격 능력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는

미국의 이른바 ‘아시아 주축’(Pivot to Asia) 전략은 2012년 1월 공식화되었지만, 2011년부터 본격 거론되었

점이다.

다.31) 이와 함께 한국, 일본, 대만 등 동북아 국가들과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미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정부는 강력한 한미 연합 방위체제를 유지하면서

국의 무기판매는 양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그리고 미국 군수업체들의 해외 무기판매를 위해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KAMD) 등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대응능력을 조기에 확보

미국 정부가 브로커의 역할을 하는 비중이 커졌다고 평가된다. 이것은 이 지역의 대분단 구조가 또한 한반도와

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정권에게도 핵과 미사일이 더 이상 쓸모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대만해협의 소분단 상황들과 직접적으로 상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말해준다.

었다. ‘킬 체인’(Kill Chain)은 북한이 핵무기 사용징후를 보일 때 신속히 탐지하여 30분 안에 북한을 ‘선제타격’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미국의 ‘아시아 주축’(Pivot to Asia) 전략에 따라 미국무기의 최대 수출지역으로 떠

한다는 개념이다. 이에 앞서 2013년 2월 6일 정승조 합참의장은 국회 국방위에서 "적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올랐다. 이것은 2007년 이래 중동이 최대 수출지역이었다가 2012년에 들어 처음으로 아태지역이 중동을 대체

명백한 징후가 있다면 선제 타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 핵무기에 대한 선제 타격은 미국과 협의해야 가능

했다. 2012년에 미국 무기 구매 신청 액수가 가장 많은 5개 나라들 가운데 3개 나라가 아태지역이었다. 중동의

한 것도 아니고 “자위권 차원 문제”라고 말했다.40)

카타르가 1등으로 236억 달러, 바로 다음이 88억 달러어치를 신청한 한국이었다. 82억 달러어치를 신청한 3위

한국정부의 이 같은 공개적인 ‘선제타격’ 논의는 2012년 10월 ‘워싱턴안보협의회의’에서 한미 양국이 북한의

사우디 아라비아를 앞질렀다. 4위와 5위는 각각 17억 달러의 호주와 16억 달러의 일본이었다.32) 한국은 20012008년의 기간에도 미국의 전체 무기 수출액의 13%를 차지하여 미국 무기에 관한 한 최대 수입국으로 꼽혔
다.33)
사실 미국의 ‘아시아 주축’전략은 미국의 국방비 삭감 추세로 인해 그 자체의 실질적인 내용은 별로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34) 그래서 그 실질적 내용은 우선 미국 주도 동맹체제 안에서의 일본과 한국 등 주니어 파트
너의 역할 강화라고 지적된다.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획득하고,35) 공격적 무기체계도 확보하여 “전쟁을 할

35) 집단적 자위권(collective self-defense)은 동맹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 일본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미국은
2013년 10월 4일 척 헤이글(Chuck Hagel) 국방장관의 발언을 통해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공식 지지했다. 북한이 미국으로 미사일을 발
사했다고 판단되면,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에 근거해 북한을 공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36) 2013년 10월 3일 미일동맹 개편 내용은 일본과 미국 사이의 역할분담의 근본적 변화를 담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일본도 공격 능력을 보유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일본국제문제연구소>의 테츠오 고타니 연구원은 이번에 합의된 새로운 미일동맹의 본질에 대해 이렇게 요약했다:
“지금까지는 미국은 공격적 능력을 제공하고, 일본은 방어적 능력만을 보유한다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미국은 창, 일본은 방패’(spear and
shield division of labor) 식의 역할분담이었다. 이제부터는 일본이 방어능력과 함께 공격능력을 갖춤으로써 미국과 더 동등한 파트너가 된다
는 얘기다.”(Daniel Schearf, “Kerry in Asia to Discuss Security, Trade,” Voice of America, October 2, 2013. (www.voanews.com),
37) 미
 태평양사령부(U.S. Pacific Command)의 사령관 사무엘 록리어(Navy Admiral Samuel Locklear)는 미국의 태평양 중시 정책은 호주, 일
본, 한국, 필리핀, 그리고 태국과의 군사동맹을 현대화하고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 노력은 이미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Jim
Wolf, “Analysis: U.S. arms sales to Asia set to boom on Pacific ‘pivot,’” Reuters, January 1, 2013. 이 보도에서 짐 울프는 오바마행정부

31) Hillary Clinton, “America's Pacific Century: The future of politics will be decided in Asia, not Afghanistan or Iraq, and the United
States will be right at the center of the action,” Foreign Policy (November 2011: http://www.foreignpolicy.com).
32) The Arms Control Association, “Proposed U.S. Arms Export Agreements From January 1, 2012 to December 31, 2012,” (http://www.
armscontrol.org) Updated: January 2013.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운위하지만, 한국이야말로 가장 빠르게 군비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3) Statistics Brain, “Military Arms Sales Statistics,” April 25, 2012. Source: CRS & SIPRI.
34) Stuart Grudgings, “As Obama's Asia 'pivot' falters, China steps into the gap,“ Reuters, October 6, 2013 (http://www.reuters.com). See
also, Thom Shanker, ”Study Criticizes Pentagon Over Its Plans for a Greater Focus on Asia,” The New York Times, July 3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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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국의 무기판매는 세계 전역에서 미국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노력에서 점점 더 핵심적이고 비용-효과적인 화살이 되고 있다고 말했
다. 미 국무부의 앤드루 샤피로(Andrew Shapiro)는 2012년 12월 5일의 연설에서 미국무기의 판매는 미국 동맹국들로 하여금 더 많은 역할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미국이 짊어진 짐을 덜어준다고 밝혔다.
38) Lee Tae-hoon, “Seoul to deploy 150 bunker busters,” The Korea Times, December 7, 2011. 7천 1백만 달러에 달하는 이 무기들의 대
한 판매는 2011년 11월 최종 결정되었고, 2013년에 인도되어 배치될 것이라고 한국 방위사업청 관계자가 밝혔다. 이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이란의 WMD 위협을 근거로 이스라엘에 100기의 같은 무기를 수출승인한 이래 한국이 그 두 번째였다.
39) Lee Tae-hoon, “Seoul to deploy 150 bunker busters,” The Korea Times, December 7, 2011.
40) 유용원, 전현석 기자, “탐지부터 타격까지 30분내 완료 '킬체인(Kill Chain)' 추진,” 『조선일보』, 2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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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도발에 대비해 “발사 전(前) 단계에서 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 시스템을 구축하고, “발사된 미사
일을 상공에서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 체제(KAMD)”도 추진키로 합의한 것에 따른다

41)

출구는 없는가: 인간안보로서의 평화협정

즉 MD 시스템은

물론이고, 북한 미사일기지를 선제타격하는 공격적 전략을 2012년 10월에 이미 공식화했던 것이다.

한반도의 군사적 현실은 북한의 인권문제가 개선될 여지를 원천봉쇄하고 있으며, 남한의 민주주의마저도 위

선제타격 전략은 이미 2009년 미국이 한국에게 지하 벙커 버스터 폭탄(GBU-28)을 판매 결정할 때 사실상

협하고 있다. 미국의 ‘아시아 주축’ 전략과 맞물린 군비경쟁 체제의 심화와 공격적 군사독트린의 확산, 그리고

합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킬 체인’ 개념으로 확대하여 공식화했다는 의미가 있다. 이와 함께 최근

가상적을 내포한 적대적 동맹체제의 강화는 동아시아 대분단 구조의 재활성화를 초래하면서, 중국대륙에서도

한국의 해군과 공군은 저마다 한반도에 MD를 구축하기 위해 수조 원 대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무기구매를

동아시아 다른 나라들에서도 평화와 민주주의 모두를 위협할 수 있다. 이로부터 출구는 없는가. 그 열쇠는 한반

42)

위해 미국 군수업체들과 접촉해오고 있음이 보도되었다.

도의 군사적 위기의 본질이 무엇이냐를 사유하는데 있어서 동아시아 대분단체제의 내적 논리를 직시하고 대안

한국정부의 이 같은 최첨단 무기체계 도입과 ‘선제타격’ 전략의 공식화는 한미 양국이 더 이상 북한과의 대

을 이에 대한 안주를 거부하는 데 있다고 생각된다. 또 그것이 동아시아 전반에서 대분단체제의 작동에 저항하

화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지 않으며, 천문학적 예산 투입을 전제로 한 최첨단 무기체계와 공격적 군

는 몸짓의 우리다운 출발이 되리라 믿는다. 그러므로 한반도의 닫힌 구조로부터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 것인가

사독트린이 북한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일차적인 대응책임을 더욱 명확히 한 것을 뜻한다. 2012년 12월

에 대한 초점을 맞춤으로써 이 글의 결론을 삼고자 한다.

12일 북한이 은하-3호를 다시 발사해 끝내 성공시키고, 2013년 2월 12일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은 북
한의 핵무장 의지와 한미 양국의 공격적 군사독트린과 최첨단 군비강화와 맞물린 점이 없지 않을 것이다.

한반도에서 당면한 핵심적 문제는 북한의 핵위협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선제타격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
는 타당하고 현명한 방법인가 하는 것이다. 우리는 세 가지를 사실로서 인식하고 인정해야 한다고 믿는다. 첫

결론적으로 미국의 ‘아시아 주축’ 전략은 그것이 동반하는 동맹국들의 최첨단 군비강화와 공격적 독트린의

째, 한국정부와 미국이 북한에 적용한 군사적 압박 중심의 정책은 한반도에서 핵비확산(n u c l e a r

채택을 뒷받침하고 있다. 미국은 가장 먼저 앞세우고 있는 북한의 위협과 함께 ‘아시아주축전략’의 암묵적 전제

nonproliferation)을 이룩하는데 실패했다. 둘째, 군비증강과 공격적 군사독트린에 의존하는 군사적 압박 정책

로 중국의 패권국가화에 대한 경계를 들고 있다. 이것은 중국에 대한 동아시아 국가들(동북아 및 동남아시아 국

을 지속하는 것은 북한의 핵무장 확대를 저지하기보다는 촉진할 위험성이 더 클 뿐만 아니라, 오판과 오인에 의

가들 포함)의 대중국 경계를 강화하면서 군비증강에 박차를 가하게 이끌고 있다. 특히 한국, 일본, 대만은 주로

한 우발적 전쟁의 위험도 덤으로 크게 높인다.45) 셋째, 북한이 갖고 있는 소수의 핵무기들은 “유사시 자살용 무

미국으로부터의 무기수입에 의존하면서 군비증강에 박차를 가한다.43) 이 지역 국가들은 제한된 물질적 자원을

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북한도 인식할 수 있는 이성적인 존재이다.

인간안보에 보다는 군사안보에, 그리고 정치외교적 노력의 초점을 동아시아 협력시스템 구축보다는 군사동맹

우리는 더 이성적인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 전제는 남북한 각자의 안보 불안을 함께 완화시킬 수 있는 타

체제 강화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아시아 주축’ 전략은 미국이 내거는 명분처럼 동아시아의 평

협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첫째, 북한이 이른바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complete and irreversible

화와 안정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효과보다는 동아시아 대분단체제의 작동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작

denuclearization)에 자발적으로 동의하기 전까지는 현재의 핵보유 수준에서 동결하는 것을 협상의 출발점으

용하고 있다. 동맹국들에 대한 최첨단 무기판매를 촉진하면서, 아시아 전반에 걸친 군비경쟁의 배후 추동력이

로 삼는다. 북한의 핵무기 동결을 전제로 한미 양국의 군비증강 동결 수준에 대해 협상하도록 한다. 둘째, 북한

되고 있으며, 영토분쟁에서의 동맹국 편들기를44) 통해서 영토분쟁의 해소보다는 그것을 증폭시키는 부작용을

핵무기의 현 수준 동결과 남한 및 미국의 한반도 군비강화 배제를 전제하여, 다음 단계에서 남북한과 미국 및

낳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중국이 당사자로 참여하여 저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하는 ‘한
반도 평화협정’을 협상한다. 이 단계에서 북미간 외교관계정상화를 포함하여 한국이 미국 및 중국과 함께 북한
의 안보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과 북한의 비핵화를 점진적으로 연계하는 내용을 담는다. 셋째, 북한의 비

41) 『중앙일보』, “북 미사일 발사 전(前) 타격: 한·미, 킬 체인 만든다: 워싱턴안보협의회의합의, 한국형 MD도 추진하기로,” 2012년 10월 25일.
42) 안성규, 김병기, “한국 미사일 방어망 우주로 확대…저층 벗어나 대기권 밖까지 요격,” 『중앙일보』, 2013.10.6. 이 보도에 따르면, 그간 한국의

핵화 또는 주한미군 즉각 철수와 같은 비현실적인 조건을 이 평화협정 체결의 선행조건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미사일 방어는 패트리엇 3 미사일을 위주로 한 고도 30㎞ 이하 저층 방어였으나 최근 국방부 기조가 바뀌었다. 국방부는 상층 방어가 필요하

그런 조건들은 협정체결을 돕기보다는 원천봉쇄하는 결과가 될 터이기 때문이다. 넷째, 남북이 군사적 경계를

며 관련 무기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북 미사일 방어를 맡는 한국 공군의 ‘방공유도탄사령부’는 미국 MD에서 하

다투는 지역의 비무장화를 포함한 휴전선 전반에 걸친 비무장지대 확대를 협상한다. 다섯째, 이 평화협정은 남

강 단계의 중·상층 고도(40~150㎞)에서 요격하는 미사일 시스템인 THAAD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요격체계는 1개 포대에 약 2조원의
비용이 든다고 하였다. 그런가 하면 한국 해군 역시 이지스함에 장착할 수 있는 MD 시스템인 SM-3 미사일 구입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하
였다. 해군 관계자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 지도부는 몇 년 전부터 이런 방안을 고려해왔으며, 2013년 2~3월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
사일 발사 이후 5~6월부터 SM-3로 방향이 잡혔다. 이와 함께 국회 국방위도 이지스함 세 척의 추가 건조를 위한 타당성 평가 예산안을 편

북간 경제, 문화, 사회적 교류와 협력, 그리고 인도주의적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조치들을 담는다.
이런 성격의 평화협정의 궁극적인 성공은 남북이 경제·문화공동체를 이루도록 촉진하는 데에 놓여있을 것

성한 것이 확인되었다. SM-3 미사일은 미국 MD의 핵심 주축으로 요격 고도 70~500㎞, 사거리 500㎞로 THAAD보다 고도·거리 측면에서

이다. 그러한 성공은 남북 간에 정치공동체 형성의 역사적 공간을 열어줄 것이다. 요컨대 한반도의 군사적 문제

훨씬 더 성능이 우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세 척의 이지스함 성능 개량과 SM-3 구입에 소요될 것으로 해군이 추정한 비용은 2조 원에

를 일거에 해결하는 평화협정이 아니라, 그 궁극적인 해결을 준비하는 출발지점을 제도화하는 것으로서의 협정

달한다. THAAD와 이지스 시스템은 미 록히드 마틴(Lockheed Martin)사의 제품이며 SM-3는 미국 레이시언(Raytheon)사의 제품이다. 이 가
운데 록히드 마틴은 이미 해·공군을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3) 2011년 미 행정부가 의회에 제안한 대(對) 대만 무기판매 규모는 53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Shirley A. Kan(Specialist in Asian
Security Affairs), “Taiwan: Major U.S. Arms Sales Since 1990,” CRS Report for Congres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July 3,
2013), p.58.
44) 2013년 10월 4일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센카쿠열도에 대한 일본의 영토적 권리를 미국이 공동으로 방어하는 것은 미일동맹의 집단방위
대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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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Seoul Democracy Forum_ Peace, Development, and Democracy in Asia

43

을 생각해야 한다.46)
평화와 민주주의는 긴밀한 상호의존성이 있다. 그것은 아시아 다른 곳들에서도, 한반도의 남북한 모두에서
도 마찬가지다. 북한의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한 노력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남북한 공동체의 건설과 어
떤 관계에 있어야 하는가. 이 문제를 건설적으로 사유하는데 있어서 한국 사회에서 최대의 문제는 이데올로기
적 양극화이다. 북한과의 평화협정을 거론하면 흔히 좌파로 분류되고, 북한의 인권문제에 목소리를 높이는 사
람은 우파라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다. 이러한 이분법적 상황이 극복되지 않으면 안된다. 보수와 진보가 그 이분
법을 횡단해내야 한다. 평화협정을 통한 평화체제 구축과 함께 북한 인권문제를 직시하고 그 개선을 위해 가능
한 노력을 함께 하는 일이 동시에 절실하기 때문이다.
북한에 대해 인권 상황 개선을 촉구하면서 평화협정을 협상하는 것은 분명 참으로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무
엇이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일차적이고 근본적인 조건인지에 대해서 한국 사회에 공감대를 형성해나가려
는 노력이 중요하다. 평화협정을 통해 남북이 하나의 경제·문화적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는 과정은 북한의 경제
적, 문화적, 사회적 개방성을 높이는 일이며, 그것은 궁극적으로 북한 내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환경이 되어줄 것이다.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이 시급하지만, 북한의 인권상황을 일거에 바꿀 방법은 전쟁 밖에
없다. 그 전쟁은 북한 국민 뿐 아니라 한반도 안팎에서 수백만 수천만의 삶과 인권에 파괴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전쟁을 피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에서의 인권과 인간안보(human rights
and human security)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평화협정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평화협정은 단순히 군사안보(military security)의 문제가 아니다. 북한 인민의 인권 환경 개선, 즉
한반도의 인간안보(human security)를 위해서도 절실하게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안에서의 민주주
의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동아시아 대분단체제의 닫힌 구조에서 벗어날 출구로서 평화협정에 대한 한국 내적
공감대를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편으로 평화협정을 협상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남북한이 공동의 인권협의
기구를 구성하여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소통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평화협정과는 별도로 남
북이 협상을 통해서 ‘남북인권위원회’(Inter-Korean Human Rights Commission)를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
하는 것도 한 방안일 것이다. 인권문제에 대한 남북 간 의사소통의 창구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의미가 있다. 결
국 평화협정과 인권협의를 “함께 그러나 별도로” 추구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 둘을 직접적이고 경직되게 연계
해서는 그 어느 것도 불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인권상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이의 개선을 위해 모두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한국
내부의 정치적·사회적 합의이다. 한국인들이 대분단체제의 포로로 남아있는 이유는 평화협정이야말로 평화적
인 방식으로 북한 인권개선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기본조건이라는 데 대해서 정치적·철학적 합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부재중인 합의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평화협정은 단지 전쟁을 피한다는 군사안보의 차원이
아니라,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의 인권상황 개선이라는 인간안보에 필수적 조건이라는 인식을 좌와 우가 공감하
고 그 실현을 위해 함께 연대해야 한다.

46) 미 국무장관 존 케리는 2013년 10월 4일 북한이 비핵화를 약속하는 것을 조건으로 미국이 북한과 ‘불가침협정’(nonaggression act)을 체
결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것은 전례 없는 일로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The Donga Ilbo, “How will N. Korea respond to Kerry`s
non-aggression remarks?” October 5, 2013. (http://englis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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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 교육:
주제세션
1

철학과 교훈

삼손 살라맛
파키스탄 인권교육 센터 센터장

아시아에서의 민주주의 부상(浮上)과 민주주의 운동
30년 전 만 해도, 아시아에서 민주주의 체제를 갖춘 국가는 인도, 필리핀, 일본, 3국 뿐1)이었다. 당시, 일본
은 민주주의와 경제적 성장을 이룬 국가였으며 인도는 아직 자유 경제체제를 실시하지 않은 상태였다. 필리핀
은 20년 간의 독재정치가 그 직전 해에 종료되었다. 이들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는 공산주의, 군사정권, 독재 및
반독재 체제 하에 있었다.
아시아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다양한 민주주의 운동이 일어났다. 페르디난드 마크코
스를 축출하고 민주주의를 다시 도입한 필리핀의 ‘국민의 힘 운동’(People’s Power Movement), 지아울하크 군
사독재에 항거한 1983년의 ‘민주주의 회복 운동’(Movement for the Restoration of Democracy), 1980년 한
국의 광주 민주화운동, 1988년 버마의 민주화 운동, 1989년 중국 천안문 광장 사건, 1990년 네팔의 ‘국민의 운
동’(People’s Movement), 1992년 태국의 민중 봉기, 1997년 인도네시아에서의 민주주의 부상 등이 있다.
자국에서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잊혀져서는 안될 중요한 공헌을 한 인물도 있다. 가령, 군부독재에 항거
하며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아웅산 수치 여사, 그리고 1988년 군사독재를 민주주의로 바꾼 베나지르 부토 파키
스탄 최초의 여성대통령이 있다. 이 밖에도 위대한 민주주의 지도자들이 아시아 전역에 걸쳐 있다.
이러한 민주주의 운동과 지도자들은 자국의 정치적 문화와 자유는 물론, 아시아 전역에 영향을 미쳤다.

1) 아시아 민주주의의 현황 (NED 소속의 브라이언 조셉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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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의 민주주의

평등한 시민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 경제 및 정치적 권리의 개선을 위해, 그리고 목숨에 대한 안전
과 시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기회의 평등을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민주주의 시민 교육의 내용이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가 발표한 2012년 민주주의 지수에 따르면, 전 세계 195개국 가운데 60%에
해당하는117개 국 이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 비율은 25년 전보다 19% 상승했다.
2)

아시아 태평양 지역3)국가의 43%는 ‘자유’ 국가(인구 기준 45%)며 이는 공개적인 정치권력 경쟁, 시민의 자유
를 존중하는 분위기, 상당한 수준의 독립된 시민 생활, 언론의 자유가 있는 상태다.

되어야 한다. 게다가, 자신의 권리를 더욱 잘 이해하고 권리와 자유에 대해 정부를 지지하고 때로는 의문을 제
기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정치인, 정당, 통치자들이 이러한 원칙들에 대한 약속을 손쉽게 한다. 하지만 이를 실천에 옮기는 것은 상당
한 도전이다. 여기에서의 핵심은 어떻게 민주주의의 정신과 참여 거버넌스를 반영하는 제도와 과정을 만들고

36%의 국가(인구 기준 15%)는 ‘부분적 자유’ 국가며 정치적 권리와 시민의 자유에 있어 제약이 있다. 이러한

이를 지속해 나가는가 하는 것이다. 상당수의 국가가 이를 달성하지 못한다. 통치자, 지도자, 기관들이 민주주

유형의 국가는 부패 환경, 법치의 부실, 민족 및 종교적 분쟁, 그리고 복수정당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일당(一

의 관련해 제공하는 약속은 단순히 립서비스나 권력을 얻기 위한 도구로 생각할 뿐이며, 일단 권력을 손에 넣으

黨)이 장악을 하고 있는 정치적인 환경을 보이고 있다.

면 일당 체제의 비민주적 어젠다를 실행한다.

21%에 달하는 국가는 ‘비자유’ 국가(인구기준 40%)로 기본적인 정치 권리가 부재한 상태며, 기본적인 시민의
자유도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거부당하고 있다.

일부 정치인들은 남에게 보여 주기 위한 민주주의를 실시하고 있다. 선거를 통해 입법기관과 정부를 구성한
다. 하지만 민주주의 체제 내의 핵심인 국민, 그리고 정치 기구에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권력은 엘리트 계층
이 가져가며 자신들의 통치를 정당화 하기 위해 민주주의의 겉모습만을 내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

시민 사회 공헌

세계에서의 운영상은 민주주의의 실질과 질적인 속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시민 사회의 특별한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하다.

지난 30년 간 아시아 민주주의에 공헌한 요소를 보면, 시민사회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 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켜가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것은 여러 아시아 국가에게 쉬운 문제가 아니

다. 시민사회단체는 이 기간 동안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민 및 정치 권리의 향상을 가져온 민주주의 교육

다. 하지만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민 사회와 인권 단체는 국제 인권인권기준과 민주시민 교육의 진전에

정책을 실시했다.

있어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반(半)독재 국가의 시민사회단체는 그 역할이 개발이나 구호 노력의 일환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어

파키스탄, 인도, 스리랑카와 같은 남아시아 국가에는 시민사회단체가 마련한 수준 높은 연구 자료, UNHR과

려움과 위협에 처하지만,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그 외, 정당, 정치 활동가, 미디어, 국민 전

의 협력, 국가 및 지역적 차원의 효과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했을 뿐만 아니라 시민권 및 정치권리의 범위를 넓히

체가 기울인 노력도 인정받아야 함은 물론이다.

기 위해 효과적인 지역적 민주주의 캠페인을 실시했다.
가령, ‘민주주의 교육 프로그램’(Democracy Education Programs)은 파키스탄이 무샤라프 독재 치하에 있

아시아에서의 민주주의 교육: 시민 사회와 도전과제

을 때 시민사회단체에서 실시한 것으로 민주주의 회복 운동과 독재자 축출에 크게 기여했다. 비록 동 프로그램
이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비롯한 여타 자유를 완전히 보장한 것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기여를 했다. 네팔

민주주의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은데다, 관련된 어려움이 적지 않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선거 투명성과 신뢰성 그리고 이와 관련된 선거관리 위원회와 선거 과정을 담당하는 국가 기관들

의 경우, 군주제를 종식시키고 민주주의를 도입을 가져온 최근의 시민 운동은 시민사회의 실질적이고 중요한
역할 덕분에 가능했다.

의 독립성, 군사 기구의 간섭은 여전히 잠재적 위협 요소로 남아 있다. 파키스탄과 미얀마는 여러 아시아 국가

아시아 전역에 걸친 시민사회단체는 매우 혁신적이고 흥미로운 수단과 방법을 사용했다. 사회를 주제로 한

들의 내정에 간섭하는 국제사회의 정치세력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좋은 사례다. 이 모두는 시민 사회가 면밀히

영화, 비디오 다큐멘터리, 음악이 일반 대중들의 관심을 끌었고, 특히 젊은이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최근

지켜보면서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매우 심각한 이슈이자 도전과제다.

에는 소셜미디어가 인권침해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권리와 자유에 대한 공공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데 성공

시민사회가 민주주의 교육 정책을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민주주의가 단순
히 선거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원칙, 즉 평등, 비차별, 법치,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 그리고 자유와 함께 고
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는 민주주의 원칙, 예를 들어, 종교, 신분(카스트 제도), 민족, 출신 지역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독재 통치자들의 금지조치에도 불구하고 거리로 나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떤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더욱 심각한 도전에 놓여 있기도 하다. 지난 15년간 다양한 시민 및 정치 권리 프
로그램에서 일을 해 오면서, 민주주의의 개념에 대한 명확성이 매우 부족한 경우를 목도했고, 선거로 수립된 민
주주의 정부라는 것 외에는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는 상황도 있었다.
인권과 민주주의 개념에 대해 분명하지 않으며 혼란스러운 상황은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
니라 활동가들 사이에서도 발견됐다. 예를 들어, 서구의 어젠다에 나오는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국제적
인 기준에 맞춰 사용하기 보다는 특정 종교에 결부시켜 자의적 사용하는 것이 흔히 발생하는 이슈였다.

2) 세계 자유 상황 2013’(Freedom in the World 2013), 프리덤 하우스 출간 (선거민주주의 1989-2012, 페이지29)
3) 세계 자유 상황 2013’, 균형잡힌 민주적 돌파구 (페이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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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라는 캠페인을 벌이며 신정 통치를 요구했다. 극단주의자들과 근본주의 단체에서는 선거에 참여하려는 사

시작했다. 여기에는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참여 코스’로 불리는 확장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있다. 이 코

람들에게 공격을 가함으로써 선거를 막으려 했으나, 파키스탄의 시민 사회, 정당, 언론과 국민이 선거에 참여했

스는 시민인권단체 활동가, 대학생, 미디어 종사자, 소수 커뮤니티의 멤버 그리고 정당을 하나의 플랫폼으

으며 그 결과 민주주의를 원하는 다수의 뜻이 관철됐다.

로 묶어 다음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파키스탄에서는 선거 민주주의라는 말 자체는 할 수 있지만, 무슬림과 비무슬림간의 비차별, 동등한 대우를
말하게 되면 적, 스파이, 반역자 등으로 낙인 찍히게 된다.
이런 현실 때문에 바로 인권 수호자들과 민주 및 진보적 요인들이 파키스탄에서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신체절단 위협 전화, 소재 감시, 전화 도청, 날조된 정보 등록의 위협에 시달리는 데다, 실종 사건도 있고 종국
에는 살해당하기도 한다. 최근에만 해도 수도 카라치에서 활동했던 파르빈 레만, 펀자브 주의 주지사였던 살만
타시르, 소수민족 장관이었던 샤바즈 바티가 살해당했다. 정부 보안 요원, 종교 극단주의자, 땅 주인, 공장주
등 힘을 가진 세력들이 협박의 실체며 이는 전부 불법이다.

•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심도 깊은 지식을 제공해 혼란을 해결하고 개념의 명확성을 높임.
• 연구, 기획, 조직, 문서화, 관리, 변호 기술, 감시와 평가 등의 스킬 제공
• 민주적인 사고 체계를 가진 소장파 정치인과의 관계 구축과 증진
• ‘배움을 실천으로 옮기기’를 위해 적절한 기회를 체계적으로 제공함. 이를 통해 참가자들의 프로그램 설계
와 실행을 활성화
• 민주주의와 인권의 개선을 위해, 퀄리티와 결과 중심의 연구와 수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인권 활동
가들을 준비
• 제도적 민주주의 접근법에 동참하는 인권 커뮤니티가 포함된 새로운 모델 구축과 도입

아시아에서의 효과적인 민주주의와 시민교육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러한 연수 프로그램 이후에는 다양한 단계에서 연구, 권익보호, 그리고 인식을 제고하는 정책이 이어진
다. ‘인권교육센터’는 연수자의 생활의 변화와 이해가 넓어 지는 것을 경험했다.

지난 5년간 프리덤 하우스의 평가를 보면,4)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유일하게 정치적 권리와 시민의 자유가 지속
적으로 개선된 지역이다. 자유가 없는 세계 인구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과 전 세계에서 자유도가 가장

b)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연구 프로그램과 조사를 실시해 선출된 정부의 업적을 측정한다. 매우 중요한 일이

낮은 북한이 있음에도, 다수의 아시아 태평양 국가는 선거, 정당, 다원주의 등의 선거 민주주주의 제도와 결사의

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교육프로그램은 시민들을 교육시켜 자신들의 대표자와 정부가 책임을 지도록 하

자유 측면에서 인상적인 개선을 거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기본적 권리와 관련해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게 것이 더 큰 중점을 두고 있다. 국민의 역할이 선거에서 단순히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현재 아시아 지역에서는 선거민주주의가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 없다. 하지만 민주주
의 원칙, 즉 평등, 비차별, 법치, 시민권 및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실시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민주적 거버넌스의 효익이 모든 시민들에게 차별 없이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이는 민주주의가 부상했으며, 민주주의가 더 나은 거버넌스 시스템이라는 사실이 올바로 증명된 것이다. 하

사용하고 자유를 주장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사람들 사이에서 높일 필요가 있다.
c) 정당, 특히 젊은 정치인과의 정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밀접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왜냐면, 이들을 통해 시민사회는 더 많은 공간을 발견할 수 있고, 정당
내에서의 민주주의 문화를 강화하고 또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도 있다.

지만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정의, 경제적인 권한의 신장, 생명에 대한 안전과 안보, 근본적인 자유에 대한

d)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미디어가 힘과 중요성을 갖기 때문에, 시민 사회는 교육 프로그램의 효익을 극대화

보호 등을 포함한 시민의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이 정치 시스템에 천천히 싫증을 내게 될 것이

하기 위해 이 힘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제일 크게 중점을 두어야 할 사안은 미디어 종사자들을 훈

다. 독재권력과 엘리트 지배 계층은 거짓 선전도구를 만들어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의구심을 갖도록 만들어

련시켜 이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높은 이해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미디어에서 민주주의를 위한 공간

왔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자신들의 지배 기간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명심할 것은 선거로 수립된

을 만들 위한 목적이다.

정부가 실패로 끝났다 하더라도 그것이 민주주의나 민주주의 체제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이다.
시민 사회가 지금 바로 집중할 필요가 있는 곳은 어디인가?
민주주의 시민교육은, 변화하는 세계에서 시민 사회가 다양한 접근법, 현대 기술을 만들고, 더 많은 약속을
해 나가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a) 구체적이며 확장된 학습 교육 프로그램은, 시민 사회에 소속된 멤버들이 도전과제에 대응하는데 필요한

e) 젊은 사람, 특히 대학생들이 민주주의와 그 원리에 대한 이해를 높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그
가치를 널리 알리는데 적극적인 시민의 역할을 할 수도 있도록 준비시킬 수 있다.
f) 사회를 보다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인권과 민주주의는 학교 커리큘럼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프랭클린 D. 루즈벨트가 한 말을 하면서 마치고자 한다. “건전하고 강력한 민주주주의 기반에 이

스킬과 이해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지역 및 국가적 차원에서 개념의 명확성을 제고할 것을 요구 받는다.

해가 되지 않는 것은 없다. 국민이 정치 및 경제 체계에 거는 기대는 간단하다. 젊은이를 포함한 다양한 사람들

파키스탄 인권교육센터5)는 2011년, 새로운 10년이 시작되는 시점에 ‘파키스탄 민주주의 10년‘ 프로그램을

에게 기회의 평등, 일 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일자리 제공,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사회 안전망 제공,
소수를 위한 특권 종료, 모두를 위한 시민 자유의 보존이다.”

4) http://www.freedomhouse.org/regions/asia-pac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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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he late 1980s and early 1990s a lot of movements for democracy began to emerge in Asia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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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ing “People’s Power Movement” in the Philippines, which led to the ouster of Ferdinand
Marcos and the re-introduction of democracy, Movement for the Restoration of Democracy

Thematic
Session 1

Why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Now
: Philosophy and lessons learned

(MRD) in 1983 against the Dictatorship of Military Dictator Zia-ul-Haq, the Gwanju
Democracy Movement in South Korea in 1987, democracy movement in Burma in1988;
Tiananmen Square in China in 1989, People’s Movement in Nepal in 1990; Thailand’s popular
uprising in 1992; and the emergence of democracy in Indonesia in 1997.
There are personalities to be remembered too who has made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bring democratic rule in their counties- Aung San Suu Kyi, Burmese opposition leader and

Samson Salamat
Director Centre for Human Rights Education_ Pakistan

Nobel peace prize winner for opposition to military rule, Benazir Bhutto, the first female
President of Pakistan who helped to move country from the military dictatorship to democracy
in 1988 and many other great leaders across Asia.
All these movements and personalities has contributed very significantly to strengthen the
political culture and liberties in their countries and of course the effects by and large reached

Ladies & Gentlemen,
First of all, let me begin by thanking all The Organizers of 2013 Seoul Democracy Forum for

to the whole region.

Democracy Today

inviting me to speak and share my thoughts on the philosophy and importance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as a prerequisite for the realization of participatory democracy and also

Today, according to Democracy Index 2012 of Freedom House, there are2) 117 elected

its importance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from the perspective of

democracies out of 195 countries across the globe which makes 60% and it is 19% higher than

Asian civil society.

what was measured almost 25 years ago.

Emergence of Democracy in Asia and Democracy Movements

In the Asia-Pacific Region, 43% countries fall in the Category Free (45% of the Population)

3)

which means there is open political competition, a climate of respect for civil liberties,
If we just look back at the last three decades of the region, we find only1) three

significant independent civic life, and independent media.

democracies– India, Philippines and Japan. Japan was considered both democratic and
prosperous of these three countries. India had yet to liberalize its economy and the Philippines

36% countries are Partly Free (15% Population) means there is limited respect for political

had only emerged a year earlier from 20 years of dictatorship. The rest of the region was

rights and civil liberties. The Partly Free state frequently suffer from an environment of

dominated by Communist, military, authoritarian and semi-authoritarian states.

corruption, weak rule of law, ethnic and religious strife, and a political landscape in which a
single party enjoys dominance despite a certain degree of pluralism.

2) Freedom in the World 2013 by Freedom House (Electoral Democracies 1989-2012, page 29)
1) The State of Democracy in Asia (A lecture Brian Joseph of 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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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le 21% countries are Not free (40% population) means still basic political rights are
absent, and basic civil liberties are widely and systematically denied in these countries.

guarantee security of life and property of its citizens- this is for me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Moreover, a greater realization among the people about their rights and about
holding and questioning their governments about their rights and freedoms is important too.

Civil Society Contribution
While it is easy for the rulers, political leaders and political parties to claim their
If we look at the contributions for strengthening democracy in the Asian Region during the

commitment to these principles, however the real challenge lies in making them operational.

last three decades, a very significant chunk of this contribution goes to the civil society

The key question is how does one create and sustain institutions and processes that reflect the

through democracy education initiatives for the advancement of civil and political rights in

spirit of democracy and participatory governance? A large number of states are unable to

most of the countries.

fulfill these conditions. The commitments of many rulers, leaders, and institutions to
democracy are just equal to lip service or they view democracy as an instrument to achieve

Even in the semi-authoritarian states, the civil society organizations has worked on the

power and then implement a partisan non-democratic agenda.

issues related to democracy, although they are often less accepted as compared to development
or relief work and often find a lot of difficulties and threats. But of course, the political

Others selectively employ some aspects of democracy to create a make-up faced scenario.

parties/ activists, media and people in general have made their contributions also which needs

They hold elections, establish elected legislative bodies and install elected governments but do

to be recognized.

not empower the institutions and the people holding the key positions in the system. Power is
thus exercised by an elite group while a face of democracy is created to legitimize its rule.

Democracy Education in Asia: Civil Society and Challenges

Therefore, these operational realities, which hinders the quality and substance of democracy
needs a special attention and care by the civil society.

There is no doubt that still there is a lot that needs to be done to enhance the scope of

Addressing democracy along with its principles is not an easy thing to do in many countries

elected democracies in the region and there are many difficulties in this regard-for instance,

of the region, if not all. But despite difficulties, the civil society or the human rights

the issue of transparency and credibility of the elections and for that matter independence of

community has done a marvelous job for the advancement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the Election Commissions and other state institutions involved for the electoral processes,

in conjunction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interferences of the military establishments, which still remains as a potential threat-Pakistan
and Burma may be considered as good examples and of course interference of the

In South Asia- Pakistan, India, Nepal, Sri Lanka, there are a lot of good examples where

international powers in the internal politics of many Asian Countries. All these issues and

the civil society organizations has not only produced good research documents, worked with

challenges are very serious which civil society needs to keep an eye on and address

UN Human Rights Mechanisms, made effective networks both national and regional but has

consistently.

also launched very effective local campaigns on democracy to enhance the scope of civil and
political rights.

One of the biggest problems which civil society needs to address through its democracy
education initiatives is that democracy is not just the “Elections” and it needs to be coupled

For example “Democracy Education Programs” launched by civil society organizations of

with the principles of democracy- equality, non-discrimination, the rule of law, civil and

Pakistan during the Musharaf’s Dictatorship, contributed significantly in generating the

political rights and freedoms for the people.

movement for the restoration of democracy and oust the military dictator despite a lot of
limitations put on freedom of expression, movement and other freedoms. In Nepal also, the

It is important to ensure that the states must practice the principle of democratic i.e. equal
citizenship irrespective of religion, caste, ethnicity and regional background. It must ensure

civil society’s role was very practical and significant in the recent movement to end monarchy
and bring democracy.

equality of opportunities to all for the advancement in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right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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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society organizations across Asia has used very innovative and interesting ways and

What needs to be done for effective democracy and civic education in the region?

means- social theatre, video documentaries, music has been used very nicely especially to
attract common people, especially youth. And most recently social media has successfully been

If we look at the Freedom House Assessment, over the past five years,4) the Asia-Pacific

used to speak against the violations of human rights and to generate public support for rights

region has been the only one to record steady gains in political rights and civil liberties as

and freedoms. They are not afraid to come on the roads despite strict bans put by the

measured by Freedom House. Although China, where over half the world’s Not Free population

authoritarian rulers.

lives, and North Korea, the least free country in the world, a number of Asia-Pacific countries
have made impressive gains in the institutions of electoral democracy—elections, political

But in some of the countries the challenges are much more than the others in the region. In
the last 15 years while working with different civil and political rights programs, I have

parties, pluralism—and in freedom of association. Nonetheless, problems persist regarding
many fundamental rights.

observed that there is a serious lacking of conceptual clarity on democracy and for that matter
its acceptance beyond elected democratic government has remained difficult.

Now! Undoubtedly there is a need to struggle for more elected democracies in the region but
it is also much important to focus on the implementation on the principles of democracy-

Non-clarity and confusions on the concepts of human rights and democracy does not only

equality, non-discrimination, the rule of law, civil and political rights and freedoms for the

prevail among the general public but also even among the activists e.g. terming human rights

people to make sure that the benefits of the democratic governance reaches to all citizens

and democracy as a Western Agenda, and connecting it to a particular religion rather than

without any discrimination.

focusing on international standards, are the common issues that come across.
Yes, we rightly believe that democracy has emerged and it has proved as a better system of
Even during the recent elections, Pakistan has observed anti-democracy campaigns by some

governance in our world but it is also true that if the democratically elected government do not

of the religious extremist and fundamental groups who term democracy as anti-Islam system

deliver to guarantee the human rights of its citizens- including justice, economic

and demand for theocratic mode of governance. The extremist and fundamentalist groups tried

empowerment, safety and security of their lives, and protection of their fundamental freedoms,

to stop people to participate in the elections through violent attacks, however the civil society,

then people may slowly get fed-up with this system. The authoritarian powers and the ruling

political parties, media and the people of Pakistan participated in the elections and gave their

elites may always be in favour of creating propaganda and doubts against democratic system

verdict in favour of democracy.

because it may help prolonging their rule but it is in the best interest of those who support and

In my country- you can talk about electoral democracy but if you will talk about non-

advocate for democracy that we are able to convince people that failure of any elected

discrimination and equal treatment of the Muslims and non-Muslims “In Pakistan, you shall

democratic government in any particular country is not actually the failure of democracy and a

be branded as an enemy, agent or a traitor.

democratic system.

This is one of the reason that Pakistan is and has been a difficult place where the human

What Civil Society Needs to Focus on Now?

rights defenders and democratic or progressive forces face severe threatening situation- they
face sever threat calls, their whereabouts are being monitored, phones are tapped, fabricated

Yes,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is very important for civil society to continue but with

cases are registered, there are forced disappearances, and many are ultimately killed- murder

some different approaches, modern techniques and much more commitment in the changing

of Parveen Rehman (a social activist of Karachi), Salman Taseer (Governor of Punjab Province

world.

of Pakistan) and Shahbaz Bhatti (Minister of Minorities) are recent examples. The threat comes

a) 5)Concrete extensive learning education programs are required at regional, and country

from state’s security agencies, religious extremists and other powerful entities including
landlords, factory owners, outlaws.
4) http://www.freedomhouse.org/regions/asia-pac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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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to enhance the conceptual clarity especially amongst the members of its own
fraternity to equip them with the understanding and skills to deal with the challenges.

transformation and strengthening of democratic culture within the political parties.
d) Everyone knows that media has power and importance in today’s world and therefore civil

Centre for Human Rights Education- Pakistan at the beginning of the new decade in 2011

society needs to use this power to maximize the benefits of its education programs. But

launched “Democracy Decade in Pakistan” and initiated democracy education programs

the first most important thing which needs to be focused is the training of media persons

including an extensive Training Program Called “Participatory Course on Democracy and

to enhance their understanding on democracy to win their support and space in the media.

Human Rights” which brings together human rights activists, university students, media

e) Youth, especially the students in the colleges and universities needs to be targeted for

persons, members of the minority communities and political parties at one platform with

democracy education, not only to enhance their understanding on democracy and its

following objectives:

principles but also to prepare them to play their role as active citizens to defend democracy

•Provide in depth knowledge on democracy and human rights- overcome the confusions
and enhance conceptual clarity.
•Impart skill-research, planning, organizing, documentation, management, advocacy
techniques, monitoring and evaluation.

and promote its values.
f) Human rights and democracy needs to incorporated in the school curriculum which can
help transform the society in a more sustainable way.
I end up here by quoting Franklin D. Roosevelt who said that “there is nothing mysterious

•Create/ encourage the second tier leadership with democratic thinking

about the foundations of a healthy and strong democracy. The basic things expected by

•Provide a proper opportunity “for putting learnings into practice” in a systematic way,

our people of their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 are simple. They are: Equality of

facilitating the trainees in the designing and implementation of the programs
•Prepare human rights activists for a qualitative and result oriented research and advocacy
initiatives for the advancement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Create and introduce new models with the human rights community who work with an

opportunity for youth and others; Jobs for those who can work; Security for those who
need it; The ending of the special privileges for the few; The preservation of civil liberties
for all;
Thanks you very much and long live democracy

institutional and democratic approach.
These training Programs are following by research, advocacy and awareness raising
initiatives at different levels. Centre for Human Right Education has observed
transformation in the lives of the trainees, and betterment in their understanding.
b) Many civil society organizations launch research programs and surveys to gauge the
performance of the elected governments- which is very important but educating people to
hold their representatives and the governments accountable against their rights is much
more to be focused in our education programs now. There is a need to enhance the
realization among the people also that their role does not end by casting a vote in the
elections but their role is also important to use their power, to question and claim their
rights and freedoms.
c) Regular interaction and close collaborations with the political parties, especially with the
young political leadership is very important in the struggle for democracy, because with
the young cadre, civil society may find more space and there may be more chances of

5) www.chrepak.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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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움은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 오는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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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움의 공동체, 서로 배움의 교육: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더불어 성장하고 있는가)

주제세션
1

참여연대
아카데미 느티나무 사례

느티나무 5년의 교육목표 (2009-2013)
▶ 주요참여 예상자는 한국사회 민주주의의 문제를 고민하는 시민(참여연대 회원 또는 잠재적 회원)
• 자신의 경험을 객관화하고, 자신과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아픔과
• 생각을 이해하려 노력하며 스스로 사고할 줄 아는 시민,
• 작은 차이를 넘어서 큰 연대를 구상할 수 있는 시야를 가진 사람, 말보다는 행동을 앞세우되, 행동에

주은경
참여연대 아카데미 느티나무 부원장

앞서서 학습을 게을리 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시민
• 냉철한 이성만큼이나 따뜻한 가슴으로 시대의 어려움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민 역사의식과 민주주
의를 삶의 현실에서 고민하고 해결해나가려 노력하는 시민
▶ 사회와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교육
▶ 지성 감성 영성 실천의 통합, 진보 인문 행복의 배움터

시민교육 몇 장면

• 사회적 자아와 개인적 자아의 통합적 성장
▶ 앎의 즐거움, 변화의 첫걸음이다

#1. 2012년 <중동, 북아프리카 오늘과 내일> 수강생 총 20명중 남자 3명
- 이런 변화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 개선방향
▶ 배움의 공동체로서 서로 배움과 공통의 교육목표를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2. 2012, 2103년 <진보정치> <시민정치> <생활정치>를 주제로 한 교육은 왜 <근현대사교육> <세계종교의

▶ 통합적 교육: 모든 시민은 교사다, 모든 시민은 예술가다, 모든 시민은 정치가다

이해>보다 사람들이 오지 않는가
#3. <철학이 있는 민주적 진행자 워크숍>의 뜨거운 열기.
지금 시민교육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교육 내용, 방법, 관계
1. 5년간 진행 현황
| 표 1 | 2009~2013 상반기 강좌 수 및 참여인원

참여연대 느티나무 교육의 기본적 문제의식
연도

강좌 수

강의 수

참여 인원

참여 연인원

1. 시민교육의 주체들은 누구인가

2009

23

111

730

3,757

▶ 참여자, 강사, 교육기획&진행자

2010

39

205

951

4,844

2011

43

279

1,117

6,540

2012

50

329

1,045

6,370

2013 상반기

27

184

463

3,201

계:

182

1,108

4,306

24,712

• 어떤 시민참여자를 주요 참여층으로 설정하고 있는가
• 교육의 각 주체들은 어떤 질문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 교육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누구인가, 어떤 요구와 학습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 교육의 기획과 내용은, 시민들의 요구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가
• 각 주체들의 경험은 그들 스스로에게 어떤 배움과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가, 그것은 어떻게 공유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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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기획

▶ <오픈특강>

▶ 민주주의학교, 인문학교, 생활문화, 자아탐색5종 각 분야별 체계 안정

▶ <역사답사>

<민주주의학교>

5. 관계: 배움의 공동체

참여연대 센터별 정책강좌(예;복지국가와 나), 느티나무 주관 강좌(예;나의 시민정치학교), 민주주의에 관한

▶ 느티나무지기

고전인문강좌, 실천적 워크숍(예;민주적 진행자워크숍) 등으로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음. <민주주의학교>는 참

아카데미 느티나무의 적극적인 참여자들로 구성된 ‘느티나무지기’모임은 2011년 준비모임을 거쳐 현재 매

여연대에서 가장 비중 있게 요구받는 분야임. 지식중심 교육도 필요하지만, 시민들의 삶과 연결되고 밀착한 교

월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강좌모니터와 종강파티행사 기획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육이 되어야 한다는 평가가 계속되고 있음.
<인문학교>
인문학을 위한 인문학, 지적 만족을 위한 인문학이 아닌, 이 사회와 세계, 그리고 시민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

▶ 종강파티
1년에 두 번, 매 학기 종강 때마다 진행하는 종강파티는 참여자들이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음.
▶ 백인보 인터뷰

하기 위한 인문학 공부로 그 방향을 잡고 <교과서 저자와 함께 하는 한국근현대사> <문학고전> <주제별 - 종

네 명의 느티나무 참여자 기자들이 강좌 참여자, 강사, 상근자들을 인터뷰하여 아카데미 느티나무 홈페이

교, 헌법, 혁명> <삶의 인문학>으로 크게 분류하여 진행하여 왔고, 그것이 느티나무의 인문학 특성으로 자리 잡

지에 게시하고 있음. 현재 29번째 인터뷰까지 진행하였음.

고 있음.
<생활문화학교>

▶ 강좌 후속모임
▶ 나도 강사다

드로잉, 일러스트, 우쿨렐레, 사진 등 예술강좌는 시민의식이 있는 참여자들과 강사들이 참여연대만의 독특
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음.

평가, 교훈, 개선방향

자아탐색 5종세트(몸워크숍, 꿈워크숍, 내안의 의사만나기 워크숍, 스타일링워크숍, 인문학(신화/동화/예술)
는 시민들의 주체적이고 자유로운 삶의 성장을 위해 시민교육에서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평가하

▶ 참여연대 시민교육의 ‘영향력’을 어떻게 더 확대할 것인가

고 있음.

▶ 느티나무에 걸맞는 교육 체계화는 무엇인가. 대표강좌는 무엇인가
▶ (too dark & heavy) 계몽적 교육을 지양하고 어떻게 더욱 시민들의 삶과 밀착한 교육으로 만들 수 있을

3. 교육방법(배움의 문화)
▶ 지식 중심의 교육이 필요함을 부정하지 않지만, 느티나무의 교육이 강사 중심의 일방형 강의 중심에서 벗
어나기 위해 다양한 차원의 소통과 대화방법 강화하고 있음.
▶ 서로 배움의 문화로 만들기 위해 진행방법, 강사와의 소통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것인가
▶ 교육의 철학에 기초한 교육방법과 배움공동체 만들기
• 개별 교육 안에서 지성 감성 실천이 통합된 교육으로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
•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들의 서로 배움의 커뮤니티, 만남과 배움의 공간, 놀이터

▶ [민주주의학교]에서의 워크숍 강좌 개발
<소심한 사람들의 유쾌한 꼼지락 : 소리를 내면 세상이 바뀐다>(2012 가을)
<톡톡! 철학과 함께하는 민주적 진행자 워크숍>(2013 가을)

4. 그밖의 새로운 교육시도
▶ 세미나
<세미나 - 생활정치, 나도 할 수 있다고!>(2013 겨울)
<한나 아렌트와 철학하기 첫 번째 - 과거와 미래사이>(2013 가을)

첨 부 자 료

참여연대 아카데미 느티나무 2013 가을학기 프로그램

▶ 민주주의학교
[아카데미느티나무 5주년 기념특강]
09.06 대한민국 ‘정의’에 돌직구를 던지다

10.01 걱정 없이 아이 키우는 나라
10.08 	워크숍: 복지국가가 되면 내 삶은 어떻게 달
라질까요

복지국가와 나 - 내일이 두렵지 않은 삶을 위하여

톡톡! 철학과 함께하는 민주적 진행자 워크숍

▶ 시의성 특강 (참되고 참신한 참여연대 토크쇼 : 참쇼)

09.03 국가가 책임지는 노후, 가능할까요

09.07 배움과 소통의 공동체 만들기

주제 : 방송파업, 표현의 자유, 마인드맵 그리기,

09.10 아픈 만큼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

진행연습1 - 토론과 회의

09.17 집은 권리다

진행연습2 - 일상대화와 갈등

▶ 새로운 교육 참여자들을 위한 교육 개발
: <1518청소년 워크숍 : 나를 만지다>1기(2013 겨울), 2기(2013 여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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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4 민주적 소통의 원리로 철학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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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실습3 – 교육과 서로배움

10.02	농민의 나라, 농민의 중국 : 모옌 <인생은 고
달파>

일상에서 소통촉진: 나의 기획과 적용
‘나’의 시민정치학교Ⅱ–민주주의의 새로운 실험 생

LIGHT워크숍: 내 안의 의사 만나기 | 총 10회

10.16 다시, 아버지를 찾아서 : 위화 <허삼관 매혈기

▶ 굿모닝세미나

>

나를 찾아가는 스타일링 워크숍 5기 | 총 6회
삶의 길목에서 만난 동화 - 자아탐색을 위한 고전동

활정치
10.15	내가 만드는 생활정치: 왜 생활정치와 민주
주의인가
10.22	생활정치, 그것이 궁금하다: 생활정치의 쟁
점과 의문
10.29	나의 필요가 정치와 만나는 순간: 전국단위
생활정치의 가능성
11.05	우리동네 정치이야기: 지역단위 생활정치의
현실과 미래

세계 종교의 이해Ⅱ

화 다시보기 | 총 8회

09.09	힌두교의 어제와 오늘: 고대 힌두교 / 요가,

꿈 투사 워크숍: 꿈거울로 참나를 만나다 | 총 10회

바가바드기타
09.16	붓다의 삶과 가르침: 인도불교의 발전과 쇠망
09.23	동아시아의 불교: 선불교, 티벳불교, 서양불교
10.07	자이나교와 시크교
10.14	동아시아 종교, 유교: 고아 맹자 순자 / 신유
학, 유교의 오늘

11.12	우리 마을은 얼마인가: 생활정치와 예산

10.21	노자와 장자

11.19	나는 마을에서 논다: 마을공동체와 협동조합

10.28	일본 신도의 유래, 오늘의 신도

의 가능성

Body Talk워크숍: 솔직한 몸 이야기 | 총 8회

11.04	동학의 역사와 사상

11.26	워크숍: 이제 지방선거 준비해볼까
인물과 사건으로 보는 한국근현대사Ⅱ
고전으로 이해하는정치사상: 근대편

10.10	한국 근현대 100년을 이해하는 방법

11.11	왜 도덕과 정치는 분리된 것일까 - 마키아벨

10.17	민족과 반공, 그리고 남북협상

리의 <군주론>
11.18	근대 주권 국가는 어떻게 탄생했을까 - 홉스
의 <리바이어던>
11.25	어떻게 재산의 사적 소유는 정당화 됐을까 로크의 <통치론>
12.02	인간의 사회는 어떻게 불평등해졌을까 - 루
소 <사회불평등의 기원>
12.11	왜 계몽에 도덕이 필요할까 - 칸트 <계몽이

10.24	계급과 민족, 그리고 좌우합작
10.31	전장의 민중 : 금순이는 어데로 가고
11.02	답사① 전쟁의 상흔을 찾아서
11.07	권력을 향한 돌멩이질
11.14	대통령과 재야의 대통령
11.21	재벌의 탄생과 근로기준법
11.23	답사② 현대 정치의 뿌리를 찾아서 : 북촌 일
원

란 무엇인가>와 <도덕형이상학의 기초 놓기>
12.18	근대의 개인은 진정 주체적인 것일까 - 니체
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답사특강: 강화도, 한국 근대의 시작
10.19	강화도 답사: 한국 근대의 시작을 찾아서

▶ 인문학교

▶ 생활문화학교

문학으로 보는 중국현대사

쉽게 즐기는 우쿨렐레교실 | 초급 | 총 6회 | 중

09.04	노예와 혁명: 루쉰 <아Q정전>

급 | 총 6회

09.11	베이징의 희망과 절망: 라오서 <낙타상자>

배민정의 창작일러스트 3기 | 총 12회

09.25	혁명과 여성 : 딩링 <밤>, 장아링 <색, 계>

서울드로잉 6기 | 총12회 | 배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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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ands and learning objectives do they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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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for education planning and contents, how are citizen's demands incorporated?
• What kind of learning and changes occur by each entity's experience to 		

Thematic
Session 1

Case Example of Academy
Zelkova Tree of PSPD

themselves, and how are they shared?

2. What are the changes in life coming from learning?
3. Community of learning and education of learning from each other: what relationship
is established (do they grow together?)

Joo, Eun-Kyeong
Deputy-Director, Academy Zelkova Tree of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Five-year education objective of Zelkova Tree (2009-2013)
▶ Main participants expected are citizens who are concerned about issues of democracy in

the Korean society (members or potential members of the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Several scenes on civic education
#1. Three males out of total 20 students of <Today and tomorrow in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in 2012,
- What do these changes mean?
#2. Why do lesser number of people come to courses with the theme such as <Progressive
politics>, <Civic politics>, and <Life politics> than to courses like <Education on modern
history> and <Understanding of the world religion>?
#3. High heat in the <Workshop for democratic facilitators with philosophy>
What does civic education need right now?

• Citizens who objectify their experiences, who try to understand pain and 		
thoughts of those who live in a different world from themselves, and who can think
themselves
• Those who have the perspectives to think about big solidarity beyond small
differences, and those who put actions above words but before putting into action, who
are diligent about learning and who can engage in dialogues with open mind
• Citizens who can empathize with difficulties of the current era with warm heart, and
even with the cold light of reason
• Citizens who put efforts to think the awareness of history and democracy in real life
and resolve the issues related to that
• Education to resolve issues in the society and life
▶ Consolidation of intelligence, sensibility, spirituality and action, and the venue for

learning on progress, humanities and happiness

Awareness of fundamental issues in education of Zelkova Tree of PSPD
1. Who are the entities of civic education?
▶ Participant, instructor, education planner & facilitator

• Which civic participants are set as main participants?
• What are the questions and objectives that each education entity have?
• Who are the citizens who participate in the education, and what kind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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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grated growth of social-self and individual-self
▶ Joy of knowing something, it is the first step for change.

⇒ Improvement direction
▶ As a community for learning, it is necessary to shape up common objective of learning

and education with each other.
• Integrated education: All citizens are teachers, all citizens are artists, and all citizens
are politic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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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methods and relationship of education

builds a new atmosphere in civic education for independent and free growth of citizen's life.

1. Progress for the past 5 years
3. Education method (Culture of learning)

| Table 1 | Number of courses and participants during 2009~H1 2013
Year

No. of courses

No. of classes

No. of participants

No. of annual participants

2009

23

111

730

3,757

2010

39

205

951

4,844

2011

43

279

1,117

6,540

2012

50

329

1,045

6,370

2013 상반기

27

184

463

3,201

계:

182

1,108

4,306

24,712

▶ Though the need for knowledge-based education is not denied, communication and
dialogue methods at various levels are strengthened in education of Zelkova Tree to avoid
one-way lecture system by instructors.
▶ To build a culture of learning from each other, efforts are made on facilitation method
and strengthening communication with instructors.
▶ Development of workshop courses in the [Democracy School]
<Joyful wriggling of timid people: If you make a sound, the world will change> (Fall, 2012)
<Talk Talk! Workshop for democratic facilitators with philosophy> (Fall, 2013)

2. Contents/planning
▶ Stabilize the system in each area such as Democracy School, Humanities School, Life

4. Other new trials for education

culture, and 5 kinds of self exploration
▶ Seminar
<Democracy School>

<Seminar - Life politics, I can do it!>(Winter, 2013)

The system is being established with policy courses (e.g. Welfare country and me) in each

<First session on Hannah Arendt's doing philosophy - Between Past and Future> (Fall, 2013)

center of PSPD, courses organized by Zelkova Tree (e.g. My civic politics school), classic

▶ Special lecture on timeliness (True and original PSPD Talkshow: Cham-Show)

humanities course on democracy, and practical workshop (e.g. Democratic facilitator

Topic: Strike in the broadcasting industry, freedom of expression, and drawing a mind-

workshop). <Democracy School> is the area with the highest demand in PSPD. Though

map

knowledge-focused education is needed, the assessment is that in-depth education linked with
citizens' lives should be conducted.

▶ Development of education for new education participants
: <1518 Workshop for teenagers: Touch myself> Class I (Winter 2013) and Class II(Summer 2013)

<Humanities School>

▶ <Open special lectures>

The direction will be set on the Humanities that it is not just for the Humanities itself or for

▶ <Historical visit>

intellectual satisfaction, but for a study to resolve issues on citizen's life in society and the
world. It has been largely classified into <Modern Korean history together with textbook
authors>, <Classic of literature>, <Religion, Constitution, and Revolution by theme>, and <the

5. Relationship: Community of learning
▶ Zelkova Tree Keeper

Humanities of Life> and it has been settled as characteristics of the Humanities of Zelkova

Gathering of 'Zelkova Tree Keepers' with active participants of Academy Zelkova Tree has

Tree.

regular meetings every month after preparatory meeting in 2011, and it is engaged in

<Life Culture School>
Art courses such as drawing, illustration, ukulele and photography have established unique
atmosphere in PSPD by participants and instructors with awareness of citizens.
Course with five kinds of self-exploration (body workshop, dream workshop, workshop on
meeting a doctor within myself, and Humanities (myth/children's story/art) is assessed tha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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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se monitoring and party event for course wrap-up.
▶ Wrap-up party
Twice a year, whenever each semester ends, wrap-up party is planned by participants
themselves and the event is held.
▶ Interview with Baekin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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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r reporters who are participants in Zelkova Tree conduct interview with participants,
instructors, and full-time workers and the interview is posted on the homepage of the

09.14	D o p h i l o s o p h y w i t h p r i n c i p l e o n
democratic communication

Academy Zelkova Tree. As of now, 29 interviews have been done.
▶ Follow-up meeting after courses
▶ I am an instructor, too.

enlightenment - Why is morality

learning from each other

required for enlightenment? - <What is

Promoting communication through daily

enlightenment> and <the Supreme

lives: My planning and application

principle of morality> by Kant
12.18	Is modern individual really independent?

‘My’ Civic Politics School Ⅱ

▶ How to further expand the ‘influence’ of citizen education of PSPD?

: New experimental life politics of democracy

▶ What is education systematization that fits with the Zelkova Tree, and which one is the

10.15	Politics in life that I build: Why life

▶ By staying away from (too dark & heavy) enlightening education, how can we provide an

10.22	Life politics, that's what I want to know:

education that is closer to citizens’ lives?
▶ Build education method based on education philosophy and learning community
• What kind of efforts are to be made to build integrated education with intelligence,
• Learning community, venue for meetings and learning and playground amongst

life politics

09.04	Slave and revolution: <The Great war

nation's level
11.05	Story of politics in my neighborhood:
Present and future of life politics at
regional level
11.12	How much does our village cost?: Life

2013 Fall Courses

politics and budget
11.19	I play in my village: Possibility of village

▶ Democracy School

decent human being

[Special lectures celebrating the 5th year of the

10.01 	A country you can raise your child with

life?

era

09.10	A country where you can get treatment
in sickness

09.07 B uild a community for learning and
communication

Ling, <Lust, caution> Jiang A-Ring
10.02	Farmers' country, and farmers' China:
<Life is hard> Mojen
10.16	Again, looking for my father: <Chronicle
of a blood merchant> Yu Hua
Understanding religion in the world Ⅱ
09.09	Yesterday and today of Hinduism: Old
09.16	Buddha's life and teaching: Development

- <The Prince> by Machiavelli
11.18	How independent state was born? <Leviathan> by Hobbes

09.23	Buddhism in East Asia: Zen Buddhism,
Tibetan Buddhism and Western
Buddhism
10.07	Jainism and Sikhism
10.14	Religion in East Asia, Confucianism:

Facilitation practice 1 - Discussion and

properties justified? - <Two treaties of

Confucius, Mencius, and Hsun-Tzu /

meeting

Government> by Locke

New Confucianism, Confucianism of

Facilitation practice 2 - Conflict with

09.24 The poor has the right to live like a

daily conver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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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Revolution and women: <Night> Ding

11.25	H o w w a s p r i v a t e o w n e r s h i p o f

09.17 House is my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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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angji> Lao She

and decline of Buddhism in India

11.11	Why morality and politics got separated
facilitators with philosophy

09.11	Hope and despair in Beijing: <Camel

Hinduism / Yoga, Bhagavad Gita
Idea of politics understood by classics: Modern

09.03	Our later years that the Nation gets in
possible?

prepare regional elections?

country, what's going to change in my

T a l k T a l k! W o r k s h o p f o r d e m o c r a t i c

charge of caring, would that be

11.26	Workshop: Now, is this the time to

10.08 	W orkshop: If we build a welfare

no fear for tomorrow

and modern memory> Lu Hsun

community and cooperatives

no worries

Country with welfare and me - For a life with

Modern Chinese history with literature
perspectives

politics: Possibility of life politics at the

citizens for democracy

toward 'justice'

▶ Humanities School

Controversial issues and questions in
10.29	The moment that my need meets with

sensibility and practice within one individual education?

09.06	Republic of Korea, throws a fast ball

<Thus spoke Zarathustra> by Nietz

politics and democracy?

representative course?

Academy Zelkova Tree]

12.11	W h y d o w e n e e d m o r a l s i d e f o r

Facilitation practice 3 – Education and

Evaluation, lessons, and improvement direction

A t t a c h m e n t

Rousseau

12.02	How come human society become
unfair? - <The origin of inequality> by

today
10.21	Lao-tzu and Chuang-tz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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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Origin of civil religion in Japan, and

total 10 se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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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s civil religion
11.04	History and ideas of Donghak

▶ Good morning seminar
Styling workshop to search for myself, total 6

Modern Korean History II with perspectives on

session of 5 terms

figures and incidents

Fairy tale I met in my life - Review traditional

10.10	How to understand modern 100 years of

children's story for self-exploration, total 8

Korean history
10.17	Nation and anti-Communism, and
negoti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10.24	Class and n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left and right

주제세션
1

민주공원
민주시민교육 사례

sessions
Dream warrior workshop: Meet real me
through dream mirror, total 10 session
이동일
민주공원 교육문화팀장

Body talk workshop: Honest body talk, total 8
sessions

10.31	Public in the battlefield: Where did
Gumsun go?
11.02 Site visit ① Searching for scars of war
11.07	Throwing stones against the power
11.14	President and another president outside
the government

민주공원 조성 목적 : 민주시민교육과 문화예술 공간 제공

11.21	Birth of Chaebols and the Labor
Standard Act

“역사를 배우고 오늘의 우리를 다시금 되돌아 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하

11.23	Site visit ② Searching for the roots of

고, 우리가 무엇을 진행하여야 하는지를 알게 해 주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 근현대사의 발전에 결정적

modern politics: around the Bukchon

기여를 해 온 4.19민주혁명과 부마민주항쟁 및 6월민주항쟁으로 이어져 온 부산 시민의 숭고한 민주 희생 정신

(Northern village) area

을 기리고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민주공원]을 조성하고, 이를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시민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아울러 민주화의 산실인 부산의 역사적 위상을 높이고자 한다.”

Special lecture through site visit: Ganghwado,
start of modern Korean history
10.19	Site visit to Ganghwado, Searching for
the start of modern history of Korea
▶ Life Culture School
Easy-to-learn Ukuleke course, total 6 sessions
for beginners, and 6 sessions for mid-level

민주공원의 주요 교육 사업 : 다양한 교육 방법 개발
사업명
단체 방문 프로그램

• 대상 :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
• 민주주의 현장 체험 학습 프로그램

부산 근현대 원도심 체험

• 대상 : 어린이 가족
• 원도심 체험 학습 프로그램
• 민주공원, 부산근대역사관, 40계단문화관, 가톨릭센터, 부산타워, 세관박물관, 임시수도기념관, 보수
동 책방골목, 영도다리 등
※ 민주주의현장체험의 확대 : 한국 사회의 왜곡된 근대 현장(식민지 등)

sessions for three classes
Seoul drawing, total 12 session for 6 classses,
Bae Min-Jeong
LIGHT Workshop: Meet a doctor within my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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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전 연령층(주로 초중등 학생)
• 상설전시실을 중심으로 민주공원을 돌아보며 체험식 민주주의 교육 제공

교과서에 나오는 민주주의
현장체험

learners
Bae Min-Jeong's creative illustration, total 12

대상 및 내용

숲체험 교실

• 대상 : 유아, 초등 저학년 학생
• 숲 체험 활동으로 민주주의 생태 교육 프로그램
※ 민주공원의 이점 활용(숲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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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초중등 교사
• 교사와 공동 기획으로 인문학, 예술 등 연수 프로그램 진행

교사연수

전국 청소년 논술토론 한마당

5.18 청소년 역사캠프

어린이 책잔치

•
•
•
•

대상 : 만 19세 이하 대학생이 아닌 청소년
주제강연회, 논술문 심사, 캠프 형식 토론대회 등으로 청소년 교육
기획위원회와 심사위원회의 운용으로 지역 교사, 연구자, 시민운동 활동가 등의 연계 활동 확대
‘하늬’의 활동 : 하늬는 자원봉사자로서, 이전 한마당 참가자들로 다수 구성됨. 이는 한마당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역대 참가자들과 지속적인 연계성을 가질 수 있는 주요 고리가 됨. 역대 참
가자들의 참여 의지도 높음

• 대상 : 청소년 대상
• 5.18민중항쟁 기념 기간 광주의 청소년 축제(레드페스타) 결합과 답사로 오월정신 교육
• 대상 : 유아~초등 저학년 어린이 가족
• 양서협동조합 정신을 계승하여 책과 연관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어린이들이 책과 친숙해
질 수 있는 기회 제공
• 원화전 및 원화 작가와 체험, 어린이 도서 전시, 공연(빛그림 이야기, 인형극 등), 저자와의 대화, 다
양한 놀이를 동반한 책 읽는 마당 등

5회

감각을 활용한 움직임 표현과 관찰로 모둠활동 강화와 공동체의식 고취

친구이야기(너)

6회

감각을 활용한 움직임 표현과 관찰로 모둠활동 강화와 공동체의식 고취

친구이야기(너)

7회

음률에 맞춰 학교를 주제로 한 움직임 표현 및 방법의 이해

학교이야기(우리)

8회

음률에 맞춰 학교를 주제로 한 움직임 표현 및 방법의 이해

학교이야기(우리)

9회

음률에 맞춰 학교를 주제로 한 움직임 표현 및 방법의 이해

학교이야기(우리)

10회

음률에 맞춰 학교를 주제로 한 움직임 표현 및 방법의 이해

학교이야기(우리)

11회

현장 체험을 통한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 및 공연에 대한 경험

현장체험(민주공원)

12회

현장 체험을 통한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 및 공연에 대한 경험

현장체험(민주공원)

3) 2012년 평가
• 대상 : 전 연령층(전시에 따라 다름)
• 시기에 따라, 예술 작품, 체험 프로그램 등을 기획, 전시
※ 민주공원 이점 활용(전시실)

기획전시

찾아가는 예술놀이터

▶ 개요
• 기간 : 2012년 4월~6월(12주), 2012년 9월~12월(12주)
• 장소 : 송도초등학교, 토성초등학교, 협력 공부방, 금샘지역 아동센터, 민주공원

• 대상 : 지역 아동센터 교사, 풀뿌리 단체 활동가
• 2012년 사업 평가에 기초하여 예술놀이터 강사진 육성 프로그램으로 진행

• 내용 : ‘몸과 맘이 어울리는 감성예술교육’을 매주 토요일 4회씩 6개 학교에서 순차 진행
• 대상 : 초등학생 1~3학년 또는 4~6학년
• 목적

새로운 방법을 시도 중인 교육 사례 : 찾아가는 예술놀이터(2012~2013)

- 주5일제 수업에 맞춘 문화예술교육 저변 확대
-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전범 마련

1) 프로그램의 특징 : 움직임을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분야를 수동적 관람이 아닌 직접적 참가를 통해 자기표

- 민주공원 및 유관 문화공간 활용 사례 마련

현의 방법으로 창작한다. 그 내용을 교육 대상자들과 공유하면서 체험과 탐구를 통해 자기 존재의 근본적
변화를 경험, 성장 할 수 있도록 한다.

▶ 성과와 계승

• 몸과 마음이 자랄 수 있는 예술적 경험으로, 일상생활에서 찾을 수 있는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기초
능력 함양
• 생각과 느낌을 친구들과 함께 하는 모둠활동으로 표현
• 몸과 맘의 표현과 반응 속에서 민주주의 가치를 미적으로 체험
2) 프로그램의 예
차시

88

개괄

내용

1회

신체 기초감각 익히기

몸인사(나)

2회

신체 기초감각 익히기

몸인사(나)

3회

신체 기초감각 익히기

몸인사(나)

4회

감각을 활용한 움직임 표현과 관찰로 모둠활동 강화와 공동체의식 고취

친구이야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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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계승, 확대, 강화 방안

1. 주
 5일제 수업에 맞춘 문화예술교육 저변 확대 : 초등학
교 보다는 피교육자의 조직도가 보장되는 지역아동센터
등의 사회교육기관의 가능성 발견
2.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전범 마련 : 무용(움직
임)을 통한 예술교육이라는 새로운 예술교육 매소드의 발
견
3. 민주공원 및 유관 문화공간 활용 사례 마련 : 민주공원
극장 공간 탐방의 체험교육 가능성 모색
4. 예술놀이터 워크샵 반응 아주 좋음 : 예술놀이터 강사,
문화예술교육전문가, 시행기관 종사자 대상 참여형 워크
샵 반응 좋음

1. 주
 5일제 수업에 맞춘 문화예술교육 저변 확대 : 하반기에는
금샘지역아동센터에서 12회 동안 진행 예정
2.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전범 마련 : 4회 정도
의 커리큘럼에서 나아가 하반기에는 12회 정도의 커리큘럼
으로 전면화 모색
3. 민주공원 및 유관 문화공간 활용 사례 마련 : 민주공원 극
장 탐방 및 체험교육 프로그램 2회 이상 확대
4. 지역아동센터 등의 교사를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교육 프로
그램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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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계와 오류
2

한계 및 오류

계승, 확대, 강화 방안

1. 주
 5일제 수업에 맞춘 문화예술교육 저변 확대 : 현장의
학교와 공동기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찾아가는 형태
의 예술교육은 진행이 어려움
2.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전범 마련 : 4회 정
도의 커리큘럼으로는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정도의 구체성 확보 힘듬
3. 민주공원 및 유관 문화공간 활용 사례 마련 : 민주공원
극장 탐방할 경우, 전담 인력이 확보되어야 함

1. 주
 5일제 수업에 맞춘 문화예술교육 저변 확대 : 사회교육기
관과의 공동기획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2.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전범 마련 : 예술놀이
터 워크샵을 통해 메소드를 보강하고 회차를 12회 이상 진
행하는 장기 밀착 교육프로그램 전환 필요
3. 민주공원 및 유관 문화공간 활용 사례 마련 : 전담인력 확
보 또는 체험매뉴얼 및 교육을 통해 강사/기획자가 진행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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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Study of Democratic
Thematic
Session 1

: Civic Education of Democracy Park

Lee, Dong-Il
Education/Culture Team Leader, Democracy Park

▶ 주요 과제 : 무엇보다도 예술교육의 경우, 수혜기관의 교육목표에 발맞춘 교육 방법을 실현할 예술 강사
의 수급/양성이 안정적으로 되어야 함
4) 2013년 개요
▶ 기간 : 2013년 4월~6월(12주), 9월~11월(12주)
▶ 장소 : 청소년문화공간 ‘모모’ / 부산 사하구 풀뿌리 운동 단체 ‘(사)부산희망나눔’ / 민주공원 작은방
▶ 내용 : ‘몸과 맘이 어울리는 감성예술교육’을 12주씩 상하반기 두 번 나누어 진행
▶ 대상 : 풀뿌리네트워크 활동가 및 지역아동센터 교사
▶ 목적
•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전범 마련
• 강사 양성 : ‘2012 찾아가는 얼렁뚱땅 예술놀이터’의 한계와 성과를 바탕으로 풀뿌리네트워크 활동가 및
지역아동센터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재편하여 구성

Purpose of Democracy Park: To provide venue for democratic-civic
education and cultural art
“Setting up a venue to learn history and look back on what we are today will be a great help
to connect us to the past, present and future and let us know what to do going forward.
[Democracy Park] is set up to commemorate, inherit and develop the noble spirit of sacrifice
for democracy made by Busan Citizens carried over from 4.19 Democratic Revolution, Busan
and Masan Democratic Movement, and June Movement for Democratization, which made a
critical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Koreaʼs modern history. By leveraging the Park as a
venue for living education on history, it will enhance the citizenʼs pride and at the same time to
level up the historic status of Busan, the cradle of democratization.”

Major education projects of Democracy Park: Development of various
Project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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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gets and details

Group visit program

• Target: All age group (mainly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 Provide experience-based democracy education, by looking around the Democracy Park,
mainly permanent exhibition

Field experience in
democracy, published in
textbooks

• Target: Upper grade students in elementary school
• Field experience learning program of democracy

2013 Seoul Democracy Forum_ Peace, Development, and Democracy in Asia

91

Experience in the original
city center of Busan’s
modern history

• Target: Children’s family
• Experience learning program of the original downtown
• Democracy Park, Busan Modern History Museum, 40-Stair Cultural Center, Catholic Center,
Busan Tower, Busan Customs Museum, Provision Capital Memorial Hall, Bookstore Alley in
Bosu-dong, Yeongdo Bridge, etc.
※E
 xpansion of field experience on democracy: Sites of distorted modern history of the Korean
society (e.g. colony)

Forest experience class

• Target: Preschoolers and lower grade students at elementary school
• Ecological education program on democracy through forest experience activities
※U
 se of advantages of Democracy Park (forest environment)

Training for teachers

• Target: Teachers at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 Conduct training program on humanities and art through joint planning with teachers

Nationwide Grand Debate
for Youth

• Target: Youth, not college students, aged 19 or below
• Youth education through lecture with topic, essay review, debate contest of camp format
• T hrough operation of Planning and Review Committees, expand joint activities with
teachers,researchers, and civic activists
• Activities of ‘Haneui’: Haneui is a volunteer, and it is formed with former participants in the
Hanmadang. It is a good continuous connection with former participants, not just being
finished at one time. Former participants’ willingness to participate is high.

5.18 History Camp for
Youth

• Target: Youth
•E
 ducation on May spirit through joint activities and visit to Gwangju Youth Festival (Red Festa)
during commemorative period of 5.18 Democratic Movement

Children’s Book Festival

• Target: Family of preschoolers and lower grade children of elementary school
•C
 arry out various programs related to books by succeeding the spirit of Book Cooperatives,
and provide opportunities for children to get familiar with books
•E
 xperience of original painting and painters, children’s book exhibition, concerts (story on light
painting, puppet show, etc.) dialogue with authors, book-reading with various games, etc.

Special Exhibitions

Outreach art playground

• Target: All age groups (depending on exhibitions)
• Special exhibitions with artworks and experience programs depending on timing
※ Leverage the advantages of Democracy Park (Exhibition rooms)
• Target: Teachers at regional children’s center,
and grassroots group activists
• Conduct as a program to foster instructers for
art playground based on 2012 project assessment

education methods
Education examples trying new methods: Outreach art playground
(2012~2013)

• Through artistic experience that can grow body and mind, enhance fundamental
capabilities to recognize and resolve problems identified in everyday lives
• Express thoughts and feelings through group activities with friends
• Experience the value of democracy esthetically through expression in body and mind and
reactions
2) Program examples
Sessions

Overview

Details

1st

Learn the basic sense of body

Greetings with body (Me)

2nd

Learn the basic sense of body

Body greetings (Me)

3rd

Learn the basic sense of body

Body greetings (Me)

4th

Strengthen group activities and instill community awareness through
expression and observation of movement using senses

Friend’s story (You)

5th

Strengthen group activities and instill community awareness through
expression and observation of movement using senses

Friend’s story (You)

6th

Strengthen group activities and instill community awareness through
expression and observation of movement using senses

Friend’s story (You)

7th

Understand expression and method of movement based on topics
of school in line with tune

Story of school (We)

8th

Understand expression and method of movement based on topics
of school in line with tune

Story of school (We)

9th

Understand expression and method of movement based on topics
of school in line with tune

Story of school (We)

10th

Understand expression and method of movement based on topics
of school in line with tune

Story of school (We)

11th

Understand cultural art through field experience and experience
performances

Field experience (Democracy
Park)

12th

Understand cultural art through field experience and experience
performances

Field experience (Democracy
Park)

3) Evaluation of Year 2012
▶ Overview
• Timeline: April ~ June (12 weeks), September ~ December 2012 (12 weeks)

1) Program features: As for cultural art area, it will be created in self-expression method
through in-person participation, not through passive viewing. It will allow to experience
fundamental changes of one's existence and grow through experience and research by
sharing the details with other people in the education s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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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nue: Songdo Elementary School, Tosung Elementary School, Cooperative Studyroom,
Geumsaem Region Children's Center, and Democracy Park
• Contents: 'Emotional Art Education with body and mind combined' to be consecutively
done in 6 schools, four times every Satur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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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rget: 1st ~ 3rd Grades or 4th ~ 6th Grades of elementary school

▶ Limitation and errors

• Purpose
- Expand the basis of cultural art education in line with 5-day school week system

▶ Major tasks: As for art education, more than anything else, supply and training of art

- Set up a model for democratic-civic education through cultural art education

teachers who will implement education methods in line with education objectives of

- Build cases of using Democracy Park and related cultural space

beneficiary institutions is necessary.

▶ Outcome

Overview of Year 2013
Outcome

Succession, expansion, and reinforcement plans

1. E
 xpand the basis of cultural art education in line with
5-day school week system: Identify possibilities of social
education institutions such as regional children’s center
with educatee’s level of organization guaranteed, than in
elementary school

1. Expand the basis of cultural art education in line
with 5-day school week system: to be conducted 12
times in Geumsaem Region Children’s Center in H2

2. S
 et up a model for democratic-civic education through
cultural art education: Identify a new method of art
education through dancing (movement)
3. B
 uild cases of using Democracy Park and related cultural
space: Explore possibilities of experience education such
as visiting theater space in the Democracy Park
4. V
 ery good feedback on workshops of art playground:
Good reaction on participatory workshops for teachers
in art playground, experts of cultural art education, and
those engaged in implementation institutions

▶ Timeline: April ~ June (12 weeks) and September ~ November (12 weeks) 2013
▶ Venue: ‘MoMo’ as cultural space for the youth, ‘Busan Hope Sharing (Heemangnanoom),’

2. S
 et up a model for democratic-civic education
through cultural art education: After curriculum of 4
sessions, it may expand in full scale into 12 session
curriculum in H2
3. B
 uild cases of using Democracy Park and
related cultural space: Expand visit program to
the Democracy Park and experience education
program by 2 sessions or more

a grassroots movement group in Sahagu, Busan, and Small Room in Democracy Park
▶ Contents: ‘Emotional Art Education with body and mind combined’ to be conducted for 12
weeks both in the first and second half
▶ Targets: Activists of Grassroots Network and teachers in regional children’s center
▶ Purpose
• Build a model for democratic-civic education through cultural art education
• Training of instructors: Based on limitations and result of ‘Ulreongtungdang Outreach Art
Playground in 2012’ it is to be realigned and constructed into a cultural art education
program for grass-roots network activists and teachers in regional children’s center.

4. R
 aise the need for cultural art education program
targeting teachers in regional children’s center

▶ Outcome and succession
Limitation and errors

1. E
 xpand the basis of cultural art education in line with
5-day school week system: If joint planning with schools
in the field is not done, art education of outreach type
would be difficult to carry out
2. S
 et up a model for democratic-civic education through
cultural art education: Curriculum with 4 sessions
would be difficult to acquire concreteness satisfying the
education purpose of democratic-civic education
3. B
 uild cases of using Democracy Park and related cultural
space: As for visits to theater in the Democracy Park,
there should be dedicated personnel

94

2013 서울민주주의포럼_아시아의 평화, 개발, 민주주의

Alternatives
1. E
 xpand the basis of cultural art education in line
with 5-day school week system: It would be
desirable to carry out through joint planning with
social education institutions
2. S
 et up a model for democratic-civic education
through cultural art education: Reinforce the method
through art playground workshop and conversion
into long-term in-depth education program
3. B
 uild cases of using Democracy Park and related
cultural space: Instructor/planner should be in
charge by acquiring dedicated personnel or
through experience manual and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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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 백성이 아닌 근대적 의미의 시민이라 할 수 있는 ‘신민(新民. new people)’을 양성하고자 했다. 흥사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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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초기부터 신민(新民)을 기르기 위한 방안으로 인격훈력, 단결(조직)훈련, 공민(公民)훈련(민주시민교육)을
제시하고 실천했다. 당시 이렇게 다차원적인 훈련(교육)을 실시한 사례는 드물 것이다. 또한 엄혹한 시기임에도

주제세션
1

흥사단 민주시민교육의
1)
흐름과 과제

불구하고 대중잡지인 <동광> 발간, 강연회, 토론회 등을 통해 민족의식을 북돋우며 근대화 흐름을 이해하게 하
는 교육을 실시했다. 여기서 눈여겨 봐야할 것은 ‘동맹수련’이라는 교육방식이다. 개인 혼자서 수련하는 것이 아
니라 단우(회원)들이 공동으로 학습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공동의 목적의식을 확인하고, 실천 의지를 강화
하는 수련방식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시민의식교육 시기(1945∼1980년대 후반)
문성근
흥사단 기획국장

해방 이후 민주주의 시련기에는 주로 지식전달형(Knowledge Delivery) 시민교육을 실시했다. 민주시민으
로서의 교양과 의식을 함양하면서 독재 정권에 저항하는 내용의 시민교육을 실시했다. 간친회(좌담회)와 초독
회(抄讀會, 독서토론회 성격)를 통해 기초적인 단우 학습을 했다. 이 시기에 ‘금요개척자강좌’라는 우리 근현대
사에서 독보적인 대중강좌가 실시되었다. 1954년 4월에 시작한 금요개척자강좌는 시민과 학생의 교양증진, 시
민의식 함양을 했으며, 민주주의 의념 확산에 지대한 기여를 했다. 흥사단하면 금요개척자강좌를 떠올릴 정도
로 대표 브랜드가 되었다. 1998년까지 1,430회 진행되었는데, 사회에 미친 영향력이나 지속성 측면에서 당대

“모진 돌이나 둥근 돌이나 다 쓰이는 곳이 있는 법이니, 다른 사람의 성격이 나와 같지 않다 하여 나무랄 것이

최고의 시민교육 프로그램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서울지부에서도 1959년 3월부터 매주 2회씩 국민교양강좌

아니다.”, “우리는 자유의 인민이니 결코 노예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우리를 명령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각

를 실시했는데 매회 300여명이 참여했을 정도로 큰 관심을 끌었다. 4.19혁명의 기폭제 역할을 했던 종합시사지

자의 양심과 이성뿐이라야 할 것이다. 결코 어떤 개인이나 어떤 단체에 맹종하여서는 안 된다.”

<새벽> 창간(1954년), 기관지 <기러기> 창간(1964년), 흥사단출판부 등록(1983년)을 통한 30여종의 도서 발간
도 시민교육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도산 안창호(흥사단 설립자, 1878∼1938)

한편 단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주창된 아카데미 운동도 청소년·청년교육에 큰 영향을 미쳤다. 설립 초기
에는 담당 교사·교수에 의한 지도로 교육이 진행되었으나, 점차 경험이 누적되고 커리큘럼이 정교화되면서 자

흥사단은 일본제국주의 침략시기인 1913년 독립을 위한 운동단체로 창립되었다. 당시 흥사단은 독립전쟁 준
비, 임시정부 지원, 민중에 대한 민족의식과 근대의식을 키우는 교육 등을 전개했다. 특히 인물양성에 큰 역점
을 두고 교육에 힘썼다. 해방부터 군사독재 기간에는 민주주의 의식을 확산시키는 교육을 실시했다. 전반적으
로 전달 중심의 교육이었지만, 대학생(아카데미) 회원을 중심으로 자발적 의식 교육이 확산되었다. 1980년대
후반, 민주주의 확산과 함께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방법에서도 독일의
참여식 교육방법을 도입하여 본격적인 민주시민교육 펼쳤다. 이 글에서는 흥사단의 시민교육의 역사적 흐름과
민주시민교육 사례를 분야별로 살펴보고, 간략히 발전을 위한 과제를 언급하고자 한다.

민족주의·계몽주의교육 시기(1913∼1945)
창립자 도산 안창호는 완전한 독립과 복된 민주공화국, 전 인류의 완전한 행복을 추구했다. 이를 위해 전근

율적 학습 분위기 조성되었다. 특히 대학아카데미는 자체 학습을 통한 의식화 교육으로 발전하고, 독재 정권에
저항하는 학생운동 주요 세력으로 부상한다. 아카데미 회원들은 대체로 세계관의 변화를 모색하는 철학과 사회
과학적 방법론에 대한 학습, 한국 근대사 학습을 통한 민족운동에 대한 이해, 한국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이해하
는 정치경제학 및 사회철학 학습을 통해 실천적 지성인으로 성장했다. 학습공동체를 형성하며 야학운동에 투신
하는 등 학습과 실천을 병행했다는 점에서도 아카데미운동의 사회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민주시민교육 시기(1980년대 후반 이후)
1980년대 후반 민주화 운동과 1991년 지방자치 실시로 많은 시민단체가 생겨나는 등 시민사회 진영이 변하
자, 흥사단도 대중적 시민운동에 나서게 된다. 시민교육에서도 민주주의 기본 정신과 시민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민주시민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했다. 민주시민교육은 다양성과 통합성의 조화, 참여성, 자발성, 문제해
결 능력 배양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이전 교육과는 차별성이 있다. 1990년대 후반, 주요 시민단체들이 독일의
정치교육(Politische Bildung) 방법론을 도입하여 다양한 시민교육에 접목시키면서, 기존의 지식전달 교육에서

1) 흥사단 기관지 <기러기> 2013년 9·10월호에 필자가 쓴 원고를 토대로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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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생산(Knowledge Creation) 교육으로 전환하게 된다. 단 내에서도 전문 교육을 받고 학습을 한 활동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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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심이 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방법을 발전시켜 단우, 시민,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시민을 위한 교육을 초보적인 단계에서나마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 밖에 수요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 마련, 교육기관과의 연계교육 모델 개발, 교육 콘텐츠

분야별 민주시민교육(평화·통일, 투명, 인권, 역사 등)

심화, 내부 전문가 양성 등이 필요하다.
100여 년 전 도산 안창호 선생이 구상한 신민(新民)은 시민적 역량을 가진 사람이었다. 시민적 역량이란 민

위 민주시민교육시기에 설립된 3대운동본부의 등장은 흥사단의 시민교육을 보다 풍성한 내용과 전문적 방법
으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했다.
민족통일운동본부는 향후 통일 한반도의 주요 구성원이 될 청소년과 시민이 평화와 통일을 보다 친근하게 느

주주주 원리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이다. 여기에는 정치교육이 필수적이다. 정치기피증으로 인해 정치교육
까지 외면해서는 진정한 시민교육을 전개해 나갈 수 없다. 요즘같이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 올
바른 정치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 진다.

끼고 객관적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청소년 평화·통일교육 전문가 양성, 찾아
가는 청소년 평화·통일 교육, 대학생통일아카데미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준비하고 있다. 무엇보다 (2013년 9월 현재) 136회째 실시한 금요통일포럼은 통일분야에서 가장 전통있
는 포럼으로 인정받고 있다.
투명사회운동본부는 정직을 바탕으로 시민·청소년에게 투명한 사회의 가치를 일깨워주고 공정한 사회에 대
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교육을 하고 있다. 투명교사 양성 과정, 교실로 찾아가는 투명교육, 투명토론회 등을 실
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시 강동교육지원청과 MOU를 체결하여 정규 도덕교과 시간에 투명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타 교육지원청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운동본부는 민주주의 핵심 요소인 인권과 다양성 존중의 가치를 습득하고, 사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하고 있다. 청소년 인권포럼 비롯하여 인권교육 전문가 양성, 청소년교육·평생교육 전
공 대학생들을 위한 실습교육, 정책포럼 등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민주시민교육전문가 과정과 시민단체
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기법 교육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각 지부에서도 지역의 특색에 맞게 지역의제, 지역현안, 환경, 역사,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주민·청소년
들과 함께하는 교육을 하고 있다. 본부에서는 올바른 가치관과 역사의식·사명감을 바탕으로 인류평화와 사회
의 발전을 위해 헌신할 인물 양성을 위해 미래사회리더스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였으며, 시민역사강좌
를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다.

흥사단 시민교육의 나아갈 방향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흥사단은 100년의 역사에서 꾸준하게 시민교육을 해왔다.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다양
한 영역에서 풍성하게 시민교육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 이념과 시민교육 기본원칙 토대 위에 흥사
단 정신이 녹아 있어야 하며, 일정한 방향성이 있어야 한다. 기본원칙을 준수하면서도 다양한 교육이 이뤄질 때
시민교육은 풍성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흥사단 발전의 중추역할을 한 아카데미 교육에 있어서도 철학적 고민이
더 수반되어야 한다. 어떠한 인물을, 어떤 방법으로 키울까에 대한 충분한 합의와 이를 수행할 전문성이 담보되
어야 한다. 지부와 운동본부에서는 보다 시민 밀착형 교육을 고민하고,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전
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흥사단은 역사적 경험(일제 식민지, 분단) 때문에 아직 ‘민족’을 중심개념으로 사고하고 있다. 열린 민족주의
를 표방하더라도 이는 자아(自我)와 타자(他者)를 구별하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새로운 100년의 길을 나
서는 흥사단은 민족을 넘어 동아시아, 지구촌으로 시야를 확대해야 한다. 그들과 함께 동아시아 시민, 지구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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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aims to review the history of citizenship education and cases of democratic citize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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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of and Challenges in
Democratic Citizenship 1)
Education of Hung Sa Dan

education of Hung Sa Dan by area; and briefly define initiatives for development.

Period of Education of Nationalism and Enlightenment (from 1913 to 1945)
Founder Ahn Chang-Ho pursued the complete independence of the nation, the blessed
democratic republic and complete happiness of mankind. To this end, he tried to develop new
people who are citizens as the modern term. Hung Sa Dan, since the early period of
establishment, has provided and implemented education for development of personality,
unification (organization) and citizenship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in order to develop

Moon, Sung-Kun
General Manager, Young Korean Academy

new people. It was a rare case of multi-dimensional education in those days. In addition, Hung
Sa Dan provided education to improve the national consciousness and understanding on the
course of modernization through publication of a magazine “Donggwang,” lectures and
discussions, despite the harsh reality of those days. What is remarkable was the method of
education called “Solidarity Lectures.” The method of education where members, rather than
individuals, jointly learn and discuss to affirm the shared purpose and reinforce the

“Sharp stones and rounded stones have their own purposes. We should not blame others with
different characters.”, “We are the free people, so we must not be slavish. We must obey our own
conscience and reason only. We must not blindly follow an individual or a group.”
Dosan Ahn Chang-Ho(1878∼1938, Founder of Hung Sa Dan)

commitment has lasted ever since.

Period of Citizenship Education (from 1945 to the Late 1980s)
During the period when democracy suffered after the liberation, citizenship education was
provided in the form of knowledge delivery. Citizenship education was provided for
development of knowledge and consciousness as democratic citizens and resist the dictatorial

Hung Sa Dan (Young Korean Academy) was founded as a national campaign organization for

government. Basic education for members was conducted through symposiums and reading

the independence of Korea in 1913, when Korea was under the Japanese colonial rule. Hung Sa

clubs. The unrivaled lecture series for the public in the modern history of Korea, called “Friday

Dan prepared for the war for the independence of the nation; supported the temporary

Lectures for Pioneers,” were operated during the period. The lectures which began in April

government of Korea; and educated the public to improve the national consciousness and the

1954 helped citizens and students develop knowledge and citizenship, and significantly

modern consciousness. It especially focused on development of leaders. Its education aimed to

contributed to promotion of the democratic ideology. The lectures became an icon of Hung Sa

improve the democratic awareness during the period from liberation of the country to the

Dan. The lectures were delivered 1,430 times by 1998, and the lectures can be recognized as the

military dictatorship. Overall, education was provided in the form of knowledge delivery, while

best citizenship education program of the time in terms of influence on the society and

the voluntary movement was made mainly by members of the Academy (college students). In

sustainability. Seoul Branch delivered lectures for the public twice per week from March 1959,

the late 1980s, Hung Sa Dan provided education to reinforce competencies of democratic

and the lectures became so popular that every lecture was attended by over 300 people. In

citizens while promoting democracy. As the methodology of education, the participatory

terms of citizenship education, Hung Sa Dan also made meaningful achievements including

education of Germany was adopted for full-fledged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This

publication of the magazine titled “Saebyuk” which ignited the April 19th Revolution (1954),
publication of the newsletter “Gireogi” (1964) and publication of over 30 books after registration
of Hung Sa Dan Publishing (1983).

1) Based on the article I published at 2013 September and October issues of Gireogi, the newsletter of Hung Sa 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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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while, the academy movement launched to commemorate the 50th anniversary of Hung

The National Unification Movement Headquarters has provided citizenship education in

Sa Dan also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education of youth. Instructors and professors

order for citizens and youth as future leaders of the unified Korean peninsula to get familiar to

delivered classes at the initial stage, but the culture of self-motivated learning thrived as

the concepts of peace and national unification and take objective perspectives. Its activities

experiences were gained and the curriculum that was more sophisticated was adopted. In

include development of experts in peace and national unification education for youth; visiting

particular, the Academy consisting of college students developed education for consciousness

peace and national unification education for youth; and national unification academy for

raising, and emerged as a major student movement camp resisting the dictatorial government.

college students. It has recently developed the education program for children, and especially

Members of the Academy grew themselves into practical intellectuals by studying the

Friday National Unification Forum, held 136 times as of September 2013, is being recognized as

philosophical ideas and methodologies of social sciences driving the changes of the view of the

one of the most prestigious forums in terms of national unification.

world; understanding the national movement by studying the modern history of Korea; and

The Transparent Society Movement Headquarters promotes the value of the transparent

studying political economy and social philosophy to understand the structural imbalance of the

society among citizens and youth, based on integrity as the core value; and improves the

Korean society. The movement of the Academy is socially meaningful in a sense that members

awareness on the fair society. Its activities include operation of the transparent teacher

pursued both studies and practices by organizing the learning community and operating the

development program; visiting education on transparency for schools; and the forum on

night school movement.

transparency. The Headquarters has recently entered into an MOU with Seoul Gangdong
District Office of Education and operated classes on transparency during the regular Ethics

Period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from the Late 1980s)

courses. It is expected that other offices of education will follow the suit of Gangdong District
Office education on transparency.

As the civil society circle changed due to the growth of civil organizations caused by the

The Education Reform and Youth Movement Headquarters provides education, in order to

democratic movement in the late 1980s and adoption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in 1991,

promote the value of human rights and respect for diversity, which are the core elements of

Hung Sa Dan launched the civil movement for the public. Hung Sa Dan, as part of its

democracy and to enable citizens to voluntarily solve social issues. In addition to youth human

citizenship education, provided full-fledged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with the aim of

rights forum, the Headquarters has operated courses for development of experts in human

developing the awareness on democracy and competencies of citizens. Democratic citizenship

rights education; practices for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youth education and lifelong

education is differentiated with previous education in a sense that it focuses on the harmony of

education; and the policy forum. The Headquarters has recently focused on operation of the

diversity and integrity; participation; spontaneity; and development of problem-solving skills.

courses for experts in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and the courses on program techniques

In the late 1990s, major civil organizations adopted and applied the methodology of Politische

for civil activists.

Bildung of Germany to diverse forms of citizenship education, and the existing form of

Local branches of Hung Sa Dan also provide localized education services for residents and

education of knowledge delivery was replaced with education for knowledge creation. The

youth in diverse areas including local agenda, local issues, environment, history and culture.

methods of education were developed for diverse areas mainly by activists who have been

The Headquarters continuously operated history classes for citizens; and developed and

professionally educated at Hung Sa Dan, and education for members of Hung Sa Dan, citizens

promoted the program for future leaders of the society, in order to develop the leaders who will

and youth was provided.

dedicate themselves to peace and development of the society, based on values, historical sense
and commitment.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by Area (Peace & National Unification,
Transparency, Human Rights, History, etc.)

Direction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of Hung Sa Dan

The three movement headquarters established during the above period of democratic

As seen in the above, Hung Sa Dan has been committed to education for citizens throughout

citizenship education further developed citizenship education of Hung Sa Dan with broader

its history for a century. It is providing citizens with learning opportunities in diverse sectors

topics and more professional methods.

at the national level. The spirits of Hung Sa Dan must be infused into the democratic ide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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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principles of citizenship education; and all education activities must progress toward a
shared direction, as citizenship education will prosper only when diversity in education is

주제세션 1.
민주시민교육: 그 철학과 교훈

guaranteed based on the common principles. In relation to education at the Academy, which
has driven development of Hung Sa Dan, more philosophical considerations should be made.

발표자

Members of Hung Sa Dan should reach a consensus on targets and methods of education; and

Speaker

professional skills to develop leaders should be secured. The local offices and the Movement
Headquarters should consider the way to improve citizens’ access to education. To this end,

박선영

2008년 9월 ~ 현재, 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학력

proper programs should be continuously developed.

2007년 7월 영국 버밍엄대학교 박사

Hung Sa Dan still focuses on the nation as a key concept due to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연구분야

Korea (Japanese colonial rule and division of the nation). Even though Hung Sa Dan pursues

청소년시민교육, 글로벌 시민성, 청소년활동, 청소년지도, 다문화청소년, 청소년국제교류, 유럽연합 청소년정책

the open nationalism, it still has the limit as it distinguishes self with others. In its journey for
the next century, Hung Sa Dan needs to broaden its perspective to East Asia and the globe,
beyond the nation. It should develop education for citizens of East Asia and global citizens even

Park,
Sun-young

Current Position
Professor, Dongseo University, Korea
Education

at the early stage.

Ph.D in Education, The University of Birmingham, UK (July, 2007)

In addition, Hung Sa Dan needs to develop the measures to facilitate voluntary participation

Research interests

of citizens, develop the education model in partnerships with other education organizations,

Citizenship education for young people, Global citizenship, Youth work, Immigrant youth. International

develop more sophisticated educational contents and develop internal experts.

youth exchange programmes, EU Youth Policies)

New People defined by Dosan Ahn Chang-Ho over a century ago referred to those who are
equipped with competencies as citizens. Those who have competencies as citizens understand
and live up to principles of democracy. We cannot understand and pursue democracy without
political education. We cannot provide true citizenship education if we neglect political

삼손 살라맛

현재 파키스탄 인권교육 센터의 센터장으로 재직 중이다. 파키스탄 인권교육 센터는 교육을 통해 인권 문화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인권단체이다. 삼손 살라맛 센터장은 젊은 인권 옹호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집중하고 있

education due to the so-called “politics phobia.” The need for decent political education is more

으며, 시민사회 네트워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종교적 소수자 및 파키스탄 내 고립된 지역의 인권을 위

urgent than ever before, given the reality where democracy is being ruined.

해 옹호 활동 및 로비 활동을 하고 있다.
삼손 살라맛 센터장은 여성 폭력 근절 활동을 하는Mukhtar Mai Women’s Welfare Organization에서 프로그램
매니저로 재직하였고, 정의와 평화를 위한 위원회에서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로 활동하였다.

Samson
Salamat

Samson Salamat is currently the Executive Director of the Centre for Human Rights Education –
Pakistan. a human rights organization working to promote human rights culture through educational
initiatives. He works to build the capacity of young human rights defenders and promote networking
with other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s well as advocate and lobby on human rights, particularly on the
rights of the religious minorities and other marginalized communities in Pakistan.
Samson Salamat has previously held positions as a program manager at the Mukhtar Mai Women’
s Welfare Organization, focusing on end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program coordinator at the
National Commission for Justice and Peace (a human rights body, established by the Pakistan Catholic
Bishops’ Conference) in Lah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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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
Discussant
Sungkonghoe University

주은경

주요 활동

1994-2008: broadcasting writer (documentary, current affairs debate)

2009-현재: 참여연대 아카데미 느티나무 부원장

1987-1993: Labor Movement and Labor Education Organization

1999-2004: 성공회대 사회교육원 기획실장(노동대학, 교사아카데미)

1980: Labor Night School

1994-2008: 방송구성작가(다큐, 시사토론)
1987-1993: 노동운동, 노동교육단체
1980: 노동 야학
논저
전환기의 필리핀(일빛, 1993)

압디(예니)
수리야닌가티

압디 수리야닌가티는 현재 민주주의를 위한 인도네시아 시민 단체 연맹인 YAPPIKA의 이사이다. 또한 예산 투
명성 인도네시아 포럼 단체 협의회 멤버이기도 하다. 그녀는 ‘시민사회의 인덱스 – 시민사회의 건전성 측정을

독일정치교육 현장을 가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8)

위한 자아 평가 도구’의 저자이며, 인도네시아의 다양한 지역에서 시민사회 건전성을 측정을 촉진하는 활동을

스웨덴, 시민교육 현장 탐방기(시민교육,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0)

하고 있다. 국제 영역에서 압디는 CIVICUS의 회원, LEAD 펠로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민주주의 공동체
를 위한 시민사회 포럼 활동을 하고 있다.

JOO,
Eun-kyung

Experiences
2009~ Deputy Director, PSPS Academy, Korea
1999-2004: Director of Planning Dept.,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

Abdi(Yenni)
Suryaningati

Abdi Suryaningati is the Board of YAPPIKA-the Indonesian Civil Society Alliance for Democracy and also
a member of the National Council for FITRA–the Indonesian Forum for Budget Transparency. She wrote
and edited books on “Index of Civil Society (ICS) – A Self-Assessment Tool to Assess the Health of
Civil Society” and is still active to facilitate assessments on the health of civil society in various districts
in Indonesia.

이동일

학력
동아대학교 사학과 박사과정 수료(한국현대사)

At the international fora, she is a member of CIVICUS, a LEAD fellow, and also actively involved in
the Civil Society Forum for Community Democracy in the Asia-Pacific Region (the World Forum for
Democracy in Asia – WFDA)

논저
1. 논문 : <1948~49년 반민특위의 구성과 피의자 기소내용에 관한 분석>, 동아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6
2. 공저 : 부산경남역사연구소, <한국사와 한국인 -근현대편>, 선인, 2003
3. 공저 : 부산경남역사연구소, <시민을 위한 부산의 역사>, 선인, 2003

LEE, Dong-il

Current Position
1999~ Lecturer, Dong-a University,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2007~ Leader of education and culture team, Democracy Park
Education
Ph.D in Sociology, Dong-a University

문성근

현 흥사단 기획국장

Moon,
Sung-kun

General Manager, Young Korean Academy, Korea
1999~ 대학 강의(동아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울산지역대학 등)
2007~ 민주공원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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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시민사회의 변화와
정치 변화
조희연
성공회대학교 교수

이론적 고찰—시민사회의 복잡성과 사회운동 전선1)
민주화의 ‘제 3의 물결’이 일어난 후로, 시민사회라는 개념은 대중적인 개념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
서 많은 이들은 시민사회가 하나의 단일한 집단이라고 생각했다. 현대 사회로의 이행 맥락에서 형성된 시민사
회라는 개념은 양면적 특성을 지닌다. 하나는 전근대적인 국가의 통제에서 벗어나 국가에 대하여 자치권을 가
지는 공공의 영역이라는 특성이고, 다른 하나는 시장과 자본이 국가로부터 해방된 부르주아 사회라는 특성이
다. 전자는 시장사회로 간주되는 반면, 후자는 협의로써의 시민사회로 여겨진다. 이러한 양면적 특성을 감안했
을 때, 시민 혁명은 절대적인 국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한편으로는 ‘공공’ 시민사회2)가,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
사회를 탄생시킨 사건이었다. 시민 혁명의 주요 슬로건으로서의 자유는 국가로부터 시장이 경제적 자유를 갖는
것과 국가로부터 시민사회가 정치사회적 자유를 획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대 개인은 부르주
아 개인이자 공공 시민이기도 하다.
시민사회는 복잡한 현실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정치적 사회(국가)를 제외한 모든 나머지 영역을 다룬다. 시
민사회에서는 다양한 모순과 갈등이 존재한다. 필자는 세 가지 전선, 즉 민주주의 전선, 계층 전선, 마지막으로
생활세계 전선이 있다고 생각한다.

1) 본 논문은 저자의 다음 논문을 기반으로 다시 쓰여졌다: 조희연. 2003. “한국 민주주의 발달 과정에서의 시민사회와 사회운동의 변화”. 아태포
럼 No. 21, 9월; 조희연. 2013. “한국의 국가― 시민사회와 사회운동의 변화”. 공공정책학 제칠호. 5월.
2) A. 그람시(그람시, A., 1971, 옥중수고, 뉴욕: 인터내셔널 퍼블리셔)과 이후 공공영역에 관한 초기 논의에서 J. 하버마스 (하버마스, J. 1986, “공
공영역”, 스티브 사이드면 편집, 위르겐 하버마스 저 ‘사회와 정치’에서, NY: Beacon Press)가 시민사회에서 나타나는 공공 특성에 관심을 보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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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민주주의는 시민과 시민사회가 국가로부터 자율적인 독립권을 쟁취함에 따라 나타난 새로운 조건에서

위의 논의에 기반하여, 현대 시민사회에는 국가와 시민사회 간의 모순에 대하여 민주주의 전선이, 시민사회

생겨난 새로운 정치체제이다. (절대적) 국가로부터 (시민)사회의 분리는 현대 민주주의 정치 체제의 전제조건을

내 자본과 노동의 모순에 대한 계층 전선이,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집단 사이의 사회적 모순에 대한 생활세계

마련했다. 시민혁명 이후, 민주주의는 기본 정치체제이자 현대 정치체제의 보편적 원칙이 되었다. 그러나, 그

전선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세 전선은 헤게모니와 반(反)헤게모니를 위한 전략적 행동이 그람시주의적인

후 현대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보편적인 정치 원칙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주처럼 국민을 대하고 시민사회

시각에서 서로 갈등하고 있다.

를 규제하는 억압적인 국가에 의한 위협을 받게 되었다. 권위주의, 좌/우 전체주의, 파시즘, 기타 억압적인 정
권들은 국가와 사회 분리의 기본 원칙을 부인하고 시민사회를 ‘봉건화’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시민적, 정치적 권

| 표 1 | 시민사회 전선의 특징

리와 시민사회의 자율권을 위협하는 국가와 국가의 폭력과 억압에 대항하여 투쟁을 조직하는 시민 세력 간에
전선 특징

갈등 특징

민주주의
전선

민주주의가 현대 정치체제의 보편적 원칙으로 여겨짐.
국가는 전체주의 경향이 있고 시민사회는 민주주의를
수호하려 함

국가의 권위주위화와 이에 대항하는 시민사회의 투쟁, 계층
간 다양한 정치, 사회적 세력의 연합

계층 전선

자본과 노동 간 모순

경제불평등에 대한 계층 행동. 19세기와 20세기의 사회민주
주의 및 혁명적 공산주의 흐름

생활
세계 전선

다양한 사회적 모순 및 차별

특정 불평등과 억압에 대한 하위 집단의 투쟁. 다양한 시민
행동

민주주의 전선이 형성되었다. 국가가 민주주의를 위협하려고 하면, 시민들은 반대 세력이 되어 민주주의를 수
호 또는 회복하고자 투쟁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하나의 단일한 집단이 아니다. 시민사회는 계층을 따라 나뉘어있고, 따라서 국가도 시민
사회 내 계층 구분에 대하여 계층적 특성을 지닌다. 마르크스가 말했듯이, 현대 사회가 처음으로 국가로부터의
자율권을 주장했지만, 시민사회의 경제적 특성 때문에 자본과 노동의 적대적 관계로 분열될 수밖에 없다.3)
19세기와 20세기의 민중들의 대립성과 역동성은 계층 구분과 불평등에 대항하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필자는 이를 계층 행동이라고 부른다. 이 계층 행동은 20세기의 사회-민주주의 흐름과 혁명적 공산주의 흐름
의 형태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선을 ‘계층 전선’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이 계층 전선에서의 투쟁으로 민주주의
는 점진적으로 변화하여 단순한 정치 형식적 체제를 넘어서 경제 민주주의와 사회 민주주의로 변화하게 되었
다. 민주주의는 정치적 절차에서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평등에서도 재해석되었다.
계층분열에 더해, 시민사회에는 계층문제로 축소될 수 없는 다양한 종류의 사회적 모순과 차별이 존재한다.

사회운동은 시민사회에서 행동 표현이 조직적으로 나타나는 형태이다. 다양한 사회운동은 이들 전선과 관련

여기에는 지배 집단과 하위 집단이 서로 갈등과 긴장하는 상태에 있다. 생활세계에서 이러한 종류의 사회적 모

된 의제를 이슈화하고 민중들의 행동을 전선 주위로 조직한다. 특정 사회운동이 대중적 지지와 참여를 얻게 되

순은 경제적 시장 상황과 국가에 의해 제한되고 재생산된다. 민족 갈등, 가부장적 관계, 동성애, 생태계 등에서

면, 특정 이슈가 전면에 내세워지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이 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를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슈에서 하위 집단은 기존의 차별 또는 사회적 제도에 대하여 투쟁했다.

국가와 시민사회 간의 관계, 시민사회에서의 계층과 사회적 관계는 해당 시민사회가 형성된 맥락에 따라 다

그 과정에서 하위 집단과 개인의 주관성이 부여되었다. 필자는 이러한 종류의 투쟁이 일어나는 분야를 ‘생활세

를 수 있다. 제3세계 시민사회의 특징은 서양 사회의 그것과는 다르다. 결론적으로, 민주주의 자체는 시민사회

계 전선’이라고 규정한다. 즉, 생활세계 이슈에 걸친 전선인 것이다.4) 민주주의 전선과 계층 전선이 전면에 등

의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정도와 필연적으로 시민사회-국가 간 관계에 따라 그 내용이 다를 수 있다. 국가에 맞

장했던 19세기와 20세기의 생활세계 전선은 주변에 머물렀다. 그러나 1968년 5월 혁명과 1960년대와 70년대

서고 권위주의화 경향을 규제하는 활성화 된 시민사회가 있는 한, 민주주의는 스스로를 지속할 수 있다.

미국에서의 시민권 운동이 일어났다. 이 시기에 기존의 사회운동이 다루지 않았던 다양한 이슈에 대해 시민 행
동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5)

제3세계에서, 민주주의와 시민사회는 자생적인 기원으로부터 발달하지 못했다. 오히려 서양 국가들의 압도
적인 힘에 의해 민주주의가 토착 환경에 이식되었다. 일례로, 한국은 1945년 일본 식민지배로부터 해방되었고,
미국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수 백 년 간 기층 민중의 투쟁으로 획득한 기본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
가 포함된 미국 헌법을 모태로 한국 헌법이 제정되었다. 이를 감안하면, 형식적이고 법적인 의미에서의 시민사

3) 칼 마르크스는 시민 사회가 복잡한 집단이라고 인정했으나, 시민사회의 경제적 측면을 개인의 삶을 지배하는 주요 요소로 정의했다. 상품관계
는 시민사회의 본질, 즉 자본과 노동 간 계층-착취적 관계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감춘다. 마르크스에게 있어, 정치적 경제의 주 임무는 시민
사회를 해체하는 것이었다. (MECW, Vol. 5, 50, 89)
4) 생활 세계라는 용어는 하버마스, 1987, 의사소통이론, Vol. 2와 생활세계와 체계: 기능주의 이성의 비판, 번역 토마스 맥카시, 보스턴: 비콘 프
레스에서 빌려왔다.
5) 시민사회는 다양한 사적, 비국가적 활동을 다룬다. 서양의 그것과는 달리 한국 역사적 맥락에서의 시민사회 개념에서 시장과 기업부문을 배제
했지만, 시민사회는 사회운동, 공공영역, 연합, 가정을 포함한다. 그러나 필자는 본 논문이 사회운동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
다. 구조적 요소와 관련하여 코헨과 아라토는‘“시민사회”라 함은, 이러한 행위자들이 국가와 경제와는 다른 사회적 영역의 규범적 모델을 인식
하는 것을 의미하며, 다음의 요소들을 지니고 있다: (1)복수성: 가족, 비공식적 집단, 자발적 연합 등의 복수성과 자율성이 다양한 형태의 삶을

회가 해방 시기를 전후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에 반대하는 시민사회와 시민들에 대한 권한부
여(국가와 시민사회 간 민주적인 관계를 유지시킴) 측면은 성숙하지 못했다. 그 후, 시민사회는 형식적, 법적으
로만 존재했고, 계속해서 무효화되고 축소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형식적이고 법적인 의미에서의 시민사회와 실
질적인 시민사회 간의 차이를 말할 수 있다. 아래에서 설명되겠지만, 형식적이고 법적인 의미에서의 시민사회
는 권위주의 하에서 억압받고 부인되었으며, 권위주의에 대항하는 투쟁의 과정에서 회복되었다.
아래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개발독재 국가에 대항하여 “시민사회의 저항적 활동화”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가능하게 한다, (2)홍보: 문화와 소통 제도; (3)사생활: 개인의 자발적 발전과 도덕적 선택의 영역; (4)합법성: 최소한 국가로부터, 경향적으로는

민주화 시기, 이러한 활동화는 시민사회의 “주체적 활성화”로 변화했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시민사회의 갈등

경제로부터 복수성, 사생활, 홍보의 경계를 구분하는 데 필요한 일반 법과 기본적 권리의 구조. 이러한 구조들은 현대의 분화된 시민사회의 제

적 분화”로의 변화를 볼 수 있는데, 이는 민주화 후반기와 포스트 민주화 시대에 걸쳐 나타난다.

도적 존재를 공고히 한다’고 말했다. (진 L. 코헨 및 앤드류 아라토. 1994. 시민사회와 정치이론. 캠브리지: MIT 프레스,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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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반공주의 기치 하에서 노동계층 운동과 같은 진보적 사회운동이 심하게 억압되었기
때문에 계층 전선은 전면에 부각될 수 없었다. 계층 이슈 또는 사상 이슈를 다루거나 급진적인 성향을 보이는
진보적 담론은 처벌을 받거나 공공 담론 영역에서 주변화되었다. 그 결과, 계층 이슈를 대변하고 문제화하는 정
치 사회적 세력이 없게 되어 계층 전선이 존재할 수 없었다. 생활세계 전선과 관련된 많은 이슈들 또한 제기되
지도 못하고 완전히 주변화되었다. 일반 대중은 심지어 그러한 이슈를 문제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다.
결론적으로, 이식 민주주의는 무효화되었고, 국가의 권력 남용이나 시민권 및 정치적 권리의 침해를 규제하
는 실질적인 규칙으로서가 아닌, 정치체제의 형식으로서만 존재해왔다. 시민사회가 축소되고 반공규율사회라
는 상황에 의해 “비활성화”되었기 때문이다.

국가-시민사회 간 관계와 개발독재 하의 사회운동
1960년대 초 한국 정치체제는 권위주의 체제로 바뀌었다. 여러 면에서 권위주의적이었던 민간 정부는 1961
년 군부 쿠데타로 인해 축출되었다. 새로운 군부정권은 1950년대 체제를 계승했고, 반공주의를 주 통치이념으
로 삼았다. 그러나, 주요 담론에서는 개발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에서 달랐다. 어느 정도는 기존 반공주의와
새로운 개발주의를 혼합하여 새로운 통치방식을 조직하려 했다. 한편으로는 기존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이를 개
발주의 사상으로 ‘혁신’했다.

국가-시민사회 간 관계와 해방 이후 사회운동

1960년대의 개발독재는 반공주의의 미명 하에 시민사회를 지속적으로 억압하고 축소하려 했으며, 성장이라
는 기치를 걸고 전 사회를 동원하여 자본과 시장사회에 우호적인 조건을 제공했다. 게다가 개발독재는 온갖 종

1945년 해방 이후, 한국 사회에서는 다양한 정치 및 사회적 세력들이 새롭게 건설된 민족국가의 방향을 놓고
거센 투쟁에 돌입했다. 이 투쟁은 내전으로 비화했다. 한국전쟁 휴전 이후, 한국은 사회주의 북한과 반공주의가
일종의 의사합의(pseudo consensus)가 되고 국민들이 공산주의 척결이라는 미명 하에 규제될 수 있는 자본주
의 남한으로 나뉘었다. 필자는 반공주의에 의해 시민사회가 왜곡된 것을 기반으로 하는 이 새로운 상황을 ‘반공
규율사회’라 부른다.6)
반공규율사회는 반대성향이 파괴되고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시민사회의 힘이 분해되었던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국가에 대항하는 시민사회의 자생력이 약화되었다. 반공주의 기치 아래에서 형식적인 시민권 및 정
치적 권리가 무시되었고, 시민사회와 시민들이 비활성화 된 것이다. 그 결과, 국가는 식민시대로부터 물려받은
권력을 회복하게 되었다. 일종의 과대성장 국가가 출현했다.7) 이 시기에 현대 시민사회의 한 측면으로서의 시
장사회는 발달되지 못했고, 취약했던 경제적 토대가 한국전쟁 동안 파괴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협의의
1950년대 국가, 시장사회, 시민사회의 관계는 ‘강력한 억압적 국가–저개발 시장(사회)–과도하게 축소된 시민
사회’로 그 특징을 나타낼 수 있다.
이런 구조 하에서, 1950년대에는 민주주의 전선이 낮은 수준에서 존재했다. 고위 공무원의 부패와 부정선거

류의 보조금을 발달 단계에 있는 산업과 수출중심 기업에 제공하고 경제적 자원, 특히 자금을 ‘전략’ 산업부문에
배분하였으며, 그로 이해 저개발된 시장의 성장을 독려하는 등의 개발 중심의 정책을 추진했다.8) 1960년대 정
권은 시민사회를 억압하며 동원에 이용했던 한편, 시장(사회)을 지원하고 독려하는 정권이었다고 할 수 있다.
개발독재 시기, 국가와 시장은 우호적인 관계였지만, 국가와 시민사회는 반목하는 관계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1960년대 초부터 1987년까지의 권위주의 시기 동안 ‘강력한 억압적 국가–개발국가의 지
원을 받아 고속 성장하는 시장–독재국가에 의해 심한 억압을 받는 시민사회’라는 독특한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 ‘개발국가’는 강력한 반공주의와 식민지국가 전통에 의해 재생산된 ‘과대성장 국가’로부터
발생되는 높은 정책입안 자율성을 누렸다. 개발국가는 모든 은행이 정부 영향력 하에 있었기 때문에 자금을 가
장 중요한 정책 툴로서 통제할 수 있었다.9)
반공주의에 따른 시민사회 통제와 개발주의에 따른 흡수(co-optation) 외에도 개발독재 하의 엄청난 성장은
‘외적인’ 조건의 도움을 받았다. 일명 ‘냉전 우산’10) 아래에서, 한국은 미국의 저가시장 지위와 해외 차관을 누릴
수 있었다.
이처럼 반공주의로 무장하고 개발주의로 흡수된 독재정권에 의해 시민사회가 축소된 상황에서, 민주주의는

와 같은, 이식된 민주주의 관점에서도 제기될 수 있는 낮은 수준의 정치적 이슈만이 ‘조직화되지 않은’ 방식으로

6) 조희연, 1998, 한국의 국가·민주주의·정치변동, 당대; 조희연 & 밥 제솝. 2001. “동아시아 반공규율사회에서의 리스트주의적 준전시국가와
권위주의 개발동원 체제”, 워크숍용, 동아시아 개발 모드를 찾아서: 규제자적 접근, 타이중대학, 4월 19-20, 2001.
7) 알라비, H. 1972, “탈식민지 사회에서의 국가: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뉴 레프트 리뷰, 7월 &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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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챌머스 존슨,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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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인 수준으로나마 존재할 수 있었다.

개발 독재정권에 반대했던 과정에서 새로운 저항 운동이 나타났고 개발이 새로이 가져온 일상 세계의 새로운

그러나, 이러한 개발독재는 시민사회의 “반대행동”에 의한 문제에 직면하기 시작했다. 시민사회가 개발과 독

모순에 대항해 발전했다. 여성운동, 환경운동, 문화 보호주의 반대 운동, 동성애자 차별반대 운동 등이 그 예가

재의 모순에 반대하는 데에 점차적으로 동원되기 시작했다. 조직된 반독재 사회운동, 지식인 운동, 노동운동 등

될 수 있다. 비록 이러한 종류의 운동이 등장하기 시작했지만 주변에서 머물렀고 개발 독재정권에 대한 저항이

이 시민사회의 반대행동을 이끌었다.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 개발독재가 독재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라는 급박한 필요성에 그 빛을 잃었다. 이런 점에서 일상 생활의 투쟁 노선은 독재정권 기간 동안 주변 운동으

개발독재의 위기를 자극한 시민사회의 반대행동은 세 가지 전선에서 나타났다. 첫째로, 점차 독재적이고 억

로 머물렀다고 말할 수 있다.

압적이 되어 가는 개발국가에 반대하는 것을 통해 민주화 운동이 활성화되었다. 1960년대와 70년대 대중들은

이 다층적인 시민사회 활성화가 개발 독재정권을 붕괴 직전으로 몰고 갔다.

민주주의가 밥을 먹여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들은 먹을 것을 위해서라면 민주주의를 희생시킬 준비가 되어

재미있는 것은 독재정권에 대한 도전은 시장 경제에서도 발생했다는 사실이다. 많은 시장 참가 주체, 특히

있었다. 하지만, 독재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먹을 것 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이미 완전히 성장한 재벌이 국가의 시장과 기업에 대한 자의적이며 압제적이고 통제적인 관행에 도전했다. 위

민주주의 전선에서의 민주화 투쟁은 도시빈민, 노동계층, 학생, 지식인, 농민, 심지어 상위 중산층에 이르기

에서 언급한 것처럼, 시민 혁명은 한편으론 국가의 강력한 시장통제와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의 시민 사회에 대

까지 다양한 계층과 계층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민주화 운동에 김대중, 김영삼 전 국회의원과 같은 제도권 정

한 강력한 억압적 통제에 대한 두 요구를 대표했다. 한국에서는 민주운동의 강력한 추진력은 시민 사회의 저항

치인이 동참하기 시작했다. 개발독재에 대한 반대 과정에서 수많은 희생을 치렀다.11) [표2]에서 이러한 희생에

활성화 외에도 더 큰 자유와 규제해제에 대한 시장의 요구를 포함했다.

대한 개괄을 볼 수 있다.

우리는 '강력할지라도 패하는 국가, 통제를 바탕으로 확장한 기존 권력, 그리고 1980년대 중반 특권에 대항

| 표 2 | 1960, 70, 80년대 민주화 운동 및 광주 시민항쟁 시 사망자 및 실종자
사망자

실종자

광주 시민항쟁

기타 민주화운동

광주 시민항쟁

기타 민주화운동

270

161

12

64

계

431

총계

76
507

출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반공주의와 개발주의에 억압받던

하여 활발해진 시민 사회 하에서 성장한 시장' 간의 새로운 관계를 볼 수 있었다. 과거에 안착한 과두정치는 약

시민사회는 민주주의 투쟁노선을 따

했고 부르조아가 발달하지 않았으며 중산층과 시민부문이 1950년대에는 활발하지 않았다는 조건과 달리, 1980

라 활성화 되기 시작했고 군사정권을

년대 중반에 들어서자 부르조아가 힘을 얻었고 중산층과 시민부문은 강력히 활발해 졌다.12)

후퇴하게 만들었다. 이제 민주주의의
회복에 대한 요구를 사람들이 인식하

민주주의로의 전환에서 시민 사회의 주체적이고 주관적인 활성화

기 시작했고 일상적 담론으로 자리 잡
았다.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요구가

시민 사회 저항 활성화의 클라이맥스는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이었다. 이 민주주의 회복 항쟁에서 민주화

다른 이슈들을 덮어 버렸기 때문에 어

운동은 전 국민이 참여한 운동이 되었는데 이는 한 때 수동적이던 시민 사회가 주체화되고 저항을 위해 동원되

떻게 본다면 세가지 투쟁 노선은 민주투쟁 노선과 병합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다.

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에서 나는 시민 사회의 공식적 법적 의미와 실질적 의미를 구분한 적이 있다. 실질적

둘째, 시민사회의 저항 활성화 역시 계층운동을 강화하는 과정이었다. 억압적 개발주의 국가는 심지어 시위,

의미에서 볼 때 시민 사회는 민주화 운동과 민주화 항쟁 경험을 통해 존재할 수 있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인은

임금인상 집단 행동, 그리고 근로조건 개선 요구에도 개입하여 '정치적'으로 그들을 억압했다. 그 결과 경제 운

이 과정에서 현대화된 개인으로 재탄생 한 것이다. 민주화 운동 이후의 시민들은 과거의 시민들이 아니었다. 그

동 조차도 정치화되었고 개발주의 독재정권에 대한 일종의 정치적 투쟁으로 발전했다.

들은 억압적인 독재 국가, 권력남용, 시민과 정치권리가 침해 당하는 것을 거부했다. 그들은 이미 현대 사회에

모순되게 들리지만 개발에 대한 새로운 갈등이 개발에 반대하는 계층운동의 성장을 가져왔다. 한국에서 우리
는 이것을 '시민' 운동이라고 부른다. 이런 점에서 민주화 운동 과정 중, 독재 정권에 대한 민주주의 투쟁 노선
뿐만 아니라 개발주의 정권에 대한 계층 투쟁 노선 역시 등장하고 강화되었다.

서 인정하는 보편적 권리를 요구하는 의식을 갖추었다. 이것은 민주주의를 지속하기 위해 시민사회가 주체적으
로 독재 국가에 저항했음을 의미한다.
민주화 항쟁 이후, 전에는 개발주의적이던 독재정권이 민주 정권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민주화 즉,

이 시기의 민주주의 투쟁 노선 주변에서 우리는 제도적 정치 무대에서 소외된 정치인들이 거리 투쟁에 참여

민주주의로의 이행이 시작된 것이다. 민주화로 가는 길은 두 종류로 나뉘어 진다. 하나는 '위로부터의 보수적

하고, 그 결과 이른바 제도적 정치와 운동 정치의 결합, 급진적 반정부주의자들의 등장, 사회 운동의 계층 분

민주화'로서 독재 세력이 민주주의 개혁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고 국가 권력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유지하는 것

리, 다양한 반대 운동이 급진주의자들의 패권 하에서 반 독재주의로 수렴되는 현상을 목격할 수 있었다. 나는

이며, 다른 하나는 '아래로부터의 급진적 민주주의'로서 반대 세력이 독재세력을 물리치고 이전의 독재 정권을

이것을 사회 운동의 '구심적 심화'라고 지칭했다.

해체하여 국가와 시장을 급진적으로 개혁하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위로부터의 보수적 민주주의 방식이 우세했

어떻게 본다면, 사람들은 독재정권을 계층 불균형과 기타 사회 차별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존재로 간주

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전의 군사세력들이 1987년 12월 대선에서 반대 세력을 물리친 일이다. 군사 쿠데

했기 때문에 세 투쟁노선은 민주주의 투쟁 노선을 중심으로 해서 수렴했다고 볼 수 있다.

타 정권을 대신해 노태우가 이끄는 선출된 군사 정부가 들어 섰다.

11) 더 구체적인 내용은 조희연, 2002, “군부 권위주의 하에서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과 민주주의 이행 시기 과거사 청산 역학”, 한국 저널, Vol.

12) 조희연, 김은미, “‘국가자율성’ 그리고 한국과 대만의 경제발전을 위한 사회 조건”, 김은미 저., 아시아의 네 호랑이, 경제발전과 세계 정치 경

42, No. 3, 가을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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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전환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군사정권이 1987년 선출 군사 정부로 바뀌었다. 1990년 군

지 않은 개혁으로 기득권을 수호하고자 했다. 이러한 두 양상은 세 가지 투쟁노선에서 서로 갈등을 빚었다.

인 출신이 장악했던 이 당은 두 여당과 통합했는데 이를 ‘삼당합당’이라고 부른다. 이 사건에서 여당 지도자 김
영삼은 신당인 민주자유당의 대선후보가 될 수 있었고 마침내 1992년 대선에서 야당 라이벌 김대중을 물리쳤
다.

1987년 전환기에서 중요한 점은 국내의 민주화가 세계화와 같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이다. 1960년대와 1970
년대의 개발 정책은 보호주의적 개발주의에서 시작되었다. 1980년대부터 이러한 정책은 일종의 ‘열린 개발주

30년 만에 최초로 선출된 민간 정부였던 김영삼 정부는 집권 초기 90%에 달하는 지지도를 누렸다. 그러나
중반과 후반에 들어 서자 보수파와 진보파 모두로부터 저항에 직면했다. 1997년 경제위기와 IMF 구제금융 사

의’로 변화했다. 비록 이 정책이 미국과 해외 자본에 의해 강요되었지만 1970년대의 국내 관점에서 보자면 이
정책은 외환위기와 한국경제의 과도한 투자 및 기능마비로부터 벗어나는 수단으로 여겨졌다.

태의 힘을 얻어 1997년 12월 대선에서는 김대중이 당선되었다. 이 사건은 거의 30년간의 독재기간이 종식되고

민주주의 전환 이후 세 가지 투쟁노선의 변화를 분석해 보자. 시민사회의 반대적 활성화와는 달리, 우리는

최초의 야당 정부가 등장한 것이었다. 1987년 이후의 민주화 과정을 두 단계로 나눈다면, 첫 번째는 노태우 정

민주주의 이행 도중 발생하는 시민사회의 역동성을 ‘주관적 활성화’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전에는 시민사회의 역

부(1988-1992)와 김영삼 정부(1993-1997)며 이 가운데서 노태우 정부 세력은 민주화 개혁의 주도권을 놓지

동성은 독재정권에 대항한 반대에너지로 표출되었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새로운 역동성은 다루지 않은 이슈의

않았다. 두 번째 단계는 김대중 정부(1998-2002)와 노무현정부(2003-2008)를 포함하는데, 김대중 정부에서

문제화, 자발적 기관 조직들의 사회 전분야 확산(공무원 포함), 요구와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단체 행동 확산 등

는 여당세력이 개혁의 주도권을 쥐었다. 이 단계에서 국가와 시민사회 간의 관계뿐만 아니리 시민사회끼리의

의 방법으로 표출되었다. 사람들이 집회를 계획할 때 다른 우려에서 해방되면서 공공 분야 이해관계 중심 단체

관계도 이전 단계에 비해 더 광범위하게 변화했다.

와 민간분야 이해관계 중심 단체들도 급속히 증가했다. 이러한 변화를 ‘시민 사회의 주체적이고 주관적인 활성
화’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1987년 군사정권이 쇠퇴하면서 비록 위로부터의 보수적 민주화라는 길을 따르긴 했지만 민주화 항쟁 이후
자유권과 기본권 및 정치권 강화, 대선 직접투표 등이 이루어졌다. 1987년 이후 민주화 과정은 두 가지 측면을

민주주의 투쟁 노선에서의 시민 사회의 주체적이고 주관적인 활성화는 이전의 독재정권 개혁에 대한 운동이

띈다. 하나는 좁은 의미에서 시민사회에 대한 억압적 국가가 약화된 것이고 다른 측면은 시장(사회)에 대한 엄

라는 형태로 표출되었다. 민주주의 투쟁 노선의 목표는 민주주의와 민주절차의 회복이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격한 통제의 약화이다. 전자를 정치적 자유화라고 한다면 후자는 경제적 자유화이다. 이것은 서구사회의 시민

회복된 후 그러한 투쟁노선의 강도는 약화되었다. 그러나 공식적인 민주주의가 회복된 이후에도 이전의 독재정

혁명의 두 가지 측면과 나란히 대조된다. 물론 국가 억압이 약화되었다고 해서 모든 억압적 국가 장치와 인사들

권의 개혁과 새로운 정권의 민주적 통합은 한번에 해결되지 않았다. 그 결과, 민주주의 투쟁 노선에 대한 시민

이 해체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반대로 한국의 경우를 보자면 이전의 억압적 국가 장치와 인사들은 자

사회의 역동성은 이전 정권 개혁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운동으로 표출되었다. 그러나 제도적 공간이 확대되었

리를 지켰다.

으므로 개혁에 대한 시민사회의 역동성은 국민소송, 헌법소원, 행정 소송 등과 같은 법적 조치를 활용하는 형태

시민사회에 대한 국가의 통제 약화와 일상 정치와 사회생활에 주어진 더 많은 자유로부터 온 혜택은 사회운

를 띠었다. 한편으로 볼 때, 그것을 시민사회의 제도화된 역동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동뿐만 아니라 진보와 보수를 막론한 이익단체, 보수 언론, 노동단체에도 주어지지 않았다. 후자는 노동이익,
자유의 새로운 환경 이용을 포함한 현상유지와 기득권 수호를 원했다. 한국에서는 보수언론이 세 가지 투쟁 노
선에서 기득권을 수호하고 모든 계층에서 보수세력을 이념적으로 장려하려고 노력했다.

1987년 이후 이 활성화는 여러 사회분야로 확대되었고 그 결과 다양한 종류의 NGO(비정부기구)가 탄생했
다. 1987년 한국여성단체연합, 1989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1994년 참여연대, 1994년 환경운동연합, 1998

1987년 후 공식적인 민주주의 회복 이후, 두 가지 갈등이 흐르고 있었다. 하나는 민주주의를 다양한 분야

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이 그 예이다. 민주화 항쟁 이후, 시민사회 활성화는 단체 활성화 형태로 나

즉, 경제 및 사회민주주의로 확대하고 기득권에 대항하려고 노력하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민주주의 하에서 크

타났다. 아래의 표에서 보듯, 1997년 NGO 디렉토리에서 1987년 이후 창립된 단체 비율은 55.8%이며, 2000년
NGO 디렉토리에서는 1980년 이후 78.1%의 단체가 조직되었다. 이것은 민주화가 단체 활성화의 결과를 불러

| 표 3 | 민주화의 두 측면
세부 측면
자율권 향상
정치적 민주화

왔다는 것을 보여 준다.13)
특성

국가의 시민사회 통제 약화. 자율권 확대

제도화

시민사회 요구에 대한 국가의 개방 확대. 시민사회의 요구가 수락되는 제도적 통로와 공간의
확대

시장 자율권 향상

엄격한 국가 개입에서 시장 자율권 향상으로 전환. 민영화 확대와 노동시장 등에 대한 정치
적 제한 해제

경제적민주화
대외 개방

해외 자본의 국내 진출 제한 철폐. 1차와 3차 산업의 개방

13) 필
 자가 설립에 참여하기도 했던 참여연대(PSPD)는 정직원 5명으로 출발하여 지금은 60여명으로 성장했다. 이것은 한국 시민사회의 활성화
를 보여 주는 것이다. (조희연과 박원순, 2002년, “민주 개혁과 대한민국의 시민사회” 참고, 한미공동학술연구, Vol.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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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새로운 측면에 직면했는데 이는 전세계를 강타했던 신자유주의로 인해 더욱 강력해졌다. 재앙이라는 표현을

| 표4 | 한국 NGO들의 설립연도
1997년 NGO 디렉토리

2000년 NGO 디렉토리

1960년대 이전

7.7

5.7

1960년대

10.3

7.2

1970년대

11.0

9.0

1980년대

80-86

15.0

87-89

14.4

29.4
90-92

1990년대

21.6

발생했기 때문이다. 1차 산업이 근본적으로 개방되면서 농업부문의 독립 기반이 붕괴했다. 우루과이 라운드 진
행과 WTO 가입으로 인해 한국 경제를 개방하고 자유로운 자본 흐름의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는 압력이 거세졌
다. 1997년 구조조정과 파견직 확대를 목표로 했던 노동법 개악에 맞선 유명한 총파업도 한국 정부의 신 자유
주의적 경제 자유화 정책 시행을 막지 못했다.
세 번째로, 시민사회의 주관적 활성화는 사회 분열을 둘러싸고 날카롭게 표출되었다. 자유로운 정치 및 사회
적 공간의 확대와 더불어 소외된 집단이 공론 영역으로 더욱 쉽게 진입할 수 있었다. 많은 문제들이 이 과정에

17.7
56.5

93-96

쓴 이유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비율이 2002년 58%까지 치솟은 점과 소득불균형 확대와 같은 현상이

23.7

(출처: "대한민국 NGO의 역사, 현재상황, 그리고 전망", NGO란 무엇인가, 조희연, 2000(한글판))

민주화 투쟁 노선에서 시민사회의 활성화 가운데, ‘제도 중심의 운동’14)이 새롭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서 다시 문제화되었고 대중들의 관심을 얻기 시작했다. 인권문제, 동성애, 가부장적 차별, 장애인차별, 현실 세
계의 독재주의, 소비와 생활과 관련된 문제들이다. 다양한 '시민운동'이 이 현실 세계 투쟁 노선에서 표출된 것
이다.

민주화와 시민사회 투쟁노선의 변화의 두 번째 단계

이는 한편으로는 정치 제도의 민주적 개혁과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 시스템의 개혁을 포함한다.15) 여기서, "정치
적 개혁운동은 다양한 형태로 표출된다. 자유 공정 선거 감시, 국회 행정 정기감사 모니터링, 부패 공무원 소
환, 독재 억압과 관련된 악법 개정을 위한 국민 요구, 국민의 이해 증진을 위한 새로운 규제 또는 법 신설, 사
기, 부패 및 권력남용에 연루된 부적절 인사 처벌 등이다. 경제 개혁 이슈 또한 상당히 다양해졌다. 1980년대와
90년대 경제 운동을 이끌었던 CCEJ(경제정의실천연맹, 경실련)는 토지공개념이라는 미명하에 만연했던 토지
규제와 같은 문제를 성공적으로 제기했다. CCEJ는 또한 한국은행을 정부 통제에서 독립시키는 일, 공공주택
공급 확대, 기업이 아닌 서민을 위한 세제 개혁, 금융실명제, 문어발식 확장 사업을 벌이던 재벌 개혁, 상속세
인상, 대기업 공공규제 등의 이슈를 전면에 내세우기도 했다. (조, 2012: 312)".

민주화 과정에서 볼 때, 근 50년 만에 출범한 민주 정부인 김대중 정권의 등장과 1997년 IMF 구제금융사태
는 민주화 제 2단계로 가는 전환점이었다.
김대중 정부를 이어 2002년 노무현 정부가 들어섰고, 이전 정부와 유사한 자유적 개혁 정책을 이어 나갔다.
그래서 자유적 정부개혁이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이어졌다. 이것은 [표2[에서 보듯 정치자유화의 기회를 제
공하여 자율권 확대와 시민사회 요구의 부분적 제도화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 정치 자유화는 경제위기 극복의
필요성에 힘입어 경제 자유화 확대와 동시에 진행되었다. 반면, 시민사회에서의 사회 운동은 그들의 요구를 실
현시키기 위해 더욱 비제도적이자 제도적인 재원을 동원할 수 있었다. 시민사회 어젠다 현실화를 위한 공간이
확대된 것이다. 정부는 시민사회의 요구와 어젠다에 더욱 개방되었다.

두 번째, 우리는 계층 투쟁 노선을 둘러싼 시민사회의 주관적 활성화를 노동 운동을 포함한 국민 운동의 조
직적 정치적 발전이라는 형태로 볼 수 있다. 개발 독재정권에서, 국가 폭력의 목표는 주로 독재정권에 대한 투
쟁의 선봉에 선 학생 운동, 그리고 호전적인 국민들이 벌이는 시위였다. 국가 억압의 약화와 민주화에 힘입은

10년간 민주정부 하에서 일어난 변화 중,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현상을 제안할 수 있다. 하나는 자유주의 정
부의 '신자유주의'이며 다른 하나는 이전 보다 강화된 자본과 시장 권력이다.

정치 및 시민활동에 비교적 자유로운 여유가 주어짐에 따라, 이전에는 불법적인 운동이 반합법화 또는 합법화
되었다. 조직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한국 노조 운동이 발전하여 1990년 주로 사무직 노동자가 가입한 전국노동
조합협의회, 1995년 대기업 노조와 서민층 노조, 사무직종 중심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으로 성장했다. 이
것은 민주화가 가져다 준 정치자유화의 '혜택'일 것이다. 그러나 시민운동은 경제자유화의 '재앙'이었던 민주화

1. 정치 자유주의자의 신자유주의
첫 번째 현상과 관련하여, 개발 독재정권 하에서의 국가주도 개발주의는 "신자유주의적 개발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시장 자율권과 주도권 확대, 그리고 개방 경제 확대를 강조한 새로운 상황으로 변화했다. 김대중 정부
는 IMF가 제안한 조건을 거부하며 더 급진적인 노선을 띠고 기존의 개발주의 중심현상을 변화시킬 수도 있었
다. 그러나 금융위기 극복과 친자본주의 및 반공주의적인 사회 분위기에 영향을 받은 김대중 정부는 엄격히 말
해 신자유주의 정책을 따라 개방과 시장자율화의 방향으로 나아갔다. 금융위기 극복이라는 이름 하에, 김대중
정부는 은행과 국영기업, 금융시장, 자본시장 민영화를 주도했고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14) 조희연, “독재정권 이후 한국 사회운동의 변화-4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조희연, 로렌스 수렌드라 저. 현대 한국 사회: 비판적 관점. 런던: 루
트릿지, 2012.
15) 독재반대 운동의 목표는 군사세력이 국가권력을 잡았던 전체주의 정치 및 경제 제도였다. 비록 민주화 항쟁 이후 군사세력이 국가권력에서
물러났지만 그것이 민주제도 자체의 자동적인 등장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민주제도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오랜 민주화 투쟁 또는 독재정권
이후 민주 합리화가 필요했다. 이런 점에서 민주화를 위한 개혁운동이나 정치 경제 제도의 민주적 합리화가 독재정권 이후 전면에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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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하티르 빈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총리는 오히려 반IMF 정책을 추진한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다.

사회변화의 딜레마이다.17)
그러나 이와 함께, 시민사회는 정치 및 사회 운동의 자유공간 확대에 힘입은 새로운 이슈를 중심으로 새롭게

2. 강화된 자본력

활성화 되었다. 부패 정치인 낙선운동은 국민들의 폭 넓은 지지를 받았다.18) 언론 개혁 운동, 대학 서열화 반대

두 번째와 관련하여, 우리는 개발주의 정권의 전략과 폭 넓은 후원으로 성장한 대기업들이 강력해진 권한을

운동, 의사는 진단을 전문으로 하고 약사는 약품 판매에 집중토록 한 의약분업. 이러한 새로운 운동이 일반 대

바탕으로 사회경제적 정책의 진전을 저해하며 개방정책 확대를 추진하고 정부의 경제정책을 자신들에게 유리
하게 바꾸려는 시도를 했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1998년과 2007년 사이의 민주정부의 사회경제적 개혁주의는
그러한 강력해진 기업과 시장권력에 의해 제한 받았다.

중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두 번째, 계층 투쟁 노선에서 복잡한 상황이 만들어졌다. 김대중 정부는 초기 시절 노사정위원회라는 새로운
기관을 설립했다. 이 단체는 여당이 가질 수 밖에 없는 개혁적인 특징뿐만 아니라 긴급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
해 노사가 합의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힘 입어 만들어졌다. 불행히도 이 위원회가 설립되면서 전교조 합법화와

3. 제도화와 그 영향

사회보장제도 확대 정책은 노동시장 유연화를 포함한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들과 거래 되며 결국 비정

민주정부 하에서 일어난 중요한 변화 중에서, [표3]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는 이른바 ‘제도화’의 확대를 정치

규직이 대규모로 양산되는 결과가 나왔다.

자유화의 한 부분으로 가리킬 수 있다.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여러 문제는 민주정부 하에서 정책 어젠다로 재
탄생 했으며 많은 시민운동가들이 정부직과 자유 정당 자리에 초청됐다. 이것은 정부가 시민사회 문제에 더 개
방적으로 변했다는 것과 정부와 시민사회 간에 새로운 관계가 등장했음을 의미한다.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극복이라는 목표 하에 다수의 공기업을 민간 자본에 매각고자 하였으며 외자 유치를
위해 가능한 제도적 장벽 철폐에 힘썼다. 국영기업 민영화와 한국 경제 개방은 김대중 정부 시절에 진일보했다.

나는 10년간의 민주 정부 하에서의 국가를 ‘이중국가’(dual state)로 정의하고 싶다. 그것은 정부가 아래로부

높은 수준의 경제자유화가 ‘민주’ 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야당 정부의 등장으로

터의 사회운동이 주도한 제도화된 형태의 민주개혁을 추구했다는 것이며,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정부가 스스로

강성 노조운동의 움직임이 잦아드는 효과를 보였다. 이런 이유로 김대중 정부 초기에는 줄곧 강경 노선을 보여

친기업적인 신자유주의 정부로 변모하여 민영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의 다양한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시행했다

왔던 노조의 활동이 나타나지 않았다.

는 의미이다. 이러한 이중성은 투명성 강화와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정부와 대기업들이 갈등관계를 형성했던
반면, 세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친화적인 정책에 있어서는 협력관계를 보였다는 사실에서도 잘 나타난다.16)

노무현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유지해나갔으며 나아가 일련의 자유무역협정(FTA)을 다양하게 추구하는 방식
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경제 정책은 ‘20대 80의 사회’를 낳았으며 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수 백만 명

4.민주정부 하에서의 시민사회의 변화

이 정리해고 되어 실업률이 10%에 육박하게 되었고 노동 시장 유연화라는 명목으로 불안정한 비정규직 노동자

민주정부 하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 났는지 살펴보자. 민주주의 투쟁노선에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시민사회의

를 양산하는 등의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김대중 정부 중, 후반부터 강성 노조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

비활성화와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형태의 활성화를 볼 수 있다. 10년 간의 민주정부 하에서 많은 시민사회의

다. 노동운동권에서는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신자유주의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노동운동권의 투

어젠다가 정부정책 어젠다로 흡수되었고 위로부터 시행되었다. 이러한 어젠다 영역에서, 사회운동은 정부 개혁

쟁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항이 되었다. 이런 여세를 몰아 민주노총은 상징적인 의미로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했

정책을 지지할 수 밖에 없었으며 그러한 지지에 대한 보답으로 더욱 근본적인 정부 개혁을 요구했다. 이전의 군

다. 김대중 정부 시절 정치 자유화의 ‘혜택’으로 노조의 일시적 활동 소강상태와 경제 자유화의 ‘재앙’으로 노조

출신 야당 인사를 포함한 일부 NGO들은 보수주의 단체에 의해 새로운 ‘친정부’ 집단으로까지 인식되기도 했다.

의 새로운 반대 움직임 활성화라는 두 가지 양상이 공존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하에서 이루어진 제도화의 예로서, 여성부, 인권위원회, 노사정 위원회, 의문사 해
결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신설, 부패방지법 제정 등이 그 예이다. 명예회복법과 민주화 운동가 보

셋째,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 시절, 우리 생활 속에서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던 문제들이 시민들의 불만으

상에 대한 법안도 제정되었다. 노무현 정권에서는 군대나 경찰, 고문으로 악명 높던 옛 안기부, 지금의 국가정

로 떠오르기 시작했고, 사회운동권 내의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생활세계에서의 문제들은 사실상 미디어나

보원 같은 과거 억압적인 정부 조직 내에도 특별 위원회가 설립되었다. 또한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는 대기업 개
혁을 시도했고 재벌 개혁 종합개혁을 시행했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이전 어젠다를 수락한 것을 보면 해당 분야
시민사회의 비활성화가 부분적으로 일어 났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민주주의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17) 김
 대중 정부를 계승한 노무현 정부 당시(두 번째 야당 정부), 사회운동은 점점 더 이러한 딜레마와 직면했다. 이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자는
국가와 정치사회가 말하는 ‘정상화’에 대응한 개념으로 사회운동이 더욱 급진적으로 변해야 함을 주장한다. 민주화란 ‘자유주의적’ ‘민주적’ 물론 이성적인 자본주의- 국가가 산업화 초기단계에서 독재주의 정권을 대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희연, 2003, “’국가 정상화와 사회운동
의 급격화”, {시민과 세계} No.4).
16 ) 김
 대중 정부를 계승한 노무현 정부 당시(두 번째 야당 정부), 사회운동은 점점 더 이러한 딜레마와 직면했다. 이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자는

18) 2000년도 총선에서, 낙선운동 대상 후보 86명 중 59명이 낙선했다. 낙선율은 68.6%였다. 필자는 이러한 시민사회운동의 적극적 역할을 ‘정

국가와 정치사회가 말하는 ‘정상화’에 대응한 개념으로 사회운동이 더욱 급진적으로 변해야 함을 주장한다. 민주화란 ‘자유주의적’ ‘민주적’

치 지체’에 대비한 개념으로 ‘대리 대표제’라고 정의한다. 즉, 정당들이 국민을 대표한다는 본래의 역할을 못하고 있으므로 시민사회운동이 유

- 물론 이성적인 자본주의- 국가가 산업화 초기단계에서 독재주의 정권을 대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희연, 2003, “’국가 정상화와 사회

사당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조희연. 2008. “낙천-낙선: 대한민국의 부패정치인 낙선운동” 참조. 아흐마드 모히우딘, 조희연 저. 장벽 허

운동의 급격화”, {시민과 세계} No.4)..

물기. 다카, 방글라데시: Nabodh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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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들의 관심을 많이 받지 못했다. 하지만,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 때, 주류 언론도 여러 문제를 폭넓게 보도했
으며 일반 국민들도 문제 의식을 갖고 바라보게 되었다. 이전에는 양심적 자유의 견해에 따른 병역 기피 문제는
공론화가 되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관심도 받지 못했다. 양심적 병역거부 이외에도 대학 서열화 철폐, 사생활권

인’ 방식으로 개혁을 추진했던 것이 예상보다 큰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보수파는 진보파에 ‘필수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민주 개혁에 맞서 이 개혁을 ‘사회주의 개혁’ 혹은 ‘과도한
개혁’이라 규정했고 여론을 보수적으로 결집, 다양한 방식으로 직접적인 반대 운동을 조직했다.

리 보호,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비평, ‘문화적 예외(cultural exception)’라고 불렸던 스크린 쿼터제, 반조선일

‘보수파의 활동’과 함께 시민 사회는 ‘대립 상황’20)에 놓였다고 할 수 있다. 사실, 민주화 과정이란 보수, 진보

보 운동을 비롯한 언론개혁, 지방 정부 결정에 시민참여권리 옹호 등 민주화의 2단계에서 이루어진 김대중과

라는 시민사회 간 패권 다툼이다. ‘진보적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민주화 초기부터 민주화 후기까지의 패권을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와 같은 움직임이 나타났다. 가상적 국민의 의사합의에 자리잡고 있던 반공사상과 발전

장악했다. 그러나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진보적 패권이 약화되었고 이러한 패권 상황은 일종의 ‘대립 상황’으로

주의가 약화되었고 억압되어 있던 문제들이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공론화 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발족되면

변했다.

서 일부 문제들은 제도적으로 해결되기도 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민주화 과도기에서 시민사회의 활동 특성은
저항적 활성화(oppositional activation)에서 주체적 활성화(subjective activation)로 변모했다. 뿐만 아니라

6. 보수와 진보의 이탈

시민 사회의 저항적 활성화가 민주화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고 민주화는 이 힘을 새로운 차원으로 승화

이러한 보수파의 활동은 정치적 보수 성향을 가진 풀뿌리 시민들이 민주 정부 지지에서 이탈을 의미하는 것
은 물론, 일부 진보적 풀뿌리 시민들마저도 민주 정부에서 멀어졌다. 왜냐하면 계층 전선(class battleline)에서

시켜 시민 사회의 역동성을 다른 형태로 표출시켰다.

설명한 바 있지만 경제 양극화, 비정규직 확대, 청년 실업, 소득격차 확대와 같은 사회, 경제적 문제들로 좌절
하고 실망했기 때문이다. 민주 정부의 사회, 경제적 실패와 진보적 시민사회에 대한 지지 약화는 결국 민주 정

시민 사회의 변화는 아래의 표로 정리될 수 있다.
| 표 5 | 1987년부터 1997년까지 시민 사회 투쟁의 변화
민주적 이행기 이후

야당 정부/아시아 금융 위기 이후

부의 정치적 정당성의 상징이자 ‘희망’의 언어를 의미하는 ‘민주주의 담론’에 불신을 초래하게 되었다.
참여 정부 후반, 한편으론 ‘진보파’ 탈당이 다른 한편으로 ‘보수파 탈당’이 폭넓게 진행되어 민주 정부의 지지
기반이 줄어들게 되었다.
이런 상황은 대부분의 아시아 민주 국가에서 발견할 수 있다. 민주 정부의 만족스럽지 못한 성과에 대한 좌

민주화 전선

시민 사회의 자주성 강화로 인한 자발적 연대 확장
제도화된 채널을 통한 개혁 요구 표출

시민사회운동(선별적 포섭)의 비활성화 및 비정치화 경향
정치적 자유화 강화로 인한 역동적인 의견 표출

계층간 전선

정치적 자유화가 발전하면서 제도화되는 단계까지 이름
이전의 투쟁적 운동이 완화된 이유는 일부 문제의 선별적 포섭
과 경제 자유화의 ‘재앙’ 확대에 맞서 일부 저항적 활성화가 일
어났기 때문

생생할 때는 예방할 수 있었으나 ‘새로운’ 좌절감에 ‘오래된’ 기억이 퇴색되면서 발생하게 되었다.

정치적 자유화의 ‘혜택’과 경제 자유화의 ‘재앙’
사이의 긴장

주목 받지 못했던 문제들이 사회 운동의 중요 이슈로 대두되거
나 대중의 큰 관심을 받기도 함

기대 때문이었다.

생활 세계 전선

주목 받지 못했던 문제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되면서 정치적 자유화로 생겨난 공간을 활용

절로 ‘역행’ 움직임이 등장했다. 이러한 역행은 무자비한 독재정권의 억압으로 인한 절망스런 ‘과거’의 기억이
보수정치세력이 ‘경제 선진화’라는 구상으로 새로운 경제 비전을 전면에 내세웠던 2007년, 대만의 마잉주 정
부와 이명박 정부와 같은 ‘신보수정부’21)가 들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전 정부에 대한 실망과 새 정부에 대한

포스트 민주화 시대로의 변화와 정부-시민사회의 변화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는 새민주당 정동영 후보를 큰 차이로 이겼다. 이것이

5. 보수파 활동과 대립적 양상을 보이는 시민사회

의미하는 바는 반독재 자유 개혁세력이 이끌었던 민주정부가 신보수주의로 변화한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민주정부 후기에 보수파가 새롭게 활기를 띠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민주 정부가 시민사회 문제를 정부 정책

독재 시대의 유물을 민주적으로 개혁해 왔던 20년간의 과정이 민주화 이후의 시대로 넘어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안건에 수용하면서 해당 의제에 반대하는 보수파가 민주 정부에 반대 활동을 시작했다. 2004년 후반 소위 ‘4대
개혁법안’ 즉, 국가보안법 폐지, 사립학교법 개정안, 언론관계법 개정안 등이 바로 좋은 예다. 노무현 정부에서

했다.
포스트 민주화 정부 시기를 ‘포스트 민주화’로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다. 이 정의를 통해, 한국의 정치 변화가

폐지 또는 개정을 원했던 법안들은 시민사회 내 보수파의 심기를 상당히 불편하게 했던 의제들이었다.
이전에 시민사회 내의 보수파는 ‘어용단체’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다. 따라서 ‘독립적’ 시민사회 단체로서의
도덕적 리더십은 부재한 상태였다. 그러나 민주 정부가 지속적으로 민주 개혁을 추진해 나가자 이들 보수 세력
은 이러한 개혁을 이른바 ‘과도한 개혁’이라 비난하기 시작했다. 보수적 시민사회의 활동에는 독재 정부의 후원
을 받은 ‘구’보수파 활동 재개와 새로 부상한 ‘신’보수파인 소위 ‘뉴라이트’로 불리는 이들의 활동 등이 있었다.
보수파가 이렇게 활성화 될 수 있었던 것은 ‘통치의 미덕’19)이 부족했던 이유가 컸다. 노무현 정부가 ‘패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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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민주화’ 이후의 새로운 사이클에 접어들었음을 말하고 싶다. 이 시대는 독재시대를 민주적으로 개혁하는
것에 여전히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그리고 반독재 운동을 이끌었던 민주당이 이 때에도 야당 진영의 리더을 맡
았다.
민주화 시대에는, 새로이 회복된 민주주의와 독재의 잔재로 남아 있는 새로운 체제와의 통합이 시급한 과제
로 인식됐다. 다른 이슈들은 후순위로 밀렸다. 포스트 민주주의 시대는 민주 정부 하에서 이뤄졌던 광범위한 민
주적 개혁을 통해 진보를 이루었기에 가능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이제 사회 경제적 불평등 또는 ‘일상 생활’
(micro-lifeworld)의 이슈를 더 크게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이제는 민주주의 투쟁이 주변으로
밀려났고, 대신 사회 계층과 실제 생활과 관련된 이슈들이 더욱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1. 신자유주의 발전 현황
이와 함께, 한국은 ‘신중상주의’(neo-mercantilist)발전 국가에서 ‘신자유주의’로 자발적인 변화를 시작했다.
민주 정부 하에서도, 이러한 변화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당시는 민주적 개혁을 지향하는 성격과
결합되었다. 그 결과, 이중국가 형태를 유지하게 되었다. ‘개발정부’의 의미는, 급속한 집적 성장을 충분히 이룰
수 있을 정도의 높은 수준의 경제 및 사회적 자율성 아래에서 다양하게 개입하는 정부 시스템을 말한다. 이러한

통령은 소위 ‘6-3세대’인데, 이 단어는 한일협정에 반대했던 시위에 참여한 그룹을 지칭하는 말이다. 하지만 이

개발의 측면은 포스트 민주화 시대에도 계속 된다. ‘구’ 개발 정부의 경우, 국가와 자본의 강력한 제휴가 국가를

명박 정권은 점차 억압적인 조치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언론의 자유화와 정권에 반대하는 활동,

중심으로 진행됐던 데 비해, ‘신’ 개발정부는 비슷한 유형의 개발이 자본에 보다 중심을 두었다. 한국의 개발 특

특히 온라인에서의 활동을 탄압했다. 이는 결국 네티즌으로부터 더욱 거센 반대를 몰고 왔다. 예를 들어, 사이

징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지만, 과거와 달리 자본의 자립이 이루어질 정도로 굳건해 졌으며 현실의 경제적 상황

버 논객이었던 미네르바를 들 수 있다. 그는 온라인 상에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2009년 수

에 맞게 작동 모드도 변화시킬 수 있게 됐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신보수주의 정권하의 한국은, 비록 자본, 시장

감되었다. 또, 2009년 1월 도시 개발에 반대하고 더 많은 보상금을 요구했던 용산 주민들의 시위를 잔인하게

등의 기준에서는 일부 요건이 충족되지 않지만, 신자유주의 국가라 할 수 있다. 민주 정권에서는 정치적 민주

진압했다.

개혁이 신자유주의적 논리와 갈등을 빚었다. 하지만 신보수정권 하에서는, 친기업적인 성격으로 자본의 요구에
보다 더 잘 대응했다.
아래 그림에서 나타나듯이, 정부,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의 관계는 변화한다. 상호 대응하는 신 자유주의 개

이런 류의 새로운 권위주의 정부 행태로 인해 표현과 언론의 자유, 온라인 감시에 민감한 젊은 세대들은 새
로운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이 말은 민주주의 전선이 시민권과 정치권리와 관련된 새로운 이슈들에 대해 형성
되기 시작했다는 의미였다.

발 정부와 강력한 자본과 시장 간의 보다 활발한 협력 관계를 볼 수 있다. 자본 및 시장은 그 영향력 아래 시민

또한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년 동안 여러 분야에서 거둔 “민주주의 성과”를 되돌리기 위한 정책을 취했다.

사회를 두기 위해 사회에 폭넓게 자리 잡고자 하며, 강화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시민사회 내부의 반(反)시장 그

이를 잘 보여주는 곳이 국가인권위원회인데, 이곳의 인력을 208 명에서 148명으로, 지사 조직의 규모도 줄였

리고 반(反)자본적인 분위기를 억제하기 위해 노력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보수시민사회는 신보수주의 정권

다.

의 등장에 힘입어 활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진보적 시민사회는 정부와 자본의 활발한 제휴 관계를 거

또한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공기업과 정부 기관을 지방으로 옮기는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을 뒤집거나

부하기 시작했으며 그 결과 직전의 민주 정권 때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갈등적 차별’에 노출되게 되었다. 요약하

중단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렇게 기존 정책을 취소하려는 시도는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왜냐면, 정책 변경으로

면, 신보수정권과 친기업적 성향에 반대하는 진보 시민사회도 있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시장과 기업을 지

보였을 뿐 아니라 민주화 자체를 뒤집으려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지하면서 동시에 정부에 대한 진보적 시민 단체의 요구와 갈등을 억누르고자 한 보수 시민사회도 있었다.

둘째는 계층간의 전선이다. 앞서 말한 대로, 이명박 정권은 다양한 친기업 정책을 펼쳤다. 상류층을 위한 종
합부동산세 환급 정책을 실시했으며, 국제 경쟁력 강화라는 명목 하에 수도권 규제 완화,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2. 신 보수정권하에서의 시민사회 변화

과 법인세를 줄였다. 건설 사업을 부양하기 위해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에 22억 달러를 썼으며, 이는 결국

신 보수정권하에서의 시민사회 변화로 넘어가 보자. 우선 민주주의 전선의 변화다. 새 정부는 ‘권위주의’적으

토목산업에 상당한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 준 것으로 나타났다.

로 바뀌기 시작했다. 왜냐면 국민들로부터의 반대가 정권초기에서부터 강력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좋은 예가
2008년 중반의 촛불시위다.
이명박 대통령은 과거 독재정권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입장이었다. 왜냐면 본인이 박정희 독재시절
초기 학생 운동에 참여한 적이 있고 이후 기업활동에 매진하면서 보수정당과는 거리를 두었기 때문이다. 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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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서울민주주의포럼_아시아의 평화, 개발, 민주주의

이 같은 계층 전선은, 이명박 정권의 기업 및 시장 분야에 대한 전략적 지원 하에, 사회 내 폭넓게 자리잡게
되었다. 이는 폴라니22)가 자신의 저서 ‘위대한 변화’(Great Transformation)에서 “‘악마의 맷돌’(Satanic
Mills)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의 저항을 일으킨다”고 말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흥미로운 점은 대기업이 진출하지 않았던 자영업자들의 영역을, 경제적 지배력을 높이고 싶었던 자본이 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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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들의 영역에까지 확장함에 따라, 중소규모의 시장에서 자영업자와 전통 상인과 마주하게 되었다.

4. 사회 경제 운동 확장

자본의 확장은 ‘민주정부’에서는 시도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정부의 ‘진보적인’ 성격이 일반 국민을 실망시

생활 전선을 둘러싼 시민사회의 활성화에 대한 두 번째 형태는, ‘악마의 맷돌’에 대한 것으로, 자조적인 경제

키고 정치적인 이슈가 되도록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로운 ‘보수’ 정권하에서는 이러한 경제적 좌

적 운동이 확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는 다양한 형태의 NPO(민간 비영리 단체), 조합, 사회적 기업, 생명

절감이 쉽게 정권에 대한 저항감으로 이어졌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해고 노동자들의 투쟁이었다.

협동조합의 확장으로 잘 나타난다. 이러한 확장은 협동조합기본법(2011년 12월)에 기인한 바가 크다. 동 법은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이 벌였던 파업, 한진 중공업 크레인에 올라가 벌였던 김진숙의 고공 시위다. 이 외에

조합의 구성과 관련해, 최소 5인 이상 인원, 정부의 보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외, 사회적기업 육성법

도 해고 노동자와 비정규 노동자를 위한 시위에 일반 시민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참여한 ‘희망버스’ 등도 있다.

(2007년)도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사회 경제적 부분은, 일반 국민의 생활이 보다 큰 영역으로 확장되어가는 상황에 대응해,

3. 생활 전선의 변화

자조적인 경제 활동이 시장 내에서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독재정권에서는 제대로 부각되지 않았으나 민주화의 과정에서 점차 관심을 받기 시작한 생활 전선의 변화를
보면, 포스트 민주화 시대에 표출된 생활 전선의 역동성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5. 풀뿌리 운동

현실에서는 이 생활 상의 이슈가 모든 다양한 이슈를 망라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 3가지 중요한 포인트

민주화 시대에는 시민사회 운동이 주로 중앙정부, 정당, 대기업 개혁에 초점을 뒀다. 하지만 민주화 후기 또

가 있다. 첫째, 이 문제에 대한 더 많은 관심으로, 정치나 경제 개혁 이슈와 같이 시스템에 관한 것 이외에 대한

는 포스트 민주화 시대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진보적 시민사회단체가 관심의 대상을 풀뿌리 단계로 돌리기 시작

것이다. 둘째, 자조(自助)적인 사회경제 활동의 새로운 ‘부상(浮上)’이다. 셋째, 시민사회의 지역적 단계 그리고

했다. 당시까지만 해도, 이 곳은 독재정권과 보수시민사회단체의 ‘독점적’ 공간이었다.

풀뿌리 단계의 활성화다.
첫째와 관련된 것으로, ‘4대강 공사 프로젝트’에 대해 시민사회가 새로운 진보적 활동을 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명박 정권은 낙동강, 영산강, 한강, 금강을 포함한 대규모 국가 토건 사업을 추진했고 엄청난 예산인

개발 독재 하에서, 정부가 후원한 다양한 풀뿌리 조직이 만들어졌으며 반공산주의자와 개발주의자 동원 전략
의 도움을 받았다. 독재정권은 시민 사회를 통제할 수 있었고, 풀뿌리 단계에서 보수주의를 심을 수 있었다. 결
국 이 것들이 민주화를 이룰 때까지 지속됐다.

24억 달러를 전략적으로 배정했다. 이 프로젝트는 환경단체와 진보시민사회로부터 매우 강한 저항에 부딪혔다.

이에 대응해, 진보적 시민사회 단체는 이러한 풀뿌리 단계와 지역 시민 사회를 뚫고 들어가기 위해 노력했

이와 관련된 투쟁은 생태 환경 이슈가 시민 단체, 특히 진보적 단체의 주요 핵심과제로 떠오르게 됐다. 개발독

다. 다양한 실제 사례가 있다. 민주화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진보적 시민 사회 내부에서 소위 민족해방단체

재정권이 ‘토건국가’23)로 재탄생 되었지만, 이것이 곧바로 심각한 문제가 받아들여졌던 것은 아니었다. 진보 시

(NL)들이 지역 사회에서 대중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는 사회운동 분야에서 여타 급진적 성향의

민사회의 환경 활동은 새만금 간척사업과 부안 방사능 폐기물 시설에 대한 반대 시위로 촉진됐다.

그룹과 비교되었다. 게다가, 열린사회시민연합과 같이 풀뿌리 단계에서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를 만들고자 노력

생활과 관련된 시민 사회 활동과 민주 정부하에서 대중화를 이룬 사례에 대해 살펴봤는데, 이런 트렌드는 신

이 일어났다. 서울을 예로 들자면, ‘관악 주민연대’, ‘동대문 녹색시민연합’, ‘노원 마들주민협회’등을 만들어 이

보수정권 아래에서도 계속 이어진다. 어떤 면에서 보면, 미디어에서는 교육, 동성애, 소비, 문화, 환경 등과 같

런 노력을 실천했다. 이러한 단체들은 힘을 모아 2010년 상부조직인 ‘서울 풀뿌리시민사회 단체네트워크’를 설

은 생활 상의 이슈를 과거보다 더욱 많이 보도했는데, 그 배경에는 이 내용들이 그간 다뤄지지 않아 참신했기

립했다. 또한 ‘마을 만들기’라는 도시 운동도 있는데, 서울에 있는 성미산에서 잘 실현되고 있다. 이 운동은 일

때문인 것도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와 계층 전선 이슈는 미디어에서 다뤄지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진보와 보수

본의 ‘마치즈쿠리’ (まちづくり)라는 운동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기도 하다.

시민 단체 간의 적대적인 갈등 관계 때문이었다.24)

지방의 자치가 확대됨에 따라, 지방의 시민사회 단체도 지방정부와 시의회를 감시하는 다양한 캠페인을 실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이 정치 및 경제적으로 고립되는 현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지방 자치를 강화하
고 수도권에 밀집돼 있는 정치 및 경제적 자원을 분산시키기 위한 캠페인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 ‘지속가능한
한국을 위한 분권화 운동’ 같은 조직도 생겨났다.

22) 폴리아니 칼 著(2001), 위대한 변화: 우리시대의 정치 및 경제의 기원 (미국 보스턴, 비컨 출판사)

이러한 운동은, 진보적 시민사회가 지방과 풀뿌리 단계의 중요성을 의식적으로 재발견한 과정과 함께 진행됐다.

23) 홍성태 著, 개발공사와 토건국가, 한울아카데미(2011)
24) 실생활과 관련된 문제로 시작된 운동 가운데에는 급진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 것도 있다. 이것을 가리켜 본 저자는 “체제탈출운동”(regimeexiter movement)으로 명명한다. 이 운동 가운데 적정한 수준의 운동이 “생활개혁운동”(life-reformer movement)으로 불린다면, 이 급진적

지금까지, 정부와 시민사회 내의 변화를 기술하고 분석했다. 현재 시민사회는 보수적 시민사회의 재활성화

인 형태도 “생활변화운동”(life-changer movement)이나 체제탈출운동으로 불릴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현 정권이 가정하고 있는 생활의 방

로 인해 ‘갈등적 차별’을 겪고 있으며, 민주주의와 계층 전선, 그리고 새로운 생활 전선의 새로운 활동과 같은

식을 검토하고 대안적 생활세계와 생활방식을 추구하고 마련해야 한다. 만약 생활개혁운동이 현재의 방식을 보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바꾸고
자 하면 생활변화운동은, 대안이 되는 자율적 커뮤니티를 건설하기 위해 현 체제를 바꾸기 보다는 현재 체제로부터의 새로운 실행 방법과 그

진보 시민사회의 활동을 변경했다. 이것은 시민 사회가 점차 ‘동일한 경쟁 분야’가 되어 가며, 다양한 정치 및

와 관련된 생활 방식을 찾고자 할 것이다. 생태커뮤니티운동, 무소유운동 등이 예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탈출커뮤니티운동의 전통은 나라마다

사회적 변화의 궤도에 오픈 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근대로 넘어오면서 전통의 단절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를 보인다. 반대로 동남아 국가는 전통
이 잘 보전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 잘 유지되고 있다(조희연, “반(反)동질적 관습으로서의 사회운동의 변화와 아시아의 민주화
에 있어서의 재해석: 융합과 경쟁적 차별화에 이르기까지”(2011년), 조희연, 앤드류 에어리어 및 허송우 공저, 단일성에서부터 다양성까지: 사
회운동 변화와 아시아의 민주화(말레이지아 셀랑고르, 게라크부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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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odern individual is a bourgeois individual and a public citizen as well.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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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ivil society is a complex reality. In a sense, it covers all the residual area excluding the
political society (the state). In the civil society, there are diverse contradictions and conflicts. I

Thematic
Session 2

Changes in the Civil Society
andthe Political Change
in South Korea

think there are three battle lines: the battle line around democracy, around class, and finally
around the life world.
The modern democracy is a new political regime emerging from such a new condition as the
citizen and civil society has got autonomy independent from the state. The separation of the
(civil) society from the (absolutist) state comprised the precondition of the modern democratic
political regime. After the civil revolution, the democracy has become a standard political

Hi-Yeon Cho
NGO Graduate School and School of Social Science
Sungonghoe University

regime and a universal principle of the modern political regime. However, thereafter, the
modern democracy has been threatened by the repressive state, presiding over the people as a
monarch and regulating the civil society in its way, although democracy remained the
universal principle of politics. The authoritarianism, left or right totalitarianism, Fascism and
other repressive regimes tried to refute the basic principle of separation of the state and society
and ‘feudalize’ the civil society in its way. The democracy battle line is formed between the
state inclined to threat civil and political rights and autonomy of the civil society and civil

Theoretical considerations-Complexity of the civil society and battle lines
of social movement1)

forces organizing struggle against the violence and repressiveness of the state. When the state
emerges to threat democracy, citizens become an oppositional subject and perform the struggle
to defend or recover it.

In the aftermath of the ‘Third Wave’ of democratization, the civil society concept became a

However, the civil society is not a homogeneous entity. The civil society is divided along the

quite popular one. In this process, many presupposed that the civil society is quite a

class line and, in its result, the state has a class character towards the class division within the

homogeneous entity. The civil society, formed in the context of transition to the modern

civil society. As Marx said, the modern society is the first one, which argued its autonomy

society, has dual characteristics: one is public sphere which has been liberated from the pre-

from the state but is one which is always divided into hostile relation of capital and labor

modern state's control and has autonomy against the state, and the other is bourgeois society

because of the economic characteristics of the civil society3).

in which the market and capital have been liberated from it. The former can be characterized

In the 19th century and 20th century, the people’s oppositiveness and dynamism has been

as the market society, while the latter as the civil society in the narrow sense. Considering

expressed in the diverse forms against this class division and inequality. I call this expression

these dual characteristics, civil revolution has been an incident of birth of ‘public’ civil society2)

class activism. This class activism has been expressed such forms as the social-democratic

on the one hand and a market (society) on the other hand, liberated from the absolutist state’s

stream and revolutionary communist stream as well in the 20th century context. This kind of

grip. The freedom as a main slogan of the civil revolution meant economic freedom of the

battle line can be called ‘class battle line’. By the help of struggle in this class battle line, the

market from the state and political-social freedom of civil society from the state. In this sense,

democracy has gradually changed to become an economic democracy and social democracy,
going beyond a simply political formal regime. Democracy became reinterpreted as not only

1) This paper is rewritten, based the author’s papers: Cho, Hee-Yeon. 2003. “Changes in the Civil Society and Social Movements in the
process of Democratic Development in South Korea”. Asia-Pacific Forum No. 21, Sept.; 曺喜昖. 2013. “韓国の国家―市民社会の変化と
社会運動の挑戦”.

3) Although Karl Marx admitted that the civil society is a complex entity, he defined the economic aspect of the civil society as dominant

2) The public character implied in the civil society was paid attention to by A. Gramsci(Gramsci, A., 1971, Selections from the Prison

one predominating the individual's life. The commodity relation conceals the real essence of the civil society, which stands on the

Notebooks, NY: International Publishers) and later J. Habermas in his early discussion on the public sphere(Habermas, J. 1986,

class-exploitative relation between capital and labor. To him, the main task of the political economy is to dissect the civil society (MECW,

"Public Sphere", in Steven Seidman ed., Jurgen Habermas on Society and Politics: A Reader, NY: Beacon Press).

Vol. 5, 50,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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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1 | Characteristics of battle lines in the civil society

political procedure but also social-economic contents of equity.
In addition to this class cleavage, in the civil society there are diverse kinds of social

Character of the battle line

Character of the conflict

Democracy
battle line

Democracy regarded as a universal principle of
modern political regime and politics. The state inclined
to authoritarianism and civil society trying to defend
democracy

Authorization of the state and struggle of the civil
society against it, union of the diverse political and
social forces cross-cutting class cleavages

class battle
line

Contradiction between capital and labor

Class activism over economic inequality. socialdemocratic and revolutionary communist streams in
the 19th and 20th centuries

Diverse social contradiction and discriminations

Struggle of the subordinate group over a certain
discrimination and repression. diverse civil activism

contradictions and discriminations, which cannot be reduced to class ones. Around this line,
the dominant and subordinate groups are in conflict and tension. These kinds of social
contradiction in the life world are conditioned and reproduced by the economic market
situation on the one hand and the state on the other hand. We can find examples in such cases
as ethnic conflict, patriarchic relation, homosexuality, ecology and so on. Around these issues,
the subordinate group has struggled against existing discrimination or social establishment. In
this process, the subjectivity of the subordinate group and individuals has been empowered. I

life world
battle line

would define the field in which these kinds of struggle happen as ‘life world battle line’, that is
battle line over life world issues4). This battle line has remained marginalized in the 19th and
early 20th centuries, in which democracy battle line and class battle line has been brought to
the front. However, the May revolution in 1968 and civil right movement in the 1960s and

and participation, a certain issue can be brought to the front and can be put into an urgent

1970s in the U.S. In this period, the civil activism has been expressed in diverse forms and over

agenda to be resolved.

diverse issues untouched in existing social movements5).

The relation between the state and civil society, class and social relations in the civil society

Based on the discussion above, the modern civil society has democracy battle line over

can be different, according to the context within which the civil society is formed. The

contradiction between the state and civil society, class battle line over contradiction between

characteristics of the civil society in the Third World are different from that in the Western

capital and labor within the civil society, and life world battle line over other social

societies. As a result, democracy itself can take a different content, depending on the degree of

contradiction between diverse social groups. These three battle lines are an area in which

activation or de-activation of the civil society and its consequential relation between the civil

strategic actions for hegemony and counter-hegemony conflict each other in Gramscian sense.

society and the state. Unless there is activated civil society standing against the state and
regulating the inclination of the state towards authoritarianization, democracy can sustain

The social movement is organized type of expression of activism in the civil society. Diverse

itself well.

social movements problematize issues related to these battle lines and organize the people’s

In the Third World, democracy and civil society don’t develop themselves from endogenous

activism around these battle lines. When a certain social movement receives popular support

origins. To the contrary, democracy is transplanted into the native context by the
overwhelming power of the Western countries. For example, Korea was liberated from
Japanese colonialism in 1945 and was put under the rule of U. S. A. In the process, South
Korean constitution was legislated, following that of U. S. A., which included basic civil and
political rights achieved through hundreds of people’s struggle from below. Considering this,

4) I borrowed the life world from Habermas, 1987,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Vol. 2. Life World and System: A Critique of
Functionalist Reason, Trans. by Thomas McCarthy, Boston: Beacon Press.
5) The civil society covers diverse private and non-state activities. Although we exclude the market and corporate sector from the
civil society concept in the Korean historical context, different from the Western one, the civil society covers the social movements,
public sphere, association, and family. However, I would make it clear that this paper focuses on social movements only. Concerning
constitutive components, Cohen and Arato says that ‘By "civil society," these actors have in mind a normative model of a societal

we can say that the formal and legal sense of the civil society was formed around the period of
Independence. However, the empowerment of the civil society and citizens against the state,
which sustain the democratic relation between the state and civil society, was not mature.
Thereafter the civil society existed only in the formal and legal sense and was continually

realm different from the state and the economy and having the following components: (1)Plurality: families, informal groups, and

nullified and dwarfed. In this sense, we can say about the discrepancy between the formal and

voluntary associations whose plurality and autonomy allow for a variety of forms of life, (2)Publicity: institutions of culture and

legal sense of the civil society and substantive one. As I will describe below, the formal and

communication; (3)Privacy: a domain of individual self-development and moral choice; and (4)Legality: structures of general laws and
basic rights needed to demarcate plurality, privacy, and publicity from at least the state and, tendentially, the economy. Together,
these structures secure the institutional existence of a modern differentiated civil society.’ (Cohen, Jean L. and Andrew Arato. 1994.
Civil Society and Political Theory. Cambridge: The MIT Press,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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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we see in the figure below, we can say there was “resistant activation of the civil society”

The anticommunist regimented society means that oppositional potential was destructed and

against the state under the developmental dictatorship. Such activation changed to “self-

the power of the civil society sustaining democracy was disintegrated. In this process, the self-

empowered subjectification of the civil society in the wake of the democratization. However, we

sustaining power of the civil society against the state was weakened. In the name of

could see a change to “conflictual differentiation of the civil society” after the wake of

anticommunism, the formal civil and political rights have been ignored and the civil society

democratization, which covers the late stage of democratization and post-democratization

and citizens are de-activated. As a result, the state recovered its power inherited from the

period.

colonial period. A kind of over-developed state emerged7). In this period, the market society as
one aspect of the modern civil society has not developed and the weak economic base has been
destructed during the Korean War. In this sense, the relation among the state, market society
and civil society in the narrow sense in the 1950s can be characterized as ‘strongly repressive
state-undeveloped market (society)-extremely dwarfed civil society’.
Under this kind structure, there has been a low level of the democracy battle line in the
1950s. Only low level of political issues including corruption of the high level public officials
and unjust election, which can be raised even from the transplanted democracy’s viewpoint,
not from radical viewpoint, has been tackled by people in an ‘unorganized’ way. The class
battle line couldn't be brought to the front, because progressive social movements including the
working class movement has been harshly repressed in the name of anticommunism.
Progressive discourses touching on class issues or ideological issues and hinting radical
implication have been punished or marginalized from the public discourse area. As a result, in
the case that there are not political and social forces representing and problematizing class
issues, the class battle line could not be existent. Many issues related to the life world battle
line were not even raised and totally marginalized. General people did not even think such
issues as problematic.

The State-civil society relation and social movements after Independence

In a short, the transplanted democracy was nullified and has existed only as a formality of
the political regime, not substantive rule regulating the state’s power abuse or violation of the

After the Independence in 1945, Korean society ran into harsh struggle between diverse
political and social forces over the direction of the newly established nation-state. This

civil and political rights, because the civil society has been dwarfed and “de-activated” by the
anticommunist regimented social situation.

struggle developed to become the civil war. After the armistice of the Korean War, Korea was
divided into socialist North Korean and capitalist South Korea in which anticommunism
became a kind of pseudo-consensus and people could be regulated in the name of defeating
communism. I call this kind of a new situation, based on distortion of the civil society by
anticommunism, ‘the anticommunist regimented society’6).

The state-civil society relation and social movements under the
developmental dictatorship
The Korean political regime has changed to authoritarian one in the early 1960s. The civilian
government, albeit authoritarian in many ways, was overthrown by the military coup de’ tat in
1961. The new military regime was inheriting the 1950’s regime in that it has used

6) Cho, Hee-Yeon, 1998, The State, Democracy and Political Change, Dangdae(in Korean); Cho, Hee-Yeon and Bob Jessop. 2001. “The
Listian Warfare State and Authoritarian Developmental Mobilization Regime in the East Asian Anticommunist Regimented Society”,
Prepared for the Workshop, In Search of East Asian Modes of Development: Regulationist Approaches, University, Taichung, April
19-2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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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communism as a main ruling ideology. However, it was different in that it brought

even on the formal level.

development to the front in the dominant discourse. In a sense, it tried to organize a new rule

However, this developmental dictatorship began to be confronted with challenges by

in a way of combining existing anticommunism and a new developmentalism. It conserved the

“oppositional activation” of the civil society. The civil society began gradually to be mobilized in

former regime on the one hand and ‘innovated’ it with developmentalist ideology on the other

an opposition to contradictions of development and dictatorship. Oppositional activation of the

hand.

civil society was headed by organized anti-dictatorial social movements, including militant

The developmental dictatorship from the early 1960s continued to repress and try to dwarf
the civil society in the name of anticommunism and mobilized the whole society in the name of

student movement, intellectual movement, labor movement and so on. In the late 1970s and
early 1980s, the developmental dictatorship came to crisis of disintegration.

growth, which in turn provided a favorable condition to capital and market society. In addition,

The oppositional activation of the civil society giving impetus to crisis of the developmental

the developmental dictatorship enforced developmentally oriented policies, giving every kind of

dictatorship has been expressed on the three battle lines. Firstly, the democratic movement has

subsidies to incipient industries and export-oriented enterprises, allocating the economic

been activated against increasingly dictatorial and repressive developmental state. People said

resources, especially finance, to the ‘strategic’ industry areas, and encouraging the growth of

in the 1960s and early 1970s that democracy does not feed people. They were ready to sacrifice

undeveloped market in its result and so on8). We can say that the regime in 1960s was a

democracy in return for rice. However, people began to change their attitude to dictatorship

repressive and mobilizational one to the civil society on the one hand, and supportive and

and say that we could not live only with rice.

encouraging one to the market (society) on the other hand. During the period of the

Struggle for democracy on the democracy battle line expanded to various classes and strata,

developmental dictatorship, there has been a friendly relation between the state and market

including urban poor, working class, students, intellectuals, peasants and even upper middle

and an oppositional relation between the state and civil society.

class. In this democratic movement, institutional politicians, including former Assemblypersons

In this sense, we can say that there has been a unique relation of ‘strongly repressive state-

like Kim Dae-Jung and Kim Young-Sam, began to join. In the process of opposition against

rapidly growing market supported by developmental state-highly repressed civil society by

the developmental dictatorship, huge sacrifices were made11). The general picture of such

dictatorial state’ during authoritarian period from the early 1960s to 1987. ‘The developmental

sacrifices can be found in the following table 2.

state’ in Korea enjoyed high autonomy of policymaking coming from the ‘over-developed state’
reproduced by strong anticommunism and colonial state tradition. The developmental state

| Table 2 | The Dead and Missing in Gwangju People's Uprising and Democratization Movement in the 1960s, 1970s and 1980s

could control finance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policy tools, because all banks have been

Dead

under the government’ influence9)
In addition to control of the civil society by the help of anticommunism and its co-optation
by the help of developmentalism, the great growth under the developmental dictatorship has
been helped by ‘external’ condition. Under the so-called ‘umbrella of Cold-War’10), Korea could
get enjoy to low-price market of U. S. A. and foreign finance.
Like this, under the condition that the civil society has been dwarfed by the dictatorial state

Subtotal
Total

Missing

Gwangju People’s
Uprising

Other Democratization
Movements

Gwangju People’s
Uprising

Other Democratization
Movements

270

161

12

64

431

76
507

* Source: Deliberation Committee on Honor Restoration and Compensation for Those Involved in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armored by anticommunism and co-opted by developmentalism, democracy could sustain itself
Civil society repressed under the anticommunism and developmentalism began to be
activated popularly along the democracy battle line and threaten the military regime towards
8) The so-called 'developmental state' theory found a good example in South Korean government in 1960s and 1970s. Johnson,

retreat. Now the demand such as recovery of democracy became a popular spirit and everyday

Chalmers, 1987, “Political Institutions and Economic Performance: The Government-Business Relationship in Japan, South Korea,
and Taiwan”, in Frederic Deyo ed.,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New Asian Industrialism,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Amsden,
A., 1989, Asia's Next Giant: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NY: Oxford University Press.
9) Refer to Johnson, Chalmers, ibid.
10) Arrighi, 1996, "The Rise of East Asia: World Systemic and Regional Aspects",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ology and Social Policy,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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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discourse. Because demand for the recovery of democracy has overwhelmed other issues,
we can say that, in a sense, three battle lines converged over democracy battle line.

more autonomy and de-regulation, in addition to oppositional activation of the civil society.
We could see a new relation among ‘the state losing, albeit strong, the existing power of

Secondly, the oppositional activation of the civil society was also a process of strengthening

control-expanded and strongly grown market under the special privilege-oppositionarily

of the class movement. The repressive developmental state intervened even in the strike and

activated civil society’ in the mid-1980s. Contrary to the condition that the old landed oligarchy

collective behavior demanding wage raise and betterment of the working condition and

was weak, bourgeoisie was not developed and working class and popular sector were not

repressed them ‘politically’. As a result, even economic struggle became politicized and

activated in the 1950s, bourgeoisie became strong, the working class and popular sector were

developed to be a kind of political struggle against the developmental dictatorship.

strongly activated in the mid-1980s12).

A new contradiction of development itself ironically gave rise to growth of class movement
against it. In Korea, we called it ‘people’s movement'(Minjung movement). In this sense, in the
process of democratic movement, not only the democracy battle line against dictatorial regime

Self-empowered subjective activation of the civil society in the
democratic transition

but also class battle line against developmental regime emerged and strengthened.
Around the democracy battle line in this period, we could see such phenomena as

The climax of oppositional activation of the civil society was Great Democratic Struggle in

participation of politicians, excluded from the institutional political arena, in the street fighting

June 1987. In this upsurge for recovery of democracy, democratic movement became a

and, as a result, merge of the so-called institutional politics and movement politics, emergence

nationally popular movement, which meant that formerly submissive civil society became

of radical dissidents and class division in the social movement, and convergence of diverse

subjectified and mobilized oppositionarily. Before I divided formal and legal sense of the civil

oppositional movement onto anti-dictatorship under the hegemony of radicals. I called it

society and substantive sense. Through democratic movement and experience of Great

‘centripetal deepening’ of social movements.

Democratic Struggle, the civil society could exist in the substantive sense. In a sense, Korean

In a sense, three battle lines were converged onto the democracy battle line as central,

people were reborn as modern individuals in this process. Aftermath of the democratic

because people regarded dictatorship as preserving the class inequality and other social

movement, the citizens were not what they used to be. They refused all-mighty repressive

discriminations.

dictatorial state and power abuse and violation of civil and political rights. They became

In the process of opposition against the developmental dictatorship, a new opposition

already politically conscientious to demand the universal rights recognized in the modern

movement emerged and developed against a new contradiction of the life world, which

society. This meant empowerment of the civil society against authoritarian state to sustain

development brought newly with it. Women's movement, environmental movement, movement

democracy.

against cultural conservatism, discrimination against homosexuality and so on, would be

After the Great Democratic Struggle, the former developmental dictatorship began to change

examples. Although these kinds of movement began to emerge, they were marginalized and

to democratic regime. So-called democratization or democratic transition started. The road or

were overshadowed by the urgent necessity of opposition against the developmental

way of democratization can be divided into two types. One is that of ‘conservative

dictatorship. In this sense, we can say that the life world battle line stayed as a marginal

democratization from above’, in which the authoritarian forces did not lose the initiative in

movement in the authoritarian period.

democratic reform and has kept the state power in a certain level, while the other is ‘radical

This multi-layered activation of the civil society put the developmental dictatorship on the
verge of breakdown.

democratization from below’, in which the opposition forces defeat the authoritarian forces and
dismantle the former authoritarian ruling regime, performing the radical reform of the state

The interesting thing is that challenges to dictatorship came also from the market society.

and market. In the South Korean case, the way of conservative democratization from above

Many market actors, especially Korean big Chaebol, which already fully grown, challenged the

has become dominant. In concrete, the former military forces have defeated the opposition

arbitrary and dirigiste control of the market and business by the state. As above-mentioned,
the civil revolution represented two demands such as strong control of the market by the state
on the one hand and repressive control of the civil society by the state on the other hand. In
South Korea, driving forces behind the democratic movement included the market’s demand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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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ces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December 1987. The military coup d'e-tat government

Korea, conservative media tried to preserve establishment on three battle lines and encourage

changed to electoral military government led by Roh Tae-Woo.

ideologically conservative forces on all levels.

Briefly introducing the Korean democratic transition, the military regime changed in 1987 to
electoral military government. In 1990, the military dominant party merged with two

After recovery of formal democracy after 1987, there are two conflicting streams. One tried

opposition parties, so-called ‘Three Party Merger’. In this event, Kim Yong-Sam, opposition

to expand democracy to diverse areas, e. g. economic and social democracy, confronting the

leader, could become a candidate of the new dominant party, Democratic Liberal Party, and

establishment, and the other tried to conserve the establishment with minor transformation

finally defeated opposition candidate, Kim Dae-Jung,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1992.

under the democracy. These two streams conflicted each other on three battle lines.

Kim Yong-Sam government, the first electoral civilian government in 30 years, has enjoyed
nearly 90 % support in the early stage of its reign. However, it has got confronted with

| Table 3 | Dual aspects of democratization

oppositions from both the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forces in the mid and late stages.

Sub-process

Helped by being confronted with financial crisis in 1997 and gone under the IMF bailout
system, Kim Dae-Jung could win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December 1997. It meant that,
after nearly 30 years' authoritarian period, the first opposition party government emerged. If

Increasing autonomy
political
liberalization

we divide the stage of democratic transition after 1987, the first includes Roh Tae-Woo
government (1988-1992) and Kim Yong-Sam government (1993-1997), in which the former
authoritarian forces did not lose their initiative in the democratic reform. However the second
stage includes Kim Dae-Jung government (1998-2002) and the present Roe Moo-Hyun
government (2003- ), in which the former opposition forces have become the dominant ones.

economic
liberalization

Characteristics
Weakening of the state’ control of the civil society. expansion
of autonomy of the civil society

Institutionalization

Increasing openness of the state to demands of the civil society. expansion of the
institutional roads and space by which demands of the civil society are accepted

Increasing autonomy
of the market

From the formerly dirigisme way of state intervention to increase of market
autonomy. expansion of privatization and lift of political limitation on the labor market
and so on

Opening to foreign
world

Removal of limitation on entry of foreign capital to domestic market. opening of the
Tertiary Industry and the Primary Industry as well

In this second stage, the relation between the state and civil society and relations within the
civil society has changed more comprehensively than in the first stage.
With retreat--albeit done in the way of conservative democratization from above--of the
military forces in 1987, more freedom to people, more provision of basic civil and political
rights and direct vote of the president and so on were given after the Korean civil revolution.
This democratization process after 1987 implied dual aspects. One is weakening of
repressiveness of state over the civil society in the narrow sense and the other is weakening of
dirigiste control of the state over the market (society). If the former can be called political
liberalization, the latter economic liberalization. This parallel to dual aspects of the civil
revolution in Western societies. Of course, weakening of the state’ repressiveness did not mean
dismantling of all repressive state apparatuses and personnel. To the contrary, if we see the
Korean case, the former repressive state apparatuses and personnel have been reserved.
Benefits coming from weakening of the state’s control of the civil society and provision of
more freedom in every political and social life were not given not only to social movements but
also to interest group, conservative media, occupational groups and so on; not only to
progressives but also to conservatives. The latter tries to preserve their own status quo and
establishment, including occupational interests, utilizing the new condition of freedom. In

140

2013 서울민주주의포럼_아시아의 평화, 개발, 민주주의

One important point in transition after 1987 is that democratization on the domestic scene
went along with globalization. Formerly the developmental policy in the 1960s and 1970s had
an orientation of protectionist developmentalism. From the 1980s, this policy changed to a kind
of ‘open developmentalism.’ Although this policy was pressed by America and foreign capital,
this policy was regarded as an exit from debt crisis and over-investment and malfunction of
Korean economy from domestic viewpoint in the late 1970s.
Let us analyze changes in the three battle lines aftermath democratic transition. Unlike
oppositional activation of the civil society, we can define dynamism of the civil society
occurring in the democratic transition as its ‘subjective activation’. Formerly the dynamism of
the civil society has been expressed in oppositional energy against dictatorship. However, new
dynamism of the civil society has been expressed in the way of problematization of untouched
issues, expansion of organization of voluntary association to every social area (including public
officials), increasing collective behavior to achieve demands or interests and so on. As people
began to be liberated from the fear of association, public interest-oriented organizations and
private and collective interests-oriented organizations increased sharply. This change can be
described as “self-empowered subjective activation of the civi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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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bjective activation of the civil society in the democracy battle line was expressed in the

movement has been expressed in diverse forms such as monitoring for free and fair election,

form of movement for reform of former authoritarian or dictatorial regime. Because target of

monitoring the parliamentary regular inspection of the administration, summoning of corrupt

struggle on the democracy battle line was recovery of democracy and democratic procedures,

politicians, organizing public pressure for revision of former bad laws related to dictatorial

intensity of such a battleline was weakened after recovery of democracy. However, even after

repression or new legislation of a new law in favor of people's interest, denunciation of

the formal democracy was recovered, reform of the former dictatorial regime and democratic

improper persons or incumbent persons involved in fraud and corruption or misuse of their

consolidation of a new regime were not tasks solved at one time. As a result, the dynamism of

power, and so on….In addition, the economic reform issues have been very much diverse.

the civil society on the democracy battle line was expressed in movement pushing the more

CCEJ, which led the economic movement in the late 1980s and early 1990s, raised quite

fundamental reform of the former regime. However, because the institututional space and

successfully such issues as regulation of land speculation in the name of the public concept of

passage have expanded, the dynamism of the civil society for reform was expressed in the form

land ownership. It brought to the front such reform issues as the independence of the Korea

of utilizing legal measures like public litigation, petition to Constitution Court, administrative

Central Bank from the political control of the government, more public provision of public

suit and so on. In a sense, we can say about institutionalized dynamism of the civil society.

housing, change of tax policy in favor of the lower class rather than business, the introduction

After 1987, this activation spread to diverse social areas and, as a result, diverse kinds of

of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 System, reform of Korean Chaebol including disintegration

so-called NGO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have been organized; Korea Women's

of its over-diversification, increase of the inheritance tax, public regulation of big business,

Association United in 1987,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in 1989, People's Solidarity

and so on (Cho, 2012: 312)”.

for Participatory Democracy in 1994, Korean Federation of Environmental Organization in
1994, Lawyers’ Association for a Democratic Society in 1988 and so on. After the democratic

Secondly, we can see a subjective activation of the civil society around the class battle line in

upsurge, activation of the civil society was expressed in activation of association. As you can

the form of organizational and political development of the people’s movement including the

see in the following table, the ration of associations founded after 1987 is 55.8% in the NGO

labor movement. Under the developmental dictatorship, the state violence mainly targeted

Directory 1997 and the ration after 1980 is

militant people’s movement, along with student movement that stood at a forefront in
| Table 4 | Foundation Year of Korean NGOs

78.1% in the NGO Directory 2000. This

NGO Directory 1997

NGO Directory 2000

provision of relatively free space of political and social activities by the help of democratization,

pre-1960s

7.7

5.7

formerly illegal movements became semi-legalized or legalized ones. In the organizational

1960s

10.3

7.2

1970s

11.0

9.0

shows that democratization brought with it
high increase of association activities13).
Among the activation of the civil society
in the democracy battleline, we could see
new emergence of “system-centered
movement” , which included democratic
hand, and that of economic system, on the
other hand . Here “Political reform
15)

80-86

15.0

87-89

14.4

1990s

aspect, Korean trade union movements developed to found Korea National Council of Trade
Unions in 1990, covering mainly blue-collar worker’s unions, and Korean Confederation of

1980s

14)

reform of the political system, on the one

opposition against dictatorship. According to weakening of the state repressiveness and

29.4
90-92

17.7

93-96

23.7

21.6

Trade Unions in 1995, covering the big company unions, middle class unions and blue-collar
worker’s unions. This would be a ‘benefit’ of political liberalization, brought with

56.5

* Source: Cho, Hee-Yeon, 2000, "The History, Present Situation and
Prospects of Korean NGOs", what is NGO, Arche (in Korean).

democratization. However, people’s movement has to be confronted with another aspect of
democratization that is ‘disaster’ of economic liberalization, which was more strengthened by
the global stream of neo-liberalism. With the concept of disaster, I would indicate new

13)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PSPD), which I, by myself, have been involved in its founding, started only with 5 full-

15) The object of opposition of the anti-dictatorial movement was a totalitarian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 in which the military

time staffs and now it includes about 60. It signifies activation of the Korean civil society(Refer to Cho, Hee-Yeon and Park Won-

forces kept state power in its hands. Although the military forces retreated from the grip of state power after the democratic struggle,

Soon,2002, "Democratic Reform and Civic Movements in South Korea", Joint U.S.-Korea Academic Studies, Vol. 12).

it did not mean automatic emergence of the democratic system itself. The creation of a democratic system demanded another

14) Cho, Hi-Yeon, “Changes in Social Movements in the Post-Dictatorship Context in South Korea-Focused on Four Dimensions”.

long struggle for democratization, or democratic rationalization of the post-dictatorial system. In this sense, reform movement for

in Hi-Yeon Cho, Lawrence Surendra and Hyo-Je Cho eds. Contemporary South Korean Society: A Critical Perspective. London:

democratization or democratic rationalization of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s was brought to the fore in the post-dictatorship

Routledge, 2012.

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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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enomena such as flexiblization and irregularization of labor forces up until reaching 58% in

more than before.

2002, increasing income inequalities and so on. With fundamental opening of the Primary
Industry, the agricultural self-reliant base broke down. Progress of UR and establishment of

1. Neoliberalization of the political liberals

WTO gave strong pressure for more opening and removal of barrier to free movement of

In relation to the first phenomenon, the state-led developmentalism under the

capital to Korean economies. The famous general strike in the early 1997 against detrimental

developmental dictatorship has been transformed into a new one to emphasize more market

amendment of the labor law, which was aimed to ease lay-off and dispatch of labor force to

autonomy and initiative and more opening to the global economy, which can be called

business, could not stop the neo-liberal economic liberalization policy orientation of Korean

“neoliberal developmentalism”. The Kim Dae-jung could have followed more radical road,

government.

which refused the conditionality given by IMF, and have changed the existing developmentalist

Thirdly, the subjective activation of the civil society was sharply expressed around the social

orientation reflectively. However, influenced by the urgent necessity of overcoming the

cleavages. Along with expansion of free political and social spaces, the marginalized groups

financial crisis and pro-capitalist and anti-communist social atmosphere, it went to more

could get more easy access to public discourse area. Many problematized issues were

opening and more market autonomy expansion in a strictly neoliberal policy way. In the name

re-problematized in this process and began to get public attention; human right issues,

of overcoming the financial crisis, it has driven privatization of banks and public enterprises,

homosexuality, patriarchic discrimination, discrimination of the handicapped, authoritarianism

financial market, capital market, etc., allowing the wider range of irregular employment,

in the life world, issues related to consumption and life and so on. Diverse ‘civic activism’ has
been expressed in this life world battle line.

The Roh Moo-hyun government has followed such policy of the Kim government further in
path-dependency way. Such a policy has been symbolized by pursuing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FTA), and tried to sign the FTA in simultaneous and aggressive way, e.g.

Second stage of democratization and change in the civil society battle
lines

with E.U.
In the same financial crisis in East Asia, it is quite ironic that the politically progressive Kim
Dae-jung pursued the pro-IMF opening policies and the Malaysian prime minister, Mahathir

In the process of democratization, emergence of Kim Dae-Jung government in nearly 50

bin Mohamad, adopted more anti-IMF ones.

years and economic crisis and IMF bailout in 1997 were a turning point to the second stage of
democratization.

2. Strengthened capital power

This Kim Dae-jung government has been succeeded by Roh Moo-hyun government in 2002,

In the relation to the second one, we can say that big business, which has grown by the help

which continued to keep liberal reformative policy lines similar to the former one. Therefore,

of the strategic and wider support of developmental state, has been strengthened, enough to

this liberal reformative government continued for years from 1998 to 2007. This gave a chance

constrain the progressive socio-economic policies and promote more opening policies, trying to

for political liberalization to be upgraded with the result of more autonomy and partial

change the economic policies of the government in its favor. Especially, the socio-economic

institionalized cooptation of the civil society demands, shown in the table 2. However, this

reformism of the democratic governments from 1998 to 2007 has been limited by such a

political liberalization went along with expanded economic liberalization, precipitated by

strengthened corporate and market powers.

necessity of overcoming economic crisis. On the one hand, social movements in the civil society
could mobilize more uninstitutional and institutional resources in order to realize their
demands. The space for agendas of the civil society to be realized expanded. Government was
more open to civil society’s demands and agendas.

3. Institutionalization and its effect
Among the important changes, which happened under the democratic government, we can
indicate expansion of the so-called “institutionalization” as one component of the political
liberalization, as referred to in the table 3. Many issues raised by the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mong changes which happened under the democratic government for 10 years, we can

changed to be policy agendas under the democratic government, and many civil society

suggest two important phenomena. One was the “neoliberalization” of political liberal

activists have been invited into the government bureaucracy and liberal party cadres. This

government, and the other was that the capital and marker power have been strengthened

meant that the government became more open to the civil society issues, and a new 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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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ween the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emerged.
I would define the state under the 10 years of democratic government as “dual” state. It
means that the state was pursuing the democratic reform in the institutionalized form, which

package policies on Chaebol. According to this acceptance of the former agendas of the civil
society, we could see a partial de-activation of the civil society in such areas. This is a kind of
dilemma to social movements in the process of democratic transition17).

has been driven by bottom-up social movements, on the one hand, but it came to turn itself

However, along with this, the civil society was newly activated around new issues by the

into a pro-business neoliberal state and was driving diverse kinds of neoliberal policies

help of expanded free political and social space of activities. Blacklist campaign against corrupt

including privatization, flexibilization of the labor market, and etc., on the other hand. This

politicians received strong popular support18). Media reform movement, campaign for

kind of duality can be found in the conflictual relation with the big business over democratic

disintegrating hierarchical structure of universities, medical reform to institutionalize a new

reform to force it to show higher transparency and social responsibility, on the one hand, and

division between doctors and pharmacists, in which the former is specialized in diagnosis and

in the cooperative relation with it over business-friendly policies to enhance the international

treatment and the latter in sale of medicine. These kinds of new campaign were paid hot

competitiveness .

attention to from the general people.

16)

Secondly, in the class battle line, a complex situation was made. In its early stage, Kim

4. Change in the civil society under the democratic government

Dae-Jung government founded a new institution, that is Tripartite Commission as a kind of

Let's see what kind of change has happened under the democratic government. On the

‘corporatist’ one. This institution was made not only by the help of reformative character of

democracy battle line, we could see de-activation of the civil society on the one hand and its

opposition party government and but also necessity of capital-labor conciliation to overcome

new activation on the other hand. Under the 10 years of democratic government, many civil

the urgent economic crisis as well. In this commission, legalization of Teacher’s Trade Unions

society agendas were absorbed to become government policy agendas, enforced from the above.

and expansion of social security infrastructures and the so-called neoliberal economic policies

In these agenda areas, social movements could not but support the government reform policies

including flexibilization of labor market were traded off unfortunately. The latter law opened

and, in return for support, and demanded more fundamental reform to the government. Some

the way to make huge irregular workers.

NGOs, covering formerly militant oppositional figures, were regarded even as new “pro-

Kim Dae-Jung government tried to sell many public-owned enterprises to the private

governmental” organizations by the conservative groups. As examples of institutionalization

capital and invite foreign capital in the way of lifting possible institututional barriers, in the

done udder the Kim Dae-jung and Roh Moo-hyun governments, we can suggest examples

name of overcoming the foreign debt crisis. Privatization and opening of Korean economies

such as establishment of Ministry of Women's Affair,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were advanced highly under Kim government. We can say that high-level of economic

Tripartite Commission of the government, business and labor, Truth and Reconciliation

liberalization has been driven by the ‘democratic’ government. In addition, emergence of

Commission to redress the past state injustices, including investigating the suspicious deaths

opposition party government brought with it effect of mitigating militant mobilization of the

under the dictatorship, legislation of Anti-Corruption Act and so on. Even Act on honor

trade union movement Because of this, in its early stage of Kim government, the labor

restoration and compensation for those involved in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was

movement could not show militant activation which continued to be one of its general

legislated. Under the Roh government, special commissions was set up even in the former
repressive state apparatuses such as the military, police and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which was formerly Korean Central Information Agency notorious for tortures. In addition,
Kim and Roh government tried to reform Korean big conglomerate and enforced reform

17) Under the Roh Moo-Hyun government(the second opposition party government) inheriting Kim Dae-Jung government, social
movements get confronted more and more with high level of dilemma of this kind. In order to get out of this kind of dilemma, I
argue that social movement should be more radicalized in their view responding to ‘normalization’ of the state and political society.
Democratization means that ‘liberal’ ‘democratic’—of course rationalized capitalist—state is replacing the former authoritarian state in
the early stage of industrialization(Cho, Hee-Yeon, 2003, “’Normalization of the state and Radicalization of social movements”, {Citizens
and the World} No.4).

16) In this sense, we can say the former dictatorial developmental state changed to be “reconfigurated” developmental state which

18) In the general election in April 2000, 86 politicians were blacklisted as corrupt and 59 were defeated among them. The rate of

does pro-business role in a democratic form and a changed relation and form(Chu, Yin-wah. 2009. 'Eclipse or reconfigured?

defeat was 68.6%. I define this kind of active role of the civil society movement as 'proxy representation' in response to 'political

South Korea's developmental state and challenges of the global knowledge economy', Economy and Society 38:2. pp. 278-303).

lag'. That is, the civil society movement is doing a role of the pseudo-party, because the political parties are not doing their proper

In my view, this kind of continuation of the developmental state as a “leading” actor does not contradict the “neoliberal” state

representative role. Refer to Cho, Hi-Yeon. 2008. “Nakchon-Nakson: Blacklisting Campaign against Corrupt Politicians in South

character(Pirie, Iain. 2008. The Korean Developmental State: From dirigisme to neo-liberalism. NY: Routledge).

Korea”. In Ahmad Mohiuddin and Hi-Yeon Cho eds. Breaking the Barrier. Dhaka, Bangladesh: Nabodh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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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The change in the civil society can be summarized in the following table.

Under the Roh government, this kind of policy was inherited. Such policy expanded to
| Table 5 | Change in the battle in the civil society after 1987 and 1997

pursue diverse Free Trade Agreement as a stream.
However, according as neoliberally oriented economic policies gave rise to miserable

After the democratic transition

After opposition party government/economic crisis

Democracy
battle line

Expansion of voluntary association by the
help of increasing autonomy of the civil
society. expression of demand of reform via
institutuionalized road

de-activation and de-politicization of some part
of the civil society movement(co-optation). new
expression of dynamism by the help of heightened
political liberalization

Class battle line

Tension between ‘benefit’ of political
liberalization and ‘disaster’ of economic
liberalization

political liberalization upgrading itself to the level
of institutionalization. mitigation of militancy of the former
movement by the help of co-optation of some issues
and a partial oppositional activation against expansion
of ‘disaster’ of economic liberalization

Life world
battle line

marginalized issues paid attention to more
and more, utilizing the space given by political
liberalization

many marginalized issues being a main issues of social
movement, sometimes becoming hot issue publicly

consequences such as ‘20 vs 80 society’, lay-off of millions of laborers with nearly 10 % of
unemployment rate in the process of industrial restructuring, and being put in a unstable
irregular laborer in the name of labor market flexibilization and so on, the militancy began to
be recovered in the mid and late stage of Kim government. As definition of Kim and Ro
government’s economic policies as neoliberal has been accepted in the labor movement camp,
the struggle was identified as struggle against neo-liberalism. On this mood,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defected from the Tripartite Commission symbolically. These
two aspects, partial de-activation as a result of ‘benefitgovernment’s of political liberalization
and new oppositional activation of labor movement as a result of ‘disastergovernment’s of
economic liberalization, co-existed under Kim government.
Thirdly, under Kim and Roh governments, many marginalized issues in the life world began
to be brought to the front in the public discourse and within social movement camp. Actually

5. Activation of conservatives and conflictual differentiation of the civil society

issues in the life world could not receive much attention from the media and populace.

In the late stage of democratic government, we could see a new activation of conservatives.

However, under Kim and Roh governments, many issues were widely reported even by the

According as the democratic government was accepting the civil society issues to the

mainstream media and accepted as problematic from the general people. Such issue as public

governmental policy agendas, the conservatives opposing such agendas began to be activated

shirking of the military service from the viewpoint of freedom of conscience could not be raised

against the democratic government. For example, we can illustrate the so-called “4 reform

publicly and paid attention to before. Many examples such as conscientious refusal of the

laws” in the late 2004, such as the National Security Law, the reform bill of the private school,

military service, lift of hierarchical structure of universities, protection of privacy right,

the media reform bill, and so on. These bills, which the Roh government wanted to lift or

critique of digital divide, campaign to conserve screen quota in the name of ‘cultural exception’,

revise, were quite high level agendas to provoke the conservatives within the civil society.

medial reform including anti-Chosun campaign, campaign for civic participation right in the

Formerly, the conservatives within the civil society continued to exist as “government-

local government decision making and so on, could be found under Kim and Roh governments,

patronized” organizations. Therefore, they did not have a moral leadership as “independent”

that is under the second stage of democratization. According as anticommunism and

civil society agencies. However, as the democratic government continues to drive the

developmentalism which existed as pseudo-consensus has weakened, repressed issues under

democratic reform, the conservatives within the civil society began to criticize such reform in

their influences increasingly became problematized and brought to the public discourse area.

the name of “over-reform”. This kind of activation of the civil society included a reactivation of

Along with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some issues could be

the “old” conservatives patronized by the dictatorial government and emergence of “new’

resolved in an institutionalized way.

conservatives, called “new-right”.

As mentioned above, we could find that the character of activation of the civil society in the

This kind of activation of conservatives has been much helped by lack of the “ruling

transition to democracy changed from oppositional activation to subjective activation. In

virtue19)”, which means that the Roh government could not put forwards such reform in a

addition, we can say that oppositional activation of the civil society has been the most
important driving force for democratization but democratization brought with it a new context
which made dynamism of the civil society expressed in a different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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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gemonic” way with less conservative reaction, provoking it more than expected.
These conservatives have confronted such democratic reform, which seemed to be
“necessary” to the progressives, by defining it as “socialist reform” or “over-reform”, and tried

government emerged when the conservative political forces changed its face with a new
developmentalist vision, which was conceptualized as “economic advancement(先進化)” in 2007,
and could appropriate such a frustration and a new anticipation.

to mobilize the public opinion to the conservative direction, organizing diverse kinds of
oppositional direct action.
Along with this “activation of the conservative”, we can say that the civil society was put in

Change to post-democratization period and changes in the state-civil
society

“conflictual differentiation”20). Democratization process in reality is that of competition over the
hegemony within the civil society. A kind of “progressive hegemony” continued to dominate

The Lee Myung-bak candidate of Grand National Party could dominate the Chung Dong-

from the period of start of democratization to the last stage of democratic government.

Yeong candidate of United New Democracy Party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2007. This

However, as democratization proceeded, such hegemony has been weakened and such

change meant not only a change in the government from democratic government led by anti-

hegemonic situation changed to a kind of “conflictual differentiation”.

dictatorial reformative liberal to new conservative one, but also a change from the 20 years of
democratization phase in which the democratic reform of the dictatorial legacies to post-

6. Defection from both sides

democratization period.

While this activation of conservatives meant defection of the grassroot’s people with
politically conservative orientations from the support of democratic government, some part of
grassroot’s people defected from it, from a quite opposite side, with frustration and
disappointment with socio-economic achievement such as economic bi-polarization, expansion
of irregularization of workers, unemployment of the young workers, worsening income
distribution, and etc., as I explained in the class battleline. Socio-economic failure of the
democratic government and decline in the popular support among the progressive civil society
resulted in distrust in the “democracy discourse”, which symbolized the political legitimacy of
the democratic government and meant a language of “hope”.
In the last stage of the Roh government, there was wide range of a kind of “progressive”
defection, on the one hand, and “conservative” defection, on the other hand, resulting in
decline of the popular base of the democratic government demised.
This kind of situation can be found in most Asian countries in democratization. A new
“reverse wave” was made possible by way of this kind of frustration with unsatisfactory
achievement of “democratic” government. This wave could be prevented when the “old”
memory of the frustration with the dictatorship in terms of its repression and its harshness
remained vivid. However, when the “new” feeling of frustration could overshadow the “old”
memory, this reverse became possible.
The “new conservative” government21) such as Ma Ying-ju government and Lee Myung-bak

20) Prof. Choi Jang-Jip described this as a change from “the civil society against the state” to “civil society vs. civil society”(Choi,
Jang-Jip. 2010. Post-democratization democracy. Humanitas. Ch.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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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democratization period, because the consolidation of the newly recovered democracy

progressive civil society began to be more resistant to active alliance of the state and capital. In

and democratic reform of dictatorial legacies-ridden new regime has been regarded as urgent,

this sense, we can say that the civil society came to be exposed to higher level of “conflictual

other issues have been overshadowed. However, change to the “post-democratization” period

differentiation than in the last stage of democratic government. On the one hand, there is a

has been realized by the help of wide progress of democratic reform under the democratic

progressive civil society to be resistant to the new conservative government and its business-

government, on the one hand, and new issues such as increasing socio-economic inequality or

friendliness. On the other hand, there is a conservative civil society, which tries to support the

issues in the micro-lifeworld became perceived as more important than before to the public

market and corporate sector and constrain demands and struggle of the progressive civil

eye. This change is parallel to the fact that the democracy battleline was moved to the

society onto the government.

periphery, and class and lifeworld battlelines were being moved to the central attention.

2. Change in the civil society under the new conservative government
1. Neoliberal developmental state

Now let’s move on to changes in the civil society under the new conservative government.

Along with this, the state began to change itself from a kind of “neo-mercantilist”

First is the change in the democracy battleline. The new conservative government began to

developmental state to neoliberal developmental one. Under the democratic government, this

change itself to a kind of “authoritarian” one, because the bottom-up opposition became

kind of state change was progressing too. However, it was combined with democratic reform-

strong from its early stage, as we have seen in the candle demonstration in the mid-2008.

oriented character. Therefore, it remained a “dual state”. The “developmental state” means the

President Lee was relatively free from the former dictatorial legacies, in that he has joined in

state doing a wide range of interventionist role in the condition of high level of autonomy from

the student movement in the early stage of Park Chung-hee dictatorship and has moved and

economic and social pressures, enough to be able to drive a rapid and compressed growth. This

been involved in business area thereafter, having distance from the conservative political

kind of developmental character persists through post-democratization period. However, while

parties. He was the so-called “6-3 generation”, which was involved in demonstration against

the “old’ developmental state meant a strong alliance of the state-capital with the former’s

the normalization of foreign relation between the former colonizer Japan and Korea. However,

strong initiative, the “new” developmental state also meant a strong alliance of a similar kind

his government increasingly leaned towards adopting more repressive measures. It tried to

with the latter’s strong initiative. We can say here that the developmental character of the

tighten the free expression and oppositional activities especially in the cyber space, which in

state is being kept, but the working mode has changed in accordance to the fact that the

turn resulted in more oppositional actions by young generation and so-called netizens. For

capital has been strengthened enough to stand on its own feet and make the state constrained

example, a cyber-writer, ‘Minerva’ was arrested and was taken to the prison in 2009, in

by such a kind of economic pressure. In this sense, the state under the new conservative

charge of putting up essays in the cyber space to be critical of the current government. Lee

government can be said to be neoliberal, although it seems to be strong in relation to the

government also repressed brutally the resistance of the tenants in Yongsan to oppose the

capital and oppose the logic of the market and capital sometimes. Under the democratic

urban redevelopment and demand more compensation in January in 2009.

government, the democratic reform politics has been in tension with the neoliberal economic

This kind of new authoritarian measures of Lee government gave rise to the new activation

logic, but, under the new conservative government, its business-friendly character came to be

of the young generation sensitive to freedom of expression and speech, and surveillance in the

more fit into demand of the capital.

cyber space. This meant that the democracy battleline began to be activated over this kind of
new issues related to civil and political rights.

As we see in the figure below, relation among the state, market, and civil society changes.

The Lee government has adopted measures to reverse the so-called “democratic

We can see more active cooperative alliance between neoliberal developmental state and

achievements”, which have been realized for the past 20 years of democratization period in

strengthened capital and market, corresponding each other. The capital and market tried to

many areas. For example, it tried to cut down the staff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penetrate the civil society, trying to put it under its influence and try to constrain the anti-

Commission from 208 to 148, and its local branches.

market and anti-capital stream within the civil society, based on their strengthened economic

In addition, policies, adopted by the former Roh government to disperse the public

power. As I mentioned before, the conservative civil society began to be activated up to the

enterprises and public institutions to local areas to mitigate the regional disparity, were tried to

high level, encouraged by emergence of the new conservative government. However, the

stop or reverse. These kinds of reverse policies have been confronted with harsh re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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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ause those efforts were not accepted just as a policy adjustment but as one to turn around
the democratization itself.

In reality, this lifeworld is not unitary one, covering diverse different issues. Among them, I
emphasize three phenomena. First is more attention to lifeworld issues, not only system-

Second, we can see change in the class battleline. As mentioned, Lee government has

oriented issues such as political reform or economic reform issues. Second is new “emergence”

enforced diverse kinds of business-friendly policies such as refunding the comprehensive real

of self-helped social economic activities. Third is activation of the grassroot’s level and local

estate holding tax to the upper class, reducing the tax related to the real estate and the

level of civil society.

corporate tax, alleviation of Regulations on Capital Areas, and etc., in the name of

Concerning the first, we can suggest new progressive activation of the civil society over the

strengthening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n order to boost the construction industry, it

“four-river construction project” as an example. Lee government has driven massive national

invested $2.2 billion in the four-river project, which resulted in giving huge economic benefits

civil engineering projects including Nakdong-river, Yeongsan-river, Han-river, Keum-river,

to civil engineering industries.

and strategically allocated huge money amounting to $2.4 billion to it. This project met very

Concerning the change in this class battleline, under the strategic support of the corporate

strong resistance from the environmental group and progressive civil society. This struggle

sector and market by Lee government, they could expand their domination areas to the wider

enabled the ecological and environmental issues to be brought to the center in the civil society

range of society. This let the so-called “Satanic Mills' rolling to give rise to resistance of the

organizations, especially to the progressive one. Although the dictatorial developmental state

society to defend itself, as K. Polayni expressed in his book, titled Great Transformations.

has been reproduced as “civil engineering” state23), it was not full problematized. This kind of

22)

Interestingly, according as the capital tried to expand its economic domination areas to the

pro-environmental activation of the progressive civil society was precipitated by experience of

self-employed economic areas, which haven’t been targeted by the big business, it became to

struggle against the Saemangeum Reclamation Project and Buan Radioactive Waste Disposal

be confronted with resistance of the self-employed and traditional merchants in small and

Facility

middle-level sale or service areas.,

I referred to expansion of lifeworld issues-oriented civil society activities and its

This kind of resistance has been constrained in its expansion by the “democratic”

popularization under the democratic government. This kind of trend continued even under the

governments, because its “progressive” character prohibited disappointment of the ordinary

new conservative government. In a sense, this kind of lifeworld issues such as education,

people from being developed to political one. However, under the new “conservative”

homosexuality, consumption, culture, environment, and etc., have got more coverage by media

government, such economic frustration could be easily developed to political sentiments of

by the help of their newness, although issues in the democracy and class battlelines haven’t get

resistance. This change was symbolized by such struggles as the laid- workers’ one of

a media coverage, because of hostile conflict between the progressive and conservative civil

Ssangyong Motors against the layoff, crane struggle in the high altitude in the Hanjin Heavy

society groups24).

Industry by Kim Jin-suk. Solidarity struggle by ordinary citizens to struggle of the laid-off
and irregular workers in the name of “Bus of Hope”, etc.

3. Change in the lifeworld battleline
Concerning the lifeworld battleline, which has been marginalized under the dictatorship, and
getting a gradual attention from the populace in the democratization context, we could see

23) Hong, Seongtae. 2011. Development Corporate Company and Civil Engineering State. Hanul Academy.
24) Among the lifeworld issues-oriented movement, we could see its radicalized form. I would call it “regime-exiter movement”. If the
moderate form of lifeworld issues-oriented movement can be called “life-reformer movement”, this radicalized form can be called

diverse forms of dynamism in the lifeworld battleline expressed in the post-democratization

“life-changer movement” or “regime-exiter movement”, in that it is aimed to go over the way of life presupposed by the current

period.

way of life towards a more humanitarian one, the life-changer movement encourages a new practice to defect from the existing

regime, and pursue and construct an alternative lifeworld and way of life. “If the life-reformer movement tries to change the existing
regime and its related way of life with a vision to construct alternative autonomous community rather than renovate the existing
regime. For example, ecological community movement, no-ownership movement might be examples. The tradition of this exit
community movement take different expressions are different in different countries. Because such tradition has been cut off in the
transition to the modern society in South Korea, it was a new formation. However, in many Southeastern countries, because such a
tradition has survived and remained strong in contemporary societies, such a movement can be said to inherit such a tradition(Cho,
Hee-Yeon. 2011. “Changes in social movements as counter-hegemonic practices and their reconstruction in Asian democratization-

22) Polanyi, Karl. 2001. The Great Transformation: The Political and Economic Origins of Our Time. Boston, MA: Beacon Press. : Social
Movement Transformation and Democratization in Asia. Selangor, Malaysia: Gerakbudaya/S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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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pansion of social economy movement

campaign for deepening the local autonomy and de-monopolizing the political and economic

Let’s see the second form of activation of the civil society around the lifeworld battleline.

resources concentrated in the Metropolitan Seoul has been done, problematizing the political

Against the “millstone of the devil” rolling, economic self-help movement began to expand. It

and economic alienation of the local provinces. In this process, such organization as

was expressed in expansion of diverse kinds of NPOs, co-operatives, social enterprises, life-

Decentralization Movement for Sustainable Korea emerged.

cooperatives, etc. This expansion has been supported by such acts as Basic Cooperatives Act
legislated in Dec 2011, which made easy organization of cooperatives with at least 5 members,

These kinds of movement went together with the process in which the progressive civil
society was refinding the importance of locality and grassroot’s level consciously.

and stipulated governmental support of them, and the Social Enterprises Raising Act in 2007
This social economy sector as a whole means that self-helped economic activities expand

Until now, I tried to describe and analyze the change in the state and civil society. Now, the

within the market sector in response to expansion of colonization of the lifeworld of the

civil society is experiencing a conflictual differentiation by the help of reactivation of

ordinary people. This can be defined as “public sector within the “private” market”.

conservative civil society, and changed activation of the progressive civil society such as
changes in the democracy and class battlelines and new activation of the lifeworld battleline.

5. Concerning the grassroot’s movement
In the democratization period, the civil society movement has mainly focused on reforming

This means that the civil society become a “hegemonic competition area” more and more, open
to the different political and social trajectories of change.

the central government, political parties, reform of big business. However, in the later stage of
democratization and in the post-democratization period, the progressive civil society began to
turn its attention to the grassroot’s level, which has been a kind of “monopolistic” area of the
dictatorial government and conservative civil society organizations.
Under the developmental dictatorship, diverse kinds of government-patronized
organizations have been made at the grassroot’s level. By the help of anti-communist and
developmentalist mobilization strategy. The dictatorship could control the civil society and
could implant the conservatism at the grassroot’s level, which continued through
democratization.
Against this, the progressive civil society organizations tried to penetrate such grassroot’s
level and local civil society. We can illustrate diverse real examples. From the early stage of
democratization, the so-called National Liberation groups within the progressive civil society
tried to settle down its popular base in the local society, compared to other radical groups in
the social movement sector. In addition, there have been efforts to make progressive local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t the grassroot’s level, like a Citizen’s Union for Open Society, etc. If we
take an example in Seoul, diverse organizations such as Kwanak Residents’ Alliance,
Dongdaemun Green Citizen’s Coalition, Nowon Madeul Residents’ Association, etc., were made
to pursue this kind of effort. Such organizations came together in 2010 to make an umbrella
organization called Solidarity of Grassroots Civil Society Organization in Seoul. We could also
see a urban movement called “Village-Making”, exemplified in Seongmeesan in Seoul, which
has drawn a learning from Japanese “Machichkuri(まちづくり).
As the provincial autonomy expanded, the local civil society organizations have organized
diverse campaign to monitor the local government and local council. Along with thi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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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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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역량 강화: 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at 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Council, and from 2005 to 2009 as a Democracy Specialist at
USAID. Ms. Smith spent 2003 to 2005 in several roles with The Asia Foundation in Afghanistan, including
Deputy Country Representative. She holds a B.A. from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and an M.S.
from Texas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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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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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

-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원 석사(논문:종속적 발전과정에 있어 자본과 노동유형의 변화에 관한 연구)

Discussant

-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원 박사
(논문: 한국 사회운동조직에 관한 연구)

아이찰 수프리아디

아이찰 수프리아디는 현재 태국 방콕에 기반을 둔 자유선거를 위한 아시아 네트워크 사무총장이다. 1997년부터

해외연구 및 강의경력

그는 아시아국가의 국제 선거 감시자로 활동하였다. 그는 전 KIPP 자카르타 사무소 지부장, 인도네시아의 민주

- 1995.9-1996.11 미국 남가주대학교(USC) 한국학 객원교수

주의 감시 및 INDEPT연구소 설립자이기도 하다. 수프리아디는 푸트라-방사 대학에서 법학, 부디 루후르 대학

- 1996.12-1997.7 영국 랑카스터대학교 교환교수

에서 경영정보학을 전공하였고, 현재 태국의 마히돌 대학에서 인권과 평화학 석사 과정을 수행하고 있다.

- 1997.7-1997.8 대만 국립대만대학교 교환교수
연구분야

Ichal Supriadi

Ichal Supriadi is currently the Executive Director of the Asian Network for Free Elections (ANFREL)
www.anfrel.org, based in Bangkok, Thailand. He's attended and led dozen of international elections

- 전공 : 정치사회학 / 산업사회학 / 사회변동론/사회운동과 NGO

observation mission in the country across Asia since 1997. He has previously held positions as an
현직

Executive Director for KIPP Jakarta, and founder of democracy Watch and INDEPT institute in Indonesia.

-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겸 시민사회복지대학원 NGO학과 교수

Mr. Supriadi received his Bachelor of Law in University of Putra-Bangsa, Surabaya, Management

-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2002.2.~)

Informatics Computer at the Budi Luhur University in Jakarta, and currently proceeding his master in
Institute Human Rights and Peace (IHRP Study) at the Mahidol University in Thailand.

Cho, Hi-yeon

Education
- B.A, Soci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 Ph.D, M.A Sociology, Yonsei University, Korea
Research Interests
- Politic sociology/Industrial Sociology/ Theory of social change/ Social Movement and NGOs

수실 피야쿠렐

수실 피야쿠렐은 전 네팔 인권위원회 위원, 네팔 인권조직인 INSEC의 의장이었다. 그는 네팔에서 인권 운동을
이끄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현재는 사회대화를 위한 연대 회장직을 맡고 있다.

Professional Experiences

그는 독재왕권 시대인 1985~1990년에 독재왕권시대에 맞선 시민 연대조직인 민주주의와 국민적 화합을 위한

- Current: Professor, NGO Graduate School and School of Social Science, Sungkonghoe University

포럼에서 사무총장으로 활동하였다.

- Deputy Director, Operating Committee,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2010년 그는 광주 인권상을 수상하였다.

Sushil Pyakurel

Sushil Pyakurel is a former Commissioner of Nepal’s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NHRC) and
founder Chair of INSEC a frontline Human Rights Organization of Nepal. Mr. Pyakuryal played a lead

바바라 스미스

role in the movement for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in Nepal. Currently
바바라 스미스는 현재 아시아 재단의 거버넌스와 법 프로그램을 위한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2011~2013년 그
녀는 USAID의 민주주의와 거버넌스를 위한 정책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였고, 2011년에는 USAID의 중동 개혁을
위한 부 코디네이터로 재직하였다. 2009~2010년에는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에서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담당 위원장직을 지냈으며, 2005~2009년에는 USAID의 민주주의 전문가로 활동하였다. 그녀는 2003~2005
년 아시아재단 아프가니스탄 지부에서 부지부장을 맡아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Mr. Pyakurel is chair of Alliance for Social Dialogue (ASD), and President of accountability Watch
Committee(AWC), a collective initiative against Impunity.
Mr.Pyakurel was General Secretary of Forum For Democracy and National Unity (FODENU), an alliance
of citizens to fight the autocratic regime of King during 1985-90.
He is the winner of Gwangju Prize for Human Rights-2010.

그녀는 오스틴주에 있는 텍사스대학에서 학사, 석사 학위를 받았다.

Barbara Smith

Barbara Smith is Senior Director for Governance and Law, overseeing The Asia Foundation's
governance and law programs. From 2011 to 2013, Ms. Smith was a Senior Policy Advisor for
Democracy and Governance (DG) issues at USAID. In 2011, she was USAID’s Deputy Coordinator for
the Middle East Transition. From 2009-2010, Ms. Smith served as Director for Afghanistan and Pakis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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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세션 3.
민주적 거버넌스: 민주적 거버넌스 이슈에 대한 원탁토의
토론자
Discussant

공석기

공석기 교수는 현재 서울대학교 아시아 연구센터에서 연구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대학교에서 사회학으로
학사, 석사 학위를 받았고, 하버드 대학에서 사회학으로 박사 학위를 이수하였다. 주요 연구 분여는 사회운동,
NGOs 연구, 정치 사회학 분야이며, 최근 연구 발표자료는
- 글로벌 NGOs: 세계 정치에서 ‘와일드 카드’를 넘어(w/ Lim H. C.) Nanam (2011)
- 동아시아의 인권, SNU Press (2010) (W/ Chung C. S. & Koo J)
- 세계 사회포럼과 한국 시민운동: 시애틀에서 베를렘까지,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KONG, Suk-ki

50(1): 341-372. (2010)
KONG Suki-Ki is Research Professor of Asia Center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He studied sociology
and received B.A., M.A. from the Department of Sociology at SNU and his Ph.D. from the Department of
Sociology at Harvard University
His major fields of research are social movements, NGO studies, and political sociology.
His recent publications included articles entitled:
Global NGOs: Beyond ‘Wild Card’ in World Politics, (w/ Lim H. C.) Nanam (2011)
Human Rights in East Asia, SNU Press (2010) (W/ Chung C. S. & Koo J)
“The World Social Forums and Korean Social Movements: From Seattle to Bele'm”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50(1): 341-372. (2010)

란 리아오
Ran Liao

현 투명성 기구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중국
Senior Program Coordinator, TI International, China

송창석
1993년 한양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한 송창석 부소장은 한양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부교수
로 재직중이며, 한국 옴부즈맨 멤버로 활동하고 있다. 부패방지 및 시민권 위원회에서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

SONG,
Chang-seog

며, 현재 희망제작소에서 교육센터장 및 부소장을 겸하고 있다. 저서로는 “공공가치의 프로세스”, “대중리더가
되기 위한 필요 자질”, 민주주의 시민을 위한 교육 방법”.”토론의 새로운 방법” 등이 있다.
Changseog Song went to the Graduate school of Hanyang University and obtained the Doctor’s degree
in Political Science in 1993. He has been an adjunct professor at The Center for Continuing Education
at Hanyang University, a Member of Ombudsman of Korea, the head of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Department and the director at the Presidential Secretariat.
He is currently the head of Education Center & Vice President, The Hope Institute. He has written many
books such as “Process of the Public Value”, “Necessary qualities to be a Public Leader”, “Education
methods for Citizens in Democracy ”, “New methods for Discussion”,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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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즈카 베이얼
샤즈카 베이얼은 비폭력 갈등 국제 센터(ICNC)의 시니어 어드바이저이자 존스 홉킨스 대학교 국제학 고급과정
대서양 연안관계 센터의 방문 연구자이다.
2014년 4월에 단행본 “부패 축소: 책무성과 정의를 위한 대중의 힘” 을 출간할 예정이다. 최근 저작으로 “갈등
의 변화: 비폭력의 방법론에 대한 소론”에서 부패, 대중의 힘, 갈등해결에 대한 장을 집필하였으며 “시민의 지
하드: 중동의 비폭력 저항, 민주화와 거버넌스”에서는 부패와 여성의 권리에 대한 내용으로 두 장을 공동 집필
하였다. 샤즈카 베이얼은 유럽회의의 WMD(World Forum for Democracy), 터프츠 대학교의 플레처 스쿨, 하버
드 대학, 홍콩 대학, 국제 반부패 컨퍼런스, 국제 투명성기구의 청렴 여름학교, 유엔반부패협약(UNCAC) 당사
국들의 컨퍼런스, 미국 평화연구소 등에서 정기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그녀는 국제국가범죄이니셔티브의 동료
이며(런던 킹스 칼리지, 하버드 인도주의 이니셔티브, 훌 대학), UNCAC 시민사회 연맹의 조사위원회 회원이자
반부패 솔루션과 지식 프로그램(ASK) 전문가 네트워크의 일원이다. 토론토 대학의 심리학과 여성학 학사,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국제관계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Shaazka
Beyerle

Shaazka Beyerle is a Senior Advisor with the International Center on Nonviolent Conflict (ICNC) and a

주제 세션 4

Visiting Scholar at the Center for Transatlantic Relations, 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 Johns

시민사회 역량강화 II :
시민사회 역량강화를 위한 지역연대

Hopkins University.
Following extensive research, she is the author of a forthcoming book entitled, Curtailing Corruption:
People Power for Accountability and Justice. It will be published in April 2014. She contributed a chapter
on corruption, people power and conflict resolution in the recently published book - Conflict Transformation:
Essays on Methods of Nonviolence and co-authored two chapters – on corruption and women’s rights –
in, Civilian Jihad: Nonviolent Struggle, Democratization and Governance in the Middle East.
Ms. Beyerle regularly teaches and speaks about people power, including: the Council of Europe World
Forum for Democracy; Fletcher School for Law and Diplomacy, Tufts University; Harvard University;
Hong Kong University;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Conferences; Transparency International Summer
School on Integrity;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UNCAC) Conference of States Parties;

Thematic Session 4

Empowerment of Asian Civil Society II:
Regional Solidarity for Empowerment of
Civil Society

and the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She’s a Friend of the International State Crime Initiative (Kings College London, Harvard Humanitarian
Initiative, University of Hull), a Coordinating Committee member of the UNCAC Civil Society Coalition, and
part of the ASK (Anti-Corruption Solutions and Knowledge Program) Network of Experts.
She holds an M.A. in International Relations from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and a B.A. in
Psychology and Women’s Studies from the University of Toronto.

사회자
신형식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획조정실장
발표
시민사회의 권한강화(Empowerment)를 위한 책무성 기제: 시민사회의 지역연대를 위한 시론
김태균 | 서울대학교 교수

조지 매튜

조지매튜 박사는 현재 인도 사회과학 연구소 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인도 뉴델리에 있는 자와하르알 네루 대
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그는 로컬 거버넌스,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분권 및 성평등 이슈에 집중하고 있
으며, 정부, 국내 및 국제 위원 및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다.

George
Mathew

Dr. George Mathew is Chairman, Institute of Social Sciences, New Delhi since 2011 and its founding
Director (1985). He received his Ph.D from Jawaharlal Nehru University, New Delhi. Some academic
positions he held are: visiting fellow at the University of Chicago from 1981-82,Visiting Professor
University of Padova(1888) Fulbright Fellow (1991)for working in the University of Chicago and Shastri

자유로운 정치, 인권, 경제적 자유를 위한 지역 네트워크
레이너 아담 | 나우만 재단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지부장, 독일
토론
레베카 말레이 | 필리핀 농촌 재건운동 옹호팀장, 필리핀
Moderator
Shin, Hyung-sik | Director of Planing & Coordination Dept., KDF, Korea
Presentation
Accountability Mechanisms for Empowerment of Civil Society:

Indo-Canadian Faculty Research, Trent University(2005). He is specializing in local governance,

Comments on Regional Alliance of Civil Society Groups

grassroots democracy, decentralization and gender equity and serves on government, national and

Kim, Tae-kyoon |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international commissions and committees.

Regional Networks for Liberal Politics, Human Rights and Economic Freedom
Rainer Adam | Regional Director, Friedrich Naumann Foundation for Freedom, German
Discussion
Rebecca Malay | Director for Advocacy, Philippine Rural Reconstruction Movement, Philipp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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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의 권한강화(empowerment)를
위한 책무성 기제
시민사회의 지역연대를 위한 시론

김태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들어가며: 개발연대를 위한 시민사회 기반
• Post-2015 개발의제를 위한 다각도의 논의가 UN를 비롯한 국제기구 및 주요 공여주체들에 의해 형성되
고 있으며, 여기에 시민사회단체 들의 지역별, 지구별 연대가 추진되고 있음.
• Beyond 2015가 시민사회 연합구성체로 대표적인 역할을 주도하고 있으며, 아시아지역에는 ADA와 같은
지역별 기구가 조직되어 활동을 시작하고 있음.
• 그러나 시민사회가 한시적으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연합체를 형성하는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연대기제 방식이 필요한 상황임.
• 본 논문에서는 시민사회 역량강화와 연대기제의 지속가능한 제도화를 위한 대안으로 책무성
(accountability) 기제의 도입을 제안하고 이를 아시아적 맥락에서 재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연대기제의 제도적 플랫폼으로서 책무성
• 책무성 문제는 NGO 간의 내부 운영기제의 제도적 기초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는 시민사회단체 간
의 투명성과 정보교환의 순기능적 역할을 지원하기 때문에 연대조직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절대
적으로 필요한 내부적 제도장치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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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무성에 대한 이론적 설명은 다양하게 소개되어 있는데, 주로 내부적 책무성(internal accountability)

시민사회연대의 책무성이 미치는 외부효과

와 외부적 책무성(external accountability)로 구분하며 내부적 책무성은 조직 내부의 대표자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발생하는 효과이고 외부적 책무성은 보통 외부의 stakeholder와 연대
하거나 조직 내부의 파트너로 협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책무성이라 할 수 있음.

• 지역연대조직의 내부적 책무성이 확립되면 조직의 장기적 안정이 제도화될 수 있으며, 이는 더 나아가 아
시아개발은행을 비롯하여 지역 단위의 주요 공여주체에 대하여 개발정책의 책무성을 요구할 수 있는 중요
한 제도적 기제가 될 수 있고 또한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소규모의 비영리단체 및 지역공동

• 보통 시민사회단체 및 NGO의 경우 유사한 단체와 외부적으로 연대하는 가능성은 일반 공적기관보다 유

체를 지역연대조직으로 통합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창출할 수 있음.

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단체 내부의 대표를 선발하는 과정은 투명성 있게 운영되는
것이 외부적으로 공개되는 경우가 많지 않으며 특히 외부기관으로부터 기금을 받을 경우는 이러한 과정이
원활하게 추진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음.

• 이는 신뢰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연대조직이 형성됨을 의미하며, 연대조직에 참여하는 회원단체들에게 권
한부여(empowerment) 효과를 제공하는 동시에 여타 다른 지역연대시민사회 기구와 지역간에 연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는 효과도 제공할 수 있음.

• 이는 시민사회단체의 내부적 책무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부정적인 현상은 시민사회단
체 간에 연대할 경우 연대된 조직의 대표성을 내부적으로 구성하는 과정에서 더욱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
이 농후함.
• 따라서 시민사회의 연대 가능성과 그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책무성 문제 중 내부적 측
면이 개선되어야 하며, 이러한 과정은 결국 연대 파트너 간의 신뢰 구축에 중요한 기초를 제공하게 됨.

아시아적 맥락에서의 책무성 구성과 지역연대
• NGO의 책무성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시민사회에 입장으로서는 매우 불편한 이야기가 될 수 있으나, 시
민사회 스스로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연대기제를 구축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 불가능
하고 사안이 종료 되는대로 제도의 생명력이 불안하게 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됨.
• 이는 더 나아가 아시아라는 지역적 맥락에서 책무성 기제가 재구성되어야 된다는 지역연대의 기초로 연동
되며, 아시아 지역의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지역수준에서 활동하는 개발NGO 간에 공유하고 있는 공통의
문제 영역과 단체의 운영 방식이 어떻게 책무성이라는 제도로 통합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
• 지역적 맥락에서 책무성 제도가 확립되지 않으면 시민사회연대가 타깃으로 삼는 국제기구와 주요 선진공
여국에 관한 책무성 결핍(accountability deficits)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한계가 발생함.
• ADA와 같은 지역연대를 상설화하고 조직의 연대를 공고화하기 위한 방식으로 연대조직의 대표성을 가진
내부 인사과정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아시아에서 공통적으로 핵심 이슈가 되는
의제를 중심으로 기능적 책무성이 선발과정의 투명성에 배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 또한 일부 주요 아시아 국가의 시민단체가 지역연대를 주도하고 결정과정을 지배하는 방식의 거버넌스의
불균형은 최종적으로 책무성 문제에서 발생하는 회원단체의 탈퇴현상으로 이어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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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hanisms among NGOs. Because of its positive functions in supporting transpar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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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information sharing among civil society groups, accountability is an absolutely
indispensable internal policy mechanism to ensure the sustainable operation of a coalition.

Thematic
Session 4

Accountability Mechanisms for
Empowerment of Civil Society
: Comments on Regional Alliance of
Civil Society Groups

• There are various theoretical explanations on accountability, mostly classified into
internal accountability and external accountability. Internal accountability assures
institutional transparency over the process of appointing representatives of an
organization whereas external accountability takes place in forming alliances with outside
stakeholders or cooperating with internal partners within an organization.

Kim, Tae-kyoon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 In general, a civil society group or NGO has more flexible options than other public
institutions in forming alliances with external organizations but its internal process of
selecting representatives is not often transparent and things become more complicated
especially when the group is funded by external organizations.
• This implies that there are problems with internal accountability of civil society groups

Introduction: Foundation of Civil Society for Development Alliance

and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problems will become more aggravated over the internal
process of appointing representatives when a coalition is formed.

•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United Nations and major donors are having
multi-dimensional discussions on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under which civil
society groups are forming regional and district-level alliances.

• In this regard, internal accountability needs to be improved to facilitate civil society
alliances and their sustainable operation, which will in turn lay the important foundation
for building trust among alliance partners.

• Beyond 2015 is taking the initiative as a leading civil society alliance. In Asia, regional
alliances like ADA have been formed and started operation.

Accountability and Regional Alliances in the Asian Context

• However, there are limitations in building temporary civil society coalitions whenever

• In fact, civil society groups may feel uncomfortable with controversies over NGO

there is an agenda.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me up with more active alliance

accountability. However, unless transparent and accountable alliance mechanisms are

mechanisms.

built by civil society groups on their own, a long-term sustainable development won't be
possible. Not only that, the existence of a coalition will become fragile as soon as the

• This paper suggests accountability mechanisms as a way to build capacity of civil society

temporary agenda at issue is addressed.

groups and establish institutional frameworks for sustainable alliances and reconstructs
them in the Asian context.

• Furthermore, this relates to the foundation for regional alliances that require
reconstruction of accountability mechanisms in the Asian context; and, efforts should be

Accountability as Institutional Frameworks for Alliance Mechanisms

made to incorporate common problems and operational issues shared among the regional
civil society groups and development NGOs as part of accountability mechanisms.

• Accountability plays pivotal roles as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internal operational

190

2013 서울민주주의포럼_아시아의 평화, 개발, 민주주의

2013 Seoul Democracy Forum_ Peace, Development, and Democracy in Asia

191

• If such accountability mechanisms fail to be established in the regional context, there will
be limitations in causing controversies over the accountability deficits of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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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s and major advanced donors as argued by civil society alliances.
• As a way to facilitate and solidify regional alliances like ADA, the internal process of
appointing representatives needs to be conducted in a transparent and open manner and
there should be efforts not to exclude functional accountability from a transparent

주제세션
4

자유로운 정치, 인권, 경제적
자유를 위한 지역네트워크

appointment process in focusing on the key shared agenda in Asia.
• In addition, civil society groups in some major Asian countries are leading regional
alliances and governing the decision-making process. Such imbalanced governance would
eventually end up with the withdrawal of member organizations arising from

레이너 아담
나우만 재단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지부장

accountability issues.

External Effects of Accountability of Civil Society Alliances
• Once established, internal accountability of a regional alliance will lead to its long-term
stability. Furthermore, it could serve as important policy mechanisms to demand
accountability to major donors in the region such as ADB over their development policies
and may also cause positive effects of incorporating small non-profit organizations and
local communities scattered in the region as part of the regional alliance.
• This means establishment of a trust-based civil society alliance which empowers its
member organizations while at the same time facilitating possibilities for further coalitions
with other regional civil society alli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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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al Networks for Liberal
Politics, Human Rights and
Economic Freedom
Dr. Rainer Adam
The Friedrich Naumann Foundation for Free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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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세션 4.
시민사회 역량 강화: 시민사회 역량강화를 위한 지역연대
발표자
Speaker

김태균

현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전문분야
- 국제 개발협력
- 글로벌 거버넌스
- 국제 정치사회학
논문
- T ranslating Foreign Aid Policy Locally: South Korea's Modernization Process Revisited," Asian
Perspective 37(3), 2013.
- "Strategizing Aid: U.S.-China Food Aid Relations to North Korea in the 1990s,"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Asia-Pacific 12(1), 2012
- "Mixed Governance and Welfare in South Korea," in Francis Fukuyama, Larry Diamond, and Marc
Plattner (eds.), Poverty, Inequality, and Democracy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12)
- 개발원조의 변용성과 원조조건의 정치경제학," <경제와 사회> 제99호, 2013.
- "세계은행의 책무성 제도에 관한 소고," <한국의 개발협력> 제3호, 2012
- "개발협력 의제의 사회적 구성: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복합네트워킹의 정치학," <국제개발협력연구> 제4권 1
호, 2012
- "ODA를 넘어서: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대안적 재원조달 방식의 모색," <21세기정치학회보> 제22권 1호, 2012

Kim,
Tae-kyoon

Current: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Expertise
-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 Global Governance
- International Political Sociology
Research
- T ranslating Foreign Aid Policy Locally: South Korea's Modernization Process Revisited," Asian
Perspective 37(3), 2013.
- "Strategizing Aid: U.S.-China Food Aid Relations to North Korea in the 1990s,"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Asia-Pacific 12(1), 2012
- "Mixed Governance and Welfare in South Korea," in Francis Fukuyama, Larry Diamond, and Marc
Plattner (eds.), Poverty, Inequality, and Democracy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12)
- "Contradictions of Global Accountability: The World Bank, Development NGOs, and Global Social
Governance,"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18(2), 2011
- "Poverty, Inequality and Democracy: 'Mixed Governance' and Welfare in South Korea," Journal of
Democracy 22(3), 2011 (co-authored)
- The Korean State and Social Policy: How South Korea Lifted Itself from Poverty and Dictatorship to
Affluence and Democrac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co-autho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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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거버넌스 :
ODA,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사회
Thematic Session 5

Democratic Governance in Asia Ⅱ:
ODA, Sustainable Democracy and Civi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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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국가를 수출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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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국가를 수출할 수 있는가?
주제세션
5

원조 정치와 민주주의를 위한 ODA

이태주
한성대학교, ODA Watch 대표

개발국가와 원조의 정치
개발원조는 민초들의 삶에 대한 외부의 개입이기도 하지만 국가 지배방식에 대한 의도적 지원과 개입이기도
하다. 전자가 자선과 연대, 개발을 통해 열악한 삶의 조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개발 프로젝트(development
project)라면 후자는 정치와 지배체제, 지배방식에 대한 국제적 지원으로서 정치적 프로젝트(political project)
이다. 개발 프로젝트로서 개발원조는 원조의 경제적, 기술적, 관리적 측면을 강조하는 반면에 정치 프로젝트로
서 개발원조는 원조의 정치성과 정치 사회적 영향력에 주목한다. Ferguson(1994)이 아프리카 레소토에 대한
세계은행의 프로젝트 사례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개발원조는 본래 매우 정치적인 것인데 마치 비정
치적이고 중립적이며 기술적인 것인 것처럼 탈정치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지난 10여 년간 OECD/DAC와 유엔, 세계은행 등 글로벌 개발체제(global development architecture)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추진되어 왔던 개발원조 효과성 담론과 정책은 원조의 기술적, 관리적 측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서의 정치 프로젝트로서의 개발원조가 지니는 위험성과 영향력에 대해서는 간과하거나 은폐한 경향
이 있었다. 원조효과성에 관한 파리선언의 5대 원칙으로 알려진 오너십(o w n e r s h i p), 원조조화
(harmonization), 원조일치(alignment), 성과관리(managing for results), 상호책무성(mutual
accountability)도 모두 원조기관과 원조수행 주체들이 지켜야 하는 정책적, 관리적, 기술적 원칙과 지표들을
제시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파리선언은 원조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기술적 측면에서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특히 공여국보다도 개발도상국들은 파리선언 이후 원조를 더 효과적으로 관리
하고 원조가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정책적 장치들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파리선언 뿐 아니라 부산에서의 개발효과성 논의에서 조차 국제 원조 프로그램이 지니는 정치적 의미와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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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에 대해서는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함으로써 원조 문제를 정치와 민주주의, 인권체제와 거버넌스 구조 논

무비판적 전파 및 수용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한국의 개발경험과 한국형 원조라는 무비판적

의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고 일방적인 해석과 전수 노력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아시아의 민주주의 발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시
민사회와 민주적 거버넌스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개발효과성 제고 차원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원조를 기본적으로 정치적 프로젝트로 정의하고 개발원조가 민주주의와 개
발국가의 체제 성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한국의 원조 사례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여기서 개발

한국형 ODA와 개발국가 수출의 명암

국가(developmental state)란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강력한 리더십 체제로서 개인들의 삶의 질이나 단기
적인 정치적 목적보다 국가발전을 우선에 두는 국가이다(Fritz and Menocal 2007:534). 흔히 동아시아의 경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프로그램은 ‘한국의 개발경험’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하고 전파하고 수출하고자 하는 것

제발전과 국가 유형의 특징을 지칭하여 개발국가로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정치영역에서의 권위주의 체제와 경

이다. 경제발전공유사업으로 칭하고 있는 Knowledge Sharing Program(KSP)이 그러하고, ‘새마을 ODA’가

제 영역에서의 국가주도형 개발주의가 짝을 이룬 체제이다. 개발국가는 일본에서 1925년부터 1975년에 이르는

그러하다. 정부는 한국형 ODA의 체계화를 위해 이미 159개의 한국형 개발경험을 모듈화하였으며, 한국형

경제발전 과정을 분석하는데 사용되었던 개념으로, 점차 한국, 대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로 확대

ODA 추진전략에 의해 1960부터 1990년대에 걸쳐 한국이 이룬 급속한 압축성장과 정부주도형 개발경험을 개

적용되었으며 개발독재, 개발정치, 억압적 개발정치 체제, 개발체제 등의 다양한 개념이 동시에 사용되고 있다

발원조 사업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이와사키 이쿠오 2002:29). 본래 개발국가 개념은 Chalmers Johnson의 일본 연구서(1982)인 <통상산업성과
일본의 기적>에서 처음 사용되었다고 한다(Stubbs 2009). 그는 개발국가가 작지만 최고의 관리능력을 지닌 엘

한국 정부가 발표한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한국은 다양한 원조의 수원 단계를 거쳐 공여국으

리트들이 충원되는 국가 관료제가 존재하고, 국가 관료제가 주도권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정체체계이

로 전환하였고, 성공적인 개발경험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특성을 살린 개발협력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

며, 경제에서 시장을 보장하는 방식의 국가개입이 항상 이루어지고, 일본 통상산업성(MITI)과 같이 산업정책과

조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개발협력 콘텐츠를 개발경험, 사업기술, 감성분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경제계획을 통괄하는 막강한 조직이 존재하는 것을 지칭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정리하고 이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원조모델을 마련하고, 시범적으로 새마을 운동과 모자보건사업, 직업훈련 모
델을 개발한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은 개발도상국의 원조 수요가 많은 8대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하

한국의 경우 후발 산업화의 주자로서 한국의 개발국가는 몇 가지 특징을 지닌다. 우선 산업화 과정에서 특

고 있으며 교육, 보건의료, 공공행정, 농림수산, 산업 에너지, 범분야(환경, 여성 등)에 대한 유상·무상 지원전

정 산업과 특혜 받은 독점적 기업에 대한 자본 투자가 시장이 아닌 국가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동시에 이들에게

략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거버넌스 부문인 공공행정 분야를 살펴보면 무상협력은 국가개발의 주체인 개도국

강력하게 성과를 요구하고 모니터함으로써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국가가 주도한 개발국가이다. 한국

정부의 역량개발(capacity development)을 통한 행정능력 향상, 공공제도 개선을 지원하고, 경제개발·산업

의 경우 수입대체화에서 수출지향적 산업정책으로의 전환도 국가의 적극적 개입과 주도에 의해 가능했다. 이러

개발·중소기업 육성·과학기술정책 등 ‘정부주도형 개발전략’을 전수하고 있다. 또한 전자정부, 공무원 교육훈

한 결과로 한국은 세계적으로 지난 반세기 동안 가장 빠르게 압축적 성장을 이룬 나라로서 뿐 아니라 경제개발

련 등 정부의 행정능력 강화 사업과 조세·관세·특허·기상·통계·입법 및 사법제도 등 행정 및 제도구축 사

과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한국은 매우 효율적이며 강력한 리더십 체계를 지닌 대

업을 지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차관 형태의 유상협력도 전자정부 등 우리의 행정과 IT 기술을 접목하여 협력

표적인 개발국가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Hayashi(2010)는 이러한 한국과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의 개발국가

대상국의 정부역량 개선에 기여하는 사업을 중점 지원하고 있다(www.odakorea.go.kr).

모델이 아시아 뿐 아니라 모든 개발도상국들에게 아직도 유효하며 세계화에 따른 대외경제 여건이 상당히 달라
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우 유용한 개발전략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오히려 서구 공여국들이 주도하는

이와 같은 한국형 ODA는 그 전략과 내용에 있어서 한국의 개발경험을 일방적으로 해석하는 위험성을 지닌

민주주의와 거버넌스 의제가 자신들의 기준에 의해 개발도상국들에게는 다소 무리한 개혁요구를 하고 있는데

다. 한국의 개발경험은 매우 특수한 역사적, 정치적, 지정학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고 민간부문 및

반해, 글로벌 시대의 개발국가 모델인 한국의 경우처럼 효과적으로 시민사회를 동원함으로써 경제발전과 민주

시민사회의 균형적 성장과 발전을 통해 이루어진 것인데 정주 주도형 개발정책과 강력한 정부 및 리더십을 지

주의를 모두 성취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나치게 강조함으로써 권위주의적 개발국가와 개발독재를 정당화할 위험성을 지닌다. 실제로 한국의 중점협력
국들과 한국의 개발경험 전수를 희망하는 많은 국가의 지도자들은 한국이 경험했던 70년대식 개발국가와 권위

이처럼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과 함께 한국은 동아시아 개발국가 모델로서 개발도상국들과 신생 독립국

주의 정부를 동경하고 원조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수

및 빈곤국들에게는 개발의 모델이고 희망이다. 그런데 개발원조 프로그램 논의에서 1960와 70년대 한국의 권

하르토 시대의 인도네시아 군부통치와 부패한 독재자 마르코스 시기의 필리핀, 군부독재 시기의 미얀마, 캄보

위주의적 개발국가(authoritarian development state)와 군사독재체제에 대한 ‘신화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디아, 베트남, 라오스 등 인도차이나 국가들이 모두 공히 개발원조를 통해 군부통치 기반을 강화하고 개발독재

경계하고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국의 권위주의적 개발국가 체제에 대한 신화화 현상이 한국의 개발원

를 정당화한 사례들이다. 이러한 국가들에서 개발원조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족벌주의와 부패를 조장하고 군부

조 정책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현되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특히 ‘한국형 원조’와 ‘새마을운동의 세계화’라

와 독재를 지속하는데 기여한다. 마르코스 정부의 부패와 사치, 지대추구 정책과 장기집권 과정에서 막대한 일

는 독특한 개발원조 브랜드 전략에는 한국의 권위주의적 개발독재와 개발국가에 대한 향수와 개발국가에 대한

본의 원조자금인 엔차관이 사용되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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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가 민주주의를 촉진하는지 아니면 소수의 정치 엘리트들에게만 원조의 혜택이 돌아가고 족벌정치와 부

지원과 사회운동을 통해 정치체제를 바꾸려는 정치적 개입이라고 분석한다.

패를 강화하는지에 대한 논쟁은 오래되었다. Knack(2004)에 의하면 원조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방식에 의해
민주화에 기여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선거제도와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과 사법제도, 언론 자유와 시

이와 같은 논의를 토대로 볼 때, 한국형 개발모델 혹은 한국형 원조는 개발도상국에게 양날의 칼과 같은 이

민사회 제도 구축 등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통해 민주화에 기여한다. 둘째는 원조의 정책이행조건

중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한편으로는 개발원조를 통해 민주주의에 필요한 제반 법적 제도적 여건과 지식

(conditionality)을 통해 인권을 신장하고 민주화에 기여한다. 셋째는 민주화에 긍정 요인인 교육과 소득증대를

과 노하우를 전수함으로써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원조는 교육과 직업, 소득, 사회적 서비스의 기회를

통해 민주주의 여건을 확산한다. 그러나 1975년부터 2000년까지 실제로 서방의 원조가 개발도상국의 민주화에

제공함으로써 시민사회의 역량을 증진시키고 민주주의에도 기여할 수 있다. 정책조건을 강요하는 원조가 아닐

미친 영향을 복합변수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원조가 민주화에 기여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다고 그는 연구

지라도 한국형 원조 프로그램은 정부와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는데 필요한 제도와 기술, 인력과 지식을 제

를 통해 밝혔다.

공함으로써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확산에 기여하는 측면이 매우 크다.

Boone(1996)은 원조 비판론자들의 대표적인 주장인 빈곤은 전적으로 정부실패 때문이며 원조가 효과적이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형 원조가 소수의 군벌과 정치적 지배집단 및 이들과 결탁한 기업가와 토건개발

기 위해서는 정치체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를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그에 따르면 원조는 현저하

세력을 지원하고 강화함으로써 오히려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특히

게 투자를 촉진하지도 못하고 빈곤층의 인간개발지수를 제고하는 효과도 크지 않은데 반해 정치 엘리트 집단과

한국적 개발경험의 전수가 권위적 개발국가와 독재체제를 합리화하고 개발주의를 핑계로 정치적 반대파와 시

정부의 규모를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분명한 것은 민주 정부가 억압적 정부에서 보다 유아 사

민사회를 억압하는데 활용될 수도 있다. 유신체제로 상징되는 70년대 한국의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군부에 의

망률이 30%나 낮다는 것이며, 민주 정부를 지원하는 것이 빈곤을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권위주

한 개발독재는 경제개발과 빈곤탈출 목표를 이유로 모든 민주화 세력과 노동운동 및 인권을 심각하게 유린하고

의 체제와 독재정부는 지대를 추구하는 정책에 의존하며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대표적인 독재자들은 모두 원조

억압하기도 한다. 도시와 농촌의 빈곤층들은 강력한 정치적 지지세력으로 동원되기 쉬우며, 새마을운동은 이러

자금을 족벌정치를 강화하는데 사용하였으며, 자신의 출진지역과 부족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는데 활용했다고

한 정치적 맥락에서의 대표적인 정치적 대중동원 프로젝트였다(조희연 2010).

분석하고 있다. 이점은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중적 정치 엘리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들도 원조자금
을 자신의 정치적 지지자들을 위해 왜곡하여 사용하고 빈곤층을 정치적 지지세력으로 동원하기 위해 원조자금

한국의 권위주의적 개발국가의 폐해는 개발도상국에 전수되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경험이고 교훈들이

을 사용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결국 원조 자금은 세금정책과 재정정책에 직접적 영향력이 없으며 정부의 지출

다. 가장 중요한 것은 원조자금이 자본의 원시적 축적과정에서 기여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에 심각한 정

규모와 부유한 정치집단들만 키우는 효과를 지닌다.

경유착과 부패의 사슬을 만들고, 지대경제를 키우며 결과적으로 재벌경제와 국가독점 경제체제를 공고히 한다
는 것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재벌집단인 삼성과 현대, 엘지, SK, 한진, 대우, 한화, 효성, 포스코 등 대기업들이

한편 몇몇 학자들은 서구 공여국들이 1990년대 이후 원조정책과 전략으로 의제화하는데 성공한 ‘굿 거버넌

초기에는 모두 원조자금의 국가 독점적 배분과 특혜, 정경유착에 의해 성장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들

스’(good governance)와 시민사회를 통한 민주주의 지원 정책이 상당한 문제가 있었음을 밝히기도 하였다. 물

이 한국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것은 지속적인 기술혁신과 경쟁력 제고에 의

론 거버넌스는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는 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오늘날 거버넌스는 발전과정

한 것이었지만 적어도 1950년대와 60년대에는 군사정부인 개발국가와의 정경유착 결과이기도 하다. 이로써 한

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발전 전략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중심 전략이다. 거너번스란 일국의 정치, 경제

국 경제는 재벌과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재편되었으며 상대적으로 중소기업과 소농들은 급속히 약화되거

및 사회적 자원의 배분과 관리와 관련된 총체적인 의사결정 구조이고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하는 광

나 몰락하는 길을 걸어야 했다.

범위한 개념이다. 특히 민주적 거버넌스(democratic governance)는 책임성, 투명성, 포괄성, 대응성을 지닌
효과적이고 유능한 국가를 만드는 의사결정과정을 말한다. 그러므로 개발 거버넌스(developmental

또 다른 개발독재의 폐해는 경제개발과정에서 광범한 인권탄압이 있었으며 천민자본주의 및 개발주의가 급

governance)는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부문(공공, 민간, 시민사회)과 이해당사자들이 개발과정

속히 확산된 것이다. 70년대 유신체제하에서는 모든 민주화 세력과 언론, 노동, 학생운동이 심각한 탄압의 대

에 참여하고 대응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김달현 2011:27-8).

상이었으며 암흑의 시기였다. 강제구금과 강제 입영이 일상적이었으며, 시민들에 대한 일상적 감시와 사찰, 대
중동원과 군사화가 이루어졌다. 이와 동시에 아파트와 자동차로 상징되는 개발이 환상이 되어 물질 만능주의와

그러나 Jenkins(2001)의 연구에서 보듯이 세계은행과 공여국들이 아프리카의 토착 정치 전통을 존중한다

개발주의가 확산되었다. 이로써 문화와 전통의 다양성은 사라지고 급격한 도시화와 이농, 난개발로 인해 정체

는 입장이 얼마나 허위적인가를 알 수 있다. 그는 세계은행이 아프리카 시민사회를 지원한다는 것도 사실은 뒤

성의 혼란과 공동체의 파괴가 진행되었다. ‘동원된 근대화’로 인해 학교와 시민사회는 모두 병영과 같이 획일적

에서 아프리카 사회를 변혁하려는 시도일 뿐이라고 비판한다. 그에 의하면 서구가 말하는 굿 거버넌스라는 담

인 문화가 되었고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희생되었다. 과도한 개발은 환경의 파괴를 초래했으며 생물종

론은 원조를 통해 공여국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체제를 바꾸며 개발정치를 강화하려는 시도라는 것

다양성과 문화다양성이 급속히 파괴되었으며 압축적 근대화의 결과로 ‘위험사회’와 ‘피로사회’가 되었다. 이러한

이다. 따라서 거버넌스란 용어는 개발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미화하려는 미사여구에 불과하며 결국은 반대파

개발주의와 개발국가를 수출한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심각히 저해할 수 있는 것이며, 실제로 많은 아프리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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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의 개발독재자들은 한국의 경험을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와 지배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시아의 민주주의를 위한 ODA와 시민사회

도 개최되었다(이성훈 2011).
그러나 주목해야 할 것은 시민사회가 모두 단순하게 민주주의에 기여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Mercer(2002)는 시민사회와 NGO가 민주주의를 증진시킨다는 명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으며 다양하고 특수

민주주의 정착과 인권을 위한 개발원조의 노력은 최근의 일이 아니다. 미국과 유럽의 대다수 공여국들은 오

한 정치적 맥락과 역학관계에 따라 역할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개발의 정치(politics of

래 전부터 개발도상국과 신생국, 분쟁국, 시장경제 이행국들을 대상으로 민주주의를 위한 개발원조를 추진해왔

development)에서 NGO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역할을 담당하며 특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다. 그러나 전후 신생국의 독립과 분쟁 과정에서 냉전외교와 냉전원조가 과도하게 추진되면서 군부정권이나 독

등 동남아시아의 사례에서처럼 NGO들은 다양한 서비스 제공자로서와 정책 파트너로서의 정치적 참여를 통해

재정권에 대한 미국과 구소련, 서구의 지원도 많았다. 아프리카와 중남미, 인도차이나 국가들에 대한 미소의 경

오히려 취약한 민주체제와 개발국가를 강화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즉 NGO가 시민사회를 확대

쟁적 지원과 전쟁, 개발원조가 대표적 사례이다. 아시아에서 미얀마와 인도네시아, 필리핀, 파키스탄의 군부정

하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국가의 합법성을 제고하는데도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단순한 국

권과 독재자에 대한 국제지원, 소말리아, 르완다, 라이베리아, 아이티 등 국가실패 사례와 이들 국가에 대한 국

가-시민사회의 이분법적 논의가 현실과 맞지 않음을 입증하고 있다.

제원조, 중남미의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칠레, 엘살바도르 등에서의 군부정권 지원 사례가 대표적이다.
Lewis(2004)와 White(1999)의 방글라데시 사례연구도 국제원조를 통해 도입되고 확산되는 시민사회(civil
역설적으로 한국과 북한도 이러한 냉전시대 원조의 최대 수혜국이다. 미국과 일본의 아시아에 대한 원조는

society)라는 제도와 사고방식이 얼마나 다양한 층위와 정치적 맥락과 의미로 작동하는가를 보여준다. 시민사

군부정권이나 독재정부를 막론하지 않고 공여국의 안보전략과 시장 확대를 위해 우선적으로 지원되었다. 냉전

회는 국가와 시민의 관계 뿐 아니라 공공정책과 제도의 변화과정을 보여주며, 시민사회가 단순히 민주주의를

시대의 개발원조는 미소간의 군비경쟁과 안보를 목적으로 양 진영에서 무차별적인 경제와 군사원조가 진행되

강화한다는 단순한 상상은 오류라고 비판한다. 방글라데시는 강한 시민사회에도 불구하고 약한 국가(weak

었던 시기이다. 신생국과 개발도상국의 군부정권과 독재정부들은 정치적 합법성을 획득하고 자국 국민의 저항

state)와 광범하고 고질적인 족벌주의 및 정치적 부패가 만연하기 때문이다. 주목할 것은 해외원조와 초국적 자

을 무마시키기 위해 개발원조 자금에 의존하여 경제개발을 강력히 추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인권과 민주주의

금의 유입, 해외송금, 국제개발 NGO등에 의해 영국 등에서 거주하는 국외 이민자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증대한

는 희생될 수밖에 없었다.

다는 것과 원조가 종교적 지도자들과 마드라사(madrasa) 학교 집단의 권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였다는 점이
다. 이처럼 초국적이고 수평적인 시민사회와 다중 정체성의 확산은 국가와 시민사회의 이분법을 넘어서는 복잡

베를린 장벽의 붕괴 이후 탈냉전 시대의 ODA는 이러한 안보전략 우선의 경쟁적 개발원조 지원구도를 종결

한 정치적 역학 관계를 보여준다.

짓도록 하였으며 이로써 개발원조의 급격한 퇴조와 삭감, 원조피로(aid fatigue) 현상을 초래하였다. 1990년대
는 이처럼 개발원조의 퇴조와 ODA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된 시기이다. 신자유주의적 구조조

아시아의 시민사회는 다른 대륙과 마찬가지로 특수한 역사적, 정치경제적 배경을 지니고 있다. 한국, 싱가포

정 프로그램을 강요하였던 세계은행의 차관원조에 대한 비판도 강력히 대두되었다. 다행히 개발목표에 대한 재

르, 대만,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과 같은 아시아의 개발 국가들에서 시민사회는 경제성장과 민

구상 작업이 진행되면서 세계는 새천년개발목표(MDGs)에 합의하였고 21세기의 개발원조는 빈곤과 질병퇴치,

주화의 진정한 동인이다. 아시아 시민사회는 특히 교육열이 높고, 중산층이 많으며, 정치의식이 높고, 권위주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양성평등 등 사회개발을 다시 개발원조의 중심에 두는 대전환에 성공하였다. 이 과정에서

체제에 대한 체제 비판과 민주화 의지도 매우 높다. 아울러 한국과 대만과 같은 분단체제 및 반공주의에서 비롯

민주주의와 인권에 기반한 접근(Right-Based Approach)도 확산되었으며 정부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하

된 국가와 시민사회의 특수한 이념과 긴장관계가 다른 나라에도 있다. 말레이시아의 부미푸트라 체제, 인도네

는 제도 역량 구축이 중요한 원조 전략이 되었다.

시아의 자바 이슬람 군부체제, 싱가포르의 유교적 도시국가, 태국의 왕국과 상좌 불교 등이 그것인데 이러한 특
수한 국가-사회관계가 발전의 동인으로 작동한 측면도 있다(이와사키 이쿠오 2002:32-5).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적 차원에서 민주주의를 신장시키기 위한 노력도 시작되어 1986년 신생재건민주주의국제회의가 마닐라

볼 때 개발원조 체제에 의해 강화된 국가와 시민사회의 복잡한 관계가 오히려 군부독재와 권위주의 체제를 지

에서 개최되었으며, 1995년에는 스웨덴의 주도로 민주주의 선거지원 국제연구소(IIEDA)가 국제기구로 출범하

속시키고 특수한 정치집단의 이해관계와 지지기반을 강화하는 측면도 있는 것이다. 이집트와 파키스탄, 아프가

였으며, 1997년에는 국제의원연맹(IPU)의 세계민주주의선언 채택이 있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00년에 바르

니스탄, 중동과 북아프리카 국가들의 군부와 독재정권에 대한 미국과 서방의 오랜 원조가 결국 민주주의를 확

샤바에서는 민주주의 공동체(Community of Democracies, CoD)가 출범하였으며 유엔에서는 민주주의 의제

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데 기여한 측면보다는 정치적 불안정과 종족갈등, 전쟁, 국제적 개입과 파국

를 확산하고자 민주주의 코커스(Democracy Caucus)가 만들어졌다. 2005년에는 유엔민주주의기금(UNDEF)

으로 치달은 사례들은 원조가 반드시 지속가능한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것이 아님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 탄생하였으며 유엔개발계획(UNDP)은 민주적 거버넌스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과 민주주의를 연계하였다. 이
러한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여 아시아에서도 2008년에 12국이 참여하는 아태민주주의파트너십(APDP) 고위급
회의가 개최된 바 있으며,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주도로 발리에서 대통령이 참가하는 발리 민주주의포럼(B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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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참여 발전을 위한 시민사회의 ODA
Boone, Peter, 1996. “Politics and the Effectiveness of Foreign Aid”, European Economic Review
최상의 원조는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의 제도적 책무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아프리카에서 보츠

40:289-329.

와나나 케냐의 성공 사례가 이를 입증하고 있으며, 최근 확산되고 있는 일반예산지원(general budget

Ferguson, James, 1994. The Anti-Politics Machine: Development, Depoliticization, and Bureaucratic

support) 방식이 정부의 제도적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빈곤과 불평등을 감소시킨다는 연구들도 이를 증명한다

Power in Lesotho, Univ. of Minnesota Press.

(던컨그린 2008:433-5). 그러므로 공적개발원조 자금은 더 투명하고 책임 있게 사용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국

Fritz, Verena and Alina R. Menocal, 2007. “Developmental State in the New Millenium: Concepts

가제도와 역량이 개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원조의 투명성과 책무성이야말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원조의

and Challenges for a New Aid Agenda”, Development Policy Review 25(5):531-552.

필수조건이다.

Hayasi, Shigeko, 2010. “The Developmental State in the Era of Globalization: Beyond the Northeast
Asian Model of Political Economy”, The Pacific Review 23(1):45-69.

시민사회는 개발의 주체로서 정부와의 민관협력을 통해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ODA를

Jenkins, Rob, 2001. “Mistaking Governance for Politics: Foreign Aid, Democracy and the

감시하고 원조자금의 흐름과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여 부패를 예방하고 원조가 보다 평등하고 공정한

Construction of Civil Society”, in Civil Society: History and Possibilities, Sudipta Kaviraj and Sunil

사회를 이루는데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세계은행이 항상 강조하는 바와 같이 원조는 수원국의 거버넌스 체계

Khilnani eds. Cambridge Univ. Press. pp.250-68.

가 제대로 작동할 때만 효과가 있다. 물론 수원국 정부의 개발주권(national ownership)도 중요하지만 시민들

Ji, Joo-Hyoung, 2013. “The Fall of the Developmental State and the Rise of the Neoliberal State in

이 개발계획의 수립부터 실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발전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주민들의 개발주권(people’s

South Korea: Transformations in Historical, Geographical, and Social Relations”, unpublished

local ownership)도 중요하다. 주민들에 의한 개발주권을 신장시키는 것이 시민사회에 의한, 시민사회를 통한,

presentation paper.

시민사회를 위한 개발 프로그램이다.

Knack, Stephen, 2004. Does Foreign Aid Promote Democracy?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48:251-266.

때문에 시민사회 ODA는 개발의 목표와 접근방법 및 실행 방식이 정부나 기업과는 달라야 한다. 시민사회

Lawson, Stephanie, 1995. “Culture, Ralativism and Democracy: Political Myths about Asia and the

ODA는 시민사회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어야 하고, 주민들의 개발주권을 보장하고 촉진하는 것이어야 한다. 시

West”.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School of Pacific and Asian Studies Working Paper

민사회 ODA는 주민 참여적 방식에 의해 민주주의를 촉진하고 인권을 신장하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 시민

1995(6)

사회 ODA는 물질적 자선과 경제적 부, 자본의 단순 이전이 아닌 자조적인 주민 역량을 지원하고 빈곤층과 여

Lewis, David, 2004. “On the Difficulty of Studying Civil Society: Reflections on NGOs, State and

성의 권한을 강화하는 성과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 나아가 권력의 이동을 통해 사회변혁(s o c i a l

Democracy in Bangladesh”. Contributions to Indian Sociology 38:299.

transformation)으로서 진정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원조가 소수의 정치지배 집단의 기득권

Mercer, Claire, 2002. NGOs, “Civil Society and Democratization: A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민주주의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대안적인 사고와 방법, 전략을 지녀야 하

Progress in Development Studies 2(1):5-22.

고 사회구조와 정치체제를 바꿀 수 있는 변혁적인 것이어야 한다. 발전이란 참여적이고 민주적이며 공평한 삶

Stubbs, Richard, 2009. “What Ever Happened to the East Asian Development State? The Unfolding

을 보장하고 시민사회와 공동체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Debate”, The Pacific Review 22(1):1-22.
Weiss, Linda, 2000. “Developmental States in Transition: Adapting, Dismantling, Innovating, Not
Normalizing”, The Pacific Review 13(1):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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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 the Paris Declaration contributed a lot to improving the aid management system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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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aid from technical perspectives. Especially in the wake of the
Paris Declaration, developing countries rather than donor countries came up with institutional

Thematic
Session 5

Can “Developmental State”
Be Exported?
: ODA for Aid Politics and Democracy

and policy frameworks for managing aid more effectively and achieving more visible effects.
However, even in the Busan Aid Effectiveness Forum as well as the Paris Declaration failed to
deal with political implications and political influences of international aid programs.
Therefore, forums on aid have yet to be developed as dialogue on politics, human rights and
governance.
Against this backdrop, this paper defines development assistance as a political project and

Lee Tae-joo
Hansung University, Representative of ODA Watch

examines the impact of development assistance on democracy and the characteristics of a
developmental state focusing on the case study of Korea. In this paper, a “developmental state”
refers to a regime of strong leadership to achieve development goals, putting priority on the
national growth above anything else such as individual life quality or short-term political
objectives (Fritz and Menocal 2007:534). The developmental state is often represented by East
Asia's economic development and state characteristics which feature a combination of

Developmental State and Aid Politics

politically authoritarian regime and government-driven economic development. The
developmental state was a concept initially used for analyzing the economic development of

Development assistance is an external intervention for the life of grass roots but also an

Japan from 1925 until 1975 and increasingly applied to Korea, Taiwan, Indonesia, Malaysia and

intentional support and intervention for the ruling system of a country. The former represents

Singapore. Various concepts such as developmental dictatorship, developmental politics,

a development project for improving the living conditions of people through charity, solidarity

repressive political regime for economic development and developmental regime are being used

or development whereas the latter a political project providing international support for

interchangeably (Ikuo Iwasaki, 2002:29). It is said that the developmental state was first

politics, ruling system and ruling methods. As a development project, development assistance

conceptualized by Chalmers Johnson in his book (1982) titled "MITI and the Japanese Miracle"

stresses out its economic, technical and administrative roles. On the other hand, development

(Stubbs 2009). In the book, he explains that a developmental state is small in size and yet a

assistance as a political project pays more attention to politics and socio-political influences.

bureaucracy where competent elites are mobilized; its political system is effectively operated

As illustrated by Ferguson (1994) in his case study of the World Banks' project on Lesotho,

under the leadership of bureaucratic state; there is always state intervention in market and

Africa, development assistance is very politically oriented by nature but pretends to be non-

economy; and, a strong and powerful organization like Japanese MITI is in place, which has

political, neutral and technical.

overall control over industrial policies and economic planning.

The discourses and policies on development assistance explored and implemented by the

Korea was late in industrialization and its developmental state model has a few

global development architecture such as OECD/DAC, UN and the World Bank over the last ten

characteristics. First of all, decisions on capital investments in specific industries or favored

years tended to neglect or conceal the risks and influences of development assistance as a

monopolies during the industrialization process were made by the government, not by the

political project by putting an extreme emphasis on its technical and management functions.

market. At the same time, the government put them under strict monitoring to ensure certain

The five principles of the 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 “ownership”, “harmonization”,

performance results and efficient use of resources. So Korea was a government-led

“alignment”, “managing for results” and “mutual accountability” are all presented as policy,

developmental state. The shift from import substitution to export-oriented industrial policies

management and technical indicators that provide guidance to aid institutions and actors. As a

was also made possible by the government's active intervention and strong leadership. A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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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 Korea is now acknowledged as a country having recorded the fastest growth in the

According to the “Advancement in Global Development Cooperation Plan” announced by the

world over the past half a century and also a country having accomplished economic

government, “Korea became a donor country after going through multiple phases of recipient

development and democracy at the same time. In particular, Korea is evaluated as a

country and must establish development cooperation plans incorporating its successful and

representative developmental state with a very efficient and strong leadership. Hayashi (2010)

unique development experiences”. Accordingly, the Korean government came up with plans to

claims that East Asia's developmental state model (Korea, Japan and Taiwan) can be applicable

classify development cooperation contents into development experiences, commercial

to all the developing countries, emphasizing that it is still a very efficient development strategy

technologies and emotional areas to create aid models by combining them in a flexible manner

even though economic circumstances have significantly changed due to globalization. He

while developing Saemaul movement, maternal and child health services and vocational

stresses out that the agenda for democracy and governance driven by western donor countries

training models as pilot programs. Korea is mostly providing support for the 8 main areas in

are built on their own criteria, asking for excessive reform to developing countries; and, in the

high need of aid and also working out support strategies for education, health, public

era of globalization, Korea's developmental state model would be more effective in mobilizing

administration, agriculture/fishery, industrial energy and all-across sectors (environment,

civil society and accomplishing both economic development and democracy.

gender equality) in the form of grants or loans. Especially in the public administration area
pertaining to governance, grants are being provided to improve public administration and

Along with Singapore, Hong Kong and Taiwan, Korea provides a developmental state model

institutional frameworks through government capacity building and to transfer “government-

and hope to developing countries, newly independent countries and least developed countries.

oriented development strategies” such as economic development, industrial development, SME

However we should be wary of a phenomenon in the forums on development assistance,

development, and science & technology development. The plans also clearly state that the

legendizing Korea’s authoritarian developmental state and military dictatorship back in the

projects to strengthen public administration capabilities such as e-government and

1960s and 1970s. Needless to say, such an outrageous belief in Korea’s authoritarian

government officials training or to establish institutional frameworks for taxation, tariff,

developmental state is being implemented through its development assistant policies and

patents, meteorology, statistics, legislation, jurisdiction and public administration are subject

programs. Especially its unique development assistance brand strategy referred to as “Korean-

to support. Besides, loans are being provided to developing countries mostly to build

style Aid” or “Globalization of Saemaul Movement” is dangerously nostalgic about the

government capacity by combining public administration services and IT technologies such as

authoritarian developmental dictatorship and developmental state, causing reckless acceptance

e-government. (www.odakorea.go.kr).

and propagation of the developmental state model. This paper looks into the indiscreet and
one-sided interpretation and propagation of Korea’s development experiences and Korean-

However, such Korean-style ODA programs contain risks in that Korea’s development

style aid from critical perspectives and presents the importance of civil society and democratic

experiences could be interpreted unilaterally in terms of strategies and content. Korea's

governance in promoting democracy and sustainable growth in Asia with regard to the

development experiences should be understood under the unique historical, political and

effectiveness of development.

geopolitical contexts and they were indeed developed based on the balanced growth and
development of the private sector and civil society. However, putting too much emphasis on

Korean-Style ODA and Exports of Developmental State: Pros & Cons

the government-oriented development policies and strong government leadership may
dangerously justify an authoritarian developmental state or developmental dictatorship. True,

Korea’s ODA programs have been designed to share, spread and eventually export its

many leaders subject to development cooperation and other countries that want to learn

“development experiences” to developing countries. “Knowledge Sharing Program (KSP)” and

lessons from Korea’s development experiences yearn for the developmental state and

“Saemaul ODA” are the examples. The government already developed 159 modules as Korean-

authoritarian government Korea experienced in the 1970s and they have intent to strengthen

style ODA programs based on its development experiences, and under the Korean-style ODA

their political positions through aid programs. For example, the Suharto regime of Indonesia,

implementation strategies, its rapid economic growth and state-led development experiences

Marcos the corrupt dictator of the Philippines, Myanmar, Cambodia, Vietnam, Laos and other

from the 1960s through the 1990s are also under development as ODA programs.

Indochina countries under the military dictatorship all reinforced the foundation for military
control and legitimized developmental dictatorship through development assistance. In th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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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ies, development assistance is used for nepotism, corruption and military dictatorship

and sustainable development. Today, governance is playing a pivotal role in the development

instead of democracy. The Marcos government is infamous for having used a massive amount

process as a key development strategy. Governance refers to a comprehensive decision-

of yen-currency loans from Japan for corruption, extravagance, rent-seeking policies and

making structure related to the distribution and management of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long-term ruling.

resources of a country and also a broad concept influencing society as a whole. Particularly,
democratic governance is an accountable, transparent, comprehensive and responsive

It’s been controversial for a long time whether development assistance promotes democracy

decision-making process for creating an effective and competent government. So,

or only benefits a few elite politicians to facilitate a clan government and corruption. Knack

developmental governance may refer to multi-stakeholder engagement (public/private sector,

(2004) explains that development assistance basically contributes to democracy in three ways.

civil society etc) in the development process for accomplishing development goals. (Kim Dal-

Firstly, it promotes democracy through technical support for establishing the legislative and

hyun 2011:27-8).

judicial branches as counter balances against election system and the executive branch and
facilitating the freedom of speech and civil society. Secondly, it improves human rights and

As shown in the research by Jenkins (2001), it is very hypocritical that the World Bank and

contributes to democracy through conditionality. Thirdly, it solidifies the foundation for

donor countries argue that they pay respect to Africa's native, traditional politics. He criticizes

democracy through education and income increase. However, he conducted a complex analysis

that the World Bank’s support for African civil society can only translate into an attempt to

using several variables to investigate the real impact of western aid on the democracy of

transform African society in the background. And the West’s discourse on good governance is

developing countries from 1976 till 2000 and found that there is no concrete evidence providing

just another attempt to provide development assistance to exert more political influences,

that development assistance promotes democracy.

change regimes and strengthen developmental politics. In this regard, the term “governance” is
only a rhetoric expression for political intervention into development, eventually referring to

Boone (1996) verified the leading opinion of aid opponents experientially: Poverty is entirely

political intervention to change regimes by supporting opposition forces and social movements.

attributable to government failure, and for aid to be effective, a change of political system is
required. He reveals that development assistance isn’t effective for promoting investments to a

Based on these discussions, Korean-style development model or development assistance may

considerable degree or improving the human development index of the poverty class while

have dual influences on developing countries like a double-edged sword. On one hand, it may

empowering political elite groups and increasing the size of government. Obviously, infant

have positive influences by transferring knowledge and know-how to build legal and

mortality in a democratic government is 30% lower than a repressive government and

institutional frameworks for democracy, ultimately promoting the capacity of civil society and

providing assistance to a democratic government is very effective in reducing poverty.

contributing to democracy by providing opportunities for education, jobs, income and social

According to his analysis, authoritarian regimes and dictatorships rely on rent-seeking

services. It is true that Korean-style development assistance programs, if not conditional,

policies; the infamous dictators in Africa and Asia all used development assistance for

make considerable contributions to promoting democracy and market economy by providing

reinforcing clan politics and maximizing their influences. The same is true for popular elite

technologies, human resources and knowledge necessary for the efficient operation of

politicians elected by voting. It is analyzed that they also leverage development assistance in a

government and market.

distorting way for their political supporters or for mobilizing the poverty class into political
support groups. After all, development assistance has no direct impact on taxation or fiscal
policies, only helping increase government expenditures and wealthy political groups.

On the other hand, however, Korean-style development assistance may have undesirable
consequences by reinforcing military dictatorships, political ruling groups and enterprises
colluding with them instead of promoting democracy and civil society. Particularly Korea's

Meanwhile, a few scholars identified considerable problems with the policies to support

development experiences can be maliciously used for legitimizing an authoritarian

democracy through “good governance” and civil society, which were successfully put on agenda

developmental state or dictatorship and repressing political opposition forces and civil society

by western donor countries in the 1990s and afterward through development assistance policies

by putting development above everything else. As shown in Korea’s experiences represented by

and strategies. Of course, governance is very significant as a mechanism to achieve equitable

the “Yushin Constitution” back in the 1970s, development under military dictatorship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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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ress democratic forces and labor movement and severely violate human rights for the

in Africa and Asia have intent to solidify their political positions and power base through

purpose of economic development and poverty alleviation. The poverty class in urban and rural

Korean experiences.

areas can easily be mobilized as political supporters. In this context, the Saemaul Movement
was a representative project where grass roots were mobilized for political purposes (Cho Hee-

ODA for Asia’s Democracy and Civil Society

yeon 2010).
The efforts to promote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the form of development assistance
The harmful consequences of Korea’s authoritarian developmental state are very important

are not new. The US and many donor countries in Europe have long been providing

experiences and lessons that must not be transferred to developing countries. Most

development assistance to facilitate democracy in developing countries, new countries, disputed

importantly, development assistance has somewhat positive effects in the process of

countries and those in transition to market economy. During the Cold War after World War II,

accumulating capital in the most primitive way whereas it creates cozy and corrupt relations

however, there were excessive diplomacy and development assistance for newly independent or

between politics and business, facilitates rent-seeking economy and eventually lays firm

disputed countries. The US, the former Soviet Union and other western countries indeed

foundation for chaebol and state-driven economic monopoly. It is well known that Korea’s

provided lots of assistance to military or authoritarian regimes. For example, the US and the

leading chaebols or business conglomerates such as Samsung, Hyundai, LG, SK, Hanjin,

Soviet Union provided assistance competitively to Africa, Central & Latin America and

Daewoo, Hanwha, Hyosung and POSCO initially grew based on the monopolistic distribution of

Indochina for economic development and wars. Other examples include international assistance

development assistance, government favors and cozy relations between politics and business.

to military dictatorships or autocrats in Myanmar, Indonesia, Philippines and Pakistan in Asia,

Their roles as growth engines behind Korea’s economic growth and the development as global

Somalia, Rwanda, Liberia and Haiti in Africa and Guatemala, Dominica, Chile and El Salvador

companies have been made possible by their continued efforts toward technology innovation

in Central & Latin America.

and competitiveness. Still, their growth back in the 1950s and 1960s was attributable to the
developmental state of military government and cozy relations between politics and business.

Ironically, the two Koreas were the largest recipients of development assistance during the

Accordingly the Korean economy was restructured as chaebol or conglomerate oriented

Cold War. The US and Japanese aids to Asia were provided for their security strategies and

economy, which in turn undermined the growth of SMEs and small farmers in relative terms.

market expansion regardless of military dictatorships or authoritarian governments. During
the Cold War, the US and the Soviet Union provided economic and military assistance

Another harmful effect of developmental dictatorship was a broad range of human rights

recklessly and unconditionally for arms race and military security. Newly independent

violation and the rapid expansion of pariah capitalism and development. Under the military

countries and developing countries pushed forward with economic development by relying on

dictatorship in the 1970s, all democratic forces, press, labor and student movements were

development assistance to acquire political legitimacy of their regimes and cracked down on

severely repressed and it was a dark age. Compulsory detention and enlistment were ordinary.

public resistance. Meanwhile, human rights and democracy became victims.

Citizens were put under monitoring and inspection and mobilized for political support and even
militarized. At the same time, development symbolized with apartment buildings and

In the post Cold War after the collapse of Berlin Wall, such competitive ODA for military

automobiles expedited materialism. As a result, cultural and traditional diversities disappeared

security purposes ended, having caused a remarkable reduction in development assistance and

and rapid urbanization, rural exodus and reckless development disrupted identity and

the phenomenon of aid fatigue. In the 1990s, development assistance was reduced significantly

destroyed community. Due to the “mobilized modernization”, schools and civil society had a

and skeptical discussions on ODA spread worldwide. There were also strong voices criticizing

uniform culture just like military forces and autonomy and diversities of civil society were

the World Bank loans which forced neo-liberalistic economic restructuring programs.

sacrificed. Excessive development destroyed the environment, species and cultural diversities at

Fortunately, however, the world came to an agreement on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a rapid pace. Such a compressive modernization created a “dangerous society” and “fatigued

(MDGs), which made a successful shift in putting the priority of development assistance for the

society”. In this regard, exporting the development model and developmental state could be

21st century back on social development such as poverty reduction, disease control, sustainable

seriously detrimental to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Indeed many developmental dictators

development and gender equality. Over the process, democracy and human rights b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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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oach became widespread and government capacity building for transparency and

society and the spread of multiple identities show very complex political dynamics going beyond

accountability became an important aid strategy.

the simple dichotomy between state and civil society.

International efforts to promote democracy were also initiated. In 1986, the International

Just like other continents, Asia’s civil society also has its unique historical, political and

Conference of New or Restored Democracies (ICNRD) was held in Manila. In 1995, Sweden took

economic contexts. In Korea, Singapore, Taiwan, China, Indonesia, Malaysia and Thailand,

the initiative to establish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Democracy and Electoral Assistance

civil society is a driver for economic growth and democracy. Asia's civil society features

(IIEDA) as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In 1997, the Universal Declaration on Democracy was

eagerness for education, a majority of middle class, a high political awareness, criticism

adopted by the Inter-Parliamentary Union (IPU). In 2000, all these efforts led to the

against authoritarian regimes and a high will for democracy. Not only that, the unique

foundation of Community of Democracies (CoD) in Warsaw and the UN Democracy Caucus was

ideology and constrained relations between state and civil society arising from the national

established to propagate democracy on agenda. In 2005, the United Nations Democracy Fund

division and anti-communism in Korea and Taiwan are also found in other countries. The

(UNDEF) was founded and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lan (UNDP) linked development

examples include Malaysia’s Bumiputra regime, Indonesia’s Java Islamic military regime,

with democracy through democratic governance programs. Under these global initiatives, the

Singapore’s Confucian city state, and Thailand’s Theravāda Buddhism. All these unique

Asia Pacific Democracy Partnership (APDP) Senior Officials' Meeting was held in Asia in the

relations between state and society drove national development (Ikuo Iwasaki 2002:32-5). In

presence of 12 Asian countries in 2008. And Korea and Indonesia took the initiative to hold the

this context, the complex relationship between state and society which was reinforced from

Bali Democracy Forum (BDF) at the summit level (Lee Sung-hoon 2011).

development assistance unexpectedly played a part in maintaining military dictatorships and
authoritarian regimes while strengthening special political interests and support base. Cases

However, it is noteworthy that civil society is not all simply contributing to democracy.

where the long-term aid from the US and the West to the military dictatorships in Egypt,

Mercer’s proposition (2002) that civil society and NGO promotes democracy is not so simple and

Pakistan, Afghanistan,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n countries resulted in political

their roles may differ depending on the diverse and unique political contexts and dynamics. He

instability, ethnic conflicts, wars, international intervention and disintegration rather than

thinks that NGO is playing various complex roles in the politics of development and especially

contributing to democrac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ll prove that aid doesn’t necessarily

in Southeast Asia such as Cambodia, Indonesia, Philippines and Thailand, NGO is playing

promote sustainable democracy.

decisive roles in strengthening vulnerable democracy and developmental state through political
participation as a service provider and policy partner. In other words, NGO not only

Conclusion: ODA for Civil Society and Participatory Development

contributes to the expansion of civil society but also promotes the legitimacy of government,
proving that a simple dichotomy between state and civil society is not appropriate in reality.

The best aid contributes to increased institutional accountabilities of state, market and civil
society. It is demonstrated in the success cases of Botswana and Kenya in Africa. It is also

The case study of Bangladesh by Lewis (2004) and White (1999) also shows that civil society

proven by a study that the recently spreading general budget support model reinforces

introduced and spread through international aid works at various tiers and under diverse

institutional government capacity and eventually alleviates poverty and inequality (Duncan

political contexts and implications. Civil society represents the relationship between state and

Green 2008:433-5). Therefore, ODA should be used in a more transparent and accountable

citizens and also the transformational process of public policies and systems. They criticize that

way and institutional frameworks and capacity should be developed accordingly. In this regard,

the ways of thinking that civil society is simply reinforcing democracy is a mistake. For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is the prerequisite for ODA promoting democracy and human

example, Bangladesh has a weak state, despite a strong civil society, where broad and chronic

rights.

nepotism and political corruption is prevalent. It is noteworthy that foreign aid, transnational
fund inflows, overseas remittances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NGO increased the political

As an actor of development, civil society should cooperate with the government to increase

influences of emigrants living overseas (e.g., Britain) and foreign aid helped strengthen the

the effectiveness of aid. But it is also important to monitor ODA and make the related flows

power of religious leaders and Madrasa Muslim schools. Such translational and horizontal civil

and information transparent to prevent corruption and contribute to a more equitable and f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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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ety. As stressed out by the World Bank, aid can be effective only when the governance of a
recipient country is working properly. The national ownership of a recipient government is

Asian Model of Political Economy”, The Pacific Review 23(1):45-69.

important. But it is also important to secure the local ownership of people by making sure that

Jenkins, Rob, 2001. “Mistaking Governance for Politics: Foreign Aid, Democracy and the

citizens take part in the entire development process from planning to implementation to

Construction of Civil Society”, in Civil Society: History and Possibilities, Sudipta Kaviraj and Sunil

evaluation. Promoting the local ownership of people is the objective of development programs

Khilnani eds. Cambridge Univ. Press. pp.250-68.

by civil society, through civil society and for civil society.

Ji, Joo-Hyoung, 2013. “The Fall of the Developmental State and the Rise of the Neoliberal State in
South Korea: Transformations in Historical, Geographical, and Social Relations”, unpublished

Therefore, ODA for civil society should be different from government or enterprises in terms

presentation paper.

of development goals, approaches and implementation methods. ODA for civil society should

Knack, Stephen, 2004. Does Foreign Aid Promote Democracy?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expand the scope of civil society and facilitate and secure the local ownership of citizens in

48:251-266.

development. ODA for civil society should promote democracy and human rights through civic

Lawson, Stephanie, 1995. “Culture, Ralativism and Democracy: Political Myths about Asia and the

participation. ODA for civil society should support autonomous civic capacity building and

West”.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School of Pacific and Asian Studies Working Paper

strengthen the poverty class and women instead of material charities, economic wealth and

1995(6)

simple transfer of capital. Furthermore, it should help achieve a real development through the

Lewis, David, 2004. “On the Difficulty of Studying Civil Society: Reflections on NGOs, State and

shift of power and social transformation. Instead of granting more power to a few political elite

Democracy in Bangladesh”. Contributions to Indian Sociology 38:299.

groups and their vested interests, aid should contribute to sustainable democracy by

Mercer, Claire, 2002. NGOs, “Civil Society and Democratization: A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transforming social structure and political system with alternative ways of thinking and

Progress in Development Studies 2(1):5-22.

strategies. Development should be participatory and democratic, ensuring fair and equitable

Stubbs, Richard, 2009. “What Ever Happened to the East Asian Development State? The Unfolding

life and expanding the scope of civil society and community.

Debate”, The Pacific Review 22(1):1-22.
Weiss, Linda, 2000. “Developmental States in Transition: Adapting, Dismantling, Innovating, Not
Normalizing”, The Pacific Review 13(1): 21-55.
White, Sarah C. 1999. “NGOs, Civil Society, and the State in Bangladesh: The Politic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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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모니터링, 사회경제 개발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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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 있다. 민주적 거버넌스는 개발 거버넌스의 여러 제
도적 전략 가운데 하나다. 참여는 그 자체가, 그리고 그

주제세션
5

아시아에서의
민주적 거버넌스:
공적개발원조, 지속가능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네트라 P. 팀시나
SAAPE·빈곤퇴치를 위한 남아시아 연합
다야 S. 쉐레스타
NFN·네팔 NGO 연합

자체적으로 가치의 대상이자 근본적인 목표다. 이는 글
로벌 커뮤니티로부터 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인간의 기본 권리로 인정받는 사실을 통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참여는 민주주의의

지방 거버넌스와 개발 관리는 해당 지방 당국이
전적으로 책임진다. 하지만 지방 당국의 정치적
리더십이 부재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은 공무원
이 하고 있다. 이 상황은 민주적 거버넌스의 원
칙에 있어 도전과제가 된다. 제 5차 수정 과도
헌법에 지방 선거 실시에 대한 조항이 있으며

심화, 사회적 자원의 강화, 효율성과 지속적인 성장의 촉

만약 지방 선거를 하지 못하는 경우 과도 지방

진, 빈곤층, 평등 그리고 사회적 정의를 확대하는데 도움

정부를 구성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

이 될 수 있다.

치적 커미트먼트의 부족으로 인해 이러한 조항

민주주의 운동의 발전과 함께,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

은 아직 준수되지 않고 있다. 선거에 의한 지방

민들은 자신들의 발언권이 보다 강화되길 요구하고 있

정부가 구성되지 않는 경우, 하향식 책임구조보

다. 거버넌스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여러 정부들은 국

다는 상향식 구조가 더 낫다. 의사결정에 있어

가 및 국가 내부적 차원, 그리고 지역 및 국제적 차원에

커뮤니티의 참여, 투명성, 서비스 제공자의 임

서 NGO, 시민사회조직, 재계(財界), 산별(産別)노조 등
과 같은 곳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민주적 거버넌스 현황

▶네팔 사례

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 등을 확실히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메커니즘이 없는 상태다.

사회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는 경제 성장과
발전, 인권, 민주주의, 사회적 자본, 분권화된 정부, 자원이용의 효율성, 평등과 사회 정의, 환경 자원의 지속

위키피디아 검색을 해 보면, 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넓고 인구가 많은 대륙이다. 대륙의 상당부분이 동쪽에

가능한 이용 등에 있어 여러 의미를 지닌다.

형성되어 있으며 북반구에 위치하고 있다. 전체 지구 면적의 8.7%를 차지하고 있으며 육지 면적의 30%를 차지

정치적으로 볼 때, 민주주의는 피드백 메커니즘을 제공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시

하고 있다. 아시아에 살고 있는 사람은 지구 전체 인구의 60%에 달하는 43억 명 이나 된다. 근래에 들어 고속

민의 요구에 대해 대응을 하도록 하게 한다. 급속한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불안정과 빈곤, 그리고 불

경제 성장을 거두고 있다.

평등이 결부된 결과로 아시아의 여러 국가는 민주주의가 취약하다.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목소리를 높여 주장하

소련의 붕괴와 냉전의 종식 이후 많은 국가, 특히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에서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도입했

는 것은 이러한 장애물을 해결하는 것이 민주적 거버넌스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여러 측

다. 지난 1980~2000년 사이, 81개국이 민주주의를 도입했으며 이 가운데 아시아 국가는 10개였다. 민주주의

면에서 볼 때, 이 주장이 의미하는 것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실시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이런 사회는

채택은 독재정치와 일당(一黨)체제가 전복되고 시민들의 활동과 다양한 관점의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한 복수정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며, 강력한 민주주의 제도가 존재하며, 정치 지도자들이 정책 결정에 있어 국민들의 니즈

당 시스템으로 대체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아랍 국가들의 민주화 운동은 다른 지역보다

를 반영하는 곳이다.

급진적으로 이뤄졌다고는 볼 수 없다(일부 아랍 국왕은 국가 관공서에 다양한 형태의 시민 참여를 도입했다).

일부 국가들은 제대로 된 지방정부를 구성하는 것과 관련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방 정부의 모든

전제군주제와 대통령제를 실시하고 있는 아랍지역에서 일부 국가는 시민 사회가 뿌리를 내리고 사회발전 활동

과정에 있어 정당성, 책임, 투명성, 대응성, 효과성, 효율성, 주인의식, 공공의 참여, 재정적 원칙이 후퇴하는

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것은 이미 확인된 문제점이다.

아시아에서의 정치시스템과 민주적 실천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이들 가운데는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에 부

8가지 새천년개발계획을 제시한 새천년선언은 경제성장, 빈곤퇴치, 사회평등의 달성과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합하는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가 있는 반면, 준(準)민주주의, 명목상 민주주의, 민주주의가 의심스러운 국가들도

이루는데 기여하는 것이 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새천년선언에서는 자유에 대해,“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있다. 심지어 스스로는 민주주의 국가로 주장하지만 객관적으로 보기에 도저히 민주주의 국가로 받아들일 수

인생을 살고 자녀를 존엄하게 양육하며 기아, 폭력, 억압과 불공평이 없는 삶을 살아갈 권리를 의미한다. 사람

없는 국가도 있다. 일부 국가의 국민들은 여전히 독재 치하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수천 명에 달하는 정치범들이

들의 의지에 기반한 민주적 참여 거버넌스는 이러한 권리를 가장 잘 보장한다.”고 말한다. 민주적 참여 거버넌

교도소에서 고통 속에 나날을 보내고 있다.

스는 다음의 특징으로 개념화된다.

거버넌스는 공공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기여하는 과정과 제도를 수반한다. 여기에는 3가지 범주, 즉 시민, 정
치 그리고 개발이 있다. 시민과 정치 거버넌스는 인권과 관련된 이슈를 다루며 개발 거버넌스는 주로 계획,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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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사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와 시민권의 완전한 보호 및 보장

와 국가간의 우선순위 조정, 공여 지원의 조화, 상호 책임, 투명성과 같은 분야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 모두는 원

(2)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포함해 인권에 대한 존경과 민주주의의 실천

조의 효과성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 있다.

(3) 모든 국가에서 모든 시민의 진정한 참여를 가능케 하는 포용적 정치적 과정의 확립
(4) 본연의 역할을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일반 대중의 정보 접근권

원조는 또한 원조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설계된 양식을 새로운 형태로 만든다. 예를 들면, 예산 지원과 분
야별 접근이 있다. 수혜국의 관리 비용 감소나 국내 기구의 개발 지원, 원조 흐름의 투명성 제고 등과 같은 것이
있다(원조 공여국이 요구하는 여러 미션과 외부 보고 요구 조건으로 인해, 관리부실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

개발원조와 민주적 거버넌스

했다).
이러한 노력은 원조를 개선하고 국가 프로세스의 중요성을 강조해오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더 많은 노력을

원조는 다음과 같은 여러 측면에서 민주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기울여야 한다. 이 방법은 공여국 주도의 접근법과 상반된다. 전체적인 결과는 공여국의 요구에 부합하는 것보
다 개발에 더욱 집중해야 하며, 이를 위해 파트너와 정부의 자원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파리 어젠

(1)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게 하는 기술적인 원조, 입법 및 사법부의 강화를 통한 행정부에 대한 견제, 언
론의 자유를 포함한 시민 사회의 보장
(2) 조건부 원조 실시
(3) 민주화에 도움이 되는 환경 요소인 교육 개선과 소득증대

다는 개발 원조를 보다 효과적으로 만드는 것 외, 국가 및 민주적 의사결정을 강화하는데 있어 토대를 제공한
다.
많은 공여국은 원조가 민주주의에 긍정적인 효과, 아니 적어도 중립적인 효과를 갖고 있다고 확신한다. 기술
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이런 관점이 적어도 틀린 것은 아닌데, 그 이유는 자원의 배분이 국가 기능의 핵심 가운
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의료보건이나 교육과 같은 분야에서의 원조 프로그램은 국가의 기능을 강화시킨다. 그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급속한 정치 및 경제 상황 변화로 원조 환경이 바뀌고 있으며, 이 지역 내 국가들의 원
조 의존도가 낮아지고 있다.

리고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간접적으로 민주주의를 지원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개발을 위해 올바른 거버넌
스가 중요한 것을 알고 있는 공여국은 효과적인 국가 제도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만들기 위해 자원을 늘렸다.

지난 10년 동안, ‘원조 효과성’에 대한 개념은 원조 기구의 정책, 원조사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원조는 비정치적인 것으로 다뤄지고 있는데 이러한 견해는 국가의 기능에 대한 서

방식, 원조의 성공을 판단하는 기준에 영향을 미쳤으며 개발 협력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이들은 ‘2005년 원

구 사회의 가정(假定)에 의해 굳어졌다. 하지만 다행히 현실의 정치가 개발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파리 선언’,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의해 활성화된 여러 고위급 회담과 글로벌 커미트

대한 새로운 깨달음과 논의가 생겨나고 있으며, 공여 기구에서 느끼는 이러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생

먼트에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겨나고 있다

2011년 부산에서 있었던 4차 고위급 회담 이후, 원조 효과성 어젠다는 원조 공여국과 일반 국가들이 ‘효과적

파리 어젠다는 개발과 민주주의를 제고하는데 있어 중요한 디딤돌이다. 그리고 원조는 국가의 정치적 파워의

인 개발협력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에 서명함으로 더욱 진일보하게 됐다. 부산 회담의 결과 문서를 보면, 원

역학구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양한 국내 요인과 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조의 중점이 원조 효과성에서 개발 효과성으로 바뀌었다. 나아가 중국과 인도와 같은 새로운 파트너, 시민사회

민주화 과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오늘날 원조 자원은 개발 목적의 이유로 정부를 통해 직접적으로 제공

그리고 민간 분야를 포함하는 것에 더 큰 중점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이동은 변화하고 있는 원조 환경과 원

하는 것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정치적 요인이나 감독은 최소한의 수준에 그치고

조 효과성의 원칙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새로운 공여국들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

있다.

빈약한 거버넌스로 인해 개발협력이 빈곤문제를 기대만큼 줄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많이 있다. 유엔을

하지만 독재정치가 강력하게 실시되고, 자원이 잘못 사용되며, 부실한 견제와 균형으로 특징 지워지는 양극

비롯, 공여국과 수혜국이 모두 인식하고 있는 사실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뤄진 빈국 개발의 제약 요소는 금

화된 정치적 사회에서는, 원조의 제공이 정당한 정부 기능을 통한 자원의 공급이 아니라, 거물 정치인들이 자신

융 자원의 부족이 아니라, 효과적인 거버넌스와 기능을 발휘하는 기구들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들이 있었더라

의 뜻대로 자원을 공급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다시 말해, 공여국의 원조로 힘의 재분배가 일어나고 이를

면 건전한 경제 및 사회적 개발과정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 즉 활력 넘치는 국가의 기능을 만들어 낼 수 있었을

통해 강력한 민주적 과정이 수립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권력이 더욱 힘을 얻는 상황이 만들어 질 수 있다는 점

것이다. 거버넌스 문제점에는 빈약한 제도와 절차, 주인의식의 부족, 책임감의 부족과 자원의 관리 부족, 법과

이 위험요소다.

질서 등의 공공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지 못하는 점이 있다. 이 밖에도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사법 제
도도 있다. 이상의 모든 것들은 만연한 부패를 통해 잘 드러난다.
특히 민주적 통합과 관련해 원조에 대한 찬반을 검토함으로, 원조의 양상과 구조의 새로운 형태를 살펴본다.
원조와 민주주의의 관계에서 볼 때, 도전과 기회가 새로운 개발 구조 내에서 관측되고 있다. .

원조 효과는, 효과적으로 원조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지역에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크다. 공여국은 수
혜국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일을 해선 안 된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책임을 떠 안아서는 안 된다.
하지만 원조는 수혜자 내부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특정 정치적 환경에서 진행된다. 이런 이유로 권력의 역학과
정치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력을 보다 잘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원조 효과성을 위한 파리 어젠다’는 2005년 전체 100 곳이 넘는 개도국, 공여국 그리고 NGO에서 합의한 국

사회 전반의 민주적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 국가의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근본적인 솔루션이라는 관점에서 볼

제 선언에 기반한 것으로 현재 급속하게 국제 개발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 파리 어젠다는 주인의식과 파트너

때, 공적개발원조는 반드시 민주주의를 널리 보급하고 민주적 가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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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북미 대륙의 원조 공여국들은 민주주의 또는 민주적 거버넌스를 공적원조와 국제 개발협력 정책의 핵심 원

을 하고 있다.

칙으로 이미 채택했다.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민주적 거버넌스가 개발 전략, 즉 빈곤 감소와 빈곤 퇴치의 성

최근의 민주화 운동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NGO 및 시민사회단체은 여러 국가의 개발 활동에서 적극적인 모

패를 결정한다는 공통의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가 배제된 경제 개발은 지속 불가능한 개발 모델이라

습을 보였다. 개발 인풋을 제공하고 커뮤니티 개발활동에서의 다양한 혁신을 감안하는 NGO의 성공 사례를 고

는 것을 공통으로 경험했던 관계로, 아시아의 시민 사회는 각국의 경험을 공유해야 하며 국제적인 교류와 협력

려할 때, 공여국은 원조 자금을 조성하는 프로젝트에 NGO를 포함시키고 싶어한다. 지난 20년 동안 국내 및 국

을 통한 공통의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제 NGO의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민주적 거버넌스와 공여국의 후원이 있었기에 가능
했다고 볼 수 있다. 국제 NGO는 개발원조의 주요 원천이 되기도 했다. 국내 및 국제적인 차원에서 볼 때, 부채

민주적 원조 거버넌스에 있어 시민사회의 공간

와 무역에서부터 환경문제에 이르기까지 NGO와 시민사회는 거버넌스에 있어 주요 활동 요소로 자리잡았다.
국제 NGO는 수백만 명의 사람을 동원해 국가 정상들의 국제 회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모습들은 공공

개발원조위원회 공여국이 시민사회와 가지는 관계는

거버넌스에 있어서 시민 사회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동시에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협력을

역사가 오래됐으며 개발 협력을 위한 도전과 진보 등 다

▶인도네시아 사례

양한 일을 겪었다. 행정부와 입법부와 달리, 시민사회단

여러 도전과제와 요인들로 인해 보다 심도 깊은

Reality of Aid, Better Aid, GCAP, ADA, CPDE, Beyond 2015 시민사회단체 동맹, 그리고 여타 시민

체는 공공 정책업무에 있어 미리 정해진 역할을 하지 않

시민의 참여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인도네

사회 네트워크와 단체는 글로벌 및 지역적 차원의 원조 효과성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는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20년 전만 해도 시민사회단

시아의 민주주의 역사는 오래 되지 않았으며 아

다양한 시민사회그룹과 전문가들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NGO가 원조 효과성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며 지지를

체가 거버넌스 내에서 공식 역할을 하는 것은 정부나 국
제기구에 의해 인지되지 않았다. 민주주주의 가장 클래
식한 형태를 보이는 시민사회단체가 유권자 역할, 또는
정부 서비스를 받는 소비자 역할 외에는 시민에게 제대
로 된 역할을 제공하지 못했다. 하지만 ‘정부(거버먼트)’

직까지 공공행정과 시민서비스의 상당 부분이
과거 독재시대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
다.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정치인들이 종종 눈
에 띄며, NGO 활동가들과 정부 관료들 사이의

실천하는 기회가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보내고 있다.

이슈와 도전과제

불신은 계속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 사
회만으로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

지금까지 제대로 법과 규제를 실행하지 못했다. 시민

에서 ‘거버넌스’로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고 민주화

이 정책 디자인과 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좋은 법과

의 제3의 물결이 일어나는 동안 시민사회가 성장하게 되

규제가 있다 하더라도, 현실에서는 시민의 역할이 정부

면서, ‘시민사회’, ‘시민참여’, ‘거버넌스’와 같은 용어들을 요즘에는 쉽게 접할 수 있다.

가 조직한 행사의 참관자에 불과한 경우들이 종종 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민주화 운동의 과정이 더디고, 민주주의가 최대 다수를 위해 제대로 기능을 하게끔 하
는 역할이 거의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주장하고 있지만, 확실한 것은 시민의 권한 신장을 보다 높였다는
것이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민주주의가 굳건히 자리를 잡은 곳에서도 경제 및 사회적 결과에 의해 사람들이

정책 과정과 원조 거버넌스에 있어 여전히 NGO및 시민
사회단체와 결부되는 것을 꺼리는 정부가 많다.

▶ 유럽연합
유럽연합 등의 공여 커뮤니티에서도 원조를 테
러와의 전쟁과 연결시킨다. 유럽연합의 장관들
은 거래 관계에 있는 국가들에게 테러와의 전쟁
에 협력하지 않으면 향후 관계가 악화될 것이라
고 경고한다. 한 유럽 관료는, “테러와의 전쟁이

분명한 것은 이 지역의 국가들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

성공적이지 않을 경우, 원조와 교역이 악영향을

기 위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민족 분쟁을 비

받게 될 것이다. 동시에 인도주의적 원조의 중

최근 민주화를 향한 추가적인 진보가 정체된 모습을 보이는 동안,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는 여러 나라에서

롯, 사회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치 개혁을

립성, 공평성 그리고 독립성이 영향을 받을 것

도 선거 거버넌스에 있어 자금과 영향력에 의한 강박이나 억압, 또는 투표 조작 등과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

할 필요가 있다. 위기의 영향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최

이다.” 고 말했다.

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새로이 민주주의를 받아 들인 나라 또는 민주주의 역사가 오래된 나라에서도 빈곤층

악의 경우 이 지역에서의 개발을 퇴보시킬 수 있다.

실망한다고 나타난다.

이나 정치적 약자를 대표하는 인물을 선출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이는 공공 의사결정에 있어 이미 혜

민주적 거버넌스에 대한 도전은 테러리즘으로 인해

택을 받는 사람들의 효익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는 시민사회단체의 영

더욱 가중됐다. 국제적 차원에서 볼 때, ‘테러와의 전쟁’은 권한 축소의 두 가지 상호 연관된 프로세스에 기여했

향력이 커지고 공공 거버넌스에 참여하는데 기여했다. 또한 공공 이슈에 대한 보도 측면에서 미디어의 폭발적

다. 첫째, 안보 위협으로 인해 정부의 자원 이용이 개발에서 안보 목적으로 변하고 있다. 여기에는 몇몇 선진국

인 성장에도 도움이 됐다.

들도 포함돼 있다. 둘째, 안보와 관련한 다양한 법을 도입하게 되면서 시민의 자유가 축소됐다. 여기 더해, 민

민주주의가 가장 정당한 참여 플랫폼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어떤 조건이 시민의 참여를 명확

주주의 확대를 표방했던 국가들이 실질적 및 잠재적 안보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관계로, ‘반테러 연합’을 구축하

하게 정당화 시키는가? 보다 광범위한 시민의 참여는 헌법상의 자유와 선거를 통해 수립된 정부를 바람직한 정

는데 참여하고 있다. 민주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일부 국가도 ‘테러와의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

치적 거버넌스의 토대로 강조하는 민주적 정치 패러다임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이는 시민의 참여의 기회

라, 군국화 측면에서 볼 때 우려가 되는 국가도 일부 있다.

를 확대하는 것이 대표성, 책임, 투명성과 평등성 측면에서 기존의 시스템이 더욱 제 기능을 할 것이라는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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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한 민주화 운동을 지체시키고 오히려 퇴보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몇몇 국가에서는 이러한 지정학적 상황을

이 정치적 참여를 개선시키는 기회를 창출한 장점도 있었던 반면, 정치적 통일체에 시민의 참여를 계속해서 허

이용해, 공개적으로 반대를 하는 세력을 탄압하고, 인권을 축소 및 유린하며, 민주주의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

용하지 않는 단점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도전 과제는 현재 부각되고 있는 민주주의 운영의 어려움에 포

다. 나아가, 독재정권은 테러 위협을 들먹이며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민주주의와 인권의 개념을 퇴색시켰다.

함된다. 그리고 공공 거버넌스 참여와 파트너십 제고를 할 필요가 있음을 추가적으로 보여준다.

정치인의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하고 일반 시민의 정치적 무기력으로 인해, 새로이 민주화가 된 국가에서 치

아시아의 시민 사회는 취약하지 않지만 민주적 어젠다를 추진하는 영역에서는 제대로 개발이 되지 않은 상태

러지는 선거는 웃음거리가 되었다. 이들 국가에서 선거는, 시민의 보편적 대표성을 지닌 사람을 입법기구에 보

로 사료된다. 전문화가 부족하며, 공공의 장소와 논의에 미치는 영향력이 제한적이다. 타 지역의 시민 사회와

내는 것이 아니라, ‘부패와 남용이 계속되는 정부’를 만들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복수정당 선거를 채택하고

비교해 볼 때, 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다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

있지만 이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금권정치’의 문화를 고착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존의 정치경제를 합법화하기

두 가지 우려가 되는 사항이 있다. 첫째, 정책과 정책 실행 사이에는 갭이 존재한다. 현실에서는 주인의식을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하고 있다. 자유 민주주의(시민의 자유와 법치를 보장하는 민주주의)와 비자유 민주주의

정부의 행정권으로 좁게 정의 내리며 그 결과, 국가의 정치적 요인이 제한된다. 둘째, 토대가 되는 민주적 시스

(시민의 자유가 없으며 설령 있다 하더라도 취약한 법치주의를 가진 민주주의)간의 경계를 그어 보면, 새로이

템은 새로운 원조 양식을 다루는데 있어 지나치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화하고 있는 국가의 절반이 비자유 민주주의의 범주에 속한다. 이들 국가의 평범한 시민은 정부의 의사결

공적개발원조의 주요 목적은 개발을 촉진하는 것이다. 목표와 어젠다가 이미 마련되어 있음에도, 거의 모든 부

정 실체로부터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민주적 변화의 과정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얻는 효익은 거의 없다. 매

국들이 GDP의 0.7%를 원조로 지출하겠다는 약속을 매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해외원조가 늘었는데 이것

4-5년 마다 선거가 있어도 일반 국민들에게 민주주의를 보장하지 않는다. 보다 강력한 뭔가가 있어야 한다.

을 두고 전체적으로 부국이 관대해 졌다거나 또는 아직 인색하다거나 하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돈과 로비스트가 선거에서 점차 강력한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는 민주주의 역사가 오래된 여러 선진국에서도

게다가, 개발원조는 종종 저의가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 구체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 이들은 다수가 아닌, 소수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을 지명하고 국회의원으로 선출한
다. 시민의 선택이 조작되거나 제한 당하는 등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민주주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선거가

(1) 여러 경우에 있어 원조는 1차적으로 공여국의 전략이자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수행하도록 디자인되어 있음

‘유권자가 원하는 정부가 아니라, 그냥 표를 많이 받은 정부’를 만드는 기회가 된다. 이러한 모순은 민주적으로

(2) 강력한 국내 이해단체에 유리하게 되어 있음

선출된 정부라 하더라도 정부에 대한 시민의 신뢰하락을 통해 명확하게 나타난다. 반면,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

(3) 수혜자의 니즈 대신 공여국의 이해에 기반을 둔고 있는 원조 시스템은 개발원조를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점

부는 대표성을 띤다. 2001년 이후 정부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전 세계에 걸쳐 급격히 하락했다.

(4) 가장 절실히 원조가 필요한 국가에게 제공되는 원조는 별로 없음

현재의 운영 형태, 특히 시민의 과반수 이상이 가난하며 문맹이며 금권선거가 가능한 환경에서는, 대표 민주
주의가 되레 입법 과정에서 불평등하며 포용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나아가, 역사적으로 볼

(5) 너무도 흔히 발생하는 사례로, 공여국이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가격 산정이 지나치게 높게 되
어 있음 (www.globalissues.org).

때 주로 불평등한 조건 위에 세워진 민주주의 기반이, 빈곤층과 소외계층의 희생으로 부유층과 사회지도층이
혜택을 보는 시스템으로 이용됐다. 정치 민주주의 하에서 여성은 재산이나 사회경제적 지위를 불문하고 배제

원조는 민주적 과정을 확립시키는 과정 없이, 공여국이 제시하고 집행부가 동의한 ‘빈곤감소 전략’에 기반을

당했다. 식민지 시대의 잔재 시스템과 제도로부터 민주주의가 진보하기도 하는 개도국의 경우, 여성의 정치 배

두고 협상이 이뤄지고 제공된다. 개념도 연구를 보면 국회의원과 정당이 실시하는 국가 개발 프로세스 활동이

제 상황이 헌법에서 주장하는 권리에 훨씬 미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한의 수준에 그치고, 그에 대한 정보도 빈약한 것이 잘 나타난다.

신뢰를 구축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며 정부의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국민에게 한걸음 다가

조건부 원조는 공여국이 정책 변화를 요구하는 경우로, 국가의 정치적 의사결정의 여지를 줄인다. 이를 통해

가게 하는 방법으로, 많은 분석가들은 분권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상당 수준의 정치 행정적 권한이 지방 정부로

정치인의 역할을 축소시킨다. 또 수혜국 정부가 공여국의 조건에 비중을 두고 대응을 하게 함으로써 수혜국 내

이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바람직한 조건하에서 실시된다면, 분권화로 인해 시민들에 거버넌스에 다가갈 수

부의 책임 구조가 흔들리게 된다. 또 이 형태의 원조는 민주적 제도, 특히 국회의원과 정당을 우회한다. 그리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아쉬운 점은, 분권화가 국민의 권한을 신장시키고, 친(親)빈곤층 개발을 만들며,

개발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감독하는 역할이 흔들리며 정당성이 줄어 들게 되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민주적 통

정부 서비스를 개선시킨다는 데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 대신, 분권화가 지방 엘리트 계층의 권력과 영향력을 실

합을 위태롭게 한다.

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근거는 있다. 공공 거버넌스가 전반적으로 참여 활동에 오픈되어 있고 투
명하게 진행되는 경우, 분권화가 제대로 작동한다.
시민사회활동가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은 거버넌스 이슈에 대해 제한적인 지식을 갖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정치 프로그램, 정부 정책 형성 사이클, 그리고 법적인 수단을 이용해 어떻게 부패와 권리 남용을 척결할 수 있
는지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항의의 정치는 아직 일부 시민사회단체에 남아 있으며 신뢰를 계속해서
위협하고 있다.
공공 거버넌스에서 발생하고 있는 도전과제는 여러 측면에서 분명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민주화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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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주인의식’은 지금보다 민주주의에 더 좋은 역할을 한다는 파리 원칙의 해석으로 귀결될 수 있다. 이
러한 방향으로 나아감에 있어 첫 번째 조치는 ‘효과적인 개발 국가’ 개념이 항상 ‘민주주의 국가’와 일치하는 것
이 아님을 인식하는데 있다. 민주화에는 시민들을 위한 권력 재분배가 포함돼 있다. 반면, 국가의 역량 구축은
국가의 권력 집중을 요하고 국가의 자율성을 개선한다.
이와 관련된 우려 사항은, 실제에 있어 민주주의 시스템은 지나치게 취약한 경우가 많아 새로운 형태의 원조
구조를 다루지 못하는데 있다. 이 문제는 역량 구축 원조 프로젝트를 통해 일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치, 금융 그리고 안보 분야의 권력 집중화는 대응하기가 더욱 어렵다. 장기간의 원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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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 있는 ‘승자독식’ 문화와 강력한 행정부가 여전히 우려 사항으로 남아 있다.
해외원조의 상당 부분은 빈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다, 폭넓은 정의를 하고 있어 원조 집계 가운

를 내리고, 대응 서비스가 더 많아지며, 공공 자원의 배분과 지출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의 제고로 이어질 수 있
기 때문에, 제도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기도 하다.

데 중복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게다가, 비싼 컨설턴트를 고용하고 이들에 대한 생활비용과 연

일반적으로, 국가 차원의 참여가 효과를 보려면, 세 가지 사항이 정리될 필요가 있다.

수비용까지 부담하는 부적절한 원조 사용으로 인해 모든 기술원조의 약 50% 정도는 낭비되고 있다.

(1) 규범 : 지속 가능한 참여를 만들기 위해 법

사람들은 원조를 인권과 민주주의 개선의 조건과 결부시키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고 이해하지만, 경제 이념과
연결시키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모두에게 적용되는 공통 모델을 따르지 않기도 한다.
언론은 지면 상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을지 몰라도 계속되는 법적 분쟁과 신변의 위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

(2) 규제 : 참여를 이끄는 원칙과 규제
(3) 재생 : 정부와 시민사회단체의 역량 구축
이러한 제도화의 형태에 추가해서, 정치적 커미트먼트와 리더십을 통해 참여 거버넌스를 늘릴 수 있다.

고 있다. 민간부분은 투자를 지키기 위해(정치적 충성심) 정부에 의존하거나 정치에 연루되어 있다. 아니면 두

흔히들 민주주의는, 권력을 분산시키고 다양한 교차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 단체들에 영향을 끼치는 방법을

가지 영역 모두에서 활동하고 있다. 주요 기업의 오너나 정치인들은 여러 실질적인 측면에서 같은 부류인 경우

통해 권력을 견제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일반적으로 시민사회단체는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과 로비를

가 많다. 사회 운동이나 풀뿌리 운동은, 그 능력과 자원에 대한 제약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매우 취약한 수준이

통해 지방 정부가 시민의 요구에 보다 잘 대응토록 하는데 기여한다고 말한다. 바꿔 말하면, 시민사회단체의 참

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의 원칙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어떤 경

여는 확대돼야 하고 바람직한 지방 거버넌스를 달성하기 위해 보다 심도 깊게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우에는 위협까지 받고 있다.

또 다른 주요한 문제가 있는데, 시민사회단체가 하는 두 가지 역할로 인해 대체 서비스 제공자가 되는 것과 동

2015년 이후 개발 어젠다,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기후 협상 COP 등의 국제적인 개발 프레임워크는 개발 원

시에 감시 기구가 된다는 것이다. 분쟁 이후의 상황에서는 가용 자원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명심해서, 소중한 자

조에 대한 합리적인 지지를 얻어 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었을 것이다. 모든 프레임워크는 인권에 대해 이야기

원이 분쟁의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고, 인간 개발을 지원하고, 지방 기구의 정당성을 회복하도록 도움을 주기 위

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개발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근간이 되며, 시민사회단체를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

해 지혜롭고 책임있게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로 인지한다. 하지만 실천에 옮길 때가 되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정부를 비롯한 여러 곳
으로부터 무시를 당한다.

개도국의 시민사회단체는 지방 및 중앙정부와 다양한 관계를 갖고 있다. 눈에 보이는 부분은 물론 보이지 않
는 부분에서 건전한 협력과 공조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는 상황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나며, 다
양한 사회, 정치, 역사적 요소가 결합해서 만들어 진다.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하는 것은, 더 나은 개발 효과를

교훈과 반성

거두고자 하는 목적에서 볼 때,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간의 협력을 증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보다 발전한 참여 민주주의를 추구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발적인 조직과 감시그룹의 역할을

예전부터 민주주의 제도는 생활 수준을 급속하게 향상 시킬 수 있는 경제적 개발을 지속시키는데 있어 비민

통해 정치적 민주주의 시스템을 확보하는데 있어 중요해 졌다. 시민사회단체는 정치적 참여, 자발적 사회 봉사

주적 제도보다 더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이 생각이 이론 및 실증적인 측면에서 도전을

참여 그리고 정책 참여를 늘려 오고 있다. 과거에는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이 독재정권에 맞서는 정치적 시위를

받고 있다. 실증 사례 가운데는 독재 정치 체재에서 놀라운 경제 성장을 거둔 케이스들이 있는데, 이것이 시민

준비하고 소외 받는 사람들을 위해 사회 봉사를 제공하는데 국한되어 있었다. 하지만 보다 제도화 되고 시민사

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당위성을 약화시키고 그 결과 민주주의와 경제 개발간의 관계를 설명하기가 힘들어

회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게 되면서, 이들의 사회적 역할이 다양한 정책 영역을 포함하기까지 이르렀다. 이

졌다는 것이다.

들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시민의 참여와 정보의 전파를 확대했으며 결과적으로 이들의 정체에 대한 시인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실행 사례로부터 몇몇 중요한 교훈을 찾을 수 있다. 첫째, 민주주의는 경제적 성

(visibility), 정책 영향과 지지 근간을 늘리는데 도움이 되었다.

공을 보장하지 않을 수 있다. 사람들이 실제로 다양한 형태의 민주주의에 어떻게 참여하는지에 대한 제도적인

아시아에서는 정치와 원조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취해졌다. 하지만 민주주의와 원조는 어떤가? 지금까

차원의 상세 내역은 민주주의와 경제적 발전 사이의 관계와 연관이 있다. 민주주의가 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

지 원조가 민주주의에 대해 어떻게 작용하고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 특히 그 구조와 제공 방법에 대한

력을 이해하기 위해, 역사적 맥락과 중요성의 맥락 하에서 정책 결정을 만드는 정치적 경제를 이해하는 것이 중

분석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보면, 민주주의는 시민들에게 제 목소리를 내고 선택권을 주

요하다. 민주주의 개혁의 경제적 영향은 뒤이어 발생하는 경제적 및 정치적 개혁에 달려 있다. 민주주의는 경제

는 유일한 정치 시스템이다. 그리고 권력의 책임과 분배를 높이는 시스템이기도 하다. 덧붙여 권력의 평화로운

적인 성과의 변동성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낮추고, 자원의 배분을 개선시키며 더 나은 삶

이양을 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고안된 시스템이다. 민주주의,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는 아시아의 개발 이슈

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준다.

를 해결하는 최상의 옵션일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은, 참여 거버넌스가 정치적 커미트먼트로 지원을 받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직화되면 효

게다가, 국내의 정치적 요소와 이해관계자가 정책 토론과 감독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를 토대로 민주

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여적 거버넌스는 포용적 의사결정과 평등한 사회경제적 발전에 성공적

적 토대가 굳건히 세워지면 원조는 보다 더 효과적일 것이다. 공여국은 정치와 원조 간의 내재적 연결고리와 관

으로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 결정에 있어 시민들이 자신의 의견

련해 발생하는 논의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보다 균형 잡힌 정치적 관계를 국가 내의 모든 이해 관계자

을 반영토록 하는 고유의 가치를 갖고 있다. 이는 시민의 참여를 통해 실제 삶 가운데서 공공 정책이 보다 뿌리

와 만들어 가는 방향으로 자신들의 행동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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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 접근법의 대부분이 그렇듯, 공적개발원조는 인권을 개발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로 고려하며, 실제로 인
권에 기반한 개발 접근방법이 원조를 제공하는데 있어 주요한 방법이 되어 왔다(여러 나라의 국가개발프레임워
크에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민주화 부분은 국가, 지역, 글로벌 정치를 직접적으로 포함하기 때문
에 개발 프레임워크 단계에서 예상한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무에 대해 정부 또는 비정부적 요인에 대한 역할과 책임에 대한 규정, (5) 정부와 시민사회를 연결시켜주는
메커니즘, 프로세스, 실행 그리고 양방향 역량 확립, (6)인적, 재정적 그리고 정보 자원의 제공. 시민의 참여
에 필요한 ‘스킬 메뉴’는 이 프레임워크의 뒤를 뒤따른다. 예를 들어, 참여 관리에 필요한 스킬, 참여를 정책
인풋의 실체로 변화시키는 스킬, 정책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를 훈련시키는 스킬, 시민사회를 위한
인증 전략 개발에 있어서의 스킬 등이 있다.

향후 과제

국가간 분쟁 해결: 아시아의 성장과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 전반에 걸쳐 사회 불안 수준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을 목도하고 있다. 이러한 긴장관계를 어떻게 관리하고 이를 고착시키는 요소를 어떻게 평화롭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공적개발원조 개혁의 필요성: 국제원조는 자선단체보다는 인권에 중심을 두면서,
파리 원칙, 아크라 행동 강령 그리고 부산총회 결과문서와 일관되게 진행되어야 한다. 해외원조는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국제적으로 합의된 인권관련 문서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
변화를 위한 민주적 동인들: 견제와 균형의 강화에는 정당, 산별 노조, 그리고 여타 정치적 요인들과 시민사
회단체와 미디어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 변화를 만들기 위한 민주적 동인을 지원하기 위해 민주주의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보다 새롭고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국가는 정책 개혁을 통해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
며, 시민사회단체를 강화하는 태도와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이런 조치를 통해 정책 프로세스 내에서 적절
한 공간이 생기게 된다.

게 해결할 것인지가 아시아의 당면 과제들이다.
파리 원칙과 민주주의 해결: 자신의 행동이 정치와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공
여국들은 자신의 행동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들은 기회를 포착해서 민주주의와 개발을 강화하기 위
한 파리 원칙에서 나타나는 도전과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원조 리모델링: 공여국들은 엄격한 거버넌스 조건을 적용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정치적 인센티브 구조가 수혜
국의 올바른 행동에 대한 분명한 보상을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책임 관계: 국가 내부의 책임 관계가 강화되고 감독 요소들이 힘을 얻도록 하고, 관련된 모든 요인들이 제 목
소리를 내며 책임을 다하게 하는 새로운 방법을 통합의 형태로 개발해야 한다.

정치와 권력에 대한 진지한 접근: 아시아 정계의 신 가부장적 체제가 옳은 것인지 아닌지를 떠나, 비공식적
정치의 이해와 해결, 이를 유인하는 구조, 그리고 이것이 민주주의와 개발을 강화하는 목표들 사이에서 어떻
게 상호 작용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주인의식이 실질적인 의미를 갖기 위
해, 정치적 요소들, 그 가운데서도 정당과 국회의원은 국가 개발 어젠다를 만들고 승인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공여국은 민주적 및 정치적 프로세스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정치적인 조건부의 개혁: 현재 이용하고 있는 정치적인 전제 조건, 즉 민주주의, 인권, 부패 등의 상황이 악
화되면 원조를 줄이거나 아예 중단한다는 내용은 복잡하고 비효과적이다. 현실에서는 개폐를 반복하는 수도
꼭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모습은 개발이나 민주주의, 그 어느 것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치적
단서 조건은 분석을 통해 좋은 방향으로 개혁이 만들어져야 하지 나쁘게 돼선 안 된다.
민주주의와 개발지원의 통합: 공여국은 개발과 민주주의, 양쪽 모두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경우,
개발원조는 함께 진행되는 민주주의 지원 노력과 별개로 작용한다기보다 프로세스와 구조를 통해 이뤄진다.
이 두 가지 원조 영역을 보다 잘 통합하면, 이 둘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하고 이들 사이에서 발
생하는 갈등 그리고/또는 모순, 심지어 분쟁을 다루는데 있어 올바른 토대를 얻게 될 것이다.
발언권 강화: 원조와 정치에 대한 정책 논의는 주로 서구 학계와 실천가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민주주의
와 개발에 있어서의 핵심 도전과제에 대한 논의와 사고가 묵살되어선 안 된다. 정부뿐만 아니라, 학계, 언론,
시민사회의 전문가들은 이러한 분야의 과제, 특히 국내 도전과제를 변화시키는 외부 요인의 역할을 해결해야
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미래 대화와 개혁 노력을 위한 굳건한 플랫폼을 제공할 것이다.
역량 구축: 역량 구축 프레임워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발돼야 한다. (1) 시민의 참여가 바람직한 거
버넌스의 핵심 가치라는 데에 대한 인식, (2) 참여에 대한 법률적 기반(선행 조건과 일치될 것), (3) 정부와
시민 사이의 수직적 연결과 시민단체간의 수평적 연결을 포함하는 연결에 있어서의 균형 이해, (4) 특정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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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ably Democratic States, and s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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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ies can be regarded as non-democratic
states. The people of some countries still live

Democratic Governance in Asia
Thematic
Session 5

: ODA, Sustainable Democracy and Civil Society

Dr. Netra Prasad Timsina
(SAAPE)
Mr. Daya Sagar Shrestha
(NFN)

under a dictatorship and thousands of political
prisoners are still languishing in prisons.
Governance entails processes and institutions

The Local authorities are accountable for
entire local governance and development
management in their territories. But, the
political leaderships of them have become
almost vacant and whole authorities of

that contribute to democratic public decision-

decision-makings are given to the

making. It can be argued that there are three

government employees, which challenges

categories of public governance: civic, political

the principle of democratic governance.

and development.

Civic and political

5th amendment of Interim constitution has

governance deals with issues that are related to

made clear provision to hold the local

human rights. Development governance mainly

election and in case if election is not

pertains to planning, budgeting, monitoring and

happened in the country there is the

accountability of socio-economic development

provision of forming interim local

policies and programs. Democratic governance
is one of many institutional strategies of

State of democratic governance

▶ Nepal case

development governance. Participation is a

authorities. But, due to lack of political
commitment these provisions have not
been yet materialized. In the absence of
elected local authorities there are

fundamental goal and object of value in and of

‘downward accountability' deficits and

Asia is the world's largest and most populous continent, located primarily in the eastern and

itself. That is evident from the fact that the

'upward accountability' is more prominent.

northern hemispheres. It covers 8.7 percent of the Earth's total surface area and comprises 30

right to participate in a society’s decision-

There are no effective mechanisms in

percent of its land area. With approximately 4.3 billion people, it hosts 60 percent of the

making processes has been accepted by the

place for ensuring participation of

world's current human population. Asia has a high economic growth rate in the modern era

world community as a fundamental human

c o m m u n i t i e s i n d e c i s i o n m a k i n g,

(Asia–Wikipedia).

right. In particular, participation can help to

transparency and sanctions against non-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and the end of the Cold War witnessed an upsurge in the

deepen democracy, strengthen social capital,

performance by service providers.

democratization of political systems of many countries, especially in the low-and middle-

facilitate efficiency and sustained growth, and

income range. In the last two decades of the 20th century, 81 countries democratized, 10 in

promote pro-poor initiatives, equity and social justice.

Asia. Often, this meant the overthrow of authoritarian, one-party regimes and their

With the rise of the democratic movement, citizens in most countries are asking for a

replacement by multi-party political systems, many of which encouraged citizen activism and

greater say in the policymaking processes of the State. Many Governments, faced with new

the free expression on diverse viewpoints. In comparison with other regions, democratic

challenges of governance, are also making efforts at the national, sub-national, regional and

movements in the Arab States have been relatively modest, though several of the monarchies

international levels to forge partnerships with NGOs, civil society organizations, business

have initiated various forms of citizen participation in public governance. Some of these

communities, trade unions and others. Popular participation in a society’s decision-making

countries, both kingdoms and republics, have also allowed civil society to take root and

processes has many implications for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human rights,

participate in social development activities.

democracy, social capital, decentralized governance, efficiency of resource use, equity and

In Asia political system and democratic practices vary from country to country. Some lie

social justice, and sustainable use of environmental resources, among others.

under truly democratic states as they comply with fundamental principles of democracy,

Politically, democracy is supposed to provide a feedback mechanism so that politicians are

whereas some countries lie under quasi democracy, some countries have nominal democracy or

held accountable and react to needs. Despite fast economic growth, democracy in Asia rem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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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gile in many countries as a result of poverty and inequality coupled by political instability.

Effectiveness, and the series of global commitments and high-level meetings facilitated by the

As voiced by civil society activists, tackling these obstacles would be crucial in achieving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of the OECD.

democratic governance. For many, this means creating a society that has fair and transparent

Since the fourth high-level meeting in Busan, Korea, in 2011, the aid effectiveness agenda

elections, where citizens have the freedom of expression, strong democratic institutions exist,

has evolved further, with donors and countries signing up to a ‘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and political leaders are responsive to people’s need when making policy decisions.

Development Co-operation’. The Busan outcome document recognizes a shift in focus from aid

Some countries are also facing serious problems in establishing good local governance

effectiveness to development effectiveness, and a much greater emphasis on the inclusion of

system. Degradation of legitimacy, accountability, transparency, responsiveness, effectiveness,

new partners (such as China and India), civil society and the private sector. This shift is in part

efficiency, ownership, public participation and financial disciplines in entire process of local

a response to the changing aid landscape and the emergence of new donors who do not

governance are some identified burning issues and problems.

necessarily value aid effectiveness principles.

Millennium Declaration, which designated eight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There is widely acknowledged evidence that development cooperation has not succeeded in

intended to contribute concurrently to economic growth, eliminating poverty, achieving social

reducing poverty to the expected level due to poor governance, which the donors and recipient

equity and ensuring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The ‘Freedom’, which the text of the

countries including United Nations have realized. Indeed, the central constraint on poor

declaration spells out as follows: ‘Men and women have the right to live their lives and raise

countries' development over the last few decades has not been the scarcity of financial

their children in dignity, free from hunger and from the fear of violence, oppression or

resources, but the lack of effective governance and well functioning institutions, which can

injustice. Democratic and participatory governance based on the will of the people best assures

adequately perform the vital state functions that are essential for a sound economic and social

these rights.’ This conception of democratic and participatory governance is characterized by:

development process. The manifestations of the governance problems includes weak

Full protection and promotion of civil,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for all;

institutions and procedures, lack of ownership, lack of accountability and mismanagement of

Practice of democracy and respect for human rights, including minority rights; Inclusive

resources, failure to provide effective delivery of public services, including law and order, and

political processes, allowing genuine participation by all citizens in all countries; and Freedom

the absence of a well-functioning judicial system, all of which are reflected in rampant

of the media to perform their essential role and the right of the public to have access to

corruption.

information.

Exploring the pros and cons of aid in relation to democratic consolidation, in particular, we
are looking at new forms of aid modalities and structures. Both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in

Development Assistance and Democratic Governance

the aid-democracy relationship are observed within the new development architecture.
The “Paris Agenda for Aid Effectiveness” - which developed out of the international

Aid potentially can contribute to democratization in several ways: (1) through technical

declaration agreed in 2005 by more than 100 developing countries, donors and NGOs - is

assistance focusing on electoral processes, the strengthening of legislatures and judiciaries as

rapidly changing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architecture. The agenda emphasizes themes

checks on executive power, and the promotion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cluding a free

such as ownership and alignment to partner-country priorities; harmonization of donor

press; (2) through conditionality; and (3) by improving education and increasing per capita

support; mutual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 all in the interest of making aid more

incomes, which creates conducive environment to democratization.

effective.

Asia Pacific is the region, where rapid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s transforming the aid

The agenda also incorporates new forms of aid modalities, such as budget-support and

environment and in many countries, particularly in Asia, it is leading to decreasing levels of

sector-wide approaches, designed to improve the aid system: by (for example) supporting the

aid dependence.

development of recipient countrie’s domestic institutions; increasing the transparency of aid

Over the past decade the concept of ‘aid effectiveness’ has become a central aspect of
development co-operation, influencing the aid polices of almost all development agencies and

flows; and reducing the administrative costs of receiving aid (weak administrations have long
been drowning in innumerable donor-missions and external-reporting requirements).

affecting the way that many people engaged in the aid business think about, and judge the

These efforts have already gone a long way towards streamlining assistance and

success of aid. They are most closely associated with the 2005 Paris Declaration on Aid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national processes, as opposed to donor-driven approach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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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hough more efforts are still needed in this respect. The overall outcome is that partner-

common sense that democratic governance determines the success and failure of development

government resources are freed up to focus more on promoting development than servicing

strategy, namely, poverty reduction and eradication. With the common experience of the

donors. The Paris Agenda is doing more than making development aid more effective: it is also

unsustainable development model, that is, economic development that excludes democracy,

providing building-blocks for strengthening national, democratic decision-making.

Asian civil society should share each nation’s experiences and seek common solutions through

Many donors believe that aid is good - or at least neutral - for democracy. From a technical

international exchange and solidarity.

point of view at least this may not appear unreasonable, as distributing resources is a core
state function. Aid programs in areas such as health and education also strengthen state

Space of Civil Society in Democratic Aid Governance

functions and, together with service delivery, can have an indirect democracy-supporting
effect. Donors, realizing the importance of good governance for development, have increased
resources for building effective state institutions as well as the voice of civil society.

DAC donors’ relationships with civil society have a long and rich history, with both
challenges and advances for development cooperation. Unlike governments and legislative

Overall, however, aid is treated as being “apolitical”, a view underpinned by western

bodies, there are no pre-determined roles for CSOs in public policy affairs. Globally, CSOs

assumptions about the functioning of the state. But fortunately there is an emerging

were not recognized by governments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s having any formal role

realization and debate over how real politics influence development outcomes and efforts are

in governance until about 20 years ago. The classical forms of democracy did not provide any

being made to address these concerns by donor agencies.

role for citizens aside from being voters and consumers of government services. However, with

The Paris Agenda is an important stepping-stone for enhancing development as well as

the paradigm shift from “government” to “governance” and the rise of civil society during the

democracy. But aid does play a role in the political-power dynamics of a country, and in the

third wave of democratization, the terms “civil society,” “citizen participation” and “governance”

absence of careful calibration of its impact on a range of domestic actors and structures it can

are commonly heard today.

easily serve to undermine democratization processes. Today, aid resources are increasingly

Undoubtedly, democratic movements have enhanced citizen empowerment, even though

channeled directly through government for development purposes, with minimal engagement

many maintain that progress has been slow and that the task of making democracy work for

and oversight by national political actors.

the vast majority has hardly begun. A recent study suggests that, ‘even where democracy is

But in polarized political societies characterized by a high degree of authoritarianism, misuse

more firmly established people are disappointed by the economic and social results’.

of resources and weak checks-and-balances, the delivery of aid can be understood not as the

While further progress towards democratization has indeed stalled in recent years, many

channeling resources through a legitimate state function but as placing resources at the

believe that in a number of countries where democracy is operational, electoral governance is

disposal of a pre-eminently political actor. The risk, in other words, is that donors are -

often challenged by voter manipulation or intimidation by ‘money and muscle’. Both long-

involuntarily - strengthening "the powers that be" rather than the redistribution of power and

established and new democracies frequently fail to enlist the representation of the poor and the

more robust democratic processes as a consequence.

disadvantaged in politics, which results in conferring further benefits on those who are already

Aid is usually needed the most precisely in conditions where it is the most difficult to provide

advantaged in public decision-making. Despite these shortcomings, democracy has nonetheless

it effectively. Donors should not take - or more accurately, take over - responsibility for the

contributed to the rise of CSOs and their participation in public governance, as well as to an

political situation in a given country. But aid does operate within and thus play into particular

exponential growth of the media and, in most cases, its active coverage of public issues.

political environments and its prospective impact on power dynamics and politics need to be
better understood.

Since democracy is expected to provide the most legitimate platform of participation, what
precise conditions justify civic engagement? Greater civic engagement draws its rationale from

From the aspect that developing the democratic capability of society as a whole is a

the democratic political paradigm that emphasizes constitutional liberties and representative

fundamental solution for the sustained development of a given nation; ODA must be provided

government as the basis of good political governance. This rationale also assumes that

in the direction of promoting democracy and expanding democratic values. Already the aid

deepening civic engagement opportunities will make the existing system more representative,

donor nations of Europe and North America have adopted democracy or democratic governance

accountable, transparent and equitable.

as the core principles of ODA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olicy, based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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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s were active in many countries,
especially in developmental activities.
Considering the successes of the NGOs in
delivering development inputs and taking into
account many innovations in community
development activities, many donors -especially the bilateral are supporting the

the international level, the ‘global war on terror’
▶ Indonesia case
A number of challenges and factors inhibit
the deepening of citizen engagement.
Indonesia is a young democracy, with
much of the public administration and civil
service still intact from the authoritarian

contributes to two interconnected processes of
disempowerment. First, security concerns are
encouraging governments -- including several
of advanced countries -- to divert resources
away from development into security measures.

▶ European Union
Donor community such as European Union
is linking aid to fighting terrorism as well,
with European ministers warning countries
that their relations with the economically
powerful bloc will suffer if they fail to

past. Politicians are often seen as self-

Second, through the introduction of various

inclusion of NGOs in donor-funded projects.

serving and there is lingering distrust

security-related laws, civil liberties are

An EU official is quoted as saying, “aid and

The number of both national and international

between NGO activists and government

curtailed. In addition, because of the perceived

trade could be affected if the fight against

NGOs has increased exponentially over the last

officials. There are therefore limits on

and actual security threats faced by countries

terrorism was considered insufficient”,

20 years. Much of this can be attributed to

what civil society alone can achieve.

that had often led the mission of democracy

leading to accusations of “compromising

growth in democratic governance and much to

globally, their governments are engaged in

t h e n e u t r a l i t y, i m p a r t i a l i t y a n d

donor patronage. International NGOs have also

building what they call ‘anti-terrorist alliances’

independence of humanitarian assistance”.

become a major source of development assistance. Again, both nationally as well as

with several states that possess poor records of

internationally, in areas ranging from debt and trade issues to environmental questions, NGOs

democratization to join the ‘global war on terror’. Some states are always vulnerable in term of

and the civil society have become key players in governance. International NGOs have being

militarization.

cooperate in the fight against terrorism.

mobilizing million of people to influence the discussions of the heads of state and government

The political necessity of anti-terrorist alliance-building at the international level seems to

at international meeting. These developments clearly underscore the importance of the role of

be either slowing down or reversing nascent democratic movements in many of the developing

civil society in public governance and, in the wake of the democracy, the increased

countries involved. Taking advantage of these geo-politically motivated concessions, several

opportunities for realizing collaboration in this sphere.

of these countries are suppressing public dissent, curbing and abusing human rights, and

Reality of Aid, Better Aid, GCAP, ADA, CPDE, Beyond 2015 CSO alliance and other civil

obstructing the growth of democracy within their borders. Further, authoritarian regimes have

society networks and organizations are playing vital role in the sector of aid effectiveness at

used the threat of terror to compromise the very concepts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global and regional level. Likewise, various civil society groups and experts have been

crucial to the survival and spread of their practice.

involving in advocacy process at country level.

Set against a backdrop of weak accountability and the political powerlessness of ordinary
citizens, elections in many of the newly democratic countries have become a farce. Instead of

Issues and challenges

providing universal representation for citizens in the legislature, these elections produce
nothing but “plundering rotating (and abusive) governments”. In many of these countries,

Failure to implement laws and regulations: Even though there are good laws and regulations

multi-party elections act solely as a vehicle to legitimize an existing political economy that

that allow citizens to engage in policy design and decision making, in practice the role of

simply helps perpetuate a culture of ‘plutocracy’ rather than democracy. Drawing a distinction

citizens is often limited to merely being observers at government-organized events. Even today

between ‘liberal democracy’ (democracy with civil liberties and rule of law) and ‘illiberal

many governments still hesitate to engage NGOs and civil society in policy process and aid

democracy’ (democracy with inadequate civil liberties, if any, along with weak rule of law),

governance.

nearly half the newly ‘democratizing’ countries are ‘illiberal democracies’; in these countries,

Obviously countries in this region are grappling with a variety of problems. There is a need

the ordinary citizens remain far removed from the decision-making entities of the government

for political reform to resolve the conflict within societies - including ethnic conflicts -

and thus have benefited little if at all from their democratic transitions. Voting every four/five

peacefully. Impact of the crisis is stalling and at worst reversing development in the region.

years doesn’t guarantee democracy to the common people. There has to be more.

The challenges to democratic governance have been compounded further by terrorism.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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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y developed countries with long democratic traditions are also becoming victims of this

politic. These challenges also include emerging operational difficulties of democracy and

scourge; they nominate and elect law-makers who represent the interests of the few rather

indicate further the need for enhanced partnerships and engagements in public governance.

than the many. In explaining the evolving malfunctioning of democracies where citizen choices

In Asia civil society is not weak, but that it is underdeveloped in the arenas that promote

are either manipulated or remain constricted, so it is suggested that in such situations,

democratic agenda. It is under professionalized, has limited ability to influence the public

elections present the citizens with ‘the government that you vote for and not the government

sphere and public debate, and almost certainly less influence on policy than the civil societies

that you want’. These incongruities are also manifested through falling citizen trust in

of other regions.

governments, even those that are democratically elected. While democratically elected

There are, however, two concerns. First, there is a gap between policy and practice; in

governments should be regarded as trustees of the people. Since 2001 citizen trust in

practice “ownership” tends to be narrowly defined as the executive arm of government, with

government has fallen drastically throughout the entire world.

the result that national political actors are marginalized. Second, democratic systems on the

It has been argued that in its current operational form -- especially in environments where

ground are often too weak to handle the new aid modalities.

the majority of the citizens are either poor and/or illiterate and where votes can either be

The main objective of ODA is to promote development. Even though the targets and agendas

bought or manipulated -- representative democracy can produce unequal and non-inclusive

have been set, year after year almost all rich nations have constantly failed to reach their

representation of citizens in the legislative process. Further, many also regard the very

agreed obligations of the 0.7 percent target. Recent increases in foreign aid do not tell the

infrastructure of democracy, historically founded largely on unequal conditions, as tending to

whole truth about rich countries’ generosity, or the lack of it.

favor the rich and the elite at the expense of the poor or the less privileged. And almost

Moreover, development assistance is often of dubious quality. In many cases, aid is primarily

universally political democracy has excluded women, whatever their poverty, wealth or other

designed to serve the strategic and economic interests of the donor countries; Or aid is

indicators of socioeconomic status. The situations in most developing counties, where

primarily designed to benefit powerful domestic interest groups; aid systems based on the

democracy is still evolving in part from colonially- inherited institutions and systems, are also

interests of donors instead of the needs of recipients’ make development assistance inefficient;

proving to be far less inclusive than their constitutions proclaim.

too little aid reaches countries that most desperately need it; and, all too often, aid is wasted

As a means to bring government closer to people to build trust and enhance transparency

on overpriced goods and services from donor countries (www.globalissues.org).

and accountability, as well as to improve service delivery, many analysts advocate

Aid is still negotiated and delivered on “poverty-reduction strategies” that are driven by

decentralization and the devolution of a great deal of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authority to

donors and agreed with the executive, with obvious lack of underpinning democratic process. A

the level of local government. There is no doubt that when implemented under favorable

mapping study clearly shows that parliamentarians and political parties play a minimal role in

conditions, decentralization does have the potential to bring citizens closer to their governance.

and have poor knowledge of national development processes.

There is no clear evidence that decentralization empowers people, produces pro-poor

Aid conditionalities - donor demands for policy changes - also reduce the space for national

development, or improves the delivery of services. Instead, in certain situations

political decision-making, thus further undermining the role of politicians. Domestic-

‘decentralization can actually reinforce the power and influence of the local elites’.

accountability structures are likewise undermined, with partner governments often

Decentralization works only when structures of public governance as a whole are open to

demonstrating greater responsiveness to donors than their own citizens. Democratic

participatory practices and are made transparent.

institutions - parliamentarians and political parties in particular - are thus bypassed. Their

Many people, including civil society activists, have limited knowledge of governance issues,
and are thus unaware of political programs, government policy formulation cycles, or how to
use legal means to fight corruption and abuse of power. Protest politics survive at some CSOs,
further jeopardizing trust.

roles in defining and overseeing development priorities are undermined, reducing their
legitimacy and in turn, undermining democratic consolidation.
“Democratic ownership” might result in interpretations of the Paris principles that are more
conducive to democracy than is currently the case. The study argues that a first step in this

The emerging challenges of public governance manifest themselves in a number of ways.

direction is recognizing that the concept of “effective developmental states” does not always

Similarly, while the recent democratization movement has created opportunities for better

equate to “democratic states”. Democratization involves the redistribution of power in the

political participation, several of its shortcomings continue to distance citizens from the body

interests of citizens, whilst building state capacity may rather require concentration of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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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and improved state autonomy.

not guarantee economic success. Institutional details of how people actually participate in

The related concern is that in practice democratic systems are often too weak to handle the

different forms of democracy have a bearing on the relation between democracy and economic

new aid architecture. Part of this concern can be addressed through capacity-building aid

development. In order to understand the possible impact of democracy on economic

projects. But the concentration of power - power over politics, finances and security- is more

development,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political economy of policymaking under

difficult to deal with. The “winner-takes-all” culture and powerful executives in countries

different historical and material contexts. The economic impact of democratic reforms may

remain a concern despite long-term aid efforts.

depend on the sequencing of economic and political reforms. Democracy may help reduce the

Large amount of foreign aid does not help fight poverty, and is based on a broader definition
of foreign aid that allows double counting and other problems to occur. Furthermore, some 50
percent of all technical assistance is said to be wasted because of inappropriate usage on
expensive consultants, their living expenses, and training.

volatility of economic performance, thus lowering uncertainty, improving resource allocation
and enabling people to better plan their lives.
The experiences indicate that, backed by political commitment and organized creatively and
efficiently, participatory governance can be effective. It has the potential to contribute

People can understand how tying aid on condition of improving human rights, or democracy

successfully to inclusive decision-making and equitable socio-economic development.

might be appealing, but when tied to economic ideology, which is not always proven, or not

Participatory governance is of intrinsic value by giving voice to citizens in making decisions

always following the “one size fits all” model.

that affect the quality of their lives. It is also of instrumental value, as the engagement of

A country’s media may be free on paper but is all too often challenged on the round by
continuous legal charges and security threats. The private sector either depends on

citizens may lead to public policies better grounded in reality, more responsive services, and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in the allocation and expenditure of public resources.

government for retaining its investments (political loyalty), is intertwined with politics - or

For States in general, for participation to be effective, three enabling arrangements are

both. Owners of major companies and politicians are often the same people, and for good

required: normative (that is, there should be a law to allow sustainable participation),

practical reasons. Social and grassroots movements are non-existent or very weak due to

regulatory (rules and regulations guiding participation) and regenerative (capacity-building of

prevailing capacity and resource constraints. In result democratic checks-and-balances are

both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 addition to those forms of

weak and often under threat.

institutionalization, political commitment and leadership are two additional factors that assist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frameworks such as post 2015 development agenda,

in promoting participatory governanc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climate negotiation (COP) etc would help in contextualizing the

It is often argued democracy depends on checking the power of the state by diffusing power

ODA on how it is rationalized as development aid. All frameworks talk about the human rights

and influence amongst a multiplicity of cross-cutting civic organizations. Generally speaking,

and democracy are the fundamentals for achieving development goals and consider CSO as one

CSOs contribute to making the local authorities more responsive to its population, in particular

of the most important actors. But when they reach to implementation, the involvement of

through monitoring and lobbying activities. In other words, participation of CSOs must be

CSOs in decision making process is often ignored not only by the national government.

broadened and deepened to achieving good local governance. But this raises another important
point, which relates to the double role played by CSOs are simultaneously alternative service

Lessons and Reflections

providers and watch dogs. Noting that resources are often limited in post-conflict contexts,
precious resources need to be spent responsibly and wisely to address structural causes of

A democratic polity has traditionally been considered to be more conducive than a non-

conflicts, support human development, and help to restore legitimacy of local institutions.

democratic one to progressive economic development that would raise the living standards of

CSOs in developing countries have a variety of relationships with local and national

the people at a rapid rate. However, that presumption has been challenged on both theoretical

governments, ranging from overt or hidden tensions to healthy cooperation and collaboration.

and empirical grounds. Empirically, some spectacular cases of economic success under

These relationships are very context-specific, a function of many social, political and historical

autocratic polities have weakened the citizen freedom and democracy. It is difficult to explain

factors. Involving CSOs may be an avenue for encouraging more collaboration between

about relationship between democracy and economic development.

governments and CSOs for greater development benefits.

Nonetheless, several important lessons emerge from past practices. First, democracy 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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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ch groups as well as voluntary organizations pursuing further participative democracy.

media. Increase democracy support and find new and more effective ways to support

They have promoted political participation, voluntary social service participation and policy

democratic drivers for change. States should enhance enabling environment through policy

participation. Traditionally, CSOs roles were limited to organizing political protests against

reforms, attitudinal change and behavioral change encouraging CSOs and to give adequate

previous authoritarian regimes and providing social services for disadvantaged groups of

space in policy process.

people. As they become more institutionalized and a critical part of civilized society, their social

Take politics and power seriously: Whether the neo-patrimonial account of Asian politics is

roles have been expanded to include various policy areas. Utilizing information and

correct or not, it is vital to understand and address informal politics, its incentive structures

communication technology, they have broadened the scope of citizen participation and

and how it interplays with the goals of strengthening democracy and development. For

information dissemination, which helps them enhance their visibility, policy influence and

democracy to take root and for ownership to carry real meaning, political actors - parties

support bases.

and legislators in particular - need to assume a key role in shaping and approving national

So much has been done for politics and aid in Asia. But, what about democracy and aid? So

development agendas. Donors need to allow for democratic, political processes to take place.

far, there has been little analysis of how aid - in particular the ways in which it is structured

Reform political conditionality: The current use of political conditionalities - cutting, or

and delivered - works in relation to and affects democracy. After all, democracy is the only

cutting off aid when democracy, human rights or corruption worsens - is confusing and

political system that gives voice and choice to citizens; that increases accountability and the

ineffective. In practice it amounts to a tap that is continuously being turned on and off. This

distribution of power; and that is devised explicitly to deal with the peaceful transfer of power.

helps neither development nor democracy. Political conditionalities need to be analyzed and

Democracy - indeed, much more democracy - may in fact be the best option for addressing

reformed to do good rather than bad.

the issues of development in Asia.

Integrate democracy and development support: Donors need to promote both development

Moreover, aid would become more effective if there was a solid democratic foundation to

and democracy. But development assistance is usually carried via processes and structures

build from and in which domestic political actors and stakeholders play a substantial role in

than are functionally separate from parallel democracy support efforts. Better integration of

policy debate and oversight. Donors need to build on the emerging debate about the intrinsic

these two assistance areas would provide the right basis both for understanding how to

linkages between politics and aid, and to modify their behavior in the direction of achieving

promote them in tandem and for dealing with any resulting tensions and/or areas of

more balanced political relationships with the full range of relevant national stakeholders.

contradiction - or even conflict - between the two.

ODA and human rights as most of the aid approach is considered human rights as basic

Raise the voice: The policy debate on aid and politics is heavily dominated by western

component of development and human rights based approach to development has been the

academics and practitioners. Thinking and debate on the key challenges in democracy and

major approach of delivering aid. This has included in national development framework in

development needs to be heard. Experts - from governments, but also from academia,

many countries. But the democratization part has not been as effective as envisaged in the

media, and civil society - should address challenges in this area, not least the role of

development framework as it directly involves the national, regional and global politics.

external actors in supporting or transforming domestic challenges. This will in turn provide
a solid platform for future dialogue and reform efforts.

Way Forward

Capacity Building: Framework of capacity-building should be developed based on the
following considerations: a) recognizing that civic engagement is a core value of good

Need of restructuring ODA for strengthening democracy: International aid should be

governance; b) according legal basis to participation; c) understanding the balance in

maintained in line with the Paris Principles, Accra Agenda for Action and Busan Outcome

engagement linkages between vertical linkages (between government and citizens) and

Document, focusing on rights rather than charity. Foreign assistance should be directed for

horizontal linkages (among citizen groups); d) defining roles and responsibilities for

strengthening democracy and promoting internationally agreed human rights documents.

government and non-government actors for specific tasks; e) establishing mechanisms,
processes, practices and two-way capacities that enable government-civil society

Democratic drivers for change: Strengthening checks-and-balances includes providing

engagement; and f) providing human, financial and information resources. This framework

support to political parties, trade unions and other political forces, as well as CSOs and the

is followed by a ‘menu of skills’ needed for civic engagement, such as: skills in participation

260

2013 서울민주주의포럼_아시아의 평화, 개발, 민주주의

2013 Seoul Democracy Forum_ Peace, Development, and Democracy in Asia

261

management; skills in transforming participation into substance for policy inputs; skills in
training civil society for policy dialogue; and skills in developing accreditation strategies for

주제세션 5.
민주적 거버넌스: ODA,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사회

civil society.
Address intra-state conflict: We are also witnessing a rise in the level of unrest throughout

발표자

parts of the region that may affect growth and stability in the Asia. How we manage these

Speaker

tensions and how we peacefully resolve the differences underpinning them are one of the
most profound challenges in the Asia.

이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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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서울대학교 인류학, 정치학 학사

actors involved, and in an integrated, joined-up manner, so that the overall dome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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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라 P. 팀시나

네트라 팀시나는 풀뿌리 조직을 기반으로 하는 여성, 노동, 농민, 평화운동을 하고 있는 빈곤퇴치 남아시아 연
맹 코디네이터를 담당하고 있다. 네트라는 또한 People's SAARC 단체의 카트만두 지부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네팔 NGO연맹의 대표를 역임하고 있으며, 네팔 NGO연맹은 주로 인권, 민주주의, 원조 효과성, 환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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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네팔에 있는 남아시아 기술 연구소에서 ‘지역개발 계획과 관리’로 학위를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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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주주의전당은 이를 위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 민주화 이룩한 국민적·역사적 성취를 성찰하고 기념하는 민주화운동기념역사관
• 청소년·시민을 대상으로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는 민주주의교육센터
• 민주주의와 인권을 통해 아시아 평화 구축에 기여하는 국제민주센터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핵심 동력이었던 민주화운동 정신을 국가적으로 계승·발전시켜야

• 민주주의연구소, 민주화운동사료관 등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제정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
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조)으로 설립된 공공법인
으로 국민과 더불어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입니다.

● 기념사업
6월민주항쟁 등 한국 현대사의 분수령이 되었던 민주화운동사의 정신을 기념하고 계승하는
사업을 통해 민주화운동을 역사적으로 재정립하고 그 성과를 체계화하는 미래지향적인 기념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민주주의 R&D 통합서비스 기관>을
지향합니다
• 민주주의 R&D :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지식정보, 컨텐츠, 정책과 대안, 민주주의 제도,
유무형의 각종 민주발전 기반 인프라를 연구 개발하고, 교육하는 기관을 지향합니다.
• 통합서비스 제공 : 민주주의 발전을 실질적으로 견인하고 지원하기 위해 민주주의 지식

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민주화운동 기념행사, 추모행사를 개최하고 지원합니다.
• 사진, 영상물, 민중가요, 민중미술 등 민주화운동의 문화 콘텐츠를 수집·개발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 민주화운동 관련한 문화프로그램을 제작·보급하고, 문화행사를 개최합니다.
• 민주화운동 기념·계승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력사업을 진행합니다.

정보, 역사문화컨텐츠, 연구개발 성과,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유무형의 기반시설을 통
합적으로 서비스하는 기관을 지향합니다.

● 국제협력사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발전·인권신장·평화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전 세계 모든 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지속적인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 한국민주주의전당 건립 사업
한국민주주의전당은 지난 역사에 대한 성찰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적극적으로 개
척해 나가는 일입니다. 전당은 민주주의에 대해 좀 더 깊이 배우고 체험하는 공간이며, 이를
통해 과거를 딛고 보다 나은 내일로 나아가는 꿈이 창조되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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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함께 하며 민주주의와 인권·평화를 확산하는 다양한 국제협력사업을 통해 한국과 아시
아, 세계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연대활동을 펼칩니다.

• 민주주의 관련 해외 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아시아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허브
를 구축해 나갑니다.
• 세계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국제포럼, 교류협력 사업을 진행합니다.
• 제3세계 민주화운동 활동가와 지도자 양성을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시민사회의 국제교류협력 사업 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민주주의 대안모델을 개발하고, 구현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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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사업
민주주의 교육의 전문 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해 민주주의 교육 관련 조사, 연구, 교재 발간,
프로그램 개발 등을 해나가는 민주주의교육센터 기능을 갖추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향상
을 위해 청소년과 시민이 참여하는 교육·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민주주의 교육의 틀과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조사, 연구를 실시합니다.
•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 청소년, 교사, 시민이 참여하는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민주주의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현장 체험교육을 운영합니다.
• 초·중등학교와 시민·사회단체에서 실행하고 있는 민주주의 교육 활동을 지원합니다.

● 연구사업
한국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이론적 논의들을 연구하고,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밝혀내어
향후 새로운 민주주의의 모습과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아시아의 대표적인
민주주의 연구소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 민주화운동, 민주주의와 관련 제반 연구사업을 수행합니다.
• 민주화운동사를 편찬하고,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집을 간행합니다.
• 민주주의와 관련 학술지를 발간하고, 학술대회, 포럼 등을 개최합니다.

설립경과
•2001. 7.24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공포(법률 제6495호)

•2001. 10.24 박형규 이사장 임명
•2002. 1.29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출범식 개최

•2004. 10. 7 함세웅 제 2대 이사장 임명
•2006. 8.25

민주화운동기념관건립 범국민추진위원회 준비위원회 출범

•2007. 4.24

6·10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2007. 12. 3

함세웅 제 3대 이사장 임명

•2010. 10. 24 정성헌 제 4대 이사장 임명

• 한국 민주화운동의 경험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번역서를 발간합니다.
• 민주주의 관련 연구자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관련 연구를 지원합니다.

● 사료관
한국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료를 수집·정리·보존하고 누구나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도
록 온라인과 오프라인(열람실)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민주화운동 사료와 관련된 지역
및 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한국 민주주의 종합정보센터를 만들어갑니다.

•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문건, 사진, 음성과 영상, 박물류의 사료를 수집합니다.
• 수집된 사료를 목록화하고 정리, 기술하여 사료정보시스템을 통한 열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다양한 사료 콘텐츠를 개발하여 기록을 통한 한국 민주화운동의 역사상을 제공합니다.
• 사료를 소장하고 있는 각 단체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관리 방법, 목록, 활용방안을 공유합니다.
• 민주화운동 사건과 인물에 대한 구술을 채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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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Democracy Foundation

KDF was establishe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by
carrying out projects to memorialize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inherit

collaboration activities for Korean, Asian and world democracy and meeting
more global citizens who are still suffering.

its spirit’ in accordance with the Korea Democracy Foundation Act (Act 6495)
passed into legislation on June 28, 2001.

Democratic Civic Education
The strengthening of democratic citizen’s capability to promote democracy

KDF carries out support projects and arranges events to develop democracy

through a change of consciousness and practice is the heart of democracy

movement, such as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Korean Democracy

development. We are building a democratic civic education center which helps to

Memorial Hall. It also collects, digitizes, manages, and researches documents for

create a vision of democratic citizens, develops programs, and offers various

the historical organization of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as well as the

opportunities to citizens.

democratization movement artifacts preservation, management, and publication.

Academic Research Projects
Construction of the Korean Democracy Memorial Hall

Through researching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we will inherit and

The Korean Democracy Memorial Hall is a location to look back at the past

develop its spirit, study the present state of democracy, and strengthen a

when hardships were tread upon and dreams were achieved. It is also a place

research database of Korean democracy. We intend to contribute to the

filled with the passion to fulfill dreams not yet achieved, a site for learning to

development of domestic and overseas democracy research through international

expand democracy and planting its roots, and a point of solidarity where many

cooperation, exchange in democracy research and internationalizing the Korean

nations and peoples from around the globe can strive for democracy together.

democratization movement experience.

Memorial Efforts

Archives

Memorialization of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is necessary for the sake of

We will create an archive consisting of the collection, organization and

passing on the precious experiences and assets of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preservation of records and memories of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to future generations, to refine all challenges and achievements for democracy

including a viewing room and online archives able to be accessed by the public.

into the pride of the people. This kind of pride is the basic power that will

We are making a democracy information center that provides open content and

continuously deepen and expand our society’s democracy.

basic historic information on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International Cooperation Efforts
We work together with all those around the world working to develop
democracy, expand human rights and spread peace. We are expanding div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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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Address | 1~3Fl, Paichai Chongdong “B” Bldg.9 Misulgwan-gil, Jung-gu, 100-785, Korea
Phone | +82-(0)2-3709-7500

E-mail | kdf@kdemo.or.kr

2013 Seoul Democracy Forum_ Peace, Development, and Democracy in Asia

2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