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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매우 특별한 해입니다.
우리 국민은 1년 전인 지난 해 10월 28일 처음 시작되어 4개월 가량 이어진 촛불집회를 통해
위기에 처한 한국 민주주의를 되살려 냈습니다. 이는 1961년 군사쿠데타에서 비롯된 25년 군부
독재를 물리쳤던 1987년 6월민주항쟁의 정신을 이은 고귀한 승리입니다.
30년 전 6월민주항쟁의 불씨는 전세계 여러 나라들의 민주화를 촉진시키는 도화선이 되었습
니다. 그러나 현재진행형인 촛불항쟁을 통해 우리는 한국사회뿐만 아니라 여전히 세계 곳곳에
서 어려움에 빠져 있는 민주주의를 앞날을 열어가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2017 is a special year for the people of the Republic of Korea.
Our fellow citizens revived the Korean democracy standing at the crossroads through
candlelight rallies that were launched a year ago in October and lasted for about four months.
This is a noble triumph of the people, inheriting the spirit of the June 1987 Democratic
Uprising that put an end to a military dictatorship stemming from the 1961 military coup.
Three decades ago, the June 1987 Democratic Uprising served as a catalyst to trigger and
advance democratization in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Today, the candlelight rally
of Korea, whose spirit is still vivid and alive, faces a daunting challenge that it must not only
open up a greater democracy in Korea but also help to tide over hurdles of democracy in
many troubled places around the world.

이런 의미에서 2017 서울민주주의포럼은 “시민 혁명과 새로운 민주주의 – 도전과 과제
(The Civil Revolution and the New Democracy - Challenges and Tasks)”를 주제로 우
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확인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아울러 한국사회가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생명이라는 인류적 가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내
재화하고 세계적인 확산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를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전히 많은 과제와 도전들이 우리 앞에 놓여있지만 국제적인 지원과 연대는 이런 어려움을 극
복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한국사회가 이룩한 변화들은 해외의 지원과 연대가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2017 서울민주주의포럼이 국민적인 에너지가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지고, 나아가 한
국의 변화가 세계의 변화와 연결되는 협력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In this context, the 2017 Seoul Democracy Forum, being held under the theme of “Civil
Revolution and New Democracy - Challenges and Tasks,” aims to identify the problems we
face today and find a new path for solution.
Furthermore, I hope the Forum will offer an opportunity for Korean society to internally
deepen and solidify the universal values of human rights, peace and life, and to explore ways to
further contribute to Promoting such values around the world.
Many challenges and tasks still lie ahead, but international support and solidarity will be
very helpful to meeting this daunting challenges. The great changes Korea has gone through
is a living testimony to how instrumental the support from overseas and solidarity with global
community can be.
I hope that the 2017 Seoul Democracy Forum will serve as a setting for cooperation and
solidarity, where the power of the people is harnessed to bring about positive changes of society,
and the changes of Korea add momentum to changes of the world.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I wish all of you who join us a great health and prosperity. Thank you.
2017년 11월 2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지 선

November 2, 2017
President of the Korea Democracy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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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서울민주주의포럼
장관님 축사

Congratulatory Address by Minister
for the 5th Seoul Democracy Forum

「2017 서울민주주의포럼」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이번 포럼 개최에 힘써 오신 민주화운동기
념사업회 지선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분들과, 스위스민주주의재단 브루노 카우프만 대표
님을 비롯한 국내외 참가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랜 기간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세계 곳곳의 현장에서 민주주의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헌신
해 오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그간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항쟁 등을 통해 민주 주의를 향한 끊임없
는 저항의 행보를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겨울 추위를 뚫고 많은 시민들이 광장에서 보여
준 촛불혁명까지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실로 자유의 쟁취와 민주화를 위한 투쟁의 역사였습니
다.

나라가 나라답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 속에서 탄생한 새로운 정부는 참다운 국민주권시
대를 열기 위한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현안 앞에서도 국민의 참여와 숙
의(熟議)를 통해 화합과 협력의 길을 열어 나갈 것입니다.

오늘 2017 서울민주주의포럼을 맞아 논의되는 ‘시민 혁명과 새로운 민주주의 – 도전과 과
제’라는 주제를 통해 진정한 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새기고 이 땅에 민주주의의 뿌리가 견고하게
내리도록 그 방향을 모색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 낸 자유와 정의의 성취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I congratulate you on the opening of the 「2017 Seoul Democracy Forum」. I deeply thank
President Jisun of the Korea Democracy Foundation for putting together this meaningful
Forum and President Bruno Kaufmann of the Swiss Democracy Foundation and participants
from home and abroad for their presence today.
I personally extend my deep gratitude to those who have devoted their lives to democracy
and its growth in the face of hardship and challenges in many disputed places around the
world, and to those who are striving to realize democracy everyday in the place where they
belong.
Republic of Korea evolved through incessant marches of resistance toward democracy,
including April 19 (1960) Revolution; May 18 (1980) Democracy Movement, and June
1987 Uprising. Last winter was marked by the revolutionary spirit of Korean citizens in the
plazas who endured the biting cold in candlelight rallies to restore democracy. The modern
history of Korea was truly written by the struggles for freedom and democracy by the people.
The new administration born out of the burning desire of the people to rectify the wrongs
of the nation will never stop its march toward an era of truly sovereign nation of the people.
No matter how challenging the issue is, the government will open the door for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through the people's participation and exhaustive consultation.
I hope the 2017 Seoul Democracy Forum held today under the theme of "Civil Revolution
and New Democracy – Challenges and Tasks" will provide a precious opportunity to
rediscover the true meaning of democracy and explore the ways to solidify democracy in our
society.
I also hope that the Forum will allow us to share the freedom and justice achieved by the
blood and sweat of our people of Republic of Korea with the people around the world and
contribute to their growth of democracy as well. Thank you.

2017년 11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November 2, 2017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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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nd(Thur)

Program
11월 2일 목요일
08:30 - 09:30

참가자 등록

10:00 - 10:30

개막식

08:30 - 09:30

Registration

10:00 - 10:30

Opening Ceremony

Welcome Speech: Monk Ji-sun (President of Korea Democracy Foundation)
Congratulatory Speech:

Hong-ho CHAE (Director General for Municipal Administration,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사 회: 남규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

Yeh-chung LU (Vice President, Taiwan Foundation for Democracy)

환영사: 지선스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Bruno KAUFMANN (The Swiss Democracy Foundation)

축 사: 채홍호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

Naveed HUSSAIN (UNHCR Korea representative)

루예청 (대만민주재단 부대표),

브루노 카우프만 (스위스민주주의재단 대표),
나비드 후세인 (UNHCR 한국대표부 대표)
10:30 - 11:30

주제발표

키노트 1

촛불시민혁명과 참여민주주의 			
이태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 퇴진행동 공동상황실장)

1987년 6.10민주항쟁 30년 후 한국 국민들은 다시 한번 승리를 쟁취하였다. 이것은 온전히 평화적이고 자
발적인 시민혁명이자, 성공적인 정권교체의 매우 드문 성공 사례이다. 한국은 이로써 참여기반, 시민중심의
새로운 민주주의의 시대를 열었다. 2017서울민주주의포럼은 한국의 촛불혁명의 배경, 역사, 과정 그리고

성공을 되짚어 보려 한다. 또한 아시아와 다른 지역들에서 참여기반의 직접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국
제적 연대를 수립하고 육성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도전과 과제를 논의할 것이다.

키노트 2

				

전자정부에서 네트워크 가버넌스까지

: 전자민주주의를 통한 시민 역량강화

니클라스 윌헬름손 (핀란드 법무부 장관고문 - 민주주의정책 담당)

많은 아시아 시민사회와 마찬가지로 한국 시민사회는 오랜 군사독재와 권위주의 정권의 유산과 싸워 오고

10:30 - 11:30

Key Note Session: C
 ivil Revolution and New Democracy			

– Challenges and Tasks

 ae-ho LEE (A leading organizer of the Emergency Public Campaign for
Keynote Speaker 1 T
the Resignation of President Park Geun-hye , Board member of KDF)

“Candlelight Civil Revolution and Participatory Democracy”

3
 0 years after the 1987 Jun 10 Democratic Uprising, Korean citizens achieved their victory again. It
was a complete peaceful and voluntary civil revolution and one of the very rare cases of successful

power change. Korea has opened the era of new democracy which is participatory and civil orient-

ed. In 2017 Seoul Democracy Forum, we will review the history, progress and its success of Korean
civil revolution. Moreover, we will discuss the challenges and tasks to establish and develop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promote the participatory and direct democracy in Asia and other regions, while exploring the roles of the actors and the KDF.

Keynote Speaker 2 N
 iklas Wilhelmsson (Ministrial Adviser, The Ministry of  Justice, Finland)

“From e-Government to Networked Governance: 					
empowering the Public through e-democracy”

있다. 시민사회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주류화”라 일컬을 수 있는 민주적 문화가 확산되

K
 orean civil society is still fighting against the legacy of the long history of military dictatorship and
authoritarian regimes as in other Asian countries. To nurture and support civil society, a democrat-

서는 정부의 시민사회 지원의 모범적인 예를 통하여 시민사회 활동가와 일반 대중에게 학습과 토론의 기회

public services should be provided to support it. 2017 Seoul Democracy Forum will provide the

어야 한다. 더불어,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공적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2017 서울민주주의포럼에
를 제공하고자 한다. 핀란드 정부의 민주주의 및 참여 증진을 위한 활동들은 우리 시민사회의 활동 및 프로
그램에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줄 것으로 기대된다.

8

Host: Kyu-sun NAM (Board Member of Korea Democracy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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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 culture, so-called “democracy mainstreaming,” needs to be disseminated. Additionally, proper
learning and discussing ground for civil society activists and citizens to learn from good examples

of government support for civil society. What Finnish government does for its democracy and participation will inspire and offer various ideas for their future actions and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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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 13:00

주제 세션 1

월드카페 - 시민혁명 주역들과의 대화

11:30 - 13:00

본 세션에서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시민혁명의 지도자들을 통해 시민혁명의 과정과 결과에서 얻은 경험을
한 방안들도 논의 될 것이다.

얀 묘 떼인 (미얀마정치평론가)

Case Presenter 2.

발표 3.

리카르도 레예스 (Rights Inc.)

발표 4.

14:30 - 16:30

Moderator:

주리시 (대만정치대학교)

발표 2.

13:00 - 14:30

윤정숙 (녹색연합 공동대표,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여성환경운동가, 시민사회 활동가)

발표 1.

Case Presenter 1.
Case Presenter 3.
Case Presenter 4.

파드마 파사드 카티와다 (네팔 트리부반 대학)
13:00 - 14:30

점심식사
주제 세션 2

민주주의 주류화 공적 지원을 위한 다자간 대화

14:30 - 16:30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2017서울민주주의포럼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민주주의 주류화”에 대한 화두를

관련자, ODA관계자, 저널리스트, 시민사회 활동가 등 사회 각 분야의 관계자들이 모여 민주주의 주류화를
위한 과제와 방안을 모의하고자 한다.

발표 3.

기념시설 - 루예청 (대만민주주의재단)

발표 2.
발표 4.
발표 5.
토론 1.
토론 2.
16:30 - 17:30

Moderator:

직접민주주의 - 브루노 카우프만 (스위스)

Presentation 1.
Presentation 2.

시민교육 – 다니엘 쉴리 (데모크라시 인터내셔널, 독일)

중간지원조직 – 이필구 (안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 한국)

Presentation 3.

이영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시민단체 - 이성훈 (인권재단 이사)

Presentation 4.
Presentation 5.

전체 토론 및 Q&A

Discussant 1.

1. 토론 패널단의 질문과 발표자들의 답변
사회
패널

Discussant 2.

이성훈 (인권재단 이사)

제주4.3평화재단 / 광주5.18재단 / 국제민주연대 / 노근리 국제 평화재단

국제시민사회 초청패널 거스 미클랏(Initiatives for International Dialogue, 필리핀),

16:30 - 17:30

사사키 시게히토 (사회활동가, FLS.Inc. 대표, 일본)

Discussion and Q&A

Moderator: Anselmo LEE

pines), Sasaki SHIGEHITO (Social Activist, FLS. Inc. CEO, Japan), Seok-su KIM (Direct
Democracy Instifute, Korea)

네트워킹 세션
17:3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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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uno KAUFMANN (Swiss Democracy Foundation, Swiss)
Media - Joe MATHEWS (Journalist, Democracy activist, USA)
Direct Democracy - Bruno KAUFMANN (Swiss Democracy Foundation, Swiss)
Commemorative Institution - Yeh-chung LU (Taiwan Foundation for
Democracy, Taiwan)
Civic Education - Daniel SCHILY (Democracy International, Germany)
Intermediate Support Institution – Pil-gu - LEE (Representative of
the Ansan City Community Building Support Center, Korea)
Young-je LEE (Korea Democracy Foundation, Korea)
Sung-hoon Anselmo LEE (Korea Human Rights Foundation, Korea)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 NoGunRi International Peace Foundation
International Discussants: Gus MICLAT (Initiatives for International Dialogue, Philip-

2. 플로어 질문 및 자유토론

10

C
 onversation with Multi-stakeholders for the Public Support for Democracy Mainstreaming

Panel: Jeju April 3 Peace Foundation / Gwangju May 18 International Center / Korea House

김석수 ((주)공감마당 대표이사, 직접민주연구원 원장, 한국)

17:30 - 18:00

Thematic Session 2

society activities. In this session, a policy maker, an ODA worker, a journalist and civil society activists will share their ideas.

브루노 카우프만 (스위스 민주재단 국제협력이사)

언론 - 조 매튜스 (저널리스트, 활동가 - 미국)

Lunch

cept beyond narrow meaning of democracy such as election and ruling system, rather the expanded concept for everyone to enjoy their respective human rights and freedom of choice for happy
life without oppression or discrimination. In this session, necessary changes and practices will be
drawn out by the multi-stakeholder discussions to provide proper public services to support civil

인의 인권과 행복한 삶을 위한 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하는 보다 확대된 개념이다. 본 세션에서는 정책

발표 1.

Jung-suk Yoon (Co-Representative of Green Korea, Korea)
Dr. Rick CHU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Taiwan)
Dr. Yan Myo Thein (Journalist, Myanmar)
Ricardo REYES (Rights Inc., Philippines)
Dr. Padma Prasad KHATIWADA (Tribhuvan University, Nepal)

KDF suggests starting the conversation about the “Democracy Mainstreaming” which is the con-

던지고자 한다. 이는 선거나 통치 체제의 좁은 범위의 민주주의를 뛰어넘는 개념이며, 모든 사람들이 개개

사회

World Café – Discussion with the leaders of Civil Revolutions

I n this session, we will share the experiences of the progress and the results of the civil revolutions in
Asia and other regions through active leaders. Moreover, the session will discuss future international
cooperation ideas to promote new democracy by the citizens and for the citizens.

공유하고자 한다. 더불어,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새로운 민주주의를 증진하기 위한 국제단위 협력을 위
사회

Thematic Session 1

Networking
2017 Seoul Democracy Forum_The Civil Revolution and the New Democracy - Challenges and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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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1.
주리시(朱立熙)

대만

대만 국립 정치대학교 한국어학과 교수
사단법인 “지한 문화 협회” CEO.

Rick Chu

Taiwan

Professor, Dept. of Korean Language and Culture,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Commissioner, Kaohsiung City Human Rights Commission

까오슝시 인권 위원회 위원

CEO, Korean Culture Association

대만 “연합보”(聯合報) 신문사

Seoul Correspondent, United Daily News

서울 특파원

Keynote
니클라스 윌헬름손 핀란드
Niklas Wilhelmsson Finland

Ministerial Adviser Ministry of Justice, Finland

얀묘떼인

민주주의, 투명성, 시민참여에

Government on issues concerning democracy, transparency,

civic participation, consultation and impact assessment in

8888 당시 의과대학 재학 중 학생운동

핀란드 법무부 장관고문:
관한 정책 수립,

참여구조 개발 및 열린 참여형 정부를
위한 범 기구적 협력 담당

헬싱키 대학 교수: 민주주의 이론 강의

Drafting the Governments democracy policy. Reports to the
law drafting. In charge of developing participatory structures

and enhancing open and participatory government and

미얀마

정치 평론가, 언론인, 저술가로 활동
지도자로 활동, 군부에 의해 투옥,
정치범으로 수감생활

한국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
참여연대 정책 위원장

박근혜퇴진비상국민행동
공동상황실장

Member of Political Leading Committee of All Burma
Federation of Student Union(1989)

Tae-ho Lee

Korea

Board member of KDF

chairman of policy at PSPD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Co- Duty Director of the Emergency Public Campaign for the

토지권 및 인권 운동 NGO

Ricardo Reyes

필리핀

Philippines

Treasurer and Board Member of RIGHTS, INC (NGO on land
and human rights)

Rights Inc. 이사

진보정당을 설립멤버로 활동

60년대 후반부터 학생운동에 투신,
70년대 마르코스 계엄령 시대에

반정부 활동가로 활동하며 옥고를 겪음

Founding member of the Akbayan Citizen's Action Party,

The national vice-chair and national secretary-general of the
radical youth organization

Kabataang Makabayan (Nationalist Youth) in 1971 and 1972

Resignation of President Park Geun-hye

네팔 트리부반 대학교 부교수

네팔 인권 사회정의 연대 사무총장
한국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

인권정책연구소 이사, 국가인권위원회
시민교육팀장

Kyu-sun Nam

Padma Prasad Khatiwada

Nepal

Associate Professor, Population Studies,
Tribhuvan University (TU)

General Secretary, National Alliance for Human Rights and

Board member of KDF

Board member of Korea Human Rights Policy Institute

Director of Civic Education at National Human Right
Commission

윤정숙

한국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여성환경운동가, 시민사회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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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Social Justice Nepal (Human Rights Alliance)

Korea

녹색연합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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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al analyst, Political commentator, Writer

Acting Lecturer University of Helsinki

파드마 파사드 카티와다

남규선

Myanmar

inter-institutional cooperation in the field.

리카르도 레예스
이태호

an Myo Thein

Jung sook Yoon

Korea

Co-Representative of GreenKorea.org

Eco-Feminism Activist, Civil Society Activ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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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 쉴리

독일

데모크라시 인터내셔널(직접민주주의
네트워크) 설립멤버, 이사

Daniel Schily Germany

Co-Founder, Board Member of Democracy International

Session 2.
브루노 카우프만

스위스

스위스민주주의재단 상임이사

스위스 방송국 국제 민주주의 통신원,
직접민주주의활동가,

현대직접민주주의국제포럼 공동의장,
현대직접민주주의여권 저자

Joe Mathews Swiss

Swiss Democracy Foundation Executive Director
Global Democracy Correspondent of the
Swiss Broadcasting Company

Co-President of the Global Forum on Modern Direct Democracy
Author of the “Guidebook to Modern Direct Democracy”

이필구

한국

안산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

한국 YMCA전국연맹 정책사업국장

Pil-gu Lee Korea

Representative of Ansan City Community Building
Support Center

Mission & Program Dept. Secretary Director, National
Council of YMCA of Korea

조매튜스

미국

조칼로퍼블릭스퀘어 편집인,

저널리스트. 시민사회 활동가

현대직접민주주의국제포럼 공동의장

루예청

대만

대만민주주의재단 부대표

대만정치대학교 외교학과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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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e Mathews

USA

Zocalo Public Square, Journalist,

Co-President of the Global Forum on
Modern Direct Democracy

Yeh-chung Lu

이영제

한국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원

Young-je Lee Korea

Researcher at Institute for Korean Democracy,
Korea Democracy Foundation

Taiwan

Vice President, Taiwan Foundation for Democracy/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Diplomacy,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이성훈

한국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ung-hoon (Anselmo) Lee Korea

Executive Director of Korea Human Rights Foundation

2017 Seoul Democracy Forum_The Civil Revolution and the New Democracy - Challenges and Tasks

15

2 0 1 7

Profile

서 울 민 주 주 의 포 럼

S E O U L

D E M O C R ACY

F O R U M

시민혁명과 새로운 민주주의
도전과 과제

The Civil Revolution and the New Democracy

Challenges and Tasks

Discussion Session
거스 미클랏

필리핀

Initiatives for International
Dialogue 상임이사

Gus Miclat Philippines

Executive Director of Initiatives for International Dialogue

개막 세션

Key Note
Session

시민 혁명과 새로운 민주주의 - 도전과 과제
사사키 시게히토

일본

사회활동가, FLS.Inc. 대표

Shigehito Sasaki

Japan

Social Activist, CEO of FLS. Inc.

Civil Revolution and New Democracy			
– Challenges and Tasks
●

●

키노트 1:

촛불시민혁명과 참여민주주의

이태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 퇴진행동 공동상황실장)

Keynote Speech 1: Candlelight Civil Revolution and

Participatory Democracy

Tae-ho LEE (A leading organizer of the Emergency Public Campaign for the

Resignation of President Park Geun-hye, Board member of KDF)

김석수

한국

직접민주주의연구원장

Seok-soo Kim

Korea

Representative of Direct Democracy Institute

●

키노트 2: 전자정부에서 네트워크 가버넌스까지

		

- 전자민주주의를 통한 시민 역량강화

니클라스 윌헬름손 (핀란드 법무부 장관고문 - 민주주의정책 담당)

●

K
 eynote Speech 2: From e-Government to Networked

Governance: empowering the Public through e-democracy

Niklas Wilhelmsson (Ministrial Adviser, The Ministr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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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ce, Finland)

한국의 촛불시민혁명과
참여민주주의
|키노트 1|

이태호_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전 박근혜퇴진비상국민행동 공동상황실장

‘시민 혁명과 새로운 민주주의’를 주제로 개최되는 2017 서울민주주의 포럼에서 발언한 기회를 주신 민주
화운동기념사업회 지선 이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새롭게 민주화운동기념사업
회 이사를 맡게 되어 이 자리가 더욱 뜻 깊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멀리 해외에서 오신 민주화 운동 활동가와 연구자들께도 따뜻한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
마다의 현장에서 불의와 폭력에 맞서 시민의 권리를 옹호하고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분투하는 동료
활동가들께 마음 깊이 우러나오는 진한 동지애를 전합니다.
저 역시 1987년 6월 민주항쟁에 참여하면서 학생운동을 시작한 이래 올해로 30년을 민주화 운동의 현장에서
일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2016년 늦가을부터 올해 봄까지 이어진 촛불혁명 의 현장에서 일할 기회도 얻었습니
다. 개인적으로는 길지 않은 인생 동안 가슴 벅찬 두 번의 거대한 시민 혁명을 경험하는 큰 영예를 누렸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경험한 촛불시민혁명에 대해 여러분께 소개하면서, 아직도 진행 중에 있는 이 혁명의 특징,
과제, 그리고 직면한 도전 등에 대해 제가 생각하는 바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 변화의 물결이
한국사회 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 차원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시민행동들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토론해보고자 합니다.

촛불시민혁명의 개요
아시다시피 2016년 10월 말부터 올해 3월초까지 이어진 한국시민들의 대규모 촛불집회의 영향으로 박근
혜 대통령이 탄핵되었습니다. ‘촛불시민혁명’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극적인 변화는, 박근혜 대통령의 권력남용
부정부패 스캔들이 드러난 이후 시작되었습니다. 박 대통령이 측근 최순실을 비롯한 비선실세들과 결탁하여
국정 정보를 공유하면서 재벌기업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는 등 사익을 추구했고,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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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국가공권력을 동원해 억압하는 등 권력을 남용했다는 스캔들이 그것입니다. 편의상 박근혜-최순실 스캔들

악기를 들고 나와 함께 밤늦게까지 연주하고 노래했습니다.

이라 부르겠습니다.
10월 29일의 첫 촛불집회 직후부터 급격히 불어난 시위대열은 12월 초 서울에서만 200만을 넘어섰고 시

안녕하지 못한 사람들

민의 압력에 못 이겨 12월 7일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국회 재적인원 300
명 중 234명(78%)이 찬성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최종판단을 앞두고 촛불집회는 겨울 내내 지속되었고, 마침
내 2017년 3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탄핵안을 인용합니다. 그 후 5월 9일 치러진 조기대선에서 제
1야당의 문재인 후보가 새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촛불시민혁명의 1단계를 마무리됩니다.

보수 혹은 진보 같은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이렇게 많은 이들이 동참했다는 것은 대다수 사람들이 무언가
자신들의 삶과 긴밀히 연결된 위험을 직감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생각해봅니다.
박근혜-최순실 스캔들을 통해 그 일부가 드러난 특권, 반칙, 불평등으로 점철된 고장 난 체제, 국민 없는 국

매주 촛불집회를 주도했던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에는 70개 도시에서 2300여개의

가, 그리고 전혀 작동하지 않는 낡은 정치에 대한 주권자들의 분노가 촛불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입

사회단체들이 참여했습니다. 퇴진행동은 연인원 1600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이 기간 동안 거리에 나왔던 것으

니다. 극단적인 양극화, 출산율의 저하와 빠른 고령화, 비정규직으로의 전락과 청년실업, 한계치에 다다른 가

로 집계했습니다.

계 부채,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입시경쟁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줄어드는 일자리, 세계 최악의 자살율 등 모든
조건들이 거리의 촛불에 휘발유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는 누구였나?

이와 관련해서 눈여겨볼만한 사건이 바로 세월호 참사4)입니다. 2014년 4월 일어난 세월호 여객선 참사는
지난 3년간, 그리고 이번 촛불시민혁명 기간 중 한국사회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였습니다.5) 이는 후쿠시마 핵

워낙 많은 이들이 참여하고 동조했기에 이 시민행동의 주체와 성격을 정의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먼저 통계적 사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발전소 폭발사고가 일본사회에 미친 충격의 축소판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게 나라냐?”라는 촛불 집회의 물음과 “국가는 없었다”는 세월호 참사 전후의 탄식은 정확히 같은 분노와

퇴진행동에 참여한 2300여개 사회단체들은 대체로 진보적이거나 개혁적인 그룹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촛

위기의식을 담고 있었습니다. 국가는 과연 내게 무엇인가 하는 절망적인 물음입니다. 공권력 스스로 특권과

불집회 참여층을 분석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집회에 참가한 경험이 있다’는 사람이 조사대상의 32.8%1)였고,

반칙, 혐오와 차별의 몸통이 된 나라, 부와 권력이 대물림되는 나라, 아무리 노력해도 국민의 대다수에게 비정

상당수(39%)가 자신을 진보적인 성향이라고 밝혔지만, 스스로를 중도층(19.4%)이나 보수층(17.3%)고 밝힌

규직의 삶이 예정된 나라, 그래서 젊은이들은 헬조선이라고 부르는 나라에 대한 절망이 이 질문 속에 담겨져

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2) 한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 직전인 2월 말 탄핵에 찬성한다는 여론은 70%-

있었습니다.

80% 에 이르렀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에 찬성한 국회의석 비율도 비슷한 78%였습니다.
3)

광장에 나선 사람들 중 전통적인 사회운동조직이나 단체의 구성원은 일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대다수는

지체된 시대교체

자발적인 시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조직되지 않은 대중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저마다 SNS를
통해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고 광장을 만남의 장소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새로운 모임

사실 경고는 이전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008년 세계 경제위기 이후 한국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이 형성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는데, 제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모임은 ‘혼자 참여한 사람들의 모임(혼참러)’이었
습니다. 거리의 악대도 결성되었는데, 저도 그 구성원 중의 한 명이었습니다. 누구든 자기가 연주할 수 있는
4) 	세월호 여객선 참사는 2014년 4월 16일 일어났다.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로로선(화물-여객 운송 겸용선박)인 세월호는 일본에서 18년
간 운항하던 노후선박을 수입해 개조한 것이었다. 정부가 2009년 연안여객선의 선령제한을 25년에서 30년으로 5년 늘이는 등 각종 규제
를 완화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고원인으로 인해 배가 기울기 시작하자 선장은 ‘가만히 있으라’고 거듭 방송하
1) 	“시장조사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의 조사 결과, 국민 3명 중 1명 정도(32.8%)는 최근 열린 대규모 촛불집회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고 선원과 함께 배를 탈출하였다. 뒤늦게 도착한 해경소형함정도 승객 대신 선원의 탈출을 도운 후 이렇다 할 구조작업이나 선내탈출 지시

밝혔다. 2월21일부터 2월23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집회'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다. 이 결과를 신뢰한다고 가정할

를 내리지 않아 구조할 수 있었던 476명 중 304명의 목숨이 희생되고 말았다. 대통령은 당일 7시간 동안 구조업무를 지휘하지 않았고 아직

경우, 촛불집회 참가 인원이랑 유사한 결과 값이 나온다. 2017년 통계청의 추계 인구는 5144만명이다. 여기에 촛불집회 참여 경험이 있다

까지 그 행적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자신들은 ‘재난구조 컨트롤 타워가 아니었다’고 거짓으로 해명했다. 세월호는 국

고 응답한 비율(32.8%)을 적용할 경우, 촛불집회 참여 인원은 1687만 명에 달한다. 주최측이 추산한 연인원 1600만명에 근접한 수치다.”:

가비상사태를 대비해 국정원이 인허가부터 운항까지 직접 통제하던 배였다. 검찰과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정원을 조사하거나 수사하지 않았

시사저널(2017. 03. 17) 같은 글

다. 반면 이 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했던 피해자 가족과 국민들의 운동은 정부로부터 사찰당하고 체계적으로 억압당했다. 국회는 박근혜 대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66187

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서 세월호 참사 구조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권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도 그 사유 중 하나로 포함시
켰지만, 헌법재판소는 ‘정보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세월호 진실 등을 은폐하거나 반정부 활동을 억압할 목적

2)	“진보층의 39.1%가 촛불에 참가해봤다고 답했다. 중도층은 19.4%, 보수층은 17.3%로 나타났다. 중도와 보수층이 비슷한 비율을 보인 것

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서실 회의문건 중 일부를 공개했는데, 비서실 문서들은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을 은폐하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45301

고 그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비서실과 해양수산부 등 정부부처가 조직적으로 가담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3) 	“한국갤럽이 지난달 28일과 지난 2일 전국 성인 1010명에게 탄핵에 대한 입장을 물은 결과다. 77%가 찬성한다고 밝혔고, 반대는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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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공권력을 남용한 것에 대해서는 탄핵사유로 인용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 참사의 재조사를 약속했다. 2017년 7

이다.” 내일신문(2017. 07. 25) 같은 글.

5) 	“광장 민심의 키워드, 박대통령·촛불·세월호 순 많았다”, 중앙일보 2016.12.12.; “2016년 뒤흔든 키워드 '박근혜·최순실·세월호'”, 연합

의견 유보는 5%였다.”: 10명 중 7~8명 "탄핵 찬성"…20~40대는 90%”, 중앙일보 2017.03.03.

뉴스 2016. 12. 19 http://news.joins.com/article/20990392‘;

http://news.joins.com/article/21334584

00000AKR20161218038300033.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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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2/18/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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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노동자, 대학생, 재개발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위기에 몰린 농민들, 핵발전소나 송

갔습니다.

전탑 건설, 기지건설 등으로 쫓겨난 이들의 시위가 이어져왔습니다. 사회적 양극화가 극심해지자 경제민주화
와 사회복지의 확대가 보수와 진보를 망라하는 사회적 합의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재벌대기업의 횡포, 검찰

광장과 무대의 긴장

의 정치화, 정보기구의 시민사찰에 항의하는 시민운동도 이어져왔습니다.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보수야당의 후보로서는 획기적으로 당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꾸고

촛불집회 내내 퇴진행동은 광장에 나온 시민들의 공통된 요구를 집약하면서도 각계각층 사회적 약자들의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내걸었을 때, 정부와 정치권은 최소한이나마 스스로를 시대에 맞게 개선할 기회

권리 주장을 소개하고 촛불 광장의 일부로 조화시키는데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퇴진행동 집행부에게

를 얻었습니다. 어쩌면 보수 자신이 시대교체를 주도할 유리한 위치에 서 있었다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

가장 중요한 준거점이 된 것은, 이 집회의 주인은 시민이고 퇴진행동 집행부는 그 선량한 대행자일 뿐이라는

나 이 모든 것이 당선을 위한 이미지 전략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인식이었습니다. 집행부가 촛불집회의 상당부분을 자유발언에 할애하고, 매 집회 기조발언의 내용을 결정함

경제민주화도, 재벌개혁도, 국민대통합도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오로지 정부비판인사들과 단체, 세월호 피해

에 있어서도 매번 충분한 내부 토론을 거쳐 참가자 일반의 행동동기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엄격하게 절제한 것

자 가족의 비판을 입막음하기 위한 탄압만이 횡행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 국정화,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

도 같은 이유에서였습니다.

령 우상화 같은 방법으로 과거의 성장신화를 소환해 과거와 현재의 억압적 특권체제를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집회에 참여한 이들도 집회 주최 측이 자신의 대행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동의할 수 없는 기획이나 주장에는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비하적 혹은 성차별적인 발언에

그들의 우선순위, 우리의 우선순위

대해, 구속된 노조 지도자나 진보정당 지도부에 대한 석방 주장이 과하다고 느꼈을 때, 연단에 특정정당의 예
비 대선후보나 주요 지도자가 등장했을 때 군중들은 현장에서 혹은 SNS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자

2013년 늦가을, 대학가에 ‘안녕들하십니까?’라고 자문하는 대자보가 나붙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마치

신의 불편함을 표시하곤 했습니다.

다음해 봄에 일어날 세월호 참사와 그 뒤의 촛불시민혁명을 예고라도 하듯이, 정말 가만히 있어도 되겠느냐고
묻는, 조용하지만 통렬한 질문들이 그 해 늦가을 전국으로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대자보 열풍

대의제의 한계와 전쟁정치

은 시대 교체가 낡은 정치에 의해 지체되는 ‘헬조선’에서, 위태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이어가는 청년세대들이
보낸 일종의 경고메시지였습니다.

광장으로 나선 시민들의 정치인들에 대한 경계심은 이유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국정농단 사태가 표면으로

세월호 참사와 박근혜-최순실 사건을 거치면서 시민들은 결코 안녕하지 않은 현실을 다시금 확인했고, 이

드러나 결국 국민이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와 ‘이게 나라냐’는 탄식과 분노를 쏟아내기까지 한국의 정치는 문

모든 고통스럽고 위태로운 현실이 성장이나 발전을 위해 불가피한 과도적 혼란이 아니라 특권과 반칙으로 점

제해결 능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촛불시민혁명은 이 나라 시민사회의 역동성과 참여 민주주의적 전

철된, 거꾸로 선, 고장 난 국가에서 연유하는 것임을 더욱 확연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지체된 시대교체의

통을 잘 보여주지만 동시에 대의민주주의가 직면한 위기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기실 한국 현대사의 주요

요구가 세월호 참사와 국정농단 사건을 계기로 노도가 되어 봇물 터지듯 촛불시민혁명으로 분출된 셈입니다.

고비마다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고 2000년대 이후에도 2002년, 2004년, 2008년, 그리고 2016년에 이르기까
지 주기적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대규모 촛불집회가 일어난 것도 민의를 반영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체

분노에서 축제로

제의 한계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한국에서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는 낡은 냉전분단체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역대 보수정권과 그 하수인으로

촛불집회 참가자의 광범위한 공감과 동참 속에서 퇴진행동 집행부는 박 대통령의 퇴진, 범죄 관련 고위 공

자처한 정치인들은 고약하게도 자신들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 수준 이하의 극우단체를 체계적으로 지원 육성

직자들과 기업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평화적 촛불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주최 측도 참가자도 모두 함께 불필요

해왔습니다. 촛불시민혁명 과정에서도 박근혜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단체의 집회에서는 ‘빨갱이는 죽여도 좋

한 공권력과의 마찰을 경계하고 삼갔습니다. 경찰은 갖은 핑계로 청와대 인근까지의 행진신고를 반려하려 했

다’, ‘계엄령을 선포하라’는 극우적 혐오발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발언들은, 그들이 반대편을 절멸의

지만, 고도의 절제력을 발휘하는 압도적 군중 앞에서 법원도 경찰도 더 이상 평화적 행진을 가로막을 명분을

대상으로 보고, 정치과정 자체를 내전의 연장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6) 남한의 분단안보국가는 다

찾지 못했습니다.

양한 이념적 모색의 가능성 자체를 질식시켜왔습니다.

국민이 지지를 거두자 정권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권을 편파적으로 응원해왔던 언론들도 동요

대의제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승자독식의 과두제 정

하기 시작했습니다. 평화적인 집회와 행진이 정착되자 더 많은 시민이 동참했고, 절망과 분노에서 시작된 집

치제도 때문입니다. 현행 선거법은 지역구에서 1위 득표자만 의석을 차지하도록 하는 소선구제를 채택하고

회는 곧 주권실현의 거대한 축제가 되었습니다. 안전한 집회는 가족단위의 참가자들을 불러들였고, 중반 이후
촛불광장은 중요한 체험학습의 장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함께 온 아이들에게 “이거 역사교과서
에 나올 거야”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럴수록 모두 함께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자긍심은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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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김동춘, 전쟁정치-한국정치의 메커니즘과 국가폭력, 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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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전체 의석 중 5/6은 지역구 1위 후보자들에게 돌아가고, 전체 의석 중 약 1/6에 해당하는 의석만 정당

입니다. 주권자인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참여하는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않고서는 민생도 복지도 있

지지율에 따라 배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대부분의 지역구에서 1위 득표자를 지지하지 않은 유권자

을 수 없고, 오직 특권과 반칙만이 난무한다는 자각이 그것입니다. 광장에 나선 자유로운 시민들의 평화적인

의 민의는 사장됩니다. 현행 선거법은 결과적으로 원내 제1당과 제2당에게 자신이 얻은 지지보다 더 많은 의

행동은 이 나라의 거의 유일한 자랑거리입니다. 또한 신자유주의 말기의 퇴행을 함께 경험하고 있는 세계 곳

석을 가져갈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승자독식의 정치제도는 서로 대결하면서도 의존하는 과두

곳의 시민들에게 행동해야할 이유를 보여주는 대안적 사례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7)

정치를 낳고, 정치의 주인인 주권자를 소외시키며, 다양한 민의를 단순대결구도로 왜곡합니다. 과두정치에 안

시민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하고 있고 자신의 참여로 정치와 사

주한 지배정당들은 정치개혁을 위해 자신들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을 거부해왔습니다. 사실 이번 대선으로

회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일종의 효능감9)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이익’이니 ‘국가안보’니 하는 실

여당이 된 과거의 제1야당 역시 승자독식의 정치제도가 제공하는 기득권에 안주해왔다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

체 없는 공문구를 앞세워 주권자의 희생과 순종을 강요하고 주권자 위에 부당하게 군림하는 일은 점점 더 어

로울 수 없습니다.

려워질 것입니다. 주류 언론 위주의 기울어진 운동장도 SNS와 대안미디어를 통한 시민들간의 직접적인 소
통이 일으키는 변화를 직접 경험한 시민들에게는 더 이상 절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고립감은 이제 행동하며

자유로운 시민들의 자구적 행동

스스로를 연결해가는 시민이 아니라 정권과 특권세력을 위해 배타적으로 작동해온 관제 방송과 주류언론들
의 몫입니다.

광장에 나온 시민들은 여러 면에서 자유로운 시민들이었습니다. 대의제도가 결코 그들을 대변해 주지 않았
다는 점에서 자유로웠고, 국가가 그들의 안전과 복지를 결코 돌보지 않았다는 점에서 자유로웠습니다. 바로

적폐청산과 사회개혁, 참여민주주의

그 이유 때문에 국가가 강요해온 획일적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로웠고, 특정 정당에도 종속되지 않은 자유로운
주권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행동은 기존의 정당체제나 조합 등의 사회조직으로부터 자유로웠고, 복지시스템

누구도 광장이 제공한 경험과 자각을 과거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촛불혁명 이후의 새로운 대한민국이 주

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사회적 돌봄으로부터도 자유로워서 위테로운, 자유롭고 위태로운 사람들의 자구적 행

권자의 권리 회복과 참여에 바탕을 두고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은 확고부동한 전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박

동이었습니다.

근혜 퇴진뿐만 아니라 이후 건설될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시민들의 토론과 개입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고,

촛불혁명과정에서 중요한 변화가 있다면 박근혜-최순실의 국정파괴 행위의 실상이 드러나면서 박정희 시
대, 즉 개발독재 시대에 대한 환상도 함께 무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동상도 국정교과서도
이보다 더 큰 교육적 효과를 가질 순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국가이익’이니 ‘국가안보’니 하는, 동굴 속 그림자
처럼 실체 없는 공문구를 내세워 개인의 희생과 순종을 강요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새로운 대
한민국을 설계할 수 있는 정치적 사회적 조건과 환경이 성숙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실제로도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더 이상 특권과 반칙이 발붙일 수 없고 주권자 위에 어떤 권력도 군림할 수 없는 나라로 개혁하
는 것이 그 출발점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나라의 주인인 시민들이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할 권리를 온전히 확보하고, 국가운영과 생
활세계의 모든 영역에 대한 시민의 자기결정권과 참여민주주의를 전면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둘째,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대의정치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주권자를 정치의 주인으로 다시 세워야 합

새로 발견한 민주주의와 새 대한민국

니다.
셋째, 정치-경제-관료-언론의 특권유착구조를 혁파하고, 적폐세력들을 엄단하며 주권자에 의해 선출되지

분명한 것은 광장의 촛불을 통해 철지난 단어로 치부되던 ‘민주주의’가 새삼스럽게 재조명되고 있다8) 는 점

않은 각종 국가기구들을 보다 투명하게 민주적으로 통제할 물 샐 틈 없는 감시견제 장치를 확보해야 합니다.
넷째,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을 보다 개선된 헌법으로 제도화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국민의 주권과 모든 사

7)	지난 2012년 치러진 19대 총선에서 제1당인 새누리당과 제 2당인 민주당이 전국에서 얻은 총 득표율은 79.3%(각각 새누리당 42.8%, 민
주당 36.5%)였고 이는 전체 300석 중 총 238석에 해당하는 총 것이었다. 하지만 실제로 이들 양대 정당이 국회에서 확보한 의석수는 새누
리당 152석, 민주당 127석 으로 총 279석이었다. 이는 전체 국회의석의 93.1%에 해당한다. 두 거대 정당은 자신이 얻은 총 득표보다 무

9)	“촛불집회 이후 집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다. 부정적 인식으로 가득했던 집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급선회했다. 국

려 13.8%에 해당하는 총 41석을 더 가져간 셈이다. 이 41석이 득표율대로 소수정당에게 온전히 주어졌다면 국회에서의 논의는 크게 달라

민의 74.5%는 집회에 대해 “국민으로서 의사를 표현하는데 효과적”이라고 답했다. 촛불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여성(77.4%)이 남성

졌을 수 있다.

(71.6%)보다 더 컸다. 연령별로는 40대(79.2%)에서 긍정적 인식이 강했다. 20대와 30대도 각각 76%, 75.2%로 평균보다 높았다. 50
대 이상에서는 67.6%로 평균 이하를 기록했다. 집회를 통해 자신의 의사가 국정에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도 60.3%에 이르렀

8) 	“촛불집회 전인 2016년 6월과 촛불 뒤인 2016년 12월에 실시한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 조사를 비교했다. '민주주의는 다른 어떤 제도보

다. 역시 진보성향일수록 집회를 활용해 국가의 잘못된 점을 바로 잡을 수 있고(진보 78%, 중도 66.6%, 보수 46.6%), 개인의 의사를 국정

다 낫다'는 견해를 6월 조사에서는 52.7%가 선택했지만 12월에는 75.5%로 급등했다. '상황에 따라 독재가 민주주의보다 낫다'는 견해는

에 반영시킬 수 있다(진보 74%, 중도 59.1%, 보수 37.4%)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경향을 보였다. “집회도 축제처럼 즐길 수 있는 일종의 문

28.6%에서 15.2%로 급락했다. '민주주의나 독재나 상관없다'도 12.9%에서 7.6%로 낮아졌다. 한국당 지지층에서도 '민주주의는 다른 어

화”라고 동의한 국민도 69.2%나 됐다. 반면 집회에 참여한다고 해도 특별히 변화하는 것은 없다는 인식은 3명 중 1명 정도(32.2%)에 그쳤

떤 제도보다 낫다'는 견해가 38.9%에서 57.9%로 뛰었다.”: ['탄핵 광장의 안과 밖' 이지호 이현우 서복경] 촛불은 좌파 동원? "친구·가족과

다.”: 이민우 기자, ‘연인원 1600만명’ 촛불집회 참가 규모, 설문조사 결과와 일치, 시사저널 2017. 03. 17

자발적으로 참가", 내일신문 2017. 07. 25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66187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4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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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의 인권을 보장하고, 집중된 국가권력을 분산하여 주권자의 민주적 통제 아래 두며, 모두를 위한 복지, 평

면서 재난자본주의13)의 탐욕과 감시국가14)의 통제가 강화되는 신자유주의의 말기적 퇴행 혹은 전환의 교착 현

화,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권자의 적극적 참여에 기초해 설계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현행 헌법을 대폭 개정함

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낡은 것은 위기를 맞았지만 새로운 건설적 대안이 형성되지 못한 상황

으로써 이미 시작된 촛불시민혁명을 새로운 헌정질서로 제도화해야 합니다.

은,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한반도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 현상으로서의 시민행동주의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할까요?
‘재난자본주의’의 탐욕과 분단체제의 폭력성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를 걸어볼 만한, 그

시대 교체를 둘러싼 전환의 갈등은 전세계적인 현상입니다. 2008년 미국 발 서브프라임모기지론(비우량주

리고 실제 현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힘은 결국 폐허 위에서 재난유토피아15)를 만들어내곤 했던 평범한 사

택담보대출) 부실사태가 일파만파 세계 금융위기로 발전하자, 한 세대 동안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옹호해

람들의 공감과 연대의 힘이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집요하게 물어야합

왔던 신자유주의의 사령탑, 앨런 그린스펀 전 미연방준비은행장은 미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신자유주의 제도,

니다.

특히 금융자본의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을 간과했다는 취지로 공개 반성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각 나라 정부
들은 뒤늦게 ‘낙수효과’와 ‘민영화’에 기댄 경제정책의 패착을 인정하고 경제개혁과 복지를 공약했습니다. 하

안녕들 하십니까? 정말 안녕들 하십니까?

지만 문제를 일으킨 주범인 금융자본은 정부의 구제금융으로 회생하는 반면, 위기의 고통은 소수의 특권계층
을 제외한 대다수 시민들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세계화의 결과로 주변부 국가들은 더 극심한 불안정과 전쟁,
양극화와 결핍으로 고통 받았습니다.
2011년 봄 아랍에서 일어난 민주화 시위, 그 해 여름 스페인과 그리스 등 유럽을 강타한 분노의 행진들, 가
을의 월스트리트 점거시위는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악화시켜온 경제위기와 양극화, 자유주의라는 이름과 어울
리지 않는 폭력과 특권과 반칙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동아시아 주변국도 전환의 몸살을 앓고 있었다. 2013
년 군대 내 의문사에 항의해 일어난 대만의 25만명 시위와 2014년의 해바라기 운동10), 같은 해 일어난 홍콩의
우산혁명11) 등이 그것입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폭발참사를 계기로 이웃 일본에서는 매년 수십
만명의 집회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시위의 대상은 달랐지만 시위에 나선 사람들이 하나같이 외친 구호 대
동소이했습니다.

우리가 주인이다. We are the People!
사람이 우선이다. Put People First!
로마교황까지 나서서 자본주의세계체제가 새로운 형태의 가난과 죽음의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직설적
으로 비판12)하고 있지만, 아직 자본주의를 역사적으로 넘어서는 근본적인 체제전환을 상상하기 쉽지 않고 그
것을 한 국가차원에서 실현하기도 어렵습니다. 게다가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이 본격화되었지만, 보다 인간
적이고 민주적이며 평화롭고 생태적으로 조화로운 세계로 나아가기 보다는 극단주의와 군사주의가 악순환하

13) 	캐나다 저널리스트인 나오미 클라인이 그의 저서 쇼크독트린(원제: The Shock Doctrine: The Rise of Disaster Capitalism)에서 사용
한 개념이다. 나오미 클라인에 따르면, 쇼크독트린은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을 때 시민들의 공포를 이용해 지배세력을 위한 체제를 강화시
10)

중국-대만 간 서비스 개방, 핵발전소 건설 등에 반대해 대만에서 일어난 연이은 시위사태

키는 ‘재난자본주의’의 수법이다. “쇼크 독트린의 신봉자들이 보기에, 마음껏 그릴 수 있는 백지를 만들어내는 위대한 구원의 순간은 홍수,

11)

홍콩 행정 수반 직선제 보장을 요구한 일련의 시위

나오미 클라인, 김소희 옮김, 쇼크 독트린, 살림Biz 참조

12)

「교황 성모승천대축일 미사 강론 전문」, 노컷뉴스, 2014. 08.15

전쟁, 테러공격이 일어난 때다.” 34쪽

14)

글렌 그린월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스노든, NSA, 그리고 감시국가』, 박수민 박산호 옮김, 모던타임스, 2014 참조

15)

레베카 솔닛 지음, 『이 폐허를 응시하라』, 정해영 옮김, 도서출판 펜타그램, 2012

http://www.nocutnews.co.kr/news/4074370

26

2017 서울민주주의포럼_시민혁명과 새로운 민주주의 - 도전과 과제

키노트 1_촛불시민혁명과 참여민주주의

27

Korea's

Candlelight

Revolution

and

Participatory

Democracy
Tae-ho, Lee1)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extend my deepest gratitude to the
President of the Korea Democracy Foundation(KDF), Venerable Ji-sun
for giving me an opportunity to express my views at the 2017 Seoul
Democracy Forum held under the theme of "the Civil Revolution and
the New Democracy". This opportunity is very meaningful to me as I
became a new board member of the KDF this year.
And I extend my warmest greetings of solidarity to overseas
democracy activists and scholars who came all the way to Seoul. In
particular, I express my deep affection for fellow activists who have
been fighting against injustice and violence to protect the rights of
citizens and to build a better society.
I have also been working at the scene of democracy movement
for 30 years since I began to engage in student activism by
participating in the June Democratic Uprising in 1987. I worked at the
scene of the Candlelight Revolution that continued from late autumn
in 2016 to early spring in 2017. Personally, I have had the great
privilege of witnessing great civil revolution firsthand twice in my
short lifetime.
Now, I would like to introduce you to the Candlelight Revolution
that

I

experienced

firsthand

and

share

my

thoughts

on

the

characteristics, tasks, and challenges of the Revolution. If possible, I
will talk about how this wave of changes is correlated with civic
activism that has been unfolding pro-actively not only in Korea but
also in every corner of the world.
1) Board member of the Korea Democracy Foundation, head of the Policy Committee of the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former co-head of the main control
office of the Emergency Citizen Action for Park Geun-hye’s Resignation

Summary of the Candlelight Revolution
As you are well aware, citizens in Korea participated in massive
candlelight rallies against former President Park Geun-hye from late
October in 2016 to early March in 2017, and she was impeached as a
result.

This

dramatic turn of

events,

which is also called the

"Candlelight Revolution", started when President Park's scandal of
power

abuse

and

corruption

erupted.

She

shared

classified

information on state affairs with her close confidants including Choi
Soon-sil and took bribes from conglomerates, advancing her private
interests, and also abused power by oppressing people critical of the
Park government through the mobilization of state power. For the
sake of convenience, I will call this Park Geun-hye/Choi Soon-sil
scandal.
The number of protesters rose rapidly since the first candlelight
vigil on October 29, 2016 and exceeded 2 million in Seoul alone in
early December that year. Caving in to mounting pressure from
citizens,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the

impeachment

motion

against President Park Geun-hye. In the 300-seat National Assembly,
234 lawmakers (78%) voted in favor of impeachment. Pending the final
decision by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mass rally lasted throughout
the winter and the court finally upheld the motion to impeach the
president

unanimously on March 11,

2017.

Afterward,

the early

presidential election was held on May 9, 2017 and Moon Jae-in, the
candidate of the main opposition party won the election, wrapping up
the first phase of the Candlelight Revolution.
More than 2,300 civic groups in 70 cities joined the Emergency
Citizen Action for Park Geun-hye’s Resignation (hereinafter called the
Emergency Citizen Action) which led the weekly candlelight rally. The
Emergency Citizen Action estimated that more than 16 million people
took to the streets cumulatively during the period.

Who were 'we'?
It

requires

great

cautious

to

define

the

main

players

and

characteristics of this civic activism since so many people joined and
were sympathetic to it. First, let me quote some statistics.
The civic groups that joined the Emergency Citizen Action were
largely progressive or reformist in nature. However,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 survey, 32.8%2)of respondents said they participated in
the rally and a whopping 39% identified themselves as progressives,
but not a small percentage of respondents labeled themselves as
centrists(19.4%) or

conservatives(17.3%)3). On the other hand, opinion

polls revealed as much as 70%-80% of respondents favored the
impeachment. A similar percentage (78%) of lawmakers at the National
Assembly voted in favor of impeachment.4)
Members of conventional social movement organizations or groups
took up only a small proportion of people who filled the Plaza. A
majority of protesters were voluntary participants. However, they
could not be dubbed as the unorganized masses. They formed a
variety of networks via SNS and used the plaza as a place to meet.
Not a few groups were formed at the plaza instantly. Among them the
most impressive group to me was "the group of people attending the
protest alone".

The street musicians band was formed and I was a

2) "According to results of a survey by EMBRAIN trendmonitor, market survey company,
about one out of three respondents (32.8%) attended a recent massive candlelight rally.
This is the results of a survey conducted on 1,000 adults nationwide from Feb. 21 to
Feb. 23 about their perception about 'the rally'. Supposing that the results are reliable,
the percentage translates into to a similar number of candlelight rally participants.
Statistics Korea's projection of the entire population is 51.44 million in 2017. If the
percentage(32.8%) is applied to 51.44 million, the number of candlelight rally participants
reaches 16.87million. This is close to 16 million (the cumulative number of attendees
estimated by the organizer),"excerpt from Sisa Journal article(2017. 03. 17)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66187
3) "Survey results show that “39.1% of progressives participated in the candlelight rally while
percentage for centrists was 19.4% and for conservatives 17.3%. This indicated that
the percentage for centrists and for conservatives are similar" excerpt from Naeil
Shinmun article(Daily 2017. 07. 25).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45301

member of it. Anybody who could play the instrument played it and
sang together til late into the night.
Those who are not alright
I believe that such a huge number of participants means they
had perceived perils closely linked to their lives, regardless of their
political orientation(whether they were conservative or progressive).
The Park Geun-hye/Choi Soon-sil scandal aroused indignation of
people

against

the

broken

irregularities, and inequalities,

system

full

of

special

privileges,

the state without consideration for

people, and malfunctioning old politics, and the indignation continued
to

fuel

candlelight

rallies.

All

conditions

-

extreme

economic

polarization, declining birth rate & accelerated aging, degradation to
non-regular workers & youth unemployment, household debts hitting
the limit, shrinking job market despite the toughest competition for
college entrance in the world, and the highest suicide rate in the
world- were combined to kindle candles in the street.
The accident that deserves attention is the Sewol ferry disaster5).
4) “According to results of a survey conducted by Gallup Korea on 1010 adults' view about
impeachment on 28, last month and on 2, this month", 77% of respondents said they
agreed on the impeachment, 18% disagreed, 5% abstained.”: 7~8 out of 10 respondents
"are for impeachment"…the percentage for those in their 20s to 40s was 90%”, excerpt
from JoongAng Ilbo article 2017.03.03.
http://news.joins.com/article/21334584
5) The Sewol ferry en route to Jeju from Incheon sank on April 16 in 2014. The Ro-ro
ship(ship carrying passengers as well as cargo) was imported and rebuilt after operating
18 years in Japan. This was possible because the government eased various regulations
including extension of the age limit of coastal passenger vessels from 25 years to 30
years. As the ship began to tilt for unidentified reasons, the captain instructed
passengers to 'stay put' repeatedly through the intercom and left the ship with crew
members. Coast guard vessels arrived at the scene belatedly and helped crew members
leave the ship instead of passengers and did not conduct a rescue operation or
instructed passengers to leave the ship, resulting in loss of 304 lives out of 476
passengers aboard which could otherwise have been saved. President Park Geun-hye did
not lead the rescue operation for seven hours on that day and details on her
whereabouts have not been disclosed yet. The Office of National Security at Cheongwadae
made false excuses that 'they are not the control tower of the disaster rescue operation'.
The Sewol ferry was under the direct control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NIS) in
preparation for national emergency including license issuance to operation.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and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did not investigate or inspect

The disaster occurred on April 16 in 2014 and has been and was the
most important keyword for the last three years in Korea and during
the Candlelight Revolution.6) Its impact on Korea was as tremendous
as the Fukushima nuclear disaster's impact on Japan.
People at the candlelight rally questioning “Is this a country?” and
those

sighing

"There

was

no

country"

after

the

ferry

disaster

expressed exactly the same indignation and sense of crisis. The
question "What the country means to me?" was posed in despair.
State power was behind special privileges, foul play, hatred and
discrimination. Wealth and power was increasingly being inherited. No
matter how hard he or she mighty work, most people were destined
to be non-regular workers. As such, sense of despair about the
country which young people call Hell Joseon was reflected into the
question.
Belated transfer of time
In fact, warning signals were detected previously. Since the 2008
financial crisis Korea had seen a series of protests staged by
non-regular workers, dismissed workers, college students, residents
subject to disruptive redevelopment plans, farmers suffering from the
Cheongwadae and the NIS. On the other hand, families of Sewol ferry disaster victims
and civic movement calling for the truth of the accident had been under close
surveillance and systematic oppression. While the National Assembly regarded her failure
to perform 'the duty to protect people's rights to life' in connection with the Sewol ferry
disaster as one of the reasons for impeachment and passed the impeachment mo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did not accept it, citing 'insufficient information'. However the court
upheld the motion saying that the Park government made a blacklist to hide the truth
surrounding the Sewol ferry disaster and
curb anti-government activity, and it abused
state power. The Moon Jae-in government promised to reinvestigate the tragic accident.
Cheongwadae under the new president Moon Jae-in made public some minutes of former
president's Office and the records showed that the Office of President and government
branches including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had been systematically involved
in illegal activities to hide the former president's whereabouts on that day and obstruct
the investigation into them.
6) "Keywords at the Plaza, the words President Park were most frequently mentioned,
followed by candlelight and Sewol ferry”, excerpt from JoongAng Ilbo article 2016.12.12.;
“Keywords of 2016 'Park Geun-hye, Choi Soon-sil, Sewol ferry”, Yonhap News 2016. 12. 19
h t t p : / / n e w s . j o i n s . c o m / a r t i c l e / 2 0 9 9 0 3 9 2 ‘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2/18/0200000000AKR20161218038300033.HTML?i
nput=1195m

agricultural market opening, dislocated people amid construction of
nuclear plants, transmission towers or military bases. Due to severe
social

polarization,

democratization

a

and

social

consensus

expansion

of

was

social

reached on economic
welfare

among

people

regardless of their political orientation. Civic movement continued in
protest of exploitative behaviors of conglomerates, politicization of
prosecutors, intelligence organizations' surveillance of citizens.
When Park Geun-hye presented 'democratization of the economy'
and

'welfare

state'

as

her

campaign

pledges

during

the

2012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after changing the color of her party
to

red(an unusual move given that she was the candidate of the

conservative party), the government and politicians were given a
chance to reform themselves according to the calls of the time.
Perhaps, conservatives themselves were better positioned to lead the
transfer of the time. However, it did not take long to realize that all
these were part of image-making strategies to win the election.
Campaign

promises

such

as

economy

democratization,

chaebol

reform, national cohesion were not kept and oppressive methods to
stifle criticism of anti-government figures and groups, and families of
the Sewol ferry disaster victims had been employed. The Park
Geun-hye government attempted to write a single history textbook to
legitimize the oppressive political system both at present and in the
past by recalling the legacy of Korea's rapid industrialization via
idolization of her father, former president Park Chung-hee.
Their priority, our priority
A wallposter questioning 'Are you alright?' was put up at a
university campus and received huge response from college students
in late fall of 2013. As if it had been foretold that the Sewol ferry
accident would occur in the spring of the following year and the
Candlelight

Revolution

afterward,

the

wallposter

asked

poignant

questions whether it was really okay to sit around and do nothing at
all and these questions were posed quietly at campuses nationwide. In
retrospect, the wallposter frenzy was a warning message that was sent
from the young generation who led a precarious and painful life in
the so-called Hell Joseon where the transfer of time had been
delayed due to old politics.
While witnessing a series of incidents from the Sewol ferry disaster
to the Park Geun-hye/ Chol Soon-sil scandal, citizens ascertained
once more that they were not alright and realized clearly that all
these painful and precarious realities did not stem from transient
chaos (which is inevitable result of growth or development) but from
the broken state where special privileges and irregularities were
rampant. As a result, unmet demand for the transfer of time led to
the Candlelight Revolution which was fueled by the Sewol ferry
disaster and the influence-peddling scandal.

Transformed from rage into festival
Amid widespread sympathy among protesters and their continued
participation,

the

Emergency

Citizen

Action

led

peaceful

demonstrations calling for the resignation of President Park Geun-hye
and

the

punishment

of

high-ranking

officials

involved

in

illegal

activities. Both the organizer and participants took precautions to
prevent unnecessary clashes with the police. The police tried to
reject marching permits to areas adjacent to Cheongwadae, citing
various excuses, but neither the court nor the police were able to
find a valid reason to stop peaceful marches in the face of massive
crowds that had exercised strong restraint.
When public support was withdrawn, the regime started to collapse.
The media, which had lent one-sided support to the government,
began to waver. Once peaceful rallies took hold, more citizens joined

them

and

the

transformed
participants

rallies

into
and

that

began

a

massive

after

the

in

festival.

mid-phase,

considered to be an important

despair
Safe
the

and

rallies

anger

were

drew

candle-lit

family

plaza

was

place for education. Children who

came to the place with their parents used to say that "this place
would be featured in the textbook". In doing so, pride in their hearts
that they build a better future grew stronger.
Tensions on the plaza and the stage
The Emergency Citizen Action made earnest efforts to identify the
common demand of citizens at the plaza, while introducing the rights
of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and reflecting them harmoniously onto
the atmosphere of the plaza. The most important reference point for
the Emergency Citizen Action was that the ownership of rallies
belonged to citizens and the Emergency Citizen Action was only a
well-intended agent. For this reason, the executive branch of the
Emergency Citizen Action allocated a large portion of discussions to
free speech and made the contents of the keynote speech at each
rally

strictly

adhere

to

the

general

public's

motivations

for

participation based on sufficient internal discussion.
Those who participated in the rally were clearly aware of the fact
that

the

organizer

was

merely

their

agent.

They

immediately

responded to plans or claims that they could not agreed with. For
example, protesters expressed their discomfort instantly via SNS or
the Internet when they felt demand for the discharge of union leaders
or

progressive party leaders were excessive and when potential

presidential

candidates

or

leaders

of

particular

political

appeared on the stage.
Limitation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wartime politics

parties

Citizens' wariness toward politicians was well-grounded. Until the
influence-peddling scandal erupted and candle-carrying citizens took
to the streets asking "Is this the country?" in anger, Korean politicians
had not demonstrated their capacity to solve the problems. The
Candlelight Revolution showed the dynamism of civil society and the
tradition of participatory democracy in Korea, but at the same time
exposed the crisis that representative democracy was facing. I think
civil uprisings that have erupted at every crucial moment of Korean
history and massive voluntary candlelight rallies that have taken place
periodically after 2000 (2002, 2004, 2008, and 2016) are closely related
with Korean politic's failure to reflect public opinions into politics and
solve the problems.
The crisis of Korea's representative democracy has a lot to do
with the outdated cold-war system amid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Every conservative regime in Korea and politicians who
considered themselves pawns of the regime had blatantly supported
and nurtured sub-standard far-right groups to serve their political
interests in a systematic manner. In the course of the Candlelight
Revolution,

at

anti-impeachment

rallies

joined

by

conservative

groups, far-right hatred remarks such as "Communists deserve death"
and "Declare a state of emergency" were made. The remarks indicated
that right-wing groups regard those on the opposite side of the
political spectrum as the target of annihilation and consider political
process part of the civil war

7).

The country on the southern side of

the divided Korean Peninsula has stifled possibilities to take various
ideological approaches due to its security situation.
Another

reason

for

the

malfunctioning

of

representative

democracy is the "winner-takes-all" political system that does not
strictly reflect public opinions. Under the current electoral law, the
small electoral system is adopted. Only the candidate who wins the
7) Dong-chun Kim, Wartime Politics- Mechanism of Korean Politics and State Violence,
published by Gil, 2013

most votes earns the seat at the National Assembly (single-member
district system).

Five sixths of the National Assembly seats go to the

candidate who earns the most votes and only one-sixth are allocated
to parties according to their approval ratings. In this case, opinions
of voters who do not support the winner are disregarded. The current
electoral law allows the largest and second largest parties at the
National Assembly to hold more seats than their approval ratings8).
As a result, the "winner-takes-all" system leads to oligarchy in which
politicians

confront

but

at

the

same

time

rely on each

other,

alienating voters who hold sovereign power. It also distorts and
simplifies public opinions into the structure of confrontation. Major
political parties that are satisfied with such system have refused to
give up on their vested interests for political reform. In fact, the
current ruling party, which was the main opposition party before the
2017 presidential election, cannot also be exempt from criticism that
they have rested on vested interests that the "winner-takes-all" system
provides.
Self-rescue action of free citizens
Citizens who gathered at the plaza were free citizens in various
aspects. They were free given that representative democracy did not
represent them at all and that the country did not look after their
safety and welfare at all. For that reason, they were free people with
sovereign power who did not accept a uniform ideology forced by the
country and who did not belong to any particular political parties.
Their action was a self-rescue measure taken by free and vulnerable
8) In the 19th general election held in 2012, vote-getting rate for Saenuri Party(Ruling party)
and the Democratic Party(main opposition party) combined reached 79.3%(42.8% for
Saenuri Party and 36.5% for the Democratic Party), amounting to 238 seats in the 300
-seat National Assembly. However, the two parties secured 279 seats in total (152 seats
for Saenuri Party and 127 seats for the Democratic Party). This represented 93.1% of all
seats at the National Assembly. The two main parties had 41 more seats (13.8% of all
seats)than the votes they won. If the 41 seats had been given to minor parties according
to their vote-getting rates, discussions at the National Assembly would have changed
dramatically.

people as they were free from social groups including political parties
and labor unions and free of any types of social care including the
welfare system.
A significant change detected over the Candlelight Revolution
period

was

that

the

fantasy

about

the

Park

Chung-hee

era

(developmental dictatorship) showed signs of being shattered as the
truth of the influence-peddling by Park Geun-hye/Choi Soon-il was
disclosed. Any statue or government-issued history textbook could
not have stronger educational effects than this. From now on, it will
be increasingly difficult for the government to force sacrifice and
subordination of individuals for the sake of 'national interests' or
'national security', the concept of which is unsubstantial like shadow
in the cave. Political and social conditions are ripe for designing a
new Korea.
Newly discovered democracy and a new Korea
Obviously, 'democracy' which had been treated as an outdated
term is receiving attention again thanks to candle-carrying citizens
at

the plaza9).

Awareness has been raised that if participatory

democracy does not take root via citizens' pro-active involvement,
people's

stable

livelihood

and

welfare

cannot

be

guaranteed

and

special privileges and irregularities will be rampant. Peaceful action of

9)"Results of surveys on attitude toward democracy, conducted in June in 2016(before the
Candlelight Revolution) and in Dec. in 2016(after the revolution), were compared. While
52.7% of respondents selected the view that 'democracy is better than any other forms of
system' in the June survey, the percentage jumped to a whopping 75.5% in the Dec.
survey. Meanwhile 28.6% of respondents selected the view that 'dictatorship is better than
democracy depending on circumstances' in the June survey, the percentage plummeted to
a mere 15.2% in the Dec. survey. The percentage dropped to 7.6% from 12.9% for the
view 'it doesn't matter whether the political system is democracy or dictatorship. Among
Grand National Party supporters, the selection rate of view that 'democracy is better
than any other political systems' jumped from 38.9% to 57.9%.”: ['In and Out of
Impeachment Plaza' Ji-ho Lee, Hyun-woo Lee, Bok-gyung Seo] Was the Candlelight
Revolution Mobilized by Leftists? "Voluntary Participation together with Friends and
Families", excerpt from Naeil Shin-moon article 2017. 07. 25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45301

free citizens at the plaza is the only thing that this country can take
pride in. Also I believe the peaceful action is an alternative example
that shows the reason why citizens must act in many parts of the
world amid the regression of neoliberalism.
Citizens have regained confidence that they can change the world
on their own and confirmed that their participation leads to changes
in politics and social structure10). The government would find it
increasingly

difficult

to

force

citizens'

sacrifice

and

subordination

under the shadowy slogan of 'national interests' or 'national security'
and unduly rule over them.

The unlevel playground tilted in favor of

mainstream media companies is no longer the subject of despair
among citizens who have already witnessed changes caused by direct
communication via alternative media including SNS. State-controlled
broadcasters and mainstream media firms, which have been operating
exclusively for the regime and for a privileged few, will feel sense of
isolation, rather than citizens who have been connected with each
other and acted together.
Eradication of deep-rooted evils,

social

reform,

and participatory

democracy
10)"Since the candlelight rally, view on the rally changed. Views on the rally were initially
negative but changed drastically to positive. 74.5% of respondents said that
“the rally
was an effective method to express opinions as people”. More women(77.4%) than
men(71.6%) had positive perception about the candlelight protest. Among age groups,
positive perception of the forties(79.2%) was strongest. The percentages for the twenties
and the thirties were above the average standing at 76% and 75.2%, respectively but that
for the fifties or older was below the average at 67.6%. The percentage of respondents
who said that "they believed that their opinions could be reflected onto state affairs
through the rally" reached 60.3%. Of course, the more progressive-oriented a person is,
he or she is more likely to believe that wrong doings of the state can be corrected
(progressive 78%, centrist 66.6%, conservative 46.6%), and that individuals' opinions can
be reflected onto state affairs (progressive 74%, centrist 59.1%, conservative 37.4%). A
whopping 69.2% of respondents shared the view that "the protest is a type of culture that
can be enjoyed like festivals". On the other hand, only 1 out of 3 respondents (32.2%)
believed that nothing particular changed after he or she participated in the protest.”:
Reporter Min-woo Lee, ‘cumulative number of participants at 16 million’ scale of the
candlelight protest, matching survey results, excerpt from Sisa Journal article 2017. 03.
17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66187

Nobody

can

undo

experiences

and

recognition

that

the

plaza

provided. The notion that a new Korea must be designed based on
the restoration of people's rights and their participation has become a
solid premise after the Candlelight Revolution. Now, citizens' debate
on and involvement in a newly built Korea after Park's resignation
are urgently necessary and are really gaining momentum.
The starting point is to reform the country so that special
privileges and irregularities can no longer take root and no power
can rule over people.
To this end, first, citizens' rights to free speech and action must
be guaranteed and citizens' self-determination rights and participatory
democracy must be expanded in all areas including national affairs
and real-life areas.
Second,

representative

democracy

that

cannot

reflect

public

opinions must be reformed fundamentally and people with sovereign
power must regain ownership of the nation.
Third,

collusive

relationship

among

politicians,

business

people,

bureaucrats and media people must be broken, deeply rooted evils
must

be

eradiated,

tools

for

check

and

surveillance

on

public

institutions (whose heads are not elected by people) must be devised
to ensure transparent and democratic control.
Fourth,
Candlelight

it

is

important

to

institutionalize

the

Revolution onto an amended constitution.

spirit

of

the

The current

constitution must be drastically revised so that sovereign rights of
people and human rights of every citizen will be guaranteed, centrally
concentrated state power will be devolved, and welfare, peace and
sustainable

future

for

all

will

be

realized

based

on

proactive

participation of people. In doing so, the Candlelight Revolution will be
incorporated into a new constitutional order.
Civic activism as a global phenomenon

Conflicts

surrounding

the

transfer

of

time

are

a

global

phenomenon. As the US subprime mortgage crisis in 2008 translated
into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lan Greenspan, former chairman of
the Federal Reserve and head of neoliberalism (who had been touting
the

role

of

the

'invisible

congressional

hearing

neoliberalism,

notably

that

hand')
he

financial

publicly

overlooked
capital.

apologized

at

uncontrollable

Countries

in

a

risks
the

US
of

world

including the US belatedly recognized the drawbacks of economic
policies

which

'privatization',

had
and

relied

heavily

promised

to

on

'trickle-down'

implement

economic

effects

and

reform

and

welfare policies. However, while financial capital, the main culprit of
the crisis, has been revived due to the government's bail out, pains
of the crisis are being felt by a majority of people except for a
privileged few in society. And as a result of globalization, the
periphery countries have suffered more due to severe instability,
wars, polarization and deficiency.
Pro-democracy uprisings in Arab in the spring of 2011, marches
in indignation in Europe including Spain and Greece in the summer of
2011, and Occupy Wall Street in the US in the fall of 2011 took place
in protest against economic crisis and polarization exacerbated by
neoliberalism and globalization, violence and special privileges and
foul play that do not match the term 'liberalism'. Countries in East
Asia have also felt the impact of transition. In Taiwan, 250,000 people
participated in protests against the death of a soldier for unidentified
reasons in 2013 and Sunflower Movement11) also took place in 2014.
And in Hong Kong, the Umbrella Revolution12) took place in 2014.
Since the Fukushima nuclear disaster in 2011, hundreds of thousands
of people in Japan have participated in rallies every year. Although
the target of protest is difference, people joining protests shouted the
11) A series of protests that took place in Taiwan against cross-strait services agreement
and nuclear plant construction, etc.
12) A series of protests calling for the guarantee of direct election of the Chief Executive of
Hong Kong

following slogans.
We are the People!
Put People First!
Even though the Pope directly criticized the capitalist world for
creating a new form of poverty and culture of death13), it is not easy
to imagine a fundamental change in system that transcends capitalism
and it is not easy for one country to implement such fundamental
change. In addition, although self-reflection on neoliberalism is in full
swing,

countries

do

not

opt

to

move

toward

a

more

humane,

democratic, peaceful, ecologically harmonious world. Rather, terminal
regression of neoliberalism or its deadlocked transfer have taken
place, reinforcing the greed of disaster capitalism14) and the control
of surveillance state15) amid the vicious cycle of extremism and
militarism.

The

old

system

has

faced

crisis

but

a

new

and

constructive alternative has not been built yet not only on the Korean
Peninsula but also worldwide albeit with varying degrees.
Where to start?
The power that we can rely on and put
confronting the greed of ‘disaster capitalism’

our

hope on in

and violence of a

divided nation and the power that we can ascertain in the real world
is the power derived from sympathy and solidarity of ordinary people
13) 「Full text of the Pope's mass on Assumption of the Virgin Mary」, No-cut News, 2014.
08.15
http://www.nocutnews.co.kr/news/4074370
14) The concept used by Canadian journalist Naomi Klein in her book titled "The Shock
Doctrine: The Rise of Disaster Capitalism". According to Naomi Klein, the shock doctrine
is a method of 'disaster capitalism' that strengthens the system for the ruling class
exploiting fear of citizens when a shocking accident happens. "From the perspective of
advocates of the shock doctrine, the greatest moment of salvation that can paint freely
on the blank page is when floods, wars, or terrorist attacks happen." page 34
Naomi Klein, translated by So-hee Kim, Shock Doctrine, Salim Biz
15) Glenn Greenwald, 『No Place to Hide- Snowden, NSA, and Surveillance State』, translated
by Soo-min Park and San-ho Park, published by Modern Times, 2014

who used to build Disaster Utopia16) from the ashes. I believe we
must start from there. And we must ask more tenaciously.
Are you alright? Are you really alright?

16) Rebecca Solnit, 『A paradise built in hell』, translated by Hae-young Jeong, published by
Pentagram,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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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카페 - 시민혁명 주역들과의 대화

World Café – Discussion with the leaders of Civil
Revolutions
●

주제발표 1: 주리시 (대만정치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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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2: 얀 묘 떼인 (미얀마정치평론가)

●

주제발표 3: 리카르도 레예스 (Rights Inc.)

●

주제발표 4: 파드마 파사드 카티와다 (네팔 트리부반 대학)

Presentation 1: Dr. Rick CHU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Tai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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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4: D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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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혁명과
정권교체
|주제발표 1|

릭 추_까오슝 인권위원회 위원, 대만

역설적인 점은 민주주의로 가는 길은 곧게 난 길이 아니라 굴곡이 아주 많은 길이라는 사실이다. 대만의 경
우 20년, 한국의 경우 10년간 자유민주주의 정권을 향유한 바 있는데, 이후 보수 정권이 다시 들어서자 양국
모두 민주주의의 퇴보를 경험하고 있다. 한국에서 보수 정권 하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함에 따라 2012년 국정
원(NIS)의 대선 관리 중립성 위반, 2014년 인재에 의한 세월호 침몰 사고, 정당의 강제 해산 등 여러 가지 사
건이 발생했다. 이러한 반민주적 사례들에 대해 여기서 내가 더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한국 친구들이
이들 사례에 대해 나보다 더 정확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내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
기는 대만 역시 지난 8년간 보수 정권의 복귀를 경험하고 있으며, 지지율이 9퍼센트에 불과한 수치로 떨어졌
지만 마잉주(馬英九)정부는 계속 여론을 거스르고, 국민의 뜻에 반하는 자세를 취하며,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
는 사실이다.

1) 야생딸기학생운동
마잉주(馬英九) 정부는 마잉주가 2008년 5월 총통직에 취임하자마자 즉시 친중(親中)입장을 취했다. 반년
후인 11월 3일에 대만문제를 담당하는 중국 최고위 관리인 천원린(陳雲林)이 대만을 방문했을 때 마잉주 정부
는 천 특사 영접 시 대만 시위자들과의 접촉을 막으려고 수많은 조치들을 취했다. 천원린이 대만에 머무는 동
안 치안문제를 구실로 경찰은 다른 의견을 표현하는 사람들을 쫓아냈고, 구속했고, 체포했으며, 소지품을 몰
수하기까지 했다. 이런 조치들 중 가장 터무니없었던 것은 사람들에게서 중화민국 국기를 빼앗고 몰수했던 일
이다. 달리 말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자기나라 국기를 흔드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방
문한 특사의 노여움을 사지 않으려고 마잉주는 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거의 모든 조치를 취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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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정권의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는 대학생, 교수, 일반 대중의 연좌시위를 촉발시켰다. 11월 6일부터 그 이

또한 많은 대만 지식인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결국 그들은 성명을 발표하고 중국시보에 대한 불매를 요구했는

듬해 1월까지 수천 명의 시위자들은 정부의 “행정권 남용, 인권침해, 집회시위법(Assembly and Parade

데 중화인민공화국의 정부가 왕중미디어그룹 등 대만의 재벌을 통해서 대만의 민주주의에 간섭하고 있다고

Act)의 헌법적 원칙 위배” 에 항의해서 행정원 앞, 자유광장 또는 전국의 캠퍼스에서 연좌시위를 벌이거나 데

생각했기 때문이다.

모를 함으로써 학생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반영했는데 이때 온라인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활용되었다. 시위자

이후 같은 해 7월 31일에 국립대만대학교와 국립칭화대학교 등의 학생동아리들이 “미디어 괴물에 반대하

들은 또한 마잉주 총통의 “공개 사과와 왕주어쥔 (王卓鈞) 경찰총장의 사임”을 요구했다. 이러한 일련의 시위

는 청년연맹(Youth Alliance Against Media Monsters)”이라는 조직을 결성했다. 그 학생단체에 의해 소집

들을 “야생딸기학생운동(Wild Strawberry Student Movement)”이라고 부르는데 1990년이래 18년 간 있었

된 약 700명의 학생들이 왕중미디어그룹의 계열사인 중천전시 (CtiTV) 앞에서 왕중미디어그룹의 불공정 보

던 학생 시위 운동 중 가장 규모가 컸으며 “1106반집시법 인권투쟁시위” 로도 불린다.

도에 대한 항의를 했다. 시위자들은 “나는 학생입니다. 나는 왕중미디어그룹에 반대합니다”라는 구호를 외치

학생과 일반 대중에 의해 촉발된 시위 기간 중 사망 사건은 없었으나 경찰력의 남용으로 발생한 유혈사태

며 미디어 독점 반대 운동에 참여할 것을 공식적으로 맹세했다.

는 대만의 민주화 이후 출생한 젊은 세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고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젊은 세대는 그때까

미디어 독점 반대 운동은 “미디어 괴물에 반대하는 운동”으로도 알려진 학생사회 연합 운동으로 2012년에

지 국가폭력에 의해서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기본적 인권이 그렇게까지 처참하게 짓밟히는 것을 목격한 적

시작되었다. 901 미디어 독점 반대 연맹(Anti-media Monopoly Alliance)과 미디어 괴물에 반대하는 청년

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점은 집회와 시위를 하기 위해서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

연맹(Youth Alliance Against Media Monsters)은 전국 여러 대학의 학생동아리들로 구성되었고 운동을 이

도록 요구하고, 시위 장소에 제한을 두며, 시위자들을 해산시키거나 시위자에게 행정처벌을 받게 할 권한을

끈 주요 단체들이였다. 그들은 왕중미디어그룹이 케이블TV 방송국과 넥스트 미디어그룹을 인수하는 것에 반

경찰에게 준 집회시위법이었다. 이들 법 조항은 모두 시대착오적이며 민주주의 시대에 적합하지 않았지만, 마

대했고 미디어독점금지법의 법제화를 요구했다. 또한 그들은 대만 언론의 자유 보장, 미디어 독점 반대, 대만

잉주 정권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서 이러한 낡은 법을 민주주의 시대에 계속 사용했다.

미디어 기업의 중국 자본 및 대만 재벌의 의한 통제 방지 등을 요구했다.

일련의 시위 결과, 마잉주 총통은 취임 후 1년이 채 안되어 대중의 신뢰를 잃었고 인기도 추락했다. 지지율

9월 1일 대만 기자의 날에 약 100개의 시민단체가 대만기자협회의 주도 하에 미디어 독점에 반대하는 가

이 낮다는 점을 감안해서 마 총통은 양안(兩岸)간 경제관계를 억지로라도 강화시킴으로써 자신의 형편없는 통

두시위를 벌였다. 이 시위는 사회운동과 학생운동 사이의 보기 드문 연합으로 미디어 괴물에 반대하는 청년연

치권을 회복시키고자 했다. 2009년에 대만정부는 중국에게 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체결할 것을 제

맹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들도 참여했다. 데모 참가 인원이2만명 이상으로 단일 미디어 기업을 겨냥해서 이루

안했고, 2010년 6월 29일에 충칭(重慶)에서 양측은 첫 번째 협정에 서명했고 양안간 화물서비스, 서비스무역,

어진 시위로는 대만 역사상 최대 규모를 나타냈으며 또한 미디어 이슈가 시민운동의 중심이 된 것도 대만 역

투자보장협정, 무역분쟁해결협정 등의 이슈들에 관한 후속 협상을 시작했다.

사상 최초의 일이었다. 데모는 충돌이나 유혈사태 없이 평화롭게 끝났다. 중국 자본이 유입된 왕중미디어그룹

이들 협정은 자유무역협정(FTA)에 해당하는 것이었지만, 한국이 미국 및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

은 중국의 인민일보를 수입하지 않더라도 대만에 이미 중국 정부의 대리인(proxy)이 존재한다는 경각심을 대

기 전에 했던 것과 같은 십 년을 끌었던 토론, 협상, 수정, 국민 및 의회와의 소통 절차가 없었고, 다수의 합의

만 국민들에게 갖게 했다. 마잉주 정부가 친중 성향을 갖지 않았다면 중국이 대만에 침투해서도 대만 미디어

를 얻지도 않았다. 2008년 초에 마잉주가 총통 선거운동에서 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을 언급한 후 양안간 협정

에 잠입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 실제로 체결되기까지 2년 반이 채 걸리지 않았다. 이러한 급진적인 중국 편향적 행동 때문에 양안간 협정

한국 친구들은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고 북한 자본이 한국에 침투한 후 조선일보와 같은 주류 신문을 인

체결을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했던 일반 대중의 마 총통에 대한 분노는 더 커졌다. 배후에서 마 총통을

수해서 노동신문화 함으로써 한국에서 북한의 기관지의 역할을 수행케 한다는 시나리오를 상상할 수 있다. 한

지지했던 사람들은 양안간 협정을 통해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었는데 중국에서 사업 및 투자를 하는 소수의 사

국 친구들이 이를 용인할 수 있을까? 그것은 스페인 내전 당시의 제5열과 같은 것이다. 하지만 대만 사회에서

업가들로 소위 “양안 정경유착 집단”의 구성원들이다.

는 미디어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영역이 실제로 침투를 당하고 있다. 친중 성향의 마잉주 정부는 적과 아군
을 구별할 수 없도록 대만 사람들 사이에 가치의 왜곡 현상을 만들어내었고 대만 군인들 역시 누구를 위해서

2) 미디어 독점 반대 운동
대중들이 마잉주 총통의 친중 성향에 회의를 품고 있던 와중에 중국에서 쌀과자를 팔아 크게 성공한 대만

또 무엇을 위해서 싸우는지 모르겠다는 인식의 혼란상태를 겪고 있다.

3) 군대 내 인권유린

기업인 왕왕(旺旺)그룹이 재정난을 겪고 있던 중국시보(中國時報)그룹을 220억 뉴타이완달러(NT$)를 들여
2012년에 인수했다. 중국에서 사업하는 대만 기업이 막대한 현금으로 미디어그룹을 사들였기 때문에 많은 대
만 국민들은 중국 국무원의 재정적 지원으로 인수가 가능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된다.

대만에서 한 육군 상병의 사망사건이 발생했다. 홍중치우(洪仲丘)는 원래 2013년 7월 6일에 제대할 예정이
었다. 그러나 그는 7월 4일에 사망했다. 이 사건이 대중의 관심이 끌었던 이유는 홍중치우의 사망이 군대 내

미디어그룹의 새 주인이 된 후에 차이옌밍(蔡衍明) 왕중미디어그룹 회장은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추악한 사건의 결과로, 그가 누적된 “비인간적인 신체적 체벌”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겪었고 결국 죽음에 이

1989년 천안문광장 시위의 진압과정에서 “유혈사태는 없었다”고 말했다. 차이 회장의 주장은 중국의 관영매

르게 되었다는 점 때문이었다. 국방부가 7월 15일에 발표한 행정조사보고서는 육군 542여단과 269여단 모두

체인 “인민일보”의 주장보다 더 뻔뻔한 것으로 많은 중국 민주화 운동가들을 격분시켰다. 차이 회장의 말은

가 홍중치우의 구금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60

2017 서울민주주의포럼_시민혁명과 새로운 민주주의 - 도전과 과제

주제세션 1_월드카페 - 시민혁명 주역들과의 대화

61

홍중치우 상병은 카메라가 장착된 휴대폰과 MP3 플레이어를 기지로 반입했기 때문에 2년간의 병역의무를

이후 26시간 이내에 거의 학생들로 구성된 약 1만명의 사람들이 점거를 지지하며 입법원 바깥 쪽에 모여들

마치고 제대하기 직전인 6월 말에 군 정보 보안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군징계평가위원회에

었다. 입법원 점거의 주동자들은 흑색 섬나라 청년연맹(Black Island Youth Alliance)의 회원들로, 여기에는

서 사건을 심리한 후에 홍중치우 상병은 구금형을 받기 위해 269여단으로 이송되었다. 체중이 98킬로그램이

국립대만대학교 정치학과 대학원생인 임페이판(林飛帆), 국립칭화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원생인 천웨이팅(陳

었던 홍중치우 상병은 7월 3일 극심한 더위 아래 훈련을 받았고 다음날 과도한 체벌을 받은 후에 열탈진(heat

廷), 데니스 웨이, 세신대학 대학원생인 천팅하오(陳廷豪)가 있다. 입법원 밖에 운집했던 지지자들은 양안간 서

exhaustion)으로 사망했다.

비스 무역협정에 반대하는 민주전선(Democratic Front Against Cross-Strait Trade in Service

이 사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상당했는데 군대 내 인권과 군검찰국의 관할권 이슈와 관련이 있었기 때문

Agreement), 시민1985및 다양한 사회운동단체의 회원들이었다.

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시민1985(Citizen 1985)라는 인권단체가 결성되었고 이 단체는 홍중치우 상병 사망

입법부가 점거된 후에 경찰청은 경찰력을 입법원에 급파했다. 그러나 경찰은 메일 홀 진입에 실패했는데

사건의 진실을 군이 밝힐 것을 요구하며 정부에 대해 군대 내 인권의 개선을 요구하는 두 차례의 대규모 시위

학생 시위대가 홀의 입구를 막기 위해 쌓아 놓은 의자와 다양한 집기류들 때문이었다. 그곳에서 학생들을 내

를 개최했다. 이러한 시위 덕분에 군사법원절차법이 3일 후에 개정되어 군인이 평시에는 군사법원이 아닌 민

쫓기 위해서 경찰은 홀 내부에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고(외부세계로의 정보 유출 방지 목적도 있음), 전기를 내

간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허용되었다.

리고, 에어컨을 끄고, 화장실을 폐쇄하는 등 다양한 조치들을 취했다. 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학생 시

시민 1985에 의해 시작된 “흰색 티셔츠”운동은 군대 내에서 홍중치우가 사망한 이후 촉발된 사회운동이었

위대와 경찰 간의 대치가 이어지면서, 산발적으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고 일부 인원이 부상을 입었다.

다. 시위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첫 번째 시위는 2013년 7월 20일에 행진 형식으로, 두 번째 시위

3월 23일 오후 7시에 또 다른 무리의 학생들이 근처에 있는 행정원 건물에 기습적으로 잠입해서 자정 무렵

는 2013년 8월 3일에 대규모 시위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시위자들은 “흰색 셔츠들”로 불렸는데 홍중치우의

경찰에 의해 강제로 해산될 때까지 약 5시간 동안 연좌농성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경찰의 폭력과 무자비함으

사망에 관해 군이 진실을 밝힐 것은 요구하며 시위에서 모두 흰색 셔츠를 입었기 때문이다. 이들 시위 참가자

로 인해서 다수가 부상을 입었는데, 피로 범벅이 된 부상자들의 얼굴과 몇몇 사람이 의식을 잃은 모습이 온라

들은 특정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두 차례 모두 시위가 사람들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는 대학

인으로 생중계되자 전국은 충격에 빠졌다. 이러한 유혈극은 전 국립대만대학교 교수이자 당시 총리였던 장이

내 전자게시판(BBS)과 페이스북과 같은 온라인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조직되었기 때문이다. 총 25만명

화(江宜樺)가 시위자들을 행정원 건물에서 해산시키라는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발생했다. 그 후 자칭 자유주

이 시위에 참가했고 일반 대중 스스로 나서서 참가한 사회 운동으로는 대만 역사상 최대 규모였다. 참가자들

의 학자였던 장이화의 이미지는 학생들 사이에서 완전히 추락했고 정부에 대한 대학생들의 반감은 학생 시위

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모였고 이 시위는 대만판 “재스민 혁명(2010년부터 2011년까지 튀니지에서

대에 대한 경찰의 폭력 사용으로 인해서 더욱 커졌다.

일어난 혁명)”으로 불리기도 한다.

학생 시위자들은 이후 대중들에게 총통부 앞의 카이다거란대로 (凱達格蘭大道)에서 3월 30일에 연좌시위를

과거에 군의 열병식이 벌어지는 국경일을 제외하곤 총통부 앞에 군중이 모이는 경우는 없었고 90퍼센트 이

벌여달라고 요청했다. 그 날 50만명의 검정색 옷을 입은 시위자들이 보아이특구(博愛特區: 정부건물들의 밀집

상의 참가자가 이 십대인 대중 시위는 더더군다나 없었다. 군대 내 폭력 사건은 마잉주 정부와 젊은 세대 사이

지역)내에 위치한 총통부와 입법원 근처 지역에 운집했다. 4월 6일에 왕진핑(王金平) 입법원장이 입법원 메인

에 감정의 골을 깊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잉주는 자신에 대해 여전히 긍정적인 평가를 했고 이미

홀에 있는 학생들을 방문해서 학생들에게 양안간 협정의 감독에 관한 법이 제정될 때까지 양안간 서비스무역

레임덕의 길에 들어선 것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는데 이러한 사건들이 재임 후 단지 1년 이내에 모두 일어났

협정 이슈의 협상을 위한 정당간 회의를 소집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학생들은 왕진핑 입법원장의 선의를 받아

다. 대만의 민주화(1998년) 이후에 출생한 젊은 세대는 민주적 가치에 대한 감각을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다.

들였고 4월 7일 저녁에 시위대는 4월 10일 오후 6시에 입법원 건물에서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그들은 병역 의무 수행 중에 자신의 목숨을 잃게 만드는 국가폭력을 용납할 수 없다. 이러한 두려움은 젊은
이들을 길거리로 내몰았고 마 정권에 대해 “노”라고 말하도록 만들었다.

이 사건은 대만 역사 상 입법원 건물이 대중에 의해 점거된 최초의 사건이었다. 비디오 스트리밍 생중계와
방송을 통해 나타난 전 과정에서 대만의 젊은 세대가 시민참여 수행 시 보여준 용기와 주체성은 전세계의 경
탄을 자아냈다.

4) 318 해바라기운동

이러한 대규모 시위는 1990년의 야생백합화학생운동(Wild Lily Student Movement)이래 최대의 학생운
동이었다. 해바라기운동의 핵심 지도자들에게 사회운동의 영감을 준 사건은 2008년의 야생딸기학생운동과

해바라기운동은 318 운동 또는 입법부점거사건으로 불리는데 대만의 대학생들과 비정부기구 회원들에 의
해서 2014년 3월 18일부터 2014년 4월 10일까지 입법부가 점거된 사건을 말한다. 이 사건은 2014년 3월

한국인의 항쟁정신을 배우게 된 광주민주화운동이었다(해바라기운동의 일부 지도자들은 광주민주화운동을
다룬 영화 “화려한 휴가”를 보았고 또한 “한국인이 과거를 바로잡는 법”에 관한 나의 강연을 들었다).

17일 오후에 개최된 입법부의 내부행정위원회의 회의에서 비롯되었다. 이 회의 중에 국민당(KMT)의 장칭중

해바라기는 이번 학생운동을 나타내는 상징물이 되었는데 한 꽃가게 주인이 시위 기간 중 학생들의 호소를

(張慶忠) 위원이 논란이 많은 양안간 서비스 무역협정 심사를 단 30초 만에 강행시키려고 해서 대학생들과 대

지지하며 1천 3백 송이의 해바라기를 학생들에게 보냈기 때문이다. 해바라기는 적극성과 밝음을 상징하는 꽃

학원생들의 공분을 샀다. 학생들은 3월 18일 오후 6시에 졸속으로 진행된 입법심사에 항의해서 “민주주의 수

으로 시위가 정부의 “블랙박스” 즉 양안간 서비스무역협정에 대한 불투명한 처리에 “빛을 비출 수” 있을 것이

호의 밤”이라는 저녁집회를 개최했고 밤 9시경에 약400명의 학생들이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입법원의 메일 홀

라는 학생들의 바램을 반영했고 또한 해바라기처럼 대만이 태양을 따르기를 바라는 학생들의 기대를 대변했

을 점거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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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젊은이들은 새로운 대안적 성격의 “대만의 기적”을 성취했는데 해바라기학생운동이 별다른 준비나 조직

임페이판은 1988년에, 천웨이팅은 1990년에 태어났다. 두 사람 모두 군계엄령이 해제되었던 시기인 “민주

없이 시작되었지만 학생 시위대가 입법원을 24일간 점거할 수 있었고 그 기간 동안 질서 있게 행동했다는 점

화 세대”에 속하며(대만의 민주화는 장징궈(蔣經國)의 사망 이후인 1988년 시작되었다), 공포가 없는 환경에

때문이다.

서 자라났다. 그들이 학령기에 들어섰을 때 대만의 교육개혁은 이미 시작되었다. 1990년대에 시행된 대만의

신세대의 각성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느끼는 강한 불안감에 기인했다. “민주화 세대”에 속한 젊은이들은 많

교육개혁 덕분에 아동들은 계엄령 기간 중에는 보편적이었던 유해한 국민당 식 사상교육을 받지 않게 되었다.

은 유혈사태와 부상을 유발했던 324 시위 중 학생 시위자들에 대한 국가폭력에 크게 놀랐다. 반면 해바라기학

해바라기학생운동은 지난 20년간 시행되었던 대만 교육개혁 결과의 발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새로운 교육은

생운동 역시 대만 전체를 놀라게 했는데, 이 운동은 젊은 세대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장년세대의 마음에 감동

새로운 대만 국민들을 양성했고 그들은 앞으로 20년 간 대만의 진보를 이끌 세대이다. 그러나 개혁에 반대하

을 주었다. 이 사건은 모든 사람들에게 양안간 서비스무역협정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를 깨닫도록 배움의 기회

는 보수정권은 이에 멈추지 않았다. 임페이판의 말에 따르면 318학생운동은 시작일 뿐이며 앞에는 더 큰 도

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위협에 대한 마잉주 정권의 경계심 부재를 인식하도록 만들었다. 해바라기운

전이 놓여있다. 그러나 대만 국민들은 이들 “해바라기세대”를 신뢰하며, 미래는 그들에게 달려있고 그들이 대

동 덕분에 사람들은 “자기 나라는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의식을 갖게 되었다. 50만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운

만의 미래를 이끌 것이다.

집했을 때 그 운동은 더 이상 단순한 학생운동이 아니라 대만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참여한 “대만 구하기 운
동”이 되었다.
2014 해바라기운동이 양안간 서비스무역협정에 대한 정부의 불투명한 처리에서 비롯되었지만 실제로는
마잉주 정부의 친중 성향 정책에 대한 대중의 집단 분노를 표출한 사건이었다. 90퍼센트의 사람들이 대만의
독립과/또는 현상유지를 원하지만 2008년 천원린(陳雲林) 사태(대만국기 탄압 사건)부터 2010년 양안경제협
력기본협정(하나의 중국 시장) 체결 및 2014년 양안간 서비스무역협정안(불투명한 처리)에 이르기까지 대만
의 현상유지는 실제로 끊임없이 훼손되었고 통일(중국과의)을 향한 방향으로 빠르게 나아가고 있었다. 그 즈

해바라기운동 이후 몇몇 사람들은 그 젊은이들을 다음과 같이 칭송한다:
“해바라기 덕분에, 대만의 발전을 수호할 수 있었다!
해바라기 덕분에 대만은 마잉주 개인의 위대한 중국 이데올로기의 통제를 피할 수 있었다!
해바라기 덕분에 대만국민은 양안의 “소수의 기득권층”으로부터 주도권을 되찾아 자신의 삶
의 주인이 될 수 있었다!
해바라기 덕분에 대만국민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삶의 방식을 지속할 수 있었고, 대만의 미래
는 중국당국의 강압에서 벗어나 2천3백만 대만국민의 결정을 따르게 되었다!”

음에 해바라기학생운동이 발생해서 그 문제에 제동을 건 것은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앤드류 네이든 컬럼비아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는 “중국이 대만을 자국의 휘하에 두려는 ‘통일전선’ 전략이 학생운동으로 인해 커다란
차질을 겪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대만의 해바라기학생운동 참가자들은 아랍의 봄 시민봉기(Arab Spring Uprising)에 참가한 젊은이들처럼
“분노의 세대”라고 불린다. 그들은 아시아를 놀라게 했을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대만의 젊은 세대는 마잉주

과거에 나타났던 운동들과 달리 해바라기학생운동은 대중의 지지를 받았다. 중산층도 학생들을 지지하고

의 지도 아래 중국에 복종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중국과의 통일도 중국의 속국이 되는 것도 원치 않는다는

나섰으며 의회 건물 점거 자체가 불법적 행동이라는 점에 개의치 않았으며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운동에 참여

사실을 보여주었다. 이 젊은 세대는 미래나 희망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분노해서 일어서게 되었다. 대만의

한 자신의 자녀를 자랑스럽게 여겼다. 그 당시 학생들에 대한 중산층의 지원은 중산층 역시 국가의 미래에 대

일반 국민은 경제성장을 누리거나 경제성장의 혜택을 입지 못하며, 젊은 세대는 취업이 더 어려워지고 급여

해 의기의식을 느끼고 있었으며 동시에 학생운동 지도자들이 보여준 성숙도와 역량에 놀랐다는 점을 시사했

가 더 낮아지는 상황에서,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비싼 집값 때문에 집을 결코 살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은 자신

다.

들의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시위에 참가했다.

양안간 서비스 무역협정안의 위험은 그 협정이 “하나의 중국 시장”의 구축을 추구하며 이를 통한 경제적 통

마잉주는 국가에 해가 되는 독단적 결정을 내렸는데, 행정권을 남용했고 입법기관의 감독을 회피했으며 신

일이 정치적 통일이라는 최종 목적을 달성할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 있다. 국민당이 의회의 다수를 점하고

중한 평가가 결여된 형편없는 정책들을 추진했다. 마 정부의 이러한 의사결정 방식은 올해 대만이 중국에 의

있었기 때문에 제도권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만으로는 국가가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

해 제안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창립 회원국 신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의향서

없었다. 그래서 대중의 관심을 국가가 직면한 위기에 집중시키기 위해 학생들은 의회를 점거하는 행동을 취할

를 제출하는 국제규범을 벗어나 마잉주는 대륙위원회(Mainland Affairs Council)가 중국의 대만사무소

수 밖에 없었다.

(Taiwan Affairs Office)에 의향서를 제출하도록 만들었는데, 이 행동은 대만이 중국의 일부임을 공개적으로

3월 30일 시위 도중 카이다거란대로(凱達格蘭大道)에서 행해진 연설에서 임페이판(林飛帆)은 “우리의 행동

시인한 것과 마찬가지로 대만 국민들이 지키기 위해 애써왔던 대만의 주권과 존엄을 하룻밤 사이에 훼손했다.

은 새로운 대만-중국 관계를 규정한다. 우리는 정부에게 대만의 미래는 2천3백만 대만 국민들에게 달려있다

이에, 3월 31일 밤 9시30분경 흑색 섬나라 청년연맹 (Black Island Youth Alliance)등 단체의 회원들이 정

고 말하고 싶다. 대만의 미래는 우리들[대만 국민들]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대만에서 가장 어

부에 자기비하적 행위를 중단하고 정책결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며 국민적 합의에 이를 때까지 중국과의 경제

처구니없는 일은 중국이 항상 대만을 합병(소위 통일이라는 명목으로)하길 원하고 있다는 사 실이며 대만국민

적 통합을 거부할 것을 요구를 하면서 사전 예고 없이 총통부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의 90퍼센트가 통일에 반대하지만 대만 총통 역시 “궁극적 통일”을 추진하길 계속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마잉주 총통은 그러한 국민여론을 망각하고 있으며 또한 “나는 대만의 독립을 지지한다”라고 감히 공개적으

5) 1129 선거패배

로 선언하는 정치인들 역시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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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중치우 사망사건 항의 시위에 25만명이 참여했고 해바라기 학생운동 기간 중 행진 참석자가 50만명이라

국가는 한국과 대만뿐이라는 점이다. 이는 양국이 전세계와 인류에 큰 기여를 한 바이다. “유교문화권” 국가

는 사실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국민당은 2014년 11월29일에 치러진 nine-in-one(九合一) 지방선거에서 마

들 역시 100퍼센트 서구민주주의, 자본주의, 자유선거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만과 한국이 할 수

침내 패배했다. 국민당은 대만의 6개 직할시 시장 선거 중 5개의 도시에서 패배했다. 다시 말하자면 대만의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와 시진핑의 중국이 할 수 없다는 변명은 할 수 없는데 유일한 차이점은 그들이 민주적

유권자들은 투표를 통해 마잉주 정부에 뼈아픈 교훈을 주었고 마잉주 총통의 레임덕을 앞당겼다. 선거 이후

자질을 가지고 있느냐이다.

마잉주는 공식석상에 별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으며 많은 주변 측근들과 주요 각료들은 사임했다. 무능하
고, 인기 없고, 업무를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문민 출신)독재 총통” 밑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다.

해바라기학생운동은 또한 2015년 5월 하순 마카오에서 발생한 “마카오 양심(Macau Conscience)”이라
는 단체의 입법부포위운동에 영향을 미쳤고, 또한 2014년 9월 26일부터 2014년 12월 15일까지 홍콩에서 발

국민당의 선거패배에 관한 한가지 일화가 있다. 선거운동 마지막 주에 국민당은 “반한(反韓) 광고”를 내보

생했던 “중심가를 점령하라(Occupy Central)” 캠페인과 “우산운동(Umbrella Movement)”에도 영향을 끼

냈는데 민진당(民進黨)이 국가 발전에 저해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TV 광고는 이제 막 중국과

쳤다. 아시아의 “분노의 세대”의 출현으로 아시아에서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 것이다. 대만, 마카오, 홍콩 그리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한 한국이 의회에서 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의 통과를 민진당이 거부

고 한국 (세월호 침몰 사건 이후 시위)등 한자문화권 사회에서 변화가 진행 중이며, 싱가포르와 중국에서도 변

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광고는 역효과를 낳았고 젊은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화가 시작되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또한 대만국민은 자국 국민들에게 국가폭력을 사용했고 국가의 주권과 존

만들었다(“한류”때문에 대만의 젊은 세대는 한국에 대해 좋게 평가한다). 결국 국민당은 선거에서 엄청난 표

엄을 팔아 넘긴 총통은 마침내 국민에 의해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믿는다.

를 잃었다. 이런 졸속 TV 광고는 국민당 내에 인재가 없어서 자충수를 두며 그런 광고를 제작했고 결국 국제

우리 모두는 2016년에는 대만에서 2017년에는 한국에서 “커다란 변화”를 목격했다!

적인 웃음거리가 되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결론
이제야 사람들은 마잉주 정부가 난처한 궁지에 몰리게 된 원인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마잉주 스스
로 자초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인들은 “친북(親北) 성향의”사람과 단체를 말할 때 “종북(從北)”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대만과
기타 중화문화권 국가들에서 “종(從)”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 대신에 우리는 “친(親)” 혹은 “경 (傾)”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국가나 정부의 성향을 설명한다. 예를 들면 “친일 (親日)” (한국인들도 사용함) 혹은 “경중(傾
中: 마잉주 정부가 대만에서 취했던 성향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한국에서 사용하는 “종북(從北)”이라는 용어를 보면서, 나는 마잉주 정부에 그 용어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
을 배웠고 “종중(從中)정부” 라고 불렀다. 그는 “대만에 있는 중국인(대만에 거주하는 화교)이기 때문에 대만
땅에 정체성을 느끼지 못하고 더 나아가 스스로 친중(親中), 경중(傾中)을 독려하고 “중국에 비위를 맞추려고”
했다. 마잉주 정부의 정책은 그야말로 “종중(從中)”정책이다(기꺼이 중국에 종속되고자 했기 때문이다).
한국 친구들은 어떻게 “종중(從中)”정부가 대만을 통치할 수 있었는지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이는 한국에
서 기꺼이 북한 정권의 일부가 되기를 원하는 “종북(從北)정부”가 출현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과거에 극우세
력이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를 공격할 때도 이 두 정부는 “우북 (友北)” 혹은 “친북 (親北)” 정부일 뿐이지
“종북(從北)정부”로까지 불리지는 않았다. 그러나 대만의 마잉주 정부는 순수하게 그야말로 “종중(從中)”정부
이다.
국민들에 의해 직접 선출된 총통이지만 그는 자신을 한 “국가”의 총통으로 여기지 않고 기꺼이 옆에 있는
큰 국가에 종속된 사람으로 여기고 그 국가의 지방정부의 총통으로 여긴다. 달리 말해서, 만약 오늘 북한이 중
국처럼 커진다면 “종북(從北)정부”가 한국에 출현할까? 물론 이는 단지 “만약”이라는 가정에 불과하다. 대만을
한국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면 안 되는데 양국의 국가 상황과 지정학적 위치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 간 아시아에서 민주화에 성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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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Revolutions and
Political Power Shift
|Presentation 1|

Rick Chu_National Chengchi University, Taiwan

The irony is that the road to democracy is not a straight path but one full with twists and turns;
Taiwan and Korea, after undertaking liberal democratic regime for twenty years and ten years
respectively, are both experiencing a regression of democracy following the comeback of
conservative administration. The regression of democracy in Korea under the conservative
administration saw incidents such as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s violation of administrative
neutrality in 2012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the man-made error in the sinking of ferry the
Sewol in 2014, and the forceful dismissal of political parties. All these anti-democratic cases need
not further elaboration from me here as I believe Korean friends know about all these clearer
than I do. What I would like to share with you here is that Taiwan, in the past 8 years, is also
going through a comeback of conservative administration, and that despite his approval rating
dipping to the low of mere 9 percent, the Ma Ying-jeou administration continues to go against
the public opinion, stand opposed to the people and infringe people's human rights.

1) The Wild Strawberry Movement
The Ma Ying-jeou administration took on a pro-China stance soon as Ma assumed the
presidency in May 2008. Half a year later on November 3 during the Taiwan visit made by China's
top official for Taiwan affairs Chen Yunlin, the Ma government, in welcoming the Chinese envoy,
employed numerous measures to protect him from being in a close contact with Taiwanese
protesters. During Chen Yunlin's stay in Taiwan, the police, under the pretense of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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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rn, resorted to various means such as dispelling, restricting and arresting of people who

These agreements, tantamount to the free-trade agreements (FTA), however did not undergo

voiced different opinions as well as confiscating their belongings. The most ridiculous among

decade-long discussion, negotiation, amendment and communications with the public and the

them all were incidents of police boorishly snatched away the Republic of China flags from

legislature and obtain majority consensus before signing as Korea had done with the US and

people's hands and confiscated them. In other words, people were not allowed to wave their

China in their inking of the FTAs. From Ma Ying-jeou's presidential campaign in early 2008

national flags in their own story. In order not to incur the wrath of his guest, Ma Ying-jeou

mentioning the ECFA to the actual signing of the cross-strait agreement, it took less than two-

employed almost every mean to throttle people's basic freedom and human rights.

and-a-half years to complete. Such radical China-leaning action led to more resentment toward

The Ma government's various encroachment of human rights prompted sit-in protest by

Ma from members of the general public who received no economic gains from the inking of

university students, professors and members of the general public. Starting November 6 till

the cross-strait agreement. Supporting Ma from behind are the ones stand to benefit from the

January the following year, thousands of protesters, via online social media platforms, echoed

agreement, a handful of businessmen who conduct business and made investment in China,

the students' call by either staging sit-in or holding demonstrations in front of the Executive

the so-called members of the "cross-strait political-business crony group."

Yuan, at the Liberty Square or on campus nationwide in protest of the government's "abuse of
administrative power, encroachment on human rights and the constitutional violation of the

2) Anti-media Monopoly Movement

Assembly and Parade Act." The protesters also demanded "an open apology from President Ma
Ying-jeou, and resignation from National Police Agency Director-General Wang Cho-chiun."

Amid public skepticism over Ma Ying-jeou's pro-China stance, in 2012 the Wang Wang

The series of protests came to be known as the "Wild Strawberry Student Movement" - the

Group, a Taiwanese company that made fortune by selling rice crackers in China, acquired the

largest scale of student protesting movement in 18 years since the 1990, also known as the

financially struggling China Times Group with NT$ 22 billion. The fact the China-based

"1106 protest against the Assembly and Parade Act and fight for human rights."

Taiwanese company was able to conduct the media buyout with such an enormous cash has

Although no death was reported throughout the protests lodged by students and the general
public, the bloodshed resulted from police's abuse of power came as a great shock to the young

led many in the Taiwan pubic to suspect a financial support of Beijing's State Council from
behind to make the deal even possible.

generation born after Taiwan's democratization, and had left with them a great impact.

After becoming the new owner of the media group, Want Want China Times Group

Because until then, they have not witnessed state violence that trampled on freedom,

chairman Tsai Eng-meng, in an interview with the Washington Post, said that the crackdown on

democracy and basic human rights to such a coarse level. One biggest problem exposed in the

the protests at Tiananmen Square in Beijing in 1989 was "no massacre." Tsai's claim was more

process was the Assembly and Parade Act that required advance permission from the

brazen than China's mouthpiece People's Daily and enraged many Chinese democracy

authorities to hold assembly and parade, placed restriction on protesting areas, and provided

activists. Tsai's remarks also shocked many Taiwanese intellectuals, whom in return issued

police with the authority to order protesters to dispel and/or be faced with administrative

statements and called for boycott of the China Times as they suspected the possibility of the

punishment. All these provisions are outdated and unfit for this era of democracy, and yet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terfering with Taiwan's democracy via

Ma government keeps on employing this dated law to oppress people's freedom of expression

Taiwanese conglomerates such as the Want Want China Times Group.

in the era of democracy.

Subsequently on July 31 the same year, student groups including ones at the National Taiwan

As a result of the series of protests, Ma Ying-jeou, in less than one year after assuming office,

University and the National Tsing Hua University formed an organization named the Youth

has lost people's trust and that his popularity had also since plummeted. In light of his low

Alliance Against Media Monsters. Nearly 700 students called upon by the organization gathered

approval rating, Ma attempted to turn his poor governance around by instead forcibly working

in front of the CtiTV, part of the Want Want China Times Group, and protest over the Want

to strengthen cross-strait economic ties. In 2009, the Taiwan government proposed to China to

Want China Times Group's unfair reportage. The protesters, chanting slogan that said "I am a

sign the Cross-Straits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on June 29, 2010 in

student, I am against the Want Want China Times Group," formally pledged their participation

Chongqing, China, both sides inked the first agreement and began subsequent negotiations on

in the Anti-media monopoly movement.

issues such as cross-strait cargo services, cross-strait service trade, cross-strait investment
guarantee agreement and cross-strait trade dispute resolution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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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iance and the Youth Alliance Against Media Monsters - made up by student groups from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on July 15, it named the army's 542nd Brigade and the 269th

various universities and colleagues nationwide - were the main organizations behind the

Brigade of negligence in the process of keeping Hung Chung-chiu in confinement.

movement. Their appeals included opposition to the Want Want China Times Group's

At the end of June before Hung Chung-chiu was to be discharged after completing his year-

purchase cable television services, the Want Want China Times Group's buyout of the Next

long compulsory military, he was accused of violating rules pertaining to military information

Media Group and a demand for a legislation of a media anti-monopolization act. Among the

security for bringing a camera-equipped cell phone and an MP3 player onto his base. After the

main appeals also included the safeguarding of Taiwan's freedom of press, opposition against

case went under review by the military's disciplinary and evaluation committee, Hung Chung-

media monopoly, and prevention of Taiwanese media outlets from being controlled by Chinese

chiu was transferred to the 269th Brigade for a confinement as a punishment. Hung Chung-

capital and Taiwanese conglomerates.

chiu, 98-kilo in weight, underwent physical drill in extreme hot weather on July 3 and the

On September 1, Taiwan's Reporters' Day, nearly 100 civic groups took to the street under

following day died of heat exhaustion after excessive punishment.

the lead of the Association of Taiwan Journalists in protest against media monopoly. The

The case drew great public attention because it involved the issues of human rights in the

protest marked a rare joint alliance between social and student movements, given the

military and the jurisdiction of the Military Prosecutor General's Office. It also prompted the

participation of civic groups as well as the Youth Alliance Against Media Monster. More than

launch of the activist group Citizen 1985 which went on and staged two mass demonstrations

20,000 people took part in the demonstration, the largest protest in Taiwan's history that aimed

demanding the military reveal the truth about Hung Chung-chiu's death and calling for the

at one single media outlet, which was also the first time where media issue was at the center of

government to push for better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the military. Because of the

civic movement in Taiwan. The demonstration ended in peace, with no incident of clash nor

protests, Code of Court Martial Procedure was amended three days later that allow service

bloodshed. This Chinese-capital media outlet has awakened Taiwanese people's alertness that,

personnel to be tried in civilian courts in peace time rather than by court-martial.

without the import of China's People's Daily, there's already Beijing's proxy in Taiwan. If it

The "White T-shirt" movement launched by the Citizen 1985 was a social movement erupted

wasn't for the Ma Ying-jeou administration's pro-China stance, Chinese penetration of Taiwan

following the death of Hung Chung-chiu in the military. Two demonstrations were staged, one

would not be able to make infiltration into Taiwan's media.

was a march held on July 20, and the other was a mass protest held on August 3, 2013. The

Korean friends can think about it and imagine the scenario if North Korea were to have its

protesters, were known as the “white shirts," because they all wore white T-shirt in the protests

capital made inroads in South Korea and conducted a buyout of the mainstream newspapers

demanding the military reveal the truth about Hung Chung-chiu’s death. People who took part in

such as the Chosun Ilbo to become its Nodong Sinmun (Workers' Daily) and therefore its

the protests did not have affiliation with any particular groups, as both times the demonstrations

mouthpiece in South Korea. Will South Korean friends find this acceptable? It's be like The

were organized through online social media platforms such as the Bulletin Board Systems (BBS) in

Fifth Column during the Spanish Civil War. The fact is, not only the Taiwanese media, but all

universities and the Facebook where people attended the protests on their own initiative. A total

arenas in the Taiwan society have been infiltrated. The pro-China Ma Ying-jeou government

of 250,000 people participated in the protests, the largest scale of social movement in Taiwan's

created this sense of distorted values among the people in Taiwan in which they can't tell

history where members of the general public came forward to take part in the demonstration on

enemy apart from their own; as for people serving in the Taiwanese military, they have also

their own initiative. This demonstration, where protesters came together via online

been compounded by a feeling that they do not know who and what they are fighting for.

communication, had also been called as Taiwan's version of the "Jasmine Revolution."
In the past, except for the Double Ten National Day where military display were staged, there

3) Human rights abuses in the military

weren't such a crowd seen in front of the Presidential Office, let alone a mass demonstration in
which more than 90 percent of participants were twenty-something young people. The case of

This was a case of death of an army corporal in Taiwan. Hung Chung-chiu was initially

violence in the military instilled a profound bitterness between the Ma Ying-jeou administration

scheduled to be discharged from the military on July 6, 2013. He however died on July 4. The

and the young generation. Despite so, Ma Ying-jeou still feels good about himself and is totally

case drew public attention because the cause of his death was a result of military scandal in

unaware of how he is already on the path of becoming a Lame Duck -and all these occurred

which he allegedly suffered agonizing pain from accumulated “inhumane physical

just within one years of his re-election. The young generation, born after Taiwan's

punishments” that led to his death. In an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report published by the

democratization (1998), possesses an innate sense of democratic values. They cannot tole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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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ate violence that makes them lost their lives while doing their compulsory military service.

having their faces covered with blood while a few other passed out were broadcast via online

This fear drives the young people to the street and say "No" to the Ma government.

live feed. The bloodshed happened because of directive issued by then-premier Jiang Yi-huah,
formerly a political science professor at National Taiwan University, to disperse the protesters

4) 318 Sunflower Movement

from the Executive Yuan compound. Since then, Jiang, who self-labeled a liberal academic,
had his image shuttered in the opinion of the students; the university students' anti-government

The Sunflower Movement, also known as the 318 Student Movement or the Occupying

will was further fortified in view of the police's use of violence against the student protesters.

Legislature Incident, refers to the occupying of the legislature from March 18, 2014 to April 10,

The protesters subsequently called for members of the public to stage a sit-in on the

2014 by Taiwanese university students and members of the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It

Ketagalan Boulevard in front of the Presidential Office on March 30. On that day, 500,000

stemmed from the meeting of the legislative Internal Administrative Committee in the afternoon

black-clad protesters swarmed in the areas around the Presidential Office and the Legislative

on March 17, 2014. During the meeting, Chinese Nationalist Party (KMT) Legislator Chang Ching-

Yuan, all located within the Boai Special District (which has a high concentration of

chung rammed through review of the controversial cross-strait service trade agreement in mere

government buildings). On April 6, Legislative Speaker Wang Jin-pyng visited the students at the

30 seconds, prompting indignation from group of university and graduate students. The students

legislature's main chamber and promised he would not convene negotiation of all legislative

held an evening rally titled "Night of Safeguarding Democracy" on March 18 at 6 pm in protest of

caucuses on the issue of cross-strait service trade agreement until a legislation on the

the reckless and flippant manner in which legislative review was conducted; about 9 pm about

monitoring of cross-strait agreements is enacted. The students felt Wang Jin-pyng's goodwill

400 students broke through police's blockage and occupied the Legislative Yuan's main chamber.

and announced on the evening of April 7 that the protesters would clear out of the legislative

Within the following 26 hours, some 10,000 people, mostly students, gathered outside the

chamber at 6 pm on April 10.

Legislative Yuan in support of the occupation. Among the main students leaders in the

This event marked the first time in Taiwan's history that the legislature's chamber was

occupying-legislature action were members of the Black Island Youth Alliance, including

occupied by members of the public. Throughout the process via live stream video and

graduate student of political science at National Taiwan University Lin Fei-fan, graduate student

broadcast, Taiwan's young generation also wowed the world with their display of courage and

in sociology at National Tsing Hua University Chen Wei-ting, Dennis Wei and Shih Hsin

independence in partaking civic engagement.

University graduate student Chen Ting-hao. Supporters who gathered outside the Legislative

This grand-scale protest was the largest student movement since the Wild Lily Student

Yuan included members of the Democratic Front Against Cross-Strait Trade in Service

Movement in 1990. The inspiration for social movement among the core leaders of the

Agreement, the Citizen 1985 and various social movement groups.

Sunflower movement originated from the Wild Strawberries Movement in 2008, as well as the

After the occupation of the legislature, the National Police Agency urgently dispatched police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from which they learnt of Korean's fighting spirit. (Some

force to the Legislative Yuan. The police however were unable to enter the main chamber due

of the student leaders in the Sunflower Movement had also watched the film ”May 18 (화려한 휴

to chairs and various furniture that the student protesters used to block the entrances to the

가)” that depicted the Gwangju Uprising , as well as heard of my speech on "how Koreans

chamber. In an attempt to force the students out of the venue, the police resorted to numerous

rectified their past.")

methods such as locking down internet access inside the chamber to block the students from

Sunflower became the symbolic representative of this student movement because a flower

issuing information to the outside world, shutting down electricity and turning off the air-

shop-owner delivered 1,300 flowers to the students during the protest in support of their

conditioning inside the chamber as well as closing down the toilets. But all to no avail. As

appeals. Sunflower symbolizes positivity and brightness , which echoed the students' wish that

standoff between the student protesters and police ensured, sporadic physical scuffles took

the protest could "shine light" on the government's "black-box," or opaque, handing of the

place that resulted in some being injured.

cross-strait service trade agreement; the flower also represented the expectation the students

At 7 pm on March 23, another group of students stormed to the nearby Executive Yuan

had for Taiwan that it could be like the sunflower, turns to follow the sun. These young people

compound and broke into the building, where they staged a sit-in protest for about five hours

indeed achieved a new alternative kind of "Taiwan miracle," for the fact that the Sunflower

before being forcibly dispelled by the police at around midnight. Police violence and brutality in

student movement started out with no sufficient preparation nor organization, yet the student

the process resulted in many injured, and the whole country was in shock as images of inured

protesters were able to occupy the legislature's chamber for 24 days, with orderly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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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out this period.

In a speech made on the Ketagalan Boulevard during the March 30 protest, Lin Fei-fan said:

The awakening of this new generation stemmed from the sense of strong uncertainly they felt

"Our action defines a new Taiwan-China relations. We want to tell the government that

about their future. The young people of this "democratic generation" were stunned by the state

Taiwan's future belongs to its 23 million people. Taiwan's future should be decided by us

violence against the student protesters during the 324 protest that resulted in bloodshed and

[Taiwanese people.]" In Taiwan, the most ridiculous thing is that China has always wanted to

injuries of many. Meanwhile the Sunflower student movement also shocked the whole Taiwan,

annex Taiwan (under what it called an unification), and that the president of Taiwan also keeps

one that captivated the young generation, and touched the hearts of the many of the elder

on wanting to push for an "eventual unification," whereas 90 percent of the people in Taiwan

generation. It was an education for all, from which members of the public realized not only

oppose to unification. Ma Ying-jeou however is oblivion to that pubic opinion; few politician

why they needed to oppose to the cross-strait service trade pact, but also became aware of the

also dare not to publicly proclaim that "I support Taiwan independence."

Ma government's lack of alertness in the face of China's threats. Due to the Sunflower

Lin Fei-fan was born in 1988 and Chen Wei-ting was born in 1990; both belong to the

Movement, the people become conscious of the notion that "one must safeguard one's own

"Democratic Generation" during which the Martial Law had been lifted (Taiwan began

country." When 500,000 people swamped to the streets, it was no longer a mere student

democratization in 1988 after the death of Chiang Ching-kuo), and that the environment they

movement, but a "Save Taiwan Movement" engaged by all members in the Taiwan public.

grew up was fear-free. Taiwan's education had already undergone reform when they began

Although the 2014 Sunflower Movement stemmed from people's opposition to the

schooling. The educational reform in Taiwan in the 1990s freed the children from the toxic KMT-

government's "black-box" handling of the cross-strait service trade pact, it in fact also

trend of thoughts that was otherwise omnipresent during the Martial Law era. The Sunflower

manifested the public's collective anger of the Ma government' China-leaning policy. 90

student movement could be said as one that showed forth the result of the nation's education

percent of the people in Taiwan favor independence and/or maintaining statue quo; yet from

reform these past twenty years. New education cultivated brand-new Taiwanese, and they will be

the Chen Yunlin Incident (oppression of national flags) in 2008, the signing of the ECFA (one-

the ones propelling Taiwan's progress forward in the coming twenty years. However, the anti-

China market) in 2010, to the proposed cross-strait service trade agreement ("a black-box"

reform conservative power has not stopped. Per Lin Fei-fan's remarks, the 318 student movement

operation) in 2014, the nation's statue quo is in fact constantly being damaged all the while fast

is just the beginning, there are bigger challenges ahead. But Taiwanese have confidence in this

propelling toward the direction of unification (with China). It was fortunate that there came

"Sunflower Generation," the future belongs to them and they will lead Taiwan forward.

about the Sunflower student movement to put a brake to the matter. As Columbia University

In the wake of the Sunflower Movement, some have these praises for the young people:

political science professor Andrew Nathan noted, "China's 'united front' tactic to bring Taiwan
under its fold suffered a great setback because of the student movement."
Different from the movements in the past, the Sunflower student movement won the support
of the general public. Even people of the middle-class rank came forward in support of the

"Thanks to the Sunflower, Taiwan was able to safeguard its development!
Thanks to the Sunflower, Taiwan was able to avoid being controlled by Ma
Ying-jeou's personal great-China ideology!

students and cared not that the action of occupying the legislature was in itself an illegal act;

Thanks to the Sunflower, Taiwanese people were able to snatch back the

many, on the other hand, took pride that their children participated in the movement. The

control from the hands of the cross-strait "privileged bunch" and be the masters

support from the middle-class for the student movement this time around suggested they, too,

of their own lives!

felt a sense of crisis in term of the nation's future; meanwhile, they had also been awed by the
level of maturity and competency displayed by the student movement leaders.
The danger of the proposed cross-strait service trade pact lies in the fact that it seeks to

Thanks to the Sunflower, Taiwanese people were able to keep their free and
democratic living style, and that Taiwan's future remains in the decision of its 23
million people, free from Beijing authority's bullying!"

construct a "one-China market," through which allowed for an economy unification to pave way
for an eventual goal of political unification. As the KMT held the majority in the legislature, a

People partaking in Taiwan's Sunflower student movement, like the young people in the Arab

dependence on effort to take the matter from inside the system no longer was enough to stop the

Spring Uprising, have been termed "an angry generation." They not only stunned Asia, but also

nation from falling further into the pit. The students therefore were forced to take the action of

allowed for the world to see that the young generation in Taiwan wished not to unify with

occupying the legislature in order to draw public's attention to the danger faced by the country.

China nor become China's dependency, let alone to surrender to China under Ma Ying-je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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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d. These young people stepped forward because they were angry that they saw no future nor

-which has just reached a consensus with China on a free-trade agreement — was glad that the

hope in sight. Ordinary people in Taiwan do not feel economic growth nor benefit from it; the

DPP boycotting the passage of ECFA in the legislature. This commercial backfired however and

young people are faced with the situation where employment opportunity is getting harder all

was frowned upon by many young people (all things Korean have been popular among the

the while the wage is getting lower;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is getting wilder and

young generation in Taiwan because of the "Korean Wave" phenomenon). As such, the KMT

that they could never be able to buy property because of the high housing price. They took part

had lost quite a number of votes in the election. This shabby TV commercial suggested there

in the protest to vent their grievance.

were no talents within the KMT that it was at its wit's end to produce such a commercial and

Ma makes one-man decision-making at the expense of the country, in which his

made itself an international laughing stock

administration also abuses administrative power, shuns legislative supervision and proceeds
poorly thought-out policy that lacks careful assessments. This decision-making style of the Ma

Conclusion

government was once again in pathetic display this year in its handling of the country's
application to be the founding member of China's proposed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Up to this point, people may now have an idea as to why the Ma Ying-jeou administration is

Bank (AIIB). Departing from the international norm of submitting a letter of intent, Ma Ying-

in such an embarrassing and embattling state. It could be said that it's Ma's own making that he

jeou instead had the Mainland Affairs Council submitted the letter of intent to China's Taiwan

brings on himself to this situation.

Affairs Office, an action that tantamount to openly admitting that Taiwan is part of China, and

Koreans use the term "종북" to describe "pro-North Korea" people and groups. In Taiwan and

overnight destroyed Taiwan's sovereignty and dignity which Taiwanese people have strived so

else Chinese-speaking circles however, we don't use the word "종". Instead, we use "pro-"(親,친)

hard to uphold. As a result, on March 31 around 9:30 pm, members of the groups such as the

or "leaning"(傾,경) to describe a country or a government administration's tendency. For

Black Island Youth Alliance, without prior notice, staged a protest in front of the Presidential

example, "pro-Japan(親日,친일)" (a term also used by Koreans), and "China-leaning(傾中,경중)" (as

Office, demanding the government to cease its self-degrading behavior, be transparent in its

in the case of the Ma Ying-jeou administration in Taiwan).

policy-making and refuse economic integration with China until there is a public consensus on
the matter.

From this Korean term "종북," I've learnt that it is also applicable to the Ma Ying-jeou
government, and therefore I called it a "China-obedience (종중) administration. Reason beings
that he is "a Chinese in Taiwan" (an overseas Chinese living in Taiwan); he cannot identify with

5) The 1129 electoral defeat

the land of Taiwan, and further more, he has been padding himself on the back for being "proChina," "China-leaning" and "currying favor with China." His administration's policy is simply "

From the 250,000 people who took part in the demonstration over the Hung Chung-chiu

종중" (willingly to become a China subsidiary).

case to the 500,000 people partaking in march during the Sunflower student movement, the

Korean friends may find it hard to imagine how could a " China-obedience(종중) government"

KMT eventually was bruised in the nine-in-one local election on November 29, 2014. Among

rule over Taiwan? This is just like if there emerges a "North Korea- obedience(종북)

the important mayoral election for the nation's six special municipalities, the KMT lost five. In

government" in South Korea in which the latter willingly becomes a subsidiary of the North

other words, the voters in Taiwan taught the Ma Ying-jeou administration a lesson with their

Korean regime. In the past, no matter how the far-right extremists attacked the Kim Dae-jung

ballots, and making President Ma Ying-jeou a lamb duck way ahead of the schedule. Ma has

or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s, they could at most only be described as "North Korea-

since the elections made less public appearance, and a number of his close aids and important

friendly (우북)" and "pro-North Korea (친북)" administrations, and not the point of being called "

Cabinet members have also since resigned. No one wanted to work under a "dictatorial

North Korea- obedience(종북) administrations." The Ma Ying-jeou administration in Taiwan

president [of civilian background''] who is incompetent, unpopular and handles issues in

however, is purely and simply a " China-obedience(종중)" administration.

arbitrary manner.

A president directly elected by the people and yet does not see himself as a president of a

There was an episode to the KMT's electoral defeat. One week before the Election Day, the

"country" but instead willingly regards himself as a subsidiary to the neighboring big country

KMT introduced an "anti-Korea commercial," which accused the Democratic Progressive Party

and takes himself as a local government to that big country. In other words, if today the North

(DPP) of stalling the nation's development. The TV commercial described that South Korea

Korea is as big as China, would " North Korea- obedience(종북) administration" appear in S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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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Of course this is just an "if" question, a hypothetical supposition. Taiwan should not be
put in comparison with South Korea because they have different national conditions and
different geopolitical stances.
However, what we can not deny is the fact that, in the 70 years after World War II, Korea
and Taiwan are the only two countries in Asia that achieved successful democratization. This is
our greatest contribution to the world and the mankind. It turns out, countries from "the circle
of Confucius culture" can, too, implement 100 percent western democracy, capitalism and free
electoral system. Since Taiwan and South Korea can do it, Singapore and Xi Jinping's China
have no excuse not to; the only difference lies in whether they have in possession with them
democratic disposition.
The Sunflower student movement also has an influence over Macau's "Macau Conscience"
besieging-the-legislature movement in late May, 2015; it also influenced the "Occupy Central"
campaign and the "Umbrella Movement" in Hong Kong that took place from September 26,
2014 to December, 15, 2014. The emergence of Asia's "Enraged Generation" is poised to usher
in a new phase in Asia; changes are underway in the Chinese Characters-culture societies in
places such as Taiwan, Macau, Hong Kong, and even Korea (the protests in the wake of the
sinking of the Sewol ferry), and that it'd only be a matter of time for changes to start taking
place in Singapore and China. Besides, it is to Taiwanese people's belief that, a president who
employed state violence against his own people and sold out national sovereignty and dignity
will eventually face a trial by the people.
We all saw the “Sea Change” in Taiwan and Korea separately in 2016 and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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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 PROMISE
LOST, A PROMISE TO BE
REGAINED
|Presentation 3|

Ricardo REYES _Rights Inc., Philippines

The promise of democracy raised by the People Power Revolt of 1986 has become a promise
lost. The EDSA republic it gave birth to has failed to work for the great majority of Filipinos who
dream and continue to struggle for an empowered and dignified life. After thirty years of the
so-called democratization process, social inequality has risen, the end to poverty is not yet in
sight, the political system remains closed to effective participation by most Filipinos, and the just
and peaceful resolution of the armed conflicts remain a distant possibility.
A new regime has been swept to power in last year’s election more by popular disillusionment
and the desire for something fast and radical without being clearly articulated. What follows is a
clearly and dangerously authoritarian governance, employing blatantly anti-human rights
discourse, using brazen fascist methods and brusquely undermining the liberal institutions set up
by the 1987 Constitution. In fact, President Duterte wants this constitution changed under the
signboard of federalism, the concrete terms of which remain a subject of a guessing game.
With liberal democracy and its partisans fast losing their legitimacy and appeal, and with
extremist fundamentalism destabilizing the country, leftists and progressives are arguing for a
socialist democracy, a democracy that is strong on democratic processes and rules but put a
premium on social justice and equality. The big question for the next few months and years is
whether this force can prevent and reverse the descent of the country to dictatorship and more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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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잃어버린 약속, 되찾을 약속

1986 년 피플파워 혁명에 의해 나타난 민주주의 약속은 잃어버린
약속이 되었다. 피플파워 혁명에 의해 탄생한 공화국은 권한을 부여
받은 존엄한 삶을 꿈꾸고 이를 위해 계속 투쟁하고 있는 대다수
필리핀 사람들의 편에서 일하지 못했다. 30 년간의 이른바 민주화
과정을 거친 이후 사회적 불평등은 심화되었고, 빈곤퇴치는 아직
가시권에 없으며, 정치체계는 대부분 필리핀 사람들의 효과적 참여에
여전히 폐쇄적이며, 무력분쟁의 정의롭고 평화로운 해결 가능성은
요원하다.
새 정권이 작년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것은 국민들의 환멸과 확실히
표현되지 않은 무언가 빠르고 급진적인 것에 대한 욕구에 힘입은 바
크다. 이후에 나타난 것은 확실하고 위험할 정도의 권위주의적 통치로
노골적으로 반인권적인 담론을 채택했고, 후안무치의 파시즘적 방법을
사용했으며, 1987 년 헌법에 의해 설립된 자유주의적 제도를 급격히
훼손시키고 있다. 실제로 두테르테 대통령은 연방제라는 이름 아래
1987 년 헌법을 수정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연방제의 구체적 조건이
무엇인지 아직도 확실치 않은 상태이다.
자유민주주의와 그 추종자들은 정통성과 매력을 급격히 잃어가고
있으며, 극단적 원리주의가 국가를 불안하게 하는 와중에,
좌파인사들과 진보주의자들은 사회민주주의를 주장하고 있는데,
사회민주주의는 민주적 절차와 규칙을 강조하면서도 사회정의와
평등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민주주의의 한 종류이다.

앞으로 몇 달 그리고 몇 년 간의 중요한 문제는 이 세력이 필리핀이
독재와 폭력으로 더 추락하는 것을 막고 이에서 되돌릴 수 있느냐의
여부이다.

네팔의 민주화 :
사회 통합의 관점에서
|주제발표 4|

파드마 파사드 카티와다_네팔 트리부반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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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pal's Democratization
: A Social Inclusion
Perspective
|Presentation 4|

Dr. Padma Prasad KHATIWADA _Tribhuvan University, Nep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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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혁명과 새로운 민주주의
도전과 과제

The Civil Revolution and the New Democracy

Challenges and Tasks

hematic
주제 세션 2 TSession
2

민주주의 주류화 공적 지원을 위한 다자간 대화
Conversation with Multi-stakeholders for the Public
Support for Democracy Mainstreaming
●

주제발표 1: 언론 - 조 매튜스 (저널리스트, 활동가 - 미국)

●

주제발표 2: 직접민주주의 - 브루노 카우프만 (스위스)

Presentation 1: Media - Joe MATHEWS (Journalist, Democracy activist, USA)
Presentation 2: Direct Democracy 

- Bruno KAUFMANN (Swiss Democracy Foundation, Swiss)

●

주제발표 3: 기념시설 - 루예청 (대만민주주의재단)

●

주제발표 4: 시민교육 – 다니엘 쉴리 (데모크라시 인터내셔널, 독일)

●

주제발표 5: 중간지원조직 – 이필구 (안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 한국)

Presentation 3: Commemorative Institution 
- Yeh-chung LU (Taiwan Foundation for Democracy, Taiwan)
Presentation 4: Civic Education 
- Daniel SCHILY (Democracy International, Germany)

 Presentation 5: Intermediate Support Institution 
– Pil-gu - LEE (Representative of the Ansan City Community
Building Support Center, Korea)

|주제발표 1|

조 매튜스_저널리스트, 활동가 - 미국

민주주의를 흔히 선거에 바탕을 둔 정부 제도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 설명은 민주주의에 대한 완전한
설명이 아닙니다. 민주 주의는 제도이면서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민주적 문화는 모든 시민이 서로 소통하고 배울 수 있는 의미 있고, 확실하고, 포용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문
화입니다. 그러나 전세계에 민주주의의 함양을 목적으로 세워진 센터는 수백 개가 있지만, 민주적 문화에 초
점을 맞춘 센터는 없습니다.
이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조칼로 퍼블릭 스퀘어(Zocalo Public Square)에 있는 저의 동료들과 저는 원래
는 미국 국방부에 의해 지원을 받았지만 명목상으로만 존재해 왔던 시설인 “전국민주주의 보존센터
(National Center for the Preservation of Democracy)”를 “다니엘 K이노우에 민주주의센터(Daniel K.
Inouye Center for Democracy)”로 바꾸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 드린다면 다니
엘 이노우에(Daniel Inouye)씨는 작고한 일본계 미국인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탄생하고,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문화를 연구하고, 창조하
고, 유지시키고, 보호할, 현실세계와 인터넷세계 모두에서의 근거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이 센터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인 “정신, 문화, 인간관계, 참여지원의 측면에서, 민주주의 국가
들을 진정 민주주의적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사회에 제기합니다.
민주적 문화에 초점을 둔 센터가 있다면 그 센터는 민주주의의 이론과 실행에 유익할 것이고, 민주주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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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연구를 훨씬 더 폭넓고 친밀한 분야로 만들 것 입니다.

이것이 “이노우에 민주주의 센터(Inouye Center for Democracy)” 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대중이
대체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민주적 문화에 관한 가장 좋은 생각을 통합하고 다른 언어로 옮기기 위해서

오늘날 민주주의를 촉진하는 단체들이 많은 기본적 원칙들을 다루고 있지만 편협한 시각을 반영하는 경향

그러한 협업과 파트너십을 추구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공적 이벤트를 개최하고, 독창적 저널리즘과 연구서를

이 있습니다. 일부 단체들은 선거와 특정 정치 과정에 초점을 맞춥니다. 다른 단체들은 좌파, 우파, 중도라는

출판하며, 민주주의 문화를 다루기 위해 이론가와 실행자에게 펠로우쉽을 제공하며, 민주적 문화에 관한 생각

폭넓은 이념 프로그램에 중점을 둡니다. 미국의 많은 주에서, 민주주의 센터들은 종종 대학들과 제휴하여 미

을 강조한 책과 아이디어에 대해서 상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디어에 의해 사용이 가능한 여론 연구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러한 접근법에 대한 파트너로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DF)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민주주의에 관한 학문 연구단체들과 싱크탱크들은 엘리트주 의적이고 정치적 성향에 따라 조직되는 경향

KDF에는 한국 민주화의 중요한 업적과 기록을 보존 및 보호하면서, 동시에 한국을 더 민주적인 사회로 만들

이 있고 특정 정당, 압력단체, 자금이 잘 조달되는 사회운동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 다. 많은 소규모 민주

기 위해 노력하는 두 가지 미션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문화로서의 민주주의에 초점을 맞춘 접근법이 KDF

주의 센터들은 특정 형태의 민주주의에 집중하는데, 예를 들면 오레곤 주의 “건강한 민주주의(Healthy

의 미션들의 틀을 만들고 서로 연결시키는 완벽한 방법은 아닌가요?

Democracy)”라는 단체는 심의 민주주의에 관한 작업에 “시민발의와 국민투표 연구소 (Initiative &
Referendum Institute)”는 직접 민주주의에 집중합니다.
지역사회 단위에서, 당신은 가끔 지역사회 시민참여에 초점을 둔 민주주의 센터들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
다. 어떤 경우에 그러한 센터들은 인기 있는 커뮤니티 단체들의 회합 장소에 불과합니다.
하나의 실례를 든다면, 매사추세츠 주의 케임브리지 시에 있는 민주주의 센터(Democracy Center)는 “더
지속 가능한, 단합된, 행동하는 강력한 커뮤니티에 대한 지원”을 표방합니다. 그러나 이 센터는 실제로는 다른

우리는 KDF와 협력하게 되기를 고대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밝히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KDF국제협력 담당자에게 이 센터가 일미박물관
(Japanese American National Museum)의 부속기관이고 제 사무실이 오래된 불교사원 내에 있다고 말하
자 그분이 다소 혼란스러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일본인이 아닌 일본계 미국인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본계 미국인의 이야기는 전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고 우리의 대화와 관련이 깊습니다.

지역사회 단체들에게 센터 내 모임공간을 빌려주는 사업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국 정부는 편견에 의해 일본계 미국인들은 미국에 대한 충성심을 가질 수 없다는 그
자금을 지원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민주주의 단체는 아마도 “전미주주의기금

릇된 생각으로 다니엘 K 이노우에(Daniel K. Inouye) 와 같이 큰 공적을 세우며 미군에 복무 중인 사람들을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인데 이 단체는 전세계 90여개국에서 “민주적 목적을 위해 일하

제외한 일본계 미국인들을 (수용소에) 감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끔찍한 결정은 매우 기본적인 미국적

는” 비정부기구(NGOs)의 프로젝트에 자금을 연간 1,200 차례 이상 제공합니다. 이러한 자금의 대부분은 정

원칙을 훼손한 것으로 미국 역사의 커다란 오점입니다. 1988년에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해 사과를 하고 배상을

당, 노조, 사업조직, 독립적 미디어 등 정치 단체들의 활동을 유지시키기 위해 쓰입니다. 다른 중요한 재단들

함으로써 공식적인 청산을 했습니다.

도 민주주의 단체들을 지원하지만 민주주의 사업을 위한 재단 지원금이 최근 몇 년간 대체로 줄어들고 있는
데, 이는 지원금이 불평등과 사회적 불공평에 관한 사업 및 연구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불행히도 현재 미국에 새 대통령이 취임했는데,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 그와 그의 참모들은 감
금이 옳았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를 미국 무슬림을 포함한 무슬림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

전세계의 그리고 특히 미국에 있는 많은 민주주의 단체들의 한가지 다른 특징은 서로간의 협업을 많이 하
지 않으며, 서로의 일에 대해 보통 막연하게만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기 위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는 인권 보호를 바탕으로 하며 사람들을 국적, 민족 또는 종교가
아닌 인간으로서 대접해야 한다는 점에 입각하고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소란스러운 민주주의 세계에서, 민주적 문화에 초점을 맞춘 센터가 있다면 이 센터는 전국 각처의 민주주
의를 지향하는 단체들의 파트너가 되고 이들 단체들을 하나로 묶기에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될 것입니다. 민주

우리 센터는 바로 이 원칙에 입각해 생겨났습니다. 센터가 미국에 있는 국가기관이 될 것이지만 해외의 민

적 문화에 초점을 둔 센터는 그러한 센터들로부터 여러 다른 관행들, 연구, 연구대상, 정치적 관점을 혼합하고

주주의 센터들로부터의 경험과 연구결과에 의해서도 틀이 형성될 것입니다. 미국과 전세계에서 민주주의와

통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된 혁신과 새로운 생각은 대부분 지역사회 단위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센터는 그러한 지역적 변혁의 실행
자들과 연구자들 중에서 다수의 자연스런 파트너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문화에 집중함으로써 센터는 예술, 과학, 기술 영역의 생각과 작업을 민주적 관행 및 이론과 더 밀접
하게 통합시키는 자연스런 장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센터가 국가, 기관 혹은 선거의 관점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민주주
의를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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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접근법이 당연한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 분야에서는 급진적인 일탈입니다. 또한 시의 적절한 일

|Presentation 1|

탈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회에서 대규모 이주와 다양화를 겪고 있는 이 때에 한국에서 이주는 큰 이슈인데 한
국이 잠재력을 완전히 발휘하기 위해서 이주자들을 포용하고 통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민주적 개혁과 문
화에 관한 새로운 생각을 하려면 민주국가들 내 소수인들과 이주자들의 경험을 처리해야 합니다. 커다란 사회
적 불안과 경제적 변혁으로 인권의 발전이 위협받는 이 때에 이는 매우 적절한 일입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Joe MATHEWS_Journalist, Democracy activist, USA

Democracy is often described as a system of government based on elections. But such a
description is at best incomplete. Democracy is at least as much a culture as it is a system.
A democratic culture is one that creates meaningful, secure, and inclusive opportunities for all
citizens to communicate with - and learn from - each other. But, while the world has hundreds of
centers that purport to be devoted to democracy, there is no center devoted to democratic
culture.
That needs to change. My colleagues at Zocalo Public Square and I have begun work on
transforming the National Center for the Preservation of Democracy - a facility originally funded
by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but that has existed largely in name only -- into the Daniel K.
Inouye Center for Democracy. Daniel Inouye, for those who don’t know, was a JapaneseAmerican
Our goal is to give a home - both in the physical and digital worlds -- to the study, creation,
maintenance, and protection of the culture necessary for democracies to launch, survive and
grow.
In short, the center poses the most essential question for societies: what do we need - in terms
of spirit, culture, human relations, and participatory assistance - to make sure our democra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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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truly democratic?

positioned to partner and bring together democracy-oriented organizations in every corner of the
country. A center of democratic culture could blend and synthesize different practices, research,

A center focused on democratic culture would be a service to the theory and practice of
democracy, making the study of democracy at once a much broader and a more intimate field.

subject matter and political perspectives, from such centers.
At the same time, the cultural focus would make such a center the natural place to integrate
thinking and work in the arts, sciences, and technology more closely with democratic practice

Today’s democracy promotion organizations cover many bases, but tend to reflect narrow

and theory.

visions. Some organizations focus on elections and specific political process. Others are really

That at least is our goal with the Inouye Center for Democracy. We seek to pursue such

stalking horses for broader ideology programs of the left, right or center. In many American

collaboration and partnerships, with the goal of synethesizing and translating the best thinking on

states, democracy centers, sometimes aligned with universities, are focused on public opinion

democratic culture in ways that are broadly understandable to the public. WWe intend to do this

research that can be used by media.

in several ways -- convening public events, publishing original journalism and research, awarding
fellowships to thinkers and practitioners to reckon with democracy culture, and awarding prizes

Scholarly institutes and think tanks on democracy tend to be elitist and institutional in their

for books and ideas that highlight thinking in democratic culture.

orientation-devoting themselves to parties, pressure groups, and well-funded social movements.

Why doesn’t the Korea Democracy Foundation join us as a partner in this approach? I know

A number of small democratic centers hone in on particular forms of democracy - like Oregon-

that KDF has different missions - preserving and protecting the important work and records of

based Healthy Democracy’s work on deliberatively democracy, or the Initiative & Referendum

Korea’s democratization, while working to make Korea more democratic. Isn’t an approach

Institute’s commitment to direct democracy.

focused on democracy as culture a perfect way to frame, and to bridge, both your missions?
We would be more than happy to work with you.

At the local level, you can sometimes find democracy centers that focus on local civic

And I want to clarify something. When I first mentioned to Yoon that this center is an affiliate

participation. In some cases, they are just catch-all gathering places for favored community

of the Japanese American National Museum-and my office is in an old Buddhist temple she made

groups to meet. One example would be The Democracy Center, in Cambridge, Mass., which bills

some noises about, oh, no, not the Japanese. But we’re not talking about the Japanese-these are

itself as “supporting more sustainable, united and stronger communities of action.” In practice, it

Japanese Americans. The Japanese American story is a salient one around the world, and one

is little more than a business renting out meeting space in its center to different local groups.

that applies very much to our conversations.
During World War II,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decided, falsely and in bigotry, that

Then there are funders. The most powerful democracy organization in my country is probably

Japanese Americans could not be loyal and incarcerated them -except those people who went to

the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which gives more than 1,200 pots of money annually to

serve in the U.s. military, often with great distinction, including Daniel K. Inouye. This fateful

projects of NGOs “working for democratic goals” in more than 90 countries. Much of these grants

decision - which violated very basic American principles - is a great stain on our history. In 1988,

go to shore up political institutions - parties, trade unions, business organizations, and

the u.s. government formerely redressed - apologized, and compensated.

independent media. Other major foundations also support democratic institutions, though, in

Unfortunately, the United States has a president now - perhaps you’ve heard of him -who has

general, foundation funding for democratic work has been in decline in recent years, as money

suggested, and whose aides have suggested, that the incarceration was right. And they are using it

goes instead to work and research on inequality and social inequities.

to justify discrimination against Muslims, including American Muslims. It’s a reminder that
democracy is grounded in protection for human rights, and not treating people by their

One other characteristic of the many democracy organizations, around the global and
especially in the U.S.: they don’t do much collaboration with each other, and are often only
vaguely aware of each other’s work.

nationality or ethnicitiy or race or religion, but as humans.
Our center flows from that very principle. And while the Center would be a national institution
in the United States, it also would be formed by experience and scholarship from democracy
centers overseas. In the U.S. and around the world, much of the innovation and newest thinking

In this Babel-like world of democracy, a center devoted to democratic culture would be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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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s among practitioners and scholars of such local changes.
At heart, what we want for our center is to have a place that look at democracy not from the
point of view of countries or institutions or elections - but rather via the lived experiences of
ordinary people.
Such an approach might sound obvious, but it represents a radical departure for the field. It
also is timely. In this moment of heavy migration and diversification in many societies-and that is
a huge issue for Korea, which will need to embrace and integrate migrants if it’s going to reach its

민주주의 ‘주류화론자들(Mainstreamers)’의
네트워크를 향하여
|주제발표 2|

full potential--new thinking on democratic reform and culture requires grappling with the
experiences of minorities and newcomers within democracies. This is doubly true in times of
great social anxiety and economic transformation that threaten gains in human rights.

브루노 카우프만_스위스

Please join us!

우리는 과거의 시민혁명을 어떻게
미래의 민주주의 공공 인프라로 변모시킬 수 있을까
펜실베니아주의 게티스버그 연설은 역사상 가장 유명한 연설 중 하나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
한 정부는 이 지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진정 불변의 문구를 담고 있다.
아브라함 링컨 미국 대통령의 연설은 1863년 11월 19일 미국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 행해졌다. 거의 백만
명의 생명을 앗아간 미국 남북전쟁으로 노예제도는 폐지되었고 미합중국의 영토 보전이 보장되었다. 이러한
피비린내 나는 남북전쟁 이래 민주주의적 원칙, 절차 및 관행에 대한 링컨의 확약은 전세계 모든 정치 단위에
서 현대 통치구조의 기저(bottom-line)를 제공하고 있다.
이후 83년 뒤, 훨씬 더 끔찍한 일련의 참극과 전쟁을 치른 후에 창설된 유엔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이 채택되고 선포되었다. 세계인권선언 21조 1항은 “모든 사람
은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된 대표를 통하여 자국의 정부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주장한다. 게티스버
그에서 링컨 대통령이 전세계에 미국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표현했다면, 1948년 12월 10일 파리에서 전세계
는 “국가 또는 영토의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학교와 교육기관에서 이(세계인권선언)를 “전파하고, 보여주
고, 읽어주라는 요청을 받는다.”
그러나 역사는 똑바로 흐르지 않는다. 인간의 행동과 상호작용이 종종 올바르거나 합리적이지 않다. 폭력
분쟁으로부터 배워야만 하는 교훈, 즉 폭력분쟁이 모든 사람과 사물을 파괴한다는 교훈이 잊혀질 수 있다. 그
래서 인간은 실수를 반복하며, 상이한 이해관계의 균형을 맞추고, 지속 가능한 형태의 통치구조를 만들고, 복
잡한 사회를 다루는 것과 같은 어려운 과제를 수행하지 못한다.
그 결과, 높아졌던 꿈이 산산조각 났다. 우리는 범세계적 법체계나 공통의 경제 규칙을 갖고 있지 않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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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민주주의적 국민국가의 성장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래리 다이아몬드나 프랜시스 후쿠야마와 같은 현대

일 경청되고 있다.

민주주의 학자들 사이에 “쇠퇴론(declinist mood)” 이 나타났다. 민주주의에 대한 이러한 회의론은 현재 전

박원순 현 서울시장의 통치하에서 서울 시민들은 실제로 무대중앙을 차지하고 있다. 베이징의 주된 공공

세계 많은 정치지도자들, 정부들, 정당들이 공유하고 있으며, 그러므로 우리는 국가 단위와 초국가 단위 모두

집회장소인 천안문광장은 경계가 심하고 모든 정치적 표현이 엄격히 금지되고 있지만, 서울에서 새로 개관한

에서 시민권리, 법적 견제, 정부에 대한 공공의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서 공포와 협박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을

그린에너지와 행정투명성을 상징하는 고층 건물인 시청의 일부가 시민청(Citizen Hall) 으로 이름붙여졌다.

목격하고 있다.

시민청에서 모든 시민들과 방문객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도록 무료 공간, 정치적 격려, 행정적 지원을 제공

이런 이유로 필리핀의 피플파워 혁명부터 남아공의 아파르트헤이트 (apartheid: 인종차별)의 종식, 칠레의

받는다. 서울 시의 직원들은 시민들과 방문객들이 능동적, 집단적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도와준다.

학생운동, 대한민국의 인상적인 촛불집회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민 혁명이 최근 수십 년 사이에 발생했다. 이

또한 관광객들은 통치방식의 차이의 결과를 실제로 볼 수 있다. 베이징은 아름다운 모습도 볼 수 있지만 유

들 혁명은 모두 전세계에 능동적 시민의식이 가능하며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문제는 링컨 대통령에 의

해한 스모그로 몸살을 앓고 있어서 동절기에 일련의 적색경보가 발령되는 반면, 서울은 보행자들과 자전거 운

해 이미 표현되었고 전세계 수십 억의 시민들에 의해 추종되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을 어떻게 열린‧참여정부

전자들에게 훨씬 더 좋은 곳으로 변모했다. 예전에 도심을 메우고 혼잡했던 고가도로들이 삶의 장소 및 공공

의 튼튼하고 안정적인 제도로 변화시키느냐 하는 점이다.

의 만남의 장소로 변했다.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순위에 오른 기타 주요 도시들에는 멜버른(호주), 호놀룰루(하와이), 도노스

전세계는 지방단위로 눈길을 돌려야 한다

티아 /산 세바스티안 (스페인), 비엔나(오스트리아), 베른(스위스)이 있다. 이 도시들이 모두 참여정책을 지방
정부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채택하고 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초국가 단위와 국가 단위에서 모두 민주주의는 강한 압박을 받고 있지만, 또 다른 단위, 즉 지역사회 단위에

아마이아 아길레올리아 고메즈(Amaia Agirreolea Gomez)는 도노스티아 /산 세바스티안의 시민참여실

서 즉 더 희망적인 측면이 있다. 전세계적으로 도시지역이 선호되는 거주, 활동 및 생산 장소가 됨에 따라 도

(Public Office for Citizens Participation)의 실장이다. “우리는 이곳의 민주주의를 위한 일종의 구조대입

시들과 지역들은 이제 민주주의의 중심지, 피플파워의 진정한 횃불이 되고 있다. “시장이 세상을 통치한다면:

니다”라고 말하는 고메즈 실장은 시민참여(public action)를 하는 지역 시민들에게 정보 제공, 방향 제시, 지

역기능 국가, 부상하는 도시(If Mayors Ruled the World: Dysfunctional Nations, Rising Cities)”(예일대

원 업무를 하는 9명으로 구성된 팀을 이끌고 있다. 사무실은 산 세바스티안에 있는 프랑코 정권에서 수용소

출판부, 2013)라는 도발적인 제목의 책에서 작고한 정치이론가인 벤자민 R. 바버(1939-2017년)는 지역사회

로 사용되었던 장소에 있다. “이곳에서 사람들이 예전에는 정치적 활동 때문에 고문을 당했지만 지금은 바로

지도자들이 기후변화, 전염병, 교육, 사회복지 및 이주 등과 같은 전세계적 난제들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다루

그 일(정치적 활동)에 대한 지원을 받습니다”라고 고메즈 실장은 말한다.

었는지를 보여준다.
“주요 도시들의 많은 시장들은 일을 제대로 해낸다”라고 바버는 주장하며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를 개선시키기 위하여 ”세계시장의회(World Parliament of Mayors)”를 제안한다.

도노스티아 /산 세바스티안 (하나의 도시로, 도노스티아는 바스크어 도시명이고 산 세바스티안은 스페인어
도시명임)은 스페인령 바스크 자치 지방에 있는 3개의 주도(provincial capital) 중 하나이다. 프랑코 정권
(1936-1975년) 하에서 심한 억압을 당한 이후에 바스크 분리주의 테러단체(ETA)는 2012년까지 민주주의적

바버가 세계 무대에서 지역의 추진력을 파악한 것은 확실히 옳았다. 전세계적으로 당신이 어떤 정책을 다

협력에 저항하여 800여명의 인명을 살상하며 투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노스티아 /산 세바스티안의 지방

루든지 그 정책에는 쓰레기 수거부터 공공 인프라에 이르기까지, 다문화주의부터 경제혁신에 이르기까지, 상

정부들에 의해 사용된 참여정책들은 고무적인 방식을 제공했다. 이러한 진전은 2016년 도노스티아 /산 세바

당한 지역적 특성이 있다. 바버의 유일한 실수는 수장인 시장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초점을 둔 점이다.

스티안에서 2016 현대직접민주주의글로벌포럼 [2016globalforum.com]이 개최되었을 때 기념되었다.

강하고 영향력 있는 시장이 그들 도시의 중요한 대표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이상적인 것은 아니다. 국가
내 지역 단위들, 즉 주, 지방, 지방자치단체, 에서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초당파적, 포용적, 반응하는, 집

민주주의는 선거만을 통한 것이 아니다

단적 리더십이다. 달리 말하면, 전세계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지역 공동체의 성공은 이들 도시와 국가
내 하위 지역에서의 민주주의의 상태에 크게 좌우된다.

선거와 진정한 참여민주주의 정책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전세계의 수천 개의 도시와 지역은
선출직 공직자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민주적이라고 이해되지만 이들 중 많은 곳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거대도시의 이야기
중국의 수도 베이징과 대한민국 최대의 도시 중심지인 서울이라는 두 도시의 비교 사례를 들어보자. 이 두
도시는 서로 가까이에 위치한다. 비슷한 날씨 문제를 안고 있다. 인구가 각각 1천만 명 이상이다. 그러나 베이

여전히 평상시에 참여를 환영 받거나 참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지 못한다.
왜일까? 그 이유는 사람들의 선택할 능력을 제한하는 원칙상의 이유와 현실적인 이유가 모두 존재하지 때
문이다.

징은 시민 참여가 전혀 없는 일당 정권 하에서 운영되는 반면 서울은 지난 25년간 모든 주요 정치세력들의 집

원칙상의 이유는 대의민주주의는 대의정부만을 의미한다는 개념으로, 요지는 선출된 공직자들은 스스로

권을 목격했고 그 결과 매우 민주적인 장소로 변모하여 시민들의 바램이 선거일에만 집계되는 것이 아니라 매

결정을 내릴 공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대표들에게 의제를 설정하도록 하는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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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에게 공공 의제에 관한 이슈를 설정하거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거의 또는 전혀 제공하지 않는 불

들(mainstreamers)”의 네트워크를 위해서는 권리, 인프라, 교류 문제가 다음과 같이 다루어져야 한다:

균형적인 절차적 방식을 사용한다.
주민과의 대화(civic dialog)와 능동적 시

→ 권리: 참여권은 전자청원, 시민제안, 시민발의제, 주민참여예산 제도, 시민의회, 시민에 의해 발의된 국

민의식의 장점을 이해한다. 이러한 경우들에서, 참여를 제한할 현실적 이유들이 나타나는데, 즉 참여 인프라

민투표에 참여할 권리를 포함한다. 특정 관할지역에 따라 이들 권리는 더 높은 정치 단위에 의해 법적으로 보

를 지속 가능하고 전향적으로 만들기 위해 당신이 이에 대한 개발과 투자를 할 때까지 시민들을 참여시키기

장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 단위에서 스스로 도입된다. 만약 더 높은 국가 단위에서 그러한 참여 기회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 그러한 인프라가 없이는, 당신이 지역의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 성난 군중들로 하여금

를 허용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 단위에서 필요한 정식 절차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비공식

오로지 당신에 반대해서 뛰쳐나가도록 만들 커다란 위험을 지게 된다.

적인 자문 형식의 참여도 가능하다.

물론 오늘날 많은 지방정부 지도자들이 선거가 없는 기간중의

좋은 소식은 이제 점점 더 많은 도시들과 지역들에서 시민들에 의한 능동적 참여를 늘리기 위한 포괄적 전
략과 정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이들 지역들은 민주주의를 강화시킴으로써 지방정부
를 재구상하는 강력한 사례들을 제공하고 있다.
호놀룰루(하와이)와 베른(스위스)에서 참여센터가 수년 간 운영되고 있다. 하와이 주 의사당에 있는 “공공
접근룸”(Public Access Room: PAR)은 교육 활동과 효과적 지원을 결합시킨 것이다. “당신은 많은 권력을 가

→ 인프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 단위에서 능동적 시민의식과 참여민주주의를 보강할 정치적으로 광범
위한 전략을 추구하고 정치위원회, 행정적 직위, 주민참여를 위한 지원 형태의 적절한 인프라를 만든다. 참여
를 촉진하기 위한 특정 참여 인프라와 조치들은 구체적인 법적, 정치적, 경제적, 지리적, 역사적 상황에 따라
사례별로 상당히 다를 수 있다.

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권력이 실행으로 옮겨지는 것을 돕겠습니다,’라고 PAR의 책임자인 버지니아 벡이 말
한다. 그곳에서 능동적 시민들은 무료로 시설이 완비된 작업공간을 사용할 수 있고 근처에 있는 의회의원들과
주지사의 사무실을 방문할 기회를 갖는다.

→ 교류: 민주주의 “주류화론자들(mainstreamers)”의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파트너들은 비슷한 생각을 가
진 다른 파트너들과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교류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적절한 시기에 네트워크 내에서의 조

스위스의 수도인 베른의 중심부에는 예전에 감옥이었던 장소가 소위 “Politforum K figturm“ 즉 포괄적

정 기능을 맡아야 하며/또는 파트너 도시들/지역들을 회의, 세미나와 워크샵에 초청할 준비를 해야 한다. 반

지원 인프라가 구비된 열린 공간으로 변모했다. “모든 사람이 이곳에서 환영 받습니다, 우리는 오시는 순서대

면에 네트워크 멤버십은 파트너 도시들과 지역들에게 유익을 제공할 것인데, 멤버십 가입이 도시들과 지역들

로 무료로 회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라고 “K figturm“의 공동 책임자인 미하엘 프리취가 말한다. 그

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현실 문제들(예: 전자참여 플랫폼과 도구의 구축)을 처리할 역량과 능력을 강화시키

는 원래는 16세기에 도시 성벽의 일부로 지어진 이곳의 탑에서 1년에 400회 이상의 행사를 주최한다.

기 때문이다.

혁신을 위한 글로벌 센터

요컨대, 구상 중에 있는 세계 민주주의 주류화론자들의 네트워크는 “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
부” 라는 아브라함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의 내용을 비전이 아닌 현실에 가깝도록 만드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이것은 역사적으로 상당한 진전이다. 예전에는 장벽에 의해 보호받았던 도시들이 이제는 통합적인 도시

해야 하며 또한 할 수 있다.

공간과 참여적인 시민청을 통해서 혁신을 위한 글로벌 센터로 탈바꿈하고 있다. 물론 도시마다 차이는 있지
만, 혁신적인 지방정부에 관여한 시장들, 도시들, 지역들의 네트워크를 만들라는 베자민 바버의 권고를 따르
는 것은 상당한 일리가 있다.
물론 도시들과 지역들의 파트너십, 협업, 네트워크에 관해 실제로 새로운 것은 없다. 많은 국가들에서 지방
자치단체들, 도시들, 지역들의 협의체(associations)가 있는데 일부의 경우에 주권이 있다. 또한, 많은 지방
자치단체들과 지역 정부들은 다른 국가의 타운들, 도시들, 지역들과의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특정 영역
의 공동 관심사(보건 등), 공통의 기능(시장들의 협의체), 또는 특정 지리적 범위 내에 있는 구역/지역(예: 발틱
해에 접해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을 기반으로 한 지방자치단체들과 지역들 간의 기능적 협력기관들 역시 존재
한다.
협력의 그 다음 추세는 현대대의민주주의의 자연스런 특징으로서 참여‧직접민주주의의 주류화
(mainstreaming)를 위한 협력이다. 이를 위하여, 전세계의 관련된 운동가들과 전문가들을 연결시키는 것뿐
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 현대민주주의의 업적을 수호하는데 관여하고 관심이 있는 정부들과 기관들(대한
민국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을 연결시키는 것이 매우 적절할 것이다. 그러한 소위 민주주의 “주류화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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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wards a Network of
Democracy ‘Mainstreamers’
|Presentation 2|

Bruno KAUFMANN_Swiss Democracy Foundation, Swiss

How we can transform the civic revolution of the past
into a public democratic infrastructure of the future
Gettysburg, Pennsylvania. It is one of the best known speeches in history - with a truly
timeless one liner: “A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earth.”
US President Abraham Lincoln’s statement was delivered at the climax of the American Civil
War on November 19, 1863. A conflict that left almost one million people dead, ended slavery
and ensured the territorial integrit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Ever since those bloody
days, Lincoln’s commitment to democratic principles, procedures and practices has offered a
bottom-line for modern governance at all political levels across the world.
Eighty-three years later, after an even much worse series of atrocities and wars, the General
Assembly of the newly established United Nations adopted and proclaimed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Its article 21.1 reads: “Everyone has the right to take part in the
government of his country, directly or through freely choosen representatives.” While Lincoln at
Gettysburg expressed his vision for America in the world, in Paris on December 10, 1948 the
world was called upon to “disseminate, display, read (this universal declaration) in schools and
other educational institutions, without distinction based on the political status of countries or
territories.”
Yet, history is not linear. Human behavior and interaction are often far from just or r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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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essons that should be learned from violent conflicts - that they damage everybody and

are non-partisan, inclusive, responsive and collective leaderships. In other words: the success of

everything - can get lost. And so humankind repeats mistakes, and fails to do the hard work of

local communities in shaping the world is highly dependent on the state of democracy in these

balancing different interets, of creating sustainable forms of governance, and dealing with

cities and subnational regions.

complex societies.
As a consequence, high-flying hopes are dashed. We do not have a global legal system or

The Tale Of Two Mega-Cities

common economic rules. The growth of free, democratic nation-states has been disappointing
-- creating an almost “declinist“ mood among scholars of modern democracy like Larry

Take a comparative example of two cities: Beijing, the capital of China, and Seoul, the

Diamond or Francis Fukuyama. This uncertainty about democracy is now shared by many

biggest urban center of South Korea. They are neighbors. They face similar weather challenges.

political leaders, governments and political parties around the world, and so we see more use

And they also host more than 10 million people each. But while the Chinese Capital is run

of fears and threats to limit civic rights, legal checks and public access to government at both

under a one-party regime with little to no citizens’ participation, Seoul has seen all the major

the national and the transnational levels.

political forces in power over the last 25 years - and it has developed as a result into a very

Hence many civic revolutions have happened in recent decades: from the people power
revolution in the Philippines to the end of Apartheid in South Africa, the student movement in

democratic place, where the preferences of citizens are not just counted on election day, but
are heard every day.

Chile all the way to the impressive candle light rallies in Korea. Together they have shown the

Under the governance of current Mayor Park Won-soon, the citizens of Seoul have taken

world, that active citizenship is possible and wanted. The question is how to transform the

center stage, literally. While the main public meeting spot of Beijing, the Tian’anmen place, is

fundamental ideas expressed already by President Lincoln - and followed by billions of citizens

heavily guarded and every political expression is strictly prohibited, in Seoul the newly opened

across the world - into a robust and stable system of open and participatory government.

City Hall - a high-rise building symbolizing green energy and administrative transparency - has
been renamed Citizen Hall. Here all citizens and visitors are offered free spaces, political

Going local globally

encouragement and administrative support to make their voices heard. The city’s employees
help them navigate the path to pro-active, collective action.

While democracy at both international and national levels are under hard pressure, there is

And visitors can literally see the results of the differences in governance. While partly

another - more hopful side of it: the local one. With urban settlements becoming the preferred

picturesque Beijing suffers under harmful smog, with a series of red alerts during winter, Seoul

place of living, acting and producing across the globe, cities and regions are now quickly

has turned into a much better place for pedestrians and cyclists. Elevated, congested freeways

evolving into our centers of democracy, the true beacons of people power. In his thought-

that once filled the inner city have been turned into spaces for living and public gathering.

provoking book “If Mayors Ruled the World: Dysfunctional Nations, Rising Cities” (Yale

Other major cities on the world-ranking list of most livable urban centers include Melbourne

University Press, 2013) the late political theorist Benjamin R. Barber (1939-2017) shows how

(Australia), Honolulu (Hawaii), Donostia/San Sebastian (Spain), Vienna (Austria) and Bern

local leaders have successfully approached global challenges, including climate change,

(Switzerland). And it may not be an accident that all of them apply participatory policies as a

pandemia, education, social welfare and migration.

key ingredient of local government.

“Many mayors in major cities get things done,” argues Barber, who proposes a “World
Parliament of Mayors,” to improve global governance.

Amaia Agirreolea Gomez is the head of the Donostia/San Sebastian Public Office for Citizens
Participation: “We are a kind of rescue team for democracy here“, says Agirreolea Gomez, who

Barber was certainly right in catching the localist momentum on the global stage. Whatever

heads a team of nine people engaged in informing, navigating and supporting local citizens in

policy you address globally, there is a bold local feature of it -- from waste collection to public

public action. The office resides in the former military detention center of the Franco regime in

infrastructure, from multiculturalism and economic innovations. Barber’s only mistake is to

San Sebastian: “Here people were tortured because of political action, now they are supported

overreach in putting so much focus on the top guys, the mayors.

in exactly doing this,” she says.

Strong and powerful mayors can be important representatives of their cities, but that is not

Donostia/San Sebastian (it’s one city-with two names, one in Basque and in Spanish) is one

ideal. At subnational levels-states and provinces and localities-the key ingredients for success

of three provincial capitals in the Spanish part of the Basque Country. After being heav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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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ressed during the Franco regime (1936-1975), a separatist terrorist group (ETA) fought

In the centre of the Swiss Capital of Bern, a former prison has been transformed into a

against democratic cooperation until 2012, killing more than 800 people. Against this

so-called “Politforum K figturm“, an open space with a comprehensive support infrastructure.

backdrop, the participatory policies applied by a series of local governments in Donostia/San

“Everybody is welcome here, we offer free meeting space on a first come first serve basis,” says

Sebastian have offered an encouraging way forward. That progress was celebrated in 2016 as

“K figturm“-co-director Michael Fritsche, who hosts more than 400 events a year in a tower

Donostia/San Sebastian hosted the 2016 Global Forum on Modern Direct Democracy

originally built in the 16th century as part of the city wall.

[2016globalforum.com].

Global Centres For Innovation
Democracy Is Not Just Elections
It is such a historic development. Cities that were once protected by walls are now
There is a crucial distinction here between elections and the democracy of truly participatory

transforming themselves into global centers for innovation, via integrated urban spaces and

policies. While thousands of cities and regions across the world are understood as basically

participatory citizens halls. While of course every city is different, it makes a lot of sense to

democratic because they have elected officials, in many of these places most people are still

follow Benjamin Barber’s s recommendation to create networks of mayors, cities and regions

neither welcome nor invited to participate on a daily basis.

involved in innovative local governments.

Why? There are both principled justifications and practical justifications for limiting people’s
ability to choose.

Of course, there is nothing really new about partnerships, collaborations, and networks of
municipalities and regions. In many countries there are municipal, city and regional

The principled reason is the idea that representative democracy means only representative

associations that in some cases enjoy sovereign rights. In addition, many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 the argument is that elected officials need space to make decisions on their own.

entities have so- called “twinning” or “sister city”-arrangements with towns, cities and regions

And so governments use unbalanced procedural arrangement that lets representatives set the

in other countries. There are also functional organs of cooperation between municipalities and

agenda, while offering citizens little to no rights to set issues on the public agenda or be

regions based around particular areas of joint concern (such as health), common functions

involved in decision-making.

(associations of mayors), or districts/regions within a circumscribed geographical area (e.g.

Of course, many local leaders today understand the benefits of civic dialogue and active

municipalities bordering on the Baltic).

citizenship in-between elections days. In these cases, the practical reasons for limitations come

The next wave of cooperation is on mainstreaming participatory and direct democracy as

in: it is difficult to involve citizens until you have developed and invested in an infrastructure for

natural features of a modern representative democracy. For this purpose it would make truly

participation to make it sustainable and forward-looking. Without such an infrastructure for

sense to not just connect interested activists and experts around the world, but also

participation, you run the big risk of merely getting angry crowds out to oppose you when you

governments and institutions (like the Korea Democracy Foundation) engaged and interested in

make tough local decisions.

safeguarding the achievements of modern democracy for future generations. Such a network of

The good news are the growing number of cities and regions now acknowledge the need for
comprehensive strategies and policies to strengthen active participation by their citizens. As a

democracy “mainstreamers” as we could call them, should deal with rights, infrastructure and
exchange:

result, these places are offering powerful examples of reimagining local government by
strengthening democracy.

→ Rights: participatory rights can include the right to be involved in e-petitions, citizens’

In both Honolulu (Hawaii) and Bern (Switzerland) participatory centres have been in service

proposals, citizens’ initiatives, participatory budgets, citizens’ assemblies, citizen-initiated

for many years: Hawaii’s “Public Access Room“ (PAR) at the State Capitol combines educational

referendums etc. Depending on the particular jurisdiction, these rights can either be legally

efforts with efficient support. “You’ve got lots of power, let us help you put it into action,”

certified by a higher political level, or introduced by the local or regional levels themselves. If

director Virginia Beck tells Hawaiians at PAR. There, active citizens can use free and fully

the higher state level does not provide for such participatory opportunities and if the local or

equipped workspace and have the opportunity to visit nearby offices of legislators and the

regional level does not have the necessary formal procedural powers, informal consultative

governor.

forms of participation are also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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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rastructure: pursuing a politically broad-based strategy of reinforcing active citizenship
and participatory democracy at the local and/or regional levels and creating an appropriate
infrastructure in the form of political committees, administrative posts, and support for public
participation.The particular participatory infrastructure and measures to facilitate participation
may vary widely from case to case, depending on the specific legal, political, economic,
geographical and historical circumstance.

기념시설
|주제발표 3|

→ Exchange: participating partners in a network of democracy “mainstreamers” should be
interested in a continuous and lively exchange with other similar-minded partners and be
prepared - at appropriate times - to take on coordinating functions within the network and/or
invite partner cities/regions to conferences, seminars and workshops. On the other hand, a

류예청_대만민주주의재단

network-membership will be beneficial to partner cities and regions as it strengthens their
international profile, competence and ability to deal with practical challenges (for example
building up e-participation platforms and tools).
In sum, the envisaged world network of democracy mainstreamers should and could become
a critical contributor to making Abraham Lincoln’s Gettysburg address a little less of a vision

I. 대만의 공공기관 (또는 조직)과 기념기관

and more of a reality: “A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1) 대만민주재단의 설립:
대만민주재단(Taiwan Foundation for Democracy: TFD)은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는 투 트랙(twotracked) 사명을 염두에 두고 설립되었습니다. 대만민주재단은 국내에서는 대만의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고
인권에 대한 헌신을 강화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국제적으로는 전세계 관련 기
관들과 협력하여 전세계 민주주의 네트워크의 강력한 연결고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대만은
국제사회로부터 값진 장기적 지원과 강력한 지지를 받아왔는데 이제는 국제사회에 이러한 모든 노고에 대해
보답할 때입니다.
대만의 외교부는 2002년에 대만민주재단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연구와 신중한 평가를 거친 후
외교부는 사회의 각계각층으로부터 필요한 자원들을 통합했습니다. 2003년 1월에 외교부는 의회에서 대만민
주재단을 위한 예산을 통과시키는데 모든 정당의 지지를 획득했습니다. 대만민주재단은 2003년 6월 17일에
공식적으로 출범했습니다.

(2) 국가인권박물관(준비처):
국가인권박물관(National Human Rights Museum: NHRM) 준비처는 2011년 10월 19일에 설립되었
고, 지금은 대만 문화부가 된 당시 문화건설위원회의 관할 하에 같은 해 12월 10일에 공식적으로 운영이 시작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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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박물관은 두 곳 - 징메이(Jing-Mei)인권기념문화공원과 녹도 (Green Island)인권기념문화공원 으로 구성됩니다. 두 공원 모두 백색테러 (White Terror)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장소입니다.
1949년 5월 19일 중화민국은 대만에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계엄령은 38년 56일간 유지되었고 1987년
7월 15일에 해제되었습니다. 계엄령 기간 중에 대만에서 수많은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본 발표자는 이 두 공원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3) 228 평화기념공원
228평화기념공원(228 Peace Memorial Park)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적지이자 시민공원으로 대만 타이
페이의 총통부 맞은 편에 위치합니다. 228평화기념공원에는, 공원 중앙에 세워진 타이페이 228기념비와 일
제와 국민당 통치 하에서 운영되었던 라디오 방송국 터에 들어선 타이페이 228기념박물관 등, 1947년 2월

Commemorative
Institution
|Presentation 3|

Yeh-chung LU_Taiwan Foundation for Democracy, Taiwan

28일 발생한 228사건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기념물들이 있습니다.

II. 시민사회와 민주주의를 위한 대만정부의 지원
(1) 지원하는 정부 부처들: 중화민국 외교부, 문화부

I. Public institutions(or organizations) and commemorative institutions in Taiwan:

(2) 민주주의를 증진시키는 국내 및 국제적 비정부기구(NGOs)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지를 설명하
는 사례로 대만민주재단(TFD)을 듦.

(1) Establishment of Taiwan Foundation for Democracy:
The Foundation was established with an inter-related, two-tracked mission in mind.

III. 민주주의를 촉진시키기 위한 공공기관의 이상적 역할

Domestically, the TFD strives to play a positive role in consolidating Taiwan's democracy and
fortifying its commitment to human rights; internationally, the Foundation hopes to become a

(1) 민주주의의 증진을 촉진시킬 수 있는 법적‧정치적 프레임워크

strong link in the world's democratic network, joining forces with related organizations around the

(2) 민주주의 증진 과정에 정부가 관여해서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함.

world. Through the years, Taiwan has received valuable long-term assistance and stalwart support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it is now time to repay that community for all of its efforts.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initiated the Taiwan Foundation for Democracy project in 2002.

IV.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KDF)에 대한 제언 및 협력:

After much research and careful evaluation, the Ministry integrated the required resources from
many sectors of society. In January 2003, the Ministry obtained the support of all political parties

(1) 민주주의를 위한 국제적 지원

to pass the budget for the Foundation in the legislature. The TFD formally came into being on

(2) 대만민주재단(TFD)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KDF)로부터 배울 수 있는 민주주의 교육

June 17, 2003.

(2) National Human Rights Museum (Preparatory Office):
The Preparatory Office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Museum (NHRM) was set up on October
19th 2011 and officially started operation on December 10 the same year under the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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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Council of Cultural Affairs, which has now become the Ministry of Culture of Taiwan.
The Museum has two divisions: Jing-Mei Human Rights Memorial & Cultural Park as well as
Green Island Human Rights Memorial & Cultural Park. Both parks are the most important
historical sites of White Terror.
On May 19th, 1949, the Republic of China declared Martial Law in Taiwan. Martial Law lasted
38 years and 56 days until it was lifted on July 15th, 1987. The Martial Law period marked an era

시민교육
|주제발표 4|

when numerous cases of human right violation took place in Taiwan.
The Speaker will briefly introduce the two parks.

(3) The 228 Peace Memorial Park:

다니엘 쉴리_데모크라시 인터내셔널, 독일

This Peace Memorial Park is a historic site and municipal park located across the street from
the Presidential Office in Taipei, Taiwan. The park contains memorials to victims of the February
28 Incident of 1947, including the Taipei 228 Memorial that stands at the center of the park and
the Taipei 228 Memorial Museum, housed at the site of a former radio station that operated
under Japanese and Kuomintang rule.

II. Support of the Taiwanese government for civil society and democracy:
(1) From government branches: MOFA, Ministry of Culture of ROC.
(2) Take TFD as example to explain what and how to finance local and international NGOs
promoting democracy.

III. Ideal role of the public institutions to foster the democracy:
(1) Legal and political framework that can facilitate promotion of democracy
(2) Greater role for government to play to be involved in the process of democracy promotion

IV. Suggestion on KDF and cooperation:
(1) International aid for democracy
(2) Democracy education that TFD can learn from K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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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c
Education
|Presentation 4|

Daniel SCHILY_Democracy International,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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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지원조직
|주제발표 5|

이필구_안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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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 of Community
Democracy Revitalization
Role & Direction of
Intermediary Support
Organizations

Ansan City Community Building Support Center
Director, Phil-goo Lee

Connecting …..

Change begins with a dot.

When dots are connected by
a line and lines by a plane,
it brings about a change in mind .

Manage
- ment

Participation

Autonomy

Transforming from growthoriented to sustainable society

Community-building is a process where residents
change into active participants from mere observers

Improvement of
living
environment

Residents voluntarily engage in activities to
improve their living environment
(convenient facilities, green space, etc.)

Community
building

Residents solve the problems of their shared
spaces together
(reconnecting isolated neighborhoods)

Citizenship
education

Residents nurture their children to become
responsible citizens in a democracy

Now, we’re talking about
community democracy.
As hands-on experiences
accumulate, community
movement translates into
resident autonomy
movement

Ansan city’s community building
movement
Services of the intermediary support organization for community building
were contracted out to the private sector for the first time in Korea

< Brief history of Ansan city’s community building efforts>
•

Devised to address the lack of settlement consciousness among residents of the new city

•

Various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 Ansan have led community building movement

•

In 2008 the Ansan City Good Community Building Support Center was set up and its
services have been contracted out to private providers.
Renamed to Ansan City Community
Building Support Center
2004~2007
Ansan Community
Building
Citizens’ Network

2007.09.27
Ansan Good Community
Building
ordinance promulgated

2008.03.01
Ansan Good Community
Building
Support Center opened

2016.11.22
Ansan Community Building
ordinance revised

2016.12.02

Spread of community building movement nationwide
Sharp rise in the number of intermediary support organizations for
neighborhood communities
•

Since the opening of the Ansan center, intermediary support organizations(ISOs) have been increasingly
set up to need each community’s specific needs

•

Legislative procedure is underway to institutionalize support for community building, such as basic act
on community building

•

Cases of residents’ capacity building support and participatory community planning have surged to revitalize

urban areas based on community building
•

More administrative affairs have been conducted based on citizens’ participation via programs such as
Citizen Participating Program on City Planning Process

AnsanGangne

Jeonb
uk

ung
2008

2009

2010

Wangju

2011

Suwon Seoul JinanSeoulGwanju
Seong
buk

2012

Nam-gu
2013

Incheon

2014

Gyeonggi
-do
2015

Jeju

2017

26centers 41centers 78centers

Establishment of Intermediary Support Organizations (ISOs) by area
2007

2 centers

Ansan, Gangneung

Number of ISOs

2017
as of now

78 centers
(including network type)

Status of ordinance on community building
2012

2017
as of now

19 areas

Number of local governments with
ordinance on community building
146 areas

Status of ordinance on community building

Ordinance on community

Local governments

Ordinance specifying establishment
of ISOs and their contracting out

(including regional/basic)
By area
(Number)

By area
(Number)

By area
(Number)
Gyeonggi
17

Gyeonggi
29

Gyeonggi
32

Incheon
11

Seoul
26

Sejong
1

Chungnam
8

Gyeongbuk
24

Chungbuk
3

Gwangju
6

Total

Jeonbuk
13

Ulsan
6
Gyeoungnam
19

Jeju
1

243 areas

Sejong
1

Gyeongbuk
3

Daejeon
2
Daegu
9

Jeonnam
23

Chungbuk
3

Chungnam
7

Sejong
1

Daejeon
6
Jeonbuk
15

Seoul
25

Incheon
8

Seoul
26

Incheon
10

Chungbuk
12

Chungnam
16

Gangwon
6

Gangwon
10

Gangwon
19

Busan
17

Gwangju
5

Daejeon
2
Daegu
2
Ulsan
3
Gyeoungnam
6

Jeonnam
14

Jeju
1

Total

Gyeongbuk
1

Busan
10

Jeonbuk
10

Gwangju
5

Daegu
2

Gyeoungnam
3

Jeonnam
6

Jeju
1

146 areas

Total

106 areas

Ulsan
1

Busan
9

Moon Jae-in’s 1st social innovation “life-changing public service platform”
Home visiting
welfare services
Innovation of welfare services in Seoul, increase in the number of local
governments that provide visiting welfare services nationwide
‘Visiting personal welfare planners, ‘visiting nurse services’ expanded

Eup, myeon, dong
community centers

Community welfare ecosystem built based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Transformed to “community hub
centers”

Integrated public
services

Necessary services are created and
updated continuously with residents

Opening and sharing idle space in local
communities

Moon Jae-in Government’s

Seeking to resolve local issues by
opening administrative data

“Life-focused platform”
Administrative innovation

Reduce one nuclear
power plant

Youth
culture
center

Expansion of grassroots democracy
Function overhaul on Resident Autonomy Committee and pilot running of
Resident Autonomy Council
Explore various participatory policy-making models, such as Seoul
Community Assembly, Gwangju Citizens’l Assembly and Citizen
Participatory Budgeting
Select the chief of a community center among public servants or citizens via
citizens’ recommendations or public competition

Community
lawyer

Safe package
delivery services
for women

Community tax
accountant

Safe escort to
home services

Sharing center

We hope to see our children play safely
We want have a community where neighbors meet and
greet wholeheartedly
We hope to see vibrant economic activities in the community

Structure of ISOs
Support growth of
residents
open
contest
support
activities
education

Linked projects
environment

community
groups or
clubs

Community planning
community survey

education
welfare

resident workshop

network
projects

round-table meetings &
community assembly
economy

culture

community plans set up

Citizens build social safety
nets on their own in the
community
Local communities are
revitalized via resident
autonomy

Community vision

Community planning

Understand community
building

Select community agenda

Create shared visions for the
future

Set up community-centered
comprehensive plans

Contents

Contents

Community regeneration
Lay the basis for long-term
implementation
Continued citizen participation by
field

Contents
Community round-table meeting

Visualize ideal community

Explore agenda (community work)

Find community issues

Prioritize agenda

Select keywords

Survey and analyze the status of community

Program

Program

Education to understand
community

Subcommittee workshop

Plenary workshop

Community
planning

Roundtable meeting

Implementation of citizens’ participation
Collaboration & cooperation among relevant
departments

Program
Community assembly
Implementation project
Formation of consultative body

Visions that residents want to realize and their
implementation tasks are devised through discussion
and consultation among residents in the community

Community plans set up by Il-dong residents
2016
Happy Il-dong citizens from children to adults who live
harmoniously with nature

Safety/Living

Community/
child-rearing

Ecosystem

Economy

1. Safe school

1. Find community

1. Utilize forest as place

1. Create tourist

walkway

resources

for ecosystem

attractions in Il-dong

2. Lighten up dark

2. Expand space for

educational experience

2. Produce & consume

areas

youth activities

2. Finds methods to

within community

3. Games for

3. Community safety

manage forest and

3. Community festival

children to play

protectors

parks in an

led by citizens using

4. Improve the

4. Reinvigorate small

environment-friendly

local resources

environment &

group activities

way

4. Reinvigorate the

utilize idle space

5. Establish relationship

3. Energy conservation

economy via direct

5. Solve trash

via food &community

4. Restore crested

marketing and charity

problems

kitchen

newts habitat

flea market

6. Make better use

6. Live together with

5. Clean air

5. Rejuvenate old

of community

multi-cultural families

6. Manage Mt. Seongtae

commercial areas

bulletin board

7. Raise children

trails

7. Manage

Il-dong community resident consultative body
1. Set up visions for Il-dong
2. Implement community plans
3. Community projects are discussed by consultative body

Resident
Autonomy
Committee

person in charge

person in charge

Community
Consultative
Committee

Functional
Organizations

person in charge

Self-sustaining
groups in
community

Ansan City
Community
Building
Support
Center

cooperation

Ansan City

Sangrok-gu

Il-dong
administrativ
e welfare
center

relevant
organizations
in Ansan

resident-led

cooperative
governance

commonality

implementation
power

Resident
autonomy is an
important
method to
educate
citizens who
will run a
democracy

True ownership of community
is about being well aware of its
problems,
finding their solutions on their
own, and being equipped with
capacity to solve them

Community
the world.

is

We put hope on
people .

Education is the
way.
Relationship
crucial.

is

Repetitive practice is necessa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