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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기념재단 (www.518.org)

 5‧18기념재단은 5‧18 희생자들이 정부로부터 받은 보상금 일부와 

국민 성금, 해외동포 성금으로 설립된 비영리 민간 재단법인입니다. 

1994년 8월 30일 창립한 5‧18기념재단은 1993년 광주 시민사회가 

합의한 광주 문제 해결을 위한 5원칙(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명예 

회복, 국가 배상‧보상)을 이행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

니다. 재단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존재했던 시민자치 공동체를 구

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살아있는 역사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5‧
18의 정신과 가치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국경을 넘어 세계

인의 인권과 평화 운동에 앞장서서 5‧18을 알리고, 소수자로 소외된 이와 연대하여 평등

과 나눔의 5‧18정신을 실천합니다. 진실조사‧자료수집‧연구‧발간 등을 계속하여 5‧18의 

진실을 밝혀내고, 이를 위해 다양한 학술‧연구‧교육‧국제‧문화‧연대사업을 진행합니다. 

광주민주포럼 (1999 ~ 현재)

광주민주포럼은 5·18기념재단과 해외의 민주, 인권, 평화 활동가들 간의 연대를 강화하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생각들을 논의하고 공유하기 위한 장을 제공한다. 포

럼은 인권, 민주주의 그리고 평화의 도시인 광주를 알리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 올해는 

“지구적 위기에 대한 해법을 찾아 – 일상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협력과 연대”란 주제로 

개최된다.



인 사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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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년 

5·18기념재단 이사장

세계 곳곳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을 위해 헌신해 오신 활동가 여러분! 

여러분의 활동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5·18기념재단은 지난 1999년 <국가폭력 피해자 연대 모임>을 시작으로, 지금의 <광주민

주포럼>으로 국제 교류 행사를 발전시키며 광주의 경험과 가치를 공유하고 연대함으로써 

세계의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18민주화운동은 책임자 처벌을 위해 여전히 진실규명 조사과정 중이고, 여러 논란과 미

해결과제는 이행기 정의의 온전한 실현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수많

은 국가에서 과거 인권침해 등의 사안에 대한 과거청산을 위해 분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을 빌미로 일부 나라에서는 군부와 권위주의가 다시 등장하고, 

인종·성별·종교에 대한 차별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미얀마 민중들은 아직까지도 군부와 맞서 싸우고 있으며, 미-중, 미-러 갈등으로 촉발된 러

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수많은 난민과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5·18이 지향하는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는 이와 같은 상황을 타개하고자 우리의 연대를 더

욱 굳건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계 공동체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협력과 연대,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입니다.

 2022 광주민주포럼은 5·18 당시에 보여준 나눔, 자치, 연대의 대동세상을 다시 꿈꾸며, 

오월의 가치를 되새기고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포럼을 통해 우리의 현실을 바로 인식하여 서로 연대하는 지혜를 모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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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지구적 위기에 대한 해법을 찾아 -

일상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협력과 연대 

기조발제
Ÿ 아시아의 민주주의: 반민주적 퇴행과 국제연대 / 신윤환 (서강대학교)

Ÿ 지구적 위기에 대한 해법을 찾아 / 신시아 마웅 (매타오병원)



2022 광주민주포럼

기조 발제

- 10 -

아시아의 민주주의: 반민주적 퇴행과 국제연대

1. 탈냉전과 정치변동: “역사의 종언”인가, “권위주의화의 세 번째 물결”인가?

□ 1990년을 전후한 시기에 동유럽 사회주의체제의 붕괴와 소비에트연방의 해체로 귀결된 

탈냉전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서구자본주가 정치경제 이념과 체제 논쟁을 종결시켰다는 주

장에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 실제로 당시 “민주화의 세 번째 물결”(third wave of democratization)은 1970년대 중반 

남유럽에서 시작되어 라틴아메리카, 동아시아로 확산되고 있었고,1) 사회주의 계획경제들

은 1970년대 후반 개혁개방을 표방한 중국을 필두로 하나둘 시장경제로 전환하고 있었

다.

◯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다소 성급하게 “[탈냉전으로] 인류의 이념적 진화가 끝나고 인류가 

만들어 낸 최종적인 정부형태로서 서구자유민주주의체제가 보편화되는… 역사의 종언(the 

end of history)”을 맞이했다고 단언한 것도 시의적절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2)

◯ 이제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자본주의의 경쟁자로 남기는커녕 아예 폐기되기에 이르렀고, 

모든 정치체제의 민주화도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흐름으로 여겨졌다. 반복적인 위기와 

내재적인 모순에 시달리는 자본주의가 패권적 지위를 구축한 마당에, 민주주의에 도전할 

만한 대안적 정치이념이나 체제는 더 이상 없어 보이는 것은 당연했다.

□ 하지만20세기말을 풍미했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한 이러한 낙관론은 한 세

대를 채 넘기지 못하고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지난 20여 년간 민주주의의 근

간을 흔들고 민주화의 퇴조를 보여주는 현상들이 서구 비서구 사회를 막론하고 나타나고 

있다.

◯ 정확히11년 주기로 닥친 동아시아 금융위기(1997), 글로벌경제위기(2008), 코로나19위기

(2019)는 자본주의 세계체제와 세계화의 완결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고, 마지막 물

1) Samuel P. Huntington, The Third Wave: Democratization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1991).

2) Francis Fukuyama, 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 (Free Press, 1992).

신 윤 환

서강대학교 정치학과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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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인 줄 믿었던 민주화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거센 역풍을 맞게 되자 민주주의를 향한 

노정이 얼마나 멀고 힘든지를, 권위주의체제가 얼마나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지

를 깨닫게 만들었다.

◯ 1980-90년대 민주주의가 비서구사회 전역으로 확산된 “민주화의 세 번째 물결”과 대조적

으로, 21세기의 첫 20여년은 “권위주의화의 세 번째 물결”(third wave of autocritization)

이 일어났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3) 

◯ 또한 민주화의 세 번째 물결은 실은 껍질만 민주주의인 “비자유민주주의”(illiberal democracy)를 

양산한 것에 불과했다는 비판적 시각이 진작부터 제기되었다.4) 나아가 현재는 정치적 공

고화를 오래전에 달성하여 안정적인 민주체제를 유지해 온 서구의 민주주의 국가들, 특

히 민주주의의 전형이자 모범으로 추앙 받아온 미국과 영국에서조차 일찍이 보지도 예상

하지도 못했던 “민주주의의 퇴행”(democratic backsliding)을 보여주는 갖가지 현상이 표

출되고 있다.5)

◯ 결론적으로 “민주주의는 전 세계적으로 불황”(a global democratic recession)을 겪고 있

으며6) “민주주의의 퇴조”(democracy in retreat)는 21세기 초반의 정치를 특징 짓는 하나

의 현상이 되었다.7) 여기서 제기될 수 있는 질문 하나는 당면한 민주주의의 퇴조는 일시

적인 현상인가, 아니면 순조-퇴조를 반복하는 사이클의 일환인가? 바꿔 말하면, 과연 권

위주의 체제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인가? 

□ 21세기 들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민주주의 퇴조 현상은 각종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 스웨덴 고텐버그대학(Gothenburg)의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 Institute)는 2012년 

42개국으로 정점에 달했던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수는 2021년 34개국으로 25년 이래 최

저치로 크게 줄었으며, 민주주의를 향유하는 사람 수는 세계인구의 13%에 불과하다는 

충격적인 보고를 하고 있다. 반면 가장 폐쇄적인 독재체제(closed autocracies)를 가진 나

라의 수는 지난 10년 사이 25개국에서 30개국으로 늘어났으며, 그 인구 비중은 자유민

주주의체제의 2배인 26%에 이른다고 한다. 민주주의 개념을 넓혀 선거민주주의까지 포

함시키더라도, 비민주적인 체제 하에 사는 사람은 수는 세계인구의 70%에 해당하는 54

억명에 달한다.8) 

3) A. Lührmann and S. I. Lindberg, “A Third Wave of Autocratization Is Here,“ Democratization 26, 
7 (2019); S. F. Maerz, A. Lührmann, S. Hellmeier, S. Grahn, and S. I. Lindberg, "State of the 
World 2019: Autocratization Surges – Resistance Grows," Democratization 27, 6 (2020).

4) Daniel Bell, David Brown, and Kanishka Jayasuriya, Towards Illiberal Democracy in Pacific Asia 
(St. Martin's Press, 1995).

5) 민주적 역행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정치제도들을 국가가 주도하여 약화시키거나 제거하는 
행위”으로서 “제도의 근간을 위협하고 공공의 영역을 폐쇄하고 미디어를 제약하는 고의적인 
작전”으로 정의되며 “곧 정권이양을 약속한 쿠데타, 행정부의 권한강화, 선거 조작과 부정” 등을 그 
예로 든. Nancy Bermeo, “On Democratic Backsliding,” Journal of Democracy 27, 1 (2016). 수잔 
메틀러와 로버트 리버만은 반민주적 역행이 발생하는 네가지 조건을 드는데, 정치적 양극화, 
인종주의와 토착주의(nativism), 경제적 불평등과 과다한 행정부의 권한이 그것이다. Suzanne 
Mettler and Robert C. Lieberman, "The Fragile Republic: American Democracy Has Never Faced 
So Many Threats All at Once," Foreign Affairs 99, 5 (September/October, 2020). 

6) Larry Diamond, "Democracy's Deepening Recession," The Atlantic (May 2, 2014).
7) Freedom House, Freedom in the World 2019: Democracy in Retreat, 

https://freedomhouse.org/sites/default/files/Feb2019_FH_FITW_2019_Report_ForWeb-compressed.pdf
8) 『2022년 민주주의 보고서』 (Democracy Report 2022), https://v-dem.net/media/publications/ 

dr_2022.pdf. 이 연구소는21세기 세계정치의 “권위주의화”(autocratization) 추세에 주목하고, 세계 
모든 국가에 대해 광범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비교적으로 분석한 연구결과를 매년 발표하고 있다.

https://www.theatlantic.com/international/archive/2014/05/the-deepening-recession-of-democracy/361591/
https://v-dem.net/media/publications/ dr_202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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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의 조사분석팀인 EIU (Economist Intelligence Unit)는 2021년 현재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를 누리는 나라는 21개국(12.6%) 인구는 6.4%에 불과

한 반면, “권위주의체제”(authoritarian regime) 하에서 신음하는 나라와 인구 비중은 각각 

35.3%(59개국)과 37.1%이라는 분석결과를 내놓았다. 또한 2020년에는 전 세계 국가의 

70%가, 2021년에는 44.3%가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의 하락을 경험한 반면, 좋

아지거나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나라는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27.5%, 28.1%에 지나

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EIU는 민주주의지수를 측정하기 시작한 2005년 이래 지수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두 해가 바로 코로나19 위기가 정점에 이른 2020년과 2021년이라고 

보고했다.9)

□ 미국의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는 2020년 보고서에서 2006년 이후 무려 16년째 

자유지수(Freedom Index) 평균점은 하락하고 있으며, 2021년의 예를 들어 지표가 개선된 

나라는 25개국인데 반해 악화된 나라는 60개국에 이른다고 보고했다. 이 분석에 따르면, 

오늘날 민주체제에서 자유롭게 사는(“Free”) 시민들은 전 세계 총인구의 20.3%에 불과한 

반면, 가장 비민주적인 나라에서 자유롭지 못한 (“Not Free”) 삶으로 고통받고 있는 비율

은 그 두배 가까운 38.4%에 달한다. 이 분석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사태가 기승을 부린 

2020년, 2021년 2년 동안 지수의 하락폭은 평상시보다 더 컸음을 보여준다.10)

2.  (동)아시아에서 민주주의의 퇴조: 전개와 양상

□ 아시아는 “민주화의 세 번째 물결”로부터 “권위주의화의 세 번째 물결”로의 퇴조가 가장 

명확한 지역이다.

◯ 아시아, 특히 동아시아는 1980년대 중반 이후 “민주화의 세 번째 물결”의 주역을 담당해 

온 결과 민주주의의 질적 수준이 비서구지역에서는 가장 높다는 평가를 받아왔다.11) 그

렇지만 몇몇 악명 높은 독재정권들이 장기간 존속하고 있는데다, 시대착오적인 군사쿠데

타로 군부가 정치무대로 복귀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코로나19위기를 겪은 지난 2년 동안 

반민주적 퇴행이 아시아 전역에서 일어났던 탓에, 민주주의의 퇴조 현상은 다른 어느 지

역보다도 아시아에서 더 뚜렷하게 보인다.

◯ 엄격한 잣대로 민주주의를 측정비교한 EIU보고서는 전세계에서 21개 국가에 대해서만 

“완전한 민주주의” (free democracy) 지위를 부여하였는데, 동아시아와 국가로는 타이완, 

한국, 일본 세 나라가 속했다.12) 또한 동아시아는 “결점이 있는 민주주의(flawed democracy)로 

9) https://www.eiu.com/n/campaigns/democracy-index-2021/. EIU는 2006년부터 세계 165개국과 2개 
자치령(territory)을 대상으로 스스로 개발한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매년 발표하고 있다.

10) Freedom House, Freedom in the World 2022: The Global Expansion of Authoritarian Rule, 
https://freedomhouse.org/report/freedom-world/2022/global-expansion-authoritarian-rule.

11) 이글에서 아시아로 지칭하는 지역은 주로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로 구성된 동아시아와 
남아시아를 포함하고 중동과 중앙아시아는 제외한다. EIU레포트는 중동과 북아프리카(MENA) 
국가들을 다른 아시아와 별도로 분류하고,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유럽권에다 집어넣었다. V-Dem의 
“아시아태평양지역”은 동아시아와 남아시아 양 지역 외에 오세아니아와 남태평양 섬나라가 
포함되어 있으며,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EIU와 MENA로 명명했다. 프리덤하우스도 아시아태평양지역 
범주를 인정하나, 중앙아시아 국가는 유라시아 범주에 포함시켰다.

12) 21개국 중에는 동아시아 3개국 외에 중남미 2개국(우루과이와 코스타리카), 오세아니아 
1개국(뉴질란드)과 아프리카 1개국(모리셔스) 등 총 7개의 비구미국가가 포함되어 있다. 참고로 

https://www.eiu.com/n/campaigns/democracy-index-2021/
https://freedomhouse.org/report/freedom-world/2022/global-expansion-authoritarian-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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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된 9개국도 있어, “민주” 체제로 분류된 나라는 절반을 넘어선다.

◯ 반면 아프가니스탄, 북한, 미얀마, 라오스, 중국과 같이 민주주의의 수준에 있어 최하위권

으로 자주 주목을 받는 국가들도 아시아에 속해 있다. 이들 국가 중에는 최근 10여 년 

사이 지수가 급속하게 하락한 국가들이 많아 더욱 눈에 띈다. 아프가니스탄은 미군의 철

수로 신정정치를 신봉하는 탈레반 세력에 의해 장악되었고, 잠시 민주화에 대한 기대를 

부풀게 했던 미얀마는 군부가 더 강압적인 모습을 갖춰 정치무대로 돌아왔다. 2006년까

지 10년 이상 안정적이고 꾸준한 공고화 행보를 보이던 태국이 군부의 지속적인 개입으

로 그 동안 애써 닦아 놓은 민주주의 기반이 붕괴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  코로나19 위기가 아시아 국가들을 민주주의의 퇴조와 권위주의화의 정점으로 이끌었다.

◯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린 지난 2년 동안 동아시아 국가들은 세계에서 가장 장

기간 가장 강력한 사회적 통제를 실시해 왔다. 

n 중국, 북한, 베트남, 라오스 등 공산권 국가들은 물론이고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등 개방적인 나라들조차 전국적, 지역적으로 봉쇄(록다운) 조치를 취했

다. 인도네시아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부에게 코로나 방역을 전담하는 임무를 맡김으

로써 민주화 지표가 낮아졌다.13) 

n 치명율이 약한 오미크론 변이가 대규모 감염자를 발생시켰다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2022년 상반기에도 중국은 초기 못지않은 봉쇄와 강력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 아시아국가들이 채택한 코로나19 방역조치는 다양한 영역에 걸쳐 다양한 방식을 포괄한 

전면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n 가장 강력한 록다운과 국내외 여행 제한 외에도, 학교, 종교시설, 공공기관, 공공장소, 상

가, 사업장 폐쇄와 한시적 운영, 병원 및 자가 격리, 위반자 감금 및 처벌, 접촉자 및 방

문장소 추적, 이동 및 건강 상태 보고, 강제 접종, 바이러스 관련 정보 통제, 개인정보 제

공 등 평상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기본권과 자유가 제한과 침해를 받았다.

□ 지난 10여 년간 아시아의 반민주적 퇴행과 권위주의화는 국가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

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국가가 강력한 방역조치의 주체였다는 점에서 반민주적 “퇴행” 

(backsliding)의 요건을 충족한다. 

◯ 군부(미얀마, 태국), 무장 종교집단(아프가니스탄), 국가지도자(캄보디아, 필리핀, 인디아, 

인도네시아), 집권정당(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한국, 일본), 외부국가(홍콩) 등 다양

한 주체들이 퇴행을 이끌었는데 모두가 국가기관들이다. 반면 민주주의의 퇴행을 막아야 

할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역량은 부족했다.

n 다른 지역 특히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동아시아 지역에서 -- 민주화된 나라들까지 포함

하여 -- 국가의 일방적이고 강력한 통제에 대한 사회적 저항이 적었다는 사실은 (1) 아시

아 국가들의 강제성이나 강압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강하고 (2) 이를 받아들이는 

국민들의 정치문화가 복종적이고 충분히 민주적이지 못하다는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 아시아 정치의 권위주의화는 체제유형과 무관하게 거의 모든 나라에서 진행되었지만 나

라별로 차이가 있다.

프랑스, 스페인, 미국은 최근 “결점 있는 민주주의”로 떨어졌다.
13) 인도네시아 군부를 내부자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군부의 사회적 역할 수행을 정치개입과 민주화 

저해요인으로 파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나 조꼬위정권 하에서 그의 포퓰리즘 행보에 의해 
민주주의 퇴행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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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민주적인 한, 중, 타이완 3개국은 장기적으로는 민주적 공고화의 길을 꾸준히 걸어

왔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과 관련해서는 한국은 심각한 반민

주적 퇴행을 경험한 반면, 타이완은 민주적인 위기관리를 해 온 것으로 높이 평가된다. 

한국인과 일본인들은 공히 국가에 대한 높은 기대감 탓에 정부에 대한 높은 불신을 드러

내는 것으로 유명하다.

◯ 가장 비민주적인 국가들 중에서는 아프가니스탄, 북한, 미얀마, 중국이 전체주의 수준으

로 권위주의화하고 있다. 이건 코로나19위기에 대한 대응이라고 보기보다는 리더십 변화

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라오스나 베트남은 권위주의화도 매우 강력했지만 

코로나19 위기 타결이 목표였다.

◯ “부분적인 자유가 허용되는 나라”, “선거 권위주의”, “선거 권위주의”, “하이브리드 체제” 

등 다양하게 명명된 중간 그룹에 가장 많은 나라들이 포진하고 있으므로, 이들 나라가 

민주화와 권위주의화 둘 중 어느 길로, 어떤 속도로 나아가는가에 따라 아시아의 정치변

동 추세가 결정된다.

n 이 중 상위그룹 즉 부분적으로 자유롭고, 결점이 있으며, 선거가 열기 속에 치르지는 나

라들, 즉 필리핀,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말레이시아, 몽골은 이행에는 성공했지만 공고화

는 되지 못한 선거민주주의체제로 볼 수 있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를 필두로 모든 나라

에서 충분히 자유롭거나 공정하지 못한 선거, 자발적인 참여의 결여, 기본권과 언론 및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제한,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 등 민주주의의 기본원리가 갈수록 

큰 위협을 받고 있다.

n 다음으로 체제의 기본성격은 권위주의이지만, 선거는 정례적으로 치러지고 있는 이른바 

선거권위주의 또는 하이브리드 체제라고 불릴 수 있는 인디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

리랑카 등 남아시아 국가들과 싱가포르, 태국 등 동남아 국가가 이 그룹에 속한다. 남아

시아 국가들은 선거나 불신임결의를 통해 정부가 바뀐다는 점은 선거민주주의에 가까우

나 인권침해, 반대파테러,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에 대한 제한, 언론에 대한 검열과 

감시 등이 대부분 국가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는 점은 오히려 권위주의 독재에 가깝다. 

동남아시아의 싱가포르와 태국은 선거를 통해 권력변동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기본권과 

자유의 보장 측면에서는 남아시아 국가들보다는 다소 나은 것으로 볼 수 있다.

n 마지막으로 명백한 권위주의 체제라고 부를 수 있는 나라는 선거조차 하지 않는 브루나

이, 최근 야당을 해산하여 집권당 일당만 남은 캄보디아, 중국 본토의 간섭과 간접선거제

도로 인하여 선거 자체가 무의미한 홍콩 등을 들 수 있다. 캄보디아와 홍콩의 권위주의

화는 세 번째 물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 종합하면 아시아 국가들의 권위주의화는 이미 상당기간 진행되어 왔고,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더한층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3.  아시아에서 민주주의의 퇴조: 외부적∙국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 비교정치학자들은 정치변동을 분석함에 있어 다양한 내부적, 국내적 요인들과 외부적, 국

제적 요인들을 모두 고려하지만, 21세기 세계정치에서, 특히 아시아에서, 민주주의가 위

협받고 퇴조하는 현상은 후자, 즉 탈냉전 이후 세계질서의 재편, 미국 정치의 변화에 따

른 대아시아정책의 변화, 중국의 부상과 시진핑 독재체제의 강화, 세계화의 충격과 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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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코로나19바이러스의 확산 등, 외부적, 국제적 요인들이 어느 시기보다 강하게 작용하

고 있다.

◯ 민주주의와 민주화를 경험적으로 연구한 학자들은 외부적, 국제적 요인이 가장 확실한– 

반드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아니지만 -- 민주화 요인이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 첫째, 20세기 말에 시작된 탈냉전은 국제적 갈등을 종식시킨 게 아니라 새로운 균열들을 

만들었다. 미국과 미국이 주도하는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가 패권적 지위를 구축한 듯 

보인 것은 일시적 착시에 불과했다. 냉전 시대의 이념을 대신한 문명, 종교, 민족, 정치체

제 등의 상이성이 새로운 국제적, 국내적 갈등 요인으로 등장하였다.

◯ “문명의 충돌”: 미국 정치학자 새뮤얼 헌팅턴은 이념대결이 사라진 탈냉전 국제질서에서 

문명 간의 대립, 특히 서구문명과 이슬람문명 간의 충돌을 가장 심각한 갈등으로 보았다. 

2001년 전세계를 충격으로 몰아넣은 9.11. 테러사건과 이로 인한 미 중동 갈등은 아시아 

민주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슬람 과격분자들에 의한 테러행위가 동남아로 확

대되자,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 태국, 싱가포르 등에서 무슬람 소수민족이나 특정 

종파에 대한 탄압, 차별,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테러방지의 명분 아래 기본권을 제한하

는 사회적 통제가 전반적으로 강화되었다.

◯ 민족주의의 부활: 탈냉전 이후 세계화로 약화되는 듯하던 민족주의는 오히려 강화되었다. 

특히 동아시아의 경제발전은 이 지역 국민과 민족들의 일체감과 자긍심을 크게 고양시켰

다. 민족주의의 부활로 중국, 미얀마, 태국, 필리핀 등 다민족국가에서 소수민족들이 느끼

는 박탈감과 차별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소수민족과 관련된 보도를 통제하고, 그들의 기

본권과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민주주의의 퇴행에 일조를 가했다.

◯ 느슨한 권위주의제제 동맹: 패권국가의 지위를 굳히려는 미국과 정치적, 경제적 이념과 

체제를 공유하는 유럽연합에 반발하는 개별 권위주의 국가들 간에 공조체제 내지 느슨한 

동맹이 러시아와 중국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테러지원, 인권탄압 

등을 이유로 소외시킨 나라들을 권위주의 국가들이 힘을 합해 지원하고 지지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 둘째, 미국의 국내정치적 변화와 민주주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의 약화를 꼽을 수 

있다. 탈냉전 이후 중동, 중국, 러시아와 같이 미국과 양극체제를 형성할 정도의 국력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미국의 단일패권을 받아들이지 않는 도전세력이 잇달아 등장했다. 

911테러와 중국의 부상에 자극을 받아 민주주의 외교보다 미국의 국익을 우선해야 한다

는 보수주의적 경향이 짙어 진 것도 아시아 민주주의의 퇴조에 기여했다.

◯ 미국의 외교정책은 아시아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 911테러 직후에는 중동으로 관심이 

쏠렸으며, 트럼프행정부는 국내문제와 경제적 국익을 외교보다 더 중시했고, 2021년 12

월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Summit for Democracy)을 개최하여 세계 민주주의에 대

한 미국의 리더십을 복원해 보려는 바이든행정부의 노력은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

이나를 침공함으로써 제동이 걸렸다.

◯ 미국의 대아시아정책은 민주주의 수호나 확산이 아니라 부상하는 중국을 경제적, 군사적

으로 방어하기 위해 중국 주변 아시아국가들과 양자적, 다자적 동맹 또는 안보협력체제

를 구축하는 데 주된 목표가 있었다.

◯ 특히 트럼프행정부는 아시아 정치의 권위주의화에 일익을 담당한 인도 모디총리, 필리핀 

두테르테대통령, 북한의 김정은위원장에게 호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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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중국의 지속적 성장, 국제무대에서의 부상, 이를 배경으로 한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 변화는 민주주의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중국의 부상은 경제적 대국이나 그 지위에 상응하는 잠재적인 패권국가 차원을 넘어선

다. 아시아 민주주의 나아가 세계정치의 민주화에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시진핑 치하의 

중국에서 권위주의적 성향이 강화되고 있는 것은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시아 나아

가 전세계의 민주화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14) 

◯ 중국은 세계인구의 18%가량을 차지하는 세계 최다 인구를 보유한 나라이므로, 그 자체

의 민주화만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 헌팅턴은 중국이 민주화되어야 세계정치의 민주화는 

완결된다고 주장했다.

◯ 민주국가는 인근국가의 민주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중국 같은 대국은 아시

아의 민주화나 권위주의화에 큰 외부적 힘으로 작용한다. 지난 10여 년간 아시아의 민주

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것은 중국 자체의 권위주의화와 무관하지 않다. 

n 선후와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히기는 힘들어도, 21세기 들어 홍콩, 미얀마, 캄보디아에서 

민주주의가 붕괴되거나 권위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사실과 이들 국가가 중국과 직접적으

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라는 사실은 서로 무관하지 않다. 

n 필리핀은 민주화 이후 가장 권위주의적인 대통령 두테르테가 가장 친중적이라는 점도 우

연의 일치라고 볼 수 없다. 

n 중국의 존재는 한국의 민주주의에도 이롭지 않다. 이 와중에 타이완이 아시아에서 가장 

민주적인 나라 중의 하나라는 사실은 존경을 받아 마땅하다.

◯ 중국은 권위주의를 수출하고 다른 권위주의 국가와 동맹하여 민주화의 확산을 방해한다.

n 중국은 동아시아에서는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와 경제협력에 적극적이며, 전세계적으

로도 아프리카와 남태평양에 위치한 권위주의국가나 소국에 많은 원조를 제공한다. 중국

은 일방적인 원조를 넘어서서 러시아나 헝가리와 같은 다른 권위주의 대국과 양자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국제적인 갈등 상황에서 공조하기도 한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

시아에 대한 초국가적 제제에 소극적이다.

n 이른바 ‘중국모델’의 영향이 있다. 1980년대 이후 중국이 공산주의 일당독재체제를 유지

하면서도 고도성장에 성공했다는 사실은 중국성장모델이 개발도상국 지도자들에게 매우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 특히 2019년 코로나19 발생 초기 중국이 취한 강력한 사회통

제 조치와 성과는 느슨한 통제와 막대한 희생을 낳은 구미와 대비되어 중국모델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으나, 그 방식의 종국적 성과와 중국인들의 평가는 좀 더 두고봐야 한다.

n 반민주동맹, 독재동맹 형성에 앞장: 중국은 과거 베네수엘라가 부정선거와 반대파탄압으

로 서방국가로부터 경제제제를 당했을 때 러시아 및 터키와 힘을 합해 무역과 투자로 도

움을 주었다. 2021년 쿠데타 직후 미얀마에 대한 유엔결의안 채택 당시 중국과 러시아는 

결의안 내용을 순화시키는 일에 공조했다.

□ 넷째, 세계화(globalization)는 탈냉전 이후 더욱 가속화되어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과 갖

가지 사회적 ‘격차와 분리’(social divides)들을 야기하였고, 이러한 부작용은 민주화에 불

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 세계화가 인류사회를 발전, 평등, 행복으로 이끌 것이라는 낙관론은 21세기에 들어오면

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세계화는 다양한 수준과 영역에서 불평등과 모순을 낳고 

14) EIU는 세계 민주주의에 끼치는 중국의 영향력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자 2022년 보고서의 제목을 
Democracy Index 2021: The China Challenge로 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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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이러한 모순들은 상호 중첩되어 사회적, 정치적 균열을 극단적인 양극화로 몰아 

넣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아시아 지역의 불평등은 아프리카나 라틴아메리카보다 더 

빠른 속도로 나빠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 세계화는 과학기술의 발전 특히 정보화를 동반하였는데, 정보화는 객관적 사실과 정확한 

정보를 확산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정보격차(digital divide)를 심화하여 서로를 극단적으

로 불신하고 상호 소통을 거부하는 “맹독성 양극화”(toxic polarization) 사회와 정치를 만

들어 내었다.

◯ 세계화는 포퓰리즘을 만연시키고 있다. 세계화는 이주자를 증가시켰고 이주자에게서 경

제적 사회적 문제의 책임을 전가하는 극우정당을 출현시켰다. 민주화나 공고화가 되지 

못한 나라에서는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이 양극화를 악용하여 선거과정과 정보의 자유를 

방해하는 정치적 퇴행이 일어나고 있다. 대내적인 위화감과 대외적인 자존심에 호소하는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이 득세했다. 

u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은 수천 명의 마약사범들을 사법적 절차 없이 처단했지만, 필

리핀 국민들은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인도의 모디총리, 인도네시아의 조꼬위대통령, 

한국의 문재인대통령은 사법부 등 헌법기관의 독립성을 저해하거나 군부의 위상을 강화

함으로써, 민주적 공고화를 지연시켰지만 대중적인 인기를 유지했다.

◯ 세계화의 충격은 국내정치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갈등 유발에도 기여하고 있다. 세계화

를 서구화라고 보는 비서구사회, 예를 들어 이슬람권, 중국, 러시아 등은 자유민주주의와 

보편적 가치를 부정한다. 시장경제와 세계자본주의체제에 대항할 능력은 없으나, 자유민

주주의 이념과 체제는 서구적인 개념으로 보편적일 수 없다고 비판한다.

□ 다섯째, 아시아 민주주의에 가장 심각한 타격이 강해진 것은 뭐니뭐니 해도 2020년 초에 

아시아를 덮친 코로나19바이러스의 확산이다. 일찍이 그 정도로 치명적이면서 범세계적

으로 확산된 팬데믹을 경험하지 못했던 국민국가들의 대응은 예외 없이 민주주의를 약화

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 코로나19 위기가 정점에 달했던 2020-21년 2년 동안 민주주의는 민주화의 마지막 물결

이 시작된 1970년 중반 이후 가장 멀리 뒷걸음질쳤다.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를 모니터링

하는 기관들도 한결같이 민주, 비민주 체제들을 막론하고 글로벌 팬데믹 시기 동안 민주

주의 지표들이 크게 하락하였음을 보고하고 있다.

◯ 코로나19시대 권위주의화의 주력은 국가였다. 국가가 앞장선 반민주적 퇴행(democratic 

backsliding)은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중국을 필두로 한 동아시아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벌어졌다. 전국적으로 봉쇄조치(록다운)가 내려지고, 개인정보 공개를 강요 받고, 종교활

동은 전염병 확산 방지 명분으로 금지되거나 제약을 받았다. 국가는 표현, 집회, 언론의 

자유를 제한했다. 미디어를 장악하고 정보의 원활한 이동을 막고, 가짜뉴스를 만들어냈

다. 국가의 강력한 방역을 둘러싸고 찬반논쟁이 온라인에서 벌어지면서, 정보격차와 가짜

뉴스는 사회를 “맹독성 양극화”로 이끌었다.

◯ 그러나 동아시아의 반민주적 퇴행은 국가에게만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국민들 대다

수는 물론이고 시민단체들까지도 국가의 초법적 방역행위를 지지하고 묵인했다. 아시아 

시민사회가 유럽의 시민사회와 다른 점은 개인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쉽게 자유를 포기

했다는 점이다. 

◯ 동아시아 정부들이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더 훌륭한 거버넌스를 가지고 있다고 단언해서

도 안 된다. 유럽의 시민들은 자신의 기본권과 자유를 포기하면서까지 국가의 강제적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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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을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쳤는지도 모른다.

□ 마지막으로, 국내적 요인들이 외부적 요인들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다. 국가 간의 차이는 

민주화의 정도와 민주주의의 질적 수준에서 차이를 만들어낸다. 개별 국가에 따라 국내

적 요인도 다양하지만, 아시아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반민주적, 친권위주의적 

요소를 살펴본다.

◯ 아시아적 정치문화로 신민형 정치문화(subject political culture)를 꼽을 수 있다. 신민

형은 참여형이나 향리형과 달리, 정치과정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국

가의 결정에 따르는 문화라고 할 수 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과 달리 아시아인들은 코

로나19 사태에 당면하여 많은 기본권과 시민적 자유에 큰 제약을 가한 국가의 방역정

책을 감수했다.

◯ 아시아국가들은 비자유민주주의와 선거민주주의 수준에서 민주주의가 정착하는 데 만

족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뽑는 방식, 절차, 제

도라는 인식이 부족하다. 민주주의를 사회경제적 평등, 특정 종교적 가치, 민족주의적 

이상, 이행기적 정의 등 다른 이념이나 궁극적 가치를 실현하는 직접적 수단으로 보는 

시각이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킨다. 정당정치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특정 

저명인사에 의존한 인기정치도 아시아 민주주의의 한계를 드러낸다.

◯ 민주주의에 대한 사회화 기구로서 가정, 학교, 미디어 등의 역할이 미흡하다. 민주체제

의 실적에 실망하여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풍조도 있다. 코로나19사태는 민주주의

에 대한 신념을 약화시키고 있다.

◯ 민주화에 대한 SNS의 역할은 이중적이다. 최근으로 오면서 온라인을 통한 정보교류가 

가짜뉴스와 허위정보를 확산시키고 정확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막음으로써 “맹독성 양

극화”를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강해지고 있다.15) SNS는 권위주의에 대한 저항수단으

로서는 힘이 강하지만, 민주화를 위한 공고화 수단으로서는 역기능적이다.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정보화가 많이 진행된 동아시아에서 SNS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4. 아시아 민주주의의 미래: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 민주주의 퇴행을 저지하고 민주화 경로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연대, 참여와 행동, 

민주주의 교육에 대해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는 방향 설정과 새로운 방식을 생각해 볼 필

요가 있다.

□ 첫째, 21세기 들어 진행되어 온 “권위주의화 세 번째 물결” 또는 “반민주적 퇴행”에는 국

제적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으므로, 그에 대응은 초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되어

야 한다.

◯ 지금까지 연구결과 가장 확실하게 검증된 민주화 요인은 국제적, 외부적인 것으로, 민주

주의적 가치나 이념의 확산, 인접국가와 지역의 민주화, 심지어 민주주의 강대국의 개입, 

세계화 (상품, 자본, 노동자, 여행자 등의 자유로운 이동) 등을 포함한다.

◯ 민주주의 파괴행위를 감시, 고발하고, 민주화 노력을 지지, 지원하는 국제적 연대활동이 

15) 미국의 바락 오바마 전대통령이 온라인 정보의 민주주의 파괴 위험을 알리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가 지난 4월 22일 스탠포드대에서 한 연설 동영상과 텍스트는 
https://cyber.fsi.stanford.edu/events/challenges-democracy-digital-information-realm 과 
https://barackobama.medium.com/my-remarks-on-disinformation-at-stanford-7d7af7ba28af를 보라

https://cyber.fsi.stanford.edu/events/challenges-democracy-digital-information-realm
https://barackobama.medium.com/my-remarks-on-disinformation-at-stanford-7d7af7ba28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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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수준과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민주적인 집단, 조직, 기구들이 양자적, 지역

적, 범세계적으로 교류, 협력하고 연대기구를 만드는 것은 국제민주세력의 “사회적 자본”

이 된다. 국내의 민주화 단체를 국제연대 활동과 조직에 연결 짓는 전략도 중요하다.

◯ 각국의 민주화 단체들이 자국의 국가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인권을 탄압하는 외국 국가

를 지원하고 지지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서구와 달리 아시아에서

는 경제적 국익을 중시하여 자국의 국가가 독재체제와 협력하고 결탁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 활동이 약하다.

n 아시아 시민사회는 중국의 상황과 변화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민주적인 중국, 평

화를 사랑하는 중국을 만들기 위한 범아시아적인 연대를 구축해야 한다.

◯ 아시아 국가들은 정치난민 지위 인정과 이주 지원에 인색하다. 정치적 난민들에게 거주

와 활동의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민주화를 위한 국제협력 활동에서 효과적이면서도 구체

적인 방법이다.

□ 둘째,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비자유주의 국제질서에 상응하는 새로운 행동방식과 참여

유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기존의 민주화 운동은 권위주의적 독재체제를 대상으로 한 일국적, 대면적 투쟁이었으며 

자유공정선거 실시를 목표로 하였다. 민주세력과 반대파의 세력을 늘이고 대규모 시위를 

통해 독재체제를 무너뜨리거나 선거에서 승리하는 고전적 방식은 더 이상 통하기 힘들

다. 

n 태국에서는 군부가 2006년 쿠데타 이후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친탁신계 정당이 거듭 승

리를 하자, 헌법 및 선거법 개정과 헌법재판소를 통한 정당 또는 선거 무효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집권을 막았다. 미얀마 군부는 2021년 일방적으로 선거결과에 불복했고, 

캄보디아는 2018년 야당을 불법화하고 아예 한 정당만으로 선거를 치렀다.

◯ 21세기 반민주적 퇴행은 노골적인 권위주의 체제보다는 선거민주주의, 선거권위주의, 혼

합체제 등 다양한 비자유주의체제에서 강성지도자(strongman)와 포퓰리스트지도자들에 

의해 고도의 기술과 전략을 동원한 교묘한 여론조작과 언론통제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

에 이에 대적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전략과 새로운 투쟁방식이 필요하다.

◯ 시민운동 지도자들의 세대교체가 절실히 요구된다. 오래전 전통적인 민주화 투쟁을 이끈 

민주화 운동가들과 지도자들은 최소한 정치적 운동의 장에서는 물러나야 한다. 새로운 

양상의 정치적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여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일은 새로운 세대에게 

맡겨야 할 것이다.

n 태국, 싱가포르, 타이완, 홍콩 등에서 새로운 유형의 젊은 정치지도자들이 나타나 지지를 

넓혀 가고 있는 현상은 고무적이다.

□ 셋째, 아시아의 민주주의에서 가장 심각하게 결핍되어 있는 요소는 민주적인 정치문화이

다. 정치문화의 민주화야말로 공고화된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확실한 보장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문화는 쉽게 그리고 단기간에 바뀌지 않는다. 가정, 학교, 직장, 사회조

직, 미디어를 통한 재사회화와 장기적인 교육을 통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중앙집권적인 왕조체제나 억압적인 식민체제의 지배를 역사적 배경으로 삼고 있는 아시

아인들은 이른바 “신민형” (“복속형”) 정치문화의 늪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국가의 반민주적 통제를 자발적, 묵시적으로 받아들이는 퇴행 현상이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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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적으로 일반화된 것은 민주주의 시민의식이 정치문화 속에 자리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 민주주의가 외부로부터 이식되거나, 단기간의 투쟁과정을 통해 압축적인 민주화를 이루

어 낸 아시아에서는 민주주의 개념이 잘못 이해되거나 왜곡되는 경향이 강하다. 결과와 

성과만을 중시하는 이른바 “실질 민주주의”의 환상을 떨쳐내고, 선거민주주의의 실상을 

분명히 파악하며, 민주적인 참여 개념을 재정립하고, 민주주의의 정신과 원칙인 관용, 타

협, 다원주의 등을 재확인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 민주주의는 선거를 위한 공정한 경기규칙에 불과하고, 반복된 선거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그 성과가 발생한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위기 상황에서 반민주적인 정치세력이 득세

를 하고, 포퓰리스트 정치인이 인기를 얻고, 파시스트 정당이 집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는 민주주의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믿음이 필요하다. 목전의 이익, 선전, 선동을 넘어가

지 않는 성숙한 시민문화를 배양해야 한다.

◯ 정치문화를 단기간에 개선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은 찾기 힘들다. 아무리 긴 시간이 걸

리더라도 교육과 언론의 역할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교육과 공정하

고 책임 있는 언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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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적 위기에 대한 해법을 찾아

저는 오늘 광주민주포럼의 연사로 초청을 받은 것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5·18

기념재단이 1999년부터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에 대한 창의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들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국제 광주민주포럼을 개최해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의미 있는 행사 중 "지구적 위기에 대한 해답 – 협력과 연대"라는 주제로 

토론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33년 전, 저는 미얀마의 억압적인 정권으로부터 탈출한 후 고향을 잃은 난민이 되었습니

다. 이웃 나라인 태국으로 가는 여정을 시작한 이후로, 저는 말라리아, 영양실조, 그리고 전

쟁 사상자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목격했습니다. 보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나쁜 탓에 산

모 사망률이 높았습니다. 두려움, 불안감, 불확실성, 그리고 집 및 가족과의 이별에서 비롯된 

심리적 트라우마와 같은 다른 보이지 않는 고통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국경지역으로 

이동하기 전부터 오늘날까지 미얀마와 국경지역의 소수 종족지역에서는 오랜 갈등과 강제 

이주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1990년과 2020년 사이에 계속된 분쟁으로 인해 35만 명의 국내 난민(IDP)이 발생했으며, 

이들은 카렌(Karen), 라카인(Rakhine), 카친(Kachin), 샨(Shan) 주의 4개 소수 종족 지역의 

IDP 캠프에 남아있었습니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미얀마 정부는 2018년 IDP 및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와의 협의 및 참여 없이 IDP 캠프 폐쇄를 위한 국가 전략을 선포했습니다. 인도주

의적 위기가 고조되고 이러한 갈등의 격화되는 상황 속에서 IDP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요구(필요)에 기반한 지원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 장기화된 강제이주 

2021년 이후 저는 미얀마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

을 안타깝게 목격해 왔습니다. 군국주의화의 증가와 코로나19의 대유행은 특히 시리아, 아

프가니스탄, 미얀마, 우크라이나에서의 난민 위기와 전쟁의 지속을 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신시아 마웅

미얀마 매타오병원 원장

2022 광주인권상 수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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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식량 불안, 빈곤, 인프라 또는 보호의 부족으로 인해 인도주의적 지원을 절실히 필요

로 하고 있습니다. 유엔난민 고등판무관실(UNHCR)은 2021년 현재 전 세계 8,400만 명이 강

제이주 상태에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국내 난민의 총 인원도 2019년 4,350만 명에서 2021

년 5,100만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일부 국가들이 전쟁 범죄에 연루되고, 구조적으로 군국주

의 및, 권위주의화 되어 처벌을 받지 않고 인권을 침해하면서 국제적인 협력이 취약해졌습

니다. 

2021년 2월, 미얀마에서는 쿠데타 이후 국가행정위원회(SAC)가 저지른 잔학행위와 폭력으

로 인해 도시 출신 공무원과 농촌 출신 민간인을 포함하여 56만 6천명 이상의 사람들이 국

내에서 강제 이주를 했습니다. IDP 외에도 110만 명이 넘는 미얀마 난민들이 전 세계에 흩

어져 살고 있습니다. 

쿠데타 이후 보건 근로자들은 쿠데타에 저항한 첫 번째 집단이었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

은 SAC에 의한 폭력적인 탄압에 직면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수가 잔학 행위를 피해서 떠

났으며, 소수 종족 보건 근로자들과 힘을 합쳐 동료 피난민들과 국경을 따라 있는 소수 종

족 공동체에 생명을 구하는 치료를 제공했습니다. '미얀마 인권을 위한 의사(Physicians for 

Human Rights Myanmar)'와 '인시큐리티 인사이트(Insecurity Insight)'에 따르면, 쿠데타 이

후 의료체계에 대한 폭력이나 위협 사건이 499건 보고되었으며, 260명의 보건 근로자들이 

체포되나 구금되었고, 157명이 사망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보건 시스템을 조직적으로 타

겟으로 삼았으며, 이는 반인륜적 범죄입니다. 

미얀마는 정치에 깊이 뿌리 박힌 여러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이는 민

간인들, 특히 미얀마의 소수 종족 및 기타 소수 민족들에 대한 광범위한 억압과 인권 침해

를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처벌을 받지 않고 수십 년간 견제되지 않은 남용은 

장기화된 공중보건 비상사태와 함께 이미 광범위한 강제이주, 가난, 그리고 식량 불안정을 

초래했습니다. 미얀마의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쿠데타 및 진행중인 전국적인 분쟁과 강제이

주의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코로나19 자체만이 아니라, 코로나19는 질병의 큰 

부담과 공중 보건 위기의 복잡성을 가중시켰습니다.

보편적 건강 보험이 너무 열악하게 시행되고 보건 불평등이 여전하여 미얀마 전역에 보건 

불평등과 보건 시설에 대한 열악한 접근이 만연해 있습니다. 산모 사망률은 여전히 끔찍할 

정도로 높습니다. 우리는 다시 민주 정부가 출범하고 미얀마가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인 후에 한 줌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2010년에 미얀마의 의료 지출은 GDP의 약 

1.96%였는데, 2019년에는 4.86%가 되었습니다. 다른 고소득 국가들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

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국가가 국민들에게 더 많은 책임을 지고 있고 민주주의가 국민

들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지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AC가 보건 근로자, 교사, 그리고 다른 전문가들의 강제 이주와 보안 

문제를 통해 인도주의적 위기를 가중시키면서, 이러한 전환은 헛수고가 되었습니다. 전국적

으로 군사공격으로 인하여 강제 이주와 식량 불안이 가중되면서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쿠데타 이전에는 소수 종족 보건 조직과 지역사회 기반 조직이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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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품질 관리의 표준화, 그리고 ‘소수 종족 보건 시스템 강화 그룹’ 네트워크로서 보건 근로

자 역량 구축을 위해 협력했습니다. 응급 의료 의뢰와 필수 보건 서비스를 포함한 2차 헬스

케어에 대한 접근은 미얀마 보건 스포츠부와의 관계와 신뢰를 통해 개선되었습니다. 태국 

현지 병원 및 보건소와의 국경 간 의료 의뢰, EPI 및 질병 감시 네트워크도 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인도적 지원은 미얀마의 오랜 "만성적 비상사태"에 효과적이고, 공정하

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연해야 합니다. 국제사회는 또한, 현재 미얀마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이, 이러한 위기를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끝낼 수 있는 유일한 지속 가능한 

방법은 군사정권과 그 하수인들이 처벌을 받도록 하고, 군국주의화에 저항하여 회복력 있는 

공동체를 건설하려는 미얀마의 모든 국민과 연대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복원력을 기

른다는 것은 이웃에 대한 이해와 존경심을 증진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공동체내 각자에 대

한 인권을 우리 각자가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건, 식량, 그리고 우리 자신의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안전하다는 느낌을 포함하여 안보에 대한 권리를 수반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성, 공정성, 독립성, 중립성이라는 기본 전제를 기초로 하여 원조 전

달의 대안적인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해 졌습니다. 그러한 접근 방법 중 하나는 30년 

이상 운영되어 온 기존의 채널, 지역사회 네트워크 및 지역 원조 구조를 활용하여 미얀마의 

가장 취약한 지역사회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지역 구조는 문화적으로 능숙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각 지역사회의 특정한 요구에 

대응하여 그들의 프로그램을 다른 맥락과 문화에 적응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갈등, 학

대, 강제이주의 결과를 해결하는 것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전염병을 통제하고 예방 조치를 

수립하는 것과 같이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를 지원하

기 위해서는 유연성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또한 미얀마가 직면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감안할 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포함

하여 특히 분쟁과 학대로 인해 이주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장 취약한 공동체

를 위해 인도적 지원을 신속하게 늘리기 위해 모든 잠재적 옵션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강

조해야 합니다. 미얀마의 경우, 이것은 필요한 경우 국경을 넘는 옵션을 추구하고, 가장 취

약한 인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소수 종족 보건 단체와 가장 효율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포

함하며, 또한 미얀마 이웃과 지역의 공중 보건이 통제되지 않는 코로나 19확산으로부터 보

호되도록 돕는 것을 포함합니다.

미얀마 변방의 작은 소수 종족 마을부터 방콕 한복판의 빈민가 공동체, 시민들이 자국의 

역사의 중심세력임을 자각한 한국의 인권운동 도시 광주, 그리고 유엔 지도자들의 원탁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권리가 있는 인권 목록중에서도 특히 존엄한 삶, 안전하

고 건강한 어린 시절, 청소년과 여성들이 지역사회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보장을 공

동체 전체의 책임으로서 말해야 합니다.

모든 원탁회의, 정책 논문, 정부 계획, 인도적 프로젝트, 공공협의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한 인권 실현이 포함되도록 해야 합니다. 보다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를 위해 일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느 한 사람의 권리도 타협할 수 없습니다. 특히 종교, 종족, 법적 지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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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많은 다른 이유들로 인해 체계적으로 소외된 지역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인도주의적 대응과 지역사회 재건을 위한 수십 년간의 우리의 노력은 우리의 사명과 헌신

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같은 대의명분

을 위해 노력하는 개인과 단체들의 집단적인 노력이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여정은 다양한 

배경의 조직과 기관으로 구성된 강력한 인간 중심적이고 포괄적인 기관과 인도적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이 인권을 증진하고 공동체를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미얀마의 인도주의적 재난은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

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대처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재난들을 야기하는 남용의 

커미션에서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도구들을 무

기화 하는 것에 대해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과 관련된 것입니다.

'코로나19와 미얀마 쿠데타'라는 이중 위기의 도전적인 시기에, 진정한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을 향한 미얀마 국민의 투쟁에 대한 세계의 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미얀마 국민과의 연대의 힘 그리고 이러한 통일된 힘을 통해 인도주의적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광주 5·18 항쟁이 억압과 권위주의에 시달리는 많은 아시아 국가들에게 민주화 운동

의 상징이 된 것처럼 다른 나라들에게 큰 역할 모델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면책과 부정은 있는 그대로 인식되어야 하며, 우리 모두는 이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이

와 싸우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합니다. 단지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류 및 모두를 위한 진정한 평화와 안보의 길을 위해서 입니

다. 마지막으로, 저는 군국주의와 권위주의를 종식시키고 전세계 모든 사람들이 타고난 권리

를 누리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국제 지도자들이 5·18

을 "군국주의와 권위주의 방지를 위한 세계인의 날"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캠페인의 

일부가 되는 것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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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활동 : 원칙, 전략, 과제1)

1. 머리말

위원회의 활동이 한참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발표하고 평가하

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발표자는 이 자리를 “진실위원회”로서 위원회가 출

범 이후부터 유지해온 조사활동의 철학과 원칙, 그리고 당면한 몇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상

호 토론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2. 만행 범죄로서 5·18

 

우리가 통상 5·18민주화운동이라고 부르는 “광주항쟁”은 그 비극적 측면에서 한국전쟁 이

후 최악의 국가폭력 사태임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군인이 자국민을 향해서 폭력을 행사해

서 현장에서 167명이 사망하였고, 80명 이상의 민간인이 실종되었으며, 계엄군의 발포와 폭

력이 직간접의 원인이 되어 나중에 사망한 희생자는 최소한 70명이 넘는다. 부상자가 무려 

2,000명이 넘으며, 4,000명이 넘는 민간인들이 불법적으로 연행, 감금되어 고문을 받았고, 

4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재판에 회부되었다. 나아가 이 전대미문의 국가폭력이 남겨놓은 

비극적인 유산은 사건 발생 4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대와 지역을 넘어서 전

승되고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이 모든 광범위하고 심각한 인권유린 행위가 단 10일 사이에 

이루어진 것을 감안하면 국가 또는 국가를 참칭한 불법적인 내란집단이 자행한 폭력 행위의 

강도는 동시대적으로 국내외에서 자행된 여러 비극적 대규모 학살 사건에 뒤지지 않는다.

위원회는 이 광범위하고 심각하게 전개된 국가폭력 행위의 역사적/사회적 성격을 어떤 개

념으로 규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위원회가 피해자

의 진실추구권을 받아들여 출범했으나, 여야의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

가 있다.) 그러나 최소한 필자의 개인적 판단으로는 폭력수단을 독점하고 있는 국가(또는 유

사 국가집단)가 고도의 훈련을 받은 정예부대를 동원해서 “민간인 주민”을 향해서 조직적으

1) 이 글의 논지와 주장은 필자 개인의 것이며, 필자가 소속된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
다. 이 글의 인용을 금합니다. 

최 용 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1과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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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현대적 살상수단을 동원해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교전” 행위

를 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 폭력의 피해가 심대하다는 점에서 유엔 등에서 정하는 있는 

“만행 범죄”(atrocity crimes)에 해당되며,2) “민간인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

의 일부”로서 “인도에 반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의 구성요소를 갖춘 범죄 행위에 

속한다. 결국 위원회 활동의 목적은 이러한 만행 범죄와 인도에 반한 죄가 누구에 의해서, 

무슨 목적으로, 어떻게 자행되었는가를 밝혀서 국민 앞에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이다.

여기서 위원회 활동의 목적과 관련하여 두 가지 잘못된 시각을 교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 위원회가 밝히고자 하는 진실은 이미 ‘95-’97년의 이른바 신군부 내란집단 재판 과

정에서 대부분 소명되었다고 보는 시각이다. 그러나 당시의 검찰 수사, 소송기록, 판결문 등

을 꼼꼼히 따져보면, 당시의 재판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계엄군들이 광주에서 자행

한 만행 행위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런 법적 판단도 하지 않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당시 검찰과 재판부는 이른바 신군부 집단이 군사반란을 획책하고 불법적으로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내란 행위를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는 가벌성의 잣대를 들이대고 법적인 판

단을 했으나, 광주에서 계엄군이 자행한 살인, 폭행, 불법적 연행과 감금, 고문, 암매장, 강제

실종 등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서는 그 가벌성을 거의 따지지 않은 것이다. 167명의 민간인

이 현장에서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5월 27일 도청진압작전에서 희생된 18명에 대해서만 

“내란목적 살인”으로 유죄를 판단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희생자들은 내란에 수반된 익명의 

폭동 행위의 결과로 흡수해버렸다. 계엄군들이 민간인을 생포해서 보복살인이나 즉결처분에 

준하는 살상 행위를 자행했고, 무기를 소지하지 않은 어린이, 여성, 노인들에 대해서도 무분

별한 발포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와 책임자를 기소해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다. 즉, 어느 법학자의 평가대로 당시의 재판은 내란집단의 “국가에 

대한 범죄” 행위를 대상으로 했으며, “사람에 대한 범죄” 행위는 사상해버린 것이다.3) 위원

회는 바로 이 사람에 대한 범죄 행위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서 5·18 당시 만행의 실체적 진

실의 공백을 메꿔야 할 책무를 안고 있다. 

둘째, 위원회 활동의 목적을 당시에 자행된 발포 책임을 특정인에게 묻는 결정적인 증거

를 찾는데 두는 시각이다. 요컨대 내란수괴로서 전두환이 발포의 실질적인 명령권자였음을 

밝히면 된다는 주장이다. 위원회 활동에 대한 국민적 기대의 상당 부분도 여기에 있음은 물

론이다. 계엄군의 발포와 관련된 진실 규명은 위원회 조사 활동의 핵심 과제이며, 위원회 활

동의 성공 여부도 이 과제의 달성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위원회

는 계엄군의 발포와 관련된 책임은 특정인에게 전적으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

하고 있다. 위원회는 그간의 조사 활동을 토대로 계엄군의 발포뿐만 아니라 광주에서 벌어

진 모든 만행 범죄와 반인도적 행위는 일종의 “집단범죄” (collective crimes)에 해당된다는 

혐의를 잡고 있다.4) 공동의 이익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행위자들이 공동으로 범죄 행위를 

기획하고 공동으로 실행한 “공동범죄집단”( joint criminal enterprise)의 존재를 밝히는데 조

2) 유엔은 제노사이드,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를 묶어서 만행 범죄(atrocity crimes)라고 통칭하고 있
다. United Nation, Framework of Analysis for Atrocity Crimes : A Tool for Prevention, 2014. Scott 
Straus, Fundamentals of Genocide and Mass Atrocity Prevention, United State Holocaust 
Memorial Museum, 2016. David Scheffer, “Genocide and Atrocity Crimes,” Genocide Studies and 
Preventions: An International Journal, vol.1 (3), 2006. 

3) 한인섭, 『5·18재판과 사회정의』, 경인문화사, 2006. 
4) Mark Osiel, Making Sense of Mass Atrocity, CUP,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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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활동의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계엄군의 발포와 관련된 진실

규명 과제의 목적은 특정인에게 책임을 귀속하는 게 아니라 그 특정인이 속한 집단의 속성

과 책임의 집단성(collective responsibility)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요컨대 위원회는 계엄군들이 광주에서 자행한 만행 행위를 가해 행위자의 집단성과 반인

도적 성격에 초점을 맞추어서 재구성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러한 행위들의 가벌성이 95-97

년 재판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도의 사법적 조치가 가능한지의 

여부도 따질 계획이다. 위원회가 비록 사법기관은 아니지만, 이행기 정의의 완성에서 진실과 

정의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3. 접근원칙 

위원회는 국가폭력 피해자의 권리에 부응하기 위해서, 나아가 피해자의 요구에 의해서 설

립된 기관이다. 이른바 바시오우니 원칙(Bassiouni Principles)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유엔의 

2005년 결의안에 의하면 국제인도법과 인권법 위반 피해자들은 세 가지 보편적 권리를 갖

는다.5) 

첫째는 피해에 대해 배상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고(the right to reparation), 

둘째는 가해자에 대해서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the right to justice)이며, 

마지막으로는 사랑하는 내 가족이 왜 희생되어야 했는가를 알 권리, 즉 진실추구권(the 

right to truth)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의 실천은 분쟁과 독재의 시대를 마감하고 

평화와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하는 국가의 정부와 시민사회가 그 평화 체제의 정착과 민주주

의의 공고화를 위해서 실현해야 하는 “이행기 정의” (transitional justice)의 주요 과제이기도 

하다.6) 

  

그간 5·18 희생자 유가족 및 피해자에 대해서 수차에 걸쳐서 보상이 이루어지고, 95-97년

의 재판을 통해서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여전히 미흡

하다는 사회적 평가가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여기서 5·18 사건의 실체적, 역사적 진

실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국가적 “인정”이 있기도 전에 섣부른 보상과 사법적 기준에 의한 

처벌이 먼저 있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은 많은 설득력을 갖는다. 피해와 희생의 수준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없이 정치적, 온정적으로 이루어진 보상 정책은 치유와 회복적 

정의의 실현이라는 원래의 목적 달성 보다는 보상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였으며, 

실정법에 기초한 사법적 처벌은 법적 가벌성의 기준 밖에 있는 도덕적, 양심적, 사회적 “불

의”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제공해버리는 잘못을 범하고 말았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당시

의 내란집단과 가해자들이 “사람에 대해 범한 죄”는 살펴보지 못한 오류를 초래한 것이다. 

위원회의 진실규명 작업은 이렇게 전도된 절차를 바로 잡고 이행기 정의를 실현하려는 노력

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다.

5) UN,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the Rights to a Remedy and Reparation for Victims of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Law, 2005,

6) 유엔의 2004년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면 이행기 정의는 “한 사회가 과거에 자행된 광범위
한 학대의 유산에 대한 책임을 따지고 정의를 실천하고 화해를 도모하려는 모든 노력을 지칭한다. 
여기에는 사법적/비사법적 조치 그리고 다양한 수준의 국제적 개입과 개인에 대한 기소, 배상, 진실
규명, 인적 청산 또는 이러한 조치들의 혼합이 포함된다.” (UN Security Counci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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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국제적으로 합의되고 권고된 이행기 정의의 실천과 진

실위원회 활동의 보편적인 운영 지침을 따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첫째는 피해자 중심 접근 (victim-centered approach)이다. 위원회는 희생자의 유가족과 

피해자의 진상규명 요구를 정부가 수용한 결과로 설립되었다. 따라서 위원회 활동은 최우선

적으로 피해자의 기본권인 “진실추구권”이 충족되는 수준에서 전개되어야 한다. 피해자의 인

권 침해 사실은 일차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확인되어야 하며, 이러한 진술을 토대

로 가해자에게 그 사실을 “시인”(acknowledge) 받아야 한다. 가해자도 피해자의 진술을 반

박할 수 있는 법적, 사회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반박은 공개적이고 이성적이야 함은 

물론이다. 위원회가 그간의 조사활동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피해자의 광범한 진술을 받

고 확인하는 작업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간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수많은 피해자 진술이 있었지만, 국가기구로서 위원회는 그러한 진술을 공식적으로 재확인

하고 보고서에 반영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작업은 개별 피해자의 기억을 국가의 기

억으로 저장하는 기록 작업의 의의를 갖는다.

둘째는 귀납적 접근(inductive approach)이다. 위원회 진실규명 조사의 목적은 이미 주어

진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주장의 진위를 현장의 자료에 의해서 경험적으로 검

증하는 데 있다. 위원회는 이제까지 5·18의 총체적 진실과 관련하여 참인 것으로 당연시되

었던 그간의 주장을 재검증하는 수준에서, 모든 도덕적, 정치적, 심리적 예단을 배제하고 존 

롤스가 말하는 이른바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에서 출발하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위원회가 만행의 현장에서 활동했던 사병들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하는 “상향

식”(bottom-up) 접근을 천명한 이유이기도 하다. 위원회는 5·18 당시에 작전에 참가하였던 

2만 명의 계엄군 중에서 최소한 2,000명의 진술을 확보해서 사건을 재현하고 보고서에 반영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셋째는 증거기반 접근(evidence-based approach)이다. 모든 조사 활동의 결과와 그 결과

에 대한 평가와 심의는 “합리적 의심”의 수준을 넘는 객관성, 일관성, 가치중립성, 재현가능

성이 담보된 증거를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증거는 위원회가 확보한 모든 진술, 증언, 

문서, 영상 자료를 포함하며, 그 증거의 객관성, 일관성, 가치중립성에 대한 판단은 우리 사

회가 인정하는 보편적 기준과 중립성이 인정된 집단의 검증을 준용하되 의견이 충돌할 경우

에는 위원회의 “이성적 심의”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위원회가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설

립되었으며,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구성원들이 위원회 활동 결과를 심의 의결하고 있음을 

감안해볼 때, 이러한 증거기반 접근이 이해상충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수단이 됨은 

물론이다. 

넷째는 책임성의 원칙(principle of accountability)이다. 위원회가 확보한 모든 진술과 증거

는 실명이어야 하며, 누구라도 접근 가능해야 하며, 진술의 발화자는 공공의 영역에 노출되

어야 한다. 나아가 특정의 행위에 대해 사회적 책임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신분이 공개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이러한 공개와 책임의 원칙은 위원회 활동 결과의 사회적 

신뢰와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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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제 

위원회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지점은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비극

으로서 5·18의 실체적 진실을 국민 앞에 온전하게 재현하고, 이러한 비극에 책임이 있는 가

해자들이 이러한 실체적 진실을 “시인”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사법기관이 아니고 법적 강제

력이 제약되어 있는 위원회가 가해자들로부터 가해 사실을 시인을 받는 작업은 대단히 어려

운 과정이지만, 최소한 국가와 이성적 시민사회가 가해자의 만행 행위를 공식 확인하여 공

동의 기억으로 남기는 일만큼은 위원회가 마지막까지 감당해야 할 고통스러운 과제이다.

이 과정은 결국 5·18의 희생을 통해서 제도로서 민주주의를 성취한 우리나라가 사회적 통

합과 민주주의를 공고화하기 위해 절실하게 요청되는 이행기 정의 실현의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다. 이러한 비극적 사태가 다시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며, 나아가 5·18민주화운동 당시

에 희생당한 생명의 존엄성이 훼손되어서는 더욱 안 될 것이다.

위원회는 현재 총 21개의 진상규명 과제를 설정하고 활동의 중반기를 넘어서 앞으로 나

아가고 있다. 진실규명에 필요한 상당히 많은 기록들이 폐기되고, 은폐되고 조작된 흔적이 

역력하고, 진실규명의 열쇠를 쥐고 있는 핵심인사들은 진술 거부와 부인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진실을 향한 도저한 전진은 거부하기 힘들 것이다. 위원회 활동의 참된 동력은 결국 

시민사회의 아낌없는 연대와 지지로부터 나온다. 시민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위원회의 

뼈를 깎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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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기 정의와 5·18의 과제

1. 과거청산에서 5·18의 역할 

한국은 1910‒1987년에 이르는 80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일제강점, 분단, 전쟁, 쿠데타, 

군사독재를 중첩적으로 경험한 유일무이한 국가다. ‘국체(國體)’나 ‘정체(政體)’의 변화를 수반

할만큼 거대한 정치적 격변을 겪은 사회는 필연적으로 청산과 이행의 과제에 직면한다. 우

리도 예외가 아니었다. 해방 직후 제헌국회에서부터 일제강점기 반민족행위자 청산이 시작

되었다. 발췌개헌, 사사오입, 3.15부정선거 등으로 얼룩진 이승만의 헌정파괴적 장기집권 야

욕을 ‘4·19혁명’으로 무너뜨린 후 ‘반민주행위와 부정선거 및 부정축재자’에 대한 처벌과 한

국전쟁 당시의 ‘거창양민학살사건’에 대한 청산이 시도되었다. 박정희 정권 초기에는 ‘식민지 

모순의 청산 요구’가 대두되기도 하였다. 이 시기 과거청산의 흉내라도 낼 수 있었던 것은 

정치권력의 의지가 아니라 국민적 요구가 컸기 때문이었다. 1987년 6월 민주화 운동 이전까

지의 국면을 한국 과거청산의 제1국면이라고 한다면 이 제1국면의 청산 시도는 번번이 좌

절되었고, 유보되거나 회피된 청산의 과제들이 한국 정치사회에 특수한 형태로 누적되고 잠

복되어 왔다. 국가범죄의 폐해 또한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로 이어지는 권위주의 체제 

동안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채 각기 다른 층위의 과거청산 의제들과 뭉뚱그려져 뒤섞이거나 

정치 세력 간 역학관계에 따라 정치적 도구로 호출되는 정도였다. 

향후 보다 정교한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겠지만 이 발표에서는 잠정적으로 해방이후부터 

1987년 6월 민주화운동 이전까지를 한국사회 과거청산의 제1국면으로, 1987년 민주화이행

기부터 전두환(노태우) 사망시점1)인 2021년까지를 제2국면, 2022년부터 제3국면으로 설정해

두고자 한다. 제1국면기는 1948년부터 1987년까지로 약 40년에 걸친 시기로 일제강점기, 한

국전쟁기, 군부독재기 등 다양한 과거청산의 과제를 다층적으로 포괄한다. 제1국면기 동안 

수차례의 과거청산 시도가 있었으나 대부분 집권세력에 의해서 무위로 돌아갔다. 제2국면기

는 1987년 6월 항쟁의 성과로 민주화 이행이 시작되는 시점을 기점으로 삼을 수 있다. 제1

국면과 비교할 때 두드러진 변화는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가 확대되면서 권위주의 체제가 이

전에 비해 위축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변화된 정치적 지형으로 인해 1국면과는 다른 양상

의 과거청산이 진행될 수 있었다. 이 한국사회 과거청산의 제2국면기를 이끈 중심축에 5·18

1) 1997년 대법원에서 군사반란과 내란수괴, 내란목적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전두환이 2021
년 11월 23일 사망했다. 전두환은 사망 직전까지도 41년간 피해자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사죄
하지 않고, 변명과 부인으로 일관하였다(5·18진상규명위 보도자료. 2021. 11. 23). 

이 영 재

한양대학교 학술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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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이 위치한다. 제1국면과 달리 제2국면은 아래로부터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요구가 국민적 호응 속에 민주화 이행을 추동하는 동력으로 작용했다. 민주화의 저변이 확

대되면서 5공화국의 주도 세력이 불가피하게 민주화 세력에게 일정한 양보와 타협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대선과정에서 노태우 후보가 5·18에 대해 ‘화해’를 제기한 것이 득표전략 

차원의 전략적 화해 요구라고 하더라도 5·18을 폭도들의 난동으로 규정하고, 폭압적 진압을 

공로로 서로 추어주며 훈장을 나누어 가졌던 5공화국의 행보와는 분명 다른 양상을 보여주

는 것이다. 

대선 승리 후에도 5·18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요구가 중요한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정치권력을 압박하자 노태우 정부는 광주청문회를 수용하고, 날치기로라도 1990년 「광주보

상법」을 밀어붙이지 않을 수 없었다. 1995년 12월 21일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례법」과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 제정은 한국 과거청산에 있어 중요한 제도적 

성과이자 민주헌정질서 정상화의 질적 전환을 가져오는 계기였다. 민주헌정질서 하에서 정

상적인 사법시스템을 통해 국가범죄의 가해자, 그것도 두 전직 대통령 비롯한 책임자들을 

규율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는 민주헌정질서의 정당성 규범을 사법적으로 확립한 

것이며, ‘성공한 쿠데타’ 운운하는 앞날의 불법적 집권 가능성까지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민

주주의의 안전판을 마련한 것이다. 1997년 두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5·18 무력진압 책임자

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이어졌고, 그동안 수면위로 부상하지 못했던 5·18 외의 과거청산 요

구들이 본격적인 제도화 국면에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 

국민의 정부 집권기인 2000년부터 5·18이 중심축의 역할을 하면서 추동해 온 제2국면의 

과거청산이 본격화되었다. ‘제주 4.3’, ‘의문사’, ‘민주화’, ‘친일 또는 식민잔재’와 같이 그동안 

중층적으로 누적되어 온 과거청산의 과제들이 대거 분출되었다. 청산의 형식은 ｢광주보상법

｣과 같은 방식으로 특별법 제정을 통한 정부 주도의 ‘위원회’ 설치 수순을 밟았다. 이와 같

이 5·18은 민주화 이행 이후 시작된 제2국면 과거청산을 추동한 핵심 동력이었으며, 배(보)

상모델이나 정의모델을 활용한 후발 과거청산의 역할모델이었다. 특히 5·18 배(보상)모델은 

이후 민주화운동을 비롯한 부마민주항쟁 등 명예회복 및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 

및 위원회 운용의 전거로 활용되었다. 

그동안 5·18이 관철한 배보상, 책임자처벌, 사법부 재심, 민주유공자 예우 등은 제도적 과

거청산 차원에서 중요한 성과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5·18

이 일어난 지 42년째인 2022년 현재, 5․18 이행기 정의가 한국 사회에 제대로 관철되고 있

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 협약적 민주화 이행이 초래한 구조적 한계로 인해 ‘광주문제해결 5

원칙’ 중 가장 선행되었어야 할 진상규명이 후순위로 밀렸고, 지연된 진상규명이 현재진행형

이라는 점에서 이후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활동성과를 바탕으로 5·18 이행기 

정의가 한층 더 공고하게 관철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다. 그런데 과연 진상규명이 

된다고 해서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가 사라지고, 한국사회의 5·18 인식에 얼마나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을지 회의감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현재도 5·18기념재단 홈페이지에 5·18 왜곡

에 대한 제보가 끊이지 않고 올라오고 있다. 전두환은 2017년 자신의 자서전에서 5·18 관련

하여 끝내 사과하지 않았고 사과는커녕 정당하고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강변했다. 

1950년 북한의 남침 때 수백만 명의 인명피해를 무릅쓰며 싸웠던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이었듯이 5·18사태 당시 정부와 계엄군이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려고 했던 무장혁명 세력과 맞섰던 일도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정당하고도 불가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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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였음이 오래지 않아 명백히 밝혀질 거라 믿는다. (전두환 2017, 535)

5·18이 왜 폄훼나 왜곡에 시달려야 하고, 그때마다 새로운 법률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

해야 하는가? 과연 진상규명위원회의 진상규명 결과가 발표되면 이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 

있을까? 결국 지난 2021년 1월 5일 「5·18특별법」을 개정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를 처벌

하는 조항을 신설하기에 이르렀다. 개정이유는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라 5·18 이행기 정의

가 제대로 관철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었다.2) 바로 이 작금의 상황이 전두환 사후 우리가 

5·18의 미래적 과제를 모색하는데 있어 이행기 정의의 차원에 주목해야 할 이유를 보여준

다. 

대표적 5·18연구자인 정근식도 이행기 정의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다. 그

는 5·18 40주년에 즈음해 “5월 운동을 과거청산의 맥락에서 바라볼 때와 이행기 정의의 맥

락에서 바라볼 때의 차이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충분한 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을 지적했다. (정근식 2020, 38) 5·18 이행기 정의를 사회적으로 관철시키는 것은 과거청산

의 제도적 차원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5·18의 이행기 정의는 사실과 제도의 확정만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과 인정, 공감대 확장을 통해서야 비로소 관철되는 

것이다. 5·18의 사회적 가치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재구성되며, 사회적 자산으로 

생활세계를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이행기 정의에 주목해야 할 이유이다. 

이하에서 발표자는 과거청산과 이행기 정의가 개념적으로 어떻게 구분 가능한지 살펴보고, 

지난 40여년 5·18 과거청산의 성과를 일별하고, 이행기 정의 차원에서 제시해 볼 수 있는 

5·18의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과거청산과 이행기 정의의 구분 

2000년 무렵부터 이행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3)에 대한 국내 학계의 관심이 높아졌다. 

과거청산에 대한 이론적 접근이 본격화되었고, 남미, 아프리카의 사례들이 소개되었다. (정근

식 2002; 김훈 2001; 안종철 2002) 특히 한국의 대표적 과거청산 사례로 5·18 논의가 중점

적으로 다루어졌다. 보상 및 기념사업 위주로 해결하려는 문민정부의 방침에 대한 비판적 

차원에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중심으로 한 5·18문제해결 5대 원칙(진상규명, 책임자처

벌, 명예회복, 배상, 정신계승)이 정립되면서 과거청산 및 이행기 정의의 원칙과 방향이 자리

를 잡았다. 이후 과거청산의 원칙과 방안에 대한 논의, 각 과거사위원회별 활동과 성과 및 

한계에 대한 실체적 논의, 해외 주요 사례들과 비교 연구 등 다양한 연구성과가 제시되었다. 

2) 개정이유는 다음과 같다.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대표적인 민주화운
동이자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슬픈 역사임. 그러나 40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5·18민주화운동을 
비방하고, 폄훼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날조함으로써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
하는 세력들이 있음.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왜곡은 희생자와 유족 등에게 단순히 모욕감을 주
거나 그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역사인식 전파와 국론 분열이라는 더 큰 사회적 파장
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형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일반 
법률보다 더욱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참조(2021. 2. 13. 
검 색 )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8079&lsId=&efYd=20210105&chrClsCd=010202&url
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3) ‘transitional justice’의 번역어로 ‘이행기 정의’를 쓰는 경우가 조금 더 많은 추세이지만 ‘전환기 정
의’, ‘과도기 정의’ 등으로 번역하기도 한다. 한국학술지인용색인의 검색으로 확인한 바로는 2002년
부터 2022년까지 ‘transitional justice’를 키워드로 한 연구논문은 205편이며 점차 관련 연구성과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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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균 2000; 이광일 2004; 이영재 2006; 정호기 2006.외 다수)

과거청산과 이행기 정의는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행기 정의 개념은 

2000년 이후부터 점차 사용빈도가 높아졌는데 가령 “독재정권시절에 저질러진 잔혹행위들

을 새로운 정부 아래서 어떻게 청산해야 하는가의 문제영역을 이행기의 정의(이재승 2002, 

47)”라고 규정하거나 “과거 청산은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근대적 현상으로서, 일반적으

로 이행기 정의라고” 한다는 서술에서 보듯이 과거청산 개념과 거의 유사하게 사용되었다

(한성훈 2010, 117). 과거청산과 이행기 정의 개념의 미분화 양상 속에서도 이행기 정의 개

념이 점차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되면서 연구자 사이에서 이행기 정의의 내용과 시점에서 차

이를 드러내기도 했다. 김학재는 이행기 정의를 “민주주의 체제로의 ‘이행기’에 필요한 정의

라는 한시적이고 한정적인 개념”(김학재 2010, 83)으로 파악한다. 최정기는 이행기 정의의 

내용이 구성되는 것이라고 제안한다. “과거 청산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무엇이 정의인가를 

둘러싸고 격심한 논쟁이 벌어지기 마련이며, 그 과정에서 정의 개념이 구성된다(최정기 

2006, 4).” 이행기 정의 개념과 과거청산 기제의 미분화가 국내 이행기 정의 논의에서 나타

나는 독특한 양상은 아니다. 아테네 민주주의의 복원(BC 411년과 403년), 프랑스 군주제의 

복원(1814년과 1815년)까지 시야를 확장해 이행기 정의를 논하는 엘스터(Elster)도 이행기 

정의를 과거청산의 기제나 방식과 동일시하는 입장에 서 있다. Elster는 ‘정치적 이행

(political transition)의 실재’를 요구하는 이행기 정의 개념을 주장하는데, 과거청산의 기제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재판, 축축, 배상 등과 결부하여 이행기 정의를 설명한다. Elster는 

과거청산의 기제와 이행기 정의를 거의 동일시 하는데 그에 따르면, “이행기 정의는 하나의 

정치체제에서 다른 정치체제로의 이행 이후에 일어나는 재판과 축출(purges), 배상의 과정들

로 이루어진다(Elster 2004, 1).” 

반면 크리거(Kriger)는 과거청산과 이행기 정의를 구분한다. Kriger는 Elster가 이행기 정의

를 과거청산의 기제로 한정시키고, 많은 부분 경험적 효용을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이행기 

정의의 보편화에 실패했다고 비판한다. Kriger는 Elster가 자신의 저작(Closing the Books: 

Transitional Justice in Historical Perspective)에서 부제로 강조한 역사적 관점으로 이행기 정

의를 고찰하는데 실패했고, 이행기 정의의 역사적 관점을 배제했다고 비판한다(Kriger 2006, 

662). 과거청산 기제와 청산 방식은 해당 국가의 정치적, 역사적, 사회적 구조를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사회의 특성과 청산 대상, 청산 주제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청

산 기제의 프레임을 세분화해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정근식은 “지난 40년간 ‘광주 

5·18’이 한국 사회를 향해 던져온 정치철학적 의제는 인권으로서의 저항권과 함께 한국 현

대사의 가장 중요한 숙제였던 ‘과거청산’과 ‘이행기 정의’였다. 그러나 ‘과거청산’과 ‘이행기 

정의’의 차이가 무엇인지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채 혼용되어 왔다(정근식 2020, 13)”고 과거

청산과 이행기 정의에 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다른 한편 이행기 정의는 과도기에 한정된 일시적 차원으로 파악되기도 한다. 웨버

(Webber)는 이행기 정의를 “사회가 부정의(injustice) 상태에서 정의로, 억압적인 정부에서 

법의 지배를 존중하는 정부로,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이동하는 상황들”(Webber 2012, 

98)을 가리키는 개념이라고 정의한다. 페리(Perry)와 샌디(Sayndee)는 이행기 정의를 “‘실패

한 국가(failed state)’를 재건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끔찍한 인권 침해와 비민주적 통치로 고

통 받는 처지에서 법의 지배와 참여 민주주의로의 회복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

한다. 그들에 따르면 “이행기 정의는 취약 국가(fragile state)에서 과거, 미래 사이의 정치 과

도기에 등장하는” 개념이다(Perry & Sayndee 2015, xii). Webber나 Perry, Sayndee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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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기 정의를 이행기의 상황들을 가리키는 과도기적 개념으로 볼 경우 이행기 정의는 미래

에 구현할 정의의 차원이라기보다는 과도기에 한정된 일시적 차원으로 파악되는 무엇이게 

된다. 이렇듯 이행기 정의는 논자들마다 다소 상이한 개념에 기초해 ‘과거청산의 수단 또는 

기제’, ‘민주화 이행과 관련한 한정적인 정의’, ‘구성되는 새로운 정의’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5·18 이행기 정의의 과제를 고찰하기에 앞서 이렇듯 다양하게 정의되는 이행기 정의 

개념의 갈래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이행기 정의의 개념과 이해 

이행기 정의 개념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발표자는 먼저 이행기 정의의 기제와 내용적 차원

을 구분할 것을 제안한다. 강권 등 부정의에 의한 민주주의 파괴 및 인권유린 등을 바로잡기 

위한 기제의 작동을 과거청산 모델이라고 한다면, 이행기 정의의 기제, 즉 과거청산 모델은 큰 

틀에서 ‘진실모델’(truth commission model)과 ‘정의모델’(justice model)로 구분된다. 이에 더해 ‘배상

모델’ (reparation model)이 진실모델이나 정의모델과 더불어 다양한 차원에서 활용되어 왔다. 이 과

거청산 모델들이 각각 독립적으로만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과거청산의 실제 과정에서 진실규명

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책임자 처벌과 피해배상이 수반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책임자 처

벌 과정에서 진실이 규명되고, 이에 따라 국가배상 조치를 취하거나 진실규명이 선행되고 책임자 처

벌 또는 화해가 이루어지는 등 과거청산의 현실에서는 정치사회적 역관계에 따라 다양한 조합이 상호 

연관적으로 작동한다. 한국과 같이 협약적 민주화 이행을 거친 경우 책임자 처벌이나 진상규명의 정치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차원에서 배상 모델을 중심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과거청산 기제들은 청산의 

방식과 절차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권위주의 질서의 해체와 민주주의 이행의 공고화’, ‘역사․사회적 이행기 

정의 구현’, ‘국가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틀의 마련’(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 2005, v-vi)이라는 

이행기 정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이행기 정의를 위한 국제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Transitional Justice, ICTJ)는 다음

과 같이 이행기 정의를 정의한다.

이행기 정의는 조직적이거나 광범위한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이다. 이행기 정의는 희생자에 

대한 인정, 평화 화해 민주주의의 성취 가능성을 증진하고자 한다. 이행기 정의는 정의의 특별한 

형태가 아니라 광범위한 인권유린 시기 이후 스스로 전환하는 사회에 적합한 정의이다. 이러한 

전환은 급작스럽게 일어나기도 하고 수십 년에 걸쳐 일어나기도 한다. 이러한 접근은 주로 라틴 

아메리카와 동구 유럽에서의 정치적 변화와 이 지역에서의 정의 요구에 대응하여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에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가 일반적으로 ‘민주주의로의 전환’으로 불렸기 때문에 이러한 새

로운 다학문 분야를 ‘이행기 정의’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다. (ICTJ 홈페이지)

ICTJ가 정의하는 이행기 정의는 “제각기 다른 국가들에서 대규모 인권침해의 유산을 시정하기 위

해 구현되어온 사법적․비사법적 조치들을 포괄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과거청산 기제들이라고 

할 수 있는 ‘형사소추’ (Criminal prosecutions), ‘진실위원회’ (Truth commissions), ‘배상 프로그램’ (Reparations 

programs), ‘젠더 정의’ (Gender justice), ‘안보체제 개혁’ (Security system reform), ‘기념화 노력’ (Memorialization 

efforts)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의 이행기 정의 구현 모델(과거청산 모델)과 제도적 개혁 등을 포함한다(ICTJ 

홈페이지). 다만 이 이행기 정의의 기제들이 곧 이행기 정의의 내용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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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행기 정의는 ‘특정한 시점’의 ‘정치적 전환’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 출현된 독특한 

개념이라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ICTJ의 정의에서 보듯이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 라

틴 아메리카와 동유럽에서의 정치적 상황은 테이텔(Teitel)이 구분한 제2국면4)의 이행기 정의가 출현

하는 직접적인 배경이다. 이러한 특정한 시점에서의 정치적 상황은 권위주의 혹은 억압적 지배에서 민

주주의로 이행하는 전환적 특징을 갖는다. 이 전환적 시점에 정치적 상황은 고도로 정치화된다. 이러한 

특정시점의 특수한 정치적 상황에서 ‘민주주의’와 ‘국가건설’을 추진하는 지향적 차원에서 이행기 정

의가 등장하는 것이다. 이행기 정의는 광의로 ‘잔혹행위 이후에’ 혹은 ‘분쟁, 시민 소요, 억압의 시기에 

뒤이어’ 채택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이 이행기 정의는 정치적 변화, 이행의 차원과 결합된 정의 개념이라

고 할 수 있다. (Teitel 2014, 49)

과거 부정의를 극복하기 위한 이행기의 국가나 사회가 직면하는 과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 정치적 소요, 권위주의 통치로 인한 국가억압, 폭력적 분쟁에서 벗어나기 위한 과도기 정치 

상황에 처한 국가들은 권위주의 통치, 폭력적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의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지의 문제에 직면한다. 여기서 과거의 부정의는 주로 대규모 잔혹행위와 인권침해를 말한

다. 다소간의 개념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행기 정의는 대규모 인권위반과 국제범죄의 유산을 다

루려는 특별한 접근을 의미한다(Villalba 2011, 3). 아울러 이행기 정의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

표의 문제 또한 중요하다. 대규모 잔혹행위가 발생한 이후 해당 국가는 과거 범죄에 대한 정

의를 세우고, 평화, 민주사회, 법치 확립을 성취해야 한다. 유엔에서는 이행기 정의가 책임성을 

증진하고 인권에 대한 존중을 강화하며 법치개혁, 경제개발, 민주적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데 기

여한다고 평가하고 있다(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S/2011/634, para17). 이렇게 본다면 

이행기 정의는 미래지향적 목표로서 인권존중 사회의 형성, 법치의 확립, 경제개발, 민주주의 증

진 등을 목표로 하는 미래지향적 정의이다. 포사이드(Forsythe)는 인권보호 국가 건설, 미래 잔

혹행위 억제, 분열된 공동체의 화해, 권리보호적 정치체제 건설 등을 이행기 정의가 추구하는 

주요 목표로 제시한다(Forsythe 2012, 117). 제2차 세계대전 후 진행된 이행기 정의관이 형사

적 정의를 확립하는데 치중하였다면, 세계적 민주화 물결 속에서의 이행기 정의는 기울어진 

사회적 정의의 지반을 회복하는 새로운 정의론으로 그 개념이 확대되고 있다. 

이행기 정의 개념은 이행(transition)과 정의(justice)라는 두 개의 별도 개념으로 나눌 수 있다. 

‘이행’과 ‘정의’ 모두 사회과학에서는 논쟁의 여지가 많은 개념이지만, 어느 정도 합의된 관행에 

따르면 이행이란 체제 이행(regime transition)을 지칭한다. 체제 이행은 다양한 종류의 체제 

변화를 의미하는데, 권위주의 혹은 전체주의로부터 민주주의로의 이행, 민주주의로부터 권위주의로

의 이행(역이행), 권위주의나 민주주의로부터 국가 실패, 국가 붕괴 혹은 국가 탄생 등으로의 이행, 

혹은 국가 실패에서 권위주의 또는 민주주의로의 이행 등을 모두 포괄할 수 있다. 이행기 정의의 

맥락에서 이행은 일반적으로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 방향으로의 이행을 지칭하는데, 이런 식

의 이행에 대한 정의는 체제 이행 없이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정부에 의해 도입된 이행기 정의나 민

주주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된 이행기 정의를 배제하게 된다. (이병재 2015, 88)

런디(Lundy)와 맥거번(McGovern)은 이행기 정의의 구성방식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제안을 한

다. 이들은 이행기 정의가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참여적 접근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정부 주도의 위원회 방식으로 이행기 정의 기제를 가동한 한국 사회의 과거

청산에 새로운 도전을 제안하는 것이기도 하다. Lundy와 McGovern은 이행기 정의와 관련하여 '아래

4) 테이텔은 1945년 이후 전후 시대 뉘른베르크(Nuremberg Trials) 법정을 중심으로 한 전범재판 국면
을 이행기 정의의 제1국면, 냉전에 의해 종식된 제1국면 이후 1989년 민주화의 물결과 관련한 국면
을 제2국면으로 구분한다. 제3국면은 안정적 국면으로 폭력의 정산화된 법칙의 기초를 이루는 지속
적인 갈등의 현대적 상황을 지칭한다(Teitel,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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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의 목소리'를 듣고 주의를 기울일 수 있기 위해서는 하향식의 '일률적'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아래로부터의 참여에 기반한 이행기 정의의 구현이 필요하다는 Lundy와 

McGovern의 제안은 공식적인 정부기구를 통한 위로부터의 제도적 청산방식으로 일관한 한국 사회

에 궤도 수정 필요성을 제안해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Lundy & McGovern 2009, 265-292). 협

약적 이행 이후 일정한 정치구조적 제약 속에서 추진된 과거청산은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있어 일

정한 한계를 노정할 수밖에 없고, 이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법제정이나 개정, 또 다른 차원의 제

도화는 다양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한 이행기 정의의 공고화 프로그램과 병행될 필요가 있다.

4. 이행기 정의 차원에서 5·18이 중요한 이유 

이행기 정의의 관점에서 볼 때 5·18민주화운동을 둘러싼 일련의 과거청산 과정은 정치구조

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국가폭력․권위주의 통치와 민주헌정질서 사이의 사회구조적 동학을 반영

하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아직 5·18 이행기 정의의 구현이 성공적

이라고 단언하기 어렵다. 5·18 이행기 정의는 현재 진행형이자 공고화를 향한 미래 과제의 구성

과 구체적 실천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 

재차 확인하지만 5․18을 둘러싼 지난 일련의 과거청산 과정은 일련의 민주적 법제화 과정으

로 한국 민주주의를 공고하게 만든 중요한 성과임에 틀림없다. 5·18 과거청산 과정은 국민주권 원

리에 대한 확증 과정임과 동시에 민주법치국가 작동원리의 구체적 체현(體現) 과정이었다. 과거청산 

과정은 북한의 사주를 받은 폭도들의 난동이라는 5·18에 대한 신군부의 낙인을 정상적 정치질서와 

사법체계를 정립해가며 하나하나 지워오는 과정이었다. 종국에 5·18은 내란과 내란목적의 살인을 통

하여 집권한 ‘야만적’ 정권에 대한 정당한 국민적 저항 차원으로 제자리를 찾았고, 연이은 사법 심판

을 통해 왜곡된 사실성에 대한 국민적 정당성의 우위를 만들어냈다. 

이 일련의 과정을 시간 순으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5·18 과거청산 과정은 신군부의 

시혜적인 위로금에서 출발해 1990년 ｢광주보상법｣에 따른 보상모델로 제도화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5·18 과거청산은 개별보상을 종착역으로 삼아 안주하지 않고 계속 전진했다. 1995년 

12월 21일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게 만든 ‘배상’ 조항이 삽입된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례법」

과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의 제정과 이에 기반한 1997년 전두환, 노태우 

등 책임자 처벌을 이끌어 내었다. 이 일련의 과정은 우리 민주헌정질서에 있어 헌법과 정치권

력의 정당성 연원이 국민에게 있음을 확인한 과정이었다. 

몇 가지 핵심적 내용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정투쟁 과정에

서 쟁점이 되었던 ‘성공한 쿠테타’ 논쟁은 우리 민주헌정질서에 있어 중요한 판례로 기록될 

사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사법부는 정당한 집권 과정을 거치지 않은 성공한 쿠데타란 존

재할 수 없으며 대한민국 사법부에 의한 처벌의 대상일 뿐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판시했

다. 다음은 재판부의 판시 내용이다. “국민투표를 거쳐 헌법을 개정하고 개정된 헌법에 따라 국

가를 통치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새로운 법질서를 수립한 것이라

고 할 수는 없으며, 우리나라의 헌법질서 아래에서는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

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 따라서 그 군사반란과 내란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선고 96도3376. 

판시1의 다수의견)

다른 한편, ｢5·18특별법｣ 제정을 앞두고 벌어진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

을 하면서 제시한 ‘법익’의 해석 또한 중요하다. 헌재는 특별법이 개별사건법률이라고 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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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입법을 정당화할 수 있는 중대한 공익이 인정될 수 있다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

언하였다. 그 중대한 공익의 근거로 ‘왜곡된 한국 반세기 헌정사의 흐름을 바로잡아야 하는 시

대적 당위성과 아울러 집권 과정에서의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범한 자들을 응징하여 정의를 회복하

여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이익은 단순한 법률적 차원의 이익이

고,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적 보장에 속하지 않는 반면, 집권과정에서 헌정질서파괴범죄를 범한 자

들을 응징하여 정의를 회복하여 왜곡된 우리 헌정사의 흐름을 바로잡아야 할 뿐만 아니라, 앞으

로는 우리 헌정사에 다시는 그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확

립을 위한 헌정사적 이정표를 마련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는 매우 중대’(한인섭 2002, 201-203)하

다고 판시하였다. 

여기서 다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명예회복’, ‘배상’, ‘정신계승’이라는 ‘광주문제해결 5원칙’에 

주목해보자. 이 5원칙은 과거청산의 원칙이자 이행기 정의 구현의 원칙이기도 하다. 역설적이게도 

이 5원칙 중 제1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과거청산이 가장 뒤늦게 시작되었다. 5․18이 일어난 지 40년 

만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진상규명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위원회는 “1980년 광주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국가권력에 의한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따른 인권유린과 폭

력․학살․암매장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철저한 진실규명 활동을 통해 그동안 누적되어 온 진상규명의 과제들과 

더불어 각종 유언비어와 추정설 등에 대한 사실관계가 제대로 규명될 수 있기를 바란다. 5·18을 둘러

싼 유언비어와 왜곡, 폄훼는 5·18 이행기 정의 구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소들이다. 실제 5․18이 

북한군 특수군 600명이 개입한 반란이자 폭동이라는 허위 주장이 인터넷과 출판물뿐만 아니라 국회 

공청회에서까지 공공연히 제기되고 있다. 5·18에 대한 왜곡 날조가 헌법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심각하게 벗어난 것이다. 2021년 1월 5일 국회가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을 개정,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훼와 왜곡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이는 차선책일 수는 있지만 5·18이행기 정의의 구현을 위

한 최선의 방책은 아니다. 처벌의 두려움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가 정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고 법과 제도의 강제력을 

빌려야 하는 현 상황은 분명 5·18 이행기 정의가 공고화되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앞으로 제도적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제도적 망언 금지, 진상규명위 활동 등이 진행되겠지

만 정작 중요한 문제는 5․18 이행기 정의를 구현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보다 확장될 수 있는지 여

부에 있다. 5·18 과거청산은 피해자 개인에 대한 사법적․교정적 정의를 벗어나 보다 넓은 차원의 

정치적․사회적 인정과 신뢰, 연대 등과 결합할 수 있는 정치적 프로젝트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지난 

40여 년 간 5․18은 무엇이었고, 한국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물어야 한다. 이제 장기

적 전망 하에 구성되어야 할 한국 사회의 이행기 정의를 공고화해야 할 때이다. 

5. 5·18 이행기 정의의 과제 

정치사상적 차원에서 이행기 정의를 구성하는 내용과 목표를 정리해본다면, 이행기 정의

란 정치공동체가 공유하고 있던 정의의 파괴 및 훼손에 대한 교정과 복원을 목표로 하는 것

이다. 정치공동체가 공유하고 있던 정의란 민주헌정질서나 실정법 위에 존재하는 자연법적 

상위규범들이 될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정적 정의(corrective Justice) 개념에서 과거청산 

정의관의 정의관적 특성과 내용적 연원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시정적 정의관과 과거청산

적 정의관의 유용한 함의를 아담 스미스의 정의에 관한 논의로부터 찾아볼 수 있다. 아담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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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는 ‘처벌’, ‘강제’ 등과 정의의 맥락을 연결하고, 정의를 사회를 지탱하는 핵심요소로 개념화했

다. “만약 정의가 제거되면 위대하고 거대한 인간사회라는 구조물은 틀림없이 한 순간에 산산이 

부셔지고 말 것(Smith 2009, 2.3.3.4)”이라는 아담 스미스의 경고는 중요하다. 정의는 사회의 한낱 

장식물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건물을 지탱하는 주요 기둥이다. “불의의 만연은 사회를 철저히 파괴

시켜 버린다(Smith 2009, 2.3.3.3).” 정의가 일시적으로 유린되고, 불의가 만연하여 사회가 파괴되지 않도록 

그 불의를 교정하고, 바로 잡는 것이 과거청산의 역할이다. 스미스에 따르면 사회에서 정의의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우정, 인간애, 친절, 관대 등의 사회적 미덕이 온전히 작동할 수 있는 최소불가결의 요구가 정의의 기

초 확립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거청산을 통한 정의의 복원과 미래적 구현은 곧 ‘행복’하고 ‘유쾌한’ 

사회적 본성의 회복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일이다. (이영재 2012. 참조)

현대 정치사회 유지를 위한 정의의 필요충분조건은 과거와 달리 규범적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

라 보다 명료하게 설정될 필요가 있다. 발표자는 그 필요충분조건을 민주헌정질서에서 찾고자 한

다.5) 사회적 정의의 근간을 이루는 민주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정치권력을 임

의적으로 장악한 자들을 우리는 민주공화국을 파괴한 범죄자로 분류해야 할 것이다. 스미스의 표현

대로라면, 그 범죄자는 우리의 이웃과 공동체를 자기 필요에 의해 해친 사람이다. 이 범죄자들은 사

회적 기초의 기둥인 정의를 위태롭게 하는 파괴자들인 것이다. 

과거의 부정의가 제대로 진상규명되고, 실추된 명예가 회복되고, 가해자의 참된 사과에 기반

해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이 과거 ‘부정의(不正義)’의 유산은 현재와 내일의 절차

적, 분배적 정의를 위협하는 치명적 장애물이 되고, 이는 후대의 사회적 정의마저 훼손할 것

이다. 과거 스페인의 과거청산 방식으로 자주 거론된 ‘망각모델(oblivion model)’은 과거의 부

정의에 대해 일체 책임을 묻지 않고 덮어두고, 잊자는 것이었다. 현실의 갈등을 부추기지 말자

는 것이다. 그러나 침해된 정의를 복원하지 않고는 사회의 존립이 위태롭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망각협정은 정의의 지연이자 정의의 억압에 불과(이재승 2011, 35)”한 것이다. ‘지연된 정의는 정

의가 아니다’. (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ied)

현재적․미래적 정의를 향한 이행기 정의는 과거청산이라는 교두보를 논리필연적으로 전제한

다. ‘광주문제해결 5원칙’ 중 가장 선행되었어야 할 진상규명(제1원칙)이 뒤늦게 ｢진상규명을 위

한 특별법｣에 의거해 진행 중에 있다. 5·18 진압 당시 실질적인 지휘체계, 발포 명령체계, 광

주 현지에서의 민간인 살상, 상해, 성폭력의 실상과 암매장과 행방불명자 조사가 진행 중이

다. 진상규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이를 바탕으로 나머지 네 개 원칙의 미진함이 현재 보다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2021년 「5·18특별법」의 개정을 통해 5·18 관련 허위사실을 유

포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한 효과도 나타날 것이다. 이 과거 부정의를 바로잡는 막바지 과거청

산 작업이 중요하고 성과 있게 마무리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미래 한국사회의 이행기 정의를 구

체화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5·18 이행기 정의 구현을 위한 실천적 과제들을 제시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주헌정사적 차원에서 볼 때 5·18정신은 대한민국 헌법의 가장 중요한 정수를 담고 있

다. 향후 개정 헌법전문에 5·18을 포함함으로써 민주헌정사적 차원에서 그 가치를 공고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5·18기념재단이 준비 중인 ‘5·18학’의 정립과 관련하여 5·18이 점차 헌정사적 차원의 법

학이나 사회과학 차원의 사례로 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5·18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에 등재(2011년 5월 25일)되는 등 5·18

 5) 여기서 이 헌법질서의 실정법적 특징을 강조하려는 것은 아니다. 보다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헌법제정권력’이 정의의 준칙을 형성하고, 규범화하는 근거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 헌정적 규범은 
‘헌법에 의해 제정된 권력’이 ‘자의적’ 강권을 동원하여 헌정적 정의 규범을 파괴하고 산출하는 ‘실정
법’의 부당성에 저항할 수 있고, 바로잡을 수 있는 정의의 원천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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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민주화운동, 인권과 평화의 사회운동으로 세계적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중이다. 이와 관련

하여 보다 체계적인 정부차원의 지원과 후속조치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지금까지 5·18의 과거청산은 주로 경험세대와 기억세대를 향해 있었다. 후속세대들에

게 5·18은 42년 전의 현대사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경험과 기억을 공유하지 못한 채 역사

로 5·18을 접하는 후속세대를 향한 접촉점을 고민해야 한다. 5·18을 후속세대들에게 어떤 정

의와 가치로 전승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다수의 지

자체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있다. ｢광주광역시 민주화운

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4조(시장의 책무)에 따르면 시장이 광주광역시 교육감과 협력하

여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각 학교 및 평생교육 과정에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다. 각 

지자체의 조례가 선언적 조례 차원에 머물지 않고 제정 취지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학교 및 시민교육 차원에서 활용가능한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아울러 5·18

을 계기로 국가보훈 영역이 ‘민주유공’ 차원까지 확대된 점을 고려하여 국가보훈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

넷째, 이제 5·18이 한국의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바를 찾아야 할 때이다. 

지난 40여 년 동안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를 비롯해 5·18민주유공자유족

회 등 다수의 5·18 단체들의 출범했고, 5·18기념재단, 5·18기록관 등 5·18 관련 기관의 설립이 이어

졌다. 2022년 1월 5·18민주화운동공론자회가 처음으로 5·18 관련 공법단체로 출범하였고, 연이어 후

속 공법단체들이 출범할 예정이다. 5·18이 한국 사회를 향해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

되고 있다. 5·18이 한국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건설적 모색도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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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의 ‘진실위원회’와 이행기 정의 과정 및 교훈1)

- 파라과이 토지불법불하 사례를 중심으로 -

1. 파라과이와 남미의 ‘진실위원회’ 성립 배경

라틴아메리카의 근현대사는 독재와 그에 저항하는 세력을 둘러싼 민주화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식민지에서 독립한 이후 지난 200년 동안 라틴아메리카는 독재와 그에 대항

하는 반독재 투쟁, 즉 민주화 투쟁이 번갈아 가며 지속되었다. 이러한 라틴아메리카의 민주

화 투쟁 가운데 가장 치열했던 장소는 바로 코노수르(Conosur) 지역일 것이다. 코노수르는 

통상 남미남부지역으로 불리며, 아르헨티나와 칠레, 우루과이, 파라과이, 브라질 남서부, 볼

리비아 일부 지역을 포함한다. 

1970~1980년대, 이 지역은 반민주적인 탄압이 대규모로 자행되었던 콘도르 작전

(Operación Cóndor)이 벌어진 곳이다. 콘도르 작전은 당시 군부독재체제하에 있던 남미의 

정부들이 상호 공조하여 소위 좌경세력이라 일컫던 공산주의 및 사회주의자들을 국가 전복 

세력으로 규정하여 이들을 척결하겠다는 명목으로 살인과 납치, 고문, 감금 등을 꾀한 사건

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공산주의 및 사회주의 사상과 관련 없는 무고한 사람들도 피해를 

입었는데, 이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람들과 실종자들의 숫자만 해도 수만 명에 이른다.

콘도르 작전으로 명명된 반인륜적 행위는 국가 안보라는 미명하에 아르헨티나에서 먼저 

시작되었는데, 이를 ‘더러운 전쟁(Guerra Sucia)’이라고도 부른다. 이 작전은 아르헨티나의 

‘오월 광장 어머니회 (Asociación Madres de Plaza de Mayo)’와 1984년에 발간된 아르헨티

나 과거사 위원회의 보고서인 '눈까마스(Nunca Más)'로 전 세계에 널리 알려졌다. 한국에서

도 6.25 전쟁과 군부독재정권 당시에 자행됐던 비민주적 행위에 대한 과거사 문제가 대두되

면서, 국내 학계에서는 과거사 청산의 ‘선배’격인 라틴아메리카 사례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냉전 시기의 반공주의와 군부독재는 라틴아메리카 각 국가의 이행기 정의와 과거사 문제

1) 이 발제문은 네 편의 논문(구경모·노용석, 2012 ‘페르난도 루고 탄핵과 파라과이 이행기 정의의 특
수성’, 민주주의와 인권 12권 3호, pp. 201~234., 구경모 2016, ‘파라과이 군부독재정권의 성립과 반
공주의의 역할’, 비교문화연구, 45권, pp.145-166., 구경모, 2018, ‘파라과이 군부독재정권의 토지정책
과 농민운동의 역사적 요인’, 라틴아메리카연구 31권, 3호, pp. 129-148., 구경모 2020, ’파라과이 경
제적 불평등과 군부독재정권 토지정책과의 관계‘, 인문사회21 11권 4호, pp. 1957-1968.)과 한 편의 
기고문(구경모 2020, ’라틴아메리카 냉전의 유산과 불평등‘, 대학지성 In&Out(2020.08.09.)을 재구성
하여 작성한 글이기에 저자의 별도의 허락 없이 인용하는 것을 삼가 합니다. 

구 경 모

부산외국어대학교 글로벌지역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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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보듯이 과거의 역사적 산물만은 아니다. 라틴아메리카의 각 국가는 구소련 붕괴이후 

냉전이라는 정치적 역학 구도가 사라진 오늘날에도 여전히 냉전의 패러다임 속에 머물러 있

다. 파라과이를 비롯하여 남미의 각 국가들은 지금도 군부독재정권 시기에 자행된 아픔들을 

치유하기 위해 ‘진실위원회’ (이하 ‘’생략)를 중심으로 이행기 정의를 실천하고 있다. 

본 발제문에서는 파라과이와 함께 콘도르 작전이 수행된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칠레의 

진실화해위원회와 이행기 정의 사례를 비교해보고 파라과이의 이행기 정의 과정과 그 특성

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파라과이의 군부독재정권의 성립배경과 특징, 이행기 정

의 과정을 통해 드러난 군부독재시기의 토지불법불하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2. 파라과이와 남미국가의 이행기 정의 과정

라틴아메리카는 20세기 이후부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군사쿠데타와 독재정권이 출현

한 곳이자 가장 많은 진실위원회가 가동된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라틴아메리카에서 발생한 ‘미국’과 ‘냉전’(cold war), ‘군부독재’라는 주요 키워드를 생략

한 채 설명할 수 없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집적된 콘도르 작전은 라틴아메리카 과두집단의 

이해와 결합되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빈부격차를 심화시켰으며 사회를 암흑의 시대로 몰

아갔다. 또한 정치적 종속성과 독재정권의 출현은 필연적으로 국가폭력과 인권침해를 수반

하는데,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주로 민간인 및 좌익인사들에 대한 강제실종과 암살, 대량학살, 

인권침해들이 주를 이루었다.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이행기 정의 과정에 공통성은 있으나, 그

렇다고 모든 국가의 양상이 천편일률적인 것은 아니다. 파라과이 이행기 정의와의 비교를 

위해 콘도르 작전이 수행된 남미 3개국인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칠레의 이행기 정의를 확

인해 보면 다음과 같다. 

국가명 이행기 정의 대상 진실위원회 구성 및 시기 이행기 정의 내용 조사결과

파라과이

군부독재 및 

군부정권

(1954~2003)2)

진실과 정의위원회(2004~2008)

진실과 정의 보상부(2009~현재)

인권침해 및 폭력

토지불법불하

유해발굴

피해자배보상

최종보고서

(Anive hagua 

oiko, 2008)

아르헨티나
군부독재

(1976-1983)

실종자 진상조사 

국가위원회(1983~1984) 

인권 침해 및 폭력

유해 발굴

피해자배보상

최종보고서

(Nunca Mas, 

1984)

우루과이
군부독재

(1973-1985)

평화위원회(2000~2002)

진실과 정의를 위한 

작업팀(2015-2019)

인권 침해 및 폭력

유해 발굴

피해자배보상

최종보고서

(2003, 2019)

칠레
군부독재

(1973-1990)

진실화해국가위원회(1990~1991)

고문과 정치수감자를 위한 

국가위원회(2003~2004, 2010~2011)

인권 침해 및 폭력

유해 발굴

피해자배보상

최종보고서

(1992)

 

 파라과이 이행기 정의 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토지불법불하에 관한 문제이다. 아르헨티

2) 파라과이 진실과 정의 위원회는 1954년부터 2003년까지 조사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조사 내용은 
스트로에스네르 집권 시기인 1954년부터 1989년 사이에 집중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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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우루과이, 칠레는 공통적으로 군부독재시기의 인권 침해 및 폭력, 유해발굴, 배보상 문

제 등을 이행기 정의 위한 주요 의제 및 과제로 삼고 있다. 군부독재시기에 파라과이 토지

불법불하 문제는 진실과 정의위원회(Comisión Verdad y Justicia: 이하 CVJ)에서 2008년에 

발간한 보고서에 기록되어있다. 파라과이 진실과 정의위원회는 2008년에 발간한 최종 보고

서((Anive hagua oiko)를 통해 1954년부터 2003년까지 콜로라도당이 정권을 잡은 약 50년

의 기간 동안 일어난 인권침해와 폭력. 토지불법불하에 관한 조사 내용을 총 8권의 보고서

로 발간하였다. 그중에서 토지를 불법적으로 불하한 사례는 보고서의 4권에 해당하는 토지

불법불하(Tierra Mal Habidas TomoⅣ)에 기술되어있다. 

그렇다면 왜 군부독재시기에 파라과이에서 토지불법불하가 성행했는가? 이는 파라과이 군

부독재정권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 파라과이는 남미 3개국에 비해 가장 오랫동안 안정적인 

군부독재체제를 유지하였는데, 이는 파라과이가 미국의 대 라틴아메리카 반공정책, 특히 남

미의 반공 정책에서 근간을 이루는 지역이기 때문이었다.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파라과

이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우루과이 등 남미 국가들 사이에 있어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국가였다. 이를 반영하듯 파라과이에서는 다른 남미국가들 보다 이른 시기에 미국의 

지원을 받은 군부독재정권이 들어섰다. 또한 파라과이의 군부독재자인 스트로에스네르

(Stroessner)는 칠레의 피노체트(Pinochet)와 아르헨티나의 비델라(Videla)보다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1954년부터 1989년까지 35년간 파라과이를 통치하였다. 이렇듯 파라과이는 대내

외적인 환경에 의해 장기간 안정적으로 군부독재정권을 유지했기 때문에 스트로에스네르 측

근과 군부가 토지를 불법적으로 불하 받기에 좋은 조건이었다.

3. 파라과이 군부독재정권 성립 배경과 토지불법불하

1) 파라과이 군부독재정권의 성립 배경

미국은 파라과이에 반공주의를 이식코자 스트로에스네르가 집권하기 한 해 전부터 그를 

워싱턴으로 불러 들여 정권 창출을 위한 밑그림을 그렸다. 스트로에스네르는 1954년 쿠데타

를 통해 1집권한 후 이듬해에 반공법을 통과시켰다. 미국도 스트로에스네르에게 ‘선물’을 주

었는데 그가 대통령이 된 해부터 수년간 군사 및 경제 원조를 제공하였다. 미국의 입장에서 

스트로에스네르 정부의 성공은 남미에 반공주의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무엇보다 중

요했다. 이 같은 든든한 배경을 둔 덕분에 스트로에스네르는 35년간 군부독재체제를 공고하

게 유지할 수 있었다. 

스트로에스네르는 집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반공법을 실행하기 위해 대공수사국(La 

Dirección Nacional de Asuntos Técnicos)을 설치하였다. 대공수사국은 공안수사를 위해 반

정부인사 및 좌경세력을 체포하여 감금하고 고문하는 역할을 하였다. 세간에는 ‘라 테크니카

(La Técnica)’라는 줄임말로 널리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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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박물관(과거 대공수사국) 기억박물관내 대공수사국 고문실 재현

당시 파라과이에는 공안 사범을 색출하고 고문할 기술자가 없어서 캄포스 알룸(Campos 

Alum) 박사를 미국으로 유학 보냈다. 그는 워싱턴에서 반체제인사에 관한 정보수집과 고문 

기술 과정을 이수한 후 파라과이 최고의 고문 기술자로 이름을 날렸다. 파라과이 정부는 그

와 더불어 미국 정부에 다른 전문가를 요청하였다. 이에 미국 정부는 파라과이 대공수사국

의 설립을 지원할 인물로 로버트 티에리(Robert Thierry) 중령을 임명하였다. 그는 정보기관 

감독관과 군 정보기관 조사관을 역임했으며, 6.25전쟁에도 참여한 군사전략 분야 전문가였

다. 

스트로에스네르의 장기 독재는 1959년 ‘5월 14일 운동(Movimiento de 14 de Mayo)’을 

막아냄으로써 완성되었다. 이 사건은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에서 조직된 파라과이 반정부인

사3)들로 구성된 혁명군으로서 파라과이 내부의 지원 세력들과 연합하여 스트로에스네스 정

부를 무너뜨리고자 계획한 사건을 말한다. 미국의 지원으로 스트로에스네르 정부는 사전에 

혁명군의 동향을 파악하여 그들이 국경을 넘자마자 일망타진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스트

로에스네르를 비롯한 군부와 콜로라도당은 독재를 할 수 있는 정치적 입지를 완벽하게 구축

하였다. 

정치적 입지가 탄탄해진 스트로에스네르는 독재 정부를 유지하기 위해 대공수사국을 통해 

반정부 인사에 대한 인권 탄압을 일삼았다. 더불어 자신을 따르는 군부와 측근들을 위해 불

법적으로 토지를 분배하였다. 

2) 군부독재정권과 토지불법불하 규모

스트로에스네르는 지정치적 안정을 꾀하기 위해 자신의 측근인 군부와 지지하는 세력에게 

당근책으로 토지를 제공하였다. 그것이 바로 농지법을 이용한 토지불법불하이다. 토지불법불

하는 1940년에 제정된 농지법에 근거한 것으로써 1963년에 개정한 농지법을 토대로 본격적

으로 실시되었다. 1940년에 만든 농지법은 토지불법불하가 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었으나 

스트로에스네르 정부에 의해 악용되었다. 

1940년에 만든 농지법은 1935년 차코전쟁이 끝난 후 개혁 세력들4)이 추진하고자 했던 

토지개혁의 산물이었다. 1940년 자유당의 에스티가리비아 대통령은 그 이전 정부의 토지개

3) 이 당시 혁명군은 콜로라도당이 정권을 잡은 후 아르헨티나 등지로 망명을 떠난 반정부세력(자유
당, 사회주의 계열 정당들)이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의 사회주의 인사들과 연대하여 조직한 것이다.

4) 개혁 세력은 자유당과 사회주의 계열 정당을 말한다. 대표적인 사회주의 정당은 차코전쟁에서 승리
를 거둔 라파엘 프랑코 장군이 세운 2월 혁명당이 있다. 토지개혁의 첫 시작은 라파엘 프랑코 장군
이 대통령에 취임한 후 만든 농지개혁위원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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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정책을 본격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법령으로 농지법을 제정5)하였다. 그러나 에스티가리비

아 대통령이 불의의 항공사고를 당해 사망하면서 토지개혁은 유야무야 되었다.

토지불법불하의 시작은 콜로라도당이 1947년 개혁세력과의 내전에서 승리하여 정권을 장

악한 후 기존의 농지법을 바탕으로 토지를 분배 전담 기구인 농지개혁협회(IRA)를 1951년에 

설립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스트로에스네르 정부가 집권하면서 측근들에게 토지 불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기존의 농지법을 개정하였다. 그것이 바로 1963년에 개정된 농지법

이다. 군부는 토지개혁을 빌미로 1963년에 개정한 농지법을 통해 그것을 전담할 기구인 농

촌후생협회(Instituto de Bienestar Rural)를 설립하였다. 

농지법의 주요 개정안은 국방부와의 협의를 통해 군인들에게 토지를 분배할 수 있도록 하

는 것과 상황에 따라 그 이전의 농지법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이 법은 군부와 친정부 인사

들이 마음껏 토지를 불하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렇

게 개정된 농지법을 토대로 스트로에스네르 정부는 다음과 같이 토지를 대규모로 불법불하

였다.

<표 1> 토지불법불하 규모

 시기(년)
토지불법불하 

규모(ha)

총국토

대비 비율

총농지

대비 비율
비고

1954-1988 6,744,005 16.6% 28.1% 스트로에스네르 집권 시기

1954-2003 7,851,295 19.3% 32.7% 민주정부 출범 이전

군부독재시기인 스트로에스네르 집권 기간만 보면, 토지불법불하 규모는 6,744,005 헥타

르로, 이는 전 국토의 16.6%에 이른다. 그리고 전체 농지의 28,1%에 해당된다. 대부분의 토

지불법불하는 스트로에스네르 군부독재시기에 일어났다. 민주 정부 출범 이전까지 시기를 

넓혀보면, 1954년부터 2003년까지 불법적으로 분배한 토지는 전 국토의 5분의 1에 해당하

며 체 농지의 3분의 1에 달하는 규모이다6). 이처럼 엄청난 규모의 토지가 단시간에 특정 집

단에 의해 분배되었다는 것은 경제적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원래의 농지법은 가난한 국민들에게 토지를 분배하여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이 목

적이었다, 그러나 스트로에스네르 정부가 집권한 한 이후의 농지법은 군부와 여당 세력들의 

부를 축적하기 위한 도구로 변질되었다. 게다가 군부가 자행한 토지불법불하는 농지법 조항

들을 무시한 채 이루어졌다. 그 유형은 1)토지불하 미대상자, 2)한 필지 이상 불하받은 자, 

3)100헥타르 이상 농장을 불하받은 자(동부지역 기준), 4)1,500헥타르 이상 목장을 불하받은 

자(동부지역 기준), 5)8,000헥타르 이상 목장을 불하받은 자(서부지역 기준), 6)8,000헥타르 

이상 목장을 불하받은 자(동부지역 기준) 등 총 6개의 사례로 구분할 수 있다. 토지불법불하 

유형에 따른 규모와 내용은 다음의 표에서 자세하게 드러난다. 

5) 이 농지법의 목적은 1870년에 삼국동맹전쟁 끝난 후 유입된 외국계 대지주를 해체하고 그 토지를 
가난한 농민들에게 분배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6) 파라과이 전체 국토 면적은 40,675,200ha이며, 전체 농지 면적은 24,000,000h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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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토지불법불하 유형

다양한 토지불법불하 중 주목해야할 유형은 표에서 첫 번째에 제시된 ‘토지불하 미대상자’

이다. ‘토지불하 미대상자’는 다른 5개의 유형과 달리 토지불하 조건에 부합하는 농목축업 

종사자가 아닌 사람들이 받은 경우이다. 이는 농지법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에 저촉되는 것

이다. ‘토지불하 미대상자’가 불법으로 수취한 토지 규모는 전체 토지불법불하의 63.4%를 차

지하고 있다. ‘토지불하 미대상자’에는 군부와 당시 여당 실세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주요 

‘토지불하 미대상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스트로에스네르는 대통령으로 재임할 당시인 1962년과 1976년에 각각 30헥타르와 1,275

헥타르의 토지를 불법으로 취득하였다. 그리고 스트로에스네르 물러난 후 대통령으로 취임

한 안드레스 로드리게스 (Andrés Rodríguez) 장군은 1963년, 1975년, 1980년 세 차례에서 

걸쳐 총 7,695헥타르 토지를 불법으로 수취하였으며, 그의 부인인 넬리다 레이그(Nélida 

Reig)는 1967년과 1978년, 두 번에 걸쳐서 400헥타르의 토지를 불법적으로 취득하였다. 니

카라과의 군부독재자로 유명한 아나스타시오 소모사(Anastasio Somoza)도 파라과이로 망명

하여 1980년에 8,000헥타르를 토지를 불법적으로 불하 받았다. 

국내외의 대통령과 영부인이외에도 군부와 콜로라도당의 유력 정치인, 그리고 그들과 관

계된 일가친척들은 토지를 불법적으로 불하받은 후 막대한 부를 축적하였다. 이렇게 불법 

1

토지불하 미대상자 
내용 규모 불법내용

불하인원 1,080(명)
농목축업 종사자가 아님불하면적 4,978,198(ha)

불하면적(1인당) 4,609(ha)

2

한 필지(1lote) 이상 불하받은 자
내용 규모 불법내용

불하인원 257(명)
한 필지 이상 불하 불가불하면적 682,034(ha)

불하면적(1인당) 2,653(ha)

3

100헥타르 이상 농장을 불하받은 자(동부지역 기준)
내용 규모 불법내용

불하인원 1,730(명)
100ha 이상 불하 불가불하면적 782,145(ha)

불하면적(1인당) 452(ha)

4

1,500헥타르 이상 목장을 불하받은 자(동부지역 기준)
내용 규모 불법내용

불하인원 83(명) 파라과이 동부지역은 1,500ha 이상 

불하 불가능
불하면적 299,242(ha)

불하면적(1인당) 452(ha)

5

8,000헥타르 이상 목장을 불하 받은자(서부지역 기준)
내용 규모 불법내용

불하인원 87(명) 파라과이 서부지역은 8,000ha 이상 

불하 불가능
불하면적 992,209(ha)

불하면적(1인당) 11,404(ha)

6

8,000헥타르 이상 목장을 불하 받은자(동부지역 기준)
내용 규모 불법내용

불하인원 99(명) 파라과이 동부지역은 8,000ha 이상 

불하 불가능(1963년 이전 규정)
불하면적 109,566(ha)

불하면적(1인당) 1,106(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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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하된 토지 건수는 총 4,241건 이며, 이를 불법적으로 불하받은 인원은 3,336명에 달한다. 

이처럼 군부독재시기의 토지불법불하는 단순히 토지 분배와 규모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

니라 당시의 권력층들이 토지를 통해 가진 부를 바탕으로 지금까지도 정재계를 비롯한 주요 

분야를 장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4. 결론을 대신하며: 이행기 정의에서 경제적 불평등 문제

스트로에스네르 정부를 시작으로 군부가 집권한 반세기(1954~2003) 동안 불법적으로 불

하된 토지 규모는 전체 국토의 19.3%에 해당되며, 전체 농지로 따지면 32.7%에 육박한다. 

불법적인 토지 불하와 관련된 사람들은 총 3,336명이며, 앞서 언급했듯이 이 명단에는 스트

로에스네르를 비롯한 로드리게스 대통령과 영부인, 파라과이로 망명 온 니카라과의 독재자

인 아나스타시오 소모사 데바일레 대통령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부당하게 불하된 토지를 

친인척과 주변인의 명의로 ‘세탁’ 한 후 자신들의 자산으로 편입시켰다. 당시 토지를 불법적

으로 불하받은 정부 인사와 친인척들은 대농장 지주이면서 다수의 기업을 소유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현재 여당인 콜로라도당의 실세이거나 국회의원으로서 기득권을 굳건하게 지키

고 있다. 

파라과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농민 분쟁은 군부정권 때 불법적으로 불하된 토지

에서 원주민과 농민이 쫓겨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토지를 잃은 원주민

과 농민들은 혁명군이라는 이름으로 게릴라에 가담하거나 주변 도시, 수도, 혹은 인근 국가

인 아르헨티나로 이주하여 빈곤 지역에 정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때로는 농민이나 원주민

들이 농민운동조직과 연대하여 시위를 하거나 무력 투쟁도 불사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그들의 요구는 번번이 공권력에 의해 묵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농민과 원

주민들은 빈곤의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 

대법원 앞에서 시위하는 농민들
시위 구호(토지는 신의 선물이자, 모두의 것이

다)

 

파라과이의 토지소유 관련 지니계수는 라틴아메리카에서 최하위에 속한다. 파라과이 농지

의 약 3분의 1이 불법적으로 분배된 토지임을 감안한다면, 토지 분배 불균형으로 인한 농민

과 원주민의 빈곤이 과거 군부정권의 토지정책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파라과이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토지 분배의 불균형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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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반공주의를 배경으로 군부정권이 자행했던 불법적인 토지 불하와 깊은 관계가 있다. 

 하지만 파라과이 정부는 토지를 불법적으로 불하 받은 정치인이나 군부에 대한 처벌은 

커녕 농민이나 원주민에 대한 배보상 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토지불

법불하와 관련 있는 농장에서 농민과 원주민이 대규모 유혈사태(꾸루과뜨 학살, 과오르 농

민분쟁)에 휩쓸리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파라과이의 농민 분쟁 및 유혈사태는 과거를 제대

로 청산하지 못하면서 불거진 문제가 폭력적인 갈등으로 표출된 것이다. 토지 분배 및 경제

적 불평등 문제는 남미의 이행기 정의 과정에서 흔히 다루지 않는 주제이기에 파라과이 사

례를 면밀하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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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와 미국의 인종문제

2020년 봄 발생한 조지 플로이드(George Floyd)와 브리오나 테일러(Breonna Taylor)의 사

망은 유사한 이전의 사건들과 달리 미국 내에서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전에 발생했던 경찰에 의한 흑인의 인권침해 사례와 비교해서 볼 때 이 두 사건이 가지는 

특이점은 구조적 인종차별의 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불

과 몇 년 전에 미주리에서 발생한 마이클 브라운(Michael Brown)의 사망 사건 이후에는, 경

찰관의 휴대용 바디카메라와 해당 경찰관의 무리한 행동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을 뿐 구조적

인 인종차별에 대한 논의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미국 사회에서 행해지는 경찰의 흑인에 대한 지속적인 폭력은 영국 식민지 시대부터 미국 

역사에 만연되어 있는,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미국 

역사에서 두드러진 사례는 원주민 인디언들에 대한 제노사이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노

예제, 그리고 2차 대전 시기의 일본계 미국인들의 감금 등을 들 수 있다. 역사적으로 진행되

었던 인권탄압의 원인, 역사적 영향, 인권침해의 진실 규명 및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배상 

및 복권 등의 문제는 미국 역사에서 본격적인 논의의 주제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역사적으

로 뿌리 깊은 구조적인 차별과 누적된 불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다 이론적인 접근이 필

요하다(Joshi 2020; Ladisch and Roccatello 2021). 본 글에서는 이러한 역사적, 구조적인 인

권탄압의 문제를 다루기 위한 이론적인 자원으로서 이행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1)에 대

한 논의를 소개하고, 이행기 정의의 관점에서 미국 역사에 자행되었던 인권탄압과 현재 진

행되고 있는 해결책 및 제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문제의 제기

이행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는 일반적으로 “대규모로 자행된 탄압에 대해 한 사회의 

책임성 보장, 정의 실현, 화해 달성을 위한 조치와 연관된 모든 과정과 메커니즘”(Annan 

2004)으로 정의된다. 이 정의에 따르면 이행기 정의에는 사법 처리(Sikkink and Kim 2010), 

정화(David 2011), 진실화해위원회, 배상·보상(de Greiff 2006)은 물론 공식적, 비공식적 사과, 

1) transitional justice는 한국에서 이행기 정의, 전환기 정의 또는 과도기 정의로 번역되지만, 의미상의 
커다란 차이는 없다. 체제의 전환 또는 이행기에 과거의 체제에 의해 자행된 인권탄압의 문제를 다
루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병 재

연세대학교 디지털사회과학센터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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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일, 기념비, 박물관 건립, 역사 교과서 수정, 혹은 지명이나 도로명 변경을 비롯하여 르

완다의 가차차(gacaca) 법정과 같은 지역적 특성에 기반을 둔 조치들도 포함될 수 있다(Kritz 

1996; Teitel 2000, 2003; Shaw et al 2010; Stan and Nedelsky 2013).2) 

그렇다면, 미국의 사례는 이행기 정의의 논의에 포함될 수 있을까? 미국 역사에서 독립전

쟁 직후, 남북전쟁 직후 등이 정치적 체제이행으로 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미국의 사례는 

이행기 정의에서 매우 드물게 논의된다. 이행기 정의의 연구가 대부분 1970년대 이후 제3의 

물결의 민주화를 경험한 국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며, 미국을 권위주의나 내전으

로부터의 체제 이행을 경험한 국가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행기 정의의 개념

이 확장되고 있으며, 미국의 노예제를 비롯한 인종차별의 구조적 유산이 현재에도 작용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행기 정의의 논의를 미국의 사례에 적용하는 것은 의미있는 시도로 생각

된다. 

머피(Colleen Murphy)에 따르면 다음의 이유로 미국의 사례가 이행기 정의의 사례로 포함

될 수 있다(Murphy 2020). 첫째, 미국사회의 지속되는 구조적 불평등이다. 특정 집단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법적, 문화적 차별이 존재하며, 또한 특정 집단의 빈곤을 초래하고, 그들의 

정치참여 및 상호작용을 저해하는 규칙과 규범이 상존하는 사회를 구조적 불평등이 존재하

는 사회로 본다면, 현재의 미국사회는 인종적인 면에서 구조적 불평등이 만연한 사회로 볼 

수 있다. 

둘째, 일상화된 정치적 억압이다. 범죄 등이 아닌 일상적인 활동을 영위하는 와중에 사망

한 흑인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사실을 통해 경찰 혹은 백인들에 의한 인권탄압에 특정 

집단인 흑인이 집중적으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심각한 실존적 불안의 문제이다. 공동체가 위기에 처해 있으며 미래가 불확실할 때 

실존적으로 불안하다고 할 수 있는데, 현재 미국 사회에서 흑인들이 요구하는 구조적 개혁

과 가해자에 대한 책임 등이 언제, 어떻게 해결될지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이는 실존적 불안

의 문제이기도 하다. 

물론 어떠한 사회도 이러한 문제로부터 완벽히 자유롭지는 않지만, 현재의 미국에서 구조

적 인종차별의 문제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미국의 사례를 일반적인 

의미의 체제 이행의 사례로 보기는 어렵지만, 넓은 의미의 이행기 정의의 사례로 고려할 수 

있다. 본 글에서는 우선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이행기 정의의 목적과 종류를 살펴본 후, 미국

의 인종차별의 역사와 이에 대한 다양한 방향에서 진행되는 이행기 정의의 조치들을 진실위

원회, 사과, 보상 및 제도 개혁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이행기 정의의 목적

이행기 정의의 목적 및 효과는 가해자, 피해자, 사회전체에 미치는 영향으로 분류하여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분류는 추상적인 분류이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중첩되는 경우도 많으

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히 구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행기 정의의 목적과 효과를 논

의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행기 정의의 작동 메커니즘을 살펴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한 사회

가 왜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가에 대한 정당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첫 번째는 이행기 정의의 조치가 인권탄압의 가해자에게 적용되는 메커니즘이다. 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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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가정은 규범의 변화가 행위자의 인센티브 구조의 변화를 추동한다는 점이다. 요컨대, 이

행기 정의의 조치들을 통하여 인권에 대한 존중이 전사회적으로 확립되고 잠재적인 가해자

들이 그러한 규범을 존중하도록 사회화될 수 있으며, 이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정치체제

가 안정화된다는 것이다. 이행기 정의가 이상적으로 작동한다면, 규범이 국가의 행동반경을 

제한하며, 다양한 행위자들, 특히 잠재적 민주질서의 방해자들을 통제하며, 새로운 가치를 

전파하며, 점차적으로 국가의 모든 기관에 이러한 가치가 스며들게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Finnemore and Sikkink 1998, 887; Harzan 2006, 19).

두 번째로 피해자에게 작동하는 메커니즘이다. 과거의 인권 침해로 고통을 받은 경우 화

해를 위한 선결 요건으로서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할 필요가 있다. 희생자들은 자신들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정부 및 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치 

체제로 편입될 수 있다. 개인적인 수준에서 이 과정은 카타르시스와 용서라는 감정을 수반

하는데, 그 최종적인 목적은 물론 집단 간의 화해이다. 집단 간의 화해란 예전에 “적”으로 

여겼던 사람들과의 평화적인 공존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폭력과 복수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협약이 요청된다 두 번째 메커니즘은 재판 법정이나 진실위원회에서 공

개적으로 자신들의 고통을 털어 놓음으로써 자신들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

음에 근거한다.

물론 이러한 효과 – 가해자에 대한 억지 효과와 피해자에 대한 치유 효과 – 는 가해자나 

피해자에게만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사법 처리는 가해자에 대한 억지 

효과를 가지지만 또한 그 사법 처리 과정의 목도가 피해자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주기도 하며 

일반 시민들에게 교육적 효과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다. 변화의 필요가 사회 

전반적으로 공유되어야 함은 물론 불평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생하였는가에 대한 진실을 

찾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행기 정의는 과거의 행위 만이 아니라 현재에도 지

속되고 있는 잘못된 행위를 밝히는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이행기 정의의 종류

이행기 정의의 문제는 고대 그리스 시대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에서도 논의되고 있으

며, 근대에 들어 프랑스 혁명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되기도 했다(Moore 1975). 또한 2차 세

계대전 이후의 뉘른베르크 재판과 극동 국제 군사재판 등에서 전후 처리의 모델이 제시되기

도 하였다. 이행기 정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후, 초창기 (1980년대)의 관심은 주로 사법 

처리의 결정 요인 및 그 장점이 무엇인가에 맞추어져 있었다(O’Donnell et al 1986; 

Pion-Berlin 1994; Snyder and Vinjamuri 2003/4). 냉전 이후 점차로 많은 나라들이 새롭게 

민주화됨으로써, 사법적 처리 이외에 다른 이행기 정의의 조치들이 필요하며, 정의( justice)

와 진리(truth)가 상호보완 내지는 강화하는 역할을 하며 필수적인 것이라는 합의가 도출되

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행기 정의의 연구자들 간에 사법적 처리나 진실위원회 등의 단편적

이 아닌, 전체적 (holistic)이며 다면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수준의 합의는 이루어졌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이행기 정의의 조치들이 도입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이행기 정의의 조치는 사법 처리와 진실위원회이지만 이밖에도 

다양한 종류의 조치들이 존재한다. 새로운 정부가 당면하는 선택지는 추상적인 수준에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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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적 조치, 2) 정보적 조치, 3) 배상적 조치, 그리고 4) 사면으로 분류될 수 있다(Lavinia 

and Nedelsky 2013; Lee 2020).3) 처벌적 조치 (punitive measure)는 대개 국제 법정 혹은 

국내 법정에서 과거 체제의 구성원들에 대한 사법적 기소 및 재판이라는 형태를 취한다. 형

법적 기소는 일반적으로 군대나 경찰을 담당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취해진다. 사법적 처리는 

공직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취해진다. 사법적 처리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는 대개 사법부의 독립성과 신구세력 간의 힘의 균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다른 하나의 처벌적 조치는 정화(lustration)이다. 정화는 과거 정권에서 인권 탄압에 실제

로 관여했거나 직책상 관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에 대한 다양한 종류 – 대표적으로 

공직취임 - 의 금지이다. 원래는 동유럽에서 시작된 것인데 점차 다른 지역에서도 도입되었

다(Mayer-Rieckh and Pablo de Greiff 2008; David 2011) 공무원, 군대, 경찰 등을 비롯한 

다양한 정부기관들이 대상이며, 공산당과 같은 정당에 대한 일정기간 동안의 공식적인 활동 

금지 등도 포함된다. 

배상적 조치(reparational measure)는 다양한 모습을 띄는데 – 금전적 배상, 재산권의 회

복, 직업 제공 혹은 연금, 혹은 장기적인 생계 대책 마련 등이다. 어떤 희생자가 어떤 보상

을 받는가는 대개 과거의 폭력과 박탈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고, 희생자의 현재의 조건과 

필요 또한 주요 결정 요인이다. 이행기 국가의 경우 어떻게 배상 및 보상을 할 것인가에 대

한 결정권은 정부가 가지며 이 과정에서 가용한 자원에 따라 실행가능한 보상이나 배상이 

결정된다. 이 과정에서 토지개혁과 재산권은 독특한 문제들을 야기하다. 왜냐하면 그 과정은 

현재의 거주자 혹은 소유자의 제거 및 반사실적인(counterfactual) 계산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Waldron 1992; Gibson 2009).

제도 개혁(institutional reform)의 목적은 인권 존중과 법치의 원칙을 지키고 시민들에게 

책임성을 가지도록 모든 국가 기관을 검토하고 재구조화하는 과정이다.4) 구체적으로 이행기 

정의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조치로서 군대, 경찰 및 사법제도 등 억압과 인권탄압의 

도구로 사용된 주요 기관들에 대한 개혁을 포함한다. 현재까지 진행된 이행기 정의의 연구

를 통해 볼 때, 좁은 의미의 억압적 기구에 대한 개혁은 단기적인 효과를 가지는 데 그치며, 

장기적인 민주주의 공고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보다 포괄적인 권력구조 변화를 포함한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또한, 사법제도나 경찰 기구 대한개혁은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적 제도 

및 기관의 변화가 수반될 때에만 경제적, 사회적 권리의 침해를 비롯한 모든 종류의 과거의 

인권 침해에 맞설 수 있다. 

이 밖에 공식적, 비공식적 사과, 기념일, 기념비, 박물관 건립, 역사교과서 수정, 혹은 지명

이나 도로명 변경을 비롯하여 가차차와 같은 지역적 전통 및 특성에 기반한 조치들도 포함

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미국의 흑인인권탄압의 역사에 대해 간략히 논의하고, 과거와 현재 

진행된 주요 조치를 위에서 논의한 이행기 정의의 관점에서 논의한다.

3) 사면을 이행기 정의의 조치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앞서 정의한 바처럼 
한 사회가 과거와 현재의 인권탄압을 처리하는 방법을 모두 이행기 정의로 본다면 사면 역시이행기 
정의의 조치로 볼 수 있다.

4) https://www.ictj.org/institutional-reform (검색일: 2022년 3월 20일)

https://www.ictj.org/institutional-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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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국의 흑인 인권 탄압의 역사

미국의 노예제가 1863년 노예해방 선언을 통해 공식적으로 폐지되기는 했지만, 백인집단

이 노예제를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에 대한 배상 혹은 보상을 통한 처리라든가, 노예제가 

근간을 이루었던 남부의 경제구조의 변화 등의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한 것은 아니었다. 이

러한 변화는 사실 1960년대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진다(Alston 1999). 남부에서 흑인은 연방

정부가 남부지역을 통치했던 짧은 재건기(Reconstruction Period) 동안 자유를 누렸는데, 이 

시기에는 연방정부 차원의 강제적인 조치 덕분에 시민권을 누릴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흑인들의 투표권을 비롯한 법 앞의 평등을 강조하는 수정헌법 13조, 14조, 15조가 통과된 

것도 이 시기였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1877년 대타협으로 재건기가 종식되

었고 연방정부가 남부에서 철수한 후,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흑인들의 투표권을 실질적으

로 박탈하는 움직임이 남부 전역에서 전개되었다. 백인우월주의자들이 장악한 주의회에서 

인종분리를 강제하는 다양한 종류의 법들이 1890년대에 통과되었다. 짐크로 법(Jim Crow 

Laws)으로 알려진 이러한 법들은 대략 1960년대 중반까지 미국의 남부를 지배하던 인종차

별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1965년 투표권 법(Voting Rights Acts)이 통과됨으로써 투표에서 

인종차별이 금지되었으며, 1967년 연방법으로 인종 간의 결혼이 법적으로 허용되었다. 

인종차별의 지속은 흑인 인구의 대규모 이동을 초래했는데, 1916년에서 1970년까지 약 6

백만의 흑인이 남부에서 북부로 이주하였다.5) 1917년 대법원의 판결로 주거차별법이 법적

으로 금지되기는 했지만, 철도, 고속도로, 장벽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서 흑인 거주지를 

백인 거주지에서 분리하였다. 흑인들은 불가피하게 도시 지역 내에서 자신들 만의 거주지역

을 형성하게 되었는데, 1920년대의 할렘 르네상스(Harlem Renaissance)로 꽃피운 흑인문화

가 이러한 환경에서 발생하였고 향후 1960년대 민권운동에 많은 영감을 준 것도 사실이다. 

흑인들의 이주를 꺼린 백인공동체는 지역 경찰과 합세하여 흑인들의 주거 관련 기본권을 실

질적으로 제한했다. 

‘흑인 범죄성(black criminality)’이라는 개념 역시 이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흑인 범죄성

이란 실제 범죄 여부와 상관없이 흑인을 범죄자로 낙인을 찍는 과정을 지칭하는데, 기본권

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흑인은 더 쉽게 체포되고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하

지 못하며 결과적으로 높은 범죄율로 인해 점점 더 위험한 존재로 여겨지는 것이다. 이 과

정을 거치면서 점점 더 흑인은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차별에 항의하는 폭동이 ‘붉은 여름(Red Summer)’으로 불리는 1919년 여름 미국 전

역에서 발생하였다. 예컨대, 그 해 시카고에서 발생한 폭동은 7월 27일 ~ 8월 3일까지 지속

되었으며, 38명의 사망자(흑인 23명, 백인 15명), 537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으며 100여개의 

흑인가구가 파괴되었다. 당시 일리노이 주지사였던 라우든(Frank Lowden)은 인종문제 위원

회를 설치하였다. 1922년 발표된 위원회의 보고서에서 흑인들을 향한 폭도들의 폭동에 경찰

이 체계적으로 개입하였음을 확인하였고, 동 보고서는 명확한 권고사항을 제시하기도 했다

(The Chicago Commission on Race Relations 1922). 하지만, 이 보고서는 직접적인 해결책

은 불가능하며 인종 간의 상호 이해와 공감을 통해 조화와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추상

5) 물론, 이는 북부 도시로의 흑인 인구의 이동이 이민규제의 강화와 함께(1924년에는 강력한 이민법
이 제정됨) 노동력이 감소하고, 제1차 세계대전 후 미국의 산업팽창으로 노동시장이 확대됨으로써 
싼 노동력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른 필연적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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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결론을 내리는 데 그쳤다. 

정책, 법집행, 경찰 등의 공식 부문에서만 차별적인 관행이 지속되었던 것은 아니다. 미국 

사회 전체에 걸쳐 유색인종에 대한 “타자화”가 지속되었다. 예컨대, 1900년대 초에도 흑인에 

대한 린치 장면을 담은 원색의 사진이 포함된 엽서를 기념품으로 판매했다. 이러한 소위 

“린치 엽서(lynch postcard)”는 1908년 연방정부에 의해 금지될 때까지 사용되었는데, 이는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 행위와 린치가 KKK 등의 일부 집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 전

체에 만연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5. 진실위원회

진실위원회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정보적 조치(informational measure)이다 (Hayner 2001, 

2010; Chapman and Ball 2001; Freeman 2006; Wiebelhaus-Brahm 2010) 진실위원회는 과

거정권의 인권 탄압을 조사하기 위해서 설립되는 제도적 장치인데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

다. 1) 과거에 초점을 맞춘다, 2) 특정 시기에 초점을 맞춘다, 3) 일시적인 장치이다, 4) 국가

에 의해서 승인되고 설립된다. 진실위원회는 대개 활동의 종료와 더불어 공식 보고서를 작

성하는데, 진실위원회는 종종 과거사에 대한 재해석 만이 아니라 다른 목적들을 그 서문에 

포함시키곤 한다. 예를 들면, 1) 과거의 탄압을 발견하고, 규명하고,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 

2) 희생자들의 존엄성을 회복시키고 알 권리를 증진시키는 것, 3) 진실과 책임성에 기여하는 

것, 4) 화해를 증진시키고 분쟁을 감소시키는 것, 5) 정부 부처들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개혁을 권장하는 것, 6) 새로운 체제의 정당성을 확립하는 것 등이다. 진실위원회는 대개 6

개월에서 2년 정도의 기간에 활동하는 한시적인 기구인데, 그 활동 기간은 물론 연장 가능

성은 있지만 대개 미리 정해져 있다. 진실위원회의 기능은 1) “진실”의 생산, 2) “진실”의 제

시, 그리고 3)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를 공표하는 것이다.

진실위원회는 이행기 정의의 개념적 스펙트럼에서 최대주의와 최소주의의 중간에 위치하

는 조치이다. 1980년대와 1990년대의 몇몇 잘 알려진 사례들 (아르헨티나, 남아공, 한국)을 

통해 널리 알려졌으며, 때로는 사법적 처리의 차선책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진실

위원회의 도입은 사법적 처리가 체제의 안정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을 때 옹호된다. 사법 처

리 옹호자들에 따르면, 사법 처리가 가능할 때 진실위원회는 필요하지 않으며, 향후 사법 처

리를 위한 자료 수집의 목적이 아니라면 진실위원회는 도리어 정의의 기반을 약화시킨다. 

또한 진실위원회는 가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인권 침해를 자행할 기반을 마련해 주기도 한

다. 따라서 진실위원회의 비판자들은 위원회의 과거를 바로잡기 위한 시도가 희생자들과 가

해자들에게 모두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분열된 

사회에서 고통스런 “진실”을 밝히는 것은 긴장을 촉발할 수 있고, 상황을 가변적으로 만들 

수 있으며, 새로운 원한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새로운 정부에 비판적인 

집단에 의해 악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진실위원회는 이행기 정의의 개념적 스펙트럼에서 최대주의와 최소주의의 중간에 위치하

는 조치이며, 널리 알려진 아르헨티나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진실화해위원회를 비롯하여 40

여개 이상의 국가에서 도입되었다(Hayner 2001, 2010; Chapman and Ball 2001; Freeman 

2006; Wiebelhaus-Brahm 2010). 진실위원회의 일차적인 목적은 과거의 인권탄압에 대한 정

보의 수집이다. 미국의 경우 인종차별에 관한 많은 문헌과 연구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다

른 여타 국가보다 유리한 입장에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자료가 존재하는 것과 정부에 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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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인권탄압이 인정되고 사회의 기억 및 과거에 대한 내러티브에 통합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소위 “인종적 결백(racial innocence)”이 구조적 인종차별의 바탕에 흐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Anderson 2016). 예컨대 텍사스 주의 초등학교 교과서 중 하나는 노예를 대서양

을 건너 미국으로 이주한 노동자(migrated workers)로 지칭했는데, 이는 미국의 역사에서 노

예제의 역사를 의도적으로 망각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미국사회에서 이런 식의 노예

제 및 인종차별에 대한 의도적인 망각의 역사는 지속되고 있다. 

진실추구를 위한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커너 위원회로 알려진 

National Advisory Commission on Civil Disorders(Kerner Commission)를 비롯하여 몇위원

회가 구성되기는 하였지만, 대부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최근(2021년 2월 25일)에는 캘

리포니아주 연방 하원의원인 바바라 리(Barbara Lee)와 상원의원인 코리 부커(Corey Booker)

가 “Truth, Racial Healing, and Transformation Commission”의 구성을 요청하는 법안을 발

의하였다. 이러한 위원회의 목적은 물론 연방정부 차원에서 노예제, 구조적 인종차별 및 유

색인종 문제의 역사 및 개혁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었다.6)

연방정부 차원의 시도 이외에 지방정부 차원의 진실규명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미주리주 

퍼거슨의 진실규명 계획, 노스캐롤라이나주의 그린스보로 진실화해위원회, 메인주의 워바나

키 아동 복지 진실화해 위원회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2019년 4월 메릴랜드주는 주 의회의 

만장일치 지지를 얻어서 HB307을 통과시킴으로써 메릴랜드주 린치에 관한 진실화해위원회

(Maryland Lynching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설립을 위한 길을 열었다. 인종

차별과 관련된 린치에 대한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이 위원회는 2021년 하반기에 청문회를 

시작할 예정이다.

5. 보·배상적 조치

미국의 경우 이미 많은 종류의 배상 방안이 논의되어 왔다. 조세 감면, 흑인 대상 발전기

금 설립, 베이비 본드(baby bond), 현금 지급 등이 대표적이다. 배상의 방법은 진실찾기 과

정과 병행되어 진행되어야 한다. 예컨대, 최근의 노스이스턴대학교(Northeastern University)

의 민권 및 회복적 정의 센터(Center for Civil Rights and Restorative Justice)에서는 린치 

희생자의 후손들을 찾아내서 보상 요구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도움을 주는 활동을 진행하

고 있는데, 이를 진실추구와 배상이 결합된 예로 들 수 있다.7) 

이 밖에 현재 미국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보상 관련 조치로 흑인생명운동(Movement for 

Black Lives, M4BL)을 들 수 있다.8) M4BL의 경우 과거와 현재의 피해에 대한 보상 요구를 

명확히 하고, 누가 그것을 제공해야 하는가, 즉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명시적

으로 제시하고 있다. 예컨대, M4BL에서 보상관련조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데, 이

에 따르면 체계적인 책임, 인정, 과거와 현재의 피해, 흑인 공동체가 주도하고 책임을 가지

는 개인 및 기관에 대한 금전적 보상, 그리고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의 역사에 뿌리박은 피

해를 영속화시키는 정책과 관행들을 종식시키고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6) 2021년 2월 25일 현재 이 결의안에 현재 100명의 하원의원과 상원의원 12명이 공동발의자로 참가
하였다(https://www.ustrht.org/).

7) https://crrj.org/ (검색일: 2022년 3월 22일)
8) https://m4bl.org/ (검색일: 2022년 3월 22일)

https://crrj.org/
https://m4b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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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4BL의 경우 배상의 대상을 미국만이 아닌 미국 이외 지역의 아프리카계 흑인들까지 포

함한다. 즉 노예제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만이 아닌 포괄적인 피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물

론 이 경우 희생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잡는다면 보상이 실제적으로 불가능해질 수 있

다는 문제점이 있다. 유사한 사례로 독일의 전후 홀로코스트 피해자 배상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독일정부는 1952년 이래 Conference on Jewish Material Claims Against Germany9)를 

통해 80만 이상의 홀로코스트 희생자에게 연금이나 사회 보장 혜택의 형태로 800억 달러 

이상을 지급했다. 

미국 역사에서 국가폭력에 대한 배상의 선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1988년 미 의회는 2차 

대전 중 감금되었던 약 65,000명의 일본계 미국인에게 각각 20,000달러를 제공하는 법안에 

레이건 대통령이 서명한 후 총 12억 5천만 달러가 보상금으로 제공되었다. 이 밖에 작은 규

모이기는 하지만 지방정부 수준에서 진행된 배상도 있었다. 플로리다주는 1923년 1월 1일 

로즈우드 지역의 흑인 공동체에 자행된 학살에 대한 배상으로 21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하

였으며, 노스캐롤라이나주는 7,600명에게 강제 불임수술을 실시한 유전학 연구 프로그램의 

희생자 중 현재 생존자에게 배상금으로 100만 달러를 2014년에 책정하였다.10) 미국의 30개 

주에서 유사한 불임수술 프로그램이 시행되었는데, 버지니아주에서도 생존희생자에게 각각 

25,000달러를 지급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11) 

고문 피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진 사례도 있다. 시카고 시의회는 2015년 존 버지(John 

Burge)의 고문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원하는 조례와 시 차원의 사과를 하였다. 이 조례

는 존 버지가 시카고 경찰의 수사관 및 경찰책임자로 재임하던 시기에 자행된 고문에 대한 

사과를 포함하고 있었다. 버지는 10여 년의 기간에 걸쳐 약 200명의 무고한 흑인을 고문하

였다. 시카고시는 고문 피해자에게 550만 달러의 기금을 마련하였는데, 고문의 피해자에게 

각 10만 달러의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졌다. 시카고 시장이었던 람 에마뉴엘(Rahm 

Emmanuel)의 희생자에 대한 공식적 사과와 대학 등록금 면제 등의 조치도 포함되었다. 또

한, 시카고의 공립학교에서 버지 시대의 고문에 대한 교육 내용을 커리큘럼에 포함시켰고, 

영구적인 기념물을 설치하였다.12) 

6. 공식적 사과

사법처리, 진실위원회 및 배상 등과 달리 공식적 사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미국 역사

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공식 사과는 2차 대전 시기 일본계 미국인에 대해 자행된 인권침해

에 대한 사과이다. 1988년의 Civil Liberties Act가 통과되고 당시 대통령 레이건의 공식적인 

사과 편지와 각 개인 별로 2만 달러의 수표가 희생자에게 전달되었다. 또 다른 예는 미 의

회에서 미국 원주민에 대한 사과를 표명한 2010년의 양원 합동 결의안을 들 수 있다.13) 하

지만, 이 결의안에는 이 사과가 미국 정부에 대한 어떠한 법적 요구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

니라는 단서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9) https://www.claimscon.org/ (검색일: 2022년 3월 25일)
10)https://ncadmin.nc.gov/about-doa/special-programs/welcome-office-justice-sterilization-victims 

(검색일: 2021년 8월 10일)
11)https://en.wikipedia.org/wiki/Virginia_Sterilization_Act_of_1924 (검색일: 2021년 8월 22일)
12)https://www.themarshallproject.org/records/551-jon-burge (검색일: 2021년 8월 24일)
13)https://www.congress.gov/bill/111th-congress/senate-joint-resolution/14/text (검색일: 2021년 8월 

20일)

https://www.claimscon.org/
https://en.wikipedia.org/wiki/Virginia_Sterilization_Act_of_1924
https://www.themarshallproject.org/records/551-jon-burge
https://www.congress.gov/bill/111th-congress/senate-joint-resolution/1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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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미국 역사상 정부에 의한 공식적인 사과가 이루어진 사례는 몇 차례 더 있다. 2

차 대전 당시 게슈타포 장교였던 클라우스 바비(Klaus Barbie)를 은닉한 행위에 대한 미국 

정부의 사과(1983), 1893년 하와이 왕국의 몰락에 대한 사과(1993), 흑인들을 대상으로 한 

앨러배마의 터스키지(Tuskegee) 지역의 매독 연구 실험에 대한 사과(1997) 등이 있었다.14) 

현재까지 미국 정부는 아직 노예제는 물론 수 세기에 걸친 구조적 인종차별을 비롯한 인

권 탄압에 대해서 공식적 사과를 하지는 않았다. 상하원에서 각각 별도의 결의안15)을 통해 

사과를 하기는 했지만, 대통령의 서명 및 공식 사과로 진행되지는 않았다. 버지니아, 앨라배

마, 메릴랜드, 노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뉴저지 등의 주 의회도 유사한 결의안을 통과시켰

지만, 아직은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공식적인 사과는 아니었지만, 노예제와 인종차별의 부당성에 대해 언급을 한 대통령은 있

었다. 1998년 클린턴과 2003년 조지 W. 부시가 노예제의 부당성에 대한 언급을 하였다. 이 

밖에 종교 단체 등의 민간 부문에서 노예제를 포함한 과거의 행위에 대해 비판하고 흑인에

게 개별적, 구조적 인종차별에 대해 사과하였다. 몇몇 분리주의자들에 의한 개별적인 사과도 

진행된 적이 있다.

현재로서 눈에 띄는 작업은 하원의원 셰일라 잭슨 리(Sheila Jackson Lee) 등이 발의한 

HR40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안은 “Commission to Study and Develop Reparation 

Proposals for African-Americans Act”로 명명되었고, 이 법에 의해 설치될 위원회의 목적은 

식민지 시기인 1619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노예제와 인종차별을 조사하는 것으로 규

정되어 있다. 이 위원회는 우선적으로 (1) 노예제의 지속과 유지에 있어서 연방정부와 주정

부의 역할, 2) 자유 노예와 그 후손들에 대한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의 다양한 차별, 3) 현재 

살고 있는 흑인들과 사회에 미치는 노예제의 영향 등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7. 경찰 개혁

경찰의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적 치안은 미국의 초창기부터 만연하였으며 수 세기에 걸쳐 

면면히 내려온 관행이었다. 노예소유주들은 도망노예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예순찰대를 결성

하여 첫째, 도망도예를 추적 및 체포하고, 소유주에게 돌려주며, 둘째, 노예 반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직화된 테러를 자행하며, 셋째, 노예들에게는 정식 재판 없이 즉결 판결을 내리기

도 했다. 남부 지역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활동하던 치안유지 단체 하나인 이 순찰대의 주요 

목적은 무엇보다 흑인의 통제였다고 볼 수 있다. 당시의 미국 헌법과 1850년 제정된 도망노

예법은 이러한 순찰대의 활동에 정당성을 부여하였다. 

남북전쟁 이후, 그리고 노예제 폐지 150년이 지나는 동안 사법 및 형법 체계는 흑인, 특

히 젊은 흑인들을 주요 타깃으로 삼았다. 예를 들어, 인종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양형 기준 

등은 특히 마약과의 전쟁이라 불리던 시기인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적용되어 대규모의 젊

은 흑인의 체포로 이어졌다. 이 시기까지도 백인경찰이 상대적으로 사소한 범죄를 저지르거

나 사회질서를 혼란에 빠뜨리는 흑인을 사살할 권리를 가진다는 생각은 지속되고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조지 플로이드는 체포, 구금 또는 경찰 업무 수행 중에 사망한 무수

14)https://www.smithsonianmag.com/smart-news/five-times-united-states-officially-apologized-1809592
54 (검색일: 2021년 8월 20일)

15)https://www.congress.gov/bill/111th-congress/senate-concurrent-resolution/26 (검색일: 2021년 8월 
21일)

https://www.smithsonianmag.com/smart-news/five-times-united-states-officially-apologized-180959254
https://www.congress.gov/bill/111th-congress/senate-concurrent-resolution/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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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례 중 하나일 뿐이다. 

따라서 흑인 공동체의 경찰에 대한 신뢰는 매우 낮은 상태이며, 이러한 상태에서 경찰에 

대한 신뢰 회복은 쉬운 일은 아니다. 또한 경찰 폭력에 대한 내러티브를 수정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현재는 경찰의 과잉 진압이 극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찰 개인의 판단이며, 여기

에는 경찰력의 한계가 깔려있다는 식의 내러티브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따르면 불가피

한 경우이기는 하지만 과잉 폭력을 사용할 때 경찰관은 명백한 규정을 무시했거나 최소한 

행동수칙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종종 해당 경찰관은 과도한 업무에 기인하는 개인적인 

일탈로 묘사된다. 하지만, 경찰 폭력은 몇몇 경찰관의 개인적 일탈로 설명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문제는 경찰 내부의 제도화된 문화에 기인하는 문제를 간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행기 정의에서 논의하는 제도개혁의 목적은 인권탄압을 자행하고 특정 집단의 이익을 

옹호하던 국가기관을 인권을 보호하고 법에 의한 집행을 우선으로 하는 기관으로 변화시킴

으로써, 시민과 국가기구 간의 신뢰를 회복하여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의 수호자의 역할을 하

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는 실제적인 제도개혁과 더불어 경찰조직 내부 

문화의 변화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경찰과 시민가 가지는 서로에 대한 기대를 변화시

킬 수 있는 조치가 도입되어야 상호 간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장기간에 

걸친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한다. 제도를 행위자들의 행동에 대한 체계화된 기대의 균형점

(equilibrium)이라고 파악한다면 경찰과 시민 간의 체계화된 기대에 획기적인 변화가 도입되

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이탈리아, 케냐, 스페인 등에서 대규모 폭력 사태 이후에 도입된 정

화(lustration)를 비롯한 경찰개혁에 대한 논의를 참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Mayer-Rieckh 

and de Greiff 2008). 

미국의 경우 경찰개혁의 문제는 연방정부와 의회의 역할 만이 아니라 주 정부 수준의 조

치들을 필요로 한다. 이 과정에는 주 정부가 경찰제도에 더 많은 재원을 할당하고, 인권 관

련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며, 전체적인 관행에 대해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찰제

도에 대한 시민들의 감시가 강화되어야 하는 것도 주 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

야 하는 일이다. 플로이드 사건 이후 등장한 제안은 경찰예산 감축, 살상무기 사용 금지, 초

크홀드 금지 등이 포함된다. 초점은 경찰폭력 감소, 범죄 감소 및 경찰에 대한 신뢰 증대 등

으로 요약될 수 있다. 

8. 맺음말

이 글에서는 이행기 정의의 관점에서 미국의 인종 문제를 살펴보았다. 민주화 연구에서 

시작된 이행기 정의 연구는 주로 권위주의 또는 내전에서 민주주의로 이행한 정치체에서 과

거의 인권탄압의 문제를 다루어 왔다. 하지만, 이행기 정의의 권위주의 정권, 내전, 혹은 국

가 실패에서 민주주의 정권으로 체제 이행한 경우에만 적용 가능한 개념으로 제한할 필요는 

없다. 앞부분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이행기 정의를 “대규모로 자행된 탄압에 대해 한 사회

의 책임성 보장, 정의 실현, 화해 달성을 위한 조치와 연관된 모든 과정과 메커니즘”을 포괄

하는 개념으로 보았을 때, 직접적인 육체적인 인권 침해(physical integrity)는 물론 보다 광

범위한 인권 침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으며, 오랜 기간에 걸쳐 자행되어 온 구조

적인 인권탄압의 문제에 대한 해결도 모색할 수 있다. 이러한 지점에서 미국의 구조적 인종

차별에 대한 이행기 정의의 관점에서의 접근은 이행기 정의의 영역 확장은 물론 미국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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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문제에 대한 해결책 모색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유럽과 북미 지역의 원주민 아동에 

대한 인권탄압의 역사에 대한 처리의 문제도 이러한 맥락에서 볼 수 있다. 

미국에서 흑인을 비롯한 유색인종은 역사적으로, 구조적으로 많은 차별을 받아왔다. 노예

제 등 공식적인 제도는 오래전에 폐지되었지만, 비공식적 차별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연방정부, 지방정부를 비롯한 사회 각 분야의 노력은 아직 미진

한 상황이며, 성과도 그다지 크지 않다. 하지만, BLM으로 촉발된 구조적 차별의 문제는 미

국 사회의 인종문제에 대한 재조명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구체적인 의회 법안 및 정부 조치

로 연결되기 시작한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이행기 정의에 관한 연구 및 활동은 많은 진전을 이루어 왔으며, 과거의 인권침해의 문제

에 대한 해결책 모색을 통해 미래 사회의 통합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여 왔다고 

판단된다. 이 과정에서 인권, 민주주의, 사회 통합, 발전, 성평등, 신뢰 등 사회가 가치있게 

여기는 것들(desiderata)에 어떠한 조치가 더욱 효과가 있는가, 어떠한 조치들에 우선 순위

를 부여할 때 더욱 효과가 있는가 등에 관한 많은 성과를 이루어 왔다. 이러한 성과를 보다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들의 해결로 어떻게 확장시켜 나갈 것인가를 논의할 시점이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을 비롯한 오랜 기간 동안의 형식적, 실제적 민주주의의 전통을 가진 나

라들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이행기 정의의 논의를 적용하는 작업은 매우 유용하며 실제적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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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이행기정의의 현 상황 및 민주주의 도모를 위한 

시민사회의 유연한 대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얀마의 이행기 정의와 관련하여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미얀마의 민주주의 도래를 

위해 시민 사회가 어떻게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관해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

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르웨 뽀 깜매콰입니다. 저는 타앙 여성 단체 (Ta’ang 

Women’s Organization) 에서 사무장을 맞고 있으며, 저희 단체를 대표하여 이 자리에 참석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또한 버마 인권기록 네트워크 (Network for Human Rights 

Documentation-ND Burma) 이사회 위원입니다.

미얀마는 지난 70여년 이상 내전을 겪어왔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선량한 시민들이 인

권 침해를 당했으며, 비윤리적 범죄와 집단학살, 전쟁 범죄에 시달렸습니다. 버마 군대가 반

대 세력으로부터 위협을 느낄 때, 그들은 소수 민족 무장 투쟁세력들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

에 공습과 무차별적인 발포와 포격 등으로 대응하곤 합니다. 그들의 이러한 전술은 상당히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집니다.

2010년 총선 이후, 미얀마는 점차 개방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2008년 군부에 의해 제정

된 흠결이 있는 헌법이긴 하지만, 그나마 조금씩 민주화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특히 

2015년 총선 이후 국민의 뜻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대거 선출되면서, 미얀마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만나게 되고 이에 따라, 미얀마 국민들 사이에 인권 의식 또한 점차 확대되었습

니다. 이는 미얀마 민주화와 더불어 활동가들과 인권 운동가들이 진실과 정의에 대해, 특히 

과거 정권의 잔혹한 횡포에 대한 피해자들의 실체를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좀 더 안전한 

공간이 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행기 정의와 관련된 문제들도 점차 개선되었습니다. 

2019-2020년 민족민주연맹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정권 기간 동안 시민 사회 단

체들은 과거 정권 횡포에 대한 피해보상 제도를 마련할 것을 수도 네피도에 위치한 미얀마 

국회에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 선거 이후 미얀마의 정치적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민족민주연맹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이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군부는 선거

르웨 포 깜매콰

버머인권기록네트워크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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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 2월 1일 새로운 국회 회기가 시작되기 전날, 군부가 쿠

데타를 시도했습니다. 미얀마의 국민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날 이후로 군부는 미얀마의 

정세를 장악하고자 다양한 시도를 했으나 지금까지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군부 쿠데타 

시도 첫날부터 시민들은 쿠데타를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군부는 공공장소 및 

사적인 장소를 막론하고 비폭력 시위대를 구타, 총격, 고문하고 심지어 그들의 목숨을 앗아갔

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 이후로 자신들의 이름을 국가 행정 위원회 (State Administration 

Council, SAC)로 바꾸었습니다. 이들의 첫번째, 일차적인 목표는 민주 단체들과 정치지도자

들, 그리고 2020년 선거에 승리한 여당 인물들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무고한 시

민들을 불법적으로 구속하고 법적 근거 없이 감금, 고문, 심지어 살인까지 범하는 불법적 행

위를 일삼았습니다. 심지어 아동과 장애인들, 노인, 임신부까지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이런 행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초토화 작전을 포함한 대량 학살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잔혹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두렵게 만들어서 군부 독재에 대한 저항 세력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젊은이들과 활동가, 시위대들은 소수 민족들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으

로 들어가 민족 혁명 기구 (Ethnic Revolution Organization)로 부터 군사훈련을 받으려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도시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21년 2월 1일부터 전국적인 혁명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군부는 국민을 섬기거나 혁

명 운동을 돕는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시민 불복종 운동 (Civil Disobedience 

Movement)에 동참한 사람들은 군부로부터 위협을 받았습니다. 시민 불복종 운동에 동참한 

사람들 중 삼분의 일 정도는 도중에 그만두었습니다. 군부로부터 생계를 위협받았고, 안전한 

곳으로 피신을 할 수 없었던 상황 때문입니다. 인권 운동가들 또한 위협을 받아 망명을 떠

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군 장교들과, 장병들, 경찰,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은 군부를 떠나 저항 활동가가 되

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이들의 가족이 군부의 타겟이 됩니다.

미얀마에 쿠데타가 일어난지 435일이 지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 여성과 아이들을 포함하

여 적어도 1741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13201명이 불법적으로 구속, 감금을 당하였으며, 

1976명이 구속 영장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군부는 도시와 지방 여러 지역에 인터넷과 전화 등 통신수단을 끊었습니다. 특히, 군부정

권에 대한 저항이 심하고 투쟁이 격화된 지역을 중점적으로 통신 수단을 차단했습니다.

1. 국제사회와의 협력

군부 독재 정권은 반인류적인 범죄와 집단 학살, 전쟁범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인권 수호

를 위해 일하고 있는 혁명 단체들과 시민사회 단체들은 국제사회를 향해 미얀마 군부에 책

임을 촉구하는 행동을 취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실상 미얀마 군부에 책임을 물을 수 있

는 법적 구속력 있는 어떤 국제적인 제도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UN과 국제사회는 탄원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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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를 공개하고 증인에 대한 인터뷰와 증거 수집, 미얀마 군부가 소유한 기업과 기업들

이 생산하는 물품을 보이콧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미얀마의 상황을 도울 수 있습

니다. 유엔은 미얀마 군부의 대표성을 거부하였습니다. 국제 사회와 미얀마 국민들이 군부 

정권을 거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얀마의 군부 독재 정권은 부정의한 행위를 계속해서 

범하고 있습니다.

군부 독재 정권이 미얀마 국민들과 국가의 재정 및 물자를 갈취해 올 수 있던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군부 독재 정권은 그들이 장악한 지역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천연 자원 갈취, 

시위자들의 재산 박탈, 통신세 인상, 정권과 유착관계에 있는 기업으로부터 자금 확보 등의 

방법도 포함합니다. 

군부 독재 정권이 미얀마 국내에서 저지른 전쟁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게 하는 것이 역부족

입니다. 미얀마 국내에 이런 책임을 묻는 메커니즘이 취약합니다.

군부 독재 정권이 인도와 중국과 같이 안보협력 관계에 있는 이웃 국가들로부터 여전히 전

쟁 무기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군부 독재 정권은 위성 정보 및 통신시설 운영 책임자 등 통신 기반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얀마의 이행기 정의는 여전히 도전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명 단체

들과 시민 사회 단체들은 포기하지 않고 독재에 대항하여 투쟁하는 일에 더욱 헌신하고 있습니

다.

2. 민주주의 도입을 위한 시민 사회의 유연성

군부 독재 정권은 시민 사회 단체를 계속해서 타깃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인권 단체들과 여성 단체들은 함께 활동하는 중 엄중 단속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시민 사회 

단체들은 시민들이 효과적인 전략을 가지고 시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신변 안전에 대한 수 많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자신들의 역할을 꾸준히 감당하고 있

습니다.

몇몇 단체들은 피해 보상 이슈에 집중하여 이행기 정의의 개념에 공헌할 수 있는 네트워

크를 모색하는데 노력을 기울입니다. 지금이야 말로 이행기 정의를 도모함으로써 민주주의

에 대한 의식을 일깨워야 할 때입니다. 인권 기록물에 따르면, 미얀마 내 피해자와 생존자들

의 숫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최소한 미얀마 국가로부터 진심어린 사과

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3. 제도의 변화

민족통합자문회의 (National Unity Consultative Council, NUCC)는 민족통합정부 (National 

Unity Government, NUG)와 함께 일하는 새로운 이해관계자들 중 하나입니다. 시민 사회 단

체들은 이행기 정의와 관련한 제도와 정책 마련을 위해 새로운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얀마의 이행기 정의와 민주화에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

의 미얀마를 위해서 우리 모두는 이 혁명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합니다. 이 혁명이 성공할 

때, 미얀마의 미래는 밝게 빛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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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전 종식 후 실종된 사람들을 찾기 위한 엘살바도르의 노력과 경험

30년 전 엘살바도르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1992년 1월 16일, 멕시코시티의 차풀테펙 

성에서 엘살바도르 정부는 좌파 게릴라 세력들과 평화협정을 체결했다. 이로써 12년간 지속

되어 적어도 75,000명의 생명이 희생되었던 내전이 끝을 맺게 되었다.1) 차풀테펙 평화 협정 

(이하 “협정” 또는 “평화 협정”)2) 의 이행과정과 한계, 그리고 협정 체결 이후에 진행된 평화 

프로세스 과정은 무력 충돌 이후에 따르는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교훈점을 

제공한다. 엘살바도르의 협정 당사자들이 이룬 정치적 합의는 괄목할 만한 성과임이 분명하

다. 그러나 강제적으로 실종된 피해자들을 비롯하여, 내전 중 벌어진 각종 인권 탄압의 희생

자 대부분은 이에 대한 진상을 명확히 밝힐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 용서와 화해의 기반이 

될 최소한의 정의 구현의 기회가 없었던 것이다.

1) 모두가 동의하고 인정하는 엘살바도르의 내전 중 희생된 피해자들의 정확한 숫자는 존재하지 않는
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엘살바도르 내전이 라틴 아메리카의 역사상 가장 격렬하고 폭력적이었던 내
전 중 하나였다는 사실에 전반적으로 동의한다. 1982년 , 미주인권위원회 (Inter-American 
Commission on Human Rights)는  1978년에서 1983년 사이에만 대략 35,000 여 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하였다. 참고: Inter-American Commission on Human Rights (IACHR), Informe 
Anual, 1981-1982. OEA/Ser.L/V/II.57, doc. 6 rev.1, 20 September 1982, Chapter V, El Salvador, 다
음의 링크에서 확인 가능: https://www.cidh.oas.org/annualrep/81.82sp/cap.5a.htm. 학계에서는 내전 
중 희생된 피해자의 숫자에 대한 견해가 학자마다 상이하다. 대체로 50,000명에서 90,000명까지로 
추산하고 있다. 예를 들면, 시이더 (Sieder)는 같은 1978-1983년 5년간 국가 기관에 의해 42,000여 
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보고 있다 (내전 양측 모두에게 희생된 총 50,000명의 희생자 중). 반면, 
셀릭슨 (Seligson) 과 맥엘히니 (McElhinny)는 약 80,000명에서 94,000명이 희생된 것으로 주장한다. 
이들 희생자 중 약 50,000명에서 60,0000명은 무고한 시민인 것으로 보고 있다. 참고: Rachel 
Sieder, “Políticas de Guerra, Paz y Memoria en América Central,” in Las políticas hacia el pasado. 
Juicios, depuraciones, perdón y olvido en las nuevas democracias, eds. Alexandra Barahona de 
Brito, Paloma Aguilar Fernández, and Carmen González Enríquez. Madrid: Ediciones Istmo, 2002, 
247-284; Mitchell Seligson and Vincent McElhinny, “Low-intensity warfare, High-intensity death: 
The Demographic Impact of the Wars in El Salvador and Nicaragua,” in Canadian Journal of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Studies, 21, 42 (1996): 211-41,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 가능: 
https://www.tandfonline.com/doi/abs/10.1080/08263663.1996.10816742.
부어겐탈 (Buergenthal)과 우드 (Wood)는 75,000명 이상의 사람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산한다. 
참고: Thomas Buergenthal, “La Comisión de la Verdad para El Salvador,”in Estudios especializados 
de Derechos Humanos, coords. Thomas Buergenthal and Antonio Cancado Trinidade, I. San José: 
IIDH, 11-62,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 가능: https://archivos.juridicas.unam.mx/www/bjv/libros/5/2061/6.pdf; Elisabeth 
Wood,“Insurgent   Collective Action and Civil War in El Salvador,” Cambridge: University Press,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 가능:https://books.google.es/books?hl=es&lr=&id=QBAAN3ABKmIC&oi=
fnd&pg=PR8&dq=Insurgent+Collective+Action+and+Civil+War+in+El+Salvador&ots=7_KGRnVtFY&
sig=-SzPWnYBAr1twp9wB2b2ON_-kno#v=onepage&q=Insurgent%20Collective%20Action%20and%2
0Civil%20War%20in%20El%20Salvador&f=false

2) 차풀테벡 평화협정 원문 (Chapultepec Agreement, El Salvador and FLMN, 1992),” 다음의 링크에서 확
인할 수 있음. https://peacemaker.un.org/sites/peacemaker.un.org/files/SV_920116_ChapultepecAgreement.pdf. 

레오노르 아르테아가

변호사, 엘살바도르 강제실종자 수색 위원회 위원

https://www.cidh.oas.org/annualrep/81.82sp/cap.5a.htm
https://www.tandfonline.com/doi/abs/10.1080/08263663.1996.10816742
https://archivos.juridicas.unam.mx/www/bjv/libros/5/2061/6.pdf
https://peacemaker.un.org/sites/peacemaker.un.org/files/SV_920116_ChapultepecAgreemen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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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 충돌 직후 몇 년간, 엘살바도르 내 인권 단체들과 피해자 단체들이 이행기 정의 구

현에 대한 방안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 칠레, 과테말라의 경험에 비교했

을 때, 진실과 정의에 대한 필요성을 효과적으로 제기하거나 이에 대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부분이 미비했다. 마침내, 지난 과거에 행해진 잔혹 행위에 대한 부인이 지난 몇 

십년간 이어진 이후, 2009년 처음으로 민족해방전선 (FMLN) 정당이 내전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정권을 잡게 되었다. 정부는 피해자들과 전문가, 시민 사회와 함

께 공식, 비공식적인 대화를 시작함으로써 내전 중 행해졌던 대규모 인권 탄압 및 유린 사

태에 대한 대응을 하고자 하였다. 2010년, 평화협정이 맺어진 지 18년이 지난해에 마침내 

엘살바도르 시민 사회의 수많은 요구가 이어진 이후, 당시 마우리시오 푸네스 (Mauricio 

Funes)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하여 공식적으로 내전 중 행해졌던 인권 탄압에 대한 엘살바도

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였다.3) 이후, 엘살바도르 정부는 두 개의 국가 위원회를 설립하여 

내전 중 강제적으로 실종된 아이들과 성인들을 찾기 위한 노력에 돌입하였다. 이러한 위원

회의 설립과 관련한 내용은 평화협정 내에 구체적으로 논의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의 설립 

자체가 엘살바도르의 이행기 정의과 평화 프로세스에 있어 매우 중요한 발전을 의미한다. 

본 국가 위원회는 오늘날에도 운영되고 있다. 비록 상당한 장애물과 어려움이 있고, 한정된 

자원으로 인한 한계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I. 내전 중 사라진 성인 찾기 전국 위원회 (CONABÚSQUEDA) 와 내전 중 사라진 어린이 

찾기 전국 위원회 (CNB) 

강제 실종은 정치적 반대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1970년대 중반부터 엘살바도르가 국가적 

차원에서 자행한 정치적 억압 수단이었다. 이는 이후 1980-1992년 사이에 있었던 무력 충

돌 과정에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내란 진압” 전략의 일부가 되었다. 이는 극우 불법 무장 

단체와 살생 부대의 지원을 받는 정부 세력과 민족해방전선 (FMLN, ‘Farabundo Martí 

National Liberation Front’) 휘하에서 조직된 좌익 무력 게릴라 세력 간에 있었던 내전이었

다. 1970년에서 1992년 사이 엘살바도르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사라졌다. 국내, 국제 인

권 단체들이 수집하고 조사한 수백 건의 생존자, 피해자 가족들의 이야기를 보면 공통적인 

특성이 있다: 표적으로 한 실종, 주로 도시 지역에서 발생, 때로는 군복 차림이나 사복 차림

의 중무장한 남자를 보았거나, 사전 경고 없이 집이나 직장 밖, 또는 길거리에서 피해자를 

납치하는 것; 체포 영장 없이 박탈된 피해자들의 자유 (달리 말하면, 납치), 강제적으로 군대

나 개인 소유 차량에 태워서 모르는 낯선 장소로 납치. 그리고는 강제 실종 범죄와 관련된 

정보 일체를 부인하는 전형적인 패턴이 뒤따랐다: 정부가 감금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피

해자의 신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피해자 가족들의 불확실성과 고통을 악화시키고 

있다. 두 번째, 엘살바도르와 페루, 그 밖의 지역에서 벌어진 강제 실종의 전형적인 패턴은 

가족 전체를 포함하여 단체로 사람들이 실종되는, 이른바 “초토화 전략”이 있다. 이 초토화 

전략은 시골 지역에서 군대에 의해 자행된 수천 명의 무고한 시민을 학살하는 방식이었다. 

이런 형태의 강제 실종은 위에서 설명한 개인을 표적으로 한 형태의 강제 실종과 비슷한 심

3) 정부가 이것을 공식 인정한 것과 더불어, 내전 기간 중 벌어졌던 구체적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책
임 및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엘칼라보조, 라스카노아스, 샌프란시스코 앙굴로 집단 학살 
사건과 오스카 로메로 대주교 암살 사건을 포함한 사례들이 이에 속한다. 



2022 광주민주포럼

광주의 연대 – 국가폭력에 대응하는 국제시민사회 연대 – 네트워크의 확장

- 75 -

리적, 가족과 지역사회에 심대한 수준의 영향을 미친다.

내전 중 이뤄졌던 인권 침해 중에서도 유독 끔찍했던 것은 국가 기관에 의해 박해를 당하

거나 실종, 살해당했던 피해자들의 자녀 등 어린 아이들을 납치, 유괴한 것이다. 납치된 아

동들의 대다수는 발견 당시 생존해 있었지만,4) 그들의 신원 정보는 모두 삭제되거나 변경되

었다. 일부 아동들은 추후 납치자의 가정으로 보내지거나 거짓으로 자기 자녀라고 등록한 

사람들의 가정으로 보내지기도 했다. 또 일부 아동은 입양기관을 통해 엘살바도르 국내 혹

은 해외로 입양이 되기도 했다.

국가 기관에 의해 이루어진 어린이 강제 실종은 1980년에서 1984년 사이에 최고조에 이

르렀다.5) 강제 실종된 아동은 대다수가 당시 상당히 어린 나이로 스스로 숨거나, 도망치거

나,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어려운 나이었다. 또한 어린 나이의 아동들은 무장 세력들에게도 

다루기 어려운 대상이 아니었다.6) 국가에 의해 이루어진 강제 실종 이외에도, 일부 어린이

의 실종은 민족해방전선 (FMLN)에도 책임이 있다. 이러한 실종 사례는 독특한 특징이 있다: 

민족해방전선 (FMLN)은 유괴 또는 납치된 아이들을 안전한 가정집에서 은밀하게 행해지는 

자신들의 군사 활동을 감추기 위한 목적,7) 또는 일명 “우편 전달 아동” (무력 투쟁이 벌어지

는 최전선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으로 이용하였다. 민족해방전선이 범한 아동 

유괴나 실종은 무장 세력들에 의한 것들보다 숫자 적으로 훨씬 적었으나, 이들이 범한 범죄 

또한 피해 아동들의 감정적, 심리적 고통과 피해 아동의 가족과 그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큰 

책임을 면할 수 없다. 

1992년 1월 16일, 엘살바도르 정부와 민족해방전선 (FMLN)이 차풀테펙 평화 협정을 체결

함으로써, 엘살바도르에 12년간 지속되었던 내전은 공식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이 평화 협정

은 여전히 엘살바도르에 지속되고 있는 내전의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유엔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다. 예를 들어, 무장해제, 군대 및 무장 세력 해산, 전

투원들의 사회 복귀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또한 법적, 사법적, 안보 체계의 장기적 개

혁에 대한 다양한 방안들을 다루고 있다.8) 일부 장기적 개혁안들은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또 다른 일부 개혁안들은 뒤늦게 시행되기도 했다. 내전 종식 후 엘살바도르에서 시

4) 사라진 어린이 찾기 전국 위원회(National Commission for the Search for Children Disappeared, 
CNB)의 자료에 따르면, 엘살바도르 내에서 내전 중 벌어졌던 아동 실종 건수의 70%가 종결되었고 
피해자들은 대부분 생존한 채로 발견되었다.

5) Asociación Pro-Búsqueda de Niños y Niñas Desaparecidos (henceforth, ‘Asociación 
Pro-Búsqueda’) (n.d.) ‘Informe sobre El Salvador ante la Comisión Interamericana de Derechos 
Humanos, La Actuación del Estado de El Salvador en la problemática de la niñez desaparecida a 
consecuencia del conflicto armado’, p. 8. 또한 다음의 글을 참고 바람: Mejía, Azucena (2003), La 
Paz en Construcción: un estudio sobre la problema ́tica de la nin ̃ez desaparecida por el conflicto 
armado en El Salvador, San Salvador: Asociación Pro-Búsqueda, p. 25.

6) Mejía, Azucena (2003), La Paz en Construcción…, op. cit., p. 16.
7) 반란군들의 안전한 가정집에서 숨어 지내며 외부에 발각되지 않은 채 그들의 활동을 지속하였다. 

어린 아이들의 존재로 인해 이들이 머문 장소가 평범한 가정집인 것처럼 보이게 해줌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의심을 피할 수 있도록 하였다.

8) 1992년 차풀테펙 평화 협정은 정전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일반 군대 및 게릴라 군의 해산; 민족해
방전선의 정당으로의 전환 및 이들 투쟁군들의 정상적 사회 복귀; 군대 규모 축소 및 간소화 등 여
러 가지 변화 모색; 무장해제 된 새로운 시민 경찰 세력 및 정보기관 설립; 인권 옴부즈맨 부서를 
비롯한 인권 기반 시설의 설립; 선거 개혁과 사법부 개혁; 인권 보호를 명문화하기 위한 헌법을 비
롯한 법률 개정; 그리고 해산된 투쟁군 세력 및 전쟁에 초토화된 지역을 돕기 위한 제한적 사회 및 
경제 지원 프로그램. 차풀테펙 평화협정 제5장 경제 및 사회 문제 공식 번역본은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음: https://peacemaker.un.org/elsalvador-chapultepec92, 2022년 1월 1일 최종 열람.

https://peacemaker.un.org/elsalvador-chapultepec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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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된 이행기 정의 구현을 위한 방안들은 공무원들에 대한 신원조사, 토지 반환 및 배상 프

로그램, 사법부와 국가 안보 영역 개혁, 그리고 진실 위원회의 설립 등이 있다.9) 

1991년과 1992년 평화 협정에 따라 설립된 엘살바도르 진실 위원회는 내전 중 일어났던 

심각한 폭력 행위, 특히 그 결과 및 영향이 심히 중대하여 국민들이 그 진실을 속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행위들에 대한 조사를 맡게 되었다.10) 1992년 7월 설립된 위원회는 위원회

의 객관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 위원과 스테프들로 구성되었다. 이는 엘살바도르

가 여전히 정치적 양극화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행해진 노력이다.11) 진실 위원회는 매우 제

한된 시간이 주어졌고, 상당한 어려움들에 직면했다: 맡겨진 임무를 수행하는데 고작 6개월

의 시간이 주어졌으며 (추후 2개월 연장됨),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가령 군대와 관련

이 있는 사회의 힘 있는 분야의 인물들이 위원회에 공공연히 적개심을 드러냈다. 이러한 어

려움에도 불구하고, 진실 위원회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내전 중 일어났던 상당수 잔혹 행위

들에 대한 기록을 남길 수 있었다. 위원회는 일차 자료에 근거하여 3,880건, 이차 자료에 근

거하여 1,057건의, 1980년에서 1992년 사이 일어났던 강제 실종 사례를 밝히고 기록했다.12) 

유엔 산하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 그룹은 엘살바도르 내전 중 발생한 실종 사

건을 2,281건 등록하였으나 인권 단체들은 실제 건수를 8,000건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13)

내전 중 발생했던 강제 실종은 조직적이고 제도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엘살바도르 정부는 

지난 수십 년간 이를 부인하고 가해자들을 두둔하는 등 책임 있는 자들이 이에 상응하는 법

적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방치했다. 또한 사라진 사람들을 찾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이루

어지지 않았다. 수년 간 이어진 피해자 구명 활동 단체들과 시민 사회의 요구 끝에 엘살바

도르 정부는 피해자들과 각 분야 전문가, 시민 사회와의 대화를 시작하였고 내전 중 이루어

졌던 대규모 인권 유린 사태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다. 가시적 변화는 

2009년 민족해방전선이 정당으로써 최초로 국회의 최고 다수당이 됨과 동시에 대통령을 배

출해 내면서 나타나기 시작했다.14) 2010년, 당시 대통령이었던 마우리시오 푸네스가 국가의 

9) 엘살바도르의 이행기 정의 과정과 정당한 처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의 논문을 참고하시오. 
Daniel Cerqueira and Leonor Arteaga (2016) ‘Challenging the Amnesty Law in El Salvador: 
Domestic and International Alternatives to Bring an End to Impunity’, Washington: Due Process of 
Law Foundation,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음: 
https://www.dplf.org/sites/default/files/amnesty_law-final-24june.pdf, , last accessed 1 January 2022. 
또한 Jo-Marie Burt (2018) ‘Transitional Justice in the Aftermath’… op. cit. 참고

10)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UN Security Council) (1993), ‘엘살바도르 진상 위원회에 대한 최종 보고서 
(Final report of the Commission on the Truth for El Salvador), “분노에서 희망으로 (From 
Madness to Hope)”’ Section II, ‘준수 사항 (The Mandate)’.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문서. S/25500 
(유엔 공식 번역본) (이하 엘살바도르 진상 위원회 보고서).

11) 프리실라 헤이너 (Priscilla Hayner) (2010),말할수 없는 진실: 이행기 정의와 진상 위원회의 도전 
(Unspeakable Truths: Transitional Justice and the Challenge of Truth Commissions). New York: 
Routledge, 2nd edition.

12) 이는 진상 위원회에 의해 작성된 부속 서류에 제공된 정보를 기반으로 CONABÚSQUEDA에 의해 확인된 숫
자이다. CONABÚSQUEDA (2020년 8월), ‘La Desaparición Forzada en el Contexto del Conflicto Armado de 
El Salvador: Una primera aproximación al fenómeno’, San Salvador: CONABUSQUEDA, p. 53-55. 
다음 링크로 확인 가능: https://en.calameo.com/read/003512072c3f70ba6a19d?fbclid=IwAR3-0cYlUJVO-r
MJKZWCNhO9Hayuvtg141YxjGaPaW0g4ySbwn9UIwzCzmE (이하 CONABÚSQUEDA 2020), 2022년 1월 1일 최
종 열람. 진상 위원회의 방법론에 대한 논의는 엘살바도르 진상 위원회 보고서 (El Salvador Truth Commission Report), op. 
cit., at 17 참고. 

13) 많은 단체들이 실종 사례 건수를 이렇게 보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CONABUSQUEDA는 이 숫
자가 현재까지는 정확하게 판명된 숫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한다. 내전 중 실종된 사람의 정확한 
숫자를 밝혀내는 것은 지금까지도 진행 중인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CONABÚSQUEDA는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 숫자를 파악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CONABÚSQUEDA 2020, op. cit., at 
53-55.

14) 민족해방전선 (FMLN) 은 기존 게릴라 군 소속 멤버들에 의해 세워진 좌파 정당이다. 2009년 선거 

https://www.dplf.org/sites/default/files/amnesty_law-final-24june.pdf
https://en.calameo.com/read/003512072c3f70ba6a19d?fbclid=IwAR3-0cYlUJVO-rMJKZWCNhO9Hayuvtg141YxjGaPaW0g4ySbwn9UIwzCzmE


2022 광주민주포럼

광주의 연대 – 국가폭력에 대응하는 국제시민사회 연대 – 네트워크의 확장

- 77 -

수장으로서 공식적이고 대대적으로 엘살바도르 내전 중 벌어졌던 심대한 인권 탄압 및 유린

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였다.15) 이러한 공식적 인정에 이어, 정부는 강제적으로 사라

진 사람들을 찾기 위한 두 개의 국가 위원회를 설립하였다. 첫번째 위원회는 사라진 어린이

들을 찾기 위한 것으로 2010년 미주 인권 재판소 (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

의 판결 내용에 따른 것이었다. 향후 2017년에는 강제 실종된 성인 피해자들을 찾기 위한 

별도의 기구가 설립되었다. 비록 평화 협정에 구체적인 내용이 논의되지 않았지만, 이와 같

은 국가 기구의 설립은 엘살바도르의 이행기 정의와 평화 프로세스에 있어 중요한 진전이었

다. 2018년에는 두 기구가 합병되어 (아래 참조)수많은 어려움과 제약 속에서도 오늘날까지 

활발히 활동 중이다. 

1. 사라진 어린이 찾기 전국 위원회 (CNB)

2010년 행정 명령에 의해, 엘살바도르 내전 중 사라진 어린이 찾기 전국 위원회가 설립되

었다 (Comisión Nacional de Búsqueda de Niñas y Niños Desaparecidos durante el 

Conflicto Armado Interno de El Salvador, CNB, 이하 ‘사라진 어린이 찾기 전국 위원회’ 또

는 CNB).16) 이 행정 명령은 미주 인권 재판소의 세라노 크루즈 (Serrano Cruz) 사례에 대한 

판결 내용에 따른 피해보상 방침의 일환이었다. 세라노 크루즈 판결은 엘살바도르 정부가 

“국가 위원회를 설립하여 시민 사회의 참여와 함께 내전 중 어린 시절 실종되었던 젊은이들

을 찾아내도록 명령하였다.”17) 행정 명령에 따라 설립된 CNB은 엘살바도르 내전 중 실종된 

아동들의 소재를 파악하고 이들의 신변에 대한 조사를 시행할 역할을 부여 받았다. 또한 피

해자들에 대한 절대적 존엄을 보장하는 가운데 이들이 가족과 재결합할 수 있도록 돕는 역

할을 맡았다. 2011년까지 실질적으로 업무에 돌입하지 않았으나, 그 이후로 지금은 성인이 

된 실종 아동들을 추적하고 가족과 재결합을 성사시키거나 가족과 연락을 닿게 하는 등의 

부분에 있어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 CNB는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건 정도의 문제를 해결

했다: 2020년 말에 이르러 총 113건의 아동 실종 사례를 해결했으며, 활발히 조사가 진행 

중인 사례가 250건에 이르렀다.18) 2021년 6월 중순에는 조사 중인 사례가 367건에 달했다. 

이들 중 일부는 직권에 의해, 또 일부는 실종 아동을 둔 가정의 요구로 조사가 개시되었다. 

위원회가 해결한 사건을 통해 38명의 젊은이가 가족들과 직접 재결합할 수 있었고, 또 다른 

5명은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비대면으로 가족들과 만날 수 있었다.

CNB는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 중 가장 오랜 기간 지속된 국가 주도의 실종자를 찾기 위한 

경험을 가진 위원회이다.19) 많은 부분에서 선구적 기구인 CNB는 내전으로 인해 발생한 실

기간 민족해방전선은 내전 이후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와 갈등의 해결 및 화해를 공약으로 내걸었
다.

15) 정부의 공식 인정과 더불어, 내전 기간 중 벌어졌던 엘칼라보조, 라스카노아스, 샌프란시스코 앙굴
로 집단 학살 사건과 오스카 로메로 대주교 암살 사건을 포함한 구체적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책
임 및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16) 2010년 1월 15일 행정 명령 제5호 (시민 단체 대표, 독립성과 협력, 지속 기간) 추후 2010년 4월 
9일 행정 명령 제 45호에 의해 일부 개정됨; 2011년 8월 31일 행정 명령 133호, 2014년 2월 19일 
행정 명령 18호.

17) 미주인권재판소 (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 세라노 크루즈 자매들 vs. 엘살바도르 
(Serrano Cruz sisters vs. El Salvador) 가치, 피해 보상, 비용, 2005년 3월 1일 판결, Series C, No. 
120.

18) Héctor Rosemberg and Leonor Arteaga Rubio (2021, March 30), ‘La otra historia: el robo de 
niños y niñas en la Guerra de El Salvador’ Blog Justicia en las Américas, available at: 
https://dplfblog.com/2021/03/30/la-otra-historia-el-robo-de-ninos-y-ninas-en-la-guerra-de-el-salvad
or/, 2022년 1월 1일 최종 열람.

https://dplfblog.com/2021/03/30/la-otra-historia-el-robo-de-ninos-y-ninas-en-la-guerra-de-el-salvad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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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를 찾고 그들의 신원을 파악하는 임시 국가 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있어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 CNB는 실종자들을 찾고 신원을 파악하는데 있어 획기적인 다양한 방법을 사용했다. 

필요한 경우 사망한 실종 아동의 유해까지도 발굴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실종자 가족

들에게 사회심리적 위로와 지원을 제공하였다.20) 이러한 경험은 추후 CONABÚSQUEDA를 

설립, 운영하는데 있어 탄탄한 밑바탕이 되었다.

2. CONABÚSQUEDA

2017년 8월, 실종 피해자들의 가족들과 인권 단체들의 쉼 없는 노력 끝에 엘살바도르 정

부는 엘살바도르 내전 중 사라진 성인 찾기 전국 위원회 (영문: National Commission on 

the Search for Adults Disappeared during the Armed Conflict in El Salvador; 스페인어: 

Comisión Nacional de Busqueda de Personas Adultas Desaparecidas en el contexto del 

Conflicto Armado de El Salvador, CONABÚSQUEDA)가 설립되었다. 1992년 통과되었던 내

전 중 일어났던 폭력 사태에 대한 불처벌을 가능하게 했던 일괄 사면법을 2016년 대법원이 

무효화하면서 CONABÚSQUEDA 설립의 기회의 창이 열렸다. 이러한 2016년 급변한 정세를 

따라 내전 중 벌어졌던 어린이, 성인 강제 실종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고 그 밖의 여러 심각

한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 및 대화가 시작되었다.21) 

CONABÚSQUEDA 는 조직 상으로는 외교부 산하에 있으나 업무에 (실질적, 행정적 측면에서) 

있어서는 완전한 자율성을 보장받은 독립적 기구로 세워졌다. CNB와 같이 CONABÚSQUEDA 또

한 법령이 아닌 행정 명령22)에 의해 설립되었기에 이의 존립과 예산은 각 행정부의 의지에 의해 

좌우된다. CONABÚSQUEDA는 “엘살바도르 내전 중 실종된 성인 피해자들의 소재를 파악하

고 이들의 신변에 대한 조사를 시행할 역할,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절대적 존엄을 보장하

는 가운데 이들의 가족과의 재결합을 추진할 역할”23)을 부여 받았다. 또한 피해자의 시신 

및 유해를 찾아 가족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준행 사항은 CONABÚSQUEDA에 시신 발굴 및 

신원 파악의 역할까지도 부여했다.

세 명의 위원들이 명예직으로 지명되어, 2018년 9월 CONABÚSQUEDA는 업무를 개시하게 

되었다. 매우 제한된 예산과 유전자 감식을 위한 현지 지역 역량이 위원회에 대한 요구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기존 CNB의 경험이 도움이 되긴 했으나,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CONABÚSQUEDA의 업무와 운영 방향은 CNB와는 여러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엘살바도르의 정치권에서는 실종 아동을 찾는 일에 있어 실종 성인을 찾는 것보다 더욱 관

심과 의지를 보였다. 그리고 여러 정황 상 실종 아동이 생존해 있을 확률이 성인 실종자들

에 비해 높았다. CONABÚSQUEDA와 CNB 두 기관에 있어 긍정적인 점은 다른 내전의 참상

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수많은 방안들 중 이 두 기관이 시민사회로부터 매우 압도적인 관

심과 지지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향후 좀 더 폭넓은 이행기 정의 구현 과정에 

19) 로셈버그 (Rosemberg) 와 아르테아가 (Arteaga), “La otra historia….”, op. cit. 
20) Idem.
21) 정당한 법적 절차 재단 (Due Process of Law Foundation), (2018년 4월) ‘La Comisión de 

búsqueda y la tarea de reconstruir la verdad’, Washington: DPLF.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 가능: 
http://www.dplf.org/sites/default/files/la_comision_de_busqueda_y_la_tarea_de_reconstruir_la_verdad.p
df, 2022년 1월 1일 최종 열람.

22) 행정 명령 제 33호, 2-17년 8월 17일.
23) 행정 명령 제 33호, op. cit.

http://www.dplf.org/sites/default/files/la_comision_de_busqueda_y_la_tarea_de_reconstruir_la_verdad.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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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희망적인 신호이기도 했다. 

2018년, 외교부는 내부 합의를 통해 CONABÚSQUEDA와 CNB를 하나의 기구로 합병하여 

‘엘살바도르 실종자 수색을 위한 연합 기구 (Integrated Search Mechanism in El Salvador)’를 설

립하였다.24) 이러한 조직적 변화는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25) 특히, 실질적 업무 절

차상에 있어 긍정적 결과가 있었다: 매우 제한된 예산 및 자원이 주어진 상황에서 이 두 기

관이 인력 및 스테프, 사무실 등의 기반 시설들을 공유하게 됨으로써 업무가 보다 효율적으

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반면, 두 기관의 합병이 심대한 도전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특히 

CONABÚSQUEDA의 목표 실현에 있어 그 어려움이 두드러진다: 거의 대부분의 피해자가 이

미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망자들의 유해를 찾고 이들의 신원을 파악하는 과정이 대부분 

생존해 있는 아동 실종자들의 수색 과정과는 확연히 다르고 좀 더 복잡한 노력을 요한다.

3. CONABÚSQUEDA의 준행 사항과 핵심 세력 및 특성

현 법률적 프레임 하에서, CONABÚSQUEDA의 주요 책임은 내전 중 강제 실종된 성인 피

해자의 행방을 찾고26) 이들 생존자 또는 사망한 피해자의 유해를 유가족에게 전달하는데 

필요한 조사를 하는 것이다.27) CONABÚSQUEDA는 이 업무 수행을 위해 다른 공공 기관과 

국내 또는 국제 비정부 기구들과 협력한다. 또한, 본 위원회는 내전 중 실종된 피해자들과 

이들의 현재 행방에 대한 정보와 문서를 가지고 있는 행정부서에 정보 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1992년 1월 16일 이전까지 운영되었던 국가 정보 

기관, 군대, 경찰, 교도소, 병원, 감옥 등의 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차풀테펙 평화 협정 체

결 이전 시기).

또한 아래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CONABÚSQUEDA는 검찰총장 및 인권 보호 옴부즈맨 부

서에 실종자 수색 과정의 진실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를 보호하고 조사하기 위한 예

방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요구할 권한이 있다. 이러한 예방책의 일례로 변경, 파괴, 은폐의 

위험이 있는 중요한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 CONABÚSQUEDA가 피해자들에 

대해 지켜야 할 의무로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과 꾸준한 의사소통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있다. 또한 강제 실종 피해자들의 권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적 캠페인을 도모

할 의무도 있다. 이를 위해, 학술적, 문화적 교류를 도모하고, 국내와 국제적으로 강제 실종

에 대한 역사적 기억과 이에 대한 사회의 책임을 상기시킬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할 책임

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CONABÚSQUEDA는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협력 체계를 형

성하여 기술적인 부분과 예산적인 부분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위원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 부분은 위원회의 부족한 인력 및 예산

으로 인해 행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놓여있다.

24) 장관 협의문건 제 1925호, 2018년.
25) 엘시 플로레스 (Elsy Flores), CNB와 CONABUSQUEDA 총책임자 (General Coordinator), 본 보고서

를 위한 인터뷰 내용.
26) CONABUSQUEDA 준행 사항 제 3조는 강제 실종자에 대한 수색 활동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CONABUSQUEDA는 이를 내전 중 게릴라 세력 등과 같이 비국가 세력에 의해 이루어진 실종자를 
포함한 수색 활동으로 해석하고 있다. CONABÚSQUEDA 2020, op. cit. 

27) Ibid.



2022 광주민주포럼

광주의 연대 – 국가폭력에 대응하는 국제시민사회 연대 – 네트워크의 확장

- 80 -

4. CONABÚSQUEDA 역할 및 준행 사항의 제한점

CONABÚSQUEDA의 활동은 전국적 규모이며, 본부는 수도 산 살바도르에 있는 외교부 건

물에 위치해 있다. 이들이 부여받은 구체적인 준행 사항을 살펴보면, 아무 실종자나 또한 모

든 실종자들을 수색할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1992년 1월 16일에 종

전된 내전 기간 중에 강제 실종된 성인에 대한 행방 파악의 업무만을 부여 받았다. 

위원회를 설립한 행정 명령은 위원회의 위원 및 스테프들의 업무 기간에 대한 기한을 정

해 놓았으나, 위원회 자체의 존속 기간 및 업무 대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CONABUSQUEDA는 자신들의 간행물 및 발표문을 통해 실종자 수색 작업의 지속을 위해 위

원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무기한 존속할 것을 밝혔다. 28)

CONABÚSQUEDA의 불확실성은 이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행정부에 대한 의존성에서 

기인한다. 위원회의 설립과 존속이 행정 명령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로 인해 특히 대통령에 

대한 의존성이 높다. 조직의 불안정성과 더불어, 법률상의 존립 근거가 부재함으로 인해 행

정부에 의존하는 기관들만이 CONABÚSQUEDA와 협력할 의무가 있다는 점이 큰 한계점이

다. 이는 조직의 특성상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실질적

으로 행정부에 의존하는 기관들마저 비협조적인 측면이 많이 드러났다. 특히 군대는 CONABÚSQUEDA 

뿐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 정보 협조를 요청할 때에 매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일

례로, 엘살바도르 군대는 자신들이 소유한 역사 문건에 대해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왔는데, 심지어 사법부에서 이에 대한 공개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미온적 태도를 보

인 바 있다. 현재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지닌 전쟁 범죄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1981

년 미국에서 훈련받은 엘리트 군대가 엘 모조테 (El Mozote)에서 하루에 민간인 1,000명 이

상을 학살한 사건이다.29) 군 관계자들은 판사들이 관련 사료 및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군 

시설에 출입하는 것을 막았다.30) 이에 해당 법정은 군대에 문서를 개방하고 이를 검토할 수 

있도록 군에 명령을 내렸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볼 수 있듯이 CONABÚSQUEDA의 업무에 

대한 존중 및 업무 협력을 보장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 있다. 국가의 수장인 

대통령의 정치적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28) CNB와 CONABÚSQUEDA는 두 위원회가 실시한 수색 작업, 장소, 가족 재결합 활동 등에 대해 보
고를 하는 간행물, 레 코르디스 (Re-Cordis),를 함께 발행하고 있다.

29) 엘 모조테 (El Mozote)와 진행 중인 17명 전직 군 간부에 대한 전쟁 범죄 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
음을 참고하시오. 크리스토살 (Cristosal), ‘El Mozote’,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 가능: 
http://www.cristosal.org/el-mozote; 또한 DPLF 참고, (2018년 10월16일) ‘엘 모조테 학살 재판: 엘살바도
르에서 수십년 간 지속된 정의의 수색 (The El Mozote massacre trial: the decades-long search for justice 
in El Salvador continues)’,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 가능: 
http://www.dplf.org/en/resources/el-mozote-massacre-trial-decades-long-search-justice-el-salvador-continues. 
2022년 1월 1일 최종 열람.

30) 레오노르 아르테아가 (Arteaga, Leonor) (2020년 11월), ‘Caso El Mozote: la información militar 
secreta sobre crímenes de la guerra en El Salvador’, Diálogo Derechos Humanos. 다음 링크에서 
확인 가능: 
https://dialogoderechoshumanos.com/agenda-estado-de-derecho/caso-el-mozote-la-informacion-mil
itar-secreta-sobre-crimenes-de-la-guerra-en-el-salvador , 2022년 1월 1일 최종 열람.

http://www.dplf.org/en/resources/el-mozote-massacre-trial-decades-long-search-justice-el-salvador-continues
https://dialogoderechoshumanos.com/agenda-estado-de-derecho/caso-el-mozote-la-informacion-militar-secreta-sobre-crimenes-de-la-guerra-en-el-salvad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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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사 및 포렌식 감식 역량

CONABÚSQUEDA의 가장 최근 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11월 현재까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사건은 총 416 건이다.31) 성별의 분포를 보면, 78%의 사례가 남성, 나머지 22%가 여성 피해자이다. 이

는 이미 알려진 내전 중 이루어진 강제 실종의 패턴과 일치한다: 강제 실종 피해자의 대다수는 남성이

다.32) 

엘살바도르의 첫 전국 실종자 찾기 위원회 계획은 실종자들의 행방을 밝히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9년 5월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 이 계획은 실종자 찾기 위원회가 따라야 할 

가이드라인과 여러 다양한 피해 사례에 알맞은 구체적 실행안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집단 

학살 피해자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들과 어려움, 그리고 패턴 등을 제시하였다. 포렌

식 조사 업무는 아직 시행 초기 단계에 있다: 현재까지, 19명의 강제 실종 피해자의 시신 

발굴 작업이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결된 건은 없다. CONABÚSQUEDA 와 검찰청과의 업무 

협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의미 있는 판단을 내리기에 아직 시기상조이다. 

CONABÚSQUEDA를 설립한 행정 명령에 따르면, 포렌식 작업에 대한 부분은 대법원 소속

의 법의학 연구소와의 협력과 필요한 경우, 국제 포렌식 기관의 도움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우선 강제 실종 피해자들의 유전자 정보 데이터 뱅크를 만들고 이를 유가족들의 유전자 정

보와 대조하여 신원 파악을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아직 데이터 뱅크가 만들어지지는 않았

지만, 그동안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 CNB와 CONABÚSQUEDA의 조사팀들이 비정부 전

문가 기관인 과테말라 포렌식 인류학 재단 (Guatemalan Forensic Anthropology 

Foundation, FAFG)으로 부터 교육을 받아 포렌식 과학 수사 기법을 실종자를 찾는 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다른 기관 별 협력 사례를 보면, 저명한 비정부 기관인 아르헨티

나 포렌식 인류학 기구 (Equipo Argentino de Antropología Forense, EAAF) 또한 실종자 수

색, 소재 및 신원 파악 작업에 필요한 포렌식 과학, 필요한 기술 및 지식을 지원해 주었다. 

6. 피해자들과의 관계

CONABÚSQUEDA와 CNB는 엘살바도르 내전 중 발생한 강제 실종 피해자 가족들의 지치

지 않는 노력의 결과로 탄생하였다: 예를 들면, 이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3년간의 협상 

기간을 거쳐, 수개월간 정부와 시민 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마침내CONABÚSQUEDA가 설립

되었다.33) 두 기관은 상당한 도덕적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행정적 장애물, 극히 제한적

인 예산, 성인 실종자들을 찾기 위한 구체적 방안의 부재 등의 문제들로 인해 

CONABÚSQUEDA와 일부 시민 단체들 사이에 간극이 벌어지고 있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아

직 초기 단계의 CONABÚSQUEDA가 실질적인 성과 없이 엘살바도르가 법적 절차를 잘 준수

하고 있다는 인상을 국제 사회에 심어주는 전시용으로 이용되는 것은 아닌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31) CONABUSQUEDA and CNB, Re-Cordis—CNB: 10 años de reparaciones, 16th Ed., No. 3, 
November 2021,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 가능: https://t.co/pxdThnT86b

32) CONABUSQUEDA and CNB, Re-Cordis, No. 15.
33) 정당한 법적 절차 재단 (Due Process of Law Foundation) (2018년 4월), ‘La Comisión de 

búsqueda y la tarea de reconstruir la verdad sobre las personas desaparecidas en El Salvador’,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함:
http://www.dplf.org/sites/default/files/la_comision_de_busqueda_y_la_tarea_de_reconstruir_la_verdad.p
df, 2022년 1월 1일 최종 열람.

https://t.co/pxdThnT86b
http://www.dplf.org/sites/default/files/la_comision_de_busqueda_y_la_tarea_de_reconstruir_la_verdad.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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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아체의 인권침해피해자를 위한 진실과 배상의 긴 여정

- 아체의 현재 갈등상황 돌아보기

역사에 기록된 바와 같이 아체는 인도네시아에 통합되기 전부터 시작된 무력충돌로 끝없

는 타격을 받았다. 가장 뚜렷하게 기록된 것은 식민지배 시기의 일로1873년 아체전쟁으로 

잘 알려진 네덜란드가 아체에 전쟁을 선포했던 일이다. 이 전쟁은 1942년까지 계속된 것은 

아니지만 꽤 오래 지속된 전쟁이었다. 아체 사람들의 반식민지 정신은 일본에 대한 저항과 

함께 계속되었다. 1945년 8월 14일까지 일본은 연합군에 항복했고 같은해 8월 17일 인도네

시아는 독립을 선언했다. 일본은 1945년 12월 아체를 떠났다. 

인도네시아의 독립이 선언된 후 아체는 1946~1957년 벌어진 컴복 전쟁이라는 이름의 ‘내

전’으로 다시 타격을 입었다. 이 전쟁은 아체의 운명을 놓고 서로 의견차를 갖고 있던 울라

마(텡쿠)와 귀족(울에르발랑) 사이에 일어났다. 울라마는 인도네시아 독립선언을 지지했고 울

에르발랑은 네덜란드 통치의 복귀를 희망했다. 컴복 전쟁은 아체 사회의 혁명을 일으킨 울

에르발랑의 패배로 끝났다. 

1953년에 위대한 울라마 지도자이자 아체의 주지사를 지낸 텡쿠 다우드 브르에는 아체의 

다룰 이슬람 반란에 가담했다. 이 무장 저항은 아체 사람들의 반식민주의 투쟁과 이슬람의 

원칙을 유지하고자 했던 의지를 배반한 수카르노 대통령에 대한 환멸과 아체와 노선을 함께

하지 않는 자카르타의 일부 정치적 움직임으로 촉발되었다. 반란은 아체가 특별지위를 가진 

지역으로 반환되고 지역의 규정에 따라 이슬람법을 집행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이 부여되

는 여러 협상 과정을 거친 후 진정되었다.

 

그리고 반란이 막 끝났을 때 일어난 G30S 사건의 정치적 혼란은 다시 아체가 피를 흘리

게 만들었다. 아체에서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들의 숫자에 대한 공식 통계는 없지만 알려

진 군사 문서에 따르면 약 2천 명으로 전해진다. 학살의 희생자는 약 3천 명으로 추산된다. 

한편 호주의 연구자인 제스 멜빈은 저서인 <군부와 인도네시아 학살: 대량학살의 방식>에

오니 이멜바

아체 진실과화해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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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 수를 1만 명으로 추산한다. 

북부 해안에 있는 아체의 천연자원으로 인한 이익이 공정하게 공유되지 않고 중앙정부에 

의해 착취될 때 아체 사람들의 반발이 있었고 이에 중앙정부는 아체 주민들에 대한 수많은 

인권침해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보안부대와 아체 외부에서 노동자를 아체지역에 배치했

다. 정부의 이런 부당한 행태는 아체에서의 반란을 촉발시켰다.

1976년 하산 티로는 인도네시아로부터 아체의 독립을 선언했다. 이 과정에서 또다시 피가 

흘렀다. 인도네시아군은 자유아체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많은 작전을 수행했다. 1989년 아체

는 당시 “자링 메라” 작전으로 알려진 군사작전의 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이 작전은 10

년 후 수하르토 대통령 정권이 무너지면서 멈추었다. 1999년 국민투표와 함께 아체에서 여

러 저항조직이 탄생하면서 민주화의 흐름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인도네시아와 GAM( 

자유아체운동) 간의 평화협정은 2002년 12월 제네바에서 처음 체결되었고 이후 공동의 안

보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그러나 평화협정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고 실패로 귀결되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3년 5월 19일 아체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이후 2004년 5월 19일 비

상사태로 변경되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2004년 12월 26일 지진과 쓰나미는 아체를 황

폐화시켰고 수십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다. 2005년 5월 19일 

쓰나미 후 아체가 점진적으로 재건되면서 비상사태는 민간질서 상태로 변경되었다. 총격전

은 여전히 아체의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었으며 인도네시아 정부와 GAM은 아체에 평

화가 정착되지 않는다면 재건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 시

기 위기관리 이니셔티브가 촉진한 GAM과 인도네시아 정부 간의 협상이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렸고 핀란드의 마르티 아티사리 전 대통령이 의장을 맡아 평화협정이 체결되었다. 2005년 

8월 15일에 서명된 이 협정은 헬싱키 평화협정으로 알려지게 되었으며 아체에서 평화로운 

시기가 시작되었다.

무력충돌 기간은 경제성장과 함께 아체 주민들의 복지에 영향을 미쳤다. 분쟁은 또한 아

체 사회에 사상자, 트라우마, 불안 등 깊은 상처를 가져왔다. 피해자는 일반적으로 분쟁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민간인이다. 민간인은 저항, 진압, 예속, 통제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역

사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아체의 상황은 인도네시아의 여타 지역과 다르다.

 

– 평화협정의 주요 내용

많은 관련자들이 헬싱키 평화협정이 아체 분쟁의 수천 명 피해자들에게 희망이 되리라고 

생각했다. 인도네시아 정부와 GAM은 과거 아체 분쟁에 대해 평화롭고 포괄적이며 지속가능

하고 영향력있는 해결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하며 상호신뢰를 구축하는데 동의했다. 평화협정

은 인권을 위한 변화의 과정을 위해 세부합의와 원칙으로 구성된다. 평화협정의 2항은 최소 

3가지의 주요 사항을 강조했다.

a. 인도네시아 정부는 유엔의 시민권 및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을 준수한

다

b. 아체에 인권재판소를 설립한다

c. 국가진실화해위원회는 아체에 진실화해위원회를 설립하여 화해를 위한 노력을 공식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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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경과

같은 해 10월 28일, 인도네시아의 국가 인권의제와 또 헬싱키 평화협정에 따라 인도네시

아는 두 가지 주요 인권협약을 비준했다. 이 규약은 각각 법률 제11/2005와 제12/2005를 통

해 승인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다. 

2006년 8월 1일 인도네시아 정부는 법률 제 11/2006을 통해 아체 통치에 관한 특별법을 

공포하여 헬싱키 평화협정에 명시된 아체 정부에 관한 첫 번째 항을 실현했다. 평화협정에

는 인권과 관련한 두 가지 의제가 있다. 첫 번째는 아체 인권재판소의 구성이고 두 번째는 

아체 인권침해의 전면적 진상규명과 화해를 위한 단계로서의 진실화해위원회의 설립이다. 두 

조치 모두 이행기정의와 과거 폭력의 청산과정과 분리될 수 없으며 이는 그 자체로 갈등해결

에 필수적인 요건이다. 이는 아체 정부의 법률 제11/2006에도 규정되어 있다. 

– 시민사회단체의 노력

아체 진실화해위원회의 설립은 아체에서 발생한 과거 분쟁과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피

해자의 권리회복을 위해 정부의 의무를 명시하기 위한 아체 지역 및 국내 피해자 단체 노력의 

결과였다. 농업에 관한 기본법이 발효된 지 1년 후인 2007년 7월, 피해자와 시민사회로 구성

된 약 200명의 사람들이 아체 의회 건물 뜰에서 아체 진실화해위원회와 인권재판소의 즉각적

인 설립을 요구하는 평화로운 시위를 벌였다. 시민사회단체는 아체 진실화해위원회를 설립

하기 위해 지방조례 제 17/2013을 제정하는 과정도 함께했다.

당시 시민사회단체가 직면한 가장 어려운 장벽은 대부분의 정치인, 관료 및 국제사회가 

아체의 평화를 구축하는 데에는 집중했지만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잊었다”는 점

이다. 아체 정부와 인도네시아 정부가 기록하고 알려야 할 피해자들의 이야기가 여전히 많

이 남아 있으며 진실, 정의, 배상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가 실현되어야 한다. 

ELSAM(역자 주: 인도네시아의 비영리단체로 ‘정책과 옹호 연구소’)의 선임연구원 인드리아

스와티 디아 삽타닌그룸은 우리가 역사를 돌아볼 때 인권도시는 지역으로 돌아가기 위한 운

동이자 정치적 약속이라고 말한 바 있다. 삽타닌그룸은 “한국 광주시의 경우 그들은 과거의 

인권침해로부터 시민과 정책입안자가 함께 교훈을 얻는 것을 인권도시라고 정의했다”고 말

했다. 아체는 인도네시아의 복잡한 인권침해를 청산하고 해결하는 방식의 사례가 될 수 있

도록 이런 경험으로부터 배워야 한다. 

-추진 경과

마지막으로 2013년 12월 31일 아체 정부는 아체 진실화해위원회의 설립에 관한 지방조례 

제 17/013을 발표했다. 그러나 헬싱키 평화협정의 주요사항 중 하나를 즉시 이행할 수는 없

었다. 아체 진실화해위원회가 설립되기 위해서는 7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이 기간 동

안 국내 및 아체 지역 시민사회단체 모두 이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다. 긴 과정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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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24일 아체 의회 본회의에서 1기(2016~2021년) 아체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이 

아체 주지사로부터 공식 임명되었다. 

– 아체 진실화해위원회

지방조례 제 17/2013에 의하면 아체 진실화해위원회 설립 목적은 아체에서 저질러진 과

거 인권침해의 진상을 완전히 규명하고 화해를 위해 노력하고 피해자를 위한 효과적인 구제

책을 권고하고,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피해자를 위해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 역할

진실화해위원회의 역할은 아체 진실화해위원회에 관한 지방조례 제3조에 명시되어 있다:

1. 과거에 일어난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여 평화를 구축한다

2. 개인 및 기관의 인권침해 가해자가 피해자와 화해하도록 돕는다; 그리고

3. 보편적인 인권규범에 부합하는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철저한 배상을 권고한다

– 진실을 위한 노력

아체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세 가지 활동을 벌인다. 첫번째는 증언 청

취이다. 이는 비공개 혹은 공개 방식을 취할 수 있다. 비공개 방식의 경우 피해자나 목격자

의 자택 혹은 기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장소로 직접 찾아가 대화를 나눈다. 그 반대의 

경우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인권침해 사건과 피해자에 대한 영향, 정부가 이행해야 하는 정

의에 대한 피해자의 희망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다. 두 번째는 조사이다. 이는 진술에서 발

견되는 특수한 사례에 대해 깊이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셋째는 과거 인권침해에 대

한 분석을 더 확실하게하고 정책이나 권고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정보와 문서를 수

집하는 것이다. 

– 증언 청취

아체 진실화해위원회는 첫 임기를 수행하는 5년 동안 몇 가지 역할을 수행했다. 예컨대 

아체 주변의 17개 도시에서 5264명의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했다. 

– 공청회

우리는 또한 목격자와 피해자가 정부 대표, 시민사회, 해외 단체 및 언론매체 앞에서 자신

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2개의 지역에서 3회의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는 강제실

종, 고문, 인권침해와 같은 일반적인 주제를 포함하여 아체에서 일어난 과거 다양한 인권침

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다. 

– 배상

피해자 권리 배상에 대한 권고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2019년에 245명의 피해자에게 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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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로부터 긴급 배상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이는 아체 주지사령 제 330/1269/2020을 따

른 것이다. 이를 위한 예산집행기관의 역할은 아체 재통합위원회가 수행할 것이다. 피해자들

에 대한 긴급 배상금은 올해 중반에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이미 5264명의 피해자에 대해서

는 아체 정부로부터 포괄적인 배상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 기념

위원회는 또한 아체, 피디 자야, 아체 자야 및 비레우엔 지역에 기념비를 세웠다. 그리고 

위원회가 인권박물관을 비롯하여 아체 주변에 더 많은 기념공간을 지을 수 있기를 바란다. 

– 연결과 협력

지역, 국내 및 국제 수준에서 다양한 단체와 아체 진실화해위원회가 구축한 관계망은 첫 

임기 동안 아체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하는데 의제의 사회화 및 제도 강화를 시작으로 하여 

학술논문, 제도적 기준, 진상규명, 목격자와 피해자 보호, 예산 지원까지 포함해 다양한 방면

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2017년 10월 12일, 아체 진실화해위원회는 다른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배운 경험과 교훈을 

수집하고 아시아의 평화 강화와 책임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진실추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지역회의를 개최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스리랑카, 태국, 미얀마, 동티모르, 한국에서 온 

100명 이상의 정책 입안자, 학계, 시민사회 및 생존자가 반다 아체에 모였다. 아체 진실화해

위원회와 아체 사회가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을 인식하고 전문가의 지원을 받으며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이 지역회의는 아시아 정의와 권리, 아체 콘트라스, 

ICAIOS, 카타 하티, LBH 아체 및 아시아 이행기정의 네트워크와 같은 단체의 지원을 받았

다. 

- 권고

임기가 끝나면 위원회는 인과관계 분석, 배경 사건, 정치적 또는 경제적 요인, 행위와 행

위자, 국가행위자와 비국가행위자 그리고 그 영향에 관하여 인권보호를 위한 권고사항을 마

련한다:

1. 법적, 정치적, 행정적 개혁;

a. 법적, 제도적 개혁

l 인도네시아 의회는 모든 안보 부문(인도네시아 국군, 경찰, 정보부)에 대한 집중 

감독을 수행

l 정부는 아체에서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를 인정

l 인도네시아 의회와 정부는 형법을 개정하고 고문과 강제실종 방지협약을 비준하

며 로마규정에 따라 전쟁범죄를 포함하여 법률 제26/2000을 개정

l 정부는 군사법원의 사법개혁을 추진

l 정부는 모든 안보 관련 기관(인도네시아 국군, 경찰, 정보부)에 아체 지역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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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해와 인권에 대한 인식을 강화

l 아체 주지사 및 아체 의회는 안보 및 법 집행자 후보의 이력을 확인한다.(군 사

령부의 사령관이나 지방경찰청장, 검사장)

l 인도네시아 국군, 인도네시아 경찰은 트라우마가 아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

을 줄이기 위해 아체 분쟁(1976-2005)기간 동안 근무했던 인원을 배치하지 않았

다.

b. 정치적 정책

l 인도네시아 의회, 중앙정부, 아체 의회 및 아체 정부는 인권과 아체 지역의 지적

유물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을 우선시하도록 정책을 공식화

l 왈리 낭그로에(역자 주: 전통적 지도자)는 아체 의회와 아체 정부가 아체의 관점

에서 과거 인권침해 피해를 청산하도록 애쓴다.

l 국가개발기획부와 지역개발기획부가 수행하는 개발정책은 인권기반개발에 기반

해야 한다.

l 위원회 권고안의 이행이 인권기반개발 접근방식에 맞춰져야 하므로 아체 정부는 

정책계획을 마련

l 아체 정부와 시민사회는 여성 피해자가 평화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

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

l 중앙정부와 아체 정부는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즉시 위

원회를 구성

c. 행정정책

l 인중앙정부, 아체 정부 및 구/시 정부는 특히 과거 인권침해의 생존자 또는 피

해자를 위해 인권의 존중, 보호, 이행을 우선시하는 공공서비스를 보장

l 인도네시아 의회와 아체 의회는 특히 인권침해의 피해자를 위한 인권보호, 존중 

및 이행을 우선시함으로써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서비스 계획을 개발

l 인도네시아 옴부즈만은 인권을 존중하는 공공서비스의 보장을 극대화

2. 조정 메커니즘의 구현;

a. 아체 진실화해위원회는 아체 정부 및 사회의 모든 기반과 더불어 아체 지역의 지혜

를 바탕으로 한 화해를 수행한다.

b. 화해의 과정은 피해자 및/또는 그 가족 존엄성 회복의 일부로서 지향되어야 한다. 

c. 정의의 관점과 여성 및 취약집단의 권리에 대한 민감성은 화해의 방식을 마련하는 

데에 핵심 원칙이 되어야 한다.

3. 피해자에 대한 배상;

a. 아체 정부는 피해자에 대한 긴급배상에 관한 아체 주지사령 제 330/1209/2020을 

즉시 시행하고 아체의 진실과 평화에 대한 피해자들의 공헌을 인정하는 새로운 정

책을 만든다.

b. 아체 의회의 지원으로 아체 주지사는 피해자를 위한 기금 마련을 포함하여 피해자 

배상을 위한 지역 정책안을 즉시 구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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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구/시 의회의 지원을 받아 시장은 주지사의 정책에 부합하는 피해자 권리회복 프로

그램을 구현하기 위해 지역정책을 공식화해야 한다.

d. 시 정부는 아체 진실화해위원회와 함께 다양한 형태의 기념비를 계획하고 건설하기 

위해 이전에 고문이 자행되었던 공간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목록을 만든다.

e. 중앙정부는 배상금의 지급을 위해 기금에 재정적 기여를 한다. 동시에 대통령령 등

의 형태로 국가의 정책을 공식화하고 (아체에서의 배상과 연결되는) 국가 배상 프

로그램에 대한 규정을 마련한다. 

f. 아체 분쟁기에 이익을 본 기업은 배상금을 위한 기금에 재정 기부를 했다.

g. 아체 정부는 시민사회 및 콤나스 페렘푸안(인도네시아 여성폭력근절위원회)과 함께 

젠더 관점에서 넓은 의미의 배상/회복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아체 진실화해위원회를 

지원하고 정부가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긴급배상과 특별한 치료가 필요한 이들을 위

한 배상 매커니즘을 구축하도록 권장한다.

h. 아체 진실화해위원회는 피해자의 권리와 배상을 위해 현재 아체 사회의 맥락과 관

련된 분쟁 피해자의 심리사회적 조건을 살핀다.

i. 아체 진실화해위원회는 관련 기관 및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구체적인 장기 배상 지원

을 보장한다,

4. 인권침해 행위자에 대한 법적 조치; 그리고

a. 인도네시아 정부와 의회는 즉시 아체 인권재판소를 설립

b. 법무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진행한 3가지 사건의 조사에 대해 즉각 후속조치를 

취했고 인도네시아 의회는 법률 제 26/2000에 따라 즉석인권재판소를 설립했다.

c. 국가인권위원회는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여겨지는 아체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조사팀을 구성하여 조사결과 및 

책임자로 지목된 보안부대와 지휘 책임자에 대한 조사를 계속한다. 

5.  기타.

a. 인권문화와 학습

l 정부와 시민사회는 공식, 비공식 교육과정의 개편을 통해 법과 인권에 대한 인

식문화 조성

l 지역교육위원회는 아체 진실화해위원회 최종보고서를 기반으로 아체 분쟁에 대

한 인권, 평화 및 지식교육과정이 아체의 고등학교 및 대학 수준에서 이루어지

도록 보장한다.

l 시민사회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역량강화, 연대 및 지원을 계속 수행한다.

b. 개인 및 공동체의 트라우마 회복

l 아체 정부와 시민사회는 정신건강서비스, 상담 및 생존자들이 트라우마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개선해야 한다.

l 아체 정부와 인민대표의회(역자 주: 인도네시아 국민협의회의 하위 의회)는 정신

건강서비스가 기본건강서비스로 제공되도록 한다.

l 아체 정부는 모든 서비스에서 통합된 트라우마 치유정책을 개발했다. 이 정책에

서는 공동체가 분쟁 중 경험과 오늘날 삶에 미치는 영향을 처리, 토론, 이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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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석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l 목격자 및 피해자 보호국은 아체 진실화해위원회에 증언을 제공한 모든 이들을 

법적 및 기타 요구로부터 보호하고 긴급의료 및 정신질환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

기 위해 노력한다.

c. 아체 진실화해위원회 기록보관소 및 인권박물관

l 아체 의회는 기록보관소의 보존, 규제 및 사용에 대한 지방조례 초안을 작성한

다. 이 기록보관소는 아체의 인권 역사를 기억하고 존중하며 배울 목적으로 아

체 진실화해위원회가 개발할 인권센터의 일부를 구성한다.

l 정부와 시민사회는 과거 인권침해피해자를 존중하고 그 역사로부터 배움을 얻기 

위해 기념을 수행한다. 분쟁의 피해자(생존자와 사망자 모두)를 기리는 날, 기념

비, 인권박물관의 보장을 포함한다. 공동체 차원에서 다양한 연령대와 성별을 대

상으로 하는 의미 있는 활동(현지 문화와 관습을 따르는)도 여기에 들어간다. 

l 정부 및 안보 기관은 민간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유발한 군사작전과 관련되는 모

든 문서를 공개한다.

l 아체 진실화해위원회는 미국 법원의 엑슨모빌 사건을 포함해 법정 사례(군사, 형

사, 민사)의 기록물에 접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특히 인도네시아 및 여러 국

가에서의 공식 기록물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자유법을 사용했다.

– 아체 진실화해위원회 2번째 임기의 초점

과거의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이 정체된 것처럼 보이는 가운데 아체 진실화해

위원회는 몇 가지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이는 매우 가치 있는 성과이다. 그러나 아

체 진실화해위원회 그리고 과거의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행위자로서 아체 정부와 인도네

시아 정부의 책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2기의 위원들은 주요 임무에 더해 많은 책임이 있

다. 또한 그들은 위원회의 활동을 개선해야 한다. 

두번째 5년의 임기 동안 아체 진실화해위원회는 아래 사항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l 아체 진실화해위원회를 강화하기 위해, 특히 상임 사무국과 위원회의 임무 및 기능의 

필요에 따라 역량구축 및 협력을 장려하는 예산을 할당한다.

l 배상을 실행하기 위한 매커니즘을 분석하고 개발한다. 다자간 협의체로 협력하여 정책

을 수립하고 피해자 5,264명에게 정부로부터 종합적인 배상을 받기를 권고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l 증언 청취 영역의 확장에 대한 분석과 아체 지역 전체에서 포괄적인 증언을 확보

l 아체 진실화해위원회에 관한 지방조례에 언급된 매커니즘을 분석하고 개발

l 고등학교 및 대학의 교육과정에 대한 정부 정책을 옹호

(책임의 한 형태로서) 자료의 질과 기록물 관리를 개선하고 역사적 증거를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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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차별과 다국적 제약회사의 부당이득 종식

최근 보건, 기후, 그리고 경제발전에 관련된 일련의 위기들은 우리사회에 장기적인 경제적 

충격을 만들어 냈고, 점진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사회적 불평등 문제의 골을 깊게 

만들었다. 여전히 진행 중인 Covid-19 팬데믹은 공공의료를 저해하고 국가의 보건체제를 국

제적으로 확대시켰을 뿐 아니라 보건의 문제를 넘어서 전 사회에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다

른 무엇보다,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5억 명 이상의 사람들을 극심한 가난으로 내몰았다.1)

팬데믹에 희생된 사람들, 희생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벌써 몇 몇 전쟁의 희생자들보

다 많은 것이 현실이다. 세계 2차 대전에 희생된 미군의 숫자보다, 거의 두배의 미국인들이 

팬데믹으로 목숨을 잃었다.2) 세계보건기구(WHO)가 예상하기로, 2020년부터 최근 4월초까지

Covid-19 바이러스는 전 세계적으로 최소 618 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3) 

하지만, 몇 몇 연구에 따르면, 초과 사망을 고려했을 경우, 공식적인 통계에 잡힌 사망 숫

자보다 약 세배정도의 사람들이 사망했다고 볼 수 있다. 의학 학술지 란셋(the Lancet)에 실

린 한 논문에 의하면, 2020년1월 1일 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1800 

만명의 초과사망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4) 초과사망과 발표된 Covid-19 사망의 차이는 

불충분한 검진으로 인한 과소진단이나, 행동의 변화로 인한 다른 질병으로 부터의 기대 이

상의 사망률 증가, 혹은 보건 의료나 다른 필수 서비스에 대한 제한된 접근으로 인한 것일 

수 있다. 이러한 엄청난 사망 수는 세계보건의료의 위기에 대한 접근이 잘못되었음을 의미

한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동제한이나, 작업정지 혹은 수업중지로 인해 모든 사람과 모든 

1) 세계보건기구, “5 억명 이상의 사람들이 병원비용으로 인해가난으로 내몰리거나 더 극심한 가난으
로 내몰리다.”, 2021. 12월, 
https://www.who.int/news/item/12-12-2021-more-than-half-a-billion-people-pushed-or-pushed-furth
er-into-extreme-poverty-due-to-health-care-costs 

2) BBC 뉴스, “Covid-19: 미국 희생자 800,000 명을 넘다”, 2021.12.15. 
https://www.bbc.co.uk/news/world-us-canada-59645307 

3) 출처: Our World in Data (접속일자2022.4.6.):
https://ourworldindata.org/explorers/coronavirus-data-explorer 

4) Covid-19 초과사망연구합동.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초과사망: covid-19-연관 사망 대한 체계적
인 연구, 란셋(The Lancet), 2022 3월 : 
www.thelancet.com/journals/lancet/article/PIIS0140-6736(21)02796-3/fulltext.

도로시 게레로

Global Justice Now 정책 본부장

https://www.bbc.co.uk/news/world-us-canada-59645307
http://www.thelancet.com/journals/lancet/article/PIIS0140-6736(21)02796-3/full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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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에 동일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 국내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평

등하게 작용했다고 보기는 힘들며, 또한 부국과 빈국사이에도 불균등하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사실상, 팬데믹은 기존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노출시키고 악화시켰다. 또한, 국가 사이

에 기 존재했던 불평등 또한 커졌다. 국가 간의 차이는 명확했다. 선진국에서는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었던 백신과 보건의료 서비스는 개발도상국의 수백만의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각기 상이한 사회계층의 사람들과 가정들에게도 영향은 상이했고, 그러한 차이들은 

성, 인종, 민족, 그리고 시민권 신분에 따라 달랐다. 

팬데믹은 보건의료위기 이상의 것이다: 비록 팬데믹의 충격은 나라마다 달랐지만, 국제적

으로 사람들의 가난은 깊어 졌고, 생계가 망가졌으며, 젊은이들 사이에 학습의 격차가 벌어

졌으며 다른 사회 불균등의 문제들은 심각해 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Covid-19는 OECD 회원국의 4/5 나라에서 평균수명을 낮추었으며, 사람들의 정신건강에 심

대한 피해를 초래했다.5) UN의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리포트 2021는 팬데믹이 15년 동안 국

제적으로 추진되어 왔던, 하지만 2019년도에 기존의 방향에서 어긋났던, 지속가능한 개발목

표 프로젝트의 수십 년에 걸친 진전을 멈추게 했다고 경고했다.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세

계적으로 극심한 빈곤이 증가했으며, 만성기아가 증가했고, 약 2억 5000만정도의 정규직이 

사라졌다.6) 

구조적인 경제 불평등은 누가 살고 누가 죽느냐를 결정했고, 또한 의료위기의 상황 속에

서 경제회복의 기간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1. Covid-19 팬데믹에 생명은 공평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팬데믹의 시작이후, 선진국가들은 믿기 힘들 정도로 이기적이었고 폐쇄적이었다. 이러한 

편협한 접근법으로, 각국의 국가들은 팬데믹을 전 지구적인 팬데믹을 막기보다는 자신들의 

국경 내에서 팬데믹을 다루는 것을 선택했다. 

먼저, 많은 선진국가들은 백신을 쌓아 두고 백신 공급의 독점 조달자로서 실제 자국민의 

숫자보다 훨씬 많은 수의 백신을 사들이면서 엄청난 권력을 휘둘렀다. 이 국가들은 가난한 

나라의 국민들이 최소 한번은 접종할 수 있게 하기 보다는 자국 국민들을 빠른 속도로 몇 

번에 걸쳐 접종할 수 있게 선택했고, 또 그렇게 이행했다. 이렇게 함에 있어, 이 국가들은 

“팬데믹에서 모두가 모든 곳에서 안전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논리를 완전

히 무시했다. 지금 이글을 쓰는 순간에도, 영국 국민의 74%는 완전히 백신접종을 마쳤으며, 

65세이상 미국인의 2/3이 접종을 완료하였으며 50세와 64세 사이의 국민들의 반 이상이 1

차 접종을 마쳤다.7) 전 세계적으로 공급된 약 100 억 회 분량의 백신중, 단지 1% 만이 저

소득 국가에서 접종되었다.8)

5) 경제개발협력기구. 한눈에 보는 보건2021: covid-19 팬데믹이 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해야함을 보여준다. 
2021 11월 https://www.oecd.org/health/health-at-a-glance/ 

6) 국제연합,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리포트2021, https://unstats.un.org/sdgs/report/2021/
7) 출처 Our World in Data, 백신 접종자 비중, 2022. 4. 13. , 

https://ourworldindata.org/covid-vaccinations?country=OWID_WRL 
8) 국제연합 뉴스: 의료, 국제연합 분석백신 불균등과 넓어진 빈곤격차 사이의 연결고리를 분석하다, 

https://www.oecd.org/health/health-at-a-glance/
https://unstats.un.org/sdgs/report/2021/
https://ourworldindata.org/covid-vaccinations?country=OWID_W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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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차별정책(아파르트헤이트)를 해결하고자, 2020년 10월, 인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중단 없는 제조와 분배를 위해 세계무역기구(WTO)에 모든 COVID-19 백신, 약품, 진단에 관

한 모든 특허권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TRIPS 포기)를 제안했다. 약 100개 이상의 국가들이 

이 제안을 지지하고 있다. 많은 이전의 국가 수반들,9) 과학자들과 전문가들 또한 이 제안을 

지지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지적재산권(IP)에 대한 WTO 회원국들 간의 이견의 역사를 보

면, 미국, 유럽연합의 많은 국가들, 그리고 영국은 이러한 제안에 반대해 왔다. 하지만, 현재

의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이 제안을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선택들은 대다수의 고도로 산업화된 나라들, 즉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자리 잡고 있는 

국가들이 COVID-19 백신의 공급을 차지하는 권력만으로는 만족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들 나라들이 더 많은 백신 제조회사들이 전 세계적 접종을 빠르게 이룰 수 

있게 다른 백신을 개발하는 것을 막고 있다는 것이다. 

빈곤국이나 개발도상국의 국민들은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하며, 감염과 죽음의 위험에 계속 

살아가야 하며,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친구들이 바이러스에 죽어가는 것을 바라봐야 한다. 

2. 지적 재산권 전쟁

제약회사들과 세계은행과 같은 다국적 금융기관들은 특허권의 정지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10) 제약회사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유지하는 것이 혁신을 

촉진하고 백신의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의 정당한 소유권으로 간주되는 것을 보호함으로써 

사회에 이익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한 보호를 없애는 것은 제약분야의 혁신을 저해함과 

동시에, 좋은 품질의 제품에 대한 확신을 줄이며, 많은 나라들이 그를 위한 노하우나 설비시

설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한다. 

이것은 인간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지적 재산권 시스템이 심각한 도덕적 파산상태에 이르

렀음을 보여준다. 이 제안이 세계무역기구에 제시된 이후 그리고 몇몇 정부들이 지속적으로 

반대해온 이후, 약 만명의 사람들이 매일 목숨을 잃었다.11) 그러는 동안, 선진국가들은 약간

의 백신들 기부하면서,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백신을 생산할 수 없도록 조치하면서 그들의 

위선을 적나라하게 내보였다. 

지적재산권의 잠정적 포기에 찬성하는 다양한 조직들은 대다수의 가난한 사람들과의 연대

2022. 3. 28.: https://news.un.org/en/story/2022/03/1114762 
9) Global Justice Now, “140명 이상의 이전 국가수반들과 노벨상 수상자들이 COVID 백신관련 지적 

재산권 포기를 독일 수상에게 촉구하고 나서다”, 2021. 9. 14. 
https://www.globaljustice.org.uk/news/more-than-140-former-heads-of-state-and-nobel-laureates-call
-on-candidates-for-german-chancellor-to-waive-intellectual-property-rules-for-covid-vaccines/ 

10) 로이터스, “세계무역기구, 세계은행 백신 지적재산권 포기에 반대하다” 2021. 6. 8 
https://www.reuters.com/business/healthcare-pharmaceuticals/world-bank-chief-says-does-not-suppo
rt-vaccine-intellectual-property-waiver-wto-2021-06-08/ 

11) Global Justice Now, “영국이 백신 특허 중단을 막고 있는 동안 매일 만명 이상의 사람이 죽어가
고 있다,” 2021. 10. 2, 
https://www.globaljustice.org.uk/news/over-10000-people-die-every-day-the-uk-blocks-covid-vaccine
-patent-waiver/ 

https://news.un.org/en/story/2022/03/1114762
https://www.globaljustice.org.uk/news/more-than-140-former-heads-of-state-and-nobel-laureates-call-on-candidates-for-german-chancellor-to-waive-intellectual-property-rules-for-covid-vaccines/
https://www.reuters.com/business/healthcare-pharmaceuticals/world-bank-chief-says-does-not-support-vaccine-intellectual-property-waiver-wto-2021-06-08/
https://www.globaljustice.org.uk/news/over-10000-people-die-every-day-the-uk-blocks-covid-vaccine-patent-wa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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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약회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도덕적 주장들을 제시해왔다. 중 저소득 국가들에게 

공급되는 백신의 느린 속도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백신 제조법을 공유하는 것은 산

업 독점으로 인위적이고, 혹은 긴박한, 공급차질과 제한적 백신접근을 해결하는 것으로서 전 

세계적 생산역량을 증폭시킬 것이다. 

또한 미국, 영국, 독일, 그리고 다른 여러 나라들이 수 조의 공공자금을, 단기간에 제약회

사들이 기록적으로 백신을 개발할 수 있게, 연구와 개발에 쏟아 붇고, 원료를 조달하며, 임

상실험을 실행하고, 새로운 공장을 설치한다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다. 정부로부

터 이정도의 지원을 받고도, 이들 회사에 노하우를 공개하는 것이나 저소득 혹은 개발도상

국에 백신을 공급하는 그 어떤 요구사항도 부과되지 않았다. 

2021년 한해에만, 화이자/비온텍(Pfizer/BioNTech)는 Covid-19 백신 매출로만 거의 $370억 

(£270억)를 벌여 들였고, 총 수익금이 2021년에 $813 억 로 두 배가 되었으며, 올해는 $980

억 에서 $1,020 억으로 기록적인 수입을 예상하고 있다.12) 이 정도의 한해 수입은 거의 모

든 국가의 일년 GDP보다 많다. 사실상, 화이자는 거의 모든 나라들보다 부자다; 이 회사는 

이번 위기로부터 필요이상의 돈을 벌여 들였다. 화이자의 Covid-19 백신은 비온텍이 개발했

는데, 이는 공공은행인 유럽투자은행으로부터 € 1억 (£8,400 만) 의 융자와 독일 정부로부터 

€ 3억 7,500만 보조금으로 가능했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제약회사 모더나도 Covid-19백신으로 $130 억의 이윤을 만들어 냈고 
13) 그 와중에 저소득 국가의 94%의 사람들이 아직 두번째 접종을 받아보지 못했다. 모더나 

백신은 미국 정부과학자들과 함께 고안되었고, 미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개발되고 임상실험

이 진행되었으며, 마지막으로 공공의 재화로 구매되었다. 모더나는 2021년에 $185 억 원의 

수익을 올렸고, $132억의 세전 이익을 기록했다. 또다른 미국 제약회사인 존슨 & 존슨은 

2021년에 미국 달러로 $100 억의 수익을 기록했다.14)

3월초, 세계무역기구 협상에서 유출된 문건에 의하면, 유럽연합이 국제 제약회사들이 

Covid-19백신으로 가지고 있는 지적 재산권을 약 5 년까지 완화시키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Covid 치료약이나 진단장치 들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다. 최초에 

인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의해 제시된 광범위한 완화조치는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지

지를 받고 있다. 만약에 허용된다면, 개발도상국의 제약회사들이 특허 보유자들의 허락 없이 

백신을 만들고 수출하는 것이 허락될 것이다. 

많은 비평가들이 말하기를, 유럽연합이 내놓은 안은 없는 것만 못하다. 비록 겉으로는 형

평성을 논하고 있지만, 제안에서는 그 이상을 논하지 않는다. 유럽과 미국의 회사들과 비슷

12) 콜루, 줄리아, “화이자 이익이 두배가 되면서 팬데믹 폭리의 비난을 받다,” 2022. 2. 8., 가디언 
https://www.theguardian.com/business/2022/feb/08/pfizer-covid-vaccine-pill-profits-sales 

13) “모더나 COVID-19백신 8억 700만 회 분량의 매출로 2021년 전기간 제품판매로 $177억 수익.” 모
더나 4분기 결과, 2022. 2. 24., 
https://investors.modernatx.com/news/news-details/2022/Moderna-Reports-Fourth-Quarter-and-Fisc
al-Year-2021-Financial-Results-and-Provides-Business-Updates/default.aspx 

14) 콜루, 줄리아, “화이자에서 모더나까지: COVID-19 백신으로 누가 수십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
나? 가디언 
https://www.theguardian.com/business/2021/mar/06/from-pfizer-to-moderna-whos-making-billions-fr
om-covid-vaccines 

https://www.theguardian.com/business/2022/feb/08/pfizer-covid-vaccine-pill-profits-sales
https://investors.modernatx.com/news/news-details/2022/Moderna-Reports-Fourth-Quarter-and-Fiscal-Year-2021-Financial-Results-and-Provides-Business-Updates/default.aspx
https://www.theguardian.com/business/2021/mar/06/from-pfizer-to-moderna-whos-making-billions-from-covid-vacc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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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몇 몇 인도 회사들은 현재 Covid-19백신을 제조해 국내의 수요를 맞추고 있고, 수출도 

가능한 실정이다. 이 회사들은 미국과 다른 나라와의 기술 라이센스 협약을 통해 그렇게 하

고 있다. 코벡스와 같은 국제적 시설들은 남아도는 백신 문제를 담당하고 있고, 인도도 젊은 

인구층에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지적 재산권의 포기는 만약에 회사들이 자신들만의 “영업비밀”을 공유하지 않는다면 거의 

의미가 없다, 그리고 현재의 협약에서 그러한 비밀공유가 얼마나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알

려진 바가 없다. 인도를 포함한 몇몇 개발도상국들은 이미 “강제 라이센스” 협약, 즉 정부가 

백신을 제조하기 위해 기존의 특허를 취소할 수 있는 협약을 가지고 있다. 개발도상국 정부

들은 제약과 진단에 대한 접근을 높일 수 있게 더 힘을 써야 하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백

신을 제조할 때 필수적인 재료들의 수급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와 싸워야 한다. 개발도상국 

제약회사의 역량에 관해서는, 전문가들이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에 100개 이상의 

회사들이 mRNA백신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역량이 있음을 확인했다. 이는 mRNA 백신의 제

조가 미국과 유럽 밖에서도 가능함을 말하는 것이다. 

3. 기부로는 부족하다.

세계보건기구의 코벡스(Covax) 프로그램은 전 세계적인 대량 구매 대행조직으로, 2020년

에 공정한 백신의 분배를 위해 만들어 졌다. G7 국가들은, 즉 세계의 가장 산업화된 국가들

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도상국에게 10억 개의 백신을 조달하기로 2021 영국의 서밋 미

팅에서 약속하였다.15) 같은 서밋 미팅에서, 영국 수상 보리스 존슨은 전 세계가 2021년과 

2022년 사이에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놀랍지도 않게, 존슨의 거의 모든 

약속이 그러하듯이, 그 약속이 이행될 가능성이 거의 없음이 명확해졌다. 완전히 허풍이었던 

것이다. 

100개 이상의 나라에서 국민의 10%를 2021년 9월까지 접종시키겠다는 목표를 이루는 데 

실패했다. 그리고 현 상황이 보여주듯, 2022년 12월까지 인구의 나머지를 접종시키겠다는 

목표도 이루기 어려워 보인다. 전반적으로, 전 세계에서 양산된 백신의 4%만이 코벡스를 통

해 분배되었다.16)

코벡스가 실패하는 이유는 전 지구적인 권력의 동학이 바뀌지 않아서이다. 또한 코벡스가 

그것을 바꾸려는 의지가 없어서 이기도하다. 각 정부가 팬데믹 통제를 위해 지원해야하는 

전 지구적 협력체제보다, 코벡스는 기부에 의존한다. 비록 이는 백신을 조달하기는 하지만, 

기부가 하지 않는 것 때문에 비판을 받아왔다. 즉, 각 국가들이 스스로 백신을 조달할 수 있

도록 지식과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돕는 것. 

세계보건기구는 바이러스와 싸우는데 필요한 특허 보호된 진단과 치료 그리고 임상데이터

를 포함한 정보들을 공유하기 위해 Covid-19 기술 접속 허브 (C-Tap)를 출시했다. 치료와 데

15) 리, 조셉 그리고 몰튼, 벡키, “G7: 세계의 지도자들 가난한 나라에 10 억개의 Covid 백신을 약속하
다, BBC 뉴스, 2021. 6. 13., https://www.bbc.co.uk/news/uk-57461640 

16) 브라운, 고든, “서양 국가들은 필요 이상으로 백신을 보유하고 있다– 백신을 공유하지 않을 핑계가 
없다”, 가디언, 2021. 9. 9., 
https://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21/sep/09/west-vaccine-doses-covid-production 

https://www.bbc.co.uk/news/uk-57461640
https://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21/sep/09/west-vaccine-doses-covid-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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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를 “통합”하는 것은 전 세계의 능력 있는 제조업 회사들이 주요 장비나, 약품, 또는 백

신을 특허권 위반으로 인한 기소의 두려움 없이 만들어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목표는 생

산단가를 낮추는 것으로, 주요 약품과 기술에 대한 전세계적 품귀현상을 완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제약회사들은 C-TAP을 보이콧하고 있다. 

국제연합이 지원하는 또 다른 특허공유 플랫폼,국제의약품 특허풀(MPP)은 그 권한을 넓혀 

2020년에 Covid-19치료제들을 포함시켰다. C-Tap과 같이, 이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과 

싸우기 위한 제약품, 데이터, 또는 기술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협약된 바가 없다. 이러한 결핍

은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을 싸워 이기려는 노력이 상당부분 실패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다.

4. 무모함

이러한 실패들은 선진국가들과 회사들의 무모함을 잘 보여준다. 더욱 위험하고, 잘 전파되

며, 또한 기존의 백신을 무력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는 처음 중국의 우한에서 나타났던 첫 번째 종류의 바이러스보다 훨씬 전파력

이 강하고 백신 저항력이 높다. 이전의 변이에 비해, 오미크론은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게 전

반적으로 낮은 증상을 보인다. 하지만, 최소한 생물학적으로, 바이러스가 진화하지 않을 것

이라고 여길 이유는 없다. 그리고 새로운 변이가 더욱 온순할 것이라고 여길 수도 없는 것

이다.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그의 1845년 저서 [영국의 노동자계급의 상태]에서, 자본주의 계급, 즉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통제를 장악함으로서 수백 명의 가난한 계급의 사람들을 너무나도 빨리 

혹은 자연스럽지 못한 죽음을 맞이하는 상황에 처한 계급에 의해 만들어진 상황을 묘사하면서, 

“사회적 살인”이라는 표현을 썼다. 오늘날의 글로벌 엘리트들은 이 세기에 그와 같은 상황을 고

의로 만들어 내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 현재의 전지구적 팬데믹을 다룸에 있어 많은 정부들, 

특히나 선진국가들의 비효휼성, 편협한 접근법, 그리고 잘못 정해진 우선순위들은 우발적인 사

건이 아닌 사회적 살인과 동일한 의식적인 그리고 고의적인 정치적 선택에 준하는 것이라 보아

야 한다.

정치인들 사이에 팽배한 시장 근본주의에 대한 믿음 또는 시장의 논리가 사람들의 건강이

나 인권보다 우선한다는 주장들은 이 팬데믹을 종식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Covid-19 백신의 첫번째 접종을 받아보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한, 바이

러스는 번창할 것이며, 미래의 변이는 현재의 백신을 무력화시킬 것이다. 

수십억 달러/파운드/유로의 납세자들의 공공 재화가 백신의 연구, 개발, 제조에 투입되었

다는 사실 그리고 종국에 이러한 것들이 이윤추구 산업의 개인 소유의 자산으로 넘어갔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새로운 억만장자들을 만들어 냈다. 상위 

여섯 명은 성공적인 mRNA백신과 연계되어 있다. 

이것은 민주정치체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의 실패이다. 왜냐하면, 정치시스템이 사실상 

기업에 상당히 종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전 지구적 연대를 통해 팬데믹을 해결하기보다, 선

진 국가들은 진실된 국제 공조를 추구하거나 사적이윤의 논리를 벗어나 기획하는 의지나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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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없었다. 비록 그다지 놀랍지는 않지만, 팬데믹의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는 백신이 역사

상의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수익성이 좋은 제품이라는 것은 비윤리적이다. 

이러한 주장은 너무나 암울할 것이고, 여러분은 희망이 과연 있는 가하고 궁금해 하실 것

이다. 희망은 사람들의 백신요구가 높고, 또한 사람들이 모두가 모든 곳에서 안전할 때 우리 

모두가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는 사실에 있다. 우리는 어디서나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

이다. 주요한 미팅이나 정부간의 정상회담에서, 길거리, 그리고 모든 곳에서. 변화는 가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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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코로나 위기 대응 : 방역, 사회정책 및 공공의료

이 글은 코로나19와 민주주의라는 큰 주제 속에서 코로나 19와 한국의 공공의료체계를 

중점적으로 살펴본 글이다. 

주지하다시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위기는 단지 건강의 위기가 아니었다. 코로나 팬데

믹은 사회전체에 대한 큰 위협이었으며 따라서 민주주의에 대한 큰 도전이었고 위기였으며 

이는 지금도 그러하다. 그러나 코로나 위기는 우선적으로 한 사회구성원들의 건강에 대한 

위기였다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코로나 위기와 이에 대응하는 한 사회의 보건정책을 살

펴보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분석이 될 수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은 한국의 코로나 위기에 대한 기본적인 방역정책과 건강(또는 보

건)위기 대응정책을 살펴보고 이것이 사회정책과 나아가 한국사회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

을 기술하도록 할 것이다. 보건정책과 공공의료체계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었지만 코로나 

19와 민주주의라는 주제에 따라 한국에서의 코로나 19 방역정책이 집회 및 시의의 자유에 

미친 영향과 한국의 국제 백신 정책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1) 

 

1. 코로나19와 민주주의 : 코로나19와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바이러스는 흔히 모든 인간에 대해 동일하게 작용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바이라스 질환은 

구체적인 사회 지형속에서는 상이한 사회 집단에 대해 상이한 사회적 효과와 결과를 가져온

다. 코로나 19도 예외가 아니었고 특히 코로나 19 팬데믹처럼 전 지구적인 문제로 드러났을 

때는 건강불평등은 매우 뚜렷하게 드러난다. 

세계보건기구는 2021년 10월 <코로나 19와 건강 및 건강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결정요인 

: 근거 요약> 보고서2)를 발간했는데, 동 보고서는 코로나 19 팬데믹 시기에 유병률과 사망

률이 높은 집단으로 다음을 든다.

- 가난한 사람들 

- 원주민을 포함한 소외된 인종 집단

- 저임금 필수노동자 

1) 이 글은 필자의 글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2021 민주주의 연례보고서 중 보건의료분야 보고서
와 2021년 토론회에서 발표한 필자의 글들을 참조하여 작성된 것이다. 

2) WHO. COVID-19 and the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and health equity: evidence brief
6 December 2021 https://www.who.int/publications/i/item/9789240038387 (2022.4.19. 방문)

우 석 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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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자 

- 분쟁을 포함한 재난에 영향받는 집단

- 수감자 

- 노숙자

또한 동 보고서는 이러한 건강 불평등을 낳은 사회적 결정요인으로 다음을 든다

- 빈곤과 박탈 

- 불안정한 상황에서의 저임금노동자들의 강제된 이동성

- 사회적 보호의 부재 

- 밀집 주거 

- 작업장에서의 열악한 보호와 낮은 작업장 보건 기준

- 불평등한 법적 또는 거주 자격 지위

- 사회적 낙인

- 만족할만한 건강정보에 대한 불평등한 접근

- 불평등한 입수 가능한 치료, 예방 및 백신에 대한 접근

코로나 시기의 건강불평등은 코로나 시기의 민주주의 위기의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이다. 

한국에서도 가난한 사람들, 저임금 필수노동자, 장애인, 시설생활인들, 그 외 노숙자, HIV/에

이즈 감염인 및 사회적 약자들이 코로나 유병률과 사망률이 높아진 집단으로 확인되었거나 

그렇다고 추정되는 집단들이다. 세계보건기구의 이 보고서는 코로나 19 팬데믹 시기의 건강

불평등이 나타나는 것이 한국 사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임을 확

인시킨다. 

이들에게 부과된 불평등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된 사회적 요인들에 의한 것이지만, 이

를 보다 구체적인 한국의 맥락에서 살펴보기 위해서는 한국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를 보다 상세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2. 코로나19에 대한 한국정부의 전반적 대응정책 평가

1) 초기의 ‘제로코로나’ 정책

한국은 많은 나라가 코로나 초기부터 코로나 19에 대한 완화(mitigation)를 주로 하는 방

역정책을 사용한 것에 비해 백신이 어느 정도 접종된 2020년 10월까지 박멸(elimination) 혹

은 봉쇄(containment)를 주로 채택하는 ‘제로코로나’(Zero covid) 정책을 채택했다. 여러 연

구들에서 확인되듯이 제로코로나 정책을 채택한 나라들은 코로나 완화정책을 채택한 나라들

에 비해 매우 낮은 사망률을 보였다3). 

3) Oliu-Barton M, Pradelski BSR, Aghion P. SARS-CoV-2 elimination, not mitigation, creates best 
outcomes for health, the economy, and civil liberties. Lancet Volume 397, Issue 10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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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코로나19 박멸과 완화를 택한 OECD 국가의 사망률, 경제성장률, 록다운 엄격성 비교

그림에서 보듯이 한국을 비롯한 제로코로나 정책을 택한 OECD 5개 국가(한국, 오스트레

일리아, 뉴질랜드, 일본, 아일랜드)들은 완화정책을 택한 여타 OECD 국가들에 비해 사망률

이 1/25에 지나지 않았다. 한국은 제로코로나 정책을 편 나라들의 공통된 정책들, 즉 개인적 

방역, 사회적 거리두기, 검사(test)-추적(trace)-격리(isolation)에서 모두 매우 강력한 방역 정

책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매우 낮은 코로나 19 유병률과 사망률을 보

였다. 

그림2 코로나 팬데믹 시기 선진국 재정지출 비교(2021.6 까지) IMF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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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로나19와 재정긴축

반면 한국은 그림 2에서 보듯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재정지출이 매우 적었다. 이는 제로코로나 정책을 취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더 두드러진

다.

IMF가 선진 경제국으로 분류하는 나라들 중 제로코로나 정책을 택한 나라들, 즉 일본 호

주 뉴질랜드 싱가포르의 재정지출 평균은 17.4%인데 반해 한국은 4.4%에 불과하다4). 이를 

한국의 연간 GDP로 계산하면 한국은 다른 제로코로나 정책을 채택한 국가보다 연 230조 

원 가량을 덜 지출한 셈이다. 이러한 사실상의 재정긴축은 코로나1 9에 대한 사회정책의 부

족을 낳았고 이는 경제위기시기의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제적인 

타격을 받은 부문의 경우 경제적 지원을 적절히 받지 못하는 결과로 귀결되었다. 이는 특히 

서비스업, 관광업 부문의 노동자들, 특히 비공식·비정규 노동자들, 방역조치로 영업을 제한받

은 자영업자들, 이들이 고용한 노동자들에게 재정지원이 절대적으로 적었다는 것을 의미한

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소상공업자에 대한 지원은 임대료의 경우 소득이 30~50% 하락했

을 경우 월 75만 엔까지 2/3를 6개월간 보상해주었으며 소득은 월 10만 엔을 12개월간 보

상해주었다. 긴급사태가 실시되는 지역 즉 영업시간이 제힌된다든지 주류 판매가 제한되는 

경우 1일 6만엔, 그 (인접)지역에는 1일 4만엔이 지급되었다.5) 그 외 다른 나라들의 지원을 

보면 한국의 자영업자 지원이나 피해부문 노동자지원이 유사한 경제적 수준의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부족했음은 명확하다6).

3) 2020년 10월부터의 방역완화(‘위드코로나’)정책

이러한 코로나 시기 재정긴축정책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매우 특이한 것이었다. 그림 2를 

보면 코로나 시기 재정지출이 적은 나라들은 원래 사회보장지출이 많은 나라들이다. 다른 

한편 일본과 미국처럼 원래 사회보장지출이 적은 나라들의 경우 코로나 시기 재정지출이 상

당히 컸다. 다시 말하면 한국은 사회보장지출이 원래 적었고 가장 엄격한 코로나 방역정책

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재정지원에 매우 인색한 국가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적은 재정지출도 대부분 기업에 지원되었다. 한국정부가 2021년 초반까지 기업 

지원으로 쓴 돈은 91.2조원(GDP 대비 4%)에 이르는 반면, 재직자 고용유지와 실직·소득감소 

지원에는 4.7조원(GDP 대비 0.2%)을 지출한 데 그쳤다. 기업 지원 액수가 고용유지 대책의 

30배, 실업대책의 53배에 달했다.7)

다른 한편 한국의 방역정책은 그 엄격함의 적용에 있어서도 불평등 했고 일관되지 않았다. 

대기업이 지배하는 핵심적 생산 분야나 유통 및 물류분야, 사회적 서비스업에서는 비교적 느

슨하게 적용된 반면 개인적 서비스업, 학교, 공공 문화 분야와 노인 요양 및 장애인 시설 등

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했다. 대자본이 이윤을 얻는 것에서는 느슨한 반면 다른 분야에 대해서

는 유독히 엄격한 방역정책을 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의 코로나 위기의 최대 피해자는 필수

4) IMF statistics, 2021,6
5) 全国中小企業団体中央会, 家賃支援給付金について https://www.chuokai.or.jp/ ,
  事務連絡 令和３年８月５日 各都道府県知事 殿 各府省庁担当課室 各位 内閣官房新型コロナウイルス

感染症対策推進室長 基本的対処方針に基づく催物の開催制限、 施設の使用制限等に係る留意事項等に
ついて https://corona.go.jp/news/pdf/jimurenraku_seigen_20210805.pdf 등

6) 김준헌, 박인환. 주요국의 재난지원금 지급사례와 분석, 국회입법조사처 2021.10.26
7) 이창근. 코로나 1년, 고용·실업대책 실적 분석, 민주노동연구원. 2021.4.1. 전진한 자본주의 체제와 

팬데믹 - 코로나 2년 방역과 의료, 의료와 사회 11호 2022 봄에서 재인용 

https://www.chuokai.or.jp/hotinfo/zenchu20072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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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로 분류되는 노동자들, 영세자영업자 군과 그에 고용된 노동자들이 될 수 밖에 없었다.

재정지원 없는 엄격한 방역정책 즉 제로코로나 정책은 지속가능하지 않은 정책이 되기 힘들었

다. 다른 한편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고통스러운 정책이 불가피한 것이며 전 국민의 70% 이상 백

신을 접종하면 일상이 회복될 것이고 그 때 까지의 한시적 정책임을 강조했다. 이 결과 코로나 

19 델타변이의 유행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즉 2021년 10월부터 정부는 코로나 방역 완화

정책, 정부의 말로는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한다. 긴축재정정책 아래서는 자영업

자 등 경제적 피해집단의 생활과 엄격한 방역은 서로 상충(trade-off) 관계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방역완화정책으로의 전환은 필연적으로 많은 환자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었고 한국

에서는 2021년 10월 이전과는 달리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여 다수의 환자가 발생하고 비교

적 큰 규모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이는 뒤에 다시 다룬다.

4) 코로나 팬데믹 지원 사회경제정책의 부족 또는 부재

한국에서의 코로나 팬데믹은 경제적 수준이 유사한, 예를 들어 OECD 국가들이 갖추고 있

는 사회보장 정책이 미비하여 사회구성원들이 겪는 고통을 가중시켰다. 이러한 사회정책 중 

대표적인 것은 코로나 시기 질병청 등 방역 당국의 대표적 권유가 ‘집에서 머물러라’,‘아프면 

쉬어라’였음에도 주거나 휴식에 대한 사회보장정책이 부재했다는 점이다. 

한국은 유급병가·상병수당이 없는 사실상 OECD 유일의 나라다. 또한 유급 돌봄 휴가제도

가 유명무실했다. 유급병가나 상병수당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정규직 고용자 중에서도 상

당히 안정적인 직업군에 공무원 등 일부만 가능했을 뿐 대다수가 가능하지 않았으며 자영업 

등은 아예 상병수당이 주어지지 않았다. 

또한 학교나 돌봄시설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원격수업이 일상화되었음에도 유급 돌봄 휴가

는 제도적으로 매우 한정적으로 주어졌고 이마저도 안정적 정규직이 아니고서는 이용하기 

힘들었다. 이는 일반적인 사회보장정책의 부재의 측면에서 지적할 수도 있으나 방역정책의 

부재라는 측면에서 지적할 수 있다. 

고용정책 또는 주거정책의 문제 또한 마찬가지다. 앞서 지적했듯이 엄격한 방역정책을 편 

제로코로나 정책을 10월 말까지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제한 및 시간제한으로 영업제

한이라는 강제조치를 이행했던 자영업자들은 이에 상응하는 정부의 생활지원이나 손실보상

을 받지 못한 채 일방적인 희생을 감수해야 했다. 자영업자에게 고용된 노동자들에게도 구

제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또한 뚜렷한 주거대책이 없었는데 이는 집값 상승이

라는 요인과 겹쳐 많은 고통을 서민층에게 전가했다8). 

문재인 정부는 운송서비스, 돌봄서비스, 환경미화서비스, 보건의료 종사자 등 4개분야를 

지정하고 이들을 위한 조치들을 시행했다9). 그러나 이들의 범위가 좁고 또한 대상이 되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향상시키는 조치였다고 볼 수 없다. 

 

5) 소결

한국 정부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엄격한 제로코로나 정책, 즉 엄격한 거리두기와 강

력한 검사-추적-격리 정책을 채택하여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코로나 19의 유병률과 

사망률을 낮추는데 성공했다. 

반면 엄격한 사회정책을 시행하면서 이에 따르는 피해계층에 대한 재정지출을 다른 나라

8) 정기성, OECD 국가들의 코로나19와 주거정책, 국제사회보장리뷰 2021. 여름
9) 정부관계부처합동.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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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매우 적게 지출했고 애초 사회보장 수준이 높지 않았으며 코로나 시기 새로 도입한 

사회정책이 없어 노동자,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코로나 팬데믹의 고통이 가중되었다. 

3. 한국 정부의 코로나 의료대응의 실패

1) 사립병원 동원의 실패와 공공병원 중심의 의료대응 문제

다른 나라와 한국의 의료대응이 가장 차이 나는 지점은 의료대응이었다. 한국은 다른 나

라들과 달리 공공병원 중심의 코로나 19 대응을 했다. 이는 2021년 7월까지 전체 코로나 

19 환자의 약 80%를 공공병원에서 치료했으며 2021년 10월경에는 코로나 19 환자의 약 

67%를 공공병원에서 치료한 것에서 드러난다.10)

그러나 한국은 공공병상이 전체 병상의 10%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공공병상 

평균(73%)의 7분의 1에 불과하다. 민간병원이 중심인 미국과 일본의 25~30%에 견줘도 모

자란다. 코로나 19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지역의 공공병원(지방의료원)은 서울의 

시립병원까지 다 합쳐도 전국 급성 치료기 병상(요양병원과 한방·치과병원 등의 병상 제외)

의 3.8%다. 정부는 주로 지방의료원을 중심으로 코로나 19 전담병원을 지정하여 운영하였고 

중환자 병상은 각 지역의 국립대학병원을 주로 지정하여 운영하였다. 지방의료원 병상 3.8%

를 포함해 전체 병상의 10%인 공공병상으로 100년 만의 전 세계적 코로나 위기를 해결하

려니 코로나 19의 파고(대유행)이 닥칠 때마다 병상부족과 의료인력 부족이 반복적으로 일

어났다. 이런 병상부족과 의료인력 부족을 흔히 ‘의료붕괴’라고 일컫는다.

사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인구 당 가장 많은 병상을 보유한 나라이다. 병상 수 자체는 

OECD 평균의 2.6배다. 그런데 코로나 19 일일 신규 환자가 대체로 3천여 명을 넘어서면 병

상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매번 확인되었다. 병상은 넘치는데 정부는 90%의 사립병상을 동원

하는 것을 주저했고 또 행정명령을 내려도 사립병원은 이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미국이나 일본 또한 공공병상 비중이 25~30%에 불과하다. 프랑스나 독일도 공공병상 비

중이 50% 내외다. 그러나 이 나라들은 코로나 시기 사립병원들을 공공병원과 동일하게 동

원하였고 2020년 초기 1차 대유행 시기 의료붕괴가 일어난 것을 제외하고는 1일 신규환자

가 5만~10만 명이 되어도 병상부족 현상을 다시 반복하지 않았다. 

반면 한국은 2020년 1차 대구 경북 중심의 파고시기에 대구 경북의 공공병상 중심의 병

상 동원체계로 병상부족 상황을 겪어 전국의 공공병상으로 환자를 보내는 경험을 겪은 후에

도 이러한 공공병원 동원 정책에 변화를 주지 않았고 이는 이후 대유행 시기마다의 병상부

족 현상을 반복하는 원인이 되었다. 

2020년 여름, 2020~2021년 겨울 시기의 2, 3차 파고는 물론이고 2021년 11월의 4차 파

고 시기에도 이러한 병상부족 현상이 나타났다. 시민단체는 2차 파고 시기부터 사립대형병

원의 5~10% 병상 동원을 정부에게 요구했으니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는 뒤늦게 

대형병원의 1.5% 중환자실 동원명령을 내렸으나 상당히 늦은 조치였음이 드러났고 이후 다

시 1.5%의 일반병실 동원명령을 내렸지만 이 또한 뒤늦은 조치였다. 병실이 모자라 자택대

기를 하는 환자가 폭증했고 결국 자택대기 중 사망하는 환자가 발생했다. 또한 2020년 여름

부터 발생한 요양병원 집단감염과 치료병상으로 옮기지 못하고 사망하는 환자급증 현상이 

일어났다. 이러한 현상은 2020~2021 겨울 3차 파고에서도 다시 발생하였다. 

10) 건강보험공단 내부자료



2022 광주민주포럼

백신불평등과 민주주의

- 105 -

그림3 영국 프랑스 한국의 코로나 19 치명률 비교

이 결과 다른 나라와 비교하였을 때 <그림 3>에서도 보이듯이 프랑스와 영국의 경우 1일 

확진자 수는 인구당 10배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2차~4차 파고시기에 치명률이 영

국과 프랑스와 큰 차이가 없거나 더 높은 시기도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최근의 2021

년 가을~겨울 4차 파고시기에는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타국에 비해 10~20배 적음에도 불

구하고 치명률은 역으로 4~5배가 많은 모습을 보였다. 이는 상대적으로 적은 환자 수에 비

해 의료대응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음을 드러내 보인다.

2) 준비되지 않은 위드코로나 

그림4 한국의 위드코로나 시기의 백신접종률, 일일 확진자수, 중환자, 사망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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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부족은 정부가 전 국민 약 80% 접종을 마치고 10월부터 위드코로나 즉‘단계적 일상

회복’정책을 선언한 후부터 시작된 4차 파고 시기 특히 심해진다. 위드코로나 정책은 코로나

19 델타변이 이후 백신에 의한 집단면역이 불가능하고 코로나19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진 

상태를 고려하여 내린 정책이다. 

한국에서는 다른 나라들이 거의 모두 위드코로나 정책으로 전환한 후에도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과 함께 마지막까지 제로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던 나라였다. 따라서 감염에 의한 

면역수준이 낮았고 방역정책의 완화가 미칠 영향이 제대로 측정되었던 경험이 적었기 때문

에 방역정책 완화는 매우 서서히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했다. 그러나 정부는 코로나시기 

피해계층을 위한 재정지출을 제대로 하지 않아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매우 커 있는 상황에서 

이를 무마하려는 정책으로서의 위드코로나 정책, 즉 자영업자 불만 무마정책으로서의 위드

코로나 정책의 측면을 중요하게 여겨 인원제한의 전면완화, 영업시간 제한의 전면완화를 한

꺼번에 시행하는 등 한꺼번에 방역을 지나치게 완화했다. 

<그림 4>에서 보이듯이 2021년 9~10월에 걸쳐 2020~2021 겨울 파고를 넘어서는 확진

자 규모를 보이는 파고를 겪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확진자 수가 조금 줄어

들자 곧바로 방역을 완화했다. 이는 1달이 채 되지 않은 11월 말 자택대기 환자가 수 백 명

이 되고 코로나 병실과 중환자실이 모자라는 상태를 초래했다. 

정부는 이러한 상태에 도달했음에도 방역정책을 강화하지 못하고 2주를 더 끌다가 응급

실 마비, 일반 환자의 중환자실 부족, 1000명 이상의 코로나19 병상대기 환자가 발생하고 

나서야 12월 중순 방역강화조치를 내린다. 이러한 뒤늦은 방역강화조치는 자영업자들의 불

만을 고려한 조치였다고 보이는데 이는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인명을 우선시하는 

방역정책을 계획하고 집행했다기보다는 자영업자들의 불만의 무마와 방역정책을 저울질하는 

입장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방역정책이 적절한 재정지출과 사회적 지원정책으로 이루어

져야 함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3) 병상부족, 의료인력부족

1차부터 4차 파고시기까지 매번 드러난 병상부족과 의료인력 부족은 첫째 정부의 코로나 

19에 대해 주로 공공병원을 동원하고 사립병원을 동원하지 않는 정책에서 비롯되었다. 이는 

앞에서 지적한 바 있다. 

두 번째는 공립병원의 절대적 부족으로 인한 사립병원의 공공성 부재다. 우리나라 상급종

합병원들의 꼭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만 하는 환자(전문진료환자) 비율은 38.5%11)

에 불구하고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 진료’ 때문에 코로나 환자 진료를 못한다는 것은 사실 

핑계다. 정부가 12월 초 수도권 대형병원에 1%, 즉 기존 3%에 더해 1% 추가 병상 동원 명

령을 내렸으나 1달 뒤 명령 이행률이 49%에 불과했다는 사실은 정부의 병상 동원에 대한 

의지나 집행 능력, 사립병원의 병상 동원 수행 의지도 없었다는 것으로 한국 사회의 의료공

공성의 부재가 심각함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 의료인력의 부족, 특히 간호인력의 부족이 심각하다. 우리나라 간호인력은 인구 

1000명당 활동간호사 수가 OECD 평균 9.3명에 바해 4,6명으로 약 1/2에 불과하고, 급성기 

병상당 간호인력은 OECD 평균 1.25명에 비해 0.28명으로 약 1/4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병

상은 남는데 간호인력이 부족해 병상 가동을 못하는 일이 여러 병원에서 벌어졌다. 특히 중

환자실 간호인력의 부족이 문제가 되었는데 정부는 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중환

11) 최지숙 등.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를 위한 환자구성상태 개선 연구. 2021.1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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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실 간호인력 교육·훈련 등 준비를 하지 않아 사태를 악화시켰다. 

4) 오미크론 시기의 환자 폭증과 사망자 폭증

한국은 이른바 ‘K-방역’을 자랑해왔지만 오미크론 유행시기의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

하여 많은 확진자와 높은 사망률을 보였다. 제로코로나 정책을 시행하던 나라들과 비교해서

는 물론이고 처음부터 방역완화정책을 추구하였던 나라와 비교해서도 크게 다른 점이 없었

다. 

한국정부는 한국의 전체 사망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적다고 이야기하지만 이는 2021년 

10월 이전까지의 결과일 뿐 2021년 10월 이후의 방역 완화전략을 취한 이후의 성과는 아니

다. 

그림5 프랑스 독일 영국 및 한국의 확진자수와 사망자수 추이

<그림 5>에서 보면 유럽의 영국 독일 프랑스와 비교했을 때 2022년 2월부터는 환자수는 

말할 것도 없고 사망자수가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2022 광주민주포럼

백신불평등과 민주주의

- 108 -

그림6 제로코로나 국가 (호주,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와 한국의 확진자 사망자수 추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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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제로코로나 정책을 편 국가들과 한국을 비교하면 더 명확한데 <그림 6>을 보면 한

국은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와 비교할 때 2021년 10월까지는 확진자수와 

사망자수가 비슷하거나 적었음에 반해 2021년 11월부터 즉 델타유행부터는 사망자수가 늘

고 2022년 들어서는 확진자수와 사망자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큰 것을 볼 수 있다. 이

는 방역정책의 실패임과 동시에 의료대응정책의 실패라고 볼 수 있다.

 앞서 지적했듯이 한국은 재정긴축과 사회적 지원정책의 부재 내지 부족으로 말미암아 엄

격한 방역정책을 지속할 수 없었고 이는 방역완화정책에 따른 방역실패를 불러왔다. 다른 

한편 공공병원 중심의 대응과 대형사립병원 동원의 실패는 많은 사망자수와 동시에 높은 치

명률을 보이는 결과를 낳았다. 환자도 많이 발생했고 그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

는 의미다. 심지어 2022년 3월에는 사망자수가 과소보고(underreport)되고 있다는 의료진들

의 증언도 있었다. 3월과 4월 중반까지 매일 300명~400명의 사망자가 보고되었는데 실제로

는 이보다 더 많은 사망자가 있었을 수도 있었다는 의미다. 

 이 중 많은 사망자(30% 이상)는 요양시설 특히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발생했는데 평상

시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약 40만 명의 노인들이 밀집 상태에서 적절한 간호 및 간병 인력 

없이 거주하고 있는 한국사회 노인 요양의 심각한 문제를 그대로 드러내 보였다. 

4.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

 1) 집단시설 거주 노인

코로나 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는 집단시설 거주 노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요양병

원, 요양원 등 집단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유병률과 사망률이 높았다. 이는 한국의 노인

들이 15만 명이 요양원에 25만 명이 요양병원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고 이들 시설이 충분한 

거리두기를 할 만큼의 공간을 제공하지 못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인력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1인당 10명, 많으면 20명까지도 간호, 간병을 하는 등의 열악한 상황에서 비롯되었다. 

또한 병상부족과 병원의 돌봄 인력의 부족으로 이들 노인들이 코로나 19에 걸리면 집단

거주 노인들에게는 가장 늦게 병상이 배정되거나 코호트 격리라는 이름으로 집단 방치하는 

일이 벌어졌다. 원래 코호트 격리는 질병이 있는 사람들만 격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반해 

한국의 코로나 상황에서는 감염자가 발생한 병원, 요양병원, 요양원, 장애인시설을 통째로 

사회적으로 격리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점은 문명사회에서는 용납하기 힘든 일이었다. 

이러한 야만적 사태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요양시설의 지역기반 소규모 시설로의 개편, 돌봄

체계의 개편 등이 시급히 요구된다. 

2) 집단시설 거주 장애인

장애인들도 코로나 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 중 하나였다. 특히 집단시설 거주 장애인들의 

경우 노인들과 마찬가지로 공간의 부족과 돌봄 인력의 부재로 장애인들이 코로나에 걸린 사

람이든, 걸리지 않은 사람이든 많은 고통을 겪었다. 대구·경북에서의 1차 파고때 한국에서의 

첫 사망자가 폐쇄 정신병동에서 발생했다는 점이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악명 높은 ‘코

호트 격리’라는 명칭의 사회로부터의 격리는 장애인시설을 대상으로도 이루어졌다. 

장애인들의 경우 격리되었을 경우 돌봄체계의 부재로 인한 고통이 심각했는데 이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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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빈민, 노숙인, 이주노동자, HIV/에이즈 감염인

공공병원이 코로나 전담병원이 되면서 노숙인들을 치료하는 병원이 사라졌다. 이는 이주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였으며 HIV/에이즈 감염인들도 국립의료원 마저 전담병원이 되면서 입

원할 곳이 사실상 사라졌다. 이는 공공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가난한 사람들 전체에 게도 해

당하는 문제였다. 한국사회 공공병원의 취약계층 진료라는 기능을 무시한 채 공공병원에 초

로나 치료를 전담시키면서 벌어진 일이었다. 이는 수도권에서 특히 심각했다. 

이주민들에게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되었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그대로 진

행되었는데 이주민들이 코로나 감염률이 높다는 것은 이주민의 특성 탓이 아니라 이주노동

자들의 열악한 생활 탓인데 이를 검사 의무화라는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감염 예방이나 

치료를 위해 적절한 방법도 아니었고 효과적인 방법도 아니었다. 이주민과 그 자녀들이 공

공병원이 일반 진료를 하지 못하면서 일반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하는 일이 2년간 지속되었

다. 이는 2022년 들어서야 일부 해결되었다. 

 

5. 기타 중요한 문제들 

1) 코로나 위기를 핑계로 한 집회 및 시위 자유 제한 

정부는 코로나기 기간 동안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크게 제한했다. 광화문이나 대도시 주요 

지점에서는 사실상 시위 및 집회 등이 불허되었다. 그러나 야외 집회의 경우 실제 감염전파는 

그 가능성이 0.1% 이하라는 보고와 연구들이 있었고12) 사실상 한국의 감염자들을 보아도 시민

단체나 노동조합이 연 집회 등에서는 감염자들이 발생하지 않았다. 

감염자들이 발생한 경우는 2020년 8월 15일 우파 집회가 유일한데 이 경우 백신거부자들이 

다수라고 알려진 사랑제일교회의 코로나 감염자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 기본적인 방역조

치도 취하지 않은 채 집회를 개최한 것으로 특수한 경우라 할 수 있어 이를 다른 모든 집회에 

적용한 것은 무리였다. 이 8.15 집회 감염자들 400여 명이 사실상 유일한 집회 감염자들인데 

오미크론 감염을 제외하고 볼 때에도 전체 감염자들 중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0.1% 미만이

었다. 

오미크론 유행시기의 방역 전면완화시기의 야외집회 제한이나 실내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콘서트나 야와 스포츠 경기관람, 다른 실내집회와 비교했을 때 근거가 없다. 

2) 정부의 백신에 대한 지나친 의존과 방역 패스 문제

한국에서 백신 거부자들은 코로나 이전에는 큰 사회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 보

수언론들과 보수정당, 기독교 우파집단이 백신에 대한 정치적 문제제기를 하면서 백신 거부

자들이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이는 앞으로도 큰 사회적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경우 백신 도입이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에 비해 다소 늦은 점, 3차 접종이 당국의 오판

으로 인해 늦은 점이 있지만 이것이 백신의 부작용을 필요 이상으로 과장하는 것을 정당화

하거나 백신 정책 전반이 실패했다고 평가할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12) Bulfone TC 등. Outdoor Transmission of SARS-CoV-2 and Other Respiratory Viruses: A 
Systematic Review. J Infect Dis. 2021 Feb 24;223(4):550-561. NYT 2021.5.11. A Misleading C.D.C. 
Number We have a special edition of the newsletter on a misleading C.D.C. statistic. “In truth, 
the share of transmission that has occurred outdoors seems to be below 1 percent and may be 
below 0.1 percent, multiple epidemiologists told me.” 
(우석균. 정부 방역지침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021.8.12. 민주노총 토론회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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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률이 70%가 넘은 후에 정부의 방역완화는 백신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보여주었

다. 백신은 방역의 중요부분이기는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나 검사-추적-격리, 개인 위생 등으로 

대표되는 방역 정책과 더불어 시행될 때 효과적이다. 백신 하나만으로는 사회를 코로나 19

라는 질병으로부터 보호할 수 없다는 사실이 2021년 10월 이후 방역을 완화하면서 역설적

으로 드러났다. 

백신접종의 또 하나의 문제는 방역패스 문제이다. 정부가 백신접종을 위한 사회적 제도를 

충분히 마련했는가 그리고 백신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대중적 설득과 피해보상정책

을 폈는가에 대한 논의가 방역패스 문제를 논하기 전에 먼저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3) 백신 및 의약품 지재권 유예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태도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5월 19일 세계보건총회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 국경을 넘어 협력해야 하”고 “개발된 백신과 치료제는 인류를 위한 공공재로서 

전 세계에 공평하게 보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백신 공공재 발언은 이 시기 

이전과 이후에도 몇 차례 더 발표되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2020년 10월 이를 위한 남아공과 브라질 정부가 제시한 코로나 19 관

련 의약품 및 의료기술에 대한 TRIPS 유예(waiver)에 대해 명확한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았

다. 이러한 입장은 미국정부가 코로나 19 관련 트립스 유예에 대해 찬성 입장으로 선회한 

이후에도 변화되지 않았다. 한국의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에 

대해 여러 차례 성명과 기자회견을 통해 찬성 입장을 촉구했음에도 지금까지 보수정당들과 

한국 정부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4) 코로나 19와 백신 부작용에 대한 의료보장

현재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 코로나 19의 치료비는 감염병의 감염 위험이 존재할 때 까지만 

치료비가 전액 보장된다. 이 경우 코로나로 인한 치료가 분명함에도 감염위험이 없어지는 순

간 본인부담이 발생한다. 정부가 코로나로 인한 감염을 정부가 책임진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

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오미크론 시기 정부가 코로나 격리 입원기간을 20일 나아가 7일로 제

한함으로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중환자들은 1주일은 물론이고 20일 이후에도 계속 중

환자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1주일~20일 까지만 정부의 치료비 지원이 있고 이후

는 건강보험에 따른 의료보장만 이루어져 많게는 수천만 원씩의 치료비가 청구되는 일들이 

벌어졌다. 

정부는 코로나 위기 발생 이후인 2020년 10월 방역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감염병의 증

상과 감염력이 지속되는 기간까지를 격리입원기간으로 인정하던 규정에서 이를 감염력이 있

는 기간만으로 바꾸었다. 이 규정 변화는 코로나 19의 치료에 대해 질명을 치료하는 데 정

부가 의료비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감염력’이 있는 경우에만 치료한다는 정부의 방침 변

화를 드러낸 것이다.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 대상은 감염병에 걸린 사람이지 ‘감염력’이 있는 미생물이 아니

다. 이는 감염병 조차 의료보장을 최소한으로 한정하려는 정부의 책임회피에 지나지 않는다. 

이 문제는 한국의 평소의 의료비 보장의 열악함이 드러난 것이기도 하지만 방역완화와 더불

어 코로나 치료비용을 개인에게 넘기는 정부의 무책임이 드러난 예다. 

한편으로는 백신 부작용에 대해 보다 더 국가의 책임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백신으로 인

한 인과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어도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백신접종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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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치료도 정부가 책임을 진다는 원칙 위에서 코로나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이른바 

사회적 백신주저를 극복하는데 중요하다.

6. 결론에 대신하여

 

한국은 코로나 19에 대응하여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제로코로나 정책을 채택하여 다

른 나라에 비해 낮은 코로나 유병률과 사망률을 달성했다. 그러나 2021년 10월 이후 즉 단

계적 일상회복을 선언한 후의 코로나 대응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코로나 유병률도 사망자 

수도 낮았다고 볼 수 없다. 오미크론 유행 시기에 전체 코로나 사망자의 90% 이상이 발생

했고 이러한 사망자수는 동일한 오미크론 시기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사망률보

다 높았다. 

엄격한 거리두기나 강력한 검사-추적-격리 정책을 집행하여 이를 통해 피해를 입은 집단

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나 사회정책에 대한 지원은 제대로 이

루어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피해와 생활상의 어려움이 지속되었고 고

용정책, 주거정책, 소득보조 정책의 부족이나 부재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나 비정규직 노동

자들의 피해가 지속되었다. 또한 필수노동자들의 범위가 좁았고 이들에 대한 지원도 부족하

였다. 이러한 재정지출의 부족, 적절한 사회적 지원정책의 부재 또는 부족은 방역에 대한 저

항을 낳았고 엄격한 방역정책에서 방역완화정책으로의 급격한 정책방향의 전환을 초래하는 

배경이 되었다. 즉 한국의 엄격한 방역정책은 신자유주의적 긴축재정으로 말미암아 지속가

능하지 않았고 그 결과 방역완화정책이 시행된 후 델타 및 오미크론 유행 시기에 많은 사망

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의료대응은 초기 상대적으로 우수한 방역과 비교했을 때에도 실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의료대응 실패는 델타와 오미크론 시기 코로나 19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했을 때에

도 똑같이 발생했다. 매 파고시기 마다 병상부족, 의료인력 부족 사태의 반복은 공공병원에 

주로 의존하는 코로나 의료대응이 적절하지 못한 정책임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이를 해결하

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공병원을 일정 비중 이상으로 높이는 것이 필요하고 사립

병원들의 계획적인 동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한국 의료체계 전체에 걸친 

개혁 즉 공공의료비중의 획기적 확대와 사립병원의 공공성 확보 즉 의료의 공공성 확보가 

매우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임을 보여준다.

노인, 시설거주인, 이주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의료보장이나 적절한 의료에 대한 

접근권은 적절히 보장되지 못했다. 이는 특히 오미크론 유행 시기에 의료대응만으로는 사회

적 약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장할 수 없음이 드러났다. 한국의 돌봄 체계 전번에 걸친 반

성과 개혁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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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의 코로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의 역할과

국제개발협력 활동

1. 개발도상국의 코로나19 팬데믹을 돕기 위한 한국의 역할 

가. 한국의 역할 개관

○ 개발도상국의 코로나19 대응 지원에 대한 한국의 지원은 두 가지 채널을 통해서 이루

어졌다. 하나는 정부차원의 지원이며, 또 하나는 시민사회의 개발 NGO를 통한 지원이다. 

○ 정부 차원의 지원은 외교부 산하 무상원조의 실행기관인 KOICA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으며, 대표적인 대응 사례는 개발협력을 통한 코로나19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ABC 프

로그램, Agenda for Building resilience against COVID-19 through development 

cooperation)”이었다. 이를 통해 진단장비와 키트 및 방호물품을 제공하였고, 실험실 구축

과 병원 치료시설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개발도상국을 지원해 왔다. 

○ 시민사회차원의 지원은 개발협력 NGO의 협의체인 KCOC(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에 

소속된 140여개 회원단체들을 통해 이루어졌다. KCOC는 2020년도에 KCOC 어필을 통해 

총 360억 원 규모의 개발도상국의 코로나 대응활동을 지원하였다. 

나. 코로나19 국내외 상황과 국제개발협력분야의 대응 

○ 코로나 국내외 상황과 한국의 국제개발협력분야(정부와 시민사회)의 대응을 보여주는 

연간(2020년도) 주요 일정과 시기별 대응 조치내용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KCOC(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는 국제무대에서 구호개발과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하는 

140여 개 NGO의 연합체이다. 한국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민간 플랫폼인 KCOC는 1999년 

설립되었다. KCOC 회원단체에는 440만 명의 후원자가 있고, 약 7천여 명의 상근직원이 활

동하고 있으며, 연간 100여 개국에서 약 7천억 원 규모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KCOC는 자체 인력 이외에 해외 협력 NGO 단체들에 소속된 수만 명의 현지인 활동가들

과 연계하여 해외 현장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조 대 식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OCO)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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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시민사회의 개발도상국 코로나19 대응 내용 (KCOC 중심 공동 대응 활동)

가. 개요 

○ 개발협력분야에서 한국 시민사회의 코로나 대응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역량

강화 측면에서는 지식공유, 경험공유, 정보공유가 이루어졌고, 애드보커시 차원에서는 성

명서 발표와 글로벌 캠페인이 중심을 이루었다.

 

나. 역량강화 측면 대응 

1) 지식 공유

○ 코로나19 질병에 대한 이해와 대응 전략 방향 모색

○ 기간: 2020년 4월 23일 ~ 2020년 5월 20일

<그래프 1> 코로나19 국내외 상황과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정부 시민사회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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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험 공유 

○ 15개국 현장 상황과 사업에 대한 인터뷰(SNS) 

○ 기간: 2020년 5월 2일 ~ 2020년 7월 24일

3) 정보 공유

차수 주제 일시 발표자

1차 코로나-19 질병 양상 및 국제 현황
4월 23일 

10:00

이훈상 교수 (연세대)

안동일 교수 (연세대)

염준섭 교수 (연세대)

2차 코로나-19 한국대응과 공중보건
5월 4일 

13:30

이훈상 교수 (연세대)

탁상우 교수 (서울대)

이재갑 교수 (한림대)

3차
코로나-19 대응사업 어떻게 할 것인가? 

-보건의료분야-

5월 20일 

14:00

이훈상 교수 (연세대)

김나연 (MSF)

김성혜 교수 (한양대)

<표 1> 강의 목록 

차수 주제 발표자(단체/국가)

1차 캄보디아 코로나19 현황 배주연(KCOC/캄보디아)

2차 필리핀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 여성지원 문철(유니월드/필리핀)

3차 네팔 코로나19 현황 국진경(KCOC/네팔)

4차 네팔 코로나19 피해 HIV 감염 아동 생계지원 동주연(더멋진세상/네팔)

5차 우간다 코로나19 현황 임선미(KCOC/우간다)

6차 르완다 코로나19 현황 남경희(KCOC/르완다)

7차 도시 빈민가정 그들에게 묻고 그들이 답하다 이득수(방글라데시)

8차 남수단 난민촌 코로나19 현황과 대응 정붕진(더멋진세상/우간다)

9차 에콰도르 코로나19 현황과 대응 정다슬(기아대책/에콰도르)

10차
르완다 코로나19 현황과 대응

'900명 vs 12,952,218명'
이상훈(PIASS/르완다)

11차 역사상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는 아이티 김성은(글로벌케어/아이티)

12차 과테말라 국민들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방법 장희성/유한나(기아대책/과테말라)

13차 코로나19 시대, 시리아 난민들의 삶 김희진(밀알복지재단/레바논)

14차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심각해지는 

생각지 못한 문제들
전홍수(굿네이버스/키르기즈스탄)

15차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피어나는 

새로운 기회
이혜원(동방사회복지회/스리랑카)

16차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개발과 코로나19 대응
윤소희(환경재단/미얀마)

특별편 우간다 한국대사관이 전하는 현장 소식 하병규(주우간다한국대사/우간다)

<표 2> 인터뷰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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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국가별 현황 리포트 공유

 - 기간: 2020년 4월 24일 ~ 2021년 2월 5일

 - 주1회, 총 40호 발간

 - 총 11개국 (네팔,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필리핀, 르완다, 우간다, 남수단, 방글라데

시, 인도, 케냐)

○ 코로나19 관련 자료 동향 리스트 공유

 - 기간: 2020년 5월 3주 ~ 2020년 7월

 - 주1회, 총 12회 663개 정보 공유

 - 국제개발협력 분야 코로나19 관련 보도자료, 연구보고서, 이슈 등의 자료 공유

 

다. 애드보커시 차원 대응 

1) KCOC 성명서 (1차)

○ 시기: 2020년 4월

○ 내용

 - 개발도상국 대응에 대한 관심과 지원 필요성 강조

 - 우리 정부의 개발도상국 대응 노력에 대한 동참과 지원 의사 환영

 - 우리 정부와 KOICA의 정책방향과 이행에 대한 요청

 - KCOC(개발CSO 140개)의 약속

2) KCOC 성명서 (2차) 

○ 시기: 2020년 5월

 - KCOC 어필 개요 

  ① 총 규모: 620억원 

  ② 국가: 64개국 

  ③ 사업: 170개 사업 

  ④ 내용: 감염병 예방 지원, 보건의료 지원, 취약계층 생계 지원

 - 약속 및 제안사항 

  ① 국제사회 코로나19 극복 위해 한국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가 앞장

  ② KCOC 어필을 위해 정부-시민사회의 포괄적인 협력과 공동대응 촉구

  ③ 공동의 평화를 위한 국제개발협력의 확대/확장 촉구

3) 글로벌 연대 서명 & 캠페인 참여 

라. 정부 시민사회 협력을 통한 코로나19 지원 및 정책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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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특별 재원 마련

○ 코이카 시민사회협력:개발도상국 긴급지원 80억원, 난민 및 긴급구호 20억원

2) 2021년 국제개발협력종합시행계획: 코로나19 대응

○ 시민사회･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국가의 가용 총 역량 활용

○ 시민사회*와의 협업을 통해 시민사회의 풍부한 현지 활동 경험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용, 취약계층 중점 지원

○ 긴급수요 대응을 위한 Fast-Track 예산 운영을 통해 사업심사 신속화･효율화

마. 2020년 회원단체 대응 

<그래프 2> 총 지원규모

<그래프 3> 사업규모

<그래프 4> 협력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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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5> 사업 분야

바. 개발 시민사회(CSO)차원 대응 

<그래프 6> 지원 파트

○ 사업 예시

 - 잠비아 식량지원 (굿네이버스 / 2020. 4. 29)

 - 브라질 교육물품지원 (월드비전 / 2020.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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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글라데시 난민 캠프 위생교육과 소독 (세이브더칠드런 / 2020. 6. 19)

 - 모로코 의료인력, 물품 지원 (글로벌케어 / 2020. 6. 30)

3. 한국시민사회의 개발도상국 코로나19 대응 내용 (KCOC 소속 개별단체 중심)

가. 코로나19 대응사업 결과 

○ 2020년 코로나19 대응은 80개국 453개 사업, 총 36,385백만 원의 규모임. 정부협력은 

9,910백만 원으로 총 코로나19 대응사업 규모 중 약 28%를 차지함. 

○ 시민사회의 개발도상국 코로나19 대응에 협력한 정부 기관은 KOICA, 지방자치단체, 문

화체육관광부이며, 그중 KOICA가 98%를 차지함.

나. 코로나19 대응사업 형태

○ 2020년 시민사회는 코로나19 위기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기존 사업을 

코로나19 대응으로 전환하거나(33%), 신규사업을 통해 지원함(67%).

○ 사업형태별 정부 협력의 비중은 기존사업 전환은 20%, 신규사업의 경우 29%로 나타

남. 

국가 

수
사업 수

정부 재원 CSO 자체재원 총사업비

금액

(백만 원)
비율(%)

금액

(백만 원)
비율(%)

금액

(백만 원)
비율(%)

80 453 9,910 28 26,475 72 36,385 100

<표 27> 2020년 코로나19 대응사업 결과

KOICA 지방자치단체 문화체육관광부 총사업비

금액

(백만 원)
비율(%)

금액

(백만 원)
비율(%)

금액

(백만 원)

비율(%

)

금액

(백만 원)

비율(%

)

9,688 98 190 2 32 0 9,910 100

<표 28> 2020년 코로나19 대응사업의 정부 협력 기관

기존사업전환 신규사업 총 사업 수(개)

사업 수(개) 비율(%) 사업 수(개) 비율(%) 사업 수(개) 비율(%)

149 33 304 67 453 100

<표 29> 2020년 코로나19 대응사업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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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코로나19 대응사업의 재원 협력

○ 2020년 시민사회의 개발도상국 코로나19 대응사업에 재원 제공 주체는 정부, 국내 배분 

단체, 기업, 학계, 기타 등으로 나타남. 그중 정부 협력은 타 주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업 

수와 사업 규모가 월등히 높았음. 이는 기존사업전환이나 신규 사업 모두에서 동일하게 관

찰됨.

라. 코로나19 대응사업 추진 시 현지 협력 현황

○ 2020년 코로나19 대응사업은 현지 협력 추진이 90%, 단독추진이 10%로 나타나 현지 

기관과 협력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음.

○ 주된 현지 협력 파트너는 현지 NGO 39%, 현지 정부 29%로, 두 주체와의 협력이 68%

로 나타남. 이는 2019년 편람 조사에서 현지 시민사회 협력이 총 해외사업수 대비 5.3%

정부 재원 비율(%) CSO 자체재원(%)

기존사업전환 20 80

신규사업 29 71

<표 30> 2020년 코로나19 대응사업 형태별 정부 협력사업 현황

구분 기준 정부

국내

배분 

단체

기업 학계 기타 자체재원 총합계

기존

사업

전환

사업 수

(개)
48 6 4 2 5 84 149

사업비

(백만 원)
1,813 49 1,672 51 14 3,786 7,385

신규

사업

사업 수

(개)
36 2 17 16 4 229 304

사업비

(백만 원)
9,096 458 936 504 473 17,533 29,000

총합계

사업 수

(개)
84 8 21 18 9 313 453

사업비

(백만 원)
10,909 507 2,608 555 487 21,319 36,385

<표 31> 2020년 코로나19 대응사업 추진 시 재원 협력 현황

현지 협력 추진 단독추진 총 사업 수(개)

사업 수(개) 비율(%) 사업 수(개) 비율(%) 사업 수(개) 비율(%)

406 90 47 10 453 100

<표 32> 2020년 코로나19 대응사업 추진 시 현지 협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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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불과한 것과는 대조적임.

마. 국별 코로나19 대응 현황 

○ 2020년 시민사회의 코로나19 대응은 총 80개국에서 이루어졌음. 

○ (사업 수 기준) 상위 10개국은 필리핀, 네팔, 캄보디아, 미얀마, 방글라데시, 인도, 인도

네시아, 우간다, 라오스, 말라위이며, 전체 코로나19 대응 사업 수의 약 50.6%에 해당함.

○ (사업비 기준) 상위 10개국은 필리핀, 에티오피아, 방글라데시, 말리, 케냐, 몽골, 말라위, 

우간다, 세네갈, 코트디부아르이며, 전체 코로나19 대응사업 규모의 약 46.6%에 해당함.

기관 종류
현지

정부

현지

NGO
INGO

국제

기구

현지

기업
학계 기타 총합계

사업 수(개) 149 205 51 6 11 30 68 520

비율(%) 29 39 10 1 2 6 13 100

<표 33> 2020년 코로나19 대응사업의 현지 파트너 현황

순위 국가명 사업 수(개) 비율(%)

1 필리핀 41 9.1

2 네팔 30 6.6

3 캄보디아 26 5.7

4 미얀마 25 5.5

5 방글라데시 24 5.3

6 인도 20 4.4

7 인도네시아 18 4.0

8 우간다 17 3.8

9 라오스 14 3.1

10 말라위 14 3.1

총합계 229 50.6

총 코로나19 대응 사업 수 453

<표 34> 2020년 코로나19 대응 사업 수 상위 10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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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코로나19 대응사업 중점 활동

○ 2020년 시민사회의 코로나19 대응의 중점활동은 교육, 난민, 생계지원, 역량 강화로 조사

됨. 

○ 그중 보건 및 취약계층 역량 강화가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사업 수 기준으로는 보건 

역량 강화(41%)가 취약층 역량 강화(31%)보다 높음. 

○ 사업비 기준으로는 역으로 취약층 역량 강화(47%)가 보건 역량 강화(38%)보다 높게 

나타남. 이 두 분야는 사업 수 대비 72%, 사업비 대비 85%를 차지함.

4. 개발도상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국 시민사회 역할의 특징

가. 국제개발협력 분야 코로나 대응에서 나타난 시민사회의 역할

○ 국제사회 취약국의 취약한 상황에 내몰린 최취약층 지원

○ 평소 재난현장상황에서 활동해온 경험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정부에 비해 신속하고, 

유연하게 위기에 대응

○ 정부와 협력을 통해 성과와 영향을 확대(시민사회의 국제협력과 공공외교 간의 협치 

가능성 모색)

○ 세계 12위 경제대국이라는 국격에 맞게 글로벌 차원의 연대와 지원을 하도록 촉구

○ 시민들에게 국제사회의 현실을 알리고 국제개발협력 활동에 대한 인지와 이해를 증진

○ 글로벌 시민사회와의 연대 및 활동

순위 국가명
사업비

(백만 원)

비율

(%)

1 필리핀 2,429 6.7

2 에티오피아 2,387 6.6

3 방글라데시 2,073 5.7

4 말리 1,917 5.3

5 케냐 1,788 4.9

6 몽골 1,604 4.4

7 말라위 1,443 4.0

8 우간다 1,309 3.6

9 세네갈 1,065 2.9

10 코트디부아르 946 2.6

합계 16,961 46.6

총 코로나19 대응사업비 36,385

<표 35> 2020년 코로나19 대응사업비 상위 10개국

사업 내용 교육 난민 생계지원
역량 강화

(보건)

역량 강화

(지역사회)

역량 강화

(취약층)
기타

사업 수(%) 4 2 17 41 3 31 2

사업비(%) 1 4 4 38 3 47 4

<표 36> 2020년 코로나19 대응사업 중점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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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제개발협력 분야 시민사회 코로나 대응에서 나타난 KCOC의 역할

○ 시민사회단체 활동의 투명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해 코로나 대응 활동 결과에 대해 조

사 및 공유 

○ 시민사회단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현장에 적합한 활동 지원할 수 있도록 지식, 경험, 

정보 공유

○ 전세계 시민사회와의 연대 및 활동 연계

○ 개도국 현장의 필요, 시민사회의 역량과 경험, 정부의 책무를 연결하고, 성과와 영향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협력

5. 향후 과제와 시사점

○ 코로나19 팬데믹에 비교적 잘 대응한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러

한 평판은 글로벌 코로나19 팬데믹 국제사회로부터의 한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

왔다. 한국은 그동안 추진해온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편, 코로나19 이후 회복 시기에 있어서 개도국들의 사회적 취약계층

을 중심으로 지원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나아가 코로나19 글로벌 팬데믹 대응에서 문제로 지적된 글로벌 백신 불평등의 구조

적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한 한국의 역할도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다. 현재의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대응과 지원을 넘어 미래의 팬데믹에 대한 대응과 대비를 위한 글로벌 팬

데믹 거버넌스 강화도 한국의 역할은 중요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감염병을 포함한 

포괄적인 공중보건 재난대응의 체계와 회복력의 강화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방안도 마

련되어야 할 것이다. 

○ 한편,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지역사회의 회복 과정과 비보건의료 분야에서의 사회 

복구와 회복의 과정에서도 시민사회의 역할과 노력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글로벌 팬데믹 

거버넌스의 구축 과정에 있어서도 주요 선진국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과 저개

발국의 상황이 반영되는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한국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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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발전은 정책의 방향이 포용적이며 다자적인가 아닌가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지구적 팬데믹은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정권에 이를 은폐하고 

독자행동으로 자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수 있는 좋은 빌미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에, 각국의 상황을 함께 논의하는데 그치지 않고 나아가 기존 연대망을 가지고 있던 

단체들이 해당 국가의 시민사회를 초청하여 함께 활동계획과 방법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시도하고자 한다.

사회: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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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이후 홍콩의 인권 및 민주적 참여 개요

홍콩활동가

1. 서론

1.1 “민주주의”, “법의 지배”, 와 “인권”의 삼위 일체 연합

1.2 홍콩 민주화 운동에 대한 국제적 인식

1.3 세계적 권위주의의 부활의 흐름 속에서 홍콩이 차지하는 전략적 위치

2. 배경

2.1 홍콩의 비폭력 민주화 운동의 역사 (1989년 이후)

2.2 시민 불복종 운동에서 비시민 불복종 운동까지 (2014 – 2019)

2.3 신 국가 안보 정권의 정치적 탄압

2.3.1 국가 안보 경찰 세력

2.3.2 실질적 (de facto) 특수 법정

2.3.3 애국자만 참여할 수 있는 선거 

2.3.4 포괄적인 감시와 처벌 메커니즘

3. 2020년 이후 홍콩의 시민 공간의 몰락

3.1 정치범과 정치 재판

3.2 비폭력 정치 참여의 자유

3.3 표현의 자유

3.4 결사의 자유

3.5 언론의 자유

4. 홍콩의 인권보호와 민주주의의 미래

4.1 정치범들이 인권 수호자들이다

4.2 신중함과 창의력을 갖춘 글로벌 연대

4.3 정보 보존 및 전달

4.4 구시대적인 지정학적 내레이티브 (서사) 를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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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민주주의를 향한 길고 험난한 여정

1. 2021년을 돌아보며: 그 여느 때와는 달랐던 한 해

태국은 2014년 5월 22일부터 2017년 4월 5일까지 현행 헌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군부 독

재 치하에 있었다. 군부 독재 정권은 2019년 3월 25일 총선을 시행하였다. 태국 헌법은 최

초 5년 간 국회 상원에서 수상을 선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임시 조항은 프라

윳 찬 오 차 장군 (General Prayuth Chan-o-cha) 에서 선거에 의해 선출된 수상으로의 전환

을 통해 경쟁적 권위주의로의 정권 교체를 보장하였다.1) 군부 독재 정당이 국회 하원에서 

다수당이 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라윳 장군은 국회 상원에서 소수 정당을 비롯한 전

원 일치의 투표로 수상으로 선출되었다. 

2020년 2월 21일 헌법재판소가 태국 새 미래당 (Future Forward Party, 이하 FFP) 을 해

산시켰을 때, FFP 지지자들과 태국의 청년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정의롭지 않다고 

여기는 민주주의 세력들이 일어나 프라윳 정권에 대항하였다.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정부에 맞서 싸웠고, 새로운 헌법 제정 및 군주제 개혁, 국회 상원 폐지, 

그리고 새로운 총선 실시를 요구하였다. 방콕 중심부를 비롯한 태국 내 주요 도시에서 시위

자들과 이들의 충돌은 일상의 모습이 되었다.2) 

독립적 기관인 태국 인권 변호사들의 모임 (Thai Lawyers for Human Rights, 이후 TLHR) 

에 따르면, 2020년은 ‘시위와 천정 파괴, 정치 소송으로 점철된 한 해’였다. 태국에서 군주제 

개혁에 대한 요구는 금기시되어 있어 공공연하게 이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없다. 군주제에 

대한 모욕을 금하는 태국의 모독 금지법은 매우 엄격하여 이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군주

1) 레빗스키와 웨이 (Levitsky and Way) (2010, 16)는 ‘경쟁적 권위주의’를 정권 반대세력이 행정부의 
권력을 도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민주주의적 제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묘사한다. 이는 국가의 여러 
가지 제도 (공식, 비공식적 제도) 를 통해 제한된 선거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예를 들면, 
엘리트 그룹 내에서 또는 정부 관료들 내에서만 행해지는 선거가 있을 수 있다. 레빗스키와 웨이는 
또한 국제적 연계가 자유 선거의 수준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적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 
스티븐 레빗스키와 루칸 웨이 (Steven Levitsky and Lucan Way). 2010. 경쟁적 권위주의: 냉전 이후
의 혼성 체제 (Competitive Authoritarianism: Hybrid Regimes After the Cold War).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 판딧 찬로차나킷 (Pandit Chanrochanakit). 2021. 태국의 험난한 민주주의로의 여정: 젊은이들의 봉
기와 시급한 민주화의 요구 (Thailand’s Uneasy Path to Democracy: Rise of the Youth and Urgent 
Calls). 대한민국 광주광역시: 5·18 기념재단, pp. 229-235. 

판딧 차나로칸

태국 출라롱콘 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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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개혁에 대한 요구는 그동안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러나 태국의 청년운동은 공개적

으로 새로 즉위한 왕의 역할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청년 운동의 지도자들은 

군주 모독죄 및 국가안보법 위반을 선고받았다. 청년들의 군주제 개혁에 대한 요구는 ‘천정

을 깨부수는 것’과 같은 행위로 여겨진다.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에 대응하여, 프라윳 정부는 시위를 비롯한 모든 종류의 공중 활동 

및 결집을 제한하는 긴급 명령을 선포했다. 태국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핑계 삼아 경찰이 

시위자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과잉 진압과정에서 벌어진 폭력과 잔인한 행위들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에 청년 운동은 이러한 정부의 탄압에 맞서 좀 더 많은 빈도의 대규모 시위를 촉

구하였다. 2020년 2월 22일부터 3월 14일까지, 61개 대학에서 학생 시위가 일어났고, 고등

학생들이 주관한 37건의 길거리 시위가 있었다. 향후 수개월 간 이러한 대규모 집회는 지방 

학교들과 대학으로 확대되었으며, 특히 2020년 10월 16일 시위대에 대한 집중 단속 이후 

크게 확산되었다.3) 

TLHR의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7월 18일과 12월 25일 사이에 정치적 참여로 

인하여 처벌을 받게된 사건은 최소한 145건이며, 234명의 사람이 연루되었다. 활동가와 시

위대는 형법과 비상령 위반으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다. (표 1)

표 1 2020년 시위자를 대상으로 한 정치 소송

출처: 태국 인권 변호사들의 모임. 2020. 태국 인권 변호사들의 모임 2020년 연례 보고서. “시위와 

천정 파괴, 정치 소송의 한 해.”, https://tlhr2014.com/en/archives/24956 (2022년 4월 12일 열람).

2021년 연례 보고서에서, TLHR은 2020년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고발을 당했

음을 밝히며, 2021년을 ‘국가의 보복 또는 법적 다툼의 해’로 명명하였다. 2021년 7월 18일

에서 12월 25일 사이에 기소된 사건은 총980여 건으로 최소 1,747명의 사람이 고발을 당했

다. (표 2)

3) 카노크랏 레르트초오사쿨 (Kanokrat Lertchoosakul). 2021. Songkramyen nai Rawang Beau Khao. 
Bangkok: Matichon Publishing, pp.331.

형법 건수
처벌된

사람의 숫자

제 112조 or 모독금지법 23 37

제 116조 20 60

비상령 위반 64* 175
* (23 건은 방콕에서 심대한

국가 비상 사태 발표 시 발생함)

대중집회법 위반 46 60

https://tlhr2014.com/en/archives/2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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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021년 시위자를 대상으로 한 정치 소송

출처: 태국 인권 변호사들의 모임. 2021. 태국 인권 변호사들의 모임 2021년 연례 보고서.

 “2021년: 법적 다툼의 해,” (https://tlhr2014.com/en/archives/39665 (2022년 4월 12일 열람).

2021년 한 해에만 835건의 소송에 1,513명의 사람이 처벌을 받았다. 학생운동의 주요 멤

버들은 비상령 위반 및 여러 건의 모독죄 명목으로 고발당했다. 이들 중 잘 알려진 사례로, 

2021 광주인권상을 수상한 아논 남파 (Anon Nampa)는 24건의 소송을 당했고, 2017 광주

인권상을 수상한 자투팟 (파이) 분파타라락사 (Jatupat (Pai) Boonpattararaksa)는 19건의 소

송을, 파릿 (팽귄) 치와락 (Parit (Penguin) Chiwarak) 은 43건의 소송을, 파누시아 (룽) 시티

지라왓타나쿨 (Panusya (Rung) Sithijirawattanakul)은 24건의 소송을 당했다.4) 

TLHR이 2021년을 ‘법적 다툼’의 해라고 명명한 이유는 이러한 법적 소송이 사회운동을 이

끄는 지도자들의 행동을 중단하게 하고 그들에게 법적 올무를 지우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러한 형사 고발은 정권에 대한 도전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에게 겁을 주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소송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소송 대상자들을 일시적으로 구금한다는 것과 TNHR은 이들의 보석금 마련을 위해 상당한 

금전적 지원을 해야만 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태국 법원은 일부 사건에 대해 시위 활동가들이 계속해서 동일 범죄를 반복할 우

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한 보석을 기각했다. 시위 활동가들의 대다수는 최종 재판과 

법원의 최종 판결 이전부터 교도소에 수감된다. 예를 들어, 아논 남파 (Anon Nampa)는 198

일간 교도소에 구금되었다.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로 이들의 활동은 상당히 제한된다. 이들

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전자 팔찌를 착용해야 하기 때문이다.5) 이러한 방식은 활동가들

이 더 이상의 정치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겁을 주는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4) 태국 인권 변호사들의 모임 2021년 연례 보고서 ‘2021: 법적 다툼의 해 (The Year of Legal 
Battles)’. (2022년 4월 12일 열람, https://tlhr2014.com/en/archives/39665). 안찬 피 (Anchan P.)의 사
례를 소개하면 그녀는 페이스북 게시물의 숫자대로 형법 112조 위반 29건으로 기소됐다. 이에 따
라, 태국 법원은 그녀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각 건 당 3년 징역형을 선고하여 총 87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는 후에 절반인 43년 반 징역형으로 감형되었다. 형법 112조에 따르면 위반  사례 당 
3년에서 15년 징역형을 구형할 수 있다. 국제사면위원회 사이트에서 안찬의 사례를 참조하시오. 
2021. “Thailand: 87-Year Prison Sentence Handed in Harshest lèse-majesté Conviction.” 

5) 온라인 리포터 (Online Reporters). 2022. “학생 운동가 벤자에 대한 보석 허가 (Bail Approved for 
Student Activist Benja),” 방콕 포스트 (Bangkok Post). 2022년 1월 14일자,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general/2247627/bail-approved-for-student-activist-benja 
(2022년 4월 15일 열람). 

기소 사유 건수
처벌된

사람의 숫자
형법 제112조 or 

모독금지법
104 127* * 처음 처벌된 사람들

형법 제 116조 16 55* *처음 처벌된 사람들

비상령 위반 543 1,244* *처음 처벌된 사람들

https://tlhr2014.com/en/archives/39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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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허울뿐인 헌법을 개정하기 위한 시도

2017년 제정된 헌법으로 인해 수많은 정치적 교착 상태가 있어왔다. 이는 헌법이 정권에 

반대하는 정당이 국회 하원에서 다수정당이 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헌

법은 기존의 타이 락 타이 당 (Thai Rak Thai Party) 이었던 푸 타이 당 (Pheu Thai Party)이 

하원에서 다수정당이 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정부를 구성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6) 심지어 군

부 독재 정권의 정당인 팔랑 프라차라트당(Palang Pracharath Party) 또한 헌법이 정한 이러

한 엄격한 정치적 설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 이에 정부와 야당 세력들 모두 헌법 개정을 

원했다. 총 14개의 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었다. 

이 중 13개의 개정안은 여당 및 야당의 대표들이 제안한 것이고 나머지 1개의 안은 국민

들이 결집하여 제안한 안이었다. 

2021년 6월, 13개의 개정안 중 유일하게 정부가 제안한 안 만이 국회의 첫 번째 낭독을 

통과하였다. 이 안은 이전의 이중 투표 제도를 복구하는 내용으로 법으로 최종 결정되기 위

해서는 나머지 두번의 낭독을 통과해야 한다.7) 이 개정안은 나머지 낭독을 통과했으며 왕의 

승인을 받아 2021년 11월 7일 로열 가제트 (Royal Gazette) 발표되었다. 

이 첫번째 헌법 개정안은 다음 총선 때부터 적용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회 하원의 지역

구 의원들의 숫자는 기존 350명에서 400명으로 늘어나고, 정당 비례대표 의원들의 숫자는 

150명에서 100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새로 시행될 선거법으로 인해 기존의 단일 투

표에서 이중 투표 시스템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8)

진보운동 (Progressive Movement) 의 사무총장인 피야부트르 사엥카녹쿨 (Piyabutr 

Saengkanokkul)과 민주당의 기존 멤버인 파릿 와차라신두 (Parit Wacharasindhu), 인터넷 법 

개정 대화 (Internet Law Reform Dialogue, iLaw)의 담당자인 잉칩 앗차논트 (Yingcheep 

Atchanont)가 이끄는 레솔루션 그룹 (‘Re-solution’ group)이 2017년 헌법을 개정하고자 시

도한 바 있다. 레솔루션은 프라윳 정권의 붕괴를 목표로 프라윳 장군이 정권을 잡고 유지하

는 것을 막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헌법의 임시 조항들이 수정되어야 하고, 국회의 상원이 폐지되어야만 한다. 

레솔루션은 광범위한 캠페인 끝에 150,921명의 지지자 서명을 수합했다. 이는 법적으로 요

구하는 최소 서명자 수, 50,000명을 훨씬 상회하는 것이었다.9) 이 개정안이 국회 첫 번째 

6) Thai PBS World. 2021. “국회 압도적 다수로 이중 투표제 통과 (Parliament passes Two-Ballot 
Electoral System by Overwhelming Majority),” Thai PBS World, 2021년 9월 10일 자, 
https://www.thaipbsworld.com/parliament-passes-two-ballot-electoral-system-by-overwhelming-majo
rity/ (2022년 4월 15일 열람). 

7) 온라인 리포터 (Online Reporters). 2021. “태국 국회 13개의 제안된 개정안 중 오직 하나만 채택 
(Thai Parliament Accepts Only One Draft Charter Amendment of the 13 Debated),” Thai PBS 
World. 2021년 6월 25일자, https://www.thaipbsworld.com/parliament-accepts-only-one-
charter-amendment-proposal-out-of-13-on-ballot-system/ (2022년 4월 12일 열람). 

8) 온라인 리포터 (Online Reporters). 2021. “헌법 개정안 왕궁 승인 받다 (Constitutional Amendments 
gets Royal Approval).” 방콕 포스트 (Bangkok Post). 2021년 11월 22일자,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politics/2219487/constitutional-amendments-get-royal-endorseme
nt (2022년 4월 12일 열람).

9) 온라인 리포터 (Online Reporters). 2021. “레솔루션 그룹 헌법 개정안 제출하다 (Re-Solution’ Group

https://www.thaipbsworld.com/parliament-passes-two-ballot-electoral-system-by-overwhelming-maj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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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독을 할 때, 통과가 되려면 상원 의원 최소 84명을 포함한 상하원 합동 국회에서 362개의 

찬성표가 필요했다. 이 안은 203개의 찬성표를 하원에서 받았지만, 하원에서는 겨우 3개의 

찬성표를 받는 데에 그쳤다.10) 따라서, 레솔루션의 개정안은 폐기되었다. 

결론적으로, 정부측 헌법 개정안은 정부 연합 세력들과 상원의 찬성 하에 성공적으로 통

과될 수 있던 것이다. 2017년 제정된 헌법이 얼마나 엄격한 것인지 이를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다. 이러한 복잡한 헌법 개정 절차와 요구 사항들이 군부 독재의 미래를 담보하고 이들의 

지속적인 권력 향유를 가능케 하는 것이다. 

3. 법원과 보석에 관한 권리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2021년은 치열한 법정 다툼의 한 해였다. 팬데믹 기간 동안 정부

는 학생 운동가들과 평등권을 요구하는 시민 운동가들에 대한 기소를 훨씬 더 늘렸다. 이들 

운동가들은 투옥되었고 보석을 금지 당했다. 이들 중 일부는 투옥 중 코로나바이러스에 감

염되기도 했다. 

민중 운동인 가난한 자들을 위한 모임 (The Assembly of the Poor)과 다른 시민 운동은 

‘Stand, Stop, Imprison’ (일어나라, 투옥을 멈추라) 이라는 방콕을 비롯한 태국 주요 도시의 

교도소 밖에서 연달아 시위를 조직하였다. 이들은 군주 모독죄라는 죄명 하에 구속된 민주

주의 운동가들의 구금 반대를 외쳤다.11) 이들 시위대는 대법원 앞에서 현수막을 들고 대중

들에게 수많은 학생 운동가들과 민주 운동가들이 투옥되어 있고 이들이 보석을 금지 당했다

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힘썼다. 첫 번째 시위는 2021년 3월 22일 이루어졌다. 이때 시위대

가 112분 간 가만히 서 있는 시위를 했다. 나중에 이 시간은 1시간 12분으로 줄었다. 112분

과 1시간 12분은 모두 구속된 학생 운동가들과 민주 운동가들이 적용 받은 태국의 형법 

112조 군주 모독금지법을 표현한 것이다. 시위 참가자들은 오후 5시 30분에서 6시 42분까

지 잠잠히 서 있었다. 이들은 또한 매일 저녁 6시에 세 손가락 경례를 표하며 국가를 불렀

다.

군중 시위는 순식간에 퍼졌고 주요 도시인 치앙마이, 우본 라차타니, 아유디야, 콘카엔 등

에서도 실시되었다. 이 SSI 시위는 2021년 8월 9일부터 2022년 3월 4일까지 2021년 6월 2

일에서 8월 15일의 기간을 제외한 총 193일 간 지속되었다. 2021년 6월 2일에서 8월 15일

은 구금된 운동가들에게 보석이 허용된 기간이었다. 치앙마이에서는 동일한 시위가 ‘Stand, 

Stop, Dictator’ (일어서라, 멈춰라, 독재자여) 라는 타이틀로 행해졌고 총 197일간 지속되었

Submits New Constitutional Amendment Bill),’ 방콕 포스트 (Bangkok Post), 2021년 6월 30일 자,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politics/2141139/re-solution-group-submits-new-constitution
al-amendment-bill (2022년 4월 12일 열람).

10) 프라차타이 (Prachatai). 2021. “135,000명이 찬성한 헌법 개정안이 첫 번째 법안 낭독에서 거절되
다 (135,000 voter-supported constitutional amendment rejected at the first reading),” 프라차타이 
(Prachatai), 2021년 11월 12일, https://prachatai.com/english/node/9563 (2022년 4월 12일 열람). 

11) 아누소른 우노 (Anusorn Unno). 2022. “‘Stand, Stop, Imprison’ (일어서라, 투옥을 멈춰라): 태국 정
권을 향한 국민의 불복종 (People’s Defiance against the Thai Establishment).” FULCRUM. 2022년 3
월 3일, 
https://fulcrum.sg/stand-stop-imprison-peoples-defiance-against-the-thai-establishment/ (2022년 4
월 15일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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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2) 

SSI 시위가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도록 기존의 입장을 바꾸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 수 있지만, 이는 태국 사법부의 비정상성을 드러내고 태국 정부에 도전하는 저항을 

상징하는 시민 운동으로 자리잡았다.13) 

4. 향후 전망 및 도전

화해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여정에 있어, 두 가지의 과제가 있다.

첫째, 선거에 의해 선출된 위원회를 통해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

안일 것이나, 그것이 실현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군부 독재가 제정한 허울뿐인 헌법은 국회 

상원을 강하게 함으로써 향후 헌법 개정을 매우 어렵도록 설계되었다. 상원의 개입으로 인

해, 군부 독재는 계속해서 정권을 장악할 수 있다. 이러한 군사 독재 정권을 변화시키기 위

해서는 시민 운동을 통해 새로운 사회 계약서 작성을 위한 아젠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둘째, 정치범들의 사면과 시민 운동가들에게 씌워진 법적 책임을 면해 줌으로써, 태국은 

화해를 위한 협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지난 20여 년간의 정치범죄에 대한 죄목

과 법원 판결을 통해 정치적 권리를 박탈 당한 사람들에 대한 권리 복구를 수반하는 것이

다. 그러나 이 또한 쉽게 열려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 짧은 에세이를 통해 어떠한 효과적인 대안을 제언할 수 없음에 유감을 표한다. 안타깝

게도 태국의 민주주의를 향한 길은 아주 길고 험난한 길임이 분명해 보인다.

12) 와나 탐통 (Wanna Tamthong). 2022. “Pakawadee Weerapaspong’ mong ‘Yeun Yud Thoraraj’ pan 
moom karn dern khong mae hang jaturas May, Argentina.” 프라차타이 (Prachatai), 2022년 3월 7일, 
https://prachatai.com/journal/2022/03/97568 (2022년 4월 15일 열람).

13) 아누소른 우노 (Anusorn Unno). 2022. ‘Stand, Stop, Imprison’ (일어나라, 투옥을 멈춰라) (2022년 
4월 15일 열람).

https://prachatai.com/journal/2022/03/97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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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의 인권 및 민주주의 현황에 대한 개요

1. 배경

캄보디아는 여전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인권 탄압의 문제를 겪고 있으며 앞으로 인권

의 확립과 보호를 위해 가야할 길이 아직 멀다. 또한 국가 기관의 독립성과 역량을 제고하

는 데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거버넌스는 캄보디아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주요한 문

제로 인식되곤 한다. 캄보디아의 인권 보호를 위한 체계의 부재는 장기간 이어온 법적 책임

회피의, 매우 빈약한 법적 지배, 더딘 법률 및 사법개혁, 부정부패에서 기인한다. 인권 보호

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의 부재는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막으며, 빈곤 퇴치에 큰 걸림돌이 된다.

2. 인권 및 기본권 침해

RGC는 캄보디아의 인권 보장 및 민주주의 도모에 있어 실패해왔다. 사실상 지난 몇 년간 

캄보디아에서는 정치적 권리와 인권의 퇴보가 꾸준히 진행되었다. 2017년 코뮌 선거 직후, 

여당인 캄보디아 국민당 (Cambodian People's Party, 이하 CPP)의 주요 반대 정당인 캄보디

아 구국당 (Cambodian National Rescue Party, 이하 CNRP)의 인기가 급상승하자, 훈센 

(Hun Sen) 총리가 이끄는 정부는 언론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CNRP를 강제 해

산, 각종 탄압적인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국민들의 기본적인 자유와 시민 사회의 민주적 

공간을 제한시켰다.

결과적으로, 2018년 총선에서는 여당 CPP가 국회의 전 의석, 125석을 차지하여 사실상 

캄보디아를 일당 독재 체제로 만들었다. 인권 단체들과 국제사회는 2018년 총선을 허위 선

거로 여긴다. 이 선거는 사실 상 캄보디아에 그나마 허울뿐이나마 존재했던 민주주의적 모

습마저도 모두 파괴시켰으며, 결사, 표현, 집결의 권리와 같은 기본권 및 기본 자유를 누릴 

공간마저도 크게 축소시켰다.

그동안 시민사회와 국제사회가 수많은 사례를 통해 캄보디아의 인권과 민주주의의 도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1), RGC는 이에 대한 부인으로 일관했고,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한 

메스 살메

ADHOC 여성과 아동 권리부 부대표



2022 광주민주포럼

아시아의 민주주의 2022년을 전망한다 “우리는 연대한다!”

- 134 -

어떠한 노력조차 시도하지 않았다. 캄보디아 내의 가시적이고 유의미한 개선 행동의 부재로 인해 

유럽연합은 2019년 2월 캄보디아와의 EBA 무역 협정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시행하였다. 유럽연합은 “지난 18개월간 이어진 민주주의와 인권, 법적 지배의 후퇴”로 인한 조치

임을 강조하였고, 캄보디아 정부의 이 사안에 대한 결정적인 행위가 없음을 지적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유럽연합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캄보디아에 인권 및 노동권

의 심각한 결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캄보디아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는 바이다. 유럽연합

의 시장에 대한 유리한 접근을 유지하고 싶다면, 이 문제를 적극 해결해야 할 것이다”2). 

이와 비슷하게, 미국 상원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2019년 캄보디아 무역 법안 (Cambodian 

Trade Act of 2019)3)을 발의하였다. 이 법안은 미 행정부로 하여금 일반 특혜 조항 (General 

System of Preferences, GSP)에 준하여 캄보디아의 미국 시장에 대한 특혜적인 접근을 허용

할 것인지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유럽연합과 마찬가지로, 미 상원의원들은 캄보디아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노동

법을 무시하고, 인권을 말살하는 현 상황에서 자국과의 무역에 있어 특혜적 위치를 누리도

록 하는 것은 옳지 않음을 주장하였다.4) EBA 무역 특혜에 대한 일 년간의 법적 검토 이후, 

유럽연합 집행 기관은 (European Commission) 2020년 2월 기존 캄보디아에게 주어졌던 관

세에 대한 특혜 일부를 박탈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

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에 명시되어 있는 인권 기본 정신

이 캄보디아 내에서 매우 심각하게 체계적으로 훼손되고 있는 상황으로 인한 결정이었다.

프리덤 하우스 (Freedom House)에서 매년 발표하는 세계 자유 보고서 (Freedom in the 

World Reports)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인권 및 민주주의 퇴보는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2018년도 자유 지수보다 4점이 떨어져 “비자유” 국가

로 분류되었다. 이는 2018년 기준으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수치다.5) 2020년에도 캄보디

아는 여전히 “비자유” 국가로 분류되어 있다.6) 이와 비슷하게, 2018년 EIU 민주주의 지수는 

1) 유엔 캄보디아 인권 특별 보고관이 표명한 우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18년도 보고서 “Report유
엔 캄보디아 인권 특별 보고관 보고서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Cambodia)” 전문을 참고. 2018년 8월,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함: 
http://cambodia.ohchr.org/sites/default/files/Annual-reports/Annual%20Report%202018%20of%20SR
%20-%20A_HRC_39_73_EN.pdf.

2) 유럽연합 집행 위원회 언론 공식 발표문“캄보디아: 유럽연합 무역 특혜 한시적 제한을 위한 절차 
개시 (Cambodia: EU launches procedure to temporarily suspend trade preferences)”, 2019년 2월 
11일, 다음의 링크에서 원문 확인 가능함: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9-882_en.htm.

3) 2019년 캄보디아 무역법 원문다음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함: 
https://www.congress.gov/bill/116th-congress/house-bill/1376/text?q=%7B%22search%22%3A%5B%2
2actionDate%3A%5C%22115%7C2017-02-01%5C%22+AND+%28billIsReserved%3A%5C%22N%5C%2
2+or+type%3A%5C%22AMENDMENT%5C%22%29%22%5D%7D

4) “미 상원 의원 GSP 무역 특혜 삭제 요구 (US senators call for GSP trade privilege cut)”, 
프놈펜 포스트 (Phnom Penh Post), 2019년 1월 11일, 다음 링크에서 원문 확인 가능: 
https://www.phnompenhpost.com/business/us-senators-call-gsp-trade-privilege-cut , 
“미국  유럽연합 따라 캄보디아 인권 유린으로 인한 무역특혜조약 재검토 (US follows EU in 
reviewing Cambodia’s Preferential Trade Treatment in light of alleged abuses)”, VOA Khmer, 2019
년 1월 11일, 다음 링크에서 원문 확인 가능: 

5) 세계 자유 보고서 (Freedom in the World Report)는 각 국의 정치적 권리와 시민 자유에 대한 보고서로써, 
프리덤 하우스 (Freedom House)에 의해 매년 발표된다. See 2019년 세계 자유 보고서 (2019 Freedom in 
the World Report) 참고, Freedom House, 페이지 6, 16, 다음 링크에서 원문 확인 가능: 
https://freedomhouse.org/sites/default/files/Feb2019_FH_FITW_2019_Report_ForWeb-compressed.pdf

6) 프리덤 하우스 (Freedom House), 세계 자유 보고서 2020년 데이터 (Freedom in the World 2020 Data), 

http://cambodia.ohchr.org/sites/default/files/Annual-reports/Annual Report 2018 of SR - A_HRC_39_73_EN.pdf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9-882_en.htm
https://www.congress.gov/bill/116th-congress/house-bill/1376/text?q=%7B%22search%22%3A%5B%22actionDate%3A%5C%22115%7C2017-02-01%5C%22+AND+%28billIsReserved%3A%5C%22N%5C%22+or+type%3A%5C%22AMENDMENT%5C%22%29%22%5D%7D
https://www.phnompenhpost.com/business/us-senators-call-gsp-trade-privilege-cut
https://freedomhouse.org/sites/default/files/Feb2019_FH_FITW_2019_Report_ForWeb-compressed.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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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를 167개국 중 125위로 기록하였다. 캄보디아의 민주주의 점수는 10점 만점 (완전

한 민주주의) 중 3.56점으로 “권위주의” 국가로 규정하였다.7) 2019년 EIU 민주주의 지수에서 

EIU는 캄보디아에 전년도에 비해 다소 하락한 점수를 부여하였고 (10점 만점에 3.54점), 여

전히 캄보디아는 권위주의 국가로 분류되었다. 전반적으로, 캄보디아는 2006년과 2019년 사

이, 민주주의 점수를 1점 이상 잃었고, 특히나 2017년 이후, 이전에는 혼합체제로 분류되었

으나 이후 권위주의 체제로 분류되는 눈에 띄는 퇴보의 길을 걸었다.8) 

2020년 초부터 전 세계를 강타했던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캄보디아 정부는 정

치 운동가들과 인권 운동가, 정권 반대자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과 

도구를 더욱 확고히 마련하였다. CSO는 캄보디아 정부가 팬데믹에 대한 가짜뉴스 살포 및 

팬데믹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근거 없는 비판을 했다는 명목 하에 수많은 인권 운동가들을 

체포했음을 발표했다. 2020년 초반 이후로, 100명 이상의 인물이 단지 그들의 기본권 및 자

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 또한 캄보디아 정부는 팬데믹을 핑계 삼아 2020년 4월 

국가 비상법을 제정하여 국가 기관으로 하여금 국민들의 기본적인 자유를 억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캄보디아 정부는 공공질서 법안, 국가 인터넷 관문 설립에 대한 행정명령, 사

이버 범죄에 관한 법률 등 발효 시 인권과 기본 자유를 심각하게 저해할 소지가 있는 법안

을 마련하였다.

결과적으로, 2020년 국제 인권의 날, 67개 이상의 CSO가 캄보디아 정부에 인권 운동가들, 

언론인, 정치적 반대와 정부에 비판적 목소리에 대해 가하는 공격을 멈출 것을 촉구했다. 이

에 더하여, 이들 CSO는 정당하게 기본권을 누린 사람들에 대한 불합리한 구금을 즉각 멈추

고, 캄보디아 국내의 기존 및 새로운 법규가 국제 인권 조약 기준에 합하도록 할 것이며, 인

권 보장의 의무를 다할 것을 요구했다.9) CSO가 지적한 캄보디아 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인

권 침해의 양상은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상황이 2022년 

코뮌 선거와 2023년 총선 시기까지 꾸준히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3. 캄보디아 내 급격히 하락하는 인권 존중

Ÿ 우리는 캄보디아 내에 시민적 공간이 매우 심대한 수준으로 위축되고 있음을 목격했다. 

각종 불합리한 입법 및 행정조치 등을 통해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 평화

다음 링크에서 확인 가능: https://freedomhouse.org/country/cambodia/freedom-world/2020, 
7)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18년 민주주의 지수 

(Democracy Index 2018), 다음 링크에서 확인 가능: 
http://www.eiu.com/Handlers/WhitepaperHandler.ashx?fi=Democracy_Index_2018.pdf&mode=wp&ca
mpaignid=Democracy2018

8)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19년 민주주의 지수 
(Democracy Index 2019), 페이지 2020, 다음 링크에서 확인 가능:
http://www.eiu.com/public/thankyou_download.aspx?activity=download&campaignid=democracyinde
x2019. 

9) 공동 성명서 “인권의 날을 맞이하여, 시민 사회 단체가 캄보디아 왕실 정부에 인권 의무 사항을 존
중할 것을 촉구한다 (On Human Rights Day, civil society organizations call for the Royal 
Government of Cambodia to respect its human rights obligations)”, 2020년 12월 10일, 다음 링크
에서 확인 가능: 
https://teangtnaut.org/joint-statement-on-human-rights-day-civil-society-organizations-call-for-the-ro
yal-government-of-cambodia-to-respect-its-human rights-obligations/?lang=en

https://freedomhouse.org/country/cambodia/freedom-world/2020
http://www.eiu.com/Handlers/WhitepaperHandler.ashx?fi=Democracy_Index_2018.pdf&mode=wp&campaignid=Democracy2018
http://www.eiu.com/public/thankyou_download.aspx?activity=download&campaignid=democracyindex2019
https://teangtnaut.org/joint-statement-on-human-rights-day-civil-society-organizations-call-for-the-royal-government-of-cambodia-to-respect-its-hu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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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시위와 정보의 자유 등 기본적 권리를 지속적으로 축소시켜 왔다. 또한 우리는 기본 

자유를 수호하고자 노력하는 개인과 단체에 대한 정부의 불법적인 탄압과 겁박, 희롱 

및 괴롭힘을 목격했다. 이러한 불법적 행위는 사회운동 및 지역사회 단체, 정치 단체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도 행해졌다. 이러한 인권 탄압과 침해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

다

Ÿ 계속해서 수위를 높여 가는 감시와 위협, 폭력에서 볼 수 있듯이, 시민들의 결사의 자유

와 집회에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되었다. 정부의 무장 세력 또는 정부 기관은 시민과 지

역 사회를 밀접하게 감시하고, 방해 및 위협을 가했다. 또한, 시민들의 조직이나 기관의 

참여, 심지어 범죄 예방 등과 같은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이나 노동조합 프

로그램의 참여까지도 제한하였다. 토지 분쟁과 관련된 정보를 기업과 유력 인사들과 공

유했다. 

Ÿ 지역사회에 대한 대중 결집에 대한 감시와 방지. 특히, 시민의 기본 자유 행사와 관련

된 대중 결집이 주요 대상이다.

Ÿ 불합리하게 구금된 사회 운동가 및 인권 운동가, 정치적 반대 인사, 정치 활동가들에 

대한 합법적 절차를 통한 석방을 요구하는 평화적 시위를 방해하거나 금지하였다. 

Ÿ 지역 주민들이 사회 운동 활동에 참여하고자 할 때 지역 정부 조직이 감시를 가하거

나 무장 세력의 조직원이 위협을 가하기도 한다. 위협과 감시의 대상이 되는 사회운

동 및 활동은 토지나 삼림, 천연자원과 관련한 시위, 지역사회 형성, 노동조합 활동,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동 등을 포함한다. 일부 무장 세력 조직원들은 이러한 자유의 

행사를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Ÿ 집중 단속과 불합리한 체포, 구금, 기소의 희생양이 되었던 정치 활동가들의 석방 등

을 요구하는 집회 제재와 무장 세력에 의한 폭력. 

Ÿ 대법원에 의해 주요 반대 정당이 해산된 이후, 표현의 자유와 정보 교환의 자유가 전

반적으로 심각하게 제한되었다. 반체제 활동가들과 반체제 지지자들은 소셜미디어에 

정보를 공유하지 않을 것을 동의하는 서류에 강제적으로 사인을 해야 했으며, 일면식 

인물에 의한 폭력과 체포, 감금에 시달렸다. 일부 반체제인사는 해외로의 도피를 통해 

구속을 면할 수 있었고, 일부는 고문, 재판 이전의 사전 구속, 명확하지 않은 죄목에 

따른 여러 건의 소송의 희생자가 되기도 했다. 

4. 정치인들과 활동가들에 대한 집단 형사 재판을 멈추라

Ÿ 캄보디아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 발발을 핑계 삼아 엄격한 법률적 방안을 마련하여 

반체제인사를 박멸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가혹한 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

한 법안은 2020년 국가비상법안, 2020년 공공질서법안, 2021년 국가 인터넷 관문 법

안, 2021년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행정 방안, 그리고 최근에 마련된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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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법안이 있다. 특히 이 장애인 법안은 유엔 인권 전문가가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Ÿ 100여 명의 사회, 환경 운동가, 청년 운동가, 인권 운동가들이 최근에 체포, 구금되었

다. 이와 관련하여, 유엔은 최근 몇 달간 행해진 이들 운동가들의 구금과 관련하여 우

려를 표했다. 이들 운동가들은 동료 인권 운동가들이 환경과 노동의 문제와 관련한 

활동을 하다가 구속된 것에 대하여 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평화적 시위에 참여했거나 

참여할 계획이 있었던 인물들이다.

Ÿ 2020년 2월 12일 이후로, 캄보디아에 특혜를 주었던 유럽 연합의Everything But Arms 

(EBA) 무역 조항의 일부가 박탈되었다. 유럽연합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에 명시되어 있는 인권 기본 

정신이 캄보디아 내에서 매우 심각하게, 체계적으로 훼손되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캄보디아 정부는 동등하고 공평한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보장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광범위하고 위법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시민사회는 그동안 그랬던 것과 같이 국제사회와 같이 손잡고 현 상황에 대

한 긴밀한 감시를 지속할 것이다. 또한 EBA 조항의 일부 박탈이 캄보디아 시민사회의 

가장 취약한 부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질 것이다.

Ÿ 캄보디아 정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횡행하는 노동권과 토지권리에 대한 시민적, 정치

적 권리 침해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유럽연합은 

이러한 문제가 EBA 무역 특혜 프로그램에 저촉한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이는 기존에 

캄보디아가 누렸던 유럽연합 시장에 대한 특혜적 접근을 부분적으로 박탈하는 유럽연

합 집행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어졌다.

Ÿ 유럽 의회는 캄보디아 정부가 EBA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조건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유럽연합 집행 위원회로 하여금 캄보디아 정

부에게 인권 기준점들을 제안하여 이름 지킬 수 있도록 요구할 것을 요청하였다. 유

럽 의회는 유럽연합 이사회로 하여금 캄보디아 지도자들과 그들의 경제적 이익을 겨

냥하여 새로운 글로벌 인권침해 제재 수단을 활용할 것을 촉구했다. 

Ÿ 프놈펜 지방법원은 캄보디아 내 반체제인사들과 시민사회에 대한 집단 판결과 관련된 

최종 판결을 내렸다. 유엔은 해산된 캄보디아 구국당 (Cambodian National Rescue 

Party, CNRP)의 당지도자들에게 내려진 지나친 징역형에 대해 이들의 공공 활동 참여

에 대한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2019년 6월 이후, CNRP와 관련된 

150명 이상의 인사가 체포, 구금되어 여러 법적 절차를 따르게 되었다. 유엔 소속 전

문가들은 비공개 재판과 같이 재판의 전반적 절차가 부조리와 명확한 국제법 위반으

로 점철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캄보디아 정부가 관련자들의 정치적 권한을 복구

하고 모든 정당들의 동등한 정치참여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Ÿ 캄보디아 정부는 즉각 정치적 의도로 이루어지는 반대세력 정치인에 대한 재판을 멈추

고, 최근 결정된 유죄판결을 무효화해야 한다.10) 정부에 의한 괴롭힘과 기소는 정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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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요 반대세력이 향후 선거와 정치무대에 설 기회를 박탈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

다.11) 

Ÿ 정부 기관들은 또한 근거 없이 선동, 음모, 또한 그 밖의 집중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과 단체를 고발하였다. 활동가들과 조합장들, 온라인 비평가들은 점차 고

조되는 위협과 협박, 불합리한 체포의 위기에 노출되어 있다. 2020년 11월까지 30명 

이상의 정부 반대 활동가들이 구금되었다. 같은 해 7월에서 9월까지 최소 14명의 청년 

및 환경 운동가들이 평화적 시위 활동에 참여한 것에 대하여 근거 없이 선동죄로 몰려 

구금되었다.

5. 우려 사항

캄보디아에서 인권과 민주주의의 확립을 위해 일하고 있는 ADHOC의 관점에서 볼 때, 우

리 단체는 지난 몇 년간 계속해서 후퇴하는 캄보디아의 인권 및 민주주의의 실태에 큰 우려

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ADHOC는 캄보디아의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의 

우려와 관점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APS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

다.

2022년 6월 코뮌 선거와 2023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 훈 센 총리가 이끄는 정부는 국제

법과 기준에 합하는 진실하고 포괄적인 민주적 선거를 준비하려는 그 어떠한 의지조차 보이

지 않고 있다. 유엔 캄보디아 인권 보고관이 이미 2022년, 2023년 선거를 앞둔 현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지금 이대로라면, 아마도 2022년, 2023년 선거는 유의미한 반대 

정당이 부재한 채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캄보디아 국민들은 진정

한 의미의 정치 참여가 불가능 할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정부 대응에 대한 비판 의견을 온라인상에서 개진한 사람들은 구

속을 당하거나 정부로부터 기소를 당했다. 이와 같은 정부에 비판적인 의견에 대해 캄보디

아 정부가 보인 무관용은 가뜩이나 위축된 국내 표현의 자유를 더욱 얼어붙게 만들었다. 정

부 비판 인사에 대한 핍박은 여전히 강도가 줄지 않은 채 지속되고 있다. 반체제인사들은 

무기한 재판과 투옥, 망명의 위협에 놓인다. 이들 중 많은 이들이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했

다. 매우 충격적인 사례로, 투옥된 어떤 정치 운동가의 자폐증을 앓고 있는 자녀가 지난 6월 

이후로 강제로 구금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캄보디아가 조인한 국제 인권 조약

에 완전히 반하는 행위이다.

인권 운동가, 환경 운동가, 정부 비평가, 정치적 반대 인사들은 정부에 의한 괴롭힘과 불

합리한 구금에 여전히 시달리고 있다. 최소한 91여 명이 수감 중이다. 다른 일부 인사들은 

캄보디아에서 도망쳐야만 했다. 그러나 캄보디아 정부는 해외로 이들을 끝까지 집요하게 추

적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사이버 범죄에 관한 법률안과 공공질서에 관한 법률안 등은 통과될 경우 정

10) https://bit.ly/2QkMKtX 
11) https://bit.ly/3v3lU8r 

https://bit.ly/2QkMKtX
https://bit.ly/3v3lU8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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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 보다 포괄적인 감시 체계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는 공포를 조장함으로써 캄보디아 

내 표현의 자유에 매우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2022년 2월에 시행될 국가 인터넷 

관문은 선거를 앞둔 시점에 국민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것이다.

어떠한 근거도 없이 캄보디아 내 가장 영향력 있는 반대 정당을 해산하고, 정당 지도자를 

구금함으로써, 캄보디아 국민의 의지 또한 짓밟혔다. 5,000명 이상의 반대 정당 소속 의원들

이 코뮌 의회에서 퇴출되었고, 118명의 정당 지도자들은 5년간 정치 활동 참여를 금지 당했

다. 토지 분쟁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으나, 당사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적합한 해결

책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 토지와 가옥 소유주들은 빈번히 피해자가 되어 사회 내 힘 있는 

자들의 위협과 그들에 의한 강제 구금에 희생되고 있다. 

6. 우리의 캄보디아 정부에 대한 제언

캄보디아 내 CSO들의 입장은 인권 보호를 위한 기관의 설립이지만, 지금의 현 상황을 고

려하여, 우리는 정부에게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요구했다. 우리는 코뮌/상캇 위원회 선거가 

끝난 이후가 캄보디아 정부와 협상을 하는 데 더욱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접근 방법을 통해 궁극적으로 NHRI의 설립과 운영까지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구금된 활동가들과 정치 비평가들, 반체제 인사들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

을 요구하며, 이들의 완전한 정치적 권리의 복구를 요구한다. 또한, 캄보디아 정부 기관이 

이들 인사들과 그들의 가족에 대한 괴롭힘을 모두 멈춰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

우리는 또한 파리 평화 협약에 서명한 국가들이 캄보디아 정부에게 인권을 존중하고 평화 

협약 및 국제 선언에 있는 기본 원칙들을 준수할 것을 요구해 주길 바란다.

정치와 시민사회 인사들을 즉각 풀어주고 이들에 대한 정치적 동기에 의해 씌워진 범죄 

혐의를 벗겨주기를 요구한다. 또한 모든 반대세력 정치인들에게 차별 없이 완전한 정치적 

권리를 회복시켜 주기를 바란다. 

우리는 또한 시민사회 단체들이 자유롭게 모여서 어떠한 형태의 법적 제한 없이 서로의 

목적을 도모할 수 있기를 캄보디아 정부에 요구하는 바이다. 이를 통해, 시민사회 단체들이 

공공의 활동을 계획하고, 선거를 감시하며, 군주 정부의 행동과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과 불

일치하는 견해를 필요하다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또 캄보디아 정부가 모든 독립적 언론사들이 캄보디아 내 어느 곳이든 자유롭게 사무실과 

스튜디오를 개설할 수 있는 허가를 신청하고 차별 없이 수령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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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민주주의 재건설의 도전과 과제 :

국가체계와 아세안을 넘어서자

미얀마 군부쿠데타와 그 이후 전개된 사태는 우리에게 미얀마 민주주의가 취약했다는 것

을 새삼 일깨워준다. 두 가지 점에서 그 취약성이 드러난다. 하나는 군부로 대표되는 물리적 

폭력에 대한 취약성이다. 다른 하나는 다수의 횡포, 소수자 배제의 취약성이다. 2020년 2월 

1일 군부쿠데타가 발생하기까지 우리는 그 취약성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 10

년의 실험 동안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현상/환상에 현혹되었던 것 같다. 다수의 횡포, 소수

자 배제의 취약성이 터져 나와도 우리는 미얀마 민주주의가 전진하고 있다고 믿었던 것 같

다. 군부쿠데타는 우리의 믿음이 허망이었음을 드러냈다. 10년의 민주주의 실험은 파국을 

맞았다. 우리는 그 폐허 위에서 미얀마 민주주의를 제대로 세우는 과업을 수행하고 있다. 

민주주의 재건설의 과업은 그 두 가지 취약성을 극복하는 방향에서 전개되고 있다. 폭력

적인 군부에 대응하여 시민방위군을 조직하여 무장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쿠데타 이후 청년 

세대가 중심이 된 시민불복종 운동이 민족통합정부(National Unity Government, NUG)가 

2021년 5월 5일에 조직한 시민방위군의 무장투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NUG는 2021년 9월 7

일 군부에 전쟁을 선포하며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시민방위군은 ‘나쁜’ 군부(탓마도)에 결연

히 맞서는 한편, 민간의 지배를 받고 국민을 보호하는 진정한 군대가 되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그리고 소수종족무장세력(Ethnic Armed Organizations, EAOs)과 연대하여 주요 요충지

에서 탓마도와 전투를 벌이고 있다. 

이러한 무장투쟁은 우리에게 난처한 질문을 던진다. 민주주의 재건설 과정에서 비폭력투

쟁은 낭만적인 수사에 불과한가? 무장투쟁은 탓마도를 실질적으로 퇴진시킬 수 있는 유력한 

방식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란 쉽지 않다. 지금까지 1,700명이 희생을 당한 사실, 그중에는 

130명의 어린이들도 포함돼 있는 사실, 13,000명이 체포되고 55만 명이 터전을 잃고 5만 명

의 난민이 발생한 사실 앞에 누가 감히 비폭력투쟁을 계속하라고 주장하겠는가?

다수의 횡포를 제어하지 못했던 취약성에 대한 극복은 성찰과 연대의 정신 아래 전개되고 

있다. 그 구심점은 범민주 세력의 연락체인 민족통합협상위원회(National Unity Consultative 

Council, NUCC)로서 여기에 NUG, 연방의회대표단(Committee Representing Pyidaungsu 

이 상 국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2022 광주민주포럼

아시아의 민주주의 2022년을 전망한다 “우리는 연대한다!”

- 141 -

Hluttaw, CRPH), EAOs, 노조, 정당, 시민사회가 참여하고 있다. 연대가 구성되었던 과정은 다

음과 같다. 2021년 2월 5일, 그 전년도 11월 총선을 통해 선출된 NLD 의원이 중심이 되어 

CRPH를 구성한다. 

그와 동시에 3월 8일 범민주 세력이 연합하여 NUCC를 조직했다. NUCC 내 협의를 거쳐 3

월 31일 CRPH는 군부가 주도하여 제정한 ‘2008년 헌법’을 폐지한다는 선언과 함께 ‘연방 민

주주의 임시헌법’(Federal Democracy Charter)을 발표했다. 이 헌법에 기초하여 임시정부라 

할 수 있는 NUG가 4월 16일에 구성되었다. 임시헌법에는 연방민주주의 건설을 핵심 목표로 

담고 있다. NUCC가 중심이 되어 그간 NLD 정부에서조차도 소홀히 했던 소수종족의 권리에 

대한 인정을 임시헌법에 담았다. 예컨대 소수종족 언어를 공용어로 인정한다는 조항이 담겨 

있다. NUG는 로힝자 사태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그들과 공존하는 방식을 모색할 것을 천명

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NUG내는 물론 NUCC내에서 로힝자 당사자와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일부 소수종족은 여전히 NUCC와 거리를 두고 있는 점, 이익세

력이 된 일부 소수종족 군벌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 등은 숙제라고 할 수 있다. 

사실 다수 대표제에 근간을 둔 미얀마의 (의사)민주주의가 로힝자 학살을 부추긴 점을 부인할 

수 없다. NUCC의 소수자 연대 모색은 미얀마 차원뿐만 아니라 온세계에 닥치고 있는 포퓰리즘

과 혐오의 정치를 극복하는 모델이 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 좀 더 담대한 모델, 

연방제(federation)와 국가연합(confederation) 모델까지도 넘어서는 뭔가 혁신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상상하고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것이 내가 이 회의에서 토론 거리로 제시하

고 싶은 안건이기도 하다.

여기서 한 가지 아이러니는 군부가 다수 대표제를 막을 방도를 찾고 있다는 것이다. 소수

세력 보호라는 명분이 엉뚱하게 전유되고 있다. 쿠데타 장본인인 군최고사령관이자 쿠데타 

이후 정부격으로 구성한 국가행정평의회(State Administration Council)의 의장인 민아웅 흘

라잉은 2021년 8월 1일 과도정부의 수상으로 취임하면서 2023년 8월에 선거가 치러질 것

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다수 대표제의 ‘폐단’을 시정하는 차원에서 다당제 비례 대표제 

쪽으로 선거법을 고칠 뜻을 내비쳤다. 쿠데타를 일으킬 당시에는 1년 뒤에 물러나겠다고 했

는데, 그 약속을 번복하여 1년 더 늘렸다. 이것은 익숙한 셈법이다. 1988년 항쟁을 진압하며 

등장한 신군부는 1990년 NLD의 대승으로 끝난 선거결과를 뒤집으면서, 헌법을 기초하는 작

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군부 주도 아래 국민회의(National Convention)를 구성하여 철저하게 

군부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즉 의회의 25%를 군에 할당하고 내무부, 국경부 등 주요 부처는 군부가 장관을 맡는 방

식으로 2008년에 헌법을 제정하고 2010년 11월에 선거를 치렀다. 1988년 쿠데타 이후 거의 

20년 동안 신헌법을 기초한다는 명목으로 시간을 끌며 통치를 해온 것이다. 이번에도 비슷

한 상황이 전개될지 모른다. 여러 의견을 모은다는 핑계로 헌법 개정 절차를 마냥 지연시키

며 군부 통치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있다. 설령 약속대로 2023년 8월에 선거가 치러지더라도 

2015년과 2020년 선거 패배의 학습효과로 NLD의 독점을 막고 군부 후원 정당의 이익을 상

당하게 보장하는 방식으로 선거법과 헌법을 개정할 가능성이 크다. 군부가 다수 대표제 폐

단을 시정하고 나서는 상황은 역사의 희극이다.



2022 광주민주포럼

아시아의 민주주의 2022년을 전망한다 “우리는 연대한다!”

- 142 -

한편 이것은 군부가 실제로 민심을 잃어서 적어도 선거라는 제도에서 소수자로 전락했다

는 것을 드러낸다. 2021년 2월 쿠데타는 몰락한 군대가 다른 게임을 만들어 자기 존재를 회

복시키려는 발로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나는 군부가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 무리를 해서

라도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생각한다. 믿는 구석이란 바로 나라를 구한다는 ‘정당성’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원심력이 강했던 초기 탈식민 국민국가 건설 과정에서 그 정당성에 기대어 

군부는 정치에 개입했다. 

그러나 군부가 깨닫지 못한 점은 정당성은 화석과 같은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서 새롭

게 구성된다는 점이다. 저마다의 시대는 저마다의 과제를 안고 있으며 그 과제를 해결해나

가는 과정에서 정당성을 확보해나간다는 점을 모른 채 과거의 시대와 지형에 계속 발을 딛

고 있는 것이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정보통신 혁명이 불러일으킨 새로운 문화기운의 세례

를 받으며 자유의 맛을 보고 성장한 세대들에게 군부 쿠데타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폭거

였다. 그렇게 시대의 흐름에 맞추지 못한 군부는 미얀마의 앞길을 방해하며 현시대 통치의 

정당성을 상실한 살 있는 과거의 유물이 되어버렸다. 남은 것이라곤 원초적 힘에 의지하는 

것인데, 그 끔찍한 폐해를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또 하나,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게임을 바꾸려고 한 것은 이웃 국가가 전례를 제공했

기 때문일 것이다. 태국 군부는 2014년 5월에 정정불안 해소를 이유로 쿠데타를 일으키고 

철저하게 군부의 이익을 관철하는 방향으로, 즉 상원 250석을 모두 군부가 선임하는 방식으

로 선거법을 개정하여 2019년 3월 선거를 치렀다. 그 결과 쿠데타 주역인 육군 총사령관 출

신 쁘라윳 짠오차가 과도정부에 이어 새로 구성된 정부에서 총리로 선출됐다. 정도와 방식

이 다를 뿐, 아세안에서 어느 한 나라 떳떳하게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다고 내세우기 힘들

다. 인도네시아가 민주주의 국가로 부상하고 있지만, 미얀마 군부는 과거 인도네시아의 군부 

주도 교도민주주의를 착실하게 학습하며 여기까지 왔다. 

그럼에도 아세안이 2021년 4월에 민아웅 흘라잉을 불러 1)모든 당사자의 폭력 사용중단, 

2)모든 당사자 사이 평화적 해결책을 위한 건설적 대화, 3)아세안 의장의 특사를 통한 대화 

중재, 4)아세안 재난관리 인도적 지원 조정센터(ASEAN Coordinating Centre for 

Humanitarian Assistance on Disaster Management, AHA)를 통한 인도적 지원 제공, 5)아세

안 특사단의 미얀마 방문과 모든 당사자와의 만남 등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 합의를 이뤄낼 

때, 아세안의 결기가 느껴졌다. 

특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는 미얀마 군부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견지했다. 

그 합의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아세안은 2021년 10월 아세안정상회의에서 군부 참석을 

배제했다. 11월 아세안-중국정상회의, 12월 아시아-유럽정상회의에도 군부는 초청받지 못했

다.

그러나 2022년 캄보디아가 아세안 의장국을 맡게 되자 상황이 돌변했다. 캄보디아 훈센 

총리는 의장 자격으로 1월 7일 미얀마를 방문하여 민아웅 흘라잉을 만났다. 훈센은 아세안 

정상들 중 쿠데타 이후 처음 미얀마를 방문한 인사였다. 민아웅 흘라잉은 훈센에게 다섯 가

지 합의 사항을 이행하겠다고 밝히며 그 하나로서 소수종족 세력에게 휴전/정전 협상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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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했다고 언급했다. 훈센은 내전에 빠졌던 캄보디아의 화해와 평화의 이행과정에 대한 경험

을 당사자로서 민아웅 흘라잉과 공유했다. 훈센은 캄보디아의 근현대사를 압축적으로 체화

하고 있는 당사자로서 동병상련을 앓고 있는 미얀마를 남다르게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 자신 캄보디아의 현 민주주의를 질곡에 빠뜨리고 있는 당사자로서 미얀마에 민

주적 가치를 전수한다는 것은 얼토당토않은 것이다. 오히려 훈센의 방문은 아세안이 작년의 

결기와는 다르게 미얀마 군부를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인식을 외부에 심어주었다. 더군다나 

합의 사항에 모든 당사자를 대화상대자로 포함했음에도, 군부는 훈센이 아웅산 수찌 등 

NUG 인사를 만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훈센은 민아웅 흘라잉이 허용한 무대에서만 반

쪽자리 역할을 수행했다.

2022년 3월 21-23일에는 다섯 가지 합의 사항의 하나인 아세안 특사단의 방문이 이루어

졌다. 특사는 다름 아닌 훈센 정부의 외교장관을 맡고 있는 쁘락 소콘(Prak Sokhonn)이었고, 

특사단의 구성원을 브루나이 출신 림족호이(Lim Jock Hoi) 현 아세안 사무총장을 제외하고, 

캄보디아 정부 인사들로 채워졌다. 아세안 특사단은 다름 아닌 캄보디아 특사단, 아니 훈센

의 특사단이었다. 아세안 특사 역시 이번에도 군부가 허락하지 않아 아웅산 수찌 등 NUG 

인사를 만나지 못했고, 소수종족 세력도 만나지 못했다. 의례적 방문이었을 뿐 사태 해결에 

실질적인 기여를 전혀 하지 못했다. 

미얀마 사태는 작년에만 해도 아세안 회원국들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각성을 불러일으키고 

그간 내정불간섭 또는 건설적 개입이라는 명분으로 회원국의 반민주 작태에 눈감았던 행태

를 돌이킬 수 있는 계기로 전화될 수 있었으나, 올해의 행보로 보아서는 그것을 기대하기가 

힘들 것 같다. 여기에 우리가 이 회의에서 다룰 또 다른 의제를 도출할 수 있다. 역내외 시

민사회는 어떻게 아세안을 역내 민주주의를 책임지는 당사자로 변모시킬 것인가? 우리는 어

떻게 아세안을 넘어서서 역내 민주주의를 도모할 것인가? 

여기에서 국제사회로 눈을 돌려보자. 우선 유엔의 대응을 살펴보자. 유엔은 미얀마 군부의 

반대를 무릅쓰며 NLD 정부 시절에 임명된 쪼모툰 주유엔대표부 대사를 계속 인정하면서 한

편으로 군부가 임명한 대사의 신임장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물론 중국 등의 반대로 쪼모툰 

대사가 유엔 총회에서 미얀마를 대표하여 연설하는 기회는 주어지지 않고 있다. 2022년 3월 

유엔인권최고대표인 미첼 바첼렛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충분히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비

판하면서 유엔 차원에서 미얀마에 대해 더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해야할 것을 역설했다. 유엔

이 이런 한계점을 갖고 있음에도 쪼모툰 대사의 유임 그 자체는 국제사회가 군부에게 설 자

리를 제공해주지 않은 상징적 조치라 할 수 있다. 

미국은 바이든 정부 들어서서 미얀마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2021년 10월에

는 미국의 고위급 인사가 NUG 대표 인사와 화상회담을 열어 미얀마 민주주의 활동을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5월에 개최되는 미국-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는 미얀마 군부를 초

청하지 않을 방침이다. 유럽의 대응도 흥미롭다. 프랑스 상원은 2021년 10월 5일 만장일치

로 NUG를 미얀마의 공식 정부로 승인했다. 유럽의회에서도 10월 7일 NUG를 미얀마의 대

표로 인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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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비롯해 여러 나라들이 NUG를 인정하라는 요구를 시민사회로부터 받고 있다. 각국 

정부 차원에서 선뜻 NUG를 공식 정부로 인정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을 비

롯한 여러 나라들이 군부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견지하고 또 각국 거주 미얀마 이민자들의 

비자를 연장해주고 NUG 인사들의 활동에 직간접 편의를 제공하는 조처는 연대 정신의 발

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한국 시민사회 단체들은 쿠데타 발발 1주기를 맞이하여 미얀마 민주주의 투쟁에 계속 연

대할 것임을 밝혔다. 한국시민사회는 2000년대 초반부터 미얀마 활동가와 연대하며 민주주

의 투쟁을 지지해왔다. 그 둘의 연대에서 광주 정신이 핵심가치였다. 광주 정신은 그 둘의 

연대를 디딤돌 삼아 아시아로 지경을 넓혔고 보편적 인권의 기치로 승화됐다. 10년의 미얀

마 민주주의 실험 과정 중 로힝자 사태를 겪으며 그 둘의 연대가 잠시 어긋나기도 했지만, 

다시 광주 정신을 되새기며 미얀마 민주주의 재건의 길로 함께 나아가고 있다. 

나는 이 재건의 길에서 전혀 다른 상상력을 발휘하며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보길 기대한

다. 내가 토론 거리로 제시한 두 가지를 다시 꺼내보자. 하나는 연방제(federation)와 국가연

합(confederation) 모델까지도 넘어서는 혁신적인 거버넌스 체계에 관한 모색이었고, 다른 

하나는 아세안을 변화시키거나 그것을 넘어서 역내 민주주의를 도모하는 방법에 관한 모색

이었다. 

첫 번째 것부터 살펴보자. 나는 오늘날 미얀마 근대국가 영토 내에 모든 집단을 아우르는 

그 어떤 시도도 성공을 거두기 힘들 것이라고 본다.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다. 미얀마 왕조

가 최전성기를 구가했던 시기에도 상징적인 지배만 실현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지배하지 

못했다. 오늘날 미얀마 영토에 사실상 금을 그은 영국조차도 산악지역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지배를 실현하지 못하고 이른바 분리통치라는 방식으로 토착 세력에게 지배를 맡겼다. 탈식

민시기 미얀마 근대국가도 중앙 평원 위주로 지배를 실현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고 산악

지역을 낭만적으로 보아서도 안 된다. 

예컨대 어떤 단일 소수종족 정치기구의 지배 아래 그 소수종족이 똘똘 뭉쳐 있다고 봐서

는 안 된다. 끝없는 감수분열이 일어나 새로운 집단이 생기고 다투고 협력하는 역동적인 이

합집산이 산악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왕조체제, 귀족정, 아나키즘 사이에서 진동하는 것이 

산악사회이다. 오늘날 정보통신 혁명으로 그러한 진폭은 더 커졌고, 미얀마 바깥까지도 그 

진동은 퍼져나간다. 그 역동성을 중앙집권체제든, 연방제든, 국가연합이든 딱딱한 정치체제

가 수용하기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국가 없음(stateless)을 문제시하는 것부터 문제시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본다. 

80년 5월 광주는 국가 없음의 해방의 시기에 상부상조의 인간적인 꽃을 피운 적이 있다. 그 

공간이 국가권력에 의해 파국을 맞이했다. 그 공간을 회복하는 것,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

속적으로 만드는 것, 그래서 국가가 없음에도 인간성이 꽃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상상해보

면 좋겠다. 국가를 현실적으로 벗어날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고서 생각해볼 수 있는 안은 

개인들에게 단수이든, 복수이든 국가 선택권을 과감하게 부여하는 것이다. 

예컨대 미얀마가 국가연합이 된다면, 가상의 카렌국이든, 미얀마이든 개인이 소속을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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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다. 나아가 미얀마 바깥에서도 고를 수 있는 제3의 선택권

도 부여하면 좋겠다. 이것은 국가연합에서 더 나아가는 것일 텐데, 상상을 해보면 한국도 그

들에게 성원권을 부여할 수 있겠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은 2015년도부터 미얀마 난민들을 

들여와 재정착시키고 있다. 미국, 호주, 캐나다, 유럽 국가들 대부분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유엔난민기구는 한해 20만 명 수준인 이 규모를 더 늘리려고 각국을 설득하고 있다. 

굳이 들여와 재정착시키며 성원권을 부여하고 있는 마당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원

권을 부여하는 것은 오히려 더 쉬운 문제다. 현실에서 그 안을 실현시키려면 현재의 유엔 

거버넌스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수많은 복잡한 사항이 뒤따를 것이다. 그 모든 것을 여

기에서 다룰 수 없다. 내 제안의 핵심은 영토에 얽매이지 말고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문제, 

복수의 성원권과 주권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며 미얀마 민주주의 재건의 문제를 생각해보면 

좋겠다는 것이다. 전통시대 동남아 사람들은 그런 세계에서 오랫동안 살았다. 오히려 단수의 

주권, 단일한 성원권은 길어야 70년밖에 안된 난데없는 현상이다.

두 번째 토론 거리로 넘어가자. 아세안은 미얀마 사태의 해결책이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작년의 결기와 올해의 미온적 태도는 아세안의 우유부단함, 불일치, 한계를 보여준다. 아세

안 내에서도 태도 차이가 있다. 올해 들어서 말레이시아가 가장 적극적으로 아세안의 미온

적 태도를 비판하고 미얀마 사태에 실질적인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나는 아세안 특사단 구

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세안 특사단에 말레이시아처럼 적극적인 개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담겨 있어야 할 것이다. 의장이 독단적으로 특사단을 구성하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시스템이 아세안에 구축되어야할 것이다. 

나아가 적어도 민주주의 문제에서만큼은 아세안 중심성을 포기(하도록)하면 좋겠다. 스스

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언제까지나 스스로 해결하라고 두고만 볼 수는 없다. 쿠데타 직

전 미얀마 평화협상이 하나의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노르웨이의 리더십으로 논란이 있기는 

했지만 소수종족무장세력과 미얀마 군부 사이에 정전/평화협정이 체결된 적이 있다. 이런 

선례를 아세안에도 적용하면 된다. 

예컨대 아세안 특사단에 한국이나 노르웨이가 참여할 수 있다. 강대국이 아닌 이런 규모

의 민주주의 국가가 아세안 민주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가 될 수 있다. 한국 정

부는 아세안에 적극적으로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아세안을 중시하면서도 아세안의 한계를 넘어서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고, K민주주의, K

외교의 지평도 넓어질 것이다. 

내가 제시한 이 두 가지 토론 거리가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

나 현재의 미얀마 사태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근본적으로 의심하고 재구성하도록 만드

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미얀마 시민들은 그동안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렀다. 그 희생을 승화

하는 길은 좀 더 인간성이 꽃필 수 있는 세계를 만들어나가는 일일 것이다. 그 길에 우리의 

토론이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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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선거 이후 필리핀의 민주주의에 대한 전망

1. 선두주자

2022년 5월 9일 필리핀 대선이 치러질 것이다. 선거를 약 2주 남짓 앞둔 가운데, 전 필리

핀 독재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Ferdinand Marcos)의 아들이자 그와 동명의 페르디난드 마

르코스 주니어 후보가 각종 여론 조사에서 앞서가고 있다. 아마도 이번 선거에서 그가 이길 

확률이 높아 보인다. 

14년 간 이어졌던 잔혹한 독재와 1천만 달러 이상의 국고 찬탈의 끝에 1986년 2월 위대

한 민중의 힘 (피플 파워)을 통해 독재자, 전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이 탄핵되었던 일

이 상기된다. 마르코스 대통령 내외의 독재는 그의 동명 아들인 페르디난드 봉봉 마르코스 

주니어 (Ferdinand Bongbong Marcos Jr.)를 포함한 전 가족이 연루되었다. 마크로스 주니어

는 필리핀 군대의 장교로 징집되었고, 필리핀 통신 위성 위원회의 회장으로 임명됐다. 또한 

그의 고향인 일로코스 노르테 주의 (Ilocos Norte) 부지사가 되었고, 이후엔 주지사가 되었

다. 그는 그의 아버지 마르코스의 독재가 필리핀 국민들에게 가했던 범죄에 대한 책임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독재자 마르코스를 탄핵시켰던 필리핀의 민중의 힘 민주주의 봉기에 찬사를 보내던 전 세

계는 지금 왜 그의 아들, 마르코스 주니어가 다가올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직전에 

있는 것인지 질문을 던지고 있다. 필리핀 국민들은 마르코스 계엄령 기간 중 7천만 명이 투

옥되었고, 3만 4천명이 고문을 당하고, 3,240여 명이사법 외적으로 죽임을 당하고, 77명이 

실종됐던 잔혹한 사실을 벌써 잊은 것일까? 필리핀 국민들은 진정 지금까지도 국민들이 책

임을 지고 있는 100억 불의 도난당한 국고와 불어난 외채에 대한 기억을 잊은 것일까? 이

러한 역사적 기억 상실의 근원은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간단한 답은 1986년 민중의 힘 봉기 이후 그 어떠한 정권하에서도 

계엄령에 대한 진실이 필리핀 교육 시스템에 제도화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민중의 힘에 의

해 설립된 코라존 아퀴노 (Corazon Aquino) 정부는 처음부터 혁명 정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마르코스의 계엄령과 민중의 힘 민주 봉기에 대한 교육을 필리핀 교육과정에 도입하지 

않았는 지 여전히 의문이다. 그 이후의 행정부 또한 이에 대한 제도화에 실패했다. 시간이 

조안나 K. 까리뇨

코딜레라 민중 연합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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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에 따라 마르코스 계엄령에 대한 사실적, 진실한 자료들이 점차 부족해짐에 따라 필리

핀 교육과정 및 역사 교육에 있어 이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게 되었다. 이 역

사적 사실은 반타요그 낭 망아 바야니 (Bantayog ng mga Bayani; 영웅들의 기념비)와 같이 

접근성이 떨어지는 기관이나 매우 제한적인 계엄령 박물관에서나 찾아볼 수 있다. 진보적인 

학자들은 대학에서 마르코스의 계엄령에 대해 가르치고 있지만, 이들의 대상이 학생에 국한

되어 일반 대중들에게까지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한계다.

1986년의 민주화 봉기가 독재자를 축출하는데 성공하기는 했으나, 이것이 필리핀 사회에 

너무나 필요한 구조적 변화를 가져오는 데에는 역부족이었다. 많은 마르코스의 정실 인사들

은 권력에 그대로 머물러 있거나 추후 수년 내에 권력으로 복귀하였다. 경찰과 군대의 인권

침해 가해자들은 기소당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대로 자리를 유지하였다. 토지개혁이나 국가 

주도 산업화 등과 같은 민주적인 사회경제적 개혁은 실행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필리핀 인

구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빈곤층, 토지가 없으며 일자리가 없는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는 

사람들의 병폐를 호전시키지 못했다. 이에, 1986년 민주주의적 공간이 일시적으로 회복되기

는 했으나 경제적 위기는 지속되었고, 추후 그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많은 사람들이 민중의 

힘 민주화 봉기 이후에도 그다지 큰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각 세대는 초등학교에서부터 이어지는 교육 과정을 통해 국가의 역사에 대한 동일한 내용

을 배우게 된다. 필리핀 교육 시스템에서 마르코스 계엄령에 대한 교육이 부재한 상태에서 

후세는 국가의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기에 대한 기본 바탕을 교육받을 기회가 없게 되었

다. 역사적 무지로 인해 이들은 마르코스와 계엄령에 대한 이미지를 미화시켜 재부각 시키

려는 사람들의 역사적 수정주의 앞에 무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권력으로의 복귀를 꿈꾸

며 역사적 수정주의를 부채질하는 사람들의 공작은 특히나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가난하

고 부자들은 오히려 더 부자가 된 현 필리핀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잘 어필하고 있다.

민중의 힘은 1986년 마르코스의 독재정권을 축출했다. 이것은 역사적 진리이다. 역사적 

수정주의는 의문스러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역사를 다시 쓰려는 움직임과 그 과정을 말한

다. 역사적 수정주의는 주요 역사적 사실을 축소하거나, 부인, 무시함으로써, 또한 가짜 사실

과 증명할 수 없는 데이터를 가지고 기존의 지배 담론을 수정하면서 이루어진다. 이와 더불

어, 논리와 증거에 반하는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면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필리핀에서는, 마르코스 가문은 자신들의 정치적 권력의 재찬탈을 위한 목적으로 마르코

스 전 대통령과 계엄령에 대한 이미지를 리브랜딩하고 이에 대한 명예를 복구시키는 역사적 

수정주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추진해 왔다. 훔친 국고를 이용하여, 마르코스 가문은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계엄령에 관한 거짓말과 거짓 신화, 왜곡, 거짓 뉴스를 퍼뜨릴 일당 들을 고용

하였다. 이들은 왜곡된 정보를 (예를 들어, 마르코스 전 대통령은 세계 2차 대전 영웅이다, 

또는 계엄령 시기는 필리핀의 황금기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수상쩍은 업적에 대한 일

방적 언급) 다양한 언론 창구를 통해,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소셜 미디어상에서 

널리 양산하고 퍼뜨렸다.

계엄령 이후의 젊은 세대들은 학교에서 마르코스 계엄령에 대해 전혀 배우지 못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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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미디어 상에서 마르코스 가문과 그들의 정실 인사들이 부추기는 교활한 역사적 수정주

의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 또한 이러한 역사적 수정주의의 지지

자로써, 대통령 임기 초창기에 그는 직접 마르코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우상이라고 밝혔으

며,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묘지를 영웅들의 묘지로 (Libingan ng mga Bayani) 이장할 수 있

도록 허용했다. 이는 계엄령 피해자들과 계엄령에 대한 반대세력에 대한 직접적인 모욕이었

으며, 이로 인해 필리핀 국사 위원회의 수장들이 이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의미로 

사직하기도 했다.

페르디난드 봉봉 마르코스 주니어는 권위주의적 현 대통령인 로드리고 두테르테의 딸 사

라 두테르테 (Sara Duterte)를 부통령 후보로 하여 같이 손을 잡았다. 이들은 공동으로 자신

들의 아버지들이 보여주었던 권위주의적 통치 방식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들이 

보여주었던 “독재자 (strongman)” 적인 통치 방식이 현재 필리핀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어

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들은 입 모아 외치고 있다.

마르코스-두테르테 선거 운동은 마르코스 가문의 불법 비자금에 의한 무제한 적인 자원에 

의존하였다. 이들은 선거 자금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많은 지방정부 관료들을 매수했다. 또

한 이들의 똘마니들은 소셜미디어상에서 꾸준히 거짓말과 왜곡된 정보를 퍼뜨리고 상대편 

후보에 대한 공격을 서슴치 않았다. 이들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금권 선거 행위가 있었다는 

여러 건의 보고도 있다. 이들은 대통령, 부통령 토론회 참석을 거부하여 자신들의 국정에 대

한 총괄적인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국민에게 제시조차 하지 않았다. 그저 이들은 필리핀 국

민들이 품고 있는 국가 경제 위기에 대한 불만을 이용하여 현 위기를 타파할 수 있는 유일

한 답은 권위주의라는 메시지를 심고 있다.

현재 각종 여론 조사 결과에서 이들이 선두주자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분명 필리핀의 인

권과 민주주의의 미래의 측면에서 매우 불길한 징조임이 틀림없다.

2. 반대 진영

마르코스-두테르테에 대항한 가장 영향력 있는 반대세력은 현 부통령인 레니 로브레도

(Leni Robredo) 대통령 후보와 상원의원 키코 팡길리난 (Kiko Pangilinan) 부통령 후보 팀이

다. 선거 운동 초반기에는 마르코스-두테르테가 모든 여론 조사에서 압도적으로 앞섰다. 그

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레니 로브레도는 필리핀 유권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들의 상상력을 장악할 수 있었다. 그녀의 지지도는 최근 여론 조사에서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레니-키코 선거 운동은 민중 캠페인으로 변모하여 마치 1986년 마르코스 독재자를 축출

했던 민중의 힘을 연상케 한다. 이들은 다양한 정치 색깔을 지닌 다양한 세력들을 연합하여 

진정한 반대세력으로 부상했다.

레니-키코 선거 집회는 많은 숫자의 대중을 이끌어내어, 한번에 수백에서 수천 명의 지지

자들이 결집한다. 가장 많았던 숫자는 4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마르코스-두테르테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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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집회의 규모는 이러한 반대세력의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미미하다. 선거 운

동원 동원과 투표를 돈으로 사기 위해 돈을 뿌려댄다는 주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르코

스-두테르테는 대규모 인원을 동원하지 못했다. 이와같이 반대 진영의 선거 운동이 갈수록 

규모가 커지자 다른 대선 후보 지지자들이 레니 로브레도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기도 

했다.

민중 선거 운동에는 많은 숫자의 자원봉사자들이 자신들의 시간과 자원을 아낌없이 제공

한다. 주목할 만한 점은 자원 봉사자들 중 가장 활동적인 지지자들이 청년층이라는 사실이

다. 이들 젊은이들은 마르코스 역사 수정주의를 면밀히 보았고 이를 거절했다.

레니-키코 선거 운동은 다양한 단체들과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들 (인플루언서)로 

부터 지지를 이끌어냈다. 이들 단체와 인플루언서 들로는 학교와 교회, 예술가, 정당원들, 전

문가, 사업가, 노동자, 농부, 여성, 토착민, 모로족, 청년 등이 있다. 레니-키코 캠페인은 소셜

미디어에서 매우 활발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구글은 소셜미디어 방문자 

및 이용자 현황을 바탕으로 레니 로브레도의 승리를 예상하기도 했다.

레니-키코 캠페인이 승리의 궤적을 향해 가는 데에 있어 괄목할 만한 모멘텀이 남아있다. 

선거 운동 마지막 2주 동안, 그들의 지지자들이 모두 나와 가가호호 직접 방문하는 선거 운

동을 펼칠 것이며, 전국적으로 다양한 이벤트와 민중 집회를 열어 선거에 대한 승리의 기반

을 다질 계획이다.

레니 로브레도는 그녀가 당선이 되면, 필리핀에 민주주의와 인권을 회복하고, 가난한 사람

들을 위한 사회경제적 개혁을 추진할 것이며, 필리핀의 주권 보호, 정의와 지속되는 평화를 

위한 반란군 세력과의 평화 회담을 재개할 것을 필리핀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3. 필리핀 선거의 특징

필리핀 선거는 총과 폭력배, 금에 의해 결정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강력한 정치왕족 

(유력 가문) 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어마어마한 자원과 권력을 사용하여 매 선거마다 쉽게 

이긴다. 배우자, 형제, 자매, 자녀들이 현직 의원 및 정치인들을 교체함으로써 시간이 지나고

도 똑같은 가문이 정치권을 지속해서 장악하게 된다. 이는 두테르테-마르코스 후보자들만 

봐도 확인할 수 있다. 

심지어 정당 명부 시스템도 원래 취지는 사회적 약자 및 대변되지 않는 사회의 영역에 목

소리를 제공하겠다는 것이었으나, 이마저도 정치 왕족들에 의해 장악되었다. 이러한 정치 왕

족들은 정당 명부 시스템을 국회에서 자신들이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기 위한 매우 편리한 

도구로 여긴다. 정치 왕족을 헌법적으로 방지하고, 정당 명부 시스템을 원래 취지에 맞게 돌

려놓기 위해서 선거법 개정은 필리핀에서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선거 관리 위원회의 독립성에 관한 매우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위원회의 일곱명 

위원 전부 두테르테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다. 마르코스 주니어의 대선 후보 자격을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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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할 수 있는 여러 건의 사례가 접수되었으나 선거 관리 위원회의 분과 위원회 수준에서 전

부 인정되지 않았다. 선거 관리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탄원자들은 이러한 결정에 대한 재심

이 선거 관리 위원회 전원체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를 통해 마르코스 주니

어와 관련된 사례가 대법원으로 상달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선거일이 코앞으로 다

가오고 있으나 아직 이에 대한 판결이 나지 않고 있다. 탄원자들은 선거 관리 위원회 전원

체의 결정에 대해 그리 긍정적으로 예상하지 않고 있다. 분과 위원회의 결정의 내용과 그 

분위기로 미루어 봤을 때 부정적인 결정이 더 가능성이 커 보이기 때문이다.

두테르테의 권위주의 체제는 광범위한 정치적 욕설과 비방을 가능케 하여 좌익 세력뿐 아

니라 전반적인 반 정권 진영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 등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다. 반대 진

영이 무장 반란군을 모집하는 세력이라고 근거 없는 흑색 선전을 하고, 유권자들로 하여금 

이들을 선거에서 뽑지 말라고 선동하며, 반대 진영의 캠페인 도구를 스프레이로 색칠하는 

등의 공격을 일삼았다. 반대 진영의 선거 운동원에 대한 캠페인 관련 폭력은 비일비재하다. 

부자들과 권력자들이 일삼는 금권 선거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필리핀 국가 선거에 있어 광범위한 수준의 부정행위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자

동화 투표 시스템이 두테르테의 정실 인사에 의해 도입이 되었으며, 언론에 의해 보안상 결

함이 보고되기도 했다.

필리핀 선거가 이와 같이 왜곡 정보와 더불어, 부정선거와 불법 행위로 물들어 있기에 국

제 필리핀 인권 연합 (International Coalition for Human Rights in the Philippines)이 5월 

대선을 감시하기 위한 국제 옵저버 미션 (International Observer Mission)을 개시한 것은 참

으로 다행스런 일이다. 또한 이번 선거가 세계적으로 더욱 관심을 끄는 이유는 필리핀 독재

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아들이 과연 말라카냥 (Malacañang) 대통령 궁에 입

성할 수 있겠는냐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요약하자면, 필리핀 민주주의에 대한 전망은 5월 선거의 결과에 따라 매우 달라질 수 있

을 것이다. 만약 마르코스-두테르테가 승리한다면, 현재의 권위주의 체제와 인권침해는 지속

되거나 더욱 악화될 것이다. 그러나 레니 로브레도가 승리하게 된다면, 특히 부통령 후보와 

상원 의원 팀이 선거에서 동반 승리를 하게 된다면, 필리핀에 민주주의적 체제가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주의적 체제가 도입되어 지난 독재정권 하에서 결정된 여러 사

안들, 예를 들어 반테러법, 지역 공산주의 무장투쟁을 종식하기 위한 국가 테스크 포스, 정

부와 필리핀 공산당 (신인민군, New People’s Army), 필리핀 민주 전선 (National 

Democratic Front of the Philippines) 사이의 평화 회담의 종료 등에 대한 재검토와 수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또한 레니 로브레도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필리핀에 반드시 필요한 

사회 경제적 개혁에 착수할 것을 적극 기대해 본다.

메모: 본 글은 2022년 광주 민주 포럼의 책자에 실리기 위한 번역 작업과 출판 작업에 따

른 시간의 제약으로 인해 필리핀 5월 선거가 치러지기 2주 전에 쓰여진 글이다. 5월 20일 

포럼에서 발표할 때에는 선거결과를 포함한 업데이트 된 내용을 추가하여 발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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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 감염병 혁신연합(CEPI),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을 중심으로 백신 공급과 

유통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코백스(COVAX Persility)라는 다국적 공동체를 설립하였다. 

G20는 로마협정을 통해 빈곤국 백신공급 확대를 약속하고 2022년 중반까지 전 세계인구 

70% 접종을 목표로 노력을 약속했으며 G7은 8조원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가 약속한 내용은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매일 

급증하는 변이 바이러스의 속도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러한 각 국 정부와 국제기구의 다자주의적 노력에 대해 세대별로 비판적 리뷰를 통해 

지속가능한 팬데믹 극복에 대한 선명한 목표치와 제안을 수렴하여 각국 정부에게 보내는 

결의를 채택하고 공개서한(Open letter)으로 보내고자 한다. 

1) GRAS-Net: Gwangju Research and Advocacy Solidarity Network (광주 청년 연구자 및 활동가 네트워크)

광주민주주의정상회담

사회: 조안나 K. 까리뇨 (2019 광주인권상 수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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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세계 민주주의·인권 상황과 

국제기구의 코로나 대응

1. 배경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가 발견되어 빠르게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중국은 세

계보건기구(WHO)와 국제사회에 바이러스 발생 사실을 늦게 보고했다. WHO가 2020년 1월 

30일 코로나19를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선포하면서 국제적 우려가 야기되었고, 이후 2020년 

3월 11일 코로나19를 팬데믹으로 선포했다. 

이때 이미 코로나19는 세계 여러 나라에 퍼져 있었다. 언론 보도에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

이 대부분 영향을 받았다. 미국과 서방국가들은 즉시 최근에 중국을 여행한 사람들에게 엄

격한 여행 금지령을 내렸다. 인도, 브라질, 유럽,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들도 국경 제한을 부

과했다. 미국, 프랑스, 독일, 인도 등 백신 및 의료장비 생산 국가들은 백신 수출을 금지하거

나 제한했다. 수억의 사람들이 감염되고 수백만 명이 죽었으며,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

다. 최악의 희생자들은 이주노동자들과 난민들이었다. 개발도상국과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이중으로 피해를 입었다. 보건 시설이 부족했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PCR 검사조차 이용

할 수 없었다. 네팔은 팬데믹 초기 단계에 의심 사례 발견되었을 때 PCR 검사를 위해 샘플

을 홍콩으로 보내야 했다. 대부분의 제3세계 국가들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 네팔은 또한 

선금을 전액 지급한 이후에도 인도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부과한 제한 조치로 초기에 백

신 위기에 직면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유한 나라들은 가난한 나라들이 위기에 대처하는 것을 돕기 위해 서

로 협력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세계는 강대국들이 가난한 나라들에 살고 있는 수백

만의 취약한 사람들을 희생하여 팬데믹을 자기보존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것을 목격하였

다. 강대국들의 태도를 인도한 것을 그들의 국제 정책적 필요성이었다. 

2. 코로나19와 민주주의와 인권에 미친 영향

팬데믹을 통제한다는 핑계로 정부는 국민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제한을 가했다. 주로 제3

수실 파큐렐

2010 광주인권상 수상자

(광주인권상 수상자 네트워크 공동대표)



2022 광주민주포럼

광주민주주의정상회담, GRAS-Net

- 153 -

세계 국가들에서 오랜 봉쇄 기간 동안, 사람들은 기본 권리를 박탈당했다. 입법부, 사법부와 

같은 민주주의 기구 및 국가인권기구와 같은 다른 비정부 기구들이 사실상 폐쇄되거나 활동

이 금지되었다. 

민주주의 및 선거 지원 연구소(IDEA)의 연구에 따르면, "팬데믹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민주주의 국가의 60%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117개국에서 선거가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았

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허위정보의 확산과 연결되었다.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통제

한다는 핑계로, 이집트, 보츠와나, 인도와 같은 나라들은 팬데믹에 대한 공식적인 정부 성명

만 발표를 허용하였다. 남아프리카, 인도네시아, 알제리는 허위정보를 퍼뜨리는 사람들에게 

가혹한 징역형을 부과했다."

나다 알 나시프(Nada Al-Nashif) 인권 부 고등판무관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삶의 모든 영

역에 영향을 미쳤으며, 수백만 명의 생계를 앗아가는 피해를 입혔다고 말했다. 1억 명 이상

의 사람들이 극심한 가난에 빠졌고, 국제 노동 기구(ILO)는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전세계 실

업률이 500~2,500만 명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가장 가난하고 취약한 국가들은 인

권 보호와 2030 SDG 어젠다 달성에 있어 큰 역전을 경험했다.

팬데믹을 억제하기 위해 국가들이 채택한 제한 정책은 특히 소수 민족과 취약한 지역사회

에서 사람들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대부분의 국가는 몇 

달 동안 학교 및 대학의 문을 닫았으며, 10억 명 이상의 학생들이 학년 전체를 상실할 위험

에 처했다. 일부 국가는 학생들의 학습을 계속하기 위해 원격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했다.

하지만 가난한 개발도상국의 수십만 명의 어린이들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의 많은 가정에는 인터넷 네트워크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그들 중 많은 사람

들은 라디오, TV, 컴퓨터에 접속조차 하지 못한다. 팬데믹으로 인해 교육이 중단되었던 학생

들이 다시 학교와 대학에 돌아가지 못할 위험이 있다.

"90% 이상의 국가가 디지털 및 원격 학습 정책을 채택한 반면, 60%만이 초등 이전 교육

에 대하여 이러한 정책을 채택했다. 방송이나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지속적인 학습을 보장

하기 위해 정부가 취한 정책 조치는 전 세계 최대 69%의 학생들이 초등 이전~중등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왔다. 전 세계 학생 중 31%(4억6,300만 명)는 집에 필요한 기술 장비가 

부족하거나 채택된 정책의 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방송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원격 

학습에 접근할 수 없었다. 온라인 플랫폼은 학교는 문을 닫은 상태에서 정부가 교육을 제공

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한 수단이었고, 83%의 국가가 이 방법을 사용했다. 하지만, 이것

은 전세계 학생들의 약 4분의 1만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텔레비전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학생(62%)에게 다가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다. 전 세계적으로 16%의 

학생들만이 전파 기반 학습에 접근할 수 있었다.

"전 세계적으로 원격 학습 정책이 미치지 않는 학생 4명 중 3명은 시골 출신이거나 가장 가난

한 가정에 속한다."(산드라 프레드먼(Sandra Fredman) 교수 (https://doi.org/10.1111/cdev.1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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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 협력 및 조직

국제인권법은 모든 사람에게 달성 가능한 최고 수준의 보건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정

부가 공공 보건에 대한 위협을 예방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치를 

취 할 것을 의무화한다. "그러나 사실 개발도상국들은 팬데믹 기간 동안 더 많은 어려움, 더 

큰 역경, 그리고 제한된 자원에 직면했다. 이 시스템은 사람들의 생명보다 이익이 우선이라

는 것을 보여주었고, 백신에 대한 접근은 소수의 특권층에게 먼저 주어졌다." (볼리비아 외

무부 차관 프레디 마마니(Freddy Mamani)

"사람들의 생명보다 이익을 우선하는" 시스템에 대처해야 한다. 그것은 국제적인 규칙과 

제도가 없거나 지배적인 시스템과 제도가 부유한 강대국들에 의해 사용되고/오용되고 있다

는 것을 의미하는가?

국경을 초월하는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국제 협약, 규칙, 조약 및 조직

이 개발되고 있다. 1948년 세계 인권 선언에 대한 유엔 헌장 및 그에 따른 규정들이 개발되

어 국제인권법(IHRL)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각 국가들이 시민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집행 가능한 의무들을 규정하고 있다. IHRL의 집행은 국가 차원에서의 서명국의 의무

이다. 국가 차원에서 IHRL을 시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지역 기구(예: 유럽 이사회)와 유

엔을 통한 국제기구들이 존재한다." (공공 보건, M.C. Van Hout, J.S.G. Wells)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R) 제12조는 모든 형태의 전염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책임을 언급하고 있다. 유행병, 풍토병, 직업병 및 그 밖의 질병의 예

방, 치료 및 통제. 질병 발생 시 모든 시민에게 의료 서비스 및 의료 치료를 보장할 수 있는 

조건의 조성. (ICESR 제12조 c & d). 따라서,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 영양과 위생 등을 포함

한 취약하고 전염성이 있는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협력하는 것은 국가와 모든 유엔 기

구가 해야 할 의무이다. WHO의 설립 목적은 주로 유엔 시스템 내에서 보건 문제를 조정하

는 것이다.

안토니오 구테흐스(Antó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은 "세계적 연대는 도덕적 의무일 뿐

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된다"고 요약했다. 유엔은 또한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재정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막기 위한 전세계적인 노력을 지원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면서 코로나19 세계 인도주의 대응 계획을 시작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반응은 기대

만큼 좋지 않았다. 미국, 중국, 영국, 유럽연합과 다른 지역 강대국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

가들은 여행 금지를 채택하고, 수출 통제를 시행하고, 정보를 숨기거나 은폐하고, WHO 및 

다른 다자간 기구를 소외시키면서 폐쇄적이 되었다. WHO는 발병 초기 단계에 고군분투했

다. G-7, G-20,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같은 다자간 조정과 협력은 그 상황에 대처를 못했

다. 팬데믹은 국제사회의 이기심을 폭로한 것 같다. 정부는 또한 협의, 공동 계획 및 협력을 

위한 기회를 포기하고, 대신 세계 정책의 일관성이 거의 붕괴되는 상황을 만드는 국수주의

적 입장을 택했다. 국수주의자의 입장은 "코로나 민족주의"와 "백신 민족주의"의 두 가지 형

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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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생산국들은 백신을 그들의 영향력과 국수주의를 확장하기 위한 또 다른 도구

로 사용했다. 가난한 나라들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도록 강요당한 후에도 여전히 백신을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백신 단가는 생산자가 직접 만든 규칙에 따라 공개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 백신도 특허권의 보호를 받는다. 개발도상국들은 특허권 해제를 거듭 

요구해 왔다.

4. 배운 교훈

전 세계 사람들은 국제협력이 팬데믹과 싸우기 위해 필수적이라는 중요한 교훈을 배웠다. 

WHO 등 국제기구의 역량을 강화하고 재정자율성을 확보해 부국에 의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유엔과 다른 국제기구들은 국가들이 협력할 수 있는 영구적인 틀을 제공해야 한다.

이미 존재하는 국제 메커니즘과 도구는 책임성을 보장하도록 활성화되어야 한다. 국제기

구는 국경을 초월하는 협력을 위한 관할권을 가져야 한다. 국제인도법(IHL)은 영향을 받은 

나라들에 적용되어야 하며, 마찬가지로 국제인권법은 모든 곳에서 존중되고 시행되어, 팬데

믹 퇴치를 구실로 국민의 권리가 축소되지 않아야 한다. COVAX 시설이 각 국가에 공평한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어느 나라에 의한 백신 매점매석이든 국제 규칙의 중대한 위반

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특허권을 해제해야 한다. 가난한 나라들, 특히 제3세계와 개발도상

국들은 COVID 팬데믹에서 배운 교훈으로 제도적이고 법적인 틀을 갖춘 지속 가능한 공중보

건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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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6

특별세션

5·18민주화운동 당시 보도영상의 체계적 역사자료와

영상기자활동 규명작업을 위한 세미나

‘5·18민주화운동 당시 보도영상의 체계적 역사자료화와 영상기자활동 규명작업을 위한 

세미나’에서는 5·18민주화운동 당시의 보도영상들이 방송사, 언론사, 5·18민주화운동 관련 

기관과 단체 등에서 어떻게 관리, 활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실태와 그와 관련한 문제점, 

개선 방안들을 모색한다.

사회: 심미선 (순천향대학교)

발제

Ÿ 5·18민주화운동 보도영상자료 현황과 향후 관리, 활용을 위한 제안

/ 김형석 (KBS) …… 158

Ÿ 잊혀진 5·18 당시 영상기자 활동규명과 5·18취재영상 관리의 문제점

/ 나준영 (한국영상기자협회) …… 168

Ÿ 5·18 보도영상자료의 생성과 활용 / 노영기 (조선대학교) …… 182

토론

Ÿ 이재의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Ÿ 홍인화 (5·18민주화운동 기록관)

Ÿ 최용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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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보도영상자료 현황과 향후 관리,

활용을 위한 제안

1. 5·18 민주화운동 영상자료 원본 찾기

▶ Kdas(KBS 영상검색시스템)에서 5·18 민주화운동으로 검색했을 때 6,495개가 검색됨

이중 뉴스 2,140개, 예) “고 배은심 여사 망월묘역 안장” (2022.01.11.) 등의 뉴스, 프로그램 441개, 

예) 제41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2021년) 등의 프로그램 뉴스취재원본 3,587개, “한열이 곁에서 

편히 쉬시길 고 배은심 여사 망월묘역안장”(2022.01.12.) 등 뉴스 취재 원본 촬영원본 187개, - 

프로그램 제작 당시의 촬영원본 등

<KDAS(KBS 영상 검색 시스템) 5·18 민주화운동 검색 예시>

파일

5.27 새벽 라디오 방송 계엄군, 시민 체포

5.27 계엄군 전남도청 진입 완료 (시민 시신) 전남도청 안 시민군, 금남로 일반 시민

5.27 전남도청 앞 계엄군, 윤상원 시신 전남도청 안 시민 시신 안치소

1980년 5·18 영상 및 사진 - 

시간의 흐름에 따른 5·18 영상
계엄군, 국도 통제 외신기자 검문

전남도청 앞 시민 집회 광주MBC 불 탄 사옥

5·18 암매장지 시신 발굴 국도 교통 통제

5·18 당시 계엄군 광주 외곽 봉쇄 전남도청 앞 집회. 전옥주

5·18 단체 국회의사당 앞 시위 병원 부상자

5·18 금남로 시위 도청 시신

시민군 무장 상무관 시신

상무관 시신 안치소 계엄군 철수 후 시내 스케치

계엄군 철수 후 광주 시내 스케치 시외곽 계엄군 경계

병원 환자 스케치 시민군 스케치

5.27 이후 광주 시내 거리 (텅빈 거리) 상무관 시신 운구

상무관 시신 안치 광주 외곽. 교통통제

5.27 계엄군 전남도청 진입 (시민 체포) 5.27 이후 광주 시내 스케치

김 형 석

한국방송공사(KBS)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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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 뉴스와 프로그램을 빼고 뉴스취재원본을 중심으로, 영상 확인 작업 진행,

▶ 지역국 변환 프로그램 중 1980년 5월 뉴스 클립들

<KDAS(KBS 영상 검색 시스템) 지역국 변환 프로그램 중 5월 18일 이전 검색 예시>

날짜 지역 내용

1980 청주 청주사범대 교내 집회, 동상 무너트림

1980 인천 인하대 계엄해제 요구 시위

1980 인천 동인천역 앞 인하대생 시위, 전경대와 대치

1980 제주 제주실업전문대 학내민주화 시위

1980 충북 충북대학생 시내 시위 - 민주화대행진, 노동삼권보장 등

1980 전주 전북대학생들 학교와 거리시위, 무장전경들-"명목없는 게엄해제" 플래카드와 태극기

1980 전주 전주공업전문학교 학생들 거리시위- 전주역 광장 시계탑 아래 둘러앉은

1980 전주 신흥고- '전두환 물러가라' 플래카드 들고 스크럼짜고 운동장 도는 학생들

1980 전주 도로 시위, 전북은행 앞 도로 최루탄 쏘는 전경들과 유신반대 시위하는 학생들 대치

1980 광주 교수들 시위, 도청 앞 분수대 가득 모인 시민들, 스쿨버스 부감, - 반유신데모

1980 광주 조선대 학원자율화데모-교내 연좌시위 학생들, 성명서 게시물, 깡패동원차량

1980 광주 전남대 단식농성장, 모여있는 학생들, 학내시위, 어용교수 관련 장례식

1980 광주 전남대 비석 장례식, 박관현

1980 광주 전남대 강당, 민족민주화성회

1980 광주 광주 충장로 가득한 학생, 시민, 전경들과 대치,

1980 광주 충장로 시위, 야간 횃불시위

1980 광주 불교사상강연 부처님오신날 행사

1980 광주 (칼라화면) 광주 항쟁 기간 스케치

1980 광주 광주 항쟁 기간 스케치

1980 장성 호남고속도로 통제로 장성 진입로에 발묶인 외신기자들

1980 광주 (칼라화면) 박충훈 총리서리 광주방문, 27일 이후 광주

1980 광주 최규하대통령 광주사태 특별담화

1980 광주 계엄군 진압 후의 도청, 광주시내

1980
광주,

목포
(칼라화면) 광주시내 청소, 목포쪽으로 달리는 차량에서 본 외곽, 목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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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인 및 영상 대조 작업 진행, 이 과정에서, 80년 5월 18일 이전 영상 확인

(참조 : 이하 사진은 모두 동영상 캡쳐한 것임)

▶ 이 영상들은 5·18기록관 및 5·18기념재단과 공유

2. 무편집 촬영원본 추출 및 일자확인

뉴스취재원본 중 무편집촬영 원본으로 추정되는 것을 50여개로 줄였음.

대부분 60분짜리 파일에 모아져 있었음. 즉 실제 무편집 촬영 원본인지는 알 수 없음.

다만 편집된 상태를 보고 최대한 원본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

이 무편집 촬영 원본의 일자확인 작업 진행 (3번의 자문회의)

5월 18일 영상 – 못찾음

<5월 19일>

<반민족 반민주세력 장례식> <민족민주화 성회>

<교수들 참여> <5월 16일 횃불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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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

<5월 21일>

<5월 22일>

<5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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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4일>
<5월 25일> - 이 영상은 방송에는 사용하지 

않았음

<5월 26일> <5월 27일>

3. 국내 촬영원본 확인 (촬영자 찾기)

1) 5월 19일 금남로 상황 – 전일빌딩 위에서 찍은 영상, 누가 찍었을까? 5월 21일 이전 

영상 중, 흑백은 국내언론 촬영, 칼라는 외신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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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국내 취재진은 KBS, MBC, TBC, 국립영화제작소(대한뉴스), 기타(정보기관 등)

▶ 이 동영상과 거의 같은 위치에서 찍었다고 생각되는 스틸사진들 있음.

스틸사진 찍은 분들과 같은 위치에서, 누군가가 찍었을 것으로 추정, 확인은 못함.

당시 스틸 찍으셨던 분들에게 확인했으나 기억 못하심.

KBS 광주총국 선배 촬영기자분들과 연락 잘 안됐음.

▶ 이 영상들은 MBC에도 있을 것으로 추정(확인은 못 했음)

1) 5월 21일 상황

 

5월 21일 국내 촬영본은 두 가지가 있음. 하나는 TBC 김창훈 기자가 촬영한 것,

또 하나는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이 2018년 수집한 영상,

이 두 가지가 같은 것인지, 아님 다른 것인지는 더 면밀한 검토 필요

(카메라의 움직임 등은 같지만, 장면이 완전히 똑같지는 않음)

2) 5월 21일 이후

 

시민군이 통제하면서부터는, KBS에서는 최소 두 분의 촬영기자가 서울에서 갔음. 고광남 기자, 김00기자

김00기자(전화취재) – 당시 리버설 필름으로 칼라 촬영,

전주에서 서울로 고속버스로 보냄

그런데 나중에 서울에 와 보니, 필름을 찾을 수 없었다! (이때부터는 일부 국내 취재진도 칼라로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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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 촬영원본 확인 및 추가 영상 확보

▶ 외신 – 미국 CBS, ABC, NBC, 독일 NDR, 일본 등 NDR – ARD를 통해 소개, 힌츠 페터 영상

NBC – 게티이미지 한국이 대행, 게티이지미가 NBC에 연락.

ABC – ABC한국지사 관리, 당시는 연락이 되지 않아, 직접 ABC와 연락. CBS – 본사 연락.

1) 방송사 영상 확인

각 방송사에 연락해, 방송나간 뉴스 클립을 받았고,

계속해서 뉴스클립 외에 촬영원본이 보관되어 있는지를 확인했음.

처음에는 뉴스팀에서 대응, ABC 방송국의 경우, 아카이브팀과 직접 연락해서 5월 26일 

‘죽음의 행진’ 촬영원본 영상 찾음.

(26일 죽음의 행진)

(김성용 신부 등) (홍남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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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시 촬영자 및 상황 확인

당시 취재상황들, 어떻게 일본으로 테입을 공수해서 편집, 송출, 방송했는지의 과정 확인, 

구체적인 현장 상황에 대해서는 기억들이 불분명

▶ 5월 21일 집단발포 당시 왜 외신은 아무도 없었는지?

▶ 5월 26일 시민군 대변인 외신 기자회견 당시의 영상이나 스틸사진은 없는지?

한국인 촬영기자 및 스탭 확인

▶ AP 통신의 Simon Kim, 그 외 최광태 등, 그러나 취재는 못함

<당시 CBS 카메라기자 데렉 윌리암스 제공>

 

미국 CBS 취재진 (왼쪽 첫 번째 데렉 윌리암스, 오른쪽 세 번째 피터 콜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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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일빌딩 영상과 도청 아이 영상에 대하여

1) 5월 27일 전일빌딩 영상

5월 27일 오전, 전일빌딩

▶ 이 영상은 미국 ABC 촬영영상으로 추정 당시 현장에 계셨던 분의 선명한 기억

– 5월 27일 새벽에 ABC 취재팀 옥상으로 안내, “옥상에서 군 들어오는 광경 촬영했을 것”으로 증언

- ABC 측에 이 영상을 보내주고 혹시 관련 영상 더 있는지 확인, 그러나 이 영상이 ABC가 

찍은 것인지도 확인가능하지 않다는 답변!

2) 도청 아이 영상

5월 27일 오전, 전일빌딩

▲ 이종기변호사

▶ 전일빌딩 상황 확인을 위한 사전 취재 및 영상 자문회의 과정에서, 이경률 팀장(옛전

남도청복원추진단)이 이 영상의 의미를 확인.

▶ 이후 여러 매체에서 보도

두 영상 모두 한 소스에 있는 내용이고, 이 영상은 타 언론사도 가지고 있으리라 추정, 다

만 이전까지는 제작자들만 알고 있었던 영상!!

- 방송제작자는 영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모를 수 있음!! 협업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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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18 민주화운동 영상이 남아 있기까지

▶ 1980년 5월 당시, 계엄사령부가 각 언론에 검열 책임자를 지정해 검열이 이루어졌음.

검열책임자에게 매일 보도할 것을 가지고 가야했고, 5·18관련 내용을 가져가면

그 자리에서 가위로 찢어버리는 통에 자료가 남아있을 수 없는 구조.

KBS, MBC에도 검열책임자 있었을 듯.

▶ 당시 촬영기자 및 아카이브 관리부서에서 어렵게 보관해 놓음.

- 폐기용으로 되어 있던 영상을, 아카이브부에서 몰래 보관 (당시 관련자 전화취재)

▶ 외신 및 국내 촬영기자 풀제 운영?

- 각 방송사에서 공유하게 된 과정은 아직 불분명

6. 느낀점 및 제안

프로그램 끝나면 새로운 아이템 따라 뒤돌아서는 게 방송 스타일, “오월의 기록”은 2021

년 3월부터 3개월 작업했음.

가능했던 것은, 이전 프로그램 제작하면서 정리해 놓은 내용이 있었기 때문. (주로 KBS 광

주총국 제작 프로그램들)

5·18민주화운동 영상기록. 제대로 정리됐으면 좋겠다!!

▶ 제안

1) 각 방송사 소장, 518민주화운동 관련 영상 목록 공개.

2) 전문가와 방송사 협업 하에 영상 FULL TEXT 조사.

(“도청 아이” 영상처럼 제작자들이 의미 파악하기 힘든 부분 있음)

3) 해외 방송사 아카이브 뒤지기. 

(뉴스 팀이나 대외창구 팀이 아닌 아카이브 팀과 연락해서, 가능하면 아카이브 직접 

방문하는 것이 최선일 듯)

4) 저작권 문제 해결하기.

5) 공적자산으로서의 “518민주화운동 영상” 공유, 공개.

- 어떤 기관이? 예산은? 인력은?

(특종이나 보여주기 식이 아닌 실질적인 내용 – 자료 확보 및 시스템 구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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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진 5·18 당시 영상기자 활동과

5·18취재영상 관리의 문제점

1. 들어가는 말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국내외 영상기자들을 통해 기록된 5·18의 참상은, 이후 국내외에서. 

소위, ‘광주비디오’라는 이름의 다양한 영상물로 제작되었다. 이 영상들은 5·18민주화운동을 직접 겪

어보지 못한 시민들에게 전파되고, 공유되었다. 1987년 ‘6월항쟁’을 시작으로 사회민주화가 진행되

면서, 전두환독재정권에 의해 통제되었던 TV방송은 뉴스와 다큐멘터리, 각 종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이 과정들을 거치며 5·18을 기록한 영상들은 전 

국민 누구나가 기억하는 ‘집단기억의 이미지’가 되었다. 

이 과정들을 돌이켜보면, 5·18민주화운동 이후 전개된 우리사회의 진상규명 활동과 이에 영향받은 

사회민주화운동은, 기술복제시대에 영상매체의 ‘자유로운 복사, 편집, 공유’라는 특성을 활용해 시민들 

스스로가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가면서‘집단기억의 이미지’를 만들고, 여기서 생겨난 정치적인 각성을 

바탕으로 사회변화를 만들어낸 ‘시민미디어운동’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난 2020년, 5·18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각 방송사와 언론사들은 5·18민주화운동을 재조

명하는 기획보도와 특집프로그램들을 대대적으로 기획했다. 5·18당시 취재, 보도된 영상과 사진들을 

활용해 40년 전의 역사적 사건들을 다시 보여주고, 아직도 규명되지 않은 발포와 책임자에 대한 진

상을 찾고자 했다, 하지만, 이런 제작의도와는 달리, 해당 영상물들의 제작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1년 뒤인 2021년, 한국영상기자협회와 5·18기념재단은 5·18민주화운동을 세상에 알린 독

일인 영상기자 위르겐 힌츠페터기자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며 <힌츠페터국제보도상>을 제정

했다. 힌츠페터국제보도상 조직위원회는 공로상인 ‘오월광주상’의 첫 수상자로 5·18 초기 공

수부대가 광주로 진입해 시민들을 탄압하고, 이에 맞선 시민들이 자발적인 집단저항을 시작

해가는 과정을 영상취재한 영상기자를 찾아 시상하기로 하고 조사작업을 벌였다. 

나 준 영

한국영상기자협회 회장, MBC 영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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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광주의 한가운데서 일어난 5·18초기 상황을 담은 이 영상

은 지난 40여 년 동안 제작된 ‘광주비디오’들과 뉴스, 방송프로그램, 영화들을 통해 익숙하게 

접해온 5·18의 대표적인 장면들이었다. 하지만, 이를 영상취재, 보도한 기자를 찾는 과정은 

시작단계부터 많은 어려움에 부딪쳐야 했다. 그리고 몇 달에 걸친 수소문과 공적조사, 관련

인 인터뷰, 문서확인 작업을 거친 끝에 5·18을 최초로 취재, 보도한 영상기자가 1980년 당

시 美CBS-TV 서울지국의 유영길 기자라는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다.

5·18민주화운동 40주년 특집 보도와 다큐멘터리의 제작과정, 힌츠페터국제보도상의 수상

자 선정과정에 참여한 이들은 5·18을 취재한 영상기자들의 활동에 대한 규명과 이들이 생산

한 취재, 보도영상들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 않아 너무나 많은 작업상의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이에 40주년 기념 영상물제작과 힌츠페터국제보도상의 공적조사과정에서 발견한 5·18 당

시 영상기자들의 활동상황과 이들의 취재, 보도영상물들의 관리실태를 자세히 살펴보고 그 

문제점들을 공유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시행착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작업을 해나가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5·18민주화운동을 좀 더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그 경험과 가치를 새롭게 발전시켜 나갈 방안을 모색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2. 잊혀진 5·18광주민주화운동 현장의 영상기자들 

① 1980년 서울의 봄, 광주민주화운동과 국내외신의 취재활동

1980년 5월 광주민화운동의 현장에는 많은 국내외 방송사들의 영상기자들이 취재활동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 취재진들이 광주민주화운동의 현장에 모여든 것은 1979년부터 

80년까지 이어진 국내의 정치사회적 변화에 기인하고 있다.

 1979년 10월, 박정희 대통령의 피격 사망으로 갑작스레 유신체제의 종말이 찾아 왔다. 

18년 5개월에 걸친 박정희시대가 막을 내리자, 유신독재체제에서 억눌려 온 민주주의, 인권, 

민생에 대한 요구, 민주적 선거에 의한 권력 선출의 요구들이 사회 곳곳에서 터져 나오며, 

한국사회는 ‘서울의 봄’이라고 일컬어지는 정치사회적 대격변기에 놓이게 되었다. 

박정희 시대 내내, 민생과 민주주의의 요구를 외면했던 TV뉴스는 분출하는 시민들의 요구

와 저항들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5.17계엄령이 발표되고 군부쿠데타 세력의 언론통

제가 강화되면서 한국 방송사들내에서 일어나던 변화의 움직임은 무력화 되었고, 방송은 신

군부 세력을 미화하는 유신체제의 모습으로 회귀하고 말았다. 기존의 TV뉴스들은 쿠데타세

력의 입장을 대변하며, 언론으로서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고 정지되어 버리고 만다.

하지만, 1970년대 박정희 유신체제와 이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 한국 민주주의의 문제를 

꾸준히 다뤄온 국내 주재외신들은 이 시기 활발한 취재, 보도활동을 이어갔다. 박정희 사망 

이후, 한국에서 전개되는 정치사회적 변화에 많은 관심을 갖던 서구 방송사 소속 한국인 영

상기자들은 1980년 5월 전국적으로 커져가는 학생과 시민들의 시위를 열심히 취재, 보도했

다. 또한, 5월 15일부터 전개된 대규모 시위와 계엄령이 내려지자 이를 취재하기 위해, 서울

지국은 물론이고, 아시아본부들이 설치된 도쿄와 홍콩지국의 베테랑 취재기자들이 서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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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파되어 관련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다. 1) 

이 시기 전두환군부가 야당지도자인 김대중의 정치적 고향인 전라도지역으로 군대를 이동

할 것이라는 소문이 국내외 기자들과 외교관들에게 전파되었다.2) 그리고, 5월 18일 오후, 광

주 금남로에 공수부대가 나타났다. 휴일 거리에 나타난 공수부대는 시민들을 총검으로 위협

하고, 저항하는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시작이었

다. 

이 소식을 접한 국내외 언론인들이 군인들의 봉쇄를 뚫고, 취재를 위해 광주로 몰려들었고, 둘째 

날인 5월 19일부터 전남도청 진압작전이 있었던 27일까지 광주민주화운동의 본격적인 취재가 이어

졌다.

② 위르겐 힌츠페터, 김창훈, 유영길, 그리고, 5·18을 기록한 영상기자들 

 5·18광주민주화운동의 기간 동안, 많은 국내외신기자들이 광주의 현장에서 취재활동을 

벌였지만, 취재활동을 스스로 증언하거나, 영상분석과 업적조사활동 등을 통해 5·18 당시의 

취재활동과 취재영상이 공식 확인 된 영상기자는 6인에 불과하다. 

 ㉠ 위르겐 힌츠페터(Jürgen Hinzpeter) -독일ARD 소속 영상기자

위르겐 힌츠페터는 1997년 출판된 『5·18특파원리포트』에 자신의 5·18취재기를 기고하며,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자신이 벌인 취재활동과 보도들에 대해 영상기자로서는 최초 증언했

다.3) 그가 5월 20일부터 21일까지 광주에서 취재한 영상은 군인들의 봉쇄를 뚫고 독일로 

전해져, 5월 22일 독일 ARD-TV의 뉴스를 통해 보도되었고, 고립된 광주의 참상을 세상에 

알린 그의 영상은 전 세계로 전파되었다. 

 5·18 이 끝난 직후인 그해 9월, 그는 자신이 취재했던 영상들을 편집한 TV보도다큐 ‘기

로에 선 한국(Südkorea am Scheideweg)’을 제작해 5·18의 진실을 알렸다. 

그의 다큐멘터리와 영상들은 1980년대 ‘광주비디오’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국내에 복제, 

전파되었다. 자신의 적극적인 증언과 5·18 관련 단체와 국내 언론들의 조명을 통해, 힌츠페

터기자는 2003년 ‘송건호언론상’의 첫 번째 수상자가 되었다. 그리고, 2017년, 그의 5·18 취

재 당시의 활동을 그린, 영화 <택시운전사>가 개봉되면서, 힌츠페터는 5·18 민주화운동을 

취재한 언론인들을 대표하는 상징이 되었다.

1) 1980.5.17. 美CBS-TV EVENING NEWS, 1980.5·18. 美NBC-TV NIGHTLY NEWS 보도 확인
2) 독일 폴 슈나이스 목사 ‘80년 5월 회고하다’, 지방자치일보, 2017.09.25. 기사
3) 이재의, <영상저널리즘 기록물과 5·18 진상규명>, 사회의 민주적 발전과 영상저널리즘 세미나 자료집(2021), 

p27, 한국영상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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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2> 5·18 당시 위르겐 힌츠페터 기자 취재 모습4)

㉡ 김창훈 - 한국TBC 소속 영상기자

위르겐 힌츠페터 기자 이후, 5·18민주화운동의 영상취재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증언한 이는 1980년 당시 TBC동양방송의 영상기자였던 김창훈이다. 김창훈 영상기자는 

1980년 5월 20일 광주로 들어와 군의 폭력, 시민들의 피해와 저항상황을 취재했다.

하지만, 5·18민주화운동 당시 김기자가 취재한 영상은 5월 22일 <TBC석간>뉴스를 통해 

검열에 통과된 단 10초만이 보도되었을 뿐 세상에 제대로 공개되지 못했다. 그러다, 30여년

이 지난 2012년이 되어서 JTBC개국 특집뉴스을 통해 공개 되었다. 김기자는 프로그램에 직

접 출연해 당시의 취재상황에 대해 인터뷰했다.

이후, 2020년 5월 30일 JTBC<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도 출연한 김창훈 기자는 5·18 당

시의 취재영상과 현장상황, 군부의 취재영상검열에 대해 증언하기도 했다. 김창훈의 5·18취

재영상은 2012년 당시 JTBC를 통해 최초 공개되었다고 알려졌지만, 1980년 언론사강제통폐

합 과정에서 TBC가 KBS에 통폐합되며 영상자료가 이관되는 과정에서 KBS에 복사본이 옮겨

졌고, 방송사와 국립영화제작소 등의 정부기관들이 5·18에 대한 영상자료를 교환, 공유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언론사와 정부기관에 옮겨져 영상물 제작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5) 

 

<사진3,4> 2012년 JTBC를 통해 최초공개 되었다고 하는 TBC김창훈 기자의 영상과

4) 박태홍 前한국일보 사진기자 한국영상기자협회 제공 사진
5) 김창훈의 촬영영상은 MBC 사내영상자료시스템 DAMS 검색결과,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시위, 농성하는 

시민들(1980년 5월18일 흑백영상>으로 검색 되어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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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영상자료 아카이브에서 검색된 동일한 영상

㉢ 유영길 - 美CBS-TV 서울지국 영상기자 

유영길 영상기자의 5·18민주화운동 당시의 취재활동과 그의 영상이 1980년 5월 19일 미국 

CBS-TV <CBS EVENING NEWS>에 영상보도되면서, 5·18을 최초로 세상에 알린 영상보도라는 

역사자료로서의 가치를 규명한 것은 광주민주화운동이 발생하고 41년이 지난 2021년이었다. 한

국영상기자협회와 5·18기념재단은 광주민주화운동을 전 세계에 알리고,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해온 힌츠페터의 기자정신을 기리기 위해, 2021년 <힌츠페터국제보도상>을 제정했다. 

이 상의 조직위원회는 비경쟁부문 공로상인 ‘오월광주상’의 첫 번째 주인공으로 5·18을 최초

로 보도한 영상기자를 찾아 시상하자는 의견을 모았다. 힌츠페터 기자가 남긴 5·18영상보도의 

공적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힌츠페터가 5·18을 최초 보도한 것으로 일반 대중

들은 물론이고, 방송현업자들까지 인식하게 되었다. 하지만, 힌츠페터의 영상들은 필름카메라

로 취재된 것이고, 1980년 5월 18일 광주금남로에 총검으로 무장한 공수부대원들과 군장갑차 

등이 진입하는 상황을 담은 것으로 소개되는 영상들은 ENG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이었다. 또

한, 힌츠페터 자신의 증언들과 그의 행적을 취재한 다큐멘터리나 언론보도들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1980년 5월, 힌츠페터 기자의 최초 광주 입성시점은 1980년 5월 20일 정오 이후로 추

정 된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5월 18일에 촬영된 영상으로 알려진 광주민주화운동의 초기 

순간들을 담은 취재영상은 힌츠페터가 아닌 다른 영상기자들에 의해 취재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었다. 

 

▲<사진5> 힌츠페터기자의 5·18취재영상   <사진6>1989년MBC‘어머니의노래’에 공개된 외신의 5·18 취재영상▲

이에 힌츠페터국제보도상 조직위원회는 5·18을 최초 보도한 영상기자들을 찾기 위해 

1980년 당시 영상기자로 활동했던 내외신 원로기자들, 5·18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을 수소문

했다. 또, 각 방송사의 5·18 영상자료들을 검색해 실마리를 찾으려고 노력했다. 1980년 당시 

국내에서 ENG카메라를 사용하고 있던 영상기자들은 미국 ABC, CBS, NBC 세 개 방송사 소

속 영상기자들 밖에 없었고, 광주민주화운동이 시작된 5월 18일 즈음에는 외국인 영상기자

들이 서울에 들어와 있지 않았고, 국내의 미국방송사 소속 영상기자들이 5·18 초기에 취재

활동을 벌였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광주민주화운동을 소재로 1996년 개봉한 영화<꽃잎>의 촬영감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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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았던 유영길 감독의 1995년 신문인터뷰 기사가 재조명 되며, 5·18을 최초로 영상취재, 보

도한 영상기자를 찾는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 1995년 광주에서 진행된 영화<꽃잎>을 촬영 

중이었던 유영길 촬영감독이 도청 앞 발포장면을 촬영하며, 자신이 5·18당시 미국CBS 소속 

영상기자로 광주 5·18현장에서 경험한 이야기를 인터뷰한 내용이었다. 당시, 광주에서 취재 

중이던 유감독은 장비보급문제로 도청 앞을 잠시 떠나야 했고, 그 사이 계엄군의 발포사건

이 일어나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며, 영상기자로서 역사의 순간을 기록하지 못했던 

아쉬움을 15년이 지나 영화로 촬영하고 있다고 한겨레신문에 인터뷰했다. 조직위원회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유영길 영상기자의 5·18 당시의 행적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게 되었

다.6)

수소문을 통해 1997년 고인이 된 유영길 감독의 부인인 김명자 여사와 연락이 닿았고, 

1980년 당시 유영길 영상기자가 5·18현장에서 초기부터 사태가 끝날 무렵까지 취재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7) 또, 1982년부터 미국ABC지국의 영상기자로 일했던 이동빈 원로영

상기자, 19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후반까지 국내 외신방송사지국들의 취재영상을 당국의 

검열을 피해, 도쿄지국이나 미국본사로 국제항공송출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이부영씨 등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유영길 기자가 1980년 당시 미국CBS서울지국의 유일한 영상기자로 일하고 

있었고, 5·18광주민주화운동의 현장에서 취재활동을 벌였다는 사실을 재확인 하게 되었다.8)9)

그리고, KBS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 다큐멘터리 <오월의 기록> 제작팀이 확보한 미국

CBS-TV에서 미국 현지시각 5월 19일 오후 8시 방송한‘CBS EVENING NEWS’의 광주민주화

운동의 상황을 전한 리포트영상자료가 확인되었다.10) 또, 이 보도가 5·18을 전 세계 최초로 

보도한 것이었다는 것을 밝힌 앤드루 데이비드 잭슨(Andrew David Jackson) 호주 모나쉬 

대학(Monash University) 교수의 2020년 연구논문11)을 찾게 되었다. 

이런 증언과 자료들을 통해, 유영길 기자가 5·18을 최초로 영상취재, 보도했을 가능성이 커졌다. 

여기에 마침표를 찍은 것은 1980년 5월 19일 오전, 미국CBS취재팀이 당시 광주 금남로에서 일어나

고 있는 계엄군의 만행과 시민들의 저항을 촬영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록한 광주동구청‘상황일지’였

다. 

1980년 5월 19일 광주동구청 ‘상황일지’는 오전 10시 경부터 오후 12시 무렵까지 광주 

금남로에서 일어난 상황들을 꼼꼼히 기록하고 있었다. 이 기록은 ‘10:25 미국CBS기자 3명이 

촬영기 마이크 휴대하고 상공회의소 옥상으로 대기’12)하고 있다는 내용을 적시하고 있어 유

영길 기자의 광주민주화운동 최초 영상취재활동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다. 

6) “5·18 발포장면 담는 ‘꽃잎’ 촬영감독 유영길씨”(인터뷰),1995.10.7. 한겨레 기사
7) 김명자( 故유영길기자 부인) 전화인터큐, 2021, 8.20 
8) 前ABC서울지국 영상기자 이동빈 영상기자 전화인터뷰, 2020. 07. 21
9) 前외신방송사 해외 영상전달 업무 이부영 대표, 전화인터뷰, 2020. 08. 23
10) 1980.5.19. 美CBS EVENING NEWS 영상 참고, KBS<오월의 기록>김형석PD 확인
11) Andrew David Jackson, 『Jürgen Hinzpeter and Foreign Correspondents in the 1980 Kwangju Uprising』, 

International Journal of Asian Studies (2020), p19–37, Cambridge University. 
12) 광주 동구청 상황일지, 1980.5.19.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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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7> 미국CBS기자의 취재를 기록한 1980.5.19. 동구청상황일지

 

<사진8, 9> 故유영길 前 미국CBS 영상기자 13)

 조직위원회는 1980년 5월 19일 광주동구청 ‘상황일지’의 내용과 미국 CBS-TV의 5월 19

일 ‘CBS EVENING NEWS’의 리포트영상,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날짜별로 구성해 제작한 KBS

다큐멘터리의 <오월의 기록>의 5월 19일편의 영상을 분석해 광주민주화운동을 최초로 취

재, 보도한 영상기자가 유영길 기자임을 확인했다. 또, 김명자 여사, 이동빈 전 영상기자, 이

부영 대표 등의 증언을 종합해 유영길 기자가 5월 19일 취재된 영상을 당일 서울로 갖고 

와, 인편을 통해 미국CBS-TV도쿄지국 또는 필리핀지국으로 보냈고,14) 이 영상을 국제통신망

을 통해 미국본사로 송출해 당일 CBS 저녁뉴스에 방송하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힌츠페터국제보도상 조직위원회는 유영길 기자의 5.19 취재영상이 5·18 이후 국내외에서 

제작된 여러 편의 ‘광주비디오’들과 1989년 MBC에 제작된 5·18다큐멘터리‘어머니의 노래’를 

시작으로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보도와 다큐멘터리, 영화 등에 사용되면서, 5·18을 상징하는 

영상으로 각인되고 있다는 점, 5·18진상규명 과정에서 군과 정부가 부인해온 계엄군의 소총

착검, 군의 시민들에 대한 폭력행사와 강제연행을 영상으로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는 점, 영화<꽃잎>의 제작에 참여해 5·18진실규명의 노력을 꾸준히 벌여왔다는 점을 인

정해 ‘힌츠페터국제보도상’의 첫 ‘오월광주상’ 수상자로 유영길 기자를 확정하게 되었다.

13) 김명자( 故유영길기자 부인)씨 제공. 2021. 8.30
14) 김명자 여사는 취재영상을 인편을 통해 항공을 이용해 보냈다고 유기자에게 들었다는 증언을 하고 있고, 이

동빈 전 기자는 같은 방법으로 CBS-TV 도쿄지국으로 보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부영 대표는 당시 김포공
항에서의 영상물 검색의 문제를 들어 미군항공편을 통한 필리핀 CBS지국으로 영상을 보냈을 가능성을 제기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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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0-19> 1980.5.19 (미국현지시각 20:00) CBS EVENING NEWS 광주보도영상15)

㉣ 최광태, 유영상, 일본 NHK의 이마에다 히로시(今枝 弘)16)

힌츠페터국제보도상 조직위원회는 ‘오월광주상’의 첫 번째 수상자인 유영길 영상기자의 공

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유기자가 서울에 주재한 다른 미국 방송사 영상기자들과 자

신의 취재정보를 공유했고, 美CBS가 최초로 광주보도를 한 것이 알려지면서 19일 저녁부터, 

20일 새벽사이 이들의 본격적인 광주취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5월 19일 유영길 기자의 광주취재정보를 공유 받은 것으로 알려진 美ABC서울지국의 최광태 

영상기자를 비롯한 취재팀은 5월 19일 저녁 광주로 출발해, 5월 20일 오전부터 금남로 일대에

15) 美CBS 아카이브 자료영상
16) 1980.5.26. 20:00 ＮＨＫ特集「戒厳令下の韓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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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계엄군과 시민들의 대치상황, 최루탄 살포, 시민들에 대한 곤봉진압, 금남로에서 일어난 시민

들의 항의시위, 버스, 택시기사들의 차량시위, 왜곡보도에 분노한 시민들에게 광주 KBS와 MBC

사옥이 불타는 상황 등을 취재했다.17) 미국NBC-TV서울지국의 유영상 영상기자는 5월 20일 밤

이나, 21일 오전 광주에 들어 온 것으로 보인다. 그의 취재영상 중 광주의 병원에서 환자를 이

송하고, 병원 내에 실려 온 부상자들이 치료를 기다리는 영상은 며칠 뒤, 여러 외신을 통해 보

도되었다. 

 

<사진20,21> 1980.5.20. 최광태 美ABC영상기자 5·18 취재영상

<사진22> 1980.5.21. 유영상 美NBC영상기자 5·18 취재영상

5월 19일 美CBS의 첫 보도이후, 5월 20일 오전, 일본 NHK의 이마에다 히로시(今枝 弘)영

상기자를 포함한 취재팀이 광주에 들어와 본격적인 취재활동을 벌인다. NHK취재팀은 21일 

오전 광주시내의 휴교 중인 초등학교, 불에 탄 광주MBC 사옥, 광주시내 상황 등을 취재했

다. 이들이 취재한 영상은 일본NHK 오후 9시 <NHK뉴스센터(ＮＨＫニュースセンター)>를 

<소요사태 중의 광주, 한국정세,(「騒乱の光州 韓国情勢」)>라는 제목으로 보도되었다. 18)

17) 前ABC서울지국 영상기자 이동빈 영상기자 전화인터뷰, 2020. 07. 21
18) 1980.5.26. 20:00 ＮＨＫ特集「戒厳令下の韓国」 영상자료 및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취재팀의 일원으로 광주에 

왔던 NHK 亘理正雄(Watari Masao)PD와의 서면 인터뷰자료(20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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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3>1980.5.21. 일본NHK 이마에다 히로시(今枝 弘) 5·18 취재영상

③ 5·18민주화운동 동안의 국내 방송사 영상기자들의 활동

5·18민주화운동 기간 동안, 국내 방송사에 소속된 영상기자들은 현장의 기록, 전달자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없었다. KBS는 1, 2차에 걸쳐 영상기자들을 파견했지만, 시민들에 의해 취

재를 거부방해당해 여관에 갇혀 있거나, 계엄군을 따라서 취재, 기록해야만 하는 상황이 벌

어졌다.19) MBC는 파견된 취재진이 광주상황에 대한 왜곡보도에 항의하는 시민들로 부터 취

재를 거부당하고, 도청 상황실에 감금되었다 풀려나기도 했다.20) TBC의 경우, 20일 김창훈 

영상기자가 광주에 들어가 군의 폭력, 시민들의 피해와 저항상황을 취재했다. 하지만,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김기자가 취재한 영상은 5월 22일 <TBC석간>에 검열에 통과된 단 10초만

이 보도되었고, 1987년 민주화이후, 5·18진상규명 작업이 본격화 되면서 그 영상들이 세상

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1980년 5월 27일 전남도청 내 시민군을 진압하는 군작전이 끝나고 난 뒤, 취재된 사진들

에는 도청 청사와 그 주변에서 연행되어, 손발이 묶인 채 맨바닥에 엎드린 시민군이나 진압

작전 과정에서 희생된 주검들을 취재 중인 영상기자들의 모습이 담긴 장면들이 발견된다. 

이것으로 보아, 5월 27일 군의 도청진압작전을 사전에 알고, 취재를 한 국내 방송사들의 영

상기자들이 여러 명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상황이 담긴 흑백필름영상들이 방송사 영

상자료로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5·18광주민주화운동 기간을 취재한 이들 영상자료들은 취

재자, 취재일자, 구체적 취재장소와 상황정보를 담은 내용 등이 기재되지 않은 채, 40여 년

간 제대로 된 수정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당시 취재를 갔던 영상기자들이 누구

라는 소문은 있지만, 취재자 본인의 구체적 증언은 2012년 김창훈 TBC기자가 유일한 상황

이다. 

19) 앞의 KBS 원로영상기자 정인걸과의 인터뷰 참고.
20) 앞의 MBC 원로영상기자 박채규, 장석호와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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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4>5·18 당시 미국ABC취재진과 대화하는 한국 기자들 

(한국일보 박태홍 前사진기자 제공)

     

3. 방송사, 진상규명단체기관들의 부실한 5·18 보도영상 관리 

① 중요한 취재정보가 빠진 방송사들의 부실한 5·18영상 관리

민간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취재, 보도된 영상들을 가장 많이 보관하고 있는 곳이 

KBS, MBC를 비롯한 공중파, 뉴스전문채널, 종합편성채널 등의 방송사들 일 것이다. 특히, 

KBS와 지방국, MBC와 그 지방사들은, 5·18당시 자사의 영상기자들이 취재한 영상은 물론, 

1987년 민주화이후 외신기자들이 취재했던 영상들까지 확보했다. 하지만, 외신사들의 영상

은 물론이고, 자사의 취재영상까지도 취재자, 취재일자, 취재장소, 취재상황 등의 중요한 자

료정보를 누락한 채, 보관해 왔다. 1980년 당시 군부의 강력한 영상검열과 보도통제 등을 

이유로 들더라도 이후 충분한 조사와 수정작업을 통해 영상자료의 정보들을 보완했어야 했

지만, 이에 대한 추가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채, 40여년이 흘렀다.

 

<사진25, 26>MBC영상자료시스템 DAMS 내, 5·18관련 검색결과, 영상 관련 주요정보들이 없다.

   

② 프로그램제작 필요한 ‘서사중심 자료화’로 자료중복과 영상정보왜곡의 위험성

 방송사들의 5·18 관련 영상자료들이 애초부터 취재자, 발생시점, 발생사건에 맞춰 자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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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지 않다 보니, 뉴스 아이템이나 프로그램 제작 당시에 필요한 서사 중심으로 영상자

료들이 정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5·18영상자료들의 ‘서사중심 자료화’는 제

작자가 원하는 서사적 흐름에 맞춰 영상을 배치시킴으로서 영상의 의미를 변화시키고, 같은 

영상의 중복자료화로 해당영상이 본래 담고 있는 시간, 장소, 사건에 대한 영상정보들을 심

각하게 왜곡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③ 5·18진상규명기관, 기록물관리기관의 5·18영상물 관리, 체계화 부실 

 5·18민주화운동 당시 영상기자들에 의해 취재, 보도된 영상들은 시민들 스스로 생산한 

다양한 진상규명영상물의 중요한 원재료가 되었다. 이들 영상들이 확산, 공유되며 시민적‘대

안미디어운동’으로 발전하고, 1987년 이후 본격적으로 방송뉴스와 프로그램을 통해 광주민

주화운동의 영상들이 공개되며 5·18취재영상은 1980년대의 ‘집단기억의 이미지’를 만들었다. 

5·18 당시 일어난 계엄군의 폭력과 살상행위를 정부와 군당국은 부정했지만, 5·18을 취재

한 영상들은 한 컷에 담긴 역사의 장면을 통해 사건의 진실을 세상에 폭로했다. 대표적인 

예가 80년 5월 19일 유영길 기자가 금남로에 투입된 군인들이 착검한 총을 들고 시민들을 

위협하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이다. 1988년 ‘광주청문회’당시, 광주 투입 공수부대원들의 착

검 사실이 없다는 군관계자들의 조직적인 거짓증언을 정면으로 이 영상 한 컷으로 반박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진상규명을 담당하거나 그 기록물들을 관리해 나가는 단체나 기관들

의 5·18영상물에 대한 조사, 분석과 체계화를 위한 노력은 방송사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실정이

다.

<사진27>5·18민주화운동기록관 홈페이지 유네스코기록물 페이지 캡쳐

2011년‘5·18민주화운동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이루어졌다. 5·18민주화운

동을 경험한 시민들의 음성기록, 취재사진의 등재가 함께 이루어졌지만,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전 시민들에게 각인시키고, 사회민주화의 한 동인이 되었던 ‘5·18취재영상’에 대한 

등재는 아예 고려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진상조사기관과 단체들, 기록물을 연구, 보존하는 

기관 등이 5·18취재영상들의 역사적 가치와 진상규명 자료로서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현재 이들의 5·18취재영상물에 대한 조사와 분석과 체계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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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과 관리 수준은 앞에 살펴 본 방송사들과 큰 차이가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의 홈페이지를 예로 들면,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한 영상물들은 ‘온

라인 전시관’, ‘KBS 영상아카이브 오월의 기록’, ‘영상기록’ 등인데, 이들 자료 중 ‘KBS 영상아

카이브 오월의 기록’만이 시간별, 사건별로 5·18광주민주화 운동 기간 동안 일어난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일부 영상들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 영상들은 KBS의 5·18광주민주화운

동 40주년 프로젝트로 제작된 영상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데서 많은 아쉬움을 갖게 한

다. 또한,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이 제공하고 있는 영상기록물들은 방송사들이 제작한 5·18 

다큐멘터리나 방송물을 그대로 게시하거나 자체적인 세미나영상을 게재하고 있는데 그치고 

있다.

<사진28>5·18민주화운동기록관 홈페이지 기록보관소 영상기록 페이지 캡쳐

‘5·18민주화운동진상조사위원회’의 경우도, 5·18취재영상과 영상물 관련 조사사업에 있어서

는 2003년 서울대 정근식 교수 등이 발표한 「항쟁의 기억과 영상적 재현 – 5‧18 다큐멘터

리의 전개 과정」의 연구성과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21) 

4. 맺는말 

 2010년대 들어 5·18민주화운동을 소개하는 보도나 다큐멘터리들은 5·18의 첫 날 상황을 

소개하는 영상들을 힌츠페터 기자가 촬영한 영상으로 오기해 방송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

고 있다. 또, 지난 힌츠페터국제보도상 ‘오월광주상’공적조사 과정에서 광주민주화운동 첫 날

인 5월 18일은 휴일이어서, 갑작스레 금남로 등 광주시내지역에 나타난 공수부대원들에 대

한 방송과 신문매체의 영상과 사진취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7년 이후 제작된 많은 뉴스리포트와 다큐멘터리, 5·18을 소재로 

한 영상물들은 1980년 5월 18일을 소개하며, 5월 19일 오전 유영길 기자가 취재한 영상을 

당시를 소개하는 영상으로 소개하고 있는 팩트의 오류를 반복해왔다. 이런 결과는 40여년이 

지난 지금, 5·18 당시의 역사정보를 담은 보도와 다큐, 영화 등에 지속적인 팩트(fact)의 오

류를 넘어서 이를 악용한 역사왜곡이 일어날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 

21) 정근식, 「항쟁의 기억과 영상적 재현 – 5‧18 다큐멘터리의 전개 과정」, 2003, 전남대 5·18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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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9> 위르겐 힌츠페터의 취재영상으로 보도된 5월19일 유영길 기자 취재영상

실제로, 2010년대 중반 5·18의 영상들을 악용해 만들어진 ‘5·18북한군개입설’, ‘북한군 김군논

란’등의 5·18의 역사를 왜곡하는 주장들과 가짜콘텐츠들은 이런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

을 보여 준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5·18 당시 취재, 보도된 영상들의 자료정보가 

부실하게 관리되어 왔고,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진 5·18진상규명작업과 방송사의 체계적 자료

관리노력에도 불구하고, 영상기자활동에 대한 규명노력과 5·18영상자료의 부실화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들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만약 5·18을 취재했던 영상기자들의 취재정보와 증언과 인

터뷰를 통한 조사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었다면 이런 논란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할 것은, 사회민주화, 방송민주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영상기자

들 스스로 1980년 5·18의 취재경험과, 이 시기 일어난 군부와 방송사 내부의 5·18관련 보도

의 검열과 통제를 스스로 증언하고, 공개해 실상을 밝혀오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5·18

영상자료들의 부실한 관리와 체계적 조사와 연구를 촉발시키지 못 한 또 하나의 원인이라는 

것을 반성해야 할 것이다. 

 5·18 관련 영상을 취재하고, 수집해 자료화해 온 방송사들은 오랜 시간 동안, 우리사회 

구성원들이 만들고 키워낸 공적이고 사회적인 자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민주화운동 

당시 언론사로서 제대로 된 취재, 보도를 하지 못한 원죄를 갖고 있다. 

지난 40년을 넘게 계속되어 온 5·18진상조사사업, 기록물보존 및 연구사업들 또한, 우리 

사회와 구성원들의 많은 관심과 사회적 자원이 지속적으로 투여된 사업이었다. 이런 점들을 

고민해, KBS, MBC 등의 방송사들과 5·18진상규명 기관과 단체, 기록물보존기관들은 그동안 

미흡했던 5·18 당시 현장을 취재한 영상기자들의 활동을 규명하고, 5·18영상자료들을 체계적

으로 관리하고, 분석, 연구하는 작업에 많은 관심과 노력들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광주민주화운동은 40여년을 지나며 ‘상처와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를 규명하고 극복해야

하는 ‘현재의 사건’에서 ‘정신과 가치’를 전승, 발전시키고, 이를 세계와 공유해 나아가는 ‘역

사적 사건’으로 전화하고 있다. ‘영상’을 통해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각성을 통해, ‘반란’에서 ‘민주화운동’으로 복권을 한 5·18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 

작업에서 잊혀져 왔던 5·18현장의 영상기자들은 이제 현역기자로 남아있지 않다, 그리고, 점

점 이 시대와 멀어져가고 있다. 그래서, 더더욱 방송사, 진상규명기관, 영상기자들과 연구자

들의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우리의 미래세대가 접할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자료들이 역사의 진실을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이해할 수 있도록 5·18을 취재한 영상기자들의 활동을 규명하는 작업과 광주민주

화운동 영상자료들을 체계화하고 분석, 연구하는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어야 할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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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보도영상자료의 생성과 활용

1. 머리말 

5·18항쟁은 신군부의 부정한 정권 찬탈에 맞선 광주 시민들의 의로운 저항이었다. 비록 

1980년 5월 27일 ‘상무충정작전’에 의해 무력 진압됨으로써 열흘간의 항쟁은 끝이 났으나,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그날의 정신은 한국 사회에 커다란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리하

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오월운동과 광주 시민들을 학살

하고 권력을 찬탈한 신군부에 대항하는 민주화운동이 1980년대에 계속되었고, 이러한 흐름

은 1987년 6월항쟁으로 폭발하였다. 

그리하여 1988~89년 제13대 국회의 광주청문회를 시작으로 5·18항쟁의 진상을 밝히려는 

시도가 계속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이후 한국 사회의 민주화가 진전되며 30여 년 지속된 군

부정치가 청산되는 것과 함께 신군부를 처벌할 수 있는 역사적,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시킬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신군부 세력이 저지른 12·12군사반란과 5·18항쟁에 대한 평가와 

단죄가 가능해졌다. 구체적으로 신군부의 행위가 인권과 민주주의를 해치고 국민들의 기본

권을 억압하는 ‘헌정질서 유린’ 행위라는 사법적 단죄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5·18항쟁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 중에서 그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핵심적인 

사안들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42년이 지난 오늘에서도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 활동이 계속

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5·18항쟁은 인권과 민주주의가 인류 보편의 가치이며 동시에 과거사 청산

의 모범적 사례로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5·18 항쟁과 관련된 각종 자

료의 중요성도 국제 사회로부터 주목받았다. 유네스코는 “세계기록유산은 영향력, 시간, 장

소, 인물, 주제, 형태, 사회적 가치, 보존 상태, 희귀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기록유산은 

일국 문화의 경계를 넘어 세계의 역사에 중요한 영향력을 끼쳐 세계적인 중요성을 갖거나 

인류 역사의 특정한 시점에서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두드러지게 이바지한 경우 선정된

다. 

노 영 기

조선대학교 기초교육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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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전 세계 역사와 문화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한 인물 및 인물들의 삶과 업적에 관련된 

기록유산도 있다. 형태에 있어서 향후 기록문화의 중요한 표본이 된 경우, 예를 들면 야자수 

나뭇잎 원고와 금박으로 기록된 원고, 근대 미디어 등과 같은 매체로 된 기록유산도 있을 

수 있다.”는 기준 아래 세계기록유산을 등재하고 있다. 이 같은 기준에서 볼 때 5·18항쟁의 

자료는 무척 중요한 자료이며, 이 때문에 2011년 유네스코(UNESCO)는 5·18항쟁 관련 자료

를 인류가 보존해야 할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였다. 

5·18항쟁이 국가권력이 국민들의 인권과 존엄성을 유린하고 기본적인 권리를 짓밟았을 때 

그것이 얼마나 비극적이며 반인권적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역사적 사건이고, 한국의 민

주화는 물론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 아시아 여러 나라의 민주화운동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

으며 민주화 과정에서 실시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대상 보상 사례도 여러 나라에 좋은 선례

가 되었다고 평가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5·18항쟁을 ‘전환기의 정의(transitional justice)’라는 

과거 청산에서도 하나의 모범 사례로서 규정하였다. 다시 말해 유네스코는 5·18의 핵심 가

치인 인권과 민주주의, 국가폭력, 과거사 청산 등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며 관련 자료를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하였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5·18 관련 자료는 ‘공공기관이 생산한 각종 자료, 「김대

중내란음모사건」 자료, 시민들이 생산한 성명서·선언문, 일기, 취재수첩, 국회의 5·18 진상규

명 속기록, 국가의 피해자 보상자료, 미국의 5·18 관련 비밀해제 문서, 흑백필름 및 사진, 시

민들의 구술, 피해자들의 병원 치료기록’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공공기관이 

생산한 각종 자료는 주로 전남도청과 광주시청, 광주시 동구청, 광주지방검찰청(광주지검) 

등에서 생산한 자료이다. 

5·18항쟁 기간에 전남도청을 비롯하여 광주시청, 광주시 동구청 등에서는 일지와 각종 서

류를 생산하였고, 광주지검은 무엇보다도 5·18항쟁 기간 희생된 피해자들의 검시조서를 남

겼다. 미국의 비밀해제 문서는 사본이기는 하지만 원본과 다를 바 없어 등재되었으며, 시민

들의 구술과 피해자들의 병원 치료기록은 5·18항쟁 기간 광주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현장에서 취재한 기자들의 취재수첩과 필름 및 사진, 

신군부 세력이 5·18항쟁을 김대중내란음모사건이 실행된 것으로 몰아간 기록, 시민들의 자

료, 그리고 과거사 청산의 모범으로 기록된 제13대 국회 진상규명특위의 기록 등이 보존해

야 할 자료로 등재되었다. 이 글은 5·18항쟁을 보도하고 있는 영상 자료가 어떻게 생산되었

는가를 살펴본 뒤 구분해보고, 이를 어떻게 ‘역사화’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보겠다. 

2. 5·18항쟁 관련 보도영상 자료의 생성과 분류 

5·18항쟁을 취재하고 보도한 영상 자료를 언급하기에 앞서 언급할 점이 있다. 42년 전인 

1980년 5월 광주의 현장에서 목숨을 내걸고 촬영하였던 국내외 언론인들의 보도영상 자료

는 유네스코의 등재기록유산에서 누락되었다. 이것은 유네스코가 5·18항쟁을 보도한 영상 

자료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유네스코의 등재 기준인 ‘유일하며 대체 

불능해야 하고, 이 유물의 손실 또는 훼손이 인류 유산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해야 하며, 일

정 기간 세계의 특정 문화권에서 역사적 의미를 가진 자료’라는 유일성·영향력에 영상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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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합되지 않았으며, 이외에도 보도영상자료의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비록 유네스코의 세계기록유산의 등재에서는 누락되었으나, 그렇다고 5·18항쟁이 발생하

고 있었던 당시와 5월 27일 군의 무력진압에 의해 5·18항쟁이 일단락된 이후의 보도영상 

자료는 계속 발굴되어 오고 있으며, 그 가치는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만큼 무척 중요하

다. 5·18항쟁 관련 보도영상 자료는 다른 어떤 자료들보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발생한 사

건과 그 현장을 재현하고 때로는 재구성하는데 핵심적이며 기초적인 자료이다. 다른 자료들

과 달리 5·18항쟁 관련 보도영상 자료는 현장 분위기를 여과 없이 생동감 있게 전달하고 있

기 때문이다. “사진 및 영상은 다른 매체에 비하여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다른 매체에 

비하여 시청각을 통해 받아들여지는 정보는 훨씬 더 설득력이 있으며 신뢰도도 높기 때문이

다. 이는 사건 발생 후 쉬쉬하며 묻혀있던 광주의 5·18이 전국에 알려지는데 크게 일조하였

다.”는1) 지적처럼 보도영상자료는 신뢰성과 파급력에서 다른 어떤 자료들 보다 높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최근 정보혁명의 시대에 이 같은 영상 자료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

가 없을 것이다. 

5·18항쟁 관련 보도영상 자료를 언급하기 전에 간략하게 5·18항쟁 관련 자료에 대해 소개

하겠다. 5·18항쟁의 주요 자료 중에는 군이 생산한 자료들이 일반인들이 생각한 이상으로 

많다. 군 자료의 특성은 민간이 접근하기 어려운 ‘기밀’로 분류된 경우가 많다. 하지만, 군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자료들을 남겼다. 1980년 5월 27일 칠흑 같은 

어둠으로부터 시작되어 어렴풋이 밝아오는 새벽녘에 최후의 진압작전이 끝났다. 그 뒤 군은 

사실을 왜곡하려는 목적에서 가공한 자료도 있고, 그 뜨거웠던 열흘을 보고 들으며 세밀하

게 기록한 자료도 있다. 

그런데, 당대의 기록물이 모두가 사실을 꼼꼼하게 정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치정

세와 편찬자의 의도에 따라 사실을 기록한 자료 자체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현대사

에서 모든 자료가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고, 1980년 5월에 작성된 군 자료도 그

러하다. 군 자료는 작성 때부터 이미 선입견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다. 군 자료에는 공수부

대의 폭력과 야만을 기록하지 않은 반면, 학생 또는 시민들의 시위만을 부각시키고 있다. 행

정기관은 시민들의 시위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동시에 군이 저지른 폭력과 야만을 

서술하고 있다. 군은 처음부터 5·18항쟁이 왜 일어났는지, 

다시 말해 사건의 원인과 배경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군은 5월 17일 24시를 기해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됐음에도 광주 시민들이 불법시위를 전개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

다. 그러므로 왜 시민들이 그토록 분노하며 군에 저항하는가를 기록하지 않았고, 굳이 기록

할 필요가 없었다. 군 자료 중에서도 시간대별로 정리된 「일지」는 주로 시민들의 즉자적인 

행동에 초점을 맞춰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어디에서 몇 명이 모

여, 무엇을 하는지’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 자료에는 시민들이 모인 배경이나 원인 등은 생

략되어 있다. 

1) 박정옥, 이명규, 「5·18민주화운동 기록물분류표 개발에 관한 연구」, 『민주주의와 인권』 제13권 2호, 전남대
5·18연구소, 2013, 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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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서술 방식은 폭력과 야만이 수반된 군의 난폭한 행동, 국가폭력을 생략하며, 동시에 

공권력에 합법성과 정당성을 부여한다. 군 자료에서는 군의 잘못을 의도적으로 누락시키며 

상대적으로 시민들의 행동을 불법으로 부각시킨다. 그리하여 계엄군의 물리적 진압은 공공

의 치안과 질서를 지키는 합법의 공무인 반면, 시민들의 저항은 공공의 질서를 파괴하고 치

안을 어지럽히는 불법행위로 낙인찍는 효과를 낳는다. 

군 자료에는 시민들의 시위 대열이 어떻게 형성되고 행동(시위)하며, 그 이동 경로와 시위 

참여자 숫자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었다. 그럼에도 군 자료의 장점은 민간에서 파악하기 힘

든 기본 정보가 담겨 있다는 점이다. 광주에 파견된 충정부대에 내려진 명령 및 계엄군의 

배치와 이동, 연행자 통계, 5･18항쟁 기간 발생한 희생자들의 분류 등은 민간에서 확인하거

나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며, 5·18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기초적이며 핵심적인 사항이

다.

심지어 전남도청과 광주시청, 광주지검과 전남도경과 같은 국가기관도 파악하기 힘든 정보

이다. 기본적으로 군의 작전은 ‘기밀(機密)’로 취급되는 까닭에 민간에서 쉽게 접근할 수 없다

는 특징에 더하여, 1980년 5월 17일 24시를 기해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된 이후 군이 민

간 사회를 통제한 까닭에 애초부터 자료에 접근하기가 힘들었다. 군 자료는 분명한 한계가 있

으나, 민간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미가 

있다.

그리고 전두환 정권은 1985년 안전기획부(안기부) 주관 하에 대책기구(광주사태 진상규명

위원회. 80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였다. 1988년 국회 개원을 앞두고 정부와 군은 이에 대비

하는 조직을 구성하였다. 국회의 광주청문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육군본부는 80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2) 이 기구들에서는 5·18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하며 군, 그중에서도 육군에 

불리할 것으로 여겨지는 자료들의 조작한 것으로 추론된다. 1988년 국방부와 보안사령부는 

국회의 광주청문회에 대비하여 각각 511위원회와 511분석반을 설치하였다. 이 기구들은 공

통으로 5･18 관련 자료들을 모으고 조율하는 것이 임무였다. 광주에 파견된 부대들의 광주

청문회 제출 자료를 사전에 수집 검토하고 정리하며, 광주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인 증인들의 

증언에 대비(질의 및 응답)하는 합숙까지 진행시켰다.3) 결과적으로 이 같은 자료와 증인의 

‘세척(洗滌)’을 거치며 몇몇 핵심 자료들은 현재까지 발굴되지 않고 있다. 

5·18항쟁의 쟁점들 중에서 오늘날까지 해결되지 않은 몇 가지 중요한 쟁점이 있다. 그중

에서도 1980년 5월 21일 오후 1시 무렵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는 여전히 가장 큰 의문이 드

는 쟁점이다. 무엇보다 ‘국민의 군대’가 국민들을 향해 집단발포하고, 대열을 정비한 뒤 국민

들을 대상으로 조준사격을 하며, 비슷한 시각에 전남대 등 광주 시내 곳곳에서도 집단발포

가 있었다. 때문에 누군가의 명령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하는 게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이다. 게다가 군대라는 기구의 특성에서 볼 때, 상부의 명령 

없이 돌출적으로 집단발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계엄군이 발포하기에 앞

2) 5·18민주화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출격대기 관련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28~93쪽, 
2019. 2. 10. 

3)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12·12, 5·17, 5·18조사결과 보고서』, 2007, 16∼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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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발포와 관련한 어떤 명령 또는 지침이 상부로터 내려졌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

한 5·18항쟁의 빈 공간을 채워가는데 있어서 보도영상 자료는 다른 어떤 자료보다 중요한 

자료이다. 

자료를 엮어 사실을 재구성해야 하는 역사학자의 입장에서 5·18항쟁의 보도영상을 보고 

있노라면 착잡하고 복잡한 심경에 빠져든다. 2017년에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보도영상

은 아니지만 5·18항쟁을 직접 다루고 있는 많은 영상 자료를 새롭게 발굴한 뒤 복원하여 공

개하였다.4) 총 72분 정도의 영상은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장면과 장소(공간)을 비추고 

있었으며,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부분 사실의 복원 및 재구성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KBS 다큐 인사이트에서는 당시 현장을 취재한 국내외 언론의 보도영상자료에 근거

하여, 항쟁의 시간대에 맞춰 재구성한 ‘오월의 기록’을 제작 방영하였다. 이 다큐멘터리에서

는 그동안 시각(사진) 자료와 구술로 알려지던 내용을 시청각 자료를 통해 보여주고 있으며, 

아울러서 일자별로 화면을 배치함으로써 5·18항쟁의 전개 과정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

다. 

이 사례에서 보여 지듯 하나의 영상 자료에 드러난 화면(장면과 장소, 시간, 인물 등을 포

함)이 다른 어떤 자료보다 현장의 생생함을 담고 있으며, 시청자들에게 42년 전 5·18항쟁의 

전개를 알기 쉽고 생생하게 전달해준다. 간혹 영상 자료 중에는 소리가 없는 자료가 있으나 

그럼에도 현장을 보여주는 생생함은 다른 어떤 자료보다 역동적이다. 5·18항쟁 관련 자료, 

특히 군 자료의 왜곡과 은폐가 심각한 상황에서 5·18항쟁 관련 보도영상 자료는 문헌 자료

나 구술에서 미처 담지 못하는 현장의 분위기를 그대로 드러내준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42년 전 광주의 비극이, 광주 시민들의 항쟁과 국가폭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안타깝고 분

노가 치밀게 한다.

5·18항쟁 보도자료 영상은 시기별로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1980년 5월 광주

의 현장을 지키며 보도했던 국내외 언론인들의 보도영상 자료이다. 항쟁이 시작되는 1980년 

5월 18일이 일요일이었던 까닭에 그날의 현장을 촬영한 보도영상 자료는 42년이 지난 지금

까지 발굴되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5·18항쟁과 관련된 몇 가지 핵심적인 사실을 재구성할 

수 있는 보도영상 자료는 아직 발굴되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궁금하게 

여기는 부분의 보도영상 자료가 발굴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5월 18일 오전과 오후의 진압광경이다. 특히 공수부대가 광주 시내에 투입되는 

오후 4시경부터의 보도영상 자료가 전혀 없다. 이날 오전에는 경찰이 시위대열을 해산시켰

는데, 오전과 오후의 보도영상이 있었다면 오전과 오후의 경찰과 군대(공수부대)의 진압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계엄군의 집단발포가 시작되는 5월 20일 

밤 광주역 부근의 보도영상 자료가 전혀 발굴되지 않고 있다. 

한 가지 의문스러운 점은 당시 광주역의 바로 앞에 KBS 방송국이 있었는데, 왜 이날 광주

4) 이 영상 자료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정호기, 양라윤, 양아기, 「영상기록에 담긴 1980년 5월: 
2017년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발굴 영상물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제19권 2호, 전남대 5·18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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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부근의 상황을 촬영한 영상 자료가 없는지 의아하다. 당시 MBC가 불타버린 직후에 KBS

에서는 계엄군 주둔지(전남대)와 무등산 중계소 등지로 방송 장비를 옮겼기 때문에 나온 결

과인지, 아니면 이날을 비롯하여 광주 시내에서 촬영한 필름들이 계엄당국에 의해 압수당하

였는지 알수 없으나, 현재까지 5월 20일 오후부터 광주역 주변 상황을 촬영한 영상 자료는 

발굴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도 5월 21일 오후 1시를 전후 계엄군이 집단발포와 조준사격

을 한 전후한 때의 금남로 등을 촬영한 영상 자료가 추가로 발굴될 필요가 있다. 5월 19일

부터 광주의 참상 소식을 전해 들은 국내외 언론이 긴급하게 특파원들을 광주로 파견하였

다. 그리하여 많은 언론인들이 전남도청 인근에 모여 있었으며, 당시 발포 직전의 상황을 촬

영한 사진 자료는 많이 발굴되었다. 

하지만, 오후 1시경을 전후하여 군의 집단발포가 시작되고 이후의 자료는 발굴되지 않고 

있다. 향후 5·18항쟁 보도영상 자료의 수집에서 반드시 발굴되어야 할 영상 자료이다. 

1980년 5·18항쟁 기간, 광주 시내에는 많은 국내외 언론인들이 들어와 광주 시내에서 벌

어진 비극을 취재하였다. 국내외 언론인들은 42년 전 광주에서 벌어진 일을 자신들의 수첩

에 기록하고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그러나 계엄령 아래에서 군이 언론을 통제한 까닭에 국

내 언론인들은 취재한 사실을 제대로 보도하거나 전달할 수 없었다. 1980년 5월 20일 「전

남매일신문」 기자들은 “우리는 보았다. 사람이 개 끌리듯 끌려가 죽어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러나 신문에는 단 한 줄도 싣지 못했다. 이에 우리는 부끄러워 붓을 놓는

다”는 사퇴서를 발표하였다. 이들은 5월 18~19일에 광주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참혹한 현

실을 취재하여 5월 20일 신문의 조판까지 마쳤으나 계엄 당국(군)의 검열과 신문사 간부의 

방해 때문에 발간할 수 없게 되자 위의 성명을 편집국의 칠판에 써놓고 모두 사퇴하였다.5) 

6월 2일 다시 발간된 「전남매일신문」에 군의 검열로 인해 빨갛게 누더기 된 시인 김준태의 

“아아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가 실린 것이 결코 우연히 생긴 게 아니었다.

42년 전 많은 국내외 기자들은 비극의 현장을 취재하러 광주에 들어왔으나, 취재 여건은 

사뭇 달랐다. 국내 언론은 군이 검열하고 삭제하여 광주의 실상을 제대로 보도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국내 기자들을 바라보는 광주 시민들의 눈초리도 싸늘할 수밖에 없었다.6) 위의 

사퇴 성명은 이들이 처한 어려움과 자괴감을 반영한 것이다. 1980년 5월 광주 시민들은 국

내 언론을 믿지 않았고, 오히려 시민들이 방송국을 공격하기까지 했다. 5월 20일 분노한 시

민들이 광주 MBC에 불을 질러 방송국이 전소되었으며, 다음날 새벽 광주 KBS방송국 또한 

광주 시민들의 공격을 받고 불에 탔다. 그러나 광주 KBS는 무등산으로 방송 기자재를 이틀 

전에 대피시켜 둔 탓에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7) 5·18항쟁 기간 광주 시민들이 광주세

무서와 소방서를 제외한 전남도청 등 관공서와 한국은행 등 금융기관을 직접 공격하지 않았

던 것에 비해 광주의 방송국들을 직접 공격하여 많은 피해를 입었다. 

이와는 달리 광주 시민들은 군의 검열과 통제를 받지 않는 외국 언론들을 상대적으로 신

5) 광주광역시5·18광주민주화운동사료편찬위원회 편, 자료총서 2권, 25쪽; 5･18기념재단 엮음, 2014, 『5･18민주
화운동과 언론투쟁』, 38~60쪽. 

6) 당시 「전남매일신문」 사진기자였던 나경택 선생님은 사진기 들고 촬영하기가 무척 힘들었던 어려움을 토로
하셨다. 2019년 1월 4일 면담. 

7) 전투교육사령부, 「광주사태 시 전교사 작전일지」 1980. 5. 21.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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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하였다. 그렇기에 초기 5·18항쟁 관련 보도는 외국의 언론 보도가 먼저였다. 5·18항쟁이 

진압된 이후 5월운동의 토대가 된 보도영상 자료는 외국 언론인들의 필름과 보도를 국내로 

몰래 들여온 것들이었다. 그 뒤 국내 언론인들은 군의 검열과 압수를 피해 깊숙이 몰래 숨

겨놓았던 자신들의 취재 수첩을 열고 사진을 꺼내 사실을 보도하는 것으로 진상규명투쟁에 

힘을 보태었다.8) 커다란 반전이었다. 5·18항쟁 기간에 광주 시민들로부터 배척받고, 심지어 

불태워질 정도로 공격받던 국내 언론들이 어느새 5·18항쟁의 진실을 알리는 데 누구보다도 

기여하였다. 군의 검열과 통제, 시민들의 냉소 어린 시선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자들도 현장

을 지키며 5·18항쟁 보도영상 자료를 남겼다. 

5·18항쟁의 보도영상 자료에는 길거리, 대개 금남로에서 쫓기거나 구타당하고 피 흘리며 

쓰러진 광주 시민들의 모습, 아수라장처럼 보이지만 무척이나 질서가 지켜지고 있는 병원, 

계엄군이 물러간 뒤 다시 열린 (양동)시장의 모습,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전두환을 규탄하는 

시민들의 함성과 목소리 등이 여과 없이 담겨 있다. 굳이 설명을 덧붙이지 않더라도, 한 컷

의 영상 자료에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 영상 자료가 갖는 힘이다. 

물론 그와는 정반대되는 영상도 있다. 5월 21 오후 계엄군이 일시 광주 시내에서 철수한 

이후부터 군은 시민 대표단과의 협상을 진행하면서도 광주의 상황을 왜곡하려는 여론 조작

을 시도하였다. 5월 23일 국방부 출입기자단 21명이 국방부 대변인의 안내를 받으며 광주를 

방문 취재하였다. 이들이 사진 촬영한 장면은 광주국군통합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들(현역, 

민간인)의 치료 장면, 광주국군통합병원 근처에서 군인과 ‘폭도’가 대치하고 있는 광경, 불 

타오르고 있는 광주 시가지에 대한 항공촬영, 불에 탄 MBC 건물, 전남도청 주변 ‘폭도’들의 

동정, 광주 시가지 차량 및 시민 움직임, 차량 소실 현장 등이다.9) 5·18항쟁을 ‘폭도’들의 난

동으로 보여주려는 목적에서 의도된 사진 촬영이다. 국방부는 이들에게 헬기를 비롯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였다.

당시 군은 국방부 출입기자들에게 계엄군의 선무 활동과 시민들의 난동에 대한 발포 명령

이 없었기에 사태가 악화되고 불순집단이 섞여 있으며, 시민들의 저항을 “반정부 폭도”들의 

행위인 ‘폭동’으로 낙인찍고 있었다. 즉 오늘날 5·18항쟁을 왜곡하는 주요 근거가 이미 1980

년 5월 22일 국방부 출입기자단과의 회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답변은 전혀 

사실과 다른 것이었다. 군은 처음부터 선무 활동 없이 광주 시내에서 무자비한 폭력과 야만

의 행동을 자행하며 평화로운 시위를 진압하였다. 또 발포 금지 명령도 제대로 하급 부대까

지 전달되었는지 분명하지 않다. 5월 20일 2군사령부는 “발포 금지, 실탄 통제” 등을 지시하

였으나 전투교육사령부를 거쳐 하급 부대인 현장의 공수부대로까지 내려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5월 21일 오후 1시경부터 전남도청 앞에서 계엄군이 금남로를 가득 메운 시민들을 

향해 집단 발포한 뒤 조준 사격한 것처럼, 상부의 명령은 광주 시내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상부의 명령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이상한 군대’가 광주 시내에서 계엄군으로 활

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수집 공개한 영상 속에는 국방부 출입기자단의 광주 취재를 보

8) 광주광역시5·18광주민주화운동사료편찬위원회 편, 자료총서, 11～19권 참고.
9) 보안사령부, 「광주사태 상황일지 전문」 1980.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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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 자료가 있다. 일군의 무리가 국군통합병원을 취재하고 헬기를 

타고 광주 시내를 촬영하는 광경이다. 언뜻 보기에도 취재의 의도와 목적을 보여주는 화면

이며, 이들의 취재가 언론에 어떻게 반영되었을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이들이 광주를 방

문한 뒤부터 광주에 대한 언론의 논조가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이전까지 사회면에서 단순 

‘소요사태’ 정도로 취급되던 5·18항쟁이 5월 23일 이후부터 1면에 ‘불타는 광주 시내’의 전경

이 전면에 배치되며 ‘폭동’이나 ‘난동’ 등과 같은 의도된 거친 표현이 등장하고 있다. 국방부

의 협조 아래 광주를 방문하고 계엄사령부의 검열을 거친 언론이 5·18항쟁을 왜곡 보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들은 광주에서 벌어졌던 사실보다는 국방부의 보도 자료에 기초해서 기사

를 작성하였고, 이러한 보도는 이후 5·18항쟁을 왜곡하는 또 다른 근거로 이용되었다. 상무

대에서 군(전교사)으로부터 광주 시내의 상황을 브리핑을 받은 뒤에 광주국군통합병원을 돌

아보고, 군 헬기를 탄 채로 광주 시내를 촬영한(아니면 군이 제공한) 영상을 보도하였다. ‘이

미지의 조작’을 통한 사실의 왜곡이 시도된 사례이며, 이후 이러한 화면은 신군부가 5·18을 

왜곡하는, 다시 말해 광주에서 ‘폭동’이 일어났으며 광주 시민들이 ‘폭도’로 내모는 영상으로 

이용되었다. 

반면 이들과 달리 5월 18일부터 광주 시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취재하러 들어온 

언론인들이 많았다. 이들은 광주 시내에서의 시위 및 진압의 광경, 시민들의 반응 등을 취재

하였다. 카메라의 각도에 따라 5·18항쟁을 설명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기사의 논조가 군과는 

다를 것이 불을 보듯 뻔하였다. 다만, 국내 기자들의 취재는 비상계엄령이 시행된 이후 군의 

검열과 통제를 받았기 때문에 제대로 보도되지 못하였다. 이 때문에 광주 시내에서 국내 언

론의 기자들이 환영받지 못하고, 오히려 시민들의 눈총을 피해 다니며 취재해야 하는 어려

움을 겪어야 했다.

다음으로 5·18항쟁이 일단락된 이후의 보도영상 자료이다. 관련 보도영상자료로 진상규명

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5월운동 관련 영상 자료가 있을 것이다. 오월운동은 단순히 진

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머물지 않고 1980년대 한국 사회의 민주화운동과 연동되어 전개되

었다.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주요 의제 중 하나는 5·18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었다. 

이 때문에 관련 보도영상은 5·18항쟁의 당사자인 관련자들과 유족 그리고 광주 시민들을 넘

어 한국 사회의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보도와 연동되었다. 예를 들어 1982년 3월 18

일 부산미문화원방화사건이나 1985년 5월 23일부터 26일까지의 대학생들의 서울 미문화원 

점거농성 등과 같은 문제는 5·18과 직간접으로 연관된 사건이었다. 그렇기에 이것을 보도하

는 것은 5·18항쟁을 직간접으로 언급하는 것이었다. 

5·18항쟁의 문제가 국가의 공적 영역으로 포함된 것은 제13대 국회에서부터이다. 그전까

지 한국 사회의 주요 이슈이던 5·18항쟁이 1987년 6월항쟁을 거친 뒤 1988년 4월 조성된 

‘여소야대’의 제13대 국회에서 ‘5공청산’의 분위기와 연결되어 특별위원회의 설치로 이어졌

다. 제13대 국회의 5·18진상조사특위(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활동과 함께 청문회(광주청문회)의 개최로 이어졌다. 광주청문회는 이전까지 ‘폭동’

이나 ‘내란’으로 폄하되던 5·18항쟁을 ‘민주화운동’으로 복권시키는 분수령이었다. 실시간으

로 전달되는 광주청문회 증인들의 발언은 5·18항쟁의 실체를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직접

적인 계기가 되었고, 국내외 언론은 이를 보강하는 취재를 보도함으로써 국민들이 새롭게 

5·18항쟁을 이해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였다. 현재 광주청문회의 영상 자료는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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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관련된 영상 자료가 추가로 발굴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국회 5·18 광주민주화운

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현장검증소위원회가 활동하고, 광주에서 현장 검증을 시도하였으나 

관련 보도영상 자료는 발굴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광주청문회를 전후하여 국내 방송에서는 이전까지 해적판처럼 떠돌던 5·18항쟁 당시

의 보도영상 자료를 수집 편집하고 관련자들을 인터뷰를 보강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 

5·18항쟁의 진상규명에 일조하였다. 방송에서 5·18항쟁을 다룬 첫 번째 다룬 다큐멘터리는 

1989년 2월에 방영된 ‘오월의 노래(MBC. 김윤영 PD)’이다. 이 다큐를 제작한 김윤영pd의 회

고처럼, 이 다큐는 국내 언론에서 1980년 5월 광주의 모습을 보도한 영상 자료가 없었기 때

문에 독일의 NDR과 일본의 NHK, 그리고 미국의 보도영상 자료를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이

것은 앞서 지적한 것처럼 42년 전 국내외 언론의 지형이 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외국 

언론의 5·18항쟁 보도영상 자료가 많았던 환경으로부터 기인하였다. 이후 KBS에서도 ‘광주

는 말한다’는 다큐멘터리를 제작 방영하였다. 국회에서 광주청문회가 개최되는 시점에 방송

국들이 경쟁하듯이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였으나 그렇다고 5·18항쟁의 문제가 속 시원하게 풀

렸던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5·18항쟁 보도영상 자료에서 빼놓지 말아야 할 부분이 신군부 세력에 대한 단죄가 

이루어지던 시기의 자료이다. 1993년 2월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곧바로 시작된 ‘하나회 

숙청’에 뒤이어 이후 12·12군사반란과 5·18항쟁에 관련된 신군부 세력들에 대한 사법적 단

죄의 과정이다. 광주 시민들과 정승화를 비롯한 신군부의 12·12군사반란으로 인해 피해 입

은 사람들의 고소와 검찰의 수사 및 불기소 결정, 5·18특별법 제정과 기소 및 재판과 단죄, 

그리고 사면 등의 일련의 과정은 5·18항쟁과 관련된 보도영상 자료로서의 가치일 뿐 아니라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의제 중의 하나인 과거사 청산에서도 중요한 보도영상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그렇기에 당시 이 과정을 취재하고 촬영한 보도영상 자료도 5·18항쟁 보도영상 자

료의 일부로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5·18 추모식을 비롯한 각종 행사 관련 보

도영상 자료, 5·18항쟁에 직간접으로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보도영상 자료도 포함시킬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보도영상 자료는 문헌이나 구술에서 담지 못한 현장성과 사진 자료보

다 더 역동성을 가진 자료이다. 그렇기에 보도영상 자료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

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보도영상 자료의 사실을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콘

텐츠를 재생산할 수 있는데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5·18항쟁의 보도영상 자료의 수집과 활용 방안

하지만 현재까지 5·18항쟁 관련 보도영상 자료를 활용하기에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려

운 문제가 남아 있다. 

첫째는 5·18항쟁 관련 보도영상 자료가 완전하게 발굴되지 않았다. 2018년 5·18민주화운

동기록관이나 2020년 MBC의 보도영상 자료, KBS의 다큐멘터리에 소개되었던 영상 자료는 

아직도 5·18항쟁 보도영상 자료가 발굴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5·18 항쟁 보도영상 자료를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생산 되는지 그리고 현재에는 어디

에 소장되어 있는지조차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새로운 5·18항쟁 보도영상 자료를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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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항쟁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각종 영상 자료를 발굴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국내외 소장처 또는 소장자를 수소문하여 영상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발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는 5·18항쟁 보도영상 자료의 아카이브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 물론 5·18민

주화운동기록관과 5·18기념재단, 방송국 등에 5·18항쟁 영상 자료가 소장되어 있으며, 이외

에도 국가기록원과 대한뉴스를 공개하는 e영상역사관에도 5·18항쟁 관련 영상 자료가 소장

되어 있다. 이중 국가기록원의 영상은 국가기록원의 영상은 당시 국립영화제작소에서 7월에 

제작하여 외국의 언론에서 5·18항쟁을 국가폭력으로 보도하는 것에 따른 대응적 차원에서 

만들어진 영상(‘광주사태’. 10분)이며,10) e영상역사관의 영상은 1980년 5·18항쟁이 진압된 직

후인 5월 29일에 제작된 대한뉴스 제1284호(안정만이 살길. 07분 43초)이 있다.11) ‘안정만이 

살길’라는 제목이 붙은 대한뉴스는 1979년 10·26 이후 조성된 ‘민주화의 봄’ 시기에 조성된 

한국 사회의 모습을 혼란으로 묘사하고 5·18항쟁은 민주화운동이 아닌 폭동으로 묘사하고 

있다. 5월 29일이라는 생산일자에서 추측해볼 때 5·18항쟁을 제외한 다른 영상 자료는 이미 

편집되었으며, 5월 27일 상무충정작전의 끝난 뒤 곧바로 편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서 국가기록원의 영상과 대한뉴스의 영상의 근거가 되는 기초적인 영상 자료가 존재할 가능

성이 추정된다. 향후 관련 영상의 소장처를 수소문하여 추가 발굴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지금까지 수집된 5·18항쟁 보도영상 자료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분류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다. 이 문제는 영상 자료를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와 연관된다. 여러 해전부터 역

사학계에서는 ‘영상역사학’을 주창하며 새로운 자료(영상사초)를 연구에 활용할 것을 제안하

고 있다. “과거와 현재의 무수한 영상사초를 수집하고 보관, 연구, 활용하는 것은 이제 디지

털시대 역사학자에게 주어진 새로운 사명”이라며12) 영상역사학을 모색하는 주장이다. 

이 개념에 따르면, 5·18항쟁 보도영상 자료는 하나의 영상사초이며 당대의 사실을 생동감 

있게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떠한 자료보다 가치 있는 사료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구슬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격언처럼 5·18항쟁 보도영상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제대로 분

류하고 활용하지 않는다면 그 자료적 가치는 퇴색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기에 보도영

상 자료의 가치와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우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게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5·18항쟁 관련 보도영상 자료를 어떻게 분류하고 정리할 것인가? 5·18항쟁 관련 

보도영상 자료를 분류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식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5·18항쟁 

관련 보도영상 자료를 생산한 인물이나 언론사를 중심으로 분류하는 게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어찌 보면 가장 무난하고 별 무리없는 분류일 수도 있다. 누가, 언제, 어디

서, 어떻게 보도영상 자료를 생산하였는가는 다른 한편으로 5·18항쟁을 재구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당면한 진상규명의 문제뿐 아니라 당시 현장을 지켰던 광주 시민들의 

10) https://www.youtube.com/watch?v=hS_AT2d653Q. 이 영상에 대해서는 2019년 5월 9일 광주MBC 김인정 기
자가 발굴 보도하였다. 

11) https://www.ehistory.go.kr/page/common/search_result.jsp
12) 김기덕, 『영상역사학』, 생각의 나무, 2005.

https://www.youtube.com/watch?v=hS_AT2d653Q
https://www.ehistory.go.kr/page/common/search_result.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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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에 대한 규명도 이루어질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산기관(생산자)에 따라 분류하게 되면 5·18항쟁 관련 보도영상 

자료를 활용하는 문제가 남겨진다. 1980년 5월 광주의 많은 공간에서 많은 언론인들의 시선

과 카메라가 응시하는 곳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겠으나, 주요 사건이 발생한 공간에 집중되

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월 19일 금남로에서의 군경의 진압 광경, 5월 20일 차량시

위와 진압 광경, 5월 21일 공수부대의 집단 발포 전후한 광경, 5월 22일 이후 전남 도청앞 

광장 및 금남로에서의 집회 및 시위 광경, 5월 21일 이후 각급 병원 응급실과 영안실 광경, 

5월 22일 이후 전남도청 내부와 상무관 등지의 광경, 5월 25일 전후한 시점의 전교사령부

의 상무대와 광주국군통합병원의 광경, 그 외 광주외곽 봉쇄지역 중 바리케이트가 쳐진 곳

에서 시민들과 계엄군들이 대치한 광경 등에 집중되어 있다. 다시 말해 5·18항쟁의 발생 및 

진행 과정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비슷한 장면을 여러 사람이 촬영한 보도영

상 자료가 남게 되고 시간과 공간이 겹치는 문제가 남게 된다. 그러므로 생산 주체에 따른 

분류는 그다지 향후 5·18항쟁 관련 보도영상 자료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다지 좋은 방

법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다만, 자료의 보존이라는 측면에서는 고려해볼 만한 방안이 될 것

이다. 

다음으로 소장처(소장인)에 따른 분류이다. 5·18항쟁 관련 보도영상 자료는 대개 카메라를 

가진 언론인들이 생산하였으나, 그렇다고 언론인들이 모든 필름을 소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

다. 오히려 방송사나 언론사에서 소장하거나 아니면 다른 소장처 등지에서 보존하고 있다. 그

렇기에 소장처(소장인)에 따라 분류하는 것은 생산자와 연동되어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국

내외 다양한 소장처(소장인)에 따른 자료의 발굴 및 수집은 과연 국내외적으로 어디에서 영

상자료를 보존하는 게 먼저일 것이다. 소장처를 파악한 다음으로 자료의 발굴 및 수집을 시

도해야 할 것이다. 최근 한 연구에서 국내외 소장처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국내에서는 

KBS와 TBC(JTBC), MBC 등의 언론사에서 촬영하였다. 또 국외 언론인들로는 미국의 CBS, 

NBC, ABC 등과 독일의 제1공영방송(ARD), 일본의 NHK 등에서 영상을 촬영하였다.13) 

5·18항쟁 관련 보도영상 자료를 가장 알기 쉽고 활용하기 편리하게 정리하는 방안은 사건

의 발생 시간의 경과와 공간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5·18항쟁 관련 보도영상 자

료 중에서 5·18항쟁 기간의 자료는 일자별 구분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공간별로 정리하는 

게 더 나은 방안일 수 있다. KBS의 ‘오월의 기록’에서 시도했던 것처럼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 시간과 장소, 인물을 분류한 뒤에 보도영상 자료를 배열하는 방안이다. 특히 

일자별로 사건의 발생 장소를 검토할 수 있다면 의외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5·18항쟁 관련 보도영상 자료를 통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까지의 논

의는 주로 문화콘텐츠의 차원에서 접근되고 활용된다. 그러나 대개 역사 관련 다큐멘터리에 

활용되는 영상 자료, 그중에서 현재 영상 자료가 없는 시대나 사건의 경우에는 대개 새롭게 

콘텐츠를 만드는 방식이기 때문에 5·18항쟁의 영상보도 자료의 활용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

13) 1980년 5월 당시 국내외 언론의 방송사의 영상 촬영 및 자료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김정아, 「KBS 다큐
멘터리 <영상아카이브 - 오월의 기록>에 담긴 5·18 민주화운동 영상기록물 연구」, 『역사학연구』 제85집, 
2022, 호남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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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5·18항쟁 관련 보도영상 자료는 무엇보다도 그 자체만으로 5·18을 재구성할 수 있는 콘

텐츠이다. 즉 1980년 5월 광주에서 발생했던 하나의 ‘역사적 사건’을 화면으로 기록(촬영)하

고 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영상사초’이다. 사건의 발생 및 전개과정을 시간의 순서에 따

라 배열하는 것만으로도 하나의 콘텐츠로 완성될 수 있다. 1980년대 5·18항쟁의 보도영상 

자료가 편집되어 한편의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졌을 때도 이 같은 방식이었고, 최근 KBS의 

‘오월의 기록’도 비슷한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특별한 해설이 있기 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장면을 날짜에 따라 배열하는 것만으로도 5·18항쟁을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며, 오히

려 다른 어떤 자료보다도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공수부대의 진압 및 계엄군의 발포와 시민들의 희생이 교차되는 장면에서 대중들은 왜 

42년 전 광주 시민들이 총을 들었는지, 또 전남도청 안의 임시시신안치소(본관과 회의실을 

연결하는 구름다리 아래에 위치) 앞이나 병원 영안실 앞에서 통곡하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

며 시민들이 총을 들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계엄군에 탱크에 맞서며 ‘죽음의 행렬’에 

나서는 수습대책위원들의 모습과 총기를 수습해 정리하는 시민군의 모습을 보며 광주 시민

들이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이었는지를 짐작한다. 이렇듯 42년 전 광주의 참상을 담은 보도영

상자료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콘텐츠이다. 

물론 카메라의 각도에 따라 의도적으로 편집된 영상 자료가 있을 수 있다. 대한뉴스나 해

외 홍보용 영상에 담긴 광주의 모습은 ‘폭도’들이 난동을 부려 ‘폭동’으로 치달은 광주이며, 

5월 27일 상무충정작전이 실시된 이후 계엄군에 의해 광주가 안정되었다는 게 주된 장면이

다. 예를 들어 무력진압이 완료된 직후 틀어진 전남도청 앞 분수대의 물줄기는 군에 의해 

되찾아진 평화와 질서를 상징한다. 그렇지만 당장 분수대를 끄라는 빗발치는 광주 시민들의 

항의가 뒤따랐다. 사실 영상 자료에서는 이러한 시민들의 항의를 보도하지는 않는다. 분수대

를 당장 끄라는 시민들의 빗발치는 요구와 항의는 당시 전남도청이나 광주시청의 문서에 기

록되어 있으나 영상 자료에는 당연하게 빠져있다. 그러므로 향후 영상 자료만으로 부족한 

부분은 다른 자료를 통해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5·18항쟁 관련 보도영상 자료는 콘텐츠 외에도 지금 진행 중인 진상규명과 관련해서도 중

요한 자료이다. 문서나 구술보다는 정확하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5·18항쟁 관련 영상 중에서 자주 등장하는 장면이 있

다. 5월 27일 해 뜰 무렵에 작전을 마친 3공수여단 특공조 대원들이 “안 되면 되게 하라~ 

특전부대 용사여~(검은 베레모)”를 부르고 있다. 

대부분의 병사들이 의기양양하게 군가를 부르고 있으나 유독 한 병사만이 고개를 수그린 

채 슬픈 표정으로 군가를 따라 부르지 않고 있다. 당시 전남도청을 진압한 3공수여단 중의 

한 명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가 군가를 따라 부르지 않은 어떤 이유가 있을 것으로 짐작

만 될 뿐이다.14) 이외에도 5·18항쟁 보도영상 자료에는 많은 사람들과 장소가 등장한다. 이

러한 영상 자료를 분석하고 진상규명에 활용한다면 문서나 구술 자료에서 찾지 못한 의외의 

사실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14) 김정아, 위의 논문, 238쪽에서 재인용. 방송국에서도 이 군인을 찾으려 시도했으나 찾지 못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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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자명단 │
세션 성명 소속 및 직위 국가

기조발제
신윤환 서강대학교 정치학과 명예교수 한국

신시아 마웅 매타오 병원 원장 미얀마

5·18의 미래

- Post 전두환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제는 

무엇인가?

김상숙 성공회대학교 연구교수 한국

최용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 

1과 과장
한국

이영재 한양대학교 학술연구교수 한국

구경모 부산외국어대학교 글로벌지역학과 교수 한국

이병재 연세대학교 디지털사회과학센터 연구교수 한국

광주의연대

- 국가폭력에 

대응하는 

국제시민사회 

연대 -

네트워크를 

확장하다

인드리아 페르니다
아시아 정의와 권리 지역 프로그램 

매니저
인도네시아

허호준 한겨례 선임기자, 4·3연구소 이사 한국

르웨 포 깜매콰 버마인권기록네트워크 이사 미얀마

레오노르 아르테아가
변호사, 엘살바도르 강제실종자 수색 위원회 

위원
엘살바도르

오니 이멜바 아체 진실과화해위원회 부위원장 인도네시아(아체)

백신불평등과 

민주주의

이주호 전국보건의료노조 정책연구원장 한국

도로시 게레로 Global Justice Now 정책 본부장 필리핀, 영국

조대식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OCO) 사무총장 한국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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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안나 K. 까리뇨 2019 광주인권상 수상자 필리핀

수실 파퀴렐
2010 광주인권상 수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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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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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르 마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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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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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한다" - 1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 한국

이상국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한국

판딧 차나로칸 출라롱콘 대학교 교수 태국

메스 살메
캄보디아 인권과 개발 연합 여성과 아동 

권리부 부대표
캄보디아

조안나 K. 까리뇨 코딜레라민중연합 고문 필리핀



2022 광주민주포럼

참가자명단

- 197 -

아시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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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을 

전망하다 - 

"우리는 

연대한다" - 2

이상국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한국

탄케 버마학생민주전선 대표 미얀마

돈 타자로엔숙 시민 권리 증진 재단 태국

사베이 핀 캄보디아 인권과 개발 연합 캄보디아

 5·18민주화운동 

당시 보도영상의 

체계적 

역사자료화와 

영상기자활동 

규명작업을 위한 

세미나

심미선 순천향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한국

김형석 한국방송공사(KBS) PD 한국

노영기 조선대학교 기초교육대학 교수 한국

나준영 한국영상기자협회 회장, MBC 영상기자 한국

이재의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한국

홍인화 5·18민주화운동기록관 관장 한국

최용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 1과 과장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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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관단체 │

518기념재단
국  가: 한국

웹사이트: https://518.org

아시아센터
국  가: 태국

웹사이트: https://asiacentre.org/

아시아 민주주의 네트워크
국  가: 글로벌

웹사이트: https://adnasia.org/

아시아 정의와 권리
국  가: 인도네시아

웹사이트: https://asia-ajar.org/

캄보디아 인권과 개발 협회
국  가: 캄보디아

웹사이트: https://www.adhoccambodia.org/

인도네시아 시민운동연합
국  가: 인도네시아

웹사이트: http://pergerakan.org/

인권증진센터
국  가: 방글라데시

웹사이트: :https://hrdcbd.org/

https://asiacentre.org/
https://adnasia.org/
https://asia-ajar.org/
https://www.adhoccambo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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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환경, 발전 국제연구소

(INHURED International)
국  가: 네팔

웹사이트 : https://www.inhuredinternational.org/

시민 권리 증진을 위한 재단
국  가: 태국

웹사이트 : http://www.peoplesempowerment.org

2022 평창 청년 평화 대사
국  가: 글로벌

YPKP65
국  가: 인도네시아

웹사이트 : https://ypkp1965.org/

전북대학교 동남아연구소
국  가: 한국

웹사이트 : https://jiseas.jbnu.ac.kr/jiseas/

한국영상기자협회
국  가: 한국

웹사이트 : http://tvnews.or.kr/

후원

광주관광재단
국  가: 한국

웹사이트 : https://www.gjt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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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a. 인도네시아 정부는 유엔의 시민권 및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을 준수한다
	b. 아체에 인권재판소를 설립한다
	c. 국가진실화해위원회는 아체에 진실화해위원회를 설립하여 화해를 위한 노력을 공식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