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eynote Speech and Opening Panel 

「개막 기조연설 및 패널」 

 

 

 

 

 

 

 

 

 

 

 

 

 

Day 2, 18th May 2021 



 

 

 

 

 

좌 장 

송 진 호 / 한국국제협력단(KOICA) 전 상임이사 

 

축 사 

정 근 식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기 조 발 제 

송 영 길 /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5·18정신의 세계화와 아시아 민주주의 증진 

 

패 널 

하 태 경 / 국회의원, 국민의 힘(국방위원회 위원) 

이 재 정 /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 위원) 

박 정 은 /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찰 수프리아디 / 아시아민주주의네트워크(ADN) 사무총장 

미얀마 민주화운동 단체 



개막 기조연설 및 패널 프로그램 

송영길 의원의 기조연설은 <광주인권상 시상식 및 광주민주포럼 개막식>에서 많

은 분들과 먼저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 자료집의 기조연설문으로 내용을 공유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변경된 프로그램은 아래 표를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시간  연사  

4:00 - 4:10 좌장 송진호 코이카 전 사회적가치경영본부 상임이사  

프로그램 및 연사 소개  

4:10-20 

(5-7분)  

축하 메시지  

정근식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4:20 – 30 

(7-10분) 

2021광주민주포럼 소개 

이성훈 5‧18기념재단 자문위원 

 

4:30 - 5:10  

(40분)  

패널 

 하태경 국회의원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위원) 

 이재정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Ichal Suprichai, 

아시아민주주의네트워크(ADN),사무총장 (온라인)     

 미얀마 민주화운동 단체 호소문 대독 

5:20 – 5:40  

 (20분) - 

청중 질문 및 응답 및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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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광주민주포럼 축사 

정근식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올해도 어김없이 ‘목련이 피었다지고’ 5월이 왔습니다. 5·18 41주년을 맞는 오늘 아

침, 망월동 5·18묘지에서 ‘찬란한 대동세상’을 만들었던 분들을 뵙고, 5·18정신을 

다시 생각하면서, 광주민주포럼에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되어 감개무량합니다.  

 

한국 현대사는 분단과 전쟁이 남긴 유산과 상처를 극복하고 인간답게 살기 위한 노력으

로서의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취로 특징지워집니다. 5·18항쟁은 4월혁명, 부마항쟁, 6

월민주화운동, 촛불항쟁과 함께 민주주의 쟁취를 위한 전 국민적 노력의 절정이자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대한민국의 차이를 만들어낸 원천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국가폭력의 아픈 상처들이 아직 치유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경우

가 많이 있습니다. 식민지 지배와 한국전쟁에서 희생된 민간인들, 권위주의하에서 이루

어진 다양한 인권침해의 피해자들이 이런 어두운 그림자를 대변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한국 현대사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기 위하여 5·18특별법을 시작으로, 4

·3특별법,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등과 같



은 이행기 정의 프로젝트들을 시행해 왔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평화로운 민주국가, 품격있는 인권공동체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에 기

초한 정의가 실현될 때 비로소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국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

리는 이런 역사적 교훈을 5·18민주화운동에서 얻었습니다. 5·18은 우리에게 역사적 

진실의 고귀함 뿐 아니라 국가폭력의 책임자 처벌, 정의를 위해 스스로를 희생한 분들의 

용기와 연대의 정신이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사회적 가치라는 점을 일깨워주었

습니다.  

 

우리는 작년에 지난 40년간 노력했지만 매듭짓지 못한 5·18의 진실을 규명하는 작업

에 착수했습니다. 역사적 진실은 추상적인 시공간에 고고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끊

임없이 사회 구성원들의 논쟁을 통해 확증되고 삶의 현장에서 실현되어야 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와 함께 한국전쟁과 권위주의하의 다양한 인권침해를 다루는 진실화해

위원회도 10년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민주주의의 발전과 이행기 정의의 실현은 우

리 사회의 밝은 미래를 위한 견인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는 이행기 정의의 실현에서 국가폭력의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을 넘어서서 이

들의 사과와 사죄, 그리고 시민적 관용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용서와 화해로 가는 길은 위로부터의 사죄 뿐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사죄에 의해 열리기

도 합니다. 작년 5·18 40주년 기념사에서 대통령은 국가폭력의 책임자와 계엄군 병사

들에 대하여 “이제라도 용기를 내어 진실을 고백한다면 오히려 용서와 화해의 길이 열



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5·18 당시의 진압군으로 동원되었

던 병사들의 고백과 사죄는 용서와 화해로 가는 또 하나의 길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마다 5·18이 다가오면 우리는 41년전 전남도청에서 산화해간 분들이 남긴 역사적 질

문에 직면합니다. 작년에 대통령은 “나라면 그날 도청에 남을 수 있었을까? 그 대답이 

무엇이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시간을 가졌다면 우리는 그날의 희생자들에게 응답한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5·18정신을 꿰뚫고 있는 연대의 정신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사회적 연대 뿐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앞서서 나아간 

이들이 던진 질문을 외면하지 않고 성실하게 응답하는 역사적 연대이기도 합니다.  

 

지난 40년간 우리는 5·18정신의 전국화와 세계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우

리는 전국화의 외연적 확장으로서의 세계화 뿐 아니라 세계화를 통한 전국화를 모색했습

니다. 광주비엔날레, 아시아인권헌장, 광주인권상과 아시아포럼, 아시아 문화의 전당, 세

계인권도시포럼, 5·18기록관 등은 이런 노력의 산물들입니다. 광주광역시와 5·18기

념재단, 그리고 여러 시민단체들이 이런 노력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5·18정신의 세계화는 오늘날 세계적인 미중간 패권경쟁과 코로나 펜

데믹 상황에서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홍콩, 태국, 미안마 등, 아시아 여러 지

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주주의의 후퇴는 세계적인 고민거리이자 광주 5·18정신의 세

계화의 맥락에서 크나큰 도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5·18 40주년을 맞이하여 군부독

재와 군사주의의 지배에 반대하는 캠페인이 필요하다는 논의를 한 바 있는데, 이런 논의

가 무색할 정도로 최근의 미안마 사태는 아시아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에 대한 심각한 도



전일 뿐 아니라 광주의 역량과 소통능력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무력감을 떨

쳐낼 수 있을까요? 

 

그동안 5·18재단은 아시아포럼을 통해 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인권증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연대를 실천해왔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아시아포럼을 민주포럼으로 명칭을 바꾸고, 

서울민주포럼, 부산민주포럼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민주포

럼이 한국 뿐 아니라 아시아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실질적 제도로 발전해나가기를, 

아시아의 젊은이들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세계적 지도자들로 성장하는 터전이 되기를, 소

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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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정신의 세계화와 아시아 민주주의 증진 

송영길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송영길입니다.  

 

먼저 광주민주화운동 41주년을 맞이하여 열리는 2021 광주민주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기조연설자로 참석하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오늘 토론을 맡아주신 존경하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님,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님, 아시아민주주의네트워크(AND) 이찰 프리아드 사무총장

님, 그리고 진행을 맡아주신 송진호 코이카 전 상임이사님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

니다. 아울러 2021 광주민주포럼을 기획하고 준비하신 5.18기념재단의 정동년 이사장

님과 직원들의 노고에 치하하는 바입니다.  

 

지난 5월 7일 저는 민주당 당대표로서 신임 지도부와 함께 첫 번째 현장 최고위원회를 

이 곳 광주에서 소집하였습니다. 그날 저와 민주당 지도부는 국립5.18민주묘지의 광주

영령들을 찾아 참배하였습니다. 또한 제 친구인 전 영진 열사의 묘를 참배하면서 살아남



은 자, 빚진 자의 마음으로 광주 발 5.18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

을 굳게 약속하였습니다.  

 

올해로 5.18 광주민주화운동 41년째를 맞이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광주에 너무나 

큰 빚을 졌습니다. 지난 41년 전 광주는 한국 현대사의 큰 물줄기를 바꾸었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가 되었으며,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밑거름이 되

었습니다. 5.18은 불의한 국가권력이 시민의 생명과 인권, 자유와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비극의 역사이었습니다. 동시에 5.18은 이러한 군사주의 권위주의 국가폭력에 맞선 시

민항쟁을 통하여 민주주의 이정표를 새롭게 세운 자랑스러운 역사이었습니다. 1980년 

오월 광주는 지금도 살아있는 현실입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미완의 역사입니다. 대

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이 비극의 역사를 딛고 섰습니다. 광주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의 

민주주의는 버티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제 5.18정신은 광주만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아시아, 지구촌 민주주의 정신에 중요한 

그늘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 교훈을 통해 학

습한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의 가치를 지구촌 인류 보편의 가치로 계승-발전-확산시켜

나가야 할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군사정권의 폭정으로부터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한 민(民)의 연대’와 같은 5.18정

신/광주 정신을 오늘의 언어로 재해석하는 현재화 과제와 더불어, 지구촌 미래세대를 위

한 과제로서 광주는 아시아를 만나고 지구촌과 소통하며 연대하는 일감을 중요한 역사적 



과제로 설정해나가야 합니다.  

 

지구촌 모든 시민들이 평화롭게 살아갈 평화에 대한 권리(Right to Peace) 보장을 위해 

전쟁, 내전, 모든 형태의 폭력과 분쟁의 종식을 고하고, 사람 중심의 생명과 안전, 민주주

의와 평화, 인권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전 지구적 연대와 공조,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가

는 일이야말로 41년 전 5.18정신을 오늘의 언어로 재해석하고 미래과제로 공동 노력해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아시아는 물론이고 전 지구적으로 민주주의의 위기와 시민사회의 위

축은 이제 담론 수준이 아닌 구체적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일 미얀마 군

부 쿠데타 이후 시민의 자발적 민주화 운동이 100일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지

난 2월 26일 ‘미얀마 군부 규탄 아웅산 석방촉구’ 결의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더 나아

가 저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 민주당 의원 72명과 함께 유엔 사무총장과 안전보

장이사회 상임이사국에 보낸 서신에서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과 현재 진행 중인 미얀

마 민주화 운동을 강조하면서 안보리가 신속하게 대응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미얀마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벌어지는 유혈사태에 안타까워하고 

있으며 국내 거주 미얀마 국민과 함께 물심양면 지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41년 전 광주

의 기억과 ‘임을 위한 행진곡’이 미얀마와 한국에서 다시 소환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열리는 ‘코로나 이후의 글로컬(Glocal) 민주주의의 오늘과 내일’을 대



주제로 5.18 민주화 주간에 열리는 ‘2021 광주민주포럼’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

각합니다. 이에 2021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황과 국제사회 특히 아시아 민주주의 증

진을 위한 5.18정신의 세계화 과제에 대한 제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소속된 정당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우리 당의 약칭을 흔히들 ‘더 민주(The 

Minjoo Party)’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에 저는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네 가지 방향

의 ‘더 민주’ 과제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더민주’는 ‘더 아래로 민주주의’ 입니다. 

‘더 아래로 민주주의’는 풀뿌리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를 말합니다. 지방정부와 지

역의 주민들이 지방과 도시, 마을 단위에서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고 참여와 자치의 민

주적 실천과 문화를 만들어내고 이를 국가 및 국제차원으로 확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 차원의 국제연대와 공조를 강화하는 일 못지않게 이제는 지방과 지역이 지구촌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주체가 되는 도시외교,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공공외교와 국제협

력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더민주’는 ‘더 넓은 민주주의’ 입니다. 

‘더 넓은 민주주의’는 한국 땅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차별 받지 않고 참여하는 

열린 민주주의, 포용적 민주주의를 말합니다. 80년 오월 광주에서 경험했던 자유와 평등

의 ‘대동사회’의 비전은 인종과 국적에 상관없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특히 

이주민, 난민, 탈북민, 재외동포들 그 누구도 소외됨 없이(Leave No One Behind) 더 넓



게 참여하고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헌법의 인권 조항들은 ‘사람’이

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조항들을 ‘사람’의 권리가 아닌 ‘국민’의 권리로 명시

되어 있습니다. 잘못 해석하면 대한민국은 헌법에서부터 이주민, 난민들에 대해 차별적

으로 읽혀질 수 있습니다.  

 

셋째 ‘더민주’는 ‘더 깊은 민주주의’ 입니다. 

‘더 깊은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정기적으로 열리는 선거와 국회라는 형식을 넘어 모

든 사람의 삶에서 겪는 경제사회적 실질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도’로

서의 민주주의를 넘어서서 이제는 ‘삶의 방식’으로서의 일상의 삶과 민생 속 민주주

의를 구현해가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일자리, 육아, 주택 등의 사회경제적 문제입니다. 

‘밥이 민주주의다’라는 말처럼 경제사회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민주주의는 공허

합니다.  

 

넷째 ‘더민주’는 ‘더 멀리 민주주의’ 입니다.  

‘더 멀리 민주주의’는 우리 국민만 누리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국가의 경계를 넘어 보

다 많은 지구촌 이웃들과 함께 누리는 민주주의를 말합니다. 5년 전 광장에 모인 촛불시

민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한류는 ‘촛불 한류’라고 말했습니다. 오월정신도 촛불혁명도 

우리의 자부심과 자랑거리로만 역사에 남겨둘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의 빚진 마음으

로 지구촌과 소통하고 연대하고 지원하는 책무성 실천에도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평

화-인권-민주주의 의제와 연계한 국제개발협력(ODA)을 강화하고 공공외교를 더욱 강

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는 167개국을 대상으로 해마다 민주주의 지수를 발표합

니다. 2020년 한국은 10점 만점에 8.01로 2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지수에 따르면 8-

10점은 완전한(Full) 민주주의, 6-8점은 결함 있는(Flawed) 민주주의, 4-6점은 혼합

된(Hybrid) 체제, 0-4점은 권위주의(Authoritarian) 제제로 구분합니다. 아시아태평

양 지역에서는 뉴질랜드, 호주, 대만, 일본과 한국이 완전한 민주주의로 평가 받았습니다.  

 

한편 국제민주주의선거연구소(IDEA)가 2020년 12월 발표한 민주주의와 인권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 중 상위권(High-performance)으로 평가 받았습니다. 아

태지역에서는 뉴질랜드, 호주와 함께 유일하게 포함되었습니다. 일본과 대만은 중위권

(Middle-range)로 평가 받았습니다. 아시아의 대부분 국가는 하위권(Weak/Low)에 

속했습니다.  

 

민주주의 다양성 조사(V-Dem)는 2020년 12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민주주의 규

범을 위반한 정도를 추적 조사해서 지수화하여 발표하였습니다. 한국은 아태지역에서 호

주와 뉴질랜드와 함께 유일하게 위반사항이 없는 국가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에서 소개한 세 개의 지표에서 드러나듯이 한국의 민주주의는 안정권에 들어섰고 코로

나19라는 도전 속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을 해왔습니다. 한때 한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하기도 했지만 2017년 촛불혁명을 통해 그 회복력(Resilience)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러한 국제사회의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는 암울했던 70-80년대에 10대와 20대 시

기를 보낸 지금의 장년층에게는 참으로 격세지감입니다. 이러한 큰 변화의 출발점이 바



로 광주 5.18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는 자랑스러운 것이지만 결코 자만해서는 안됩니다. 과거 경험했듯이 

방심한 순간 언제라도 민주주의는 퇴보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시지프스 신화처럼 

완성을 향한 끊임없는 과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국제사회의 높은 평가를 공유하는 이유는 국제사회가 5.18광

주와 대한민국에게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요구하고 기대하는 책무와 역할을 강조하기 위

해서입니다. 즉 국제사회 특히 아직 완전한 민주주의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국가의 시

민에 대한 우리의 책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40여 년간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경험한 대한민국은 유엔을 포함한 국제

사회와 세계시민사회로부터 모범적인 모델로서 평가 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취

는 우리 자신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성과가 아니었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80년 5월 옛 전남도청에서 계엄군의 상무충정작전으로 숨진 시민군의 시신 수습을 돕는 

등 끝까지 광주시민들과 함께한 미국 평화봉사단원(Peace Corp)의 숨은 이야기는 물론

이고, 영화 ‘택시운전사’로 세간에 알려진 독일인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의 이야기, 또

한 암울했던 7-80년대 여성교육, 노동교육, 민주시민교육을 지원했던 북미주와 유럽 등

의 원조기관, 재단, NGO, 종교기관의 지원들이 오늘날 우리 시민운동, 여성운동, 노동운

동의 마중물이 되었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

를 주는 나라’가 된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제 우리는 마냥 자랑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



다.  

 

80년 오월의 부채의식과 아픔이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이는 

19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져서 촛불혁명으로 부활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1986년 피플파워(People Power)로 민주화를 경험했던 필리핀 국민들과 1988년 8888 

민주항쟁을 경험했던 미얀마 민중들이 오늘날 겪고 있는 아픔을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미얀마의 민중들은 1988년과 2007년 두 번의 실패한 민주화운동에 이어 이번에 세 번

째 민주화를 위해 거리에서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5.18민주화 운동 41주년의 시대정신

은 코로나 상황에서 목도되는 민주주의의 퇴행과 시민적 공간의 위축현상에 함께 연대하

고 지원하는 일을 통하여 그들의 피흘림과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

다.  

 

금번 광주민주포럼 기간 중 약 30개의 세션에서 한국과 국제 민주주의의 과거, 현재 및 

미래의 다양한 이슈를 다룰 예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다루는 내용은 제

가 속한 더불어민주당 뿐 만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의 나아갈 방향과 향후 과제를 제시하

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울러 금번 2021 광주민주포럼 기간 중 여러 세션에서 미얀마 민주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금번 포럼 결과로 만들어질 구체적인 제안들을 검토해

서 저희 민주당과 국회 차원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



속드립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의미 있는 광주민주주의포럼을 준비하신 5.18기념재단과 포럼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평화-인권-민주주의의 핵심가치를 토대로 한 오월정

신은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지향하는 ‘평화롭고 정의로우며 포용적인 민

주사회’ 제 가치와 전략, 행동들과 만나고 구체적 행동으로 그 실천을 해나가야 함을 강

조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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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정신과 미얀마 

하태경 (국회의원, 국민의 힘(국방위원회 위원)) 

 

안녕하십니까. 한국의 국회의원, 국민의힘 하태경입니다. 

 

귀한 자리에 초대해주셔서 주최측인 5.18기념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

다. 

 

1986년 대학에 입학한 저는 87년 6월항쟁 세대입니다. 87년 민주화는 80년 광주가 있

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저 역시도 대학에 입학하고 선배들로부터 5.18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민주화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 계신 5.18 민주화운동의 주역인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민주화의 진정

한 주인공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광주의 5.18을 넘어 대한민국의 5.18로 

 



5.18은 이제 광주의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민주화의 상징이자 우리 국민 모두의 것

입니다. 저는 보수정당 소속이지만 5.18이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이 되는데 작은 힘이

나마 보태려고 노력했습니다.  

 

과거 보수정당에서‘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이 논란이 될 때 앞장서서 이를 비판했습

니다. 지금은 우리당도 ‘임을 위한 행진곡’제창을 거부하는 목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또 저는 지만원 같은 극우인사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터무니없는 왜곡을 시도할 때

도 누구보다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덕분에 지만원씨가 저를 고소해 지금도 민사재판이 

진행중입니다. 

 

앞으로도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시도가 있다면 제가 앞장서서 막겠습니

다. 언제든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18 역사왜곡처벌법은 5.18 정신에 반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5.18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얼마 전 북한 김일성 회고록 출판을 허용하자는 주장을 했습니다. 김일성 회고록을 

옹호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허구와 날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책의 출판도 허용



을 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 5.18 정신을 계승하는 길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잘못된 주장을 했다고 해서 이를 무조건 막고 처벌한다면 그 사회는 결국 독재의 방향으

로 퇴보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한 가지 쓴소리를 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국회를 통과한 ‘5.18역사왜곡처

벌법’은 5.18 정신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만원과 같은 잘못된 주장은 기존 법으

로도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고 또 처벌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5.18에 대한 비판을 원천

봉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저는 5.18에 대한 비판도 과감히 허용하는 것이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했던 

5.18 정신에 더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5.18 정신 계승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이 자리

에 있는 분들이 보다 전향적으로 생각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5.18과 미얀마 

 

5.18은 여기 계신 당시의 투사들과 광주시민들의 영웅적 투쟁의 산물입니다. 그렇지만 

5.18이 6월항쟁과 민주화의 큰 동력이 된 데에는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노력과 함께 

전세계의 지원과 격려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군사독재 시절 언론통제로 5.18에 대한 모든 것이 통제됐지만 해외 언론의 보도와 해외 



활동가들의 노력으로 우리는 보다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노력이 있었

기에 우리는 군사독재의 총칼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 미얀마를 보면 80년 광주가 떠오릅니다. 총칼을 앞세워 자유와 민주주의를 부르짖

는 미얀마 국민들을 잔혹하게 학살하는 미얀마 군부를 우리는 절대 용납해선 안 됩니다.  

 

미얀마 군부의 무력은 강합니다. 싸움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이 진실을 이

길 수 없습니다. 5.18이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이뤄냈듯이 고통받는 지금의 미얀마 역시 

자유와 민주주의를 성취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했듯이 자유는 저절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미얀마 국민들의 강고한 

투쟁과 이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함께 어우러질 때 비로소 민주주의와 

자유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아세안민주인권기금>으로 미얀마와 연대하자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가 미얀마 군부의 만행을 강력 규탄하고 군사적 교류 등을 끊

은 것은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 전 미얀마의 인권 개선과 민주주의 촉진 활동을 지원하는 <아세안민주

인권기금>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기금을 조성해 미얀마의 인권과 민주주의 



활동을 펼치는 국제기구와 NGOs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5.18재단과 협력하는 

이 자리에 참석하신 미얀마 단체들과 활동가들이 기금을 받는 주요 대상입니다.  

 

이 기금을 통해 미얀마의 활동가들과 국민들이 결코 외롭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고 생각합니다. 기나긴 싸움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이 당신들과 함께 하고 있

다는 걸 보여줍시다. 

 

‘아세안민주인권기금’ 법안의 통과를 위해 이 자리에 계신 송영길 대표님을 비롯한 민

주당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을 위대하게 만든 5.18 민주화운동의 선배님들과 광주시민들께 진

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미얀마의 미래를 위해 투쟁하시는 미얀마의 활동가 여러분들께

도 깊은 존경과 연대의 뜻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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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광주민주포럼 개막세션 패널토론 

이재정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재정입니다. 2021년 광주민주포럼 개최를 진심

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5.18 정신과 한국 및 세계 민주주의 미래에 대한 

논의가 성숙되길 기대합니다. 

 

국가범죄 청산과 민주주의 공고화 

 

5·18 민주화운동은 신군부가 장악한 국가권력에 의한 반민주적 인권유린과 학살·암

매장 등 폭거에 맞서,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시민들의 항쟁이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5·

18 민주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

한 법률을 통해, 우리는 책임자처벌과 진실규명, 5·18 관련자의 보상과 명예 회복을 추

진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발언들은 이어져 왔습니다.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정치권에서조차 이를 확대 재생산하기도 하였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것은 5.18 민주화운동의 국제적 위상과 가치에 대한 부정

이자, 그 자체로 국가폭력을 비호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이며, 표현의 자유로 옹

호될 수 없는 위법한 혐오와 차별행위입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의 외피를 쓰고 반인도적 범죄를 옹호하며 다른 집단을 혐오하거나 

배제하고 폄훼하는 세력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지속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의 존엄성을 해

치고, 사회 공공질서에 위해를 입힌다면 강력하게 제재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법과 제도를 통한 규율만으로는 충분치 않을 수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이 비가역적으로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소위 스마트폰을 물고 태어난 

현재의 20 ~ 30대 청년들로부터 5·18 민주화운동 정신 및 국가가 저지른 반인권적 범

죄를 단죄하는 것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2030 세대가 느끼고 있는 현시대의 ‘국가폭력’에 대해서도 교감하고 성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5.18 정신과 한국 민주주의 미래 

 

5.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상징이자, 세계인권운동의 상징이 되고 있으며, 



대한민국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위한 중요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광주 시민들은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이상에 가까운 민주적인 연대적 

공동체를 출현시켰고, 민주주의가 지닌 숭고한 정신을 온전하게 표출함으로써 세계사적

인 보편적 의의를 획득하였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87년 6월 항쟁의 평화적인 투쟁으로 이어져 민주정부가 수립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87년 민주항쟁을 통해 시작된 민주주의의 공고화로 대한민국은 

2016년 ‘촛불혁명’을 이뤄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군부독재 및 국정농단세력

을 퇴출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주권을 보다 확대시키고, 공정한 절차 ‧ 제도

를 통해 국가가 운영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같은 권위주의적 정

치인이 세계 여러나라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소수와 약자의 권리의 확

대가 아닌 다수 이익의 옹호에 복무하는 포퓰리스트들이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의 확산으로 세계적 양극화가 심화되며, 경제적 형편만 나아진다면 절차적 민

주주의는 유보해도 좋다는 인식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

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경제 사회 문화적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이 당면한 문제입니다. 

 

이런 시대적 과제를 두고,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포용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 ‧ 18 정신을 계승하고 포용적 참

여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미얀마 등 아시아 민주화 운동과 한국의 역할 

 

세계 민주주의 역사의 이정표가 되고 있는 5.18 민주화 운동의 현재적 실천 과제는 미얀

마 민주화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어렵고 힘에 부치지만, 세계

의 민주주의를 향한 염원이 함께 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지와 연대만으로는 부족할 것입니다. 미얀마 군부 쿠테타 중단과 아시아 민주

화 증진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도 병행 해야 합니다.  

 

우선,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가스전 개발 사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국제사

회는, 쿠테타를 일으킨 군부의 자금줄을 끊기 위해, 미얀마 군부와 협력하는 기업들에게 

사업 및 배당 중단을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가스전 사업으로 2020년 한 해 동안 3,056

억원의 영업이익을 얻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국제사회의 요구를 일축하고 있습니다.  

 

현지 합작 회사인 MOGE는 군부 소유가 아니고, 배당금 역시 국책은행으로 입금된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쿠테타를 일으킨 군부가 이미 행정부를 장악했고 정부 예산도 통제

하고 있으니, 군부가 배당금을 직 ‧ 간접적으로 사용될 수 밖에 없음에도 변명으로 일관

하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도 미얀마 가스전 사업의 지분 8.5%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

에 의하면, 한국가스공사는 2월 1일 쿠테타 발생 이후 삼개월 동안 포스코 인터내셔널로

부터 우리 돈으로 약 200억원(1,670만불)에 달하는 배당금을 지금 받았다고 합니다. 쿠

테타 기간 동안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약 1,200억원의 수익을 얻었고. 미얀마 군부에 지

급한 배당금은 약 3,07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518 광주 정신의 계승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지하는 대한민국의 기업이, 군부 쿠테

타 세력과 싸우기 위해 시민들이 피를 흘릴 동안, 수백 억의 수익을 얻는 것이 과연 타당

한지 의문입니다. 글로벌 환경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지 사

회적 공론화가 시작되야 하는 이유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 정부 혹은 기업이 해외에

서 사업을 실시할 때 지켜야 할 규범에 관한 논의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민주화 운동 시절, 독일 정부는 자국의 민간단체 및 교회단체를 통해 대한민국의 노동운

동, 빈민운동, 교회운동, 청년운동 단체와 활동가를 지원하였습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 

민주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다른 나라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민감할 수 있습니다. 하

기에,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협력하는 민간단체와 정부가 협력해야 합니다. 분명한 것

은, 이 과정에서 우리의 민주주의가 옳으니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보고 따라하라는 식의 



오만함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국제사회가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합의한 지송가능개발목표(SDGs) 16번에는 민주

주의의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역사적으로 축적해 온 평화 ‧ 인권 ‧ 민주주

의의 등의 경험을 공유하는 국제협력이 필요합니다. 공적개발원조(ODA)의 형식 혹은 

공공외교의 형식을 통해서 협력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번 민주화 사태를 계기로 아시아 민주화 운동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에 대한 구체

적인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태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아세안민주인권기

금>법안에 대해서도, 여야가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내전에 가까운 상황에서 인도적 위기에 처한 미얀마 국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촉

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인도적 지

원은 필요합니다. 인도적 지원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논의를 이어나가도

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인도적 지원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하루 속히 평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미얀

마 군부는 로힝야 족은 탄압하여 100 만명이 넘는 로힝야 난민 사태를 촉발하였고, 오랜 

기간동안 북부 지역 소수 민족을 탄압해 왔습니다. 미얀마의 민주화는 군부로부터 탄압

받은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광주와 대한민국은 1980년 5월의 고통을 승리로 만들었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준 전 세

계 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5 ‧ 18 민주화운동의 정신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이 넘실

대는 미얀마를 위해 투쟁하시는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태는 작은 힘이 미얀

마 시민들에게는 큰 용기가 되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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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과 미얀마 사태, 시민사회의 역할을 되새기며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41년 전 518을 기념하는 이 자리에서, 지금 군부가 휘두르는 총칼에 수많은 시민들이 쓰

러져 가는 미얀마를 생각합니다. 한국 시민사회는 오랜 시간 버마 민주화 운동을 지원하

고 그들과 교류해왔습니다. 광주 역시 버마 민주화운동을 응원하고 격려했던 곳입니다. 

장기간에 걸친 군부 독재 이후, 매우 편향된 선거룰에도 불구하고 군부와 NDL간의 동거 

정부가 탄생한 미얀마 상황에 안도한 것도 잠시, 우리는 이후 버마에서 벌어진 로힝야 학

살 소식에 분노하다, 이어 그 오랜 민주화운동을 무위로 돌리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소

식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군부 구데타 소식이 들려오자마자 곧바로 한국 시민사회단체, 학계, 정치권에서 군부를 

비판하고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100곳이 넘는 시민사

회단체들은 긴급 대응 모임을 조직하여 한국 정부와 포스코 등 한국 기업이 미얀마 군부

에 대한 협력, 지원을 중단할 것을 전방위적으로 촉구하였고, 실제 정부와 기업의 일부 

조치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유엔과 아세안 등 국제사회가 미얀마 사태에 방관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1인시위 등 시민행동에도 적극 나섰습니다. 여전히 수많은 한국인들은 



미얀마 시민들을 도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모두가 인정하듯이,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남다른 대응에는 5.18

이라는 역사적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5.18은 군부 정권이 무차별적으로 시민을 살상

하고, 오랜 시간 사건을 은폐하고 왜곡하는 방식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를 억눌렀으

며, 나아가 정치사회적으로 특정 지역 시민들에 대한 낙인과 배제의 논리가 작동하게 했

던 국가폭력의 경험이었습니다. 미얀마 사태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발빠른 움직임과 

높은 공감대는 끔찍한 국가폭력의 사건들을 세상 밖으로 드러내고, 군부를 역사와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과정이고, 숱한 희생이 뒤따르는지 알고 있기 때문

입니다.  

 

미얀마 시민들을 응원하는 방법을 궁리하다가, 시간이 흘러 끝내 학살에 대한 책임을 지

고 역사와 법의 심판을 받는 미얀마 군부의 미래를 보여주는 방식을 검토하기도 했습니

다. 그것을 실현하는 것은 미얀마 시민들의 지치지 않는 저항이라는 것도 강조하고 싶었

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떠한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5.18은 동시대인들에게 당

시 저항했든, 침묵을 했든 혹은 아무것도 몰랐든지 간에 각자에게 부채의식을 갖게 했고, 

그것은 한편에서 한국 민주주의와 개혁의 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권력을 

찬탈한 책임자이자 518의 주범자들이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살상 행위에 상응

하는 처벌을 받지도 않았으며, 정치권의 역사 왜곡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미얀마 사태는, 미완의 상태에 있는 한국의 과거사 청산을 되돌아보게 하

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우선 가해자들이 충분히 반성하고 사과하게 만드는 것, 다시는 그

러한 국가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역사의 진실을 알려 나가고, 사회적으로 성찰하는 것, 

민주주의와 생명을 말살하는 폭력의 구조를 평화의 구조로 바꾸어내는 것. 이러한 일들

이 바로 시민사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시민사회가 

부단히 애써야 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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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민주주의네트워크 사무총장 연설 

이찰 수프리아디 (아시아민주주의네트워크(ADN) 사무총장) 

 

이 개막행사에 참석하신 민주주의의 동료, 친구, 현직에 계신 분, 책임자 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송진호 5.18 기념재단 자문위원 

송영길, 국회의원 

하태경, 국회의원 

이재정, 국회의원 

소모뚜, 미얀마 쿠데타 반대투쟁위원회 대표 

박은정, 참여연대 상임이사 

 

제가 개회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럼으로써 아시아 민주주의 네트워크와 한국이 

아시아 민주주의의 진보에 기여하는 바에 대해 저의 관점을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신 

주최 측에 감사드립니다. 

 



불행히도 민주주의는 현재 퇴보하고 있습니다. 수년에 걸쳐 우리는 아시아의 여러 나라가 

대중 영합주의적 지도자의 등장을 통해 비민주적 권위주의 체제로 가는 것을 목격했고 

이것이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는 현상을 보았습니다. 또한 권위주의적 지도자들이 권력을 

잡고 유지하는 방법과 국민을 억압하는 방법을 서로를 통해 빠르게 배운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한동안 전염병은 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제한했으며 억압에의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이제 아시아의 거의 모든 국가는 인도나 인도네시아와 같이 승리자였던 

곳을 포함하여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독재정권에 맞선 민중항쟁을 일으킴으로써 전세계에 영감이 된 광주의 

정신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광주 시민들은 독재자에 맞서 존엄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했습니다. 그 희생을 통해 한국은 자유를 쟁취했고 세계적인 

경제강국, 선진적인 민주주의와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로 거듭났습니다. 아시아는 한국이 

현재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려스러운 상황을 비롯하여 아시아 각국의 민주주의 

증진을 지원하는 데에 그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는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정치적 위기는 심각한 인권침해와 인도주의적 위기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국제사회가 미얀마에서 새로운 민주주의가 번성하고 그것이 안정화되는 것을 보장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대신 우리는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인권이 거래되는 

현실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금이 어디에서 조달되는지를 지켜보면서 씁쓸한 



교훈을 얻습니다. 그리고 따마도(역자 주: 미얀마 군대를 의미)에게 팔린 무기는 그 

나라의 시민을 고문하고 죽이는 힘으로 사용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상황을 끝내고 따마도의 폭력을 막고 민간인의 생명을 구하고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을 반드시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한국은 외교적, 비외교적 힘을 통해서 

다음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됩니다: 

1. 아세안과 유엔이 민간인 보호임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따마도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리라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정치범을 석방하도록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2. 폭력으로부터 도망쳐 빈곤 속에 살고 있는 난민들에 즉각적인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십시오,  

3. 미얀마의 민주주의 운동을 지원하고 미얀마 국민통합정부를 인정하십시오 

(NUG). 

 

미얀마의 무고한 민간인의 존재를 무시하지 맙시다. 억압을 겪고 있는 다른 나라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력을 제공합시다.   

 



5 월 18 일의 정신을 이어받은 한국이 아시아 민주주의의 옹호자로서 민주주의를 

촉진하는 역할모델이자 선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따라서 아시아 민주주의 

네트워크는 한국 정부와 국회에 민주주의의 방어를 위한 개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할 것을 호소합니다. 우리는 한국이 억압받는 국가에서 시민사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을 지원할 것을 권합니다. 한국인은 비슷한 생각을 공유하는 아시아의 

지도자들이 각 지역의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안전을 수호하고 평화와 정의를 유지하고 

민주적 원칙에 따라 조화로운 사회를 구성하기 위한 기금을 만들라고 설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힘을 단결시키기 위해 아시아인들 간의 연대를 강화함으로써 민주주의의 퇴보를 

밀어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늦기 전에 모든 전선에서 비민주적 권력에 맞서야 합니다. 

아시아 민주주의 네트워크는 퇴보에 맞서기 위해 단결의 물결에 합류하는 모든 사람을 

환영합니다. 

 

억압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우리의 자유를 사용합시다. 

감사합니다. 

 

 

 



이찰 수프리아디  

아시아 민주주의 네트워크(사무총장)  

아시아 민주주의 네트워크란: 많은 장벽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를 증진하고 수호하는 

일을 하는 각 지역의 네트워크로서 2013 년에 결성되었다. 아시아 민주주의 네트워크는 

민주적 단결과 연대를 구축하고 다음 세대의 민주주의 옹호자(청년)을 육성하고 지역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10 개의 회원 지역을 가지고 있으며 약 500 개의 

각국 조직과 국제적인 협력관계를 갖고 있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해 찾아볼 수 

있다: www.adnasia.org  

 

 

 

http://www.adnas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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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먼저 미얀마의 민주화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큰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월 1일 발생한 미얀마쿠데타 세력의 불법적인 권력찬탈 시도에 대항해 민주주의 

회복을 외치며 싸우고 있는 미얀마 민중들의 저항이 어느덧 3달을 넘겼습니다.  

 

사망한 시민의 수는 800명에 가까워졌고, 체포나 구금된 자의 수도 4천여명 됩니다.  

 

이렇듯 군사반란세력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잔혹한 학살만행은 이제 너무도 공공연하게 

백주대낮에 버젓이 벌어지고 있으며, 유아 살해부터 사람을 산채로 화형 시키는데 이르

기까지 갈수록 그의 만행이 너무 처참해서 차마 인간이 저지른 짓이라고는 도저히 상상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미얀마는 현재 인터넷이 차단 된 상태 입니다. 모든 언론사가 통제 됐고 현재 기자 80명 

이상이 체포 됐습니다. 군사 세력이 통제하는 국영방송 2개만 운영 중이며 매일 거짓뉴

스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영방송에서 매일 밤마다 쿠데타를 저항하는 연예인들, 음

악가 등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의 명단을 공개수배자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국가 



안정에 영향을 주는 뉴스를 살포해 형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 되고 있습니다. 이 조항위

반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현재까지 유명 연예인들 포함 1000명이상 국

민들이 공개수배 당했습니다. 

 

참혹한 탄압이 일상화 되어가도 미얀마국민들의 민주화 요구 시위가 미얀마 곳곳에서 매

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쿠데타 당시 때부터 빠르게 확산 된 노동자들의 총파업도 계속 강

하게 진행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공무원의 70%가 시민불복종운동에 참여 중 입니다. 

3개월째 임금을 안받고 투쟁하고 있는 공무원들, 노동자들에게 생계비를 국내 국외거주 

미얀마인들이 후원하고 있습니다. 재한 미얀마인들과 한국인들, 한국 여러단체들이 시민

불복종운동 참여 중인 노동자들에게 현재까지 후원금 5억원 이상을 보내 드렸습니다. 

 

현재 미얀마군인들, 경찰들이 탈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공군80명이 잡단 탈영을 했

습니다. 외신과 인터뷰 하는 탈영한 군장교가 군사세력이 군인들에게 발포와 약탈, 고문 

같은 잔혹한 만생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고 합니다. 실제 탈영한 군인은 전체 3%정도 

이지만 군인 절반 이상이 군사세력이 패배할 것이라 믿고, 민주화 운동에 동조할 것이라

고 합니다.  

 

목숨 바쳐 투쟁하고 있는 미얀마 국민들의 민주화 운동에 국제사회의 관심은 매우 뜨겁

지만 세계평화를 보호해야 하는 유엔과 안보리는 미얀마 군사세력을 지원하고 있는 중국

과 러시아 때문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미얀마국민들은 중국과 러시아한테 이

미 쿠데타를 당한 유엔기구에 대해 매우 실망 하고 있습니다.  



미얀마군사령관 민 아웅 흘라잉은 지난 4월 24일에 아세안 국가지도자 특별회담에 참여

해서 폭력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이 포함 한 5대 사안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합의한 다

음날에 미얀마 시민2명을 총살 해 합의안은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군사령관은 현 상황

이 종료된 뒤 아세안 특사를 수용하겠다며 애초 합의를 뒤엎었습니다.  

 

3개월 넘게 민주화 운동을 절실히 하고 있는 미얀마국민들은 군사독재 타도, 민주화 쟁

취를 위해 3가지 투쟁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지속적 저항 시위, 노동자 총파업 유지, 민족통합정부(NUG)와 연방의회대표위원회

(CRPH)가 미얀마 정통 유일정부로 국제사회에 공식 인정을 받아 미얀마의 민주화 투쟁

을 성공 시키겠다는 방향으로 투쟁하고 있습니다.  

 

민족통합정부(NUG)는 지난해 총선거에 압도적으로 선출 된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연방

의회 대표위원회(CRPH)를 포함한 민주진영과 소수민족 인사들로 포함 된 과도정부이

며 4월 16일에 출범 했습니다.   

 

NUG는 불법 쿠데타를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권력을 장악한 미얀마군사세력이 창설한 

그 어떠한 재단, 내각 및 직책 등을 인정하지 않음을 천명했습니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미얀마와 공식 외교 관계를 수립한 모든 국가 및 미얀마가 회원국으

로 속해있는 모든 국제, 지역 기구는 오직 미얀마의 정통정부인 "민족통합정부NUG" 와 



관계를 수립하고 교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국제 사회와 대한민국 국회가 미얀마 국민들과 뜻을 함께 하는 미얀마 정통

정부 NUG를 인정해 줄 것과 앞으로 미얀마와의 교류와 지원사업을 대한민국내의 미얀

마 "민족통합정부NUG" 지부와 논의, 협력해 줄 것 호소합니다.  

 

5월 6일날에 NUG가 군사세력의 폭력과 공격으로부터 지지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

방어군'을 창설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민방어군 조직이 연방군 창설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미얀마 곳곳에서는 군부 쿠데타에 저항하는 시민들이 사제 무기를 

들고 정부군을 공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 일부 시민들이 소수민족 무장단

체로부터 군사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군사쿠데타 반란군은 비무장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공습을 자행, 희생자를 양산하고 수

많은 국민들을 삶의 터전을 떠날 수밖에 없는 난민으로 전락시키고 있으며, 현재 그 수가 

30,000여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현재 태국정부가 국경을 막고 있습니다. 국경을 못 넘어가서 수많은 어린아이들부터 노

인에 이르기까지 호구할 곳 없는 벌판과 동굴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6월부터 미얀마는 

우기 입니다. 우기 때 고인물로 인해 발생하는 댕기열과 말라리아로 많은 이들이 죽고 홍

수피해가 심해서 국경에 있는 난민들의 생명이 매우 위험합니다.  

 



지난 5월 7일에 군사 쿠데타 반란군이 전 세계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화학무기를 공습으

로 투하하여 KIA(까친 독립군) 병력에 피해를 입혔다고 KIA 측 대변인이 발표했습니

다. 반란세력은 어제 KIA 작전지역에 전투기를 동원해 대규모 공습을 가했는데 투하된 

무기 중에 화학무기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병력들 중 상당 수가 폭발에 휘말리지 않

았음에도 갑자기 피부가 벗겨져 떨어져나가는 등의 이상증세를 보인 것으로 확인되었습

니다. KIA 측은 이와 같은 화학무기 사용이 이루어진 것이 3일 정도 되었다고 발표했습

니다. 더 이상 넘을 선이 남아있는지 궁금한 지경입니다. 

 

 

미얀마민주화와 5.18정신 

 

미얀마 역사에서 이번 사태가 처음이 아닙니다. 

 

미얀마에서의 첫 쿠데타는 1962년에 발생했습니다. 당시 네윈 장군은 영국으로부터 독

립한 지 10년이 조금 넘는 연약한 정부를 전복시켰습니다. 이후 군이 49년간 정권을 잡

았습니다. 1988년 민주화 시위 2년 후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시위대 약 3천명이 목숨을 

잃는 희생을 치르며 NLD 당이 이겼지만, 결과는 장군들에게 외면당했습니다. 2015년 

NLD가 다시 압승을 거뒀습니다. 강력한 여론에 군부도 이번에는 결과를 인정했습니다. 

이후 미얀마는 정치적 진화를 시작하면서 ‘민주주의의 등불’이라는 칭송을 받아왔습

니다. 

 



현재 미얀마의 시위의 열기가 사그라들지 않는 데에는 이 같은 배경도 한 몫을 합니다. 

군부와 민주 정권을 모두 경험해 본 미얀마군민들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미얀

마국민들은 군부의 폭력 진압에도 계속 싸울 것이고, 두려워하면 두 번 죽는다, 만약 우

리가 두려움 때문에 지금 멈춘다면 이는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게 배신하는 것

이고, 앞으로도 지금보다 더 무서운 시대를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싸움은 마지

막 싸움으로 생각하고 독재 타도, 민주화 쟁취, 모두 민족들이 함께 평등하게 살아가는 

연방체제국가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길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정신을 심어 준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주화 투쟁 정신 입니다. 겨울을 

이기는 봄이 오듯이, 군부 쿠테타를 이기고 민주화를 쟁취했던, 혹독한 겨울을 이겨냈던 

5.18 광주 민주화 정신 말입니다. 군부 쿠테타에 저항하며 민주주의를 염원했던 광주 

5.18민주화 운동은 미얀마 1988년 8월8일 8888항쟁의 원동력이 되었고 그 힘은 2021

년 미얀마의 국민의 민주주의 염원에 불을 당겼습니다. 

 

광주는 지난 20년 동안 한국 내 미얀마민주화 운동을 하는 미얀마인들과 긴밀하게 연대

를 해왔습니다. 미얀마 민주화 지도자 아웅싼수찌여사님과 민꼬나잉 선생님에게 광주인

권상을 드리며 미얀마민주화운동에 든든한 파트너로 함께 해 왔습니다. 2월 1일 쿠데타 

발생일에 쿠데타 일으킨 미얀마군부에게 광주가 가장 먼저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5.18 가두방송을 이끌고 주먹밥 공동체를 만들었던 광주는 현재 미얀마 시민들의 저항



이 광주의 518과 닮은 꼴이며 죽음과 희생으로 국민의 힘으로 지켜온 민주주의를 지켜

온 미얀마 시민들에게 깊은 공감과 연대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는 미얀마의 민주주의 정

착될 때까지 미얀마의 시민사회와 협력하고 연대하며 인간 존엄이 실현되는 그 날까지 

함께 행동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며 오늘도 미얀마국민들과 함께 민주화 투쟁을 하고 있

습니다.  

 

미얀마국민들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미얀마의 민주화를 가장 많이 지지하고 후원하고 있

는 대한민국의 도움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군의 개입까지 요청하고 

있습니다. 미얀마국민들은 한국군이 개입하면 미얀마 상황을 빠르게 종료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민주화는 아시아의 평화를 넘어 전세계의 민주화를 위한 것입니다. 미얀마가 

민주화를 꼭 쟁취해야 합니다. 민주화는 총칼 앞에서 지지 않는다는 역사를 세계에 남겨

야 합니다. 이런 위대한 세계적 역사를 대한민국과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 국회, 시민사회가 고통 받는 미얀마의 국민들과 민주주의를 회복

하는 그날까지 함께 투쟁해주시길 부탁드리며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응원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예더봉 아웅야미 (혁명은 승리한다) 



2021 GWANGJU DEMOCRACY FORUM 

Keynote Speech and Opening Panel 
 

 

 

2021 Gwangju Democracy Forum 

Congratulatory Address 

Jung Geun-sik (Chairman,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This year, May came again after “the magnolia has bloomed and faded.” This morning, as 

we celebrate the 41st anniversary of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I am honored to be 

here in the Mangwol-dong National Cemetery, paying tribute to those who ushered in the 

“Brilliant Daedong World,” rethinking the spirit of May 18 and giving a congratulatory 

message at the Gwangju Democratic Forum. 

 

The modern history of Korea is characterized by the achievement of industri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as efforts to overcome the legacy and wounds left by division and war, 

and to live as human beings.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along with the April 

19 Revolution, the Buma Democratic Uprising, the June Democratic Uprising, and the 

Candlelight Revolution, has been the culmination of the nationwide efforts for democracy 

and what made Korea the leader of democracy in Asia. 

 

However, there remain painful wounds from state violence, which are far from healed. 

Civilians victimized during Japanese colonial rule and the Korean War, as well as those 

who suffered from human rights violations during authoritarian rule, still hold the pain. 

In order to remove these dark shadows cast upon the modern history of Korea, we have 

implemented projects to put into practice transitional justice and have accomplished a 

significant achievement through the Special Act on the May 19 Democratization 

Movement, the Special Act on Discovering the Truth of the Jeju April 3 Incident and the 

Restoration of Honor of Victims, the Special Act on Finding the Truth of Anti-National 

Acts under the Colonial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and the Basic Act on Settling the 

Past History for Truth and Reconciliation. 

 



A peaceful democratic state and dignified human rights are a given. A national community 

that guarantees a humane living conditions is established when justice based on truth is 

realized. We have learned this lesson from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It reminded 

us that not only the nobility of historical truth but the punishment of those responsible 

for state violence, and the courage and solidarity of those who sacrificed themselves for 

justice, are important social values in modern society. 

 

Last year, we set out to uncover the truth of May 18, which we have tried to uncover for 

the last 40 years but have yet to complete. We have realized that historical truth does not 

exist in abstract time and space, separate from reality. It requires to be confirmed through 

constant debate within society and realized in the field of the living. Along with this,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which deals with va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during the Korean War and under authoritarian rule, has reinitiated its operation after 10 

years.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and the realization of transitional justice is the 

driving force for a bright future for our society. 

 

In recent years, we are relearning the importance of apologizing, repenting, and civic 

tolerance for the realization of transitional justice beyond mere punishment for those 

responsible for state violence. The road to forgiveness and reconciliation is prepared not 

only by an apology from above but also by an apology from below. In a speech 

commemorating the 40th anniversary of May 18 last year, President Moon Jae-in said to 

the person in charge of martial law forces and responsible for state violence, “If you have 

the courage to confess the truth, you will open the way to forgiveness and reconciliation.” 

The recent confession and apology of soldiers who were mobilized during the May 18 

Uprising show another path to forgiveness and reconciliation. 

 

As May 18 approaches each year, we are confronted with historical questions left by those 

who have sacrificed themselves at the Jeonnam Provincial Office 41 years ago. Last year, 

the president said, “Would I have been able to remain at the provincial office that day? If 

we took the time to ask ourselves that question, whatever the answer would be, it would 

be a response to the victims of that day.” That is right. The spirit of solidarity that 

permeates the May 18 spirit is not only social solidarity with the people living in this era 



but also the historical solidarity of anyone who sincerely responds to the questions posed 

by those who have who have gone before us. 

 

Over the past 40 years, we have made great efforts to nationalize and globalize the May 

18 spirit. We have sought globalization as an external expansion of nationalization, as well 

as nationalization facilitated through globalization. The Gwangju Biennale, the Asian 

Human Rights Charter, the Gwangju Human Rights Awards, the Gwangju Asia Forum, 

the Asia Culture Center, the World Human Rights Cities Forum, and the May 18 Archives 

are the products of these efforts. Gwangju Metropolitan City, the May 18 Memorial 

Foundation, and various civic groups have been the leaders in this effort. 

 

The globalization of the May 18 spirit that we are pursuing is facing many challenges in 

the global competition for hegemony between the US and China as well as the COVID-19 

pandemic. In particular, the regress of democracy in various parts of Asia, such as Hong 

Kong, Thailand, and Myanmar, has become a global concern and a great challenge in the 

context of the globalization of the May 18 spirit. We discussed the need for a campaign 

against the domination of military dictatorship and militarism last year in celebrating the 

40th anniversary of May 18. However, the Myanmar coup is now testing our competence 

and communication capacity. How can we step out of this helplessness? 

 

The May 18 Foundation has been practicing solidarity by promoting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Asia through the Asia Forum. We hope that the Gwangju Democracy 

Forum will develop into a pragmatic institution that facilitates democracy not only in 

Korea but also throughout Asia, and that it will become a foundation for young people in 

Asia to grow into leaders in democracy and human rights.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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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ization of the May 18 Spirit 

& 

Improvement of Asia Democracy 

Song Young Gil (Member of Parliament, Representative of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Hello. I’m Younggil Song, leader of Korea’s Democratic Party.  

 

First, I sincerely celebrate the 2021 Gwangju Democracy Forum being held in celebration 

of the 41st anniversary of the Gwangju Democratic Uprising. It is a great honor to be a 

keynote speaker.  

 

I extend my deep gratitude to our distinguished guests, including members of National 

Assembly: Taekeung Ha from the People Power Party, Jaejung Lee from the Democratic 

Party, Secretary General Jungeun Park from the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Chairperson Somothu from the Myanmar Military Dictatorship Overthrow 

Committee in South Korea, Secretary General Ichal Supriadi from the Asia Democracy 

Network, and former Executive Director Jinho Song from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who will also serve as a moderator for this opening session. Also, I 

offer my deep thanks to Dongnyeon Jeong, the chairperson of the May 18 Memorial 

Foundation, and to its staff, who prepared for the 2021 Gwangju Democracy Forum.  

 

On May 7, 2021, as the leader of the Democratic Party, I convened the party’s first 

leadership committee meeting here in Gwangju. On that day, I and the Democratic Party 

leadership visited the May 18 National Cemetery to pay respect to the souls of victims who 

died protesting in May 1980. I also promised my friend Yeongjin Jeon (translator’s note: 

Jeon was killed during martial law by a soldier in Gwangju during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while protesting against the military dictatorship) that I would inherit and 

develop the May 18 Spirit while paying respect at his grave.  



 

Korea’s democratization owes a great deal to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which has 

its 41st anniversary this year. Forty-one years ago, Gwangju became a huge part of modern 

Korean history as the root of democracy in Korea and as the foundation of today’s 

democratic republicanism.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was a tragedy in which 

unjust state power violated people’s human rights, freedom, democracy, and lives. At the 

same time, the Uprising was a historical moment we should be proud of, a moment that 

set a new democratic milestone through resistance against the military’s authoritarian 

regime. The Gwangju of May 1980 is still alive in our reality today. It is an unfinished 

chapter of history that has not yet been processed. The Republic of Korea’s democracy has 

improved via the lesson of this tragedy. Based on the Gwangju people’s sacrifice, our 

democracy could survive and rise again.  

 

Now, the May 18 Spirit in Gwangju is also becoming important in Korea, Asia, and global 

democracies. Today, we have a mission to inherit, develop, and spread the values of 

democracy, human rights, and peace that we learned through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We must disseminate them around the world as universal values of humankind.  

 

For future generations around the globe, Gwangju’s May 18 Spirit of resistance must be 

translated into today’s language, as a “solidarity with the people who defended freedom 

and democracy from the tyranny of the military regime.” Meeting and communicating 

with Asian neighbors to develop solidarity is an important task for Gwangju. 

 

To guarantee peace for all people of the world, all forms of violence—including war, civil 

war, and conflict—should end. A people-centered approach supporting life, safety, 

democracy, peace, human rights, cooperation, and transnational solidarity should be 

highlighted to reinterpret the May 18 Spirit and to work together for a better future.  

 

In the midst of the pandemic crisis, threats to democracy and to civil society in Asia and 

globally are becoming a reality rather imaginary. After the military coup in Myanmar on 

February 1, 2021, voluntary pro-democracy protests have continued for over a hundred 

days. On February 26, 2021, the National Assembly voted in favor of a resolution calling 



for the release Aung San Suu Kyi and condemning the military force in Myanmar. 

Furthermore, as chairperson of the Foreign Affairs and Unification Committee at the 

National Assembly, I and seventy-two members of the Democratic Party’s National 

Assembly emphasized similarities between 1980’s May 18 Democratic Uprising in 

Gwangju and the current pro-democracy movement in Myanmar in a letter to the United 

Nations Secretary General and permanent members of the Security Council. The letter 

strongly urged the Security Council to quickly respond to Myanmar’s current situation.  

 

All Koreans are saddened by bloody suppression during the pro-democracy struggle in 

Myanmar, and Koreans support the Myanmar people residing in Korea. The memories of 

Gwangju forty-one years ago and the song “Marching for Our Beloved” (translator’s note: 

a song symbolizing the May 18 Spirit of Resistance) are recalled with a new resonance in 

Myanmar and in Korea.  

 

In this context, I think the 2021 Gwangju Democracy Forum held this week under the 

main theme of Global Democracy Today and Tomorrow after the COVID 19 era is very 

timely. Therefore, I would like to share my thoughts on Korea’s current situation 

regarding democracy in 2021 and the globalization of the May 18 Spirit to promote 

democracy on an international level, especially in Asia.  

 

I belong to the Democratic Party, also called the “Minjoo Party.” Therefore, I would like 

to summarize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in Korea in four directions. I name it “The 

Minjoo” process (translator’s note: He plays with words because the pronunciation of “the” 

in English and “deo” in Korean is similar. In Korean, “deo” has a nuance of “something 

more”). 

 

Firsts of all, the type of democracy should be “further down democracy,” which means a 

grassroots or direct democracy. Importantly, local governments and residents must 

strengthen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at local, city, and village levels and create a 

democratic practice and culture of participation and autonomy. Spreading democracy to 

the other regions in Korea and beyond is also critical. As with reinforcing transnational 

solidarity and cooperation at state level, it is now crucial to strengthen urban diplomacy, 



public democracy (based on a democratic approach with people), and transnational 

cooperation (so local, regional, and global communities can communicate and cooperate). 

 

Second, it should be a “more inclusive democracy.” It refers to an open and inclusive 

democracy in which everyone residing on Korean soil can participate without any 

discrimination. The vision of “standing together” for freedom and equality that Gwangju 

pursued in May 1980 should apply to everyone living on the Korean peninsula regardless 

of race, nationality, and the like. Thus, migrant people, refugees, North Korean defectors, 

and overseas Koreans should be able to participate in and enjoy democracy based on the 

logic of “leave no one behind.” However, the Korean Constitution’s definition of human 

rights specifies the rights of “people” as the rights of “people with citizenship.” If 

misinterpreted, it could discriminate against migrants and refugees. 

 

Third, it should be “deeper democracy,” which refers to solving practical economic and 

social problems in everyone’s lives beyond using only regular elections and the National 

Assembly. It means considering democracy as more than an “institution.” We should 

implement democracy as a “way of life” and as an everyday experience. The typical socio-

economic problems that people endure include getting jobs, childcare, and housing. A 

democracy that does not solve such socioeconomic problems means nothing—the quote 

“having a meal is democracy” speaks to this.  

 

Fourth, it should be “farther democracy,” which means democracy for global neighbors 

beyond Korea’s national boundaries. During the Candlelight Revolution five years ago, 

protesters said “the best Korean wave is a candlelight wave.” Neither the May 18 Spirit 

nor the Candlelight Revolution should remain only in Korean history as a source of pride; 

we should try to take the responsibility to communicate, create solidarity, and support the 

global community because we all share the survivors’ debt.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based on peace, human rights, and democratic 

agendas, and we must further strengthen public diplomacy.  

 

The Economist international economic magazine publishes an annual democracy index 

for 167 countries. In 2020, Korea ranked 23rd, with a score of 8.01 out of 10. According to 



this index, 8-10 points indicates a full democracy, 6-8 a flawed democracy, 4-6 points a 

hybrid system, and 0-4 points an authoritarian system. In the Asia–Pacific region, New 

Zealand, Australia, Taiwan, Japan, and Korea were rated as having complete democracies.  

 

Meanwhile, the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dex released by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Democracy and Electoral Assistance in December 2020 evaluated Korea as a 

high-performance democratic country. In the Asia–Pacific region, it is the only country 

included with New Zealand and Australia. Japan and Taiwan were rated as middle-range, 

and most Asian countries were in the lower group. 

 

The Democratic Diversity Survey published in December 2020 tracked and indexed the 

degree of violation of democratic principles while responding to COVID 19. South Korea 

is the only country in the Asia–Pacific region, along with Australia and New Zealand, to 

be without violation. 

 

Considering the three indicators above, Korea’s democracy has stabilized and continued 

to grow despite the pandemic crisis. At one time, Korea’s democracy was in crisis, but it 

showed its resilience through the Candlelight Revolution in 2017.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recognition of democracy in Korea is truly invaluable for past generations 

who devoted their teens and twenties during the gloomy era of the 1970s and 1980s. I 

think the starting point for Korea’s developing democracy is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in Gwangju in 1980. 

 

Although we are proud of this achievement, we should never be satisfied. As we have 

experienced, democracy can weaken at any moment if we are indifferent.  

 

Nevertheless, the reason for sharing this high recognition from the international society 

is to emphasize the responsibilities and roles—that is, the duties that we, Gwangju and 

the Republic of Korea, have in promoting democracy. In other words, we are accountable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specially for citizens in many countries that have not 

yet fully achieved democratization. 

 



Korea experienced continuous economic development and democratization over the past 

forty years and has been evaluated as an exemplary model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by the United Nations and the global civil society. However, we 

know this achievement was not only a result of our own efforts.  

 

In May 1980 in the former Jeonnam Provincial Hall (translator’s note: the final resistance 

site on May 18), peace corps helped recover the bodies of the citizen army’s soldiers killed 

by the martial law troops. A journalist from Germany named Jürgen Hinzpeter was also 

there. His story became known through the movie A Taxi Driver. In addition, we 

remember the help from aid organizations, foundations, NGOs, and religious institutions 

in North America and in Europe that supported the women’s rights, labor, and pro-

democracy movements in Korea throughout the dark 1970s and 1980s. We remember the 

history. We can’t just boast about the proud history of Korea’s journey from “a country 

that receives aid to a country that gives aid.” 

 

The debt and pain from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became the foundation of 

Korea’s democratic movement in the 1980s, which led to the June Struggle in 1987. The 

Spirit was also resurrected through the Candlelight Revolution. In this vein, Korea 

shouldn’t ignore the pain of people in the Philippines and Myanmar today. The people in 

the Philippines achieved democratization in 1986 via the People Power Revolution, and 

Myanmar’s people experienced the 8888 Pro-Democracy Protests in 1988.  

 

Myanmar’s people are bleeding on the streets for a third democratization attempt, 

following two failed democratization movements in 1988 and in 2007. The spirit of the 

41st anniversary of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should entail supporting their blood 

and sacrifice while fighting against the regression of democracy and resisting the 

weakening of civil society that has appeared during the coronavirus pandemic. 

 

During this Gwangju Democracy Forum, around thirty sessions have addressed issues 

concerning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democracy in Korea and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I feel the content of this forum show the direction of the Democratic Party I belong 

to and of Korea’s democracy. 



 

In addition, discussions on Myanmar’s democratization will be held via several sessions 

during this 2021 Gwangju Democracy Forum. We promise to review the specific proposals 

to be made as a result of this forum and to apply these proposals to practices in our 

Democratic Party and in the National Assembly.  

 

Finally, thanks again to the May 18 Memorial Foundation for preparing the meaningful 

Gwangju Democracy Forum and to all those who participated in the forum. The May 18 

Spirit, based on the core values of peace, human rights, and democracy, should align with 

the values, strategies, and actions of a “peaceful, just, and inclusive democratic society” 

that the United N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im for. I would like to conclude 

by emphasizing the need to take concrete actions.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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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pirit of May 18 and Myanmar 

Ha Tae Keung (Member of Parliament, People Power Party 

&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Defense Committee) 

 

Good day. I am HA Tae-kyung, a member of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from the 

People Power Party. I would like to express my gratitude to the May 18 Memorial 

Foundation, the organizer of the Gwangju Democracy Forum, for inviting me to this 

special and meaningful event. 

 

I entered university in 1986, and I am of the generation of the 1987 June Uprising. 

Democracy in 1987 was made possible because of Gwangju in 1980. When I entered 

university, I heard stories about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from my upperclassmen, 

and that became the starting point of my involvement in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In that respect, all of you, the leading figures of the May Democratization Movement, 

present here are the true protagonists of democratization in our country. For that, I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 gratitude. 

 

 

Going Beyond May 18 in Gwangju to May 18 in Korea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is no longer just a story of Gwangju. It is a symbol 

of Korea’s democratization and belongs to all of us. Even though I belong to a conservative 

party, I have tried to give my support to represent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as a 

symbol of the democratization in Korea.  

 

In the past, the singing of the “Marching for Our Beloved” in unison was embroiled in 

controversy within the conservative party. Now, the conservative party cannot raise a 

voice against it. 



 

Also, I denounced more strongly than anyone else when an extreme right-wing man like 

JI Manwon tried to distort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Because of that, he 

sued me and a civil trial is still ongoing. 

 

If there are any attempts to distort and undermine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in the future, I will take the lead in shielding against it. Please do not hesitate 

to inform me. 

 

 

The May 18 Historical Distortion Punishment Act Is Against the Spirit 

of May 18 

 

I think the spirit of May 18 is protecting the freedom, human rights, and democracy that 

we now enjoy. I recently insisted on allowing the publication of the memoir of Kim Il-sung 

of North Korea. This does not mean that I try to defend the memoir of Kim Il-sung. 

Although it is mostly fiction and fabrication, I believe that allowing such books to be 

published is a way to preserve freedom of expression and pass on the spirit of May 18. 

 

When we intentionally block and punish people for making false claims, society will 

eventually regress in the direction of dictatorship. 

 

In this respect, I would like to state one bitter fact: I don't think that the May 18 History 

Distortion Punishment Act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some time ago is 

inconsistent with the spirit of May 18. Misleading claims made by people like JI Manwon 

can be punished severely by existing laws. However, blocking the criticism of May 18 from 

valid sources risks being a fundamental violation of freedom of expression. 

 

I believe that boldly allowing criticism of May 18 is more in line with the spirit of May 18 

that fought for freedom, human rights, and democracy. For the sake of the spirit of May 

18, we ask those who are here, those who are striving to pass on the spirit, to think forward. 



May 18 and Myanmar 

 

May 18 is the product of the heroic struggle of the fighters of those times who are present 

here and the citizens of Gwangju. However, with the support and encouragement of the 

world, along with the efforts of many Koreans, it contributed to the 1987 June Democratic 

Uprising. 

 

During the military dictatorship, local news about May 18 was controlled by the media, 

but the reports of foreign media and the efforts of foreign activists helped us get closer to 

the truth. Their efforts helped us to overcome the forces of military dictatorship. 

 

The present condition in Myanmar reminds us of Gwangju in 1980. We must never 

condone the Myanmar military, which cruelly slaughters the people of Myanmar who cry 

out for freedom and democracy. 

 

The armed forces in Myanmar are strong. Fighting can be lengthy. But lies cannot win 

over the truth. Just as May 18 achieved democratization of our country, I am confident 

that Myanmar, though suffering today, will achieve freedom and democracy. 

 

But, as we have experienced, freedom does not come by itself. Democracy and freedom 

can be achieved only when the forceful struggle of the people of Myanmar and the effort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support it go hand in hand. 

 

 

Solidarity with Myanmar Through the ASEAN Democratic Human 

Rights Fund 

 

It is highly appreciated that President Moon Jae-in and the Korean government strongly 

condemned the atrocities of the Myanmar military and severed military exchanges. But I 

think this alone is not enough. 

 



So, I recently proposed a bill, the ASEAN Democratic Human Rights Fund Bill, which 

supports activities to improve human rights and promote democracy in Myanmar. This 

is a bill that requires the Korean government to raise funds to suppor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NGOs engaged in human rights and democracy activities in 

Myanmar. Myanmar organizations and activists attending this event in cooperation with 

the May 18 Memorial Foundation are the main recipients of the funding. 

 

I think this funding can show that Myanmar’s activists and people are never alone. Let 

us show that the government and people of the Republic of Korea are with the people of 

Myanmar in the process of their long battle. 

 

In order to pass the ASEAN Democratic Human Rights Fund Bill, I ask for the active 

participation and support of the Democratic Party lawmakers, including chairman Song 

Young-gil, who are now present. 

 

Once again, I sincerely thank the elders of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the citizens of Gwangju who have made Korea great. I also express my deep respect for 

and solidarity with all of Myanmar’s activists, who are struggling for the future of 

Myanmar.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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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ing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the Current Situation in Myanmar, 

and the Role of Civil Society 

Jungeun Park (Secretary General,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In commemoration of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that occurred forty-one years ago, 

I think about Myanmar, where countless citizens were killed by guns and swords through 

military force. Korean civil society has been supporting and interacting with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in Myanmar for a long time. Gwnagju also supported and 

encouraged the pro-democracy struggles in Myanmar. After a long period of military 

dictatorship, we were relieved by the news that the coalition between the military and the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had begun despite the biased elections. However, we were 

later very saddened and angry with the news of the Rohingya genocide in Myanmar, and 

then we were shocked by the news of the Myanmar military coup that had overturned the 

longstanding struggle for democracy among the people. 

 

Soon after hearing the news of the military coup, Korean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cademia, and political circles criticized the military and called for democracy to be 

restored. In particular, more than a hundre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coordinated a 

meeting for emergent response, urging the Korean government and Korean companies 

such as POSCO to stop cooperation and support the Myanmarese military. In fact, this 

led the government and companies to take some measures. It has also actively engaged in 

civic action such as one-person protests to influenc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g., 

the United Nations and the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Still, many Koreans 

are looking for ways to help Myanmarese citizens. 

 

Admittedly, the unusually rapid response of Korean civil society toward the situation in 

Myanmar is based on the historical experience of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The 



military regime suppressed the demand for democracy by indiscriminately killing citizens 

and concealing and distorting the historical facts for a long time; further, it politically and 

socially stigmatized and excluded the people in Gwangju. Likewise, the swift response and 

strong sympathetic bond toward the situation in Myanmar are a response to the 

experience of brutal state violence. Through this experience, people in Gwangju realized 

how difficult it is to speak the truth about the tragedy to the outside world, bring 

perpetrators to justice, and fathom how many sacrifices are involved in the process.  

 

While trying to determine how to enliven the citizens of Myanmar, we also looked at ways 

in which to determine the future of the Myanmarese military in terms of taking 

responsibility for the massacre and being judged by the law over time. I also wanted to 

emphasize that making it reality depends on the tireless resistance of the Myanmarese 

citizens. Then we conducted our own self-reflectio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left 

a sense of doubt in people as to whether they had resisted the military rule at the time, 

remained silent, or been completely ignorant to it. Also, it served as a driving force for 

democracy and reform in Korean society. However, it remains problematic that those 

responsible (i.e., those who seized power) and the high-level perpetrators of the May 18 

massacre are not apologetic and that the political circles are still distorting the historical 

events.  

 

So, the current crisis in Myanmar is also an opportunity to reflect on the unsolved matters 

of Korea’s historical reckoning. First of all, we should force the perpetrators to apologize, 

unveil the historical truth so that such state violence will not occur again, be self-reflexive, 

transform the violent infrastructure that suppresses democracy, and restructure people’s 

lives in the name of peace. This should be the responsibility of civil society. It is difficult 

and will take a long time to finally achieve, but it is something that civil society should 

strive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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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ech Secretary-General of Asia Democracy Network 

Ichal Suprichadi (Secretary General, Asia Democracy Network) 

 

Greetings to Colleagues and Friends of Democracy, Dignitaries, and resources persons 

present here at this opening event. 

 

Song, Jinho, Advisor of the May 18 Foundation 

Song Young-gil,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Ha, Taekyung,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Lee, Jaejung,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Somotu, Representative of the Committee against the Myanmar Coup 

Park, Eun-jung, Executive Director of the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Thank you to the organizers for this opportunity to delivering an opening remark, and 

speak about ADN and give my perspective on South Korea's role in progressing 

democracy in Asia.  

 

Unfortunately, democracy is regressing at the moment. Over the years, we witness a 

dramatic change of Asian countries towards authoritarianism through the rise of populist 

authoritarian leaders with the accompaniment of the non-democratic powers and built 

symbiotic relationships to undermine democracy. We see that authoritarians quickly 

learn from each other how to grab and retain control and methods of suppressing their 

people. All in a while, the pandemic exacerbated the situation to further place restrictions 

and giving space to oppression. Now, almost all countries in Asia experience serious 

challenges, including the land that used to be a champion like India and Indonesia. 



 

Today we gather here to commemorate the spirit of Gwangju, an historic people's 

movement against dictatorship which has become an inspiration around the world. The 

Gwangju people sacrificed themselves and rose against a vicious dictator to live with 

dignity. Due to those sacrifices, Korea has become a free country and has become a world 

economic power, a country with advanced democracy and high respect for human rights. 

The region has high hopes that Korea will increase its role of supporting democracy 

promotion to confront the current regression in Asia, and mainly in the worrying situation 

in Myanmar.   

 

The political crisis in Myanmar has turned into severe human rights violations and 

humanitarian crisis. We have to admit once the global community has failed to ensure 

new democracies flourish and stabilize in Myanmar. Instead, we have seen business deals 

been made with past human rights abuses in the name of their national interest. Now we 

learn a bitter lesson as we watch where money has been funded, and the weapons sold to 

the Tatmadaw are used as power to torture and kill its peoples now.  

 

We all have the responsibility to end the crisis, stop Tatmadaw violence, save civilian lives, 

and ensure the restoration of democracy in Myanmar by all means. South Korea should 

not hesitate to play an important role to use its diplomatic and non-diplomatic power to: 

1. Support the formation of the civilian protection mission by ASEAN/UN as this is 

the only way to save lives. It forced the Tatmadaw to release political prisoners, as 

they are unlikely to do it voluntarily.   

2. Provide immediate humanitarian aid for the new Displace Persons fleeing from 

violence who are now living in poor condition, including Rohingya prolong suffers 

because of conflict,  

3. Support the Myanmar Democracy movement, and recognize the National Unity 

Government (NUG). 

 



Let us not ignore the innocent civilian in Myanmar; give our best to help them and people 

in other countries under suppression too.   

 

Carrying on the spirit of May 18, South Korea, as a champion of democracy in Asia, has 

the importance of being the role model and leader of promoting democracy. Hence, the 

Asia Democracy Network would like to appeal to the Korean govt and parliament to take 

the best action to elevate intervention in defends democracy. We encourage Korean to 

provide strategic funds to support the NGOs' work in the countries under repressions. 

Korean can take the lead to convince like-minded Asian leaders to create a democratic 

fund to sustain democracy in the region, help safe-life, maintain peace, justice, and 

harmony under democratic principles.  

 

We must push back on the regression of democracy by strengthening solidarity 

among Asians to unite the strength. We must confront non-democratic power on 

all front immediately before it is too late. The Asia democracy network welcome all to join 

strength of unity to confront the regression.  

 

Let's use our liberty to help others who are suppressed. 

Thank You, and in solidarity 

 

 

 

 

 

 

 



Ichal Supriadi  

Asia Democracy Network (Secretary General)  

About ADN: It is formed in 2013 as a network of Regional networks that worked in 

promoting and defending democracy, despite all challenges. ADN works on building 

democratic unity and solidarity, cultivating the next generation of democracy advocates 

(Youth), and enhancing local democracy. With the spread of 10 regional members with 

around 500 national organizations and global partnerships. More information can be 

view at:  www.adnasia.org  

http://www.adnas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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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o.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 gratitude to the people in Korea who are 

actively supporting the struggle for democracy in Myanmar.  

 

The resistance of Myanmar’s people and their efforts toward the restoration of democracy 

have continued for over three months. They are fighting the military coup that took place 

on February 1, 2021 and illegally seized power. 

 

The number of dead citizens has approached around 800, and the number of people 

arrested or detained is about 4,000. 

 

Such cruel violence against people by insurgent troops is happening in broad daylight. It 

even includes killing infants and burning people alive. It is so horrible—it is hard to admit 

that human beings can perpetrate violence like this.  

 

Currently, the Internet is blocked in Myanmar. 

 

All media outlets are under military control, and more than 80 journalists have been 

arrested.  

 

Only two state-run broadcasting stations controlled by military forces are in operation, 

reporting false news every day. Every night, the broadcasting stations publicize a wanted 

list of social media influencers, musicians, and celebrities who are resisting the coup.  

 

They are being charged with violating criminal law, the logic being that they spread news 

that affects national security. Violators of this provision are subject to imprisonment for 

up to three years. To date, more than 1,000 people, including popular entertainers, have 

been put on the wanted list. 



 

Even as the brutal repression becomes commonplace, protests by people in Myanmar 

supporting democratization are happening every day in various areas in the country. 

General worker strikes have spread rapidly since the coup. 

 

Currently, seventy percent of all public officials are participating in the civil disobedience 

movement. Myanmarese in and outside of the country are sponsoring the livelihood of 

government officers and workers who have been struggling for three months while going 

unpaid. Myanmarese residing in Korea, Korean people, and various organizations in 

Korea have sent half a billion dollars in donations to workers participating in the civil 

disobedience movement.  

 

Soldiers and police in Myanmar are deserting. Recently, eighty Air Force soldiers deserted, 

and a deserting military officer interviewed by foreign media said that the military forces 

specifically ordered soldiers to shoot, rob, and torture people. 

 

About three percent of soldiers have deserted by now, but more than half of the soldiers 

believe that the military forces will be defeated and intend to join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very interested in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in 

Myanmar and the people who are fighting with all their hearts. However, the United 

Nations and the Security Council, which have obligations to protect the world’s citizens, 

are not able to play their role because China and Russia are supporting Myanmar’s 

military forces. The people of Myanmar are very disappointed with the United Nations 

agencies.  

 

The supreme commander of Myanmar’s military force, Min Aung Hlaing, sat down in a 

special meeting with country leaders of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on 

April 24, 2021 and came to a consensus on five issues, including an agreement to stop 

violence against people.  

 



However, the day after the agreement, two citizens in Myanmar were shot, and the 

agreement to be worthless. The commander overturned the initial promise to have an 

envoy from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fter the current situation is over.  

 

The people of Myanmar, who have been desperately struggling for democratization for 

more than three months, have adopted three approaches to overthrow the military 

dictatorship and achieve democracy.  

 

We intend to continue the protests and general strikes, and to establish the National Unity 

Government of Myanmar (NUG) and the Committee Representing Pyidangsu Hluttaw 

(CRPH; translator’s note: a Myanmarese government in exile representing a group of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lawmakers ousted in the 2021 Myanmar coup) under 

official recognition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the legitimate government of 

Myanmar. 

 

The NUG is an interim government launched on April 16, 2021, consisting of pro-

democracy figures, representatives of ethnic minorities, and CRPH lawmakers who came 

to office in a landslide victory in 2020. 

 

The NUG has declared that it will not recognize any foundations, cabinets, or positions 

created by the military that seized power improperly through an illegal coup. 

 

It also requests that all countries with established official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including the Republic of Korea, and all international 

and regional agencies of which Myanmar is a member state, establish relationships and 

exchange with the legitimate interim government, the NUG.  

 

Therefore, we will request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e Republic of Korea 

National Assembly recognize the NUG as the legitimate government of Myanmar, and 

discuss and cooperate with the NUG for exchange and support. 

 

On May 6th, the NUG announced that it had created a civil defense force to protect people 



from violence by military forces, adding that the organizing of a civil defense force would 

extend to the creation of federal forces. Currently, people in various regions in Myanmar 

who are resisting the military coup are armed with weapons that they made by themselves 

to fight the military forces. Also, some people are receiving military training from ethnic-

minority armed groups.  

 

Military forces have committed indiscriminate air strikes against unarmed civilians, 

making them victims of violence, and some people have become refugees with no choice 

but to leave their homes. The number of refugees currently exceeds 30,000. 

 

Currently, the Thai government is blocking the border; people who were not able to cross 

the border, including countless children and elderly, are living in unprotected fields and 

caves.  

 

On May 7th, a KIA (Kachin Independence Army) spokesperson announced that military 

forces had dropped internationally banned chemical weapons and damaged KIA troops. 

Military forces attacked the area under KIA operation in a massive air raid as well, and it 

was reported that this strike included an aerochemical attack. 

 

Many of the troops who were not directly affected by the air raid experienced their skin 

suddenly peeling and falling off. The KIA announced that the use of such chemical 

weapons had stretched over about three days, and I am wondering if any more atrocities 

are possible.  

 

 

Democratization in Myanmar and the May 18 Spirit 

 

This is not the first time such a thing has happened in Myanmar’s history. The first coup 

in Myanmar took place in 1962. At the time, military general Ne Win overthrew a fragile 

government that had been independent from British rule for ten years. 

 

After that, the military took power for forty-nine years, and elections were held two years 



after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in 1988. The NLD (translator’s note: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party won the election while around 3,000 pro-democracy 

protesters got killed, but the election result was neglected by the military. In 2015, the 

NLD overwhelmingly won again. The military had to admit the election result at that time 

due to the strong public support for the NLD. Since then, Myanmar has been praised as 

the “lamp of democracy” regarding its political progress.  

 

Such history plays a role as a background for the ongoing protests in Myanmar. People in 

Myanmar who have experienced both military dictatorship and democracy can’t retreat. 

They will continue to fight the violent suppression of the military. If we stop struggling 

due to fear, we won’t have a chance. To surrender would also mean betraying the people 

who sacrificed themselves for democratization in the past. If we surrender, we will live in 

a more fearful era.  

 

The history of democratization in Korea inspires us in the form of the May 18 Spirit, which 

overcame the harsh era under military rule and finally achieved democracy. 

 

Gwangju has been in close solidarity with the people of Myanmar and its democratization 

movement over the past two decades. The leaders of the democratic movement, Aung San 

Suu Kyi and Min Ko Naing, were awarded the Gwangju Prize for Human Rights. Gwangju 

has been a great partner to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in Myanmar. Also, it was 

Gwangju that first strongly condemned the coup by the Myanmar military on February 1, 

2021.  

 

Gwangju, which created a community of solidarity on May 18 by making rice balls, sharing 

them with people, and broadcasting the truth of state violence, has expressed strong 

sympathy and solidarity with the people of Myanmar; the two regions’ experiences are 

similar.  

 

The people of Myanmar are desperately demanding help from the Republic of Korea, 

which supports democratization in Myanmar more than any other country in the world, 

calling for the intervention of the Korean military. The people of Myanmar believe that if 



the Republic of Korea’s armed forces get involved, the horrible situation in Myanmar 

could be ended quickly.  

 

Democratization in Myanmar will support democratization in other countries around the 

world beyond Asia. Myanmar must achieve democracy; we must determine a history 

showing that people’s aspiration for democracy won’t be defeated by guns and swords. I 

want to create such a history with help from Korea. 

 

We ask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National Assembly, and civil society 

to stand with the people suffering in Myanmar until the day democracy is restored, and 

we sincerely thank you for supporting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in Myanmar.  

 

Revolution finally wins.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