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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hil Pyakurel (Laureate of the Gwangju Prize for Human Rights (2010), Nepal) 

  

저는 1970 년대 후반에 네팔 전국교사협회의 창립회원으로 사회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저는 인권보호포럼(네팔 최초의 인권단체)의 창립회원이자 민주주의와 

민족단결을 위한 포럼의 사무총장으로 활동했습니다. 이 모든 조직은 현재 네팔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사회운동 분야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 곳으로 간주됩니다.  

 

1990 년 다당 민주주의가 정착한 후에도 저의 투쟁은 계속되었습니다. 우리의 노력은 

네팔 의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관한 법률이 도입되면서 구체화되었습니다.  

2000 년에는 법으로 정해진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위원으로 임명되어 

6 년간 일했습니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대부분의 시간을 저는 마오주의자 

무장반란(1996-2006)기에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확립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임기가 끝날 무렵 저는 2005 년의 비상사태 선포로 망명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2010 년에 광주인권상을 수상했습니다.  

 



2015 년에 저는 네팔 최초의 여성 대통령에 의해 대통령 인권자문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오주의자 무장투쟁 당시 살인죄로 기소되었던 사람이 하원의 대변인으로 

임명됨에 따라 이 직책을 사임했습니다.  

 

세계적인 맥락에서 5.18 정신의 중요성: 

 

5.18 정신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현재 세계의 맥락을 살펴보겠습니다: 

*민주적 정치제도의 붕괴. 

*선동정치가를 생산하는 극단적인 국가주의, 인종주의, 대중 영합주의 

     

*강대국의 신냉전이 군사화와 군비증강을 유발. 

* 사람들 사이에 종교적, 사회적 갈등, 불관용을 자극하는 지배 엘리트의 분열정책. 

*  이데올로기와 종교 근본주의의 강화.  

 

현재의 코로나 상황에서 민주주의의 이상은 더 많은 위협에 노출되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이 전염병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사용하고 부유한 국가는 

소외된 사람들과 가난한 국가의 생명권을 침해하며 국제적으로 백신의 공정한 배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평등과 정의에 대한 우리의 꿈은 엄청난 좌절을 맛보고 있습니다.  

 

5.18 의 정신: 

 



문재인 대통령이 “5.18 이 민주주의의 씨앗을 뿌렸다”고 언급한 것처럼 5.18 은 

혁명적인 사회운동이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씨앗은 광주의 항쟁을 통해 싹트게 

되었습니다. 

 

군사독재에 맞서 싸운 광주의 항쟁은 모든 형태의 독재정권에 대한 저항의 상징입니다. 

그것은 자유, 평화, 민주주의를 위한 연대와 집단행동에 대한 대중의 열망을 상징합니다. 

광주 항쟁은 아시아와 그 밖에 여러 나라 사람들이 독재와 군사정권에 맞서도록 

고무했습니다. 우리 네팔은 물론 미얀마, 방글라데시, 태국, 대만과 같은 나라도 5.18 

정신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광주인권상 수상자들에 대한 기대: 

 

-5.18 기념재단은 그 항쟁에 참여한 분들과 피해자, 가족이 함께 설립했습니다. 

-재단의 존재이유가 항쟁 그 자체이므로 이는 광주항쟁의 정신과 함께합니다. 

- 광주인권상은 인권, 정의, 평화를 위해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의 공로를 인정하는 

상입니다. 

-이러한 가치에 기반하여 광주인권상의 수상자는 5.18 정신과 가치를 준수할 윤리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 대부분의 수상자들은 5.18 기념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별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대회의, 캠페인 및 행동에 참여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곳을 방문합니다. 

- 성명서와 메시지를 작성합니다.  

- 감옥에 갇힌 수상자들에 대한 지원(인도 마니푸르의 이롬 사르밀라, 방콕의 자투팟). 

- 각 지역에서의 거점회의. 

- 현재 미얀마 사태에 대한 수상자들의 공동성명 발표. 

 

이제 수상자들의 노력을 정례화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 권위 있는 상을 수상한 많은 

개인과 단체가 있습니다. 그것이 쌓이면서 우리의 힘이 강화되고 5.18 운동의 범위가 

확장되었습니다. 인권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공동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서 저는 

수상자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느낍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광주인권상 수상자 

네트워크라는 개념이 제안되었습니다. 

 

광주인권상 수상자 네트워크에 대한 기대: 

 

이것이 광주인권상 수상자 네트워크라는 점을 감안하여 주요 기대되는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주인권상 수상자 네트워크는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에 따른 연대활동을 통해 

국제적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의 수호,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민주주의, 인권, 평화, 정의에 관한 문제에 국제적으로 연대합니다. 

 매년 광주민주주의포럼과 기타 지역적, 국제적 성격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홍보합니다. 

 5.18 기념재단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 전문성과 조언을 제공합니다. 

 5.18기념재단의 국제사업에 대한 조언을 제공합니다. 

 

5.18기념재단에 대한 기대: 

 

 사무국으로서 광주인권상 수상자 네트워크의 활동을 촉진합니다. 

 아시아 민주주의 네트워크, 포럼 아시아 등과 같은 지역 및 소지역 단체와 

네트워크 및 제휴를 하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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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hal Supriadi (Secretary General, Asia Democracy Network (AND)) 

 

기조발표  

 

1. 아시아민주주의네트워크(Asia Democracy Network, ADN) 소개: 아시아 민주주의

를 증진하고 옹호하기 위해 2013년 서울에 설립된 국제 네트워크로서, 10개의 지역

단체와 500개 이상의 정부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계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현재는 민주주의 통합과 연대, 차세대 민주주의 지지자(청년) 결집과 지역 민

주주의 증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 ADN은 당시 민주주의 후퇴에 대응하고 저항하는 

모든 사람들의 열망으로 설립되었다.  

 

2. 아시아와 세계 신흥 민주주의의 과제: 

(1)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conomist Intelligence Unit, EIU)의 민주주의 

지수는 민주주의 후퇴의 염려를 나타낸다. 반면에 일본과 대한민국, 대만은 ‘완전한 

민주주의’로 평가되며, 아시아의 나머지 국가들은 불완전하거나 혼합체제, 

권위주의 체제로 분류됐다. (세계시민단체연합(CIVICUS)에 의함) 변화는 매우 

빠르고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은 국가들이 억압적 국가로 

변해가고 있으며, 심지어 아시아의 많은 곳들이 그들의 의무와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시민사회와 언론은 위험에 처해 있다. 그들은 체포, 실종 그리고 국가가 

지원하는 민병대에 의한 살해 등의 방식으로 보복을 당하고 있다.  

(2) 민주주의 후퇴는 10년 전부터 시작되었고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이렇게 

민주주의에 대한 거대한 공격에 대항하기에는 너무 기반이 취약해서 지역 또는 전국 

단위에서 이를 밀어내려는 시도가 별로 효과적이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동시에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은 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  

(3) ADN이 제시한 민주주의 위협 3대 구성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권위주의 포퓰리즘의 

대두 ②비민주적 권력 강화와 민주화운동 리더십의 약화, 그리고 ③근본주의와 

정치적 정체성. 미디어와 팬데믹 통제에 의한 강한 상호 연결과 확산. 

① 포퓰리즘 정치는 10년 전부터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시켜왔다. 그들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제에 관해 근본적인 변화를 공약하는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얻었다. 아시아에서는 이러한 정치가 탁신 선거(2004년), 모디 선거(2014년), 

두테르테 (2016년), 트럼프(2016), 그리고 최근 라자팍사(2019)까지 행해지고 

있다. 우리는 그들이 편협한 국수주의와 인종주의를 자극해 거짓 

선거캠페인(공약)을 하고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 사이버 영향력을 동원한 것을 

알고 있다. 

② 강온 양면 전략을 구사하여 개입하는 비민주적인 권력은 스스로 필요로 하는 

모든 자원과 보호망을 보유하고 있다. 권위주의 지도자들은 인권유린 세력에 대한 

국제적인 제재 메커니즘을 무력화시켜서 민주주의 회복을 어렵게 한다. 비민주적 

권력은 지속적으로 기존의 민주주의와 인적자원의 가치를 무시했고 약화시켰다. 

민주주의 제도는 약해졌고 시민들은 희생되었다. 한편, 민주주의 후원자는 



국제적인 영향력과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를 줄여왔다. 

③ 근본주의와 정치적 정체성은 결국 사회적 화합을 심각하게 해치는 허위정보와 

비방을 야기한다. 권위주의자들은 사이버 법을 제정하고 사이버 자경단을 

동원하여 공격하고 민주주의 목소리를 약화시켰다. 

(4) 최근 일어난 미얀마 쿠데타 이후 잔혹한 유혈사태가 발생하여 세계는 충격에 빠졌고, 

시민 사회들은 힘을 모아 다양하게 대응하기 시작한다. 이는 홍콩, 필리핀, 인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등의 상황에 대처하는 훌륭한 모범이 될 수 있다. 그 불꽃은 

이미 점화되었고 우리는 그 운동을 계속해서 확장시킬 것이다. 

 

3. 광주 인권상 및 특별상 수상자 네트워크(Network of the Laureates of Gwangju 

Prize for Human Rights and Special Prize, NLG)의 역할, 광주 인권 수상자 

네트워크(Gwangju Human Rights Laureates Network, GLN)에 관한 위임사항 

(1) 수상자는 네트워크로서 또는 개인으로서 민주주의 후퇴에 항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사회운동을 조직한다. 비민주적 권력 탄압에 대응해 

직접 개입하고 국가와 세계 정부를 설득/압박한다. 

(2) 수상자는 아시아에서 진행중인 민주주의 퇴행에 더 많은 개입과 자금을 

제공하도록, 아시아의 원조국들과 기업들을 설득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하고 

앞장설 수 있다. 

 

아시아민주주의네트워크(Asia Democracy Network, ADN)는 “민주주의 후퇴에 

맞서는 투쟁” 캠페인을 더 효율적이고 통합적으로 계속 추진하는 동안,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광주 수상자 네트워크와 함께 시너지와 결집된 힘을 이룩하기를 

기대한다.  

 

Aluta Continua and in solid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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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mini Darshni Kaliemuthu (Executive Director, FORUM-ASIA) 

 

방콕에서 반갑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5.18 기념재단이 주최하는 이번 광주민주포럼의 개막식에서 연설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5.18 민주주의 정신을 국제적으로 증진하려는 

이 자리에서 연설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포럼아시아의 활동과 저 자신에 대해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포럼아시아의 상임이사로 있는 샤미니입니다. 저는 인도주의적 구호활동과 인권에 대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언론인으로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작년 

3 월에 21 개국 81 명의 회원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인 포럼아시아에 왔습니다. 

 

포럼아시아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1991 년에 설립되었습니다. 1992 년 태국 방콕에 지역 

사무소가 설립되었으며 첫번째 상임이사인 안셀모 리(역자 주: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는 낯선 분이 아니지요. 설립 이래 제네바, 자카르타, 카트만두에 사무소가 

개설되었고 포럼아시아는 협력단체와 함께 아시아 및 그 밖의 지역 인권단체 및 활동가들 

간 교류를 통해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아시아의 인권상황은 수많은 형태의 퇴보에 직면하고 있어 암울합니다. 최근에 우리는 

기본적 자유와 인권에 대한 정부의 여러 탄압을 목격했습니다. 이것은 권위주의가 

증가하는 우려스러운 추세를 나타내며 지역의 인권증진을 위한 우리의 활동을 

방해합니다. 

 

또한 각 정부가 사용하는 새로운 전술이 생겨났습니다. 최근에 우리는 정보의 공유를 

막고 공동체를 떨어뜨려놓기 위해 인터넷을 끊어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또한 

가짜 뉴스에 대한 모호하게 공식화된 법률 도입을 목격했습니다. 현재 코로나 위기를 

악용하여 공중보건을 구실로 부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 인권과 기본적 자유는 

아시아 전역에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으며 특히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인권침해는 사회, 경제적인 조건에 의해 종종 악화됩니다. 특히 여성은 

제한적인 성별규범 속에 살아가고 가부장적 구조를 통과해야 하므로 수많은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게다가 조직화된 인신매매 네트워크로 인해 여성과 아동은 더욱 취약해졌습니다. 정치적, 

사회경제적 요인의 상호작용은 인권침해와 권력남용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현재 아시아는 여러 가지 시급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최근 미얀마 군대가 전례 없는 규모로 저지른 심각한 인권침해를 

목격했습니다. 민주주의의 회복과 정치범 석방을 평화롭게 촉구하고자 거리로 나간 

시민불복종운동의 참가자들은 폭력과 자의적 구금, 고문과 죽음에 직면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인 미얀마정치범지원협회는 2 월 1 일 쿠데타 이후 780 명이 정권에 의해 

살해되고 최소 4,899 명이 체포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종자로 

남아 있고 정권은 반대세력을 모두 없애면서 계속해서 권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필리핀에서는 두테르테의 ‘마약과의 전쟁’이 경찰에 의한 무자비한 권력남용과 

수천 명의 마약 사용자를 사법적인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살해하는 일로 이어졌습니다. 

인권활동가, 시민사회, 비판자들은 계속해서 국가가 승인하는 테러리스트 딱지 붙이기의 

표적이 되어 생명을 위협 당하고 공포와 처벌의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제도적, 사회적인 차원의 차별이 존재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의 경우 작년 한 해 동안 수백 명의 민간인이 부상 당하고 사망했습니다. 

하자라족(역자 주: 아프가니스탄의 탄압 받는 소수민족)은 역사를 통해 박해와 차별을 

견뎌왔습니다. 오늘날 그들은 정부로부터 거의 또는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민족적 동기에 기반한 폭력행위에 노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군과 탈레반, 기타 

반군은 이 폭력 상황을 지속시켰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우리는 인도의 소수종교를 표적으로 삼는 차별적인 정권을 목격합니다. 

여당과 관련된 인도의 정치 지도자들은 이슬람 교도에 대해 공개적으로 적대적인 발언을 

하고 있으며 인도 내 이슬람 공동체의 상황은 점점 더 음울해지고 있습니다. 시민권 

개정법은 제도적 차원에서 이슬람 교도에 대한 장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별 

사례가 제도적으로 성문화될 때 전국적으로 수백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인권이 

침해되며 남아시아 지역에 반향을 남깁니다.  

 

우리는 아시아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방법을 모색하면서 한국 정부의 

국내외 정책이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가에서 기본적인 자유가 

존중되고 이행되도록 보장하며 인권기준과 외교정책을 최선의 수준으로 일치시킴으로써 

아시아의 신뢰받는 국가의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한 가지 방법은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노력을 추진하고 지지하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또한 정치, 무역 협정을 포함하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타협 불가능한 인권의 원칙을 뒷받침하는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한국의 국내 매커니즘을 강화하고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강화와 독립으로 확장되어 국가 내 인권증진임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그럼으로써 아시아의 긍정적인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광주민주포럼과 같은 자리는 시민사회가 서로 배우고 지지하며 피난처가 되는 안전한 

공간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또한 광주인권상 수상자 네트워크는 

시민사회, 특히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소외된 목소리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시민사회와 인권활동가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인권침해에 대해 침묵해야 한다는 

압력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여러분이 국가 차원에서 그리고 세계적 차원에서 

인권의제를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하지만 안심하십시오. 

우리는 당신을 지지합니다. 지역의 인권증진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더욱 가열차게 하면서 

협력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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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hil Pyakurel (Laureate of the Gwangju Prize for Human Rights (2010), Nepal) 

  

I started my social work in the late 1970s as a founder member of Nepal National 

Teacher's Association. Aorund the same time, I also happened to be the founding member 

of Forum for Protection of Human Rights (the first human rights organization of Nepal), 

and General Secretary of Forum For Democracy and National Unity. All of them are now 

regarded as pioneering institutions in the field of Nepal's human rights and social 

activism for democracy.  

 

After the advent of Multiparty Democracy in 1990, my struggle continued. Our efforts 

materialized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Law on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from the parliament of Nepal.  

 

In 2000, I was appointed as a founding Commissioner of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 statutory national institution, where I worked for sixt years. In the major 

part of my tenure here, I worked diligently to establish accountability of the human rights 

violations which occurred during the Maoist Armed Insurgency (1996-2006). Around the 

end of my tenure, I had to live in exile struggling against the Royal takeover of 2005.  

 

I was awarded by Gwangju Prize for Human Rights in 2010. 

 

Later in 2015, I was appointed by the first woman President of Nepal as her Human Rights 

Advisor. I resigned from this office following the appointment of the Speak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 (Lower House of the Parliament), who happens to be a murder-accused 

while he was part of the Maoist Conflict.  

 

Significance of May 18 spirit in Global Context: 

 



Before I go to the significance of May 18 sprit let us look at the present context of the 

world: 

*Decay of the system of democratic governance. 

*Rising ultranationalism, racism and populism which is producing Demagogues  

*Emerging cold war psyche among the powerful nations causing militarization and 

military buildup. 

* Rising intolerance and divisive policy of ruling elite causing religious and social conflict 

among the people. 

* Rising Ideological and religious fundamentalism.  

 

Under the current pandemic situation, further dangers to the ideals of democracy have 

been exposed. While rulers of all political leanings have used this pandemic to further 

their own interests domestically, rich countries are violating the right to life of 

marginalized people and poor countries obstructing the fair distribution of vaccine 

internationally. Our dreams of equality and access to justice have faced huge setback.  

 

The Spirit of May 18 Movement: 

 

The May 18 movement was a revolutionary social movement as President Moon Jae-In 

says "movement sowed the seed of democracy". Hence the seed of democracy in Korea 

germinated through Gwangju uprising. 

 

The Gwangju uprising against military dictatorship is a symbol of resistance against any 

form of autocratic regimes. It symbolizes the aspiration of masses for freedom, peace and 

democratic system solidarity and collective action. 

 

The Gwangju uprising has inspired the people of many countries of Asia and beyond to 

rise against the autocratic and military regimes. My country Nepal as well as countries 

like Burma, Bangladesh, Thailand and Taiwan have taken inspiration from the May 18 

spirit.  

 



The Gwangju Prize for Human Rights and expectation from prize winners: 

 

-The May 18 foundation was established by the entire people who participated in the 

movement, victims and their families. 

-The origin of the Foundation is the movement itself hence it is bound by the spirit of the 

Gwangju uprising. 

- The prize is the recognition of the contribution made by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for the cause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justice and peace. 

-Because of the value-based nature of the Organization, the recipient of the prize has 

moral obligation to abide by the spirit and value of the prize. 

 

To fulfil the moral duties, most of the laureates are working on different areas individually 

and collectively with the support of May 18 foundation. Some areas of their work include:  

 

-Participating the solidarity meetings, campaign and action activities.  

-Visiting the places where some of laureates are facing difficult situation. 

- Statements and massages.  

- Moral support to the laureates facing Jail term by meeting them in the Custody (Irom 

Sarmila in Manipur, India and Jatupat in Bangkok). 

- Regional and sub regional meetings in different issues on the initiation of laureates. 

- Joint statements of Laureates in issues such as military takeover in Myanmar. 

 

Now the time has come to institutionalize the efforts of the Laureates. Now there are many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who have received this prestigious Human Rights Prize. 

This has strengthened our team and expanded the reach of May 18 movement.  To 

facilitate our collective efforts to respond to the issues I strongly feel the need of a network 

of the Laureates. Against this backdrop,  The "Network of the Laureates of the Gwangju 

Prize for Human Rights (NLG)" has been proposed. 

 

Expected role of NLG: 



Since NLG is a network of Gwangju Human Rights winners, its main task could be 

following: 

 

 The NLG aims at contributing to the defense and promotion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ternationally through solidarity actions according to the spirit of 

the May 18 Democratic movement.  

 International solidarity action on issues related to democracy, human rights, Peace 

and Justice. 

 Active participation and promotion of the annual Gwangju Democracy Forum 

(GDF) and other related activities of regional and international nature.  

 

 Providing expertise, and advise for various programs of the May 18 Foundation. 

 

 Providing advises on the international activities of the May 18 Foundation. 

 

 

Expectation from May 18 Foundation: 

 

 Facilitate the activities of NLG as a secretariat. 

 help establish network and alliances with regional and subregional network 

organization such as Asia Democracy Network, Forum Asia and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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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hal Supriadi (Secretary General, Asia Democracy Network (AND)) 

 

1. Introduction about ADN: Established in Seoul in 2013 as a network of regional networks

 in Asia to promote and defend democracy, it currently has 10 (ten) regional organizations a

nd over 500 National organizations and Global partnerships. Now focus on build democracy

 unity and solidarity, next generation of democracy advocates (Youth), and enhance local de

mocracy. ADN was established as everyone that time to respond to deterioration on many de

mocracy fronts hoping to have pushback that regression. 

2. Emerging Democracy challenges in Asia and the world: 

a. Democracy index (EUI) indicates a worrying trend of democracy regression. 

In contrast, only Japan, South Korea, and Taiwan are considered FULL 

DEMOCRACY, while the rest of Asia is marked as FLAWED, HYBRID REGIME, and 

AUTHORITARIAN. At the same time, only Taiwan is assessed as Open for Civic space (by 

Civicus).  Changes have occurred very quickly and drastically. In recent years many 

countries have changed to become increasingly repressive. Even many places in Asia have 

become dangerous places for civil society and the media in carrying out their duties and 

functions. They face retaliation in the form of arrests, disappearances, and killings of 

state-sponsored institutions militias. 

b. Regression of democracy started a decade ago and became more severe. Reality 

showed no significant or efficient attempts in pushback from the pro-democracy in the 

national and regional arena due to limitations and inadequate resources to confront 

massive attacks on democracy. At the same time, the pandemic is exacerbating 

the situation.  

c. ADN mapping triangle democracy threats that anchored to the following 

components: (i) the rise of populism authoritarianism, (ii) increase Non-democratic 

power and weakening of the pro-democracy leadership, and (iii) the fundamentalism and 

political identity. Strongly Interconnected and proliferated by media and pandemic 

controlled.  

(i) The populist politic has started to undermine democratic values a decade ago. 

They gain support from the peoples with promising radical changes to handling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problems. In Asia, we noted such as politics has 

been played since the Thaksin elections (2004), the election of Modi (2014), 



Duterte (2016), Trumps (2016), and recently Rajapakse (2019). we all know they 

are successfully launched a false campaign (promise) base on narrow nationalism 

and racism and mobilizing the cyber influence to win public supports.  

(ii) Increased Non-democratic power that uses soft and hard intervention 

provides resources and protection needed. The authoritarian leader jeopardizes 

the international mechanism in sanctions rights violators that make it difficult to 

restore democracy. Non-democratic power continuously ignored and undermine 

all existing democracy and HR values. Democracy institution is weakened, and 

civilian victimized. Meanwhile, the democracy sponsor has been reduced the 

international strength and democracy support.  

(iii) Fundamentalism and political identity are trigger disinformation, hate 

speech that seriously harms social harmony, eventually. The authoritarian 

installed cyber law, and mobilizing cyber vigilantes to attacks and undermining 

democratic voice,   

d. The recent coup in Myanmar that followed by brutal killing shock the world, and Civil 

Societies begin to combine strength variously to respond. This can also be an excellent 

model to respond to Hong Kong, PH, India, Bangladesh, Cambodia, etc. The spark has 

been igniting, and we shall continue to cultivate the movement.  

 

3. Role of the Network of the Laureates of Gwangju Prize for Human Rights and Special Prize 

(NLG)  ToR about Gwangju Human Rights Laureates Network (GLN): 

a. As a network or individual, LAURATE continues to voice and organize the 

movement to confront the regression in all democracy front. To convince/pressure 

the national and global government to increase intervention in response to threats 

from Non-democratic power.  

b. LAURATE can take the lead regional lobby to convince Asian donor countries or 

businesses to provide funds and more intervention to the ongoing regression in 

Asia.  

 

The Asia Democracy Network and its member network welcome synergies and joint forces with 

the Network of Gwangju Laurate in this endeavor as ADN is continuous to find a way in promoting 

the Campaign "TO CONFRONT DEMOCRACY REGRESSION." more efficiently and 

more unity.  

 



Thank you,  

Aluta Continua and in solid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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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mini Darshni Kaliemuthu (Executive Director, FORUM-ASIA) 

 

A very good afternoon to everyone from Bangkok. 

 

It is an honour for me to address you today at the opening of the Gwangju Democracy 

Forum this week, organised by the May 18 Foundation. Thank you for giving me the 

privilege to speak today, as we unite our efforts in promoting the May 18 Democracy 

Spirit internationally. 

 

Allow me to begin by introducing myself as well as the work of FORUM-ASIA. I am 

Shamini, the Executive Director of FORUM-ASIA. I began my career as a journalist 

before venturing into humanitarian relief and eventually human rights. I joined 

FORUM-ASIA, a membership-based regional organisation made up of 81 members in 21 

countries, last year in March.  

 

FORUM-ASIA was founded in 1991 in Manila, the Philippines. A Regional Secretariat 

was established in Bangkok, Thailand, in 1992, and our first Executive Director, 

Anselmo Lee, is no stranger to us here. Since its establishment, offices have been opened 

in Geneva, Jakarta, and Kathmandu. Together with our partners, we seek to promote 

and protect human rights through collaboration and cooperation amongst human rights 

organisations and defenders in Asia and beyond.  

 

 

Distinguished Guests,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Asia is bleak as the region is confronted with numerous 

forms of democratic backsliding. In recent times, we have witnessed multiple 

crackdowns on fundamental freedoms and human rights by governments. This signals a 

worrying trend of growing authoritarianism, hindering our efforts in advancing human 

rights in the region.  



 

The region has also seen a surge in newer tactics being employed by governments. 

Recently, we have seen the use of Internet shutdowns to isolate communities, 

preventing information from being shared. We have also seen the introduction of 

vaguely formulated fake news laws. Governments are exploiting the ongoing pandemic, 

introducing disproportionate measures in the pretext of protecting public health.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remain severely under attack across Asia, 

especially in these trying times. 

 

Furthermore, these human rights abuses and violations are often worsened by the socio-

economic realities of millions in the region. Women, in particular, face numerous 

threats as they are forced to navigate through patriarchal structures as well as restrictive 

gender norms.  

 

In addition, the vulnerability of women and children are heightened by organised 

human trafficking networks in the region. Evidently, the interplay of political and socio-

economic factors reveal glaring trends of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 across the 

region.  

 

At present, Asia is confronted with multiple pressing issues.  

 

We have seen, in recent times for example, the grave human rights violations committed 

by the Myanmar military, unprecedented in scale. The civil disobedience movement 

which has taken to the streets to peacefully call for the restoration of democracy and the 

release of political prisoners have faced violence, arbitrary detention, and for many, 

torture and death.  

 

The civil society organisation, the Assistance Association for Political Prisoners of 

Burma, has documented that 780 people have been killed by the junta and at least 4,899 

arrests have been made since the Feb 1st coup. Many of those taken by the government 

remain disappeared, while the junta continues to consolidate its power by obliterating 

all space for dissent.  



 

Meanwhile, in the Philippines, Duterte’s ‘War on Drugs’ has led to the relentless abuse 

of power by the police, and the extrajudicial killings of thousands of suspected drug 

users. Human rights defenders, civil society and critics continue to be targeted by State-

sanctioned terrorist-tagging, endangering their lives and promoting an environment of 

fear and impunity.  

 

In addition, the region is also grappling with discrimination on both institutional and 

social levels.  

 

In the case of Afghanistan, hundreds of civilians were injured and killed in the past year. 

The ethnic Hazara community has endured persecution and discrimination throughout 

history. Today, the oppressed minority group is said to receive little to no protection 

from the government, exposing them to acts of racially-motivated violence. Government 

forces, the Taliban and other insurgent forces has continued the violence.  

 

In similar fashion, we witness a discriminating regime targeting religious minorities in 

India. Indian political leaders associated with the ruling party express openly hostile 

statements towards Muslims, and the situation for Muslim communities across the 

nation is growing increasingly dreary. The Citizenship Amendment Act presents a 

barrier to Muslims on an institutional level. Such instances of discrimination, when 

codified institutionally, infringes upon the rights of millions across the country and 

leaves echoes within the South Asia region.  

 

As we seek ways to strengthen our efforts to protect human rights in Asia, we urg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ensure its domestic and foreign policies comply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It must strive to present a credible example to the 

rest in the region, by ensuring that fundamental freedoms are respected and fulfilled in 

the country, and by aligning its foreign policy with the highest standards of human 

rights.  

 



One way in which this can be done is by pushing for and supporting efforts towards 

accountability for human rights violators in the regio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an also work to ensure that its engagements with other Asian countries, covering both 

political and trade agreements, are underpinned by the non-negotiable standards of 

human rights.  

 

Further, strengthening domestic mechanisms in South Korea and ensuring their 

independence is also key. This extends to the strengthening and independence of its 

own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to ensure continuous support to 

effectively implement its mandate in advancing human rights in the country and to be a 

positive example for Asia.  

 

 

Distinguished Guests,  

 

Forums like the GDF must continue efforts towards establishing safe spaces for civil 

society to learn, support and find refuge in one another. Further, the network of former 

Gwangju laureates can amplify the often-marginalised voices of civil society, particularly 

the most vulnerable.  

 

At a time when there is increased pressure for civil society and human rights defenders 

to keep silent about ongoing violations, we urge you to continue your efforts to push 

forth a human rights agenda at country level, and at the global stage. Rest assured, you 

have our support.  

 

Let us work in unison as we further propel our efforts in advancing human rights in the 

region.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