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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Program

Opening Ceremony / 13:30-13:55
Commemorative Remarks
Welcoming Remarks
Contratulatory Remarks
Opening Remarks
Moderator

Session 1/ 13:55-14:55
Speaker

Facilitator
Go Ga-yeon [Curator & Researcher of Gwangju May 18 Archives]

Kim Yong Zyb [Chairperson of Gwangju Metropolitan City Council]
Yoon Mokhyun [Head of Democracy, Human Rights & Peace Bureau
of Gwangju Metropolitan City]
Kim Hyun-mo [Commissioner of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 Video
Hong In-hwa [Research Director of Gwangju May 18 Archives]
Shin Gyonggu [Executive Director of Gwangju Inernational Center]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from the Eyes of World Citizens
Michael Reiffenstuel [Ambassador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to the Republic of Korea]
Mr. Julian Canessa [Deputy Head of Mission of the Embassy of the
Argentine Republic to the Republic of Korea] * Video
Yan Naing Htun [Representative to the Republic of Korea]

Session 2/ 15:00-16:30
Speaker

World Heritage Management in Different Countries
and Directions for the May 18 Records Management
Choi Jae Hee [President of National Archives of Korea]
Kim Kwibae [Chairperson of Memory of the World Regional Committee
for Asia and the Pacific]
Suh Kyung-ho [Professor Emeritu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 Video

Session 3/ 16:40-17:00
Petit Concert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UNESCO's Memory
Own String Quqrtet

- Pachelbel-canon
- Mozart-Eine kleine nacht musik 1mvt]

Gwangju 5·1 8 Youth Ochestra - Spring of Hometown

- Beethoven Virus (Korean Drama OST)
- Marching for our Beloved

Closing Ceremony
Facilitator

Go Ga-yeon [Curator & Researcher of Gwangju May 18 Arch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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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사

Welcoming Speech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5·18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0주년을 기념하여 열리는 세계인이 바라본 5·18아
카이브 컨퍼런스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행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5·18민주화운동기록관 홍인화
연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온·오프라인으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10년 전, 광주시민 모두의 노력으로 5‧18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습니
다. 이 땅에 민주주의를 뿌리내린 자랑스러운 5‧18 역사가 광주와 대한민국을 넘어 전 인류의
유산이 된 것입니다. 1980년 5월을 기록한 각종 문서와 사진, 자료들은 단순한 역사적 기록
물이 아니라 깊은 침묵 속에 묻혀 있는 5‧18의 진실을 밝혀내는 힘입니다. 온갖 왜곡과 폄훼
로부터 오월 역사를 지켜내는 힘입니다.
5‧18 관련 기록물은 유네스코 등재 후에도 끊임없이 기증‧수집‧발굴되고 있습니다.
최초의 발포 명령자는 누구인지, 수많은 행방불명자는 어디에 묻혔는지 아직도 우리는 찾아
야 할 진실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인공지능 기반의 문자인식 도입과 빅데이터 구
축, VR‧AR 기술 등 최첨단 시스템을 도입하여 5‧18기록물 디지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시는 광주의 5‧18에서 세계의 5‧18로, 과거의 5‧18에서 미래의 5‧18로, 울분
과 분노의 5‧18에서 화합과 통합의 5‧18로 계승발전 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18 3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확대 등 유공자에
대한 예우도 강화했습니다. 전일빌딩245 재개관, 505보안부대 옛터 역사공원 조성, 국립트라
우마치유센터 건립, 민주인권기념파크 조성 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앞으로도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기록을 문화적 가치로 재생산하고, 대중적 자산
으로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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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컨퍼런스에서도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하여 5·18 기록물의 세계사적 가치와 미래의 방향
성을 고찰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세계인이 바라본 5·18아카이브 컨퍼런스 개최를 축하드리며 이번 행사를 준비하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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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사

Welcoming Speech

I would like to convey my sincere congratulation for the World Conference for the May 18
Archives from the Eyes of World Citizens “The Solidarity of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with the World” that is held to commemorate the 10th anniversary of registering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records for the UNESCO Memory of the World.
Furthermore, I would like to express my deepest appreciation to Gwangju May 18
Democratic Uprising Research Director, Hong In-hwa and many other staffs who have
worked so hard to prepare for this event today amid the challenges from the COVID-19. I
also welcome and thank those who joined us online and offline.
10 years ago, owing to the hard works of all Gwangju community members,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records were registered as the UNESCO’s Memory of the World.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helped establish democracy in Korea, and the proud history
of this uprising went beyond Gwangju and Korea to become a part of the world’s heritage.
Many documents, photos, and materials recorded Gwangju’s May of 1980. These are not
regular historic records, but a revealing power that uncovers the truth of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buried in the deep silence.
The donation, collection, and discovery of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records still
continue.
There are still many truths out there for us to uncover, including who first ordered the
shooting and where the countless missing people have been buried. For this, Gwangju
introduced the state-of-the-art system, such as AI-based text recognition, big data, and
VR·AR technology, to push for the May 18 records digitization
On the other hand, Gwangju has never ceased the commitment to succeeding and developing
the May 18 from for Gwangju to for the World, from the past to the future, from anger and
fury to harmony and consolidation.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the amendments of
the three May 18 laws last year, while enhancing the respectful treatment for its people of
merit, including the expansion of the living support for the May 18 democracy people of
merit. Well in progress as planned are the reopening of the Jeonil Building 245, the historic
park construction in the old site of the 505 Security Force unit,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Trauma Treatment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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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gju promises the commitment to reproducing cultural values from the historic records
of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and succeeding and developing them to public asset.
I hope that today’s conference helps have in-depth discussions to contemplate on the historic
value and future direction of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records.
Once again, I congratulate on holding the World Conference for the May 18 Archives from
the Eyes of World Citizens “The Solidarity of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with
the World” and extend my appreciation to those who made today’s event possible and those
who joined us.
LEE Yongsup,
Mayor of Gwangju Metropolitan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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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Congratulatory Speech

김용집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5·18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컨퍼런스 개최를 매우 뜻깊
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5·18세계화를 위해 행사 준비에 애써주신 광주시, 그리고 발표와 토론에 함께해주시는 국내·
외 여러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역사는 올바르게 기억되고 기록될 때 강한 힘을 갖습니다. 5·18민주화운동과 그 정신 역시 혼
돈의 시대를 밝힌 자랑스러운 우리의 역사로 길이 보존되어야 합니다.
5·18민주화 운동은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 있어 가장 큰 사건이고 역사입니다. 5·18민주화운
동 기간 동안 시민들이 활동하면서 만든 다양한 자료와 문서들은 아픈 과거를 딛고 민주주의
의 씨앗을 뿌려낸 귀중한 인류의 유산입니다.
침묵 속에 묻혀 있던 과거를 펼쳐 보이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있어 기록물의 의미와
중요성은 간과할 수 없습니다.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의 세계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인권의 방향성
을 살피는 국제 컨퍼런스가 열리게 된 것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집된 기록물과 앞으로 기록되고 연구될 자료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고
보존하는데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온 국민과 세계인이 함께 하는 5․18을 위하여 우리 광주도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길을 열어
가야 합니다.
오늘의 논의가 우리의 미래를 위해 소중한 자산이 되기를 바라며 광주시의회도 오월정신을 이
어받아 광주공동체의 미래를 열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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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Congratulatory Speech

I find it very meaningful and congratulate heartily on hosting the conference in celebration
of the 10th anniversary of the 5·18 Archive’s designation as a UNESCO Memory of the
World.
I appreciate Gwangju Metropolitan City who has been working hard to organize the event
for globalization of 5·18 Democratic Uprising and all the experts who came from home and
abroad to participate in presentation and discussion.
History has strong power when it is remembered and recorded in a right way. 5·18
Democratic Uprising and its spirit should be also preserved for good as our proud history
that lit up the time of confusion.
5·18 Democratic Uprising is the biggest event and history in the process of democratization
in Korea. A variety of materials and documents made by the citizens who participated in the
movement in the period of the 5·18 Democratic Uprising are the precious heritage of human
beings, which planted seeds of democracy, overcoming the painful past.
The implication and importance of records cannot be understated in creating a better future
by unfolding the past buried in silence.
It is significantly meaningful to hos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illuminating world history
value of the records of 5·18 Democratic Uprising as well as examining the direction of human
rights in Korea.
We need to pay continued interest in systematically managing and preserving the records
that have been collected until now and the records that will be studied in the future.
Moreover, Gwangju Metropolitan City needs to keep its way by persistingly paving the way
for the Movement that is with the whole nation and, by extension, the whole world.
I hope today’s discussion will be valuable assets for our future, and inspired by the spirit of
the May, the Gwangju Metropolitan City Council will also make every effort to open up the
future of Gwangju community.
Kim Yong Zyb
Chairperson of Gwangju Metropolit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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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Congratulatory Speech

김현모
문화재청장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10주년과 이를 기념하여 열리는 국제 컨퍼런
스 「세계인이 바라본 5·18 아카이브 – 세계와 나누는 5·18 연대 정신」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5·18민주화운동’은 우리나라 민주화에 중추적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1980년대 이후 아
시아 지역에서 발생한 다양한 민주화 운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 5·18민
주화운동은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에 민주주의와 인권 향상에 기여한 대표적인 사례로 평
가되고 있습니다.
2011년 등재된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은 이와 같이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민주화운동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 민주화운동의 발생과 억압·저항, 이후의 진상조사와 처벌, 보상에 이르
기까지 방대하고 다양한 기록물을 통해 인권 향상의 교과서적인 사례를 담은 기록물이라는
점에서 세계기록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은 41년 전 발생한 대한민국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록물로, 지금
도 유효한 메시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국가적 폭력에 맞선 시민들의 저항,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시위가 여전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험을 국제적으로 공유하고 연
대할 수 있게 합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이러한 기회를 더욱 확장시켰습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제도는 소중한 기록유산을 보전하는 것뿐 아니라 기록유산을 널리 공
개하고 활용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와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이미 다양한 전시와 온라인 공개, 국제행사 등을 통해
그 취지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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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에서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의 취지에 맞추어 2019년부터 등재 유산에 대한 활
용과 홍보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등재 기록유산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용섭 광주광역시장님과 정용화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과 참
석하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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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Congratulatory Speech

I would like to congratulate on the 10th anniversary of the Registration of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Records for the UNESCO Memory of the World and holding of
“The May 18 Archives from the Eyes of World Citizens-The Solidarity of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with the World.”
Not only did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play a pivotal role for the democratization
of Korea, but it had significant influences on many democratic movement that occurred
in Asia after 1980s. As a consequence,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is considered a
representative case that contributed to improving the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Korea
as well as the world.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records, registered in 2011, have significant values as
the Memory of the World in that they recorded a democratic movement that bears the
significance in the world history. These records are also significant in that these records
contain the exemplary cases of human rights enhancement, which have been substantiated
with voluminous and diverse records ranging from the beginning, suppression, and
resistance of the democratic uprising to the following truth investigation, punishment, and
compensatio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records recorded the historic event of Korea that happened
41 years ago, still conveying valid messages that allow to share our experiences with the world
for solidarity while the resistance of citizens against the state violence and the demonstrations
to protect human rights and democracy are still persistent. The registration for the UNESCO
Memory of the World further this opportunity.
The UNESCO Memory of the World aims at preserving precious archive heritages, but also
openly disclosing and utilizing them.
Gwangju Metropolitan City and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Archives have already held
various exhibitions, online discloses, and international events to fulfill the purpose.
Since 2019,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has also provided supports for the
utilization and publicity of the registered heritage under the purpose of the UNESCO
Memory of the World. We will continue to work to expand the supports for the registered
archive herit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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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ce again, I sincerely congratulate the 10th anniversary of the registration of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records for the Memory of the World. I also extend my appreciation for
those who joined this event, including Gwangju Metropolitan City Mayor Lee Yongsup and
the staffs of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archives.
Kim Hyun-mo,
Commissioner of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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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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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화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연구실장

5·18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0주년을 기념해 ‘세계인이 바라본 5·18 아카이브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용섭 광주광역시 시장님, 김현모 문
화재청장님 감사합니다. 세계인이 바라본 5·18 민주화운동이란 주제로 발표해 주실 훌리안
까네사 주한 아르헨티나 참사님을 비롯하여 주한 독일 대사님, 주 대한민국 미얀마연방 공화
국 대표부님 감사합니다.
‘5·18민주화운동 기록의 사회적 역할 확대’란 주제로 기조발제를 해주실 최재희 국가기록원
장님을 비롯하여 김귀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태지역 위원회 의장님, 서경호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 자문위원회 前의원님 감사합니다. 또 10주년 기념 특별공연으로 ‘5·18청
소년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마련한 채영선 단장님을 비롯하여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5·18민주화운동기록물’은 유네스코의 세계기록유산이고 특히 인권기록유산입니다. 5·18기
록물의 등재를 통해서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담론의 장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5·18민주화
운동의 전국화와 국내 민주·인권 개념의 재인식에 공헌하였습니다. 5·18 세계기록유산의 가
치를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시민들과 공유하여 5.18정신을 이어나가겠습니다.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이 대한민국 '인권'의 방향성을 살피는데 중심이 되고, 또 민주화를 염
원하는 세계 시민들에게도 희망의 메시지로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미얀마의 상황은 80년
대 광주를 연상케 합니다.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염원합니다.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주역인 광주시민을 비롯해 이번 행사를 준비하고 함께해주신 모든 분
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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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are hosting the World Conference for May 18 Archives in commemoration of the 10th
anniversary of the registration of the May 18 records for the UNESCO Memory of the World.
I would like to express my deepest gratitude to Gwangju Metropolitan City Mayor Lee
Yongsup and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Commissioner Kim Hyeon-mo for their
endless support and interest. I also would like to extend my appreciation for Counsellor
of the Embassy of the Argentine Republic to the Republic of Korea Mr. Julian CANESSA
who will make a speech on the subject of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from the world’s
perspectives, and the German Ambassador to Korea and the Representative of 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Mission in Korea.
I also thank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President Choi Jae-hee, who will make a keynote
speech on the subject of the expansion of social roles of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records, and the UNESCO Memory of the World Committee for Asia-Pacific Chairman
Kim Gwi-bae, and the former member of the International Advisory Committee of the
UNESCO Memory of the World Seo Gyeong-ho. I am grateful to Director Chae Yeong-seon
and other staffs who arranged the performance by the May 18 Youth Orchestra for a special
performance to commemorate the 10th anniversary.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records are the UNESCO Memory of the World and, in
particular, human rights archive heritage. The registration of the May 18 records helped
correct the distorted history and engage in discourse, contributing to making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a national issue and revisiting how we perceive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this country. We will continue with the spirit of the May 18 by sharing the value of
the May 18 Memory of the World not only within Korea but also the global communities.
I wish that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records are pivotal to navigate for the human
rights in Korea and become a message of hope for the global communities that long for
democratization. The situation in Myanmar reminds me of Gwangju in the 80s. I wish the
peace and democracy for Myanmar.
Lastly, I would like to convey my sincerest appreciation to the community members of
Gwangju, who are the heroes of the May 18 Gwangju Democratic Uprising, and those who
worked so hard to make this event possible.
Hong In-hwa
Research Director of Gwangju May 18 Arch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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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세계에서 바라본 5·18민주화운동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from
the Eyes of World Citizens

한∙독 관계, 민주주의와 다자주의(multilateralism)에 기여

미하엘 라이펜슈툴
주한독일대사

대한민국은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1980년대에 시작된
민주화 과정과 함께 불과 몇 십년만에 빠르고 인상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한국은 독일연방공화국과 마찬가지로 경제회복을 위한 미국으로부터 원조를 받았지만, 잘 알
려지지는 않았으나 독일은 한국과 적극적인 협력관계도 있었습니다.
한국 내 공장 및 직업훈련원 건설과 양국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한 무역협정 및 조약, 초기 기
술 원조 및 기술 이전에 관한 정부 협정을 포함한 양국 간의 경제 협력은 1960년대 초반 부터
이어졌습니다. 1964년 12월 박정희 대통령의 서독 공식 방문과 1967년 하인리히 뤼브케 연
방대통령의 답방은 당시 양국 간의 긴밀한 파트너십과 한국에서 진행되던 산업화에 대한 독
일의 기여를 잘 보여줍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과 한국의 관계를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독일의‘이주
노동자(Gastarbeiter)’로서 서독의 중요한 노동수요를 충족시켜준 한국인 간호사와 광부일
것입니다. 1963년과 1977년 사이 한국의 경제 발전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양자 프로
그램의 일환으로 8 천 명의 광부와 1만 명의 간호사가 서독으로 파견되었습니다. 이들 이주노
동자들은 독일 뿐만 아니라 한국의 경제 발전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으며 독일과 한국의 우호
관계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간호사나 학생들은 독일인과 매일 긴밀하게 소통하며 분단과 권위주의 통치라는 공통된 역
사적 경험에 따른 특별한 유대감을 독일내 한인공동체의 존재와 독일이 한국에 지속적인 관
심을 갖게 되는데 일조했습니다.

17

이것는 1970년대와 1980년대 대한민국의 민주화에 운동 당시 국제적(독일) 연대로 이어졌습
니다. 특히 한국 주재 독일 선교사들과 교회 단체들은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 주저하지 않고
개입하며 독재정권으로 하여금 행동을 재고하고 '해외 언론'과 '국제 사회' 앞에 스스로를 정
당화할 것을 거듭 강요했습니다.
광주에 가해진 국가주도 폭력을 국제적으로 폭로하는데 독일인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
(Jürgen Hinzpeter)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힌츠페터는 독일 공영방송(ARD-NDR) 일본 특
파원으로 근무하던 중 교회로부터 광주 상황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포위된 광주에서
촬영하고 영상필름을 과자통에 숨겨 국외로 반출하면서 광주의 진실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위르겐 힌츠페터의 정신과 용기,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강한 의지 등은 인권에 대한 보편적
인 덕목으로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유롭고 독립적인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정보 없이는 민주주의가 이
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늘날 독일과 한국은 민주주의 사회의 초석으로서 자유롭고 다양하며
독립적인 미디어를 강화하고 보호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긴밀한 파트너입니다.
우리는 보편적 인권, 법치주의, 삼권분립, 대의민주주의에 대해 동일한 책임을 공유합니다.
우리 양국 모두는 민주주의가 사회 조화, 성장, 지속 가능성, 안보 및 글로벌 협력을 위한 최
상의 기반을 제공한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개방성, 수용성 및 신뢰가 우리를 취약하
게 만든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미래에 적합하게 만들고 장
점을 설명하고 내부(포퓰리즘, 불평등, 차별, 외국인 혐오, 허위 정보) 및 외부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독일과 대한민국은 다자주의(multilateralism)동맹의 파트너입니다. 이는 강력한 포괄적 상
호주의와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를 지원하는 성과중심의 파트너십을 가능케 하는 비공식
네트워크입니다. 이 동맹에서 우리는 핵심 원칙과 가치를 타협하지 않으면서 개혁을 추진하
여 다자간 제도와 글로벌 정치 및 경제 질서를 보다 포용적이고 효과적으로 만들고 전 세계
시민들에게 가시적인 성과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독일과 한국은 다자주의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긴밀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우리
양국 모두는 민주주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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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ibution of German-Korean Relations to
Democracy and Multilateralism

Michael Reiff enstuel
Ambassador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to the Republic of Korea

South Korea has seen remarkable changes since the end of the Korean War in 1953. Just a few
decades have brought an economic rise that has been swift and impressive, in tandem with
the process of democratisation begun in the 1980s.
Like i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help for economic recovery came from the United
States, but there was also active cooperation between Germany and South Korea, which is
perhaps less well known.
Economic cooperation - including the construction of factories and vocational training
centres in Korea, trade agreements and treaties for promoting investment in both countries,
governmental agreements on initial technical aids and technology transfer - was fostered
between the two countries from the early 1960s. President Park Chung Hee’s official visit
to Bonn in December 1964 and Federal President Heinrich Lübke’s return visit in 1967
underline the close partnership and Germany’s contribution to South Korea’s ongoing
industrialisation at that time.
The relationship between Germany and Korea after World War II, moreover, is perhaps best
represented by the Korean nurses and miners who, as Gastarbeiter (guest workers), met
critical labour needs in West Germany. Between 1963 and 1977, 8000 miners and 10,000
nurses were sent from South Korea to West Germany as part of a bilateral programme to
provide financial support for South Korea’s economic development. These guest workers
made crucial contributions to the development of the German as well as the Korean economy
and substantially fostered the friendship between Germans and South Kor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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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existence of a Korean community in Germany, who, as nurses and also students, were in
close daily contact with Germans, as well as the special bond of a shared historical experience
of division and authoritarian rule, also helped to generate a sustained interest in Korean
affairs in Germany.
This led to strong international (German) solidarity with Korea during its pro-democracy
movement in the 1970s and 1980s. In particular German missionaries in Korea and church
groups did not hesitate to intervene in the process of Korean democratisation, constantly
forcing the dictatorship to reconsider its actions and to justify itself to “foreign media” and
“international society”.
It was also a German TV reporter, Jürgen Hinzpeter, who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the
international exposure of the state-sponsored violence inflicted upon Gwangju. Hinzpeter
was working in Japan as a foreign correspondent for the German public broadcaster
ARDNDR when he was notified about the situation in Gwangju by the church. He risked his
life to bring the truth about Gwangju to the outside world by filming in the besieged city and
smuggling the films out of the country in cookie tins.
Jürgen Hinzpeter's spirit, courage and strong will to defend democracy are universal virtues
that stand out as a shining example.
People need free and independent information – without it, democracies cannot function.
Today, Germany and Korea are close partners who attach great importance to strengthening
and protecting free, diverse and independent media as the cornerstone of any democratic
society.
We share the same commitment to universal human rights, the rule of law, the separation
of powers and representative democracy. We both believe that democracy delivers the
best foundation for social harmony, growth, sustainability, security and global cooperation.
However, we also know that our openness, acceptance and trust make us vulnerable.
We need to revitalise and strengthen our own democratic systems: make them fit for the
future, explain their advantages and defend them against internal (populism, inequality,
discrimination, xenophobia, disinformation) and external threats.
Germany and South Korea are partners in the Alliance for Multilateralism, an infor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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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 that promotes results-based partnerships in support of strong multilateralism and
the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In this Alliance we work to advance reforms, without
compromising on key principles and values, in order to make multilateral institutions and
the global political and economic order more inclusive and effective in delivering tangible
results to citizens around the world.
Germany and South Korea are thus close partners for multilateralism and democracy, a
partnership that has developed over many years. Because we both know that democracy is
not simply a given, nor is it a gift. We have to work for it,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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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의 인권-장기적인 국가정책

훌리안 까네사
주한 아르헨티나대사관 공관차석

안녕하십니까, 주한아르헨티나대사관을 대표하여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주최하는 본
컨퍼런스에 참석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 자
리에 참석하신 내 외빈 관계자 여러분께도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아르헨티나에서 인권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
는지, 정치인들이 책임자를 재판에 회부하기 위해 어떤 규범과 절차를 시행했는지에 대해 언
급할 것입니다. 그리고1980년 5월, 대한민국 광주에서 일어난 사건과 아르헨티나에서 일어
난 사건에 관한 유사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와 5·18민주화운
동은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반에 일어났으며, 양 국을 통치한 정치 체제의 유형과 보
장받지 못한 자유, 잔인한 억압 등을 겪은 시민들의 이야기 등이 서로 매우 비슷합니다. 또한
양 국가의 희생자 가족들이 겪었던 고통과 고군분투하는 모습 또한 닮아 있음을 느낍니다. 수
많은 역경에도 굴하지 않았던 증인들, 생존자들 및 인권단체들의 투쟁은 모두에게 인정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본론으로 들어가 아르헨티나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르헨티나는 1970년대
격동의 사회정치적 상황에서 내부 질서 회복이라는 목표 아래 군사조직이 1976년부터 1983
년까지 정권을 장악하였고 이들은 '전쟁 논리'를 통해 정부조직에 반하는 집단의 완전한 박멸
을 기본 목표로 수립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확실하게 정의된 전쟁터와 명백한 적이 존재
하는 '깨끗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전 지역으로 확대되는 것을 정당화하며 무분별한 시민들
을 상대로 폭력적인 탄압을 자행한 소위 '더러운 전쟁'이었습니다. 1976년에서 1979년 사이
에 군사정권에 의해 시작된 불법적인 탄압의 결과로 약 3만명의 시민이 구금되고 실종되었습
니다. 그 중에는 정치가, 노동조합 대표, 대학생, 지식인, 전문직 종사자 등 무고한 시민들이

22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수 천 건의 납치와 실종은 수 많은 가족, 친구 및 동료, 정치가 등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구의 대다수는 이 대규모의 강도 높은 억압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혼란
을 겪었고 희생자들에 대한 정보는 알아낼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군부대는 전국에 약 700
개의 비밀 감금시설을 설치했으며 이 감금시설의 대부분은 도시 한가운데에 막사, 경찰서, 군
및 경찰 부대, 학교, 개인 농장 등의 형태로 설치되었습니다. 국가 기구 전체가 계획적이고 조
직적인 테러에 동원되어 시민들의 납치, 고문, 강제 실종을 제도화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규모의 불안한 사건들에 대한 소문은 빠르게 국경을 넘어가기 시작하였습니
다. 1976년 말부터 해외에서 처음으로 이 문제에 대한 제기가 시작되었고, 1977년부터 군정
부는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일찌감치 이 군사정권은 국
제사회의 잇따른 비난과 관심에 대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더러운 전쟁에
대해 공개적으로 해명해야 했습니다. 정부가 채택한 전략 중 하나는 단순히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정부는 억압적 행위에 대한 책임을 단호히 거부함과 동시에 민주
적 소명과 법을 존중하고 있음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이 정권 초기에 피해자의 가족들은 부족한 대응과 지원으로 인해 완전히 고립된 체 성과 없는
수색에 절망하였고 위기의 순간에 놓였었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이 변하기 시작한 것은 같
은 상황에 있는 다른 피해자 가족 구성원을 만나게 되면서 함께 힘을 모으기 시작하면서입니
다. 병원과 경찰서, 그리고 매주 목요일 오후 5월의 광장에서 함께 시위를 하며 만난 피해자
의 가족들은 피해 과정을 조금씩 더 이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은밀한 구치소, 살인, 고문에
대한 정보와 루머가 점점 공식화 되었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 집단행동을 하기 시작함으로써
군사정권의 탄압정책 범위와 깊이를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민주
주의를 앞둔 군사정권 말기에는 인권과 관련한 시위가 점점 불타올라 높은 참여율을 보이며
정점에 도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이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로 부상하였고 선거판 한 가운데
있는 정치인에게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후 취임한 민주정부 초대 대통령은 그가 선거운동에서 공약한 바에 따라 인권 문제에 대해
신속하고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두 가지 결정적인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세
번의 군사정권 기간 동안 시행된 폭력과 학대의 책임자들과 그들이 연관된 조직에 대한 정의
를 요구하는 재판을 열도록 명령하였고 동시에 국가실종위원회(CONADEP)을 창설하여 실
종자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행하게 하였습니다.
현재 아르헨티나는 국가정책에서 인권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으며 3월 24일을 "진실과 정
의를 기리는 국경일"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3년부터 우리 사회와 관련 기
관들이 진정한 정의와 정치적 의지를 찾기 위한 지칠 줄 모르는 인권운동을 향한 노력은, 국
가의 삼권이 책임자들의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적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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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독재 정권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첫 유죄 판결을 받은 지 14년이 지
난 현재, 공식 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12월까지 250건의 선고가 내려졌으며 현재
계류 중인 사건 373건이며 이 중 280건은 조사 단계에 있으며 75건은 구두 소송 절차로 올라
갔고 18건은 이미 구두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1.013명이 유죄 판결, 164명이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29명은 도피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법적 청산작업 외에도 또 다른 인권 활동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점
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르헨티나 외교통상부는 2011년 '진실의 기록과 역사 기억 위원회'
를 만들어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외교 문서를 수집하고 식별하는 작업을 진행해오
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련 기밀 문서를 수집하기 위해서 아르헨티나는 국제적으로 다른 국가
들의 긴밀한 협력을 얻기 위해 현재까지도 노력 중입니다.
콘도르 작전 판결: 사법부의 판결을 통해 중남미를 통치했던 독재정권들이 국가권력의 구조
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고, 실종자들에 대한 보고를 거부함으로써 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흔적을 숨겼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법인류학: 아르헨티나 법인류학팀은 국가테러 기간 동안 실종된 사람들의 유해를 찾아 식별
하고 사망 경위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배상법: 현재 아르헨티나에는 독재 기간 동안 억압 세력이 저지른 심각한 위반 행위에 대해
배상하도록 하는 중요한 법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강제적실종위원회(Committee on Enforced Disappearances (CED)): 모든 사람을 강제실
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은 2006년 12월 20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어 2010년
12월 23일 발효되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프랑스와 함께 CED 초안 작성과 후속 협상 및 채
택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몇 가지의 예시로 국내 및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관련성이 있는 내용들을 언급하였습니다. 이
민감한 사안에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신 청중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컨퍼런스를 주최한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기록관 관계자분들의 노
고에 감사를 전하며 국가폭력으로 고통받는 모든 분들에게 더 나은 사회, 모두가 포함되고 소
외되지 않는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특별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이 끔찍한 사건에 대한 진실을 알리고 이러한
만행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다시 한 번 경청해 주시
고 저에게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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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rights in Argentina:
a long-term national policy

Mr. Julian CANESSA
Deputy Head of Mission of the Embassy of the Argentine Republic
to the Republic of Korea

Good evening.
On behalf of the Embassy of the Republic of Argentina in the Republic of Korea, it is a great
honor for me to be here taking part in this event organized by May 18 Democratic Uprising
Archives.
I would like to extend congratulations for the 10th anniversary of Registration of the May
18th records heritage in UNESCO, and I extend a warm greeting to the high authorities
present this afternoon.
I am going to refer to the evolution of human rights in my country, how events that
had happened and how politicians implemented norms and procedures to bring those
responsible to trial. Regarding the events of May 1980 that took place in the city of Gwangju
and what a happened in Argentina, I would like to express that there are parallels between
them. For example both took place in in late seventies and early eighties, both are similar in
the type of political regime that ruled each country, the lack of essential freedoms and in the
personal stories of the people who had suffered such brutal repression.
I can also see the struggle that the families of the victims have been going through; the
struggle of the witnesses, the survivors and the human rights organizations, all of them
deserve recognition for not surrendering in spite of so many adversities.
Now I will tell you my story. In Argentina, under the objective of restoring internal order
in the convulsed socio-political scene of the country in the 1970s, the military regime that
occupied the government between 1976 and 1983 established as one of its fundam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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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total eradication of subversive groups through the logic of war. It was not a
“clean war” with a defined battlefield and a clear enemy. Rather, it was a “dirty war” that
required the use of non-conventional and drastic methods against an unconventional and
diffuse enemy that justified the extension of the repression to unlimited areas.
As a result of the illegal repression launched by the government, mostly between 1976 and
1979, about 30,000 people were detained-disappeared in the country. Among them were
political activists, union representatives, workers, university students, politicians, intellectuals,
professionals and many others. The thousands of kidnappings and disappearances affected
countless families, groups of friends, circles of coworkers and colleagues, groups of political
activists and others. Vast sectors of the population were directly or indirectly disturbed by the
magnitude and intensity of the repression and stripped of all certainty and information about
the fate of the victims. The Armed Forces installed around 700 clandestine detention centers
throughout the country, mostly located in the middle of the cities: barracks, police stations,
military and police units, schools, private farms and other places. The entire state apparatus
was at the service of planned and systematic terror, institutionalizing the kidnapping, torture
and forced disappearance of people.
The repercussions of these alarming numbers and disturbing events quickly began to cross
national borders. The first calls for attention from abroad began to appear from late 1976 and
as of 1977, when international criticism of the military government for violation of human
rights was on the rise.
Early on, the regime was then forced to respond to the successive accusations and calls for
attention launch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o, the government had to give public
explanations regarding the dirty war. One of the strategies adopted by the government
simply consisted in the absolute denial of the accusations. In other words, the government
flatly rejected their responsibility in the repressive acts and at the same time reaffirmed its
democratic vocation and respectfulness of the law.
During the first months of this regime, faced with the lack of responses and support, family
members of the victims were immersed in an isolated and fruitless search that brought them
to the brink of despair. It was only by meeting and joining forces with others family members
that were in the same circumstances that this hopeless situation began to change and the
claim began to take a new form. In their encounters in hospitals and police stations, walking
together every Thursday afternoon in Plaza de Mayo, the relatives began to make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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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lligible the fragmented universe of the process that was going on by putting together
the pieces of information and rumors about clandestine detention centers, murders, of the
tortures that seeped into the official world. So, by joining forces and the use of collective
actions the scope and deepness of the repressive policy of the military regime became more
clear.
Some years later, under the political context of the transition to democracy, the protests
around human rights far from appeased, reached high levels of participation. The issue
gained significant national relevance and it became an inescapable question for the social
forces and the politician who in the middle of the electoral race approached this problem.
In line with what was promised in his electoral campaign, the first president of the
democratic period put two decisive institutional instances underway to give a prompt and
definitive solution to the problem of human rights. Regarding those responsible for violence
and abuse, and in response to demands for justice from the organizations of relatives, he
decreed the opening of the trials to the members of the first three Military Juntas. At the same
time, he created the National Commission for the Disappearance of Persons (CONADEP),
whose main function was to investigate what happened to the detained-disappeared people.
Today the Republic of Argentina assigns Human Rights the highest priority in its national
state policy. Every March 24th, we commemorate the "National Day of Remembrance for
Truth and Justice."
The maturity reached by our society and our institutions, the tireless work done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movement in the genuine search for justice and the political will since
2003, led to the three powers of the State to remove legal obstacles to identify and punish, in
ordinary criminal trials and with strict application of due process, those responsible for said
violations.
In this context, 14 years after the first conviction for crimes committed by the last civicmilitary dictatorship, we have these official figures: As of December 2020 there were 250
sentences given in a court of justice; 373 cases that are currently pending, of which 280
are in the investigation stage, 75 were raised to oral proceedings and 18 are already in oral
proceedings. Overall, 1,013 people were convicted, 164 were acquitted and 29 are at large.
Before concluding, I would like to emphasize that the work in the defense of Human Rights
covers other top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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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Argentina created in 2011 the “Archives of Truth and the
Historical Remembrance Commission” which collects and identifies documentation from
diplomatic files that can be used as evidence in court. At the international level, Argentina
requires the collaboration of other countries to obtain relevant declassified documentation.
Condor Plan ruling: A judiciary sentence demonstrated that the dictatorships that governed
in Latin America used the structures of state power to carry out their crimes, and then hide
the traces of their actions by means of the disappearance of people and the refusal to report
on their destinies.
Forensic anthropology: The Argentine Forensic Anthropology Team performs an
extraordinary work to find and identify the remains of people who disappeared during State
terrorism period, and provide data on the circumstances of their deaths.
Reparatory laws: Currently in Argentina there is an important package of reparatory laws
in force, which provide patrimonial reparation for the serious violations committed by the
illegal actions of the repressive forces during the dictatorship.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 CE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was adopted by the UN General Assembly on December 20, 2006 which
entered into force on December 23, 2010. Argentina, together with France, played a leading
role both in the drafting of the text of the CED and in its subsequent negotiation and
adoption.
These are just a few examples that demonstrate the relevance of this subject in our national
and international agenda. Thank you very much distinguished audience for your attention
and respect for this sensitive issue.
Lastly, let me congratulate the Gwangju City May 18th Democratic Archives for organizing
this event, and I would like convey a positive message to all the people who have suffered
under state violence to keep working towards a better society, that includes everyone and
leaves no one behind; to create awareness especially in the youngest and to spread the true
facts about these terrible events. It is everyone´s responsibility to make sure these atrocities
never happen again. Again thanks everyone for listening and the opportunity given to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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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과 미얀마 민중항쟁의 비교와 교훈

얀나잉툰
주대한민국 미얀마연방 공화국 대표부 특사

서론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시민들의 항쟁으로 전 세계 민주
주의 투쟁 중 최종적으로 승리를 거둔 항쟁이며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들에게 큰 교훈을
주는 민주화 운동이다.
대한민국과 미얀마는 지나온 역사에 유사한 점이 많지만 현재 두 나라의 상황은 매우 다르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자리를 잡았으며 경제적으로도 세계 최강 10개국에
들었다. 하지만 미얀마는 민주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군사 반란세력에 의한 쿠데타를 겪
으며 겨우 자리잡았던 민주주의의 싹이 짓밟혔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한 경제적 타격으로 인해
세계 최하위 국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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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에서 여러차례 발생한 민중항쟁들 역시 미얀마 민주주의 역사에 중대한 역할을 하였으
나 아직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 군사정권을 타도하고 민주정권을 수립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미얀마 시민들의 노력으로 얻어낸 민주정부가 10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군사정권
의 수중으로 넘어갔다. 이에 대한 저항을 줄기차게 하고 있으나 과연 2021년 미얀마는 새로
운 봄의 혁명을 맞을 수 있을까?
본 발제문에서는 미얀마의 민중항쟁과 대한민국의 5·18민주화운동을 비교분석하여 투쟁의
과정과 역사에서 배우게 되는 교훈을 소개하고자 한다.
지리적 환경

한반도는 지리적으로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국가들과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1953년 이후부터
는 휴전선으로 인해 국경은 북한만이 접하게 되었다. 그리고 국경은 국가 안보에 중요한 위치
이자 군사적으로 주요한 구역이 되었다. 그 외의 국경은 바다로 둘러싼 해안선이며 가장 가까
운 나라는 일본이다.
미얀마는 방글라데시, 인도, 중국, 태국, 라오스 등과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그들 나라와 무역
및 민간 교류는 늘 지속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미얀마의 국경지역은 민족군의 활동영역이며
기지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국경 지역은 교통과 통신이 원활하지 않아 미얀마의 국경선에 있
는 지역들은 경제 발전이 더디고 치안이 안정되지 못한상태이다.

30

민족의 구성
대한민국은 단일민족 국가로 문화와 풍습, 전통 등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미얀마는 대표적인 8개의 민족이 함께 사는 연방국가이다. 이를 세분화하면 소수민족은 100
여 민족이 넘는다. 까칭, 까야(까잉니), 까잉, 친, 버마, 몬, 라카잉, 샨 등의 여덟 민족은 수 백
년전부터 각 지역에 모여 살아왔다. 예로부터 서로 이웃으로 평화롭게 지낼 때도 있으며 민족
간의 갈등으로 인한 반목으로 전투 및 경쟁을 할 때도 있다. 서로 다른 민족이기에 문화, 풍습
과 전통이 확연히 다르다.
지금까지도 미얀마의 민족들은 다민족이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민족주
의와 해묵은 민족감정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기에 미얀마의 민족통합문제는 미얀마 연방
민주주의 국가 건설에 있어서 크나큰 숙제이다.
언어
대한민국은 한국어를 표준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미얀마는 민족언어가 100여 가지나 된다. 미
얀마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통용에 장애가 있으며 공용어인 미얀마
어 사용에 대한 거부감과 차별이 있다.
내전
대한민국은 1945년에 일본식민지에서 해방되었다. 그러나 당시 한반도를 두고 미국과 러시
아의 갈등으로 독립지도자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게 되어 결국 두 국가로 갈라서게 되었다.
이로 인해 벌어진 한국전쟁(1950~53년)은 현대사에 있어 사망자가 가장 많은 전쟁으로 기록
되었다. 이후 한반도는 군사적 긴장 상태로 휴전을 유지하고 있다.
미얀마는 1948년에 영국 식민지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독립을 선포하고 3개월 이후, 미얀
마 내에서 갈등이 시작되었으며 내전은 종식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확산되었다. 평화 회담
을 여러 차례 진행하였으나 성공적인 협의점을 찾지는 못했다. 1990년 휴전협정을 일부 지
역에서 체결할 수 있었다. 2011년에는 전국 휴전 및 평화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14년에는
NCA(Nationwide Ceasefire Agreement)협정을 맺을 수 있었다. 그러나 전체 민족이 참여
한 것은 아니었다.
연방평화사업은 지난 세월 간 정부, 국군, 민족간 삼자 협력으로 널리 진행해 왔다. 그 결과
연방평화협정을 두 가지 조약에서 서명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조약마저 올해 쿠데타로 인해
중단되고 말았다.
쿠데타
대한민국은 1961년 박정희 소장이 쿠데타를 결행해 3년 후 대통령직 취임선포를 직접 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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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반민주적인 유신 헌법을 공포하고 1979년 암살당할 때까지 공포정치로 통치하였
다. 한국은 1987년에 국민이 직접 투표하는 직선제 대통령 선거를 처음으로 치를 수 있었다.
미얀마는 1958년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려 하자 우누(U Nu)총리가 헌법에 의거하여 6개월
간 국가 통치권을 군부에 이양하였다. 그리고 이를 과도정부(Caretaker government)라고
불렀다. 그 후 2년간 네이윈(Ne Win)이 주도하는 과도정부를 보낸 후에야 1960년 선거를 통
해 당선된 정당에 국권을 다시 이양해 주었다.
그러나 1962년 네이윈(Ne Win)이 또 다시 쿠데타를 결행하여 국회와 정당을 모두 해산시켰
다. 1974년 헌법을 공표하고 국회의원 선거를 진행하여 선거에서 네이윈을 대통령으로 선출
하였다. 그리고 1982년 산유(San Yu)대통령 임기 중 민중항쟁이 시작되었다. 그때 3개월 만
에 대통령이 세 번 바뀌어 서마웅(Saw Maung)이 주도하는 군부가 또 다시 국권을 점령하였
다. 1990년에 군부에서 선거를 치러줬으나 국권은 이양해 주지 않았다.
2008년 군부는 종신집권을 위해 헌법을 제정·선포하였고 그 헌법에 따라 2010년에도 선거를
치렀다. 이에 새로운 국회와 정권이 탄생하였으며 이후 2015년과 2020년에도 선거가 계속
있었다.
그리고 2021년 1월 군부는 다시 쿠데타를 일으켰다.
정치적 현황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일제 강점기 이후 일본의 통치에 저항하고자 하는 많은 반일반제 활동 단체들이
나타난다. 정치적으로는 민족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가 중요시되었다. 공산주의적이고 사
회주의적인 북한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건국하고 현재까지 한반도의 북쪽을 실효통
치하고 있다. 여기서 사회주의는 사상적 관점에서 공산주의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분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북한은 사상적인 관점에서는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경제학적으로
는 공산주의를 정치 제도적인 면에서는 민주정치를 가장한 독재정치로 운영되는 집단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반면에 대한민국은 사상적으로는 개인주의를, 경제학적으로는 자본주의를, 정치제도적인 관
점에서는 정당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해방전후 민족주의자와 일본에 부역한 수
구 자본주의자들이 대립하면서 그 양쪽의 갈등이 심각해지며 수구 친일 자본주의자들이 사회
주의의 위협을 핑계로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북한과 대립각을 세우며 민족통합을 강력히 반대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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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독립하였고 한국전쟁 중 미국의 도움으로 승리하였으
며 또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기 위하여 자국내 미군을 주둔시켜야 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중 미국과 밀접한 사람과 그 그룹이 권력을 잡게 되었다.
쿠데타를 일으킨 대한민국 육군 소장 박정희는 친일파였고 공산주의자였으나 후에 민족주의
자로 변신하였고 그의 노고덕에 한국의 경제적 발전을 모색하였다는 평가를 받지만 경제적인
수익자가 대다수의 국민이기보다는 재벌과 일부 권력자들이 큰 이익을 갖게되었다 또한 정치
적으로는 독재를 위해 시위하는 시민과 학생, 그리고 당시 야당을 무자비하게 탄압하였으며
정적들을 압박한 전략이 싱가포르 지도자인 이꽝유의 정치적인 전략과 유사하였다
미얀마
미얀마는 1930년도부터 정치적인 활동 단체들이 나타난다.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따른 단체
들도 그 시기에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일본의 식민지 통치에 대항하기 위해 결성된 반파시스
트 인민자유연맹의 많은 동지들이 사회주의를 신봉하여 그 노선에 따라 활동하였다
아웅산 장군의 주도하에 스스로 독립을 쟁취한 미얀마는 국부인 아웅산 장군의 급작스런 서
거와 초대수상우누의 정치적 무능으로 인한 혼란기를 겪으며 군부에게 쿠데타의 빌미를 제
공하여 1962년 네윈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버마식 사회주의 국가로 지향할 것이라고 공
식적으로 밝혔다. 야당과 민주시민 단체들을 모두 없애고 군부가 지도한 ‘버마식 사회주의’를
지향하게 됐다. 군부가 사회주의적 통치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의견이 다른 사회주의와 공
산주의자들에게도 폭력으로 탄압하였다.
1963년부터 1965년까지 경제계획이 사회주의 방향으로 기울게 되면서 국가의 모든 산업이
국유화 하였다. 그리하여 미얀마는 폐쇄적인 사회주의적 경제제도 및 세계화를 외면하고 스
스로 고립을 자초한 국가적 이데올로기 즉 세계 경제와의 단절때문에 가난한 동남아시아 중
에서도 경제적 상황이 최악인 나라가 되었다.
1980년도까지 버마식 사회주의적인 이데올로기가 강하였으나 경제적 실패를 몸으로 겪은 젊
은 세대는 군부의 지도체제를 비판했으며 나라의 발전을 위하여 민주주의 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1988년 8888항쟁 후 군부도 어쩔 수 없이 시장경제제도 운영과 함
께 자본주의의 여러제도를 도입했다. 그렇지만 군인들이 권력을 이용하며 뇌물을 받고 국가
의 천연자원을 사적이익을 위해 불법거래함으로써 나라의 재산이 일부 권력자들과 재벌들의
손에 쥐어지게 되었다. 다른 주변국가의 발전의 속도에 턱없이 못 미친 우물안 개구리였던 미
얀마 군부는 국가를 일으켜 세우기는커녕 나라의 자원을 팔아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졌
다. 군부가 제도로서 민주국가의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민주주의의 기초적
헌법 조차도 세우지 못하였고 개혁적인 정치인들과 민주화 운동가들을 불법구금하고 탄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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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겨우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로 세월은 지나갔다
미얀마의 젊은 세대 중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옹호하고 민주주의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늘
어났고, 그 늘어난 민주주의 신봉자들을 없애기 위하여 군부는 대다수 종족인 버마족을 선동
하여 민족주의 사상을 일으켰다. 그로 인해 발생한 민족간의 갈등은 종교 갈등으로 까지 번져
미얀마는 민족분쟁의 소용돌이로 들어가게 되었다
5·18민주화운동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일어난 5·18민주화운동은 전남대 학생들이 강제적 휴교령에
반대하는 시위에서 시작되었다. 반란군부가 동원한 계엄군의 폭력적 진압에도 불구하고 광
주시민들과 학생들의 열정적인 노력 끝에 계엄군이 물러나며 대동세상을 맞이했다. 그러나
며칠 후 계엄군이 탱크를 앞세워 쳐들어온 후 광주를 다시 차지하게 되었다. 군부는 5·18민
주화운동 당시에 희상자가 200명정도라며 공개 발표했다. 하지만 보고된 결과에 따르면 부상
과 사망 등으로 600 에서 2,300 까지 이른다고 밝혔다.**
미얀마 8888 항쟁

1988년 8월 8일에 미얀마 민중항쟁이 일어났다. 실제로 미얀마에서 오래전부터 학생과 노동
시민들의 시위가 자주 일어난 적이 있었다. 1962년에 쿠데타를 일으킨 후부터 지식인층과 학
생들이 지속적으로 군부를 반대해왔다.
-1962년 7월 양곤대학교 학생항쟁
- 1969년 12월 섬도항쟁
- 1974년 12월 우딴 항쟁
- 1975년 12월 쉐다곤 종합시위대
- 1976년 3월 100일째*** 항쟁
이 시위들은 군인들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적 진압을 당한 후 실패했다. 짧게 끝난 이러한 시위
와 항쟁은 전체 시민들에게 알리지 못하였기에 성공적으로 끝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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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8888항쟁은 미얀마 전체에 항쟁 소식이 퍼지게 되었고 공무원들, 경찰관, 군인까지도
참여하게 되었다. 결국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으나 한 정당만이 정치를 해 왔던 제도를 없애
고, 다당제 정치제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군부가 다당제 선택권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한 것
이다
하지만 그에 따른 희생도 컷다. 8888항쟁 때 3000명 정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확한
피해규모는 아직까지 알지 못한다.
민주화 운동 후 결과

대한민국에서는 5·18민주화운동 이후 전두환이 헌법을 수정하고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출
하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이는 권력을 국민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투표권을 얻은 것이다.
미얀마 또한 8888항쟁에서 다당제하에서 국회의원을 국민이 선출할 수 있게 되었다. 1990년
5월 선거에서 국민이 원하는 아웅산 수치가 지도하는 정당이 승리하였지만 군부가 약속을 어
기고 선거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국회를 개원하지는 못했다.
그 후 국민들의 민주화 의식이 조금 나아지는 것 외에는 제도개선이나 상황을 반전시킬 수 없
었던 것은 위에 제시된 미얀마의 역사적 배경과 60여년을 경제 및 운명공동체로서 뿌리깊게
그들의 권력을 공고히 다져온 군부세력의 굳건함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군대가 쿠데타를 일으켜도 정당들이 해산되거나 억압을 받기는해도 정당들
의 최소한의 활동이 가능하며 제한적이지만 국회가 열린다. 또한 경제적인 자립을 이룬 중산
층이 두터워지면서 소수의 사람들이 아닌 다수가 움직이는 다중경제를 이루고 있어서 어느누
구도 혼란에 의해 국가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또한 미국의 국가적인 이익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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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혼란과 경제 붕괴는 결코 부합하지 않기에 박정희, 전두환의 군사쿠데타에도 지
속적인 경제발전과 함께 5·18민주화운동이 진정한 시민의 승리와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확립
이라는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미얀마는 60년 내내 군부가 비호하는 정당만이 현실정치를 주도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큰 이유는 소수민족과의 내전이 있어서 군부 독재자들이 정당성을 선전하기 좋은 구
실이 되었다. 사회 시스템의 부재와 열악한 인프라로 인해 정보와 뉴스를 사실 그대로 얻을
수 없었던 지방에 사는 국민들은 정부 미디어에서 노출된 것만이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교육
받았다. 더욱이 일반국민은 너무 빈곤하였기에 경제 주체로서 역할을 할수가 없었다 한마디
로 미얀마 국민은 살아 남기에도 벅찰 정도로 경제력이 없었다. 군부 또한 나라의 경제적 상
황을 국민들에게 사실대로 알려준 적이 없었다. 이러한 상황들로 인해 8888항쟁을 군대가 실
탄을 발포해 해산시킬 때 국민 대부분이 군부가 주는 아주 작은 약속만으로도 만족해하며 물
러나게된 계기가 된 것이다. 이후 군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지만 항쟁지도부의 사망과 부재
로 인해 이미 시민들은 다시 항거할 의지를 상실한 상태였다.  
샤프란 혁명

2007년 8월에 발생한 샤프란 혁명은 전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건이다. 샤프란 혁명은 불
교 승려들이 주축이 되어 혁명을 이끌며 군부독재에 굴복하지 않고 혁명적 정신을 표출했다
는 의의를 지니지만, 실제로 군부에 가해진 정치적인 압력은 약했다. 강력한 무력과 기반을
갖춘 잔혹한 독재세력은 이를 철저히 무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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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의 혁명

2021년 2월 1일 미얀마군 총사령관 민 아웅 흘라잉은 민주적 절차로 선출된 정부를 전복하고
불법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찬탈했다.
쿠데타 이전에 미얀마는 군부의 입맛에 맞추어 작성된 헌법에 의해 통치되었다. 이 헌법에는
상하원 의회 의석의 25%를 군부에 할당하는 부당한 내용마저 포함되었다. 내각의 부통령 1
명에 더불어 내무부, 국방부와 국경지역의 문제를 총괄하는 장관 또한 군부가 임의로 임명한
다. 또한 국방예산은 감사를 받지 않으며, 군부는 예산집행에 대한 결과보고 의무가 없다. 그
리고 군부는 언제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부의 권한을 1년 동안 이양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법이 존재하는 미얀마는 지난 10년 부분적으로 민주주의를 경험했을 뿐이다.
대통령은 의회에서 선출되며, 친 군부성향 정당이 의회의 26%를 차지하고 있다. 민중의 지지
를 받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는 지난 2010년 선거를 보이콧하고 후보를 등록하지 않았다.
이후 2015년 선거에서 민주주의민족동맹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어 정부를 구성했다.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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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선거 승리 이후 민주주의 세력이 집권한 것은 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2020년 총선
에서도 민주정부는 민중의 지지를 얻어 다시금 선거에서 승리했다 그러나 군부는 이에 불복
하고 불법 쿠데타를 일으켰다.
쿠데타가 일어남과 동시에 온 미얀마 민중이 반대 목소리를 냈다. 공무원의 약 50%가 시민불
복종 운동(CDM)이라 불리는 반 군부독재 운동에 참여했으며, 수만 명에 이르는 시민들이 거
리로 나서 집회를 벌였다. 지난 3월 군부는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무차별 발포를 자행했
고 민중의 저항정신은 폭발했다.
오늘까지 군부가 저지른 만행으로 인해 1,222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9,490명이 불법체포 됐
다. 또한 1,954명에 반군부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수배령이 내려졌다.
현재 민족통합정부(NUG)와 연방의회 대표위원회(CRPH), 소수민족 혁명단체(EAOs), 민족통
합협의회(NUCC), 시민방위군(PDF)은 총연대해 군부독재에 저항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봄의 혁명은 승리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5·18민주화운동에서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한다. 5·18민주화
운동은 호남이라는 지역에서 발생한 일이었지만 전국민적인 공감과 지지를 얻었다. 특히 민
주진영 정당과 시민들은 광주시민을 적극 지지했다. 비록 민주화 운동은 유혈사태와 학살이
라는 비극으로 끝났지만, 이를 계기로 전국민이 정치적으로 성숙한 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이를 교훈삼아 우리는 봄의 혁명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봄의 혁명 또한 미얀마 민중이 전폭
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으며, 정신적인 면에서 군부를 압도하는 승리를 거두었다고 평가한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은 무기를 들고 맞서 싸워 군대를 몰아냈다. 그 결과 도시는 시민
에 의해 통치되었으며, 시민의 힘으로 모든 행정이 수행되었다. 군사적 탄압으로 군부독재자
에 다시 통제권을 탈취당했으나, 5·18민주화운동은 이것을 통해 군부독재에 맞서 싸울 수 있
다는 역사적 교훈을 남김과 동시에 독재자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
되었다.
봄의 혁명 또한 시와 마을에 시민방위군이 결성되어 군부독재를 시민에 의한 통치로 전환하
기 위한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 광주에서는 혁명 기간 동안 시민들이 혁명에 필요한 금전과
물품을 아낌없이 내어놓는 그야말로 대동사회를 이루었다. 이러한 기부와 자조는 민주화를
위한 핵심적 요소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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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의 혁명에서 국외에 거주하는 미얀마 해외동포들이 조국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공헌하는 모
습은 매우 인상적이다. 민족통합정부 또한 세금 징수, 채권, 복권, 추첨권 판매 등 갖은 수단
을 동원해 혁명자금을 마련하고 있다.
미얀마 민중의 손에 경제와 산업의 운명이 달려있다. 이제 정부에 의존하는 시대는 지났고,
어렵게 이룩한 자유무역과 개방경제체제가 무너지는 것을 원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
민주주의가 가장 적합한 정치체제라는 사실에 동의하지 않는 이는 없으리라 생각한다. 민족,
언어, 관습과 풍습이 다른 소수민족과의 공존을 위해서 연방제라는 제도는 미얀마에 가장 적
합한 정치구조가 아닐 수 없다.
현재 미얀마의 상황은 1980년대 한국의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시스템의
발전과 미디어의 개방성은 전세계의 모든 미얀마인을 하나로 묶는 수단이 되었다. 따라서 우
리는 훗날 미얀마의 봄의 혁명도 5·18민주화운동처럼 인류가 남긴 유산 속에서 길이 빛나는
승리의 역사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맺는 말
비슷한 역사적 궤적을 지나온 대한민국과 5·18민주화운동 이야기는 우리 미얀마에게 낯설지
않다. 2004년 광주인권재단이 미얀마 민주화 운동가인 아웅산 수찌 여사에게 광주인권상을
수여했을 때 미얀마 민중은 광주와 한국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그러나 2017년 미얀마 서부 지역에서 정치적, 인종적 충돌이 발생했을 때 아웅산 수찌 여사
가 걸어온 민주주의를 향한 고난과 역경의 여정이 퇴색되고, 이해와 영리에 몰두한 이들이 벌
인 정치적 책동으로 인해 여사에게 수여된 상이 취소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오늘날 군부독재자와 반란세력에 대항하는 봄의 혁명이 도래하는 시기에 확고한 동맹이 되어
민주주의를 향한 여정에 함께하는 광주광역시의 진심 어린 지지에 우리는 크나큰 기쁨을 느
끼며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는다.
광주로부터 얻은 교훈을 지침으로 삼아 이 세상에 인류애로 가득한 심장으로 인권을 철저히
보호하는 정부를 세우고, 독재자들의 폭력과 잔혹행위를 종식하며, 민중에 의한 통치가 보장
되는 민주주의 체제로 나아갈 것임을 우리는 굳은 믿음으로 결의한다.

39

The paper on the comparison of
5·18 Gwangju Revolution and Myanmar crises,
and the lesson to be learn from these events

Yan Naing Htun
Representative to the Republic of Korea

According to world heritage registration no. 5·18, the Gwangju uprising is an important
landmark in the struggle for democracy in Korea.
This historical struggle for democracy is similar in both Korea and Myanmar, despite their
myriad differences. Presently, Korea is a fully democratic nation, and, in terms of its economy,
Korea is among the top 20 nations in the world. Myanmar however is still struggling for
democracy and in terms of its economy it still can be labeled a Least Developed Country
(LDC)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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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anmar’s popular movements are important landmarks for their democratic movement,
but as of yet have not been successful. Victory still feels far away.
From military to democratic rule, for the past ten years, the efforts have only been partly
successful. Now, since the military took over again, the Spring Revolution is what is now
making history.
Geography

Korea historically bordere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eastern Russia. After 1953,
their only neighbour became North Korea, which has become a very serious security
problem, and the sea. The next closest country is Japan, separated by the ocean.
Myanmar has shared borders with Bangladesh, India,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Laos,
and Thaìland, and has only had trading relations with these neighbouring countries.
Communication has become an issue, thanks to ethnic armed groups setting up military
headquarters in their areas of occupation.
Nationality
The Republic of Korea is monocultural, with one main ethnic group that has a traditional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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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anmar has eight major ethnic groups, each with their own cultural and traditions, which
when viewed in detail can be further broken down into over 100 small groups. These eight
major ethnic groups each had their own separate territories, allowing a harmony that was
only disrupted at times by armed conflict between these individual groups.
Since agreeing to live homogenously, these cultural and traditional differences have led to
much more frequent conflict.
Languages
Korea has only one common language, whereas Myanmar has over a hundred, so while
Burmese is recognized as the official language of the country, some ethnic areas still have
translation difficulties.
Civil Wars
In 1945 Korea was liberated from Japanese occupation, but due to the presence of both
US and Russian occupying forces, the country had been divided into North and South
Korea, leading to the Korean Peninsular War from 1950 – 1953 and the greatest loss of lives
recorded in modern times. The war resulted in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as
of yet further conflict has been avoided.
Three months after Myanmar was liberated from British rule and declared their independence,
civil war broke out, escalating conflict rather than bringing it to an end. Repeated peace
efforts brought no respite.
In 1990, several cease fire agreements had been reached in various regions. 2011 brought the
creation of the Nationwide Ceasefire Agreement( NCA), which was enacted in October of
2014, but not all factions agreed to it.
Over the past ten years, a Union Peace Process had been widely successful between the
Government, the Army, and the Ethnic Revolutionary Armed Groups. The NCA agreement
was signed and divided into two parts. All of this progress was annulled after the army's coup
on the first of February, 2021.
Military, the overpower
In 1961, General Park Chumg Hee took over the country and 3 years later declared himself
president. He ruled the country with a new constitution until 1979, after which 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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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 Doo-Hwan took over and became president. In 1987, a presidential ełection was held
with using a direct voting system by the people.
In Myanmar during 1958, the Army planned to take power. Prime minister U Nu,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allowed the Army to take control for 6 months, calling it
the caretaker government. This was later extended to 2 years. After those 2 years, General Ne
Win held an election and returned the power to the winning party led by U Nu.
In 1962 gen Ne Win took power through a coup and cancelled all political parties.
He announced the 1974 constitution and held a parliamentary election. The Parliament
then appointed General Ne Win as president. In 1982, U San Yu became president. Popular
uprising occurred in 1988. During that uprising, the presidency changed 3 times. General
Saw Maung took over with a military coup using the army. In 1990, he held a parliamentary
election but failed to hand over power to the winning party.
In 2008, the army announced a constitution in which everything was to their advantage.
In accordance with the new constitution, elections were held in 2015 and in 2020 where the
NLD Party won by landslides. From 2015 to 2020, a new Parliament was formed. However,
in 2020, on the 1st of February, before the new Parliament was to form, another army coup
occurred.
Politics
After Japanese occupation political parties appeared in Korea, there were four political
ideologies: nationalists, liberals, communists, and socialists. Communists and socialists were
powerful in the north. After the separation, North Korea became a communist country. The
nationalists and liberals dominate in the south, and their rivalries are still very strong. The
nationalists are strongly against the influence from the north and strongly disliķe socialism.
The military pact with the US supports this. After the 2nd World War and the N S Korean
War, thanks to the US assistance, the South had success, and for security reasons the country
accepted US troops stationed in the country. This allowed the political parties closest to US
to become dominant in Korean politics.
General Park Chung Hee was a nationalist and tried his best to encourage economic
growth. Due to his efforts the economy grew, but the wealth was in the hands of minorities.
Simultaneously, he suppressed the opposition and it was observed that his ways were similar
to Lee Kwan Yu's of Singap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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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Myanmar political parties began to form in 1930. Those that accepted left wing ideologies
became dominant in politics later on.
After the coup, General Ne Win announced the country would follow socialistic ideologies.
He abolished all other parties and established the army controlled socialist party called
the Burmese Socialist Programme Party (BSPP). Even though the party was socialistic he
suppressed communist socialist groups because of the differences in their viewpoints.
From 1963 to 1965, he nationalized all economic establishments. Due to socialism and his
closed door policy, Burma went from the best economic system to the poorest nation in
Southeast Asia. Around 1980 though, despite a strong socialist policy, the country became
viewed as backward by the new generation and his socialism became unpopular. People were
convinced that only democracy and a market economic system was needed for the country.
After 1988 the army adopted a market economy and reopened the private economic system,
but due to the fact that the generals held absolute political power and to rampant corruption,
the country's wealth went to a minority group called the cronies, who became vastly wealthy
due to their closeness to the generals. The Myanmar authorities could not keep pace with
the world's development, so they began exploiting and selling the natural resources of the
country.
Though the Army announced that they were marching towards democracy, in reality they
did not develop the basic democratic institutions but instead imprisoned the politicians and
political activists of the country.
Gwangju Uprising
From the 18th to the 27th of May 1980, Gwangju’s popular uprising occurred in Chunnan
University, where students opposed the martial law. The suppression of the army was
countered, so they occupied the city of Gwangju together with the residents. After a few days
the army used cannons and tanks to recapture the city. During that event, the government
announced 200. According to other independent estimates, between 600 to 2300 lost their
lives.
Myanmar 8888 uprising
On the 8th of August, 1988, popular revolution took place in Myanmar. This had occurred
many times in the past, with students and workers protesting, occurring regularly since the
1962 army c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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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tudent protest against the army in July of 1962
- The Southeast Asia Games protest in 1969
- UN GS U Thant funeral protest in 1974
- Shwe Dagon general protest in December 1975
- Thakin Kodak Hmaing centennial protest in March 1976
All these protests were suppressed by the army, as the general masses did not participate.
However, in the 8888 uprising, the whole nation became involved, with even some
government employees and soldiers participating.
Though the army managed to maintain control, the country succeeded in replacing the
one party system with a multi-party system. The army promised to hold elections using
multiple parties. Thanks to systematic records being illegal, it is unclear how many casualties
occurred, but it was estimated to be 3000 during the uprising.
The result of the 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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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the popular Gwangju uprising, president Chun Doo Hwan amended the constitution,
and civilian voting to select the president was allowed.
Thanks to the 8888 revolution, parliamentary elections by the general populace involving
multiple parties were allowed. However, in the 1990 parliamentary election, people voted for
the NLD Party led by Daw Aung San Suu Kyi, but they were not allowed to have Parliament.
It was shown that the 8888 revolution had little success and did little to change the country
from the above mentioned historical political system and economic situation.
In the case of Korea, though the army took over, the political parties were not affected.
The political parties and Parliament still exist and the Parliament. The economy was in the
hands of a few, and nobody wanted to see it suffer. Due to the Gwangju uprising, political
consciousness amongst the people had improved. The people's choice to not accept military
rule had been observed. It was revealed that the people's opposition to military rule had
continued and the Gwangju uprising eased the political oppression.
In Myanmar for 26 years only one party existed. Due to the civil wars, the army had good
reason to hold power. Some thought that it was deliberate of the army to allow or create
insurgents to justify their existence. The state media did not report true news to the people
on what happening in the far-lying ethnic areas. People believed what was reported by the
state media. This is one example of socialism. Most people were not entrepreneurs and
did not have any idea of the economic situation of the country. When 8888 uprising was
suppressed, most people had to accept the promises given by the army. Later, when the army
broke their promise, they were not prepared to oppose it.
Golden robe saffron revolution
This protest broke out in August of 2007 and became famous throughout the world. The
Buddhist monks protest actions were based on compassion and their political demands were
weak. This resulted in simply for people to not tolerate the cruelties of the authorities.
Spring Revolution
The 1st of February 2021 was the date general Min Aung Hlaing took power by force over
the winning party of the 2020 parliamentary election on the 20th of November. Before the
election, according to the 2008 constitution, they had occupied 25 percent of parliamentary
seats without participating in the election. In the Government body, they had control
three ministries such as Home Affair Ministry, Defense Ministry, and Border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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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y. 3 ministers were reserved for the army. Additionally, no one was allowed to audit
military accounts. No actions based on past acts were allowed, and the army was allowed to
take power for a period of one year. This was practiced in the semi-democratic Myanmar for
the previous ten years.
The president was to be appointed by Parliament. When pro-army parties won a minimum
26 percent in the election and with the 25 percent of soldiers MPs, then the army could select
a president of their choice. But during the 2020 election, the NLD Party won by a landslide
with over 89 percent of parliamentary seats, which is what is believed to general MAH reason
for the coup, leading the army without good reason to overthrow the winning party by force.
After the announcement of the coup, the whole nation protested. About 50% of government
employees joined the Civil Disobedience Movement (CDM). Tens of thousands of protesters
took to the streets to protest peacefully. From March of 2021, the army used force, killing the
protesters. In response, the protesters decided to form peoples’ defense forces (PDFs).
To date, 1222 have been murdered, 9490 arrested, and 1954 arrest warrants delivered.
National Unity Government (NUG), Committee Representing Pyidaungsu Hluttaw (CRPH),
Ethnic Armed Organizations (EAOs) and National Unity Consultative Council (NUCC) are
all PDFs that officially ex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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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ing Revolution will be successful?
To answer this question, some of the lessons from the Gwangju uprising can be used. Though
Gwangju was the only city in the uprising, the whole nation supported it, as did the whole
democratic international community. This support uplifted the spirits of Gwangju residents
despite their tragic experiences.
That aspect will give Myanmar’s people in the Spring Revolution a spiritual boost, and the
revolution can be considered a success. In Gwangju people took up arms to counter the army,
and the city administration was returned to the people.
Likewise with the case of the Spring Revolution, with the help of PDFs, it will be possible to
replace the army administration with civilian administration. The people's dedication in the
Gwangju uprising was quite significant, and was an important factor for the revolution.
In the case of Myanmar, the Burmese living abroad have also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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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olution. The NUG government is also doing its best to getting funds by taxation, lottery,
issuing bonds, etc. Some Myanmar citizens living abroad have business undertakings, and as
they are not depending on government assistances will not want their businesses to collapse.
Regarding politics, everyone has accepted that democracy is suitable for Myanmar, including
to the diversity of ethnic groups with their differences in traditions, culture, languages. This
diversity makes it so the federal democratic system is the only system suitable for Myanmar.
These conditions are similar to the basics of the Gwangju case.
Furthermore, the advanced digital system and media of the world can unite the Myanmar
people. That is the reason the Spring Revolution, like Gwangju, will remain in the world
heritage registration in the future as a demonstration of the force of the people.
Conclusion
The national historical process of 5.18 Gwangju Uprising is not foreign to the Myanmar
people. The 2004 Gwangju Opportunity Foundation awarded Myanmar's democratic leader
Daw Aung San Suu Kyi the Gwangju Opportunity prize, for which we are very grateful to
Korea. However, in 2017, the prize was taken away due to the Rohingyas crisis for which
she was falsely accused by international communities. This truly saddened the people of
Myanmar. Presently the revolution against the brutal regime of Myanmar is supported by the
city of Gwangju, of which we are very happy and satisfied.
The lessons of Gwangju are studied, and we hope that in this world human compassion
can be developed, and we can fully defend human rights through future governments and
prevent military aggressions. We believe in administration by the people, guaranteeing
democratic rule prevails. We vow this will hap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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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기록의 사회적 역할 확대

최재희
국가기록원 원장

1. 기록과 사회적 역할 확대
인간과 기록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이다. 인간은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의도하였건 그
렇지 않았건 기록을 생산하거나 주고받는다. 기록이 없는 인간생활을 상상할 수 없다. 동물
과 인간을 구분하는 지표 중 하나로 기록을 꼽기도 한다. 그렇기에 앞으로 ‘호모 아키비스트
(homo archivist)’라는 용어도 널리 일반화될 것이다.
식상할 수 있지만 먼저 기록의 의미를 되새겨보자. 이를 위해 발표자는 ‘세계기록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n Archives, 2010)’을 자주 인용한다. 이 짧은 문서는 국제기록협
의회(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가 일반인과 의사결정권자들에게 기록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리고 이해를 촉진하기 위한 채택했으며 2011년에 유네스코의 승인을 받았다.
세계기록선언에 따르면, 기록은 조직과 개인의 의사결정, 행위, 기억을 담고 있다. 기록은 책
임성 있고 투명한 행정행위를 뒷받침하는 권위 있는 정보원이다. 더욱이 기록은 인류 활동의
모든 분야가 담겨 있다는 점에서 다양성을 가지며 종이, 전자, 시청각 등 기록이 생산되는 매
체와 형식도 다양한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소중한 의미와 특성을 가지는 기록은 세대로 전승
되는 고유하고 대체 불가능한 유산이다. 즉 기록은 개인과 집단의 기억을 보호하고 그 형성에
기여함으로써 사회 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하며 인류사회의 지식을 풍요롭게 하는 토대라는
주장이다.
이는 기록의 중요성에 대한 일반적 설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세계기록선언은
이와 더불어 기록의 사회적 의미를 다른 차원으로 크게 확장시켰다.
기록은 민주주의를 촉진하며 시민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인다는 것이다.

51

비슷한 주장은 2001년 영국 아카이브위원회(National Council on Archives)에서 제기된 바
있다. 영국 아카이브위원회는 기록과 공동체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설명에 집중했다. 이에 따르
면, 기록은 국가와 공동체의 집단적 기억과 정체성을 위한 보고이다. 기록은 조직, 집단, 공동
체의 일상생활 속에서 생산되며 기록 생산과정 자체가 공동체 정체성 발전에 기여한다. 따라
서 기록은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나 공동체 활동에의 참여를 자극하는 촉매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풍부한 기록은 다른 공동체의 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
는 다른 문화에 대한 관용과 존중을 촉진하며 (당시 영국의 현안이던) 사회통합 증진에 작지
만 고유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기록은 민주주의와 시민권 확립에 기여할
수 있으며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 영국 아카이브위원회가 강조한 내용이었다(NAC,
2001, Taking Part: An Audit of Social Inclusion Work in Archives). 미국 국가기록청
(NARA)도 “민주주의가 여기서 시작한다(Democracy starts here)”는 모토를 표방하고 있
다.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는 21세기 현대사회를 규정할 수 있는 용어일 것이다. 상품, 자본, 서비
스,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대표되는 세계화는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문화충돌과 정체
성 위기라는 문제점을 내포한다. 양극화와 사회적 소외로 상징되는 신자유주의의 물결은 외
면할 수 없는 새로운 도전이다.
이념 대결과 국가 간 분열과 대립, 전쟁이 20세기의 특징이었으며 순응, 화합, 단선적 질서,
절대적 가치 등이 20세기의 주된 가치관이었다. 이에 반해 현대사회에는 마이너리티 문제가
지속가능한 사회 안정의 최대 위협 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개성 및 다양성, 관용, 상호이해와
소통이 21세기의 가치관으로 부각되고 있다. 20세기가 시작되었을 때 형식적, 절차적, 제도
적 민주주의를 표방한 국가는 손에 꼽을 정도였다. ‘피의 20세기’를 지나 21세기 현재 민주주
의는 세계 모든 국가가 지향하는 이념으로 자리하고 있다.
권력과 지배의 정당성 확보 수단으로 시작되었던 기록은 업무 효율성과 설명책임성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이어 과거에 대한 이해를 위한 자료이자 미래 행위에 지침, 즉 역사연
구의 소재로 여겨졌다. 그리고 정보공개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자 기록은 행정투명성을 지원
하는 도구로 활용되었다. 현대에 들어와 기록은 개인과 공동체의 정체성 형성, 사회통합, 시
민 권리와 민주주의의 기반 확대를 위한 사회적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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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18민주화운동 기록의 기록학적 의의
개인적으로, 변화된 그리고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기록과 기록관의 역할에 가장 적합한 사례
가 5·18민주화운동 기록으로 판단한다. 기록의 성격과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록관 설립 과정
등이 이러한 판단의 근거이다.
민주주의와 기록의 연관성에 대한 강조와 별개로 영구히 보존되는 아카이브의 기록은 권력투
쟁의 산물이다. 데리다(J. Derrida)가 강조한 것처럼, 인간이 기록을 통해 자신의 기원과 정체
성을 추적하고 보존하고자 하는 것은 본능적인 욕망이다. 그러나 그 기록에는 해석의 의미가
부여되기 마련이다. 해석의 주체는 당연히 권력이다. 기록은 늘 기록되지 않는 부분을 내포하
며 살아남도록 선택된 기록이 모든 것을 말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망각과 억압이 숨어 있다는
것이다. 본질과 달리 권력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자연스러운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기록을
활용한다는 의미이다.
1970년 민중사가인 하워드 진(H. Zinn)은 미국 아카이브에 패자와 피지배층의 기록은 배제
되었고 이들에 대한 기억은 망각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보통 사람들의 삶과 바램,
요구를 기록으로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카이브의 기록이 사회 전체를 보편적으로 반
영해야 한다는 독일 아키비스트 한스 봄스(H. Booms)의 유명한 명제도 있다.
현대 기록관리 대표적 이론가의 한 명인 테리 쿡(T. Cook)은 우리의 존재가치는 우리가 보존
하는 것에 의해 결정되고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에 맞는 것들을 보존하는 것이 이론적
으로 당연하지만 실제 우리의 정체성과 보존 기록 사이의 괴리가 크며 심지어 우리의 정체성
과 맞는 기록을 배제하고 멀리하며 무시하며 심지어 파괴한다고 했다.
이들 모두 같은 맥락에서 기록이 권력투쟁의 산물이며 권력 정당화의 도구임을 설명하고 있
다. 공공기관 특히 권력기관의 아카이브에 남은 기록은 이러한 속성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국
가기록원에 보존되어 있는 기록에 담긴 내용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일반사람들의 인식과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일례로 4대강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 치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
다. 이러한 현실적 괴리를 감안할 때 기록과 민주주의의 연관성을 강조하는 것은 공허한 외침
에 불과할 수 있다.
그러나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의 기록은 권력과 지배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부당한 권력의 폭력에 저항했던 기록이다. 기록의 공식 전당에서 배제되었거나 왜곡되었던
보통시민의 의로운 항쟁의 기록이다. 오랜 기간 동안 언급조차 못하게 했고 망각을 강요당했
지만 결국 되살아난 우리의 기록이다. 한국을 지금의 민주주의 국가로 만든 역사적인 운동의
기록이다. 따라서 5·18민주화운동 기록은 그 성격상 인권 및 민주주의와 분리할 수 없는 속성
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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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기록의 수집 및 정리 과정도 시민이 주체였다. 항쟁에 직접 참여했던 분들이
진실 규명과 항쟁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 비밀리에 자료를 수집하여 발간한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1985)』 와 이 책의 토대가 되는 198편의 선언문과 결의서를 편집한 전남
사회문제연구소의 역할도 중요했다. 항쟁에 참여한 500여 시민들의 구술 및 증언의 가치, 그
리고 이를 수집해 정리한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역할도 재론할 필요가 없다.
5·18기록과 유품 등의 수집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5·18민주화운동 자료실 설치와 자료수집추
진협의회 및 5·18자료수집위원회 구성이 광주시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활동을 주도한 것은 민
간 영역의 몫이었다.
5·18기록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과정도 의미가 있다. 기록물과 사건이 세계사 및 인류 역사발
전에 미친 영향이 세계기록유산 등재의 중요 기준의 하나였다. 이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5·18
의 세계화를 추진했던 광주시민연대와 광주인권상 제정 등 5·18 정신을 보편적 민주인권정신
으로 세계에 전파해온 5·18기념재단의 기여도 결정적이었다. 5·18기록의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 등재가 공식 보고된 것도 광주도청 앞 금남로에서 개최된 시민보고대회에서였다.
특기할 것은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등 일부 인사와 단체가 유네스코 본부에서 5·18기
록의 등재를 방해했던 사건이다.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5·18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 안병욱 교
수는 “학살 만행에 기재 연명해 온 자들의 의도된 왜곡에서 권력과 억압이 만들어지기 때문
에 오늘의 현실을 그냥 방치할 수 없다”고 분노한 바 있다. 신군부의 여론 조작을 위한 허위사
실 유포로 시작된 5·18 북한군 개입설 등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끊임없는 조작과 왜곡은 민
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그러나 이들은 결국 5·18민주화운동 기록의 가치와 기록관의 존재
이유를 역설적으로 입증할 뿐이다.
정리하면, 5·18민주화운동 기록은 시민에 의해 생산되고 수집되고 관리되고 활용되는 시민의
기록이다. 평화, 인권, 민주주의라는 우리 시대의 요구, 가치, 입장을 반영하는 사회적 기억이
다. 기록의 사회적 역할 확대에 가장 적합한 우리의 기록이다.
3. 제언
첫째, 5·18민주화운동 기록은 화석이 아닌 계속 확장하는 기록이어야 한다. 먼저 시간적 확장
이 필요하다. 5·18민주화운동의 배경이 되는 운동 이전의 기록과 더불어 지난 40여년의 현재
기록을 수집하고 미래 기록의 수집에 대비해야 한다. 대상 영역도 확장할 필요가 있다. 평화,
인권, 민주주의에 덧붙여 사회적 소외나 환경 또한 매우 중요한 기록화 대상이다.
기록을 통해 사회적 다양성과 관용을 촉진하는 일은 한반도 통일 과정, 목적, 통일 이후의 사

54

회상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5·18아카이브는 통일아카이브의 전형이 될 수 있는 최적의 사
례라고 판단한다.
물론 저인망식 무차별적인 수집은 경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록물 선별 평가에 대한 인식과
전문성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5·18민주화운동 기록은 박제된 기억으로 무한 반복 재생되는 기록이 아닌 살아있
는 기록이 될 것이다. 성장이 멈추는 순간 그 기록은 보편성이 아닌 이질성이나 특이함이 부
각되기 마련이다. “과거의 상이함에 대한 인식이 과거의 보존을 촉진했다면 보존행위는 그
상이성을 더욱 두드러지게 만들었다. 과거는 공동체 의식의 원천으로 존중받는 한편 위험에
처해 있는 귀중한 원천으로 소중히 다루어지면서 점점 더 오늘과 달라져갔다”는 로웬탈(D.
Lowenthal)의 주장을 새길 필요가 있다.
둘째, 기록과 기록관리의 합일성이다. 일반인에게 기록관리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그 용어
의 생경함이 주된 원인이다. 최근에는 디지털 기록관리에 더해 AI나 블록체인 등의 영역과 접
목이 강화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기록관리 전문가는 진리에 대한 배타적 담지자로 자임하는
경향이 있다. 도서와 달리 기록의 활용과 해석에는 생산자와 맥락, 배경을 이해할 수 있어야
기록 사이의 관계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아카이브 이용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 경험 등 전문성이 필요하다. 독점적 전문성이 강조되면 될수록 사회와 유
리되는 침묵의 카르텔이 형성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세계기록선언은 시민, 공공행정, 의사결정권자, 공공 및 민간기록 소유자, 정보
전문가 모두 기록관리에 집단적 책임이 있다고 명시한 바 있다. 다양한 시민공동체가 참여하
는 동반자관계(participatory partnership)를 통해 협력적, 집단적으로 기록을 관리 활용하
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이러한 동반자관계와 부합하는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의 조직 위상과 구성을 변경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아카이브 조직은 독립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유관기관과 실질적 협력이다. 발표자가 속한 국가기록원과의 협력 가능성을 상
상해본다. 국가기록원은 현재 베트남, 인도네시아, 라오스, 카자흐스탄 등 동남아국가 및 중
앙아시아지역 국가를 대상으로 기록관리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아프리카나 동부유럽 등
지에서 우리의 전자기록관리나 보존복원 기술의 공유를 희망하는 수요도 늘고 있다. 또한 국
가기록원은 기록관리 교육 뿐 아니라 우리 기록의 소개와 전파를 추진하고 있다. 각국에 퍼져
있는 한국문화원에 기록을 소개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5·18민주화운동 기록과 협력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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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아카이브 열병(archive fever)’이라는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기록에 대한 관심이 커지
고 있다. 문화, 예술, 음식 등 일상아카이브와 같이 기록의 대상 영역도 다변화하며 물론 마을
아카이브 등 공간적 확대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SNS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기록매체도 등장
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원의 다각화와 더불어 민간 영역에서 다수의 기억기관이 출현하고 있
다. 국가기록원은 민간아카이브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5·18아카이브
와 기록원은 민간아카이브 영역과의 협업에 동반자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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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ansion of the Social Role
of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Archives

Choi Jae Hee
President of National Archives of Korea

1. Records and Expansion of the Social Role
Humans and records are inseparable from each other. Human beings produce or exchange
records, whether consciously or unconsciously, intentionally or unintentionally. It is
impossible to imagine human life without records. Records are sometimes considered as one
of the artifacts that distinguish animals from humans. Therefore, the term “homo archivist”
is likely to become widely common in the future.
It may seem a bit boring, but let us first think about the meaning of archive. To this end,
the presenter frequently cites the “Universal Declaration on Archives, 2010” This short
document was adopted by the 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 to inform the public and
decision-makers of the meaning and importance of archives and to promote understanding,
and it was recognized by UNESCO in 2011.
According to the "Universal Declaration on Archives", archives contain the decisions,
actions, and memories of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Archives are an authoritative source
of information supporting responsible and transparent administrative actions. Moreover,
archives are diverse in that they cover all fields of human activity, and the media and formats
in which the records are produced, such as paper, electronic, and audiovisual, also reveal
various characteristics. Archives with these precious meanings and characteristics are unique
and irreplaceable heritage passed down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In other words,
it is argued that archives play a key role in the development of society by protecting and
contributing to the formation of individual and collective memories and are the basis for
enriching the knowledge of huma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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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does not deviate much from the general explanation of the importance of archives.
However, this "Universal Declaration on Archives" has also greatly expanded the social
meaning of archives to another dimension.
Archives promotes democracy, protect citizenship, and improve the quality of life. A similar
argument was made by the United Kingdom's National Council on Archives in 2001. It has
focused on expla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rchives and communities. According to
the Council, archives are a repository of the collective memory and identity of nations and
communities. Archives are produced in the daily workings of organizations, groups, and
communities and the process of archive production itself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community identity. Thus, archives act as a catalyst to stimulate a sense of belonging to a
community or participation in community activities.
Furthermore, rich documentation serves to provide a broader understanding of the cultures
of other communities. It promotes tolerance and respect for other cultures and can play a
small but unique role in promoting social cohesion (which was a British issue at the time).
Ultimately, the National Archives emphasized that archives can and should play a role
in establishing democracy and citizenship (NAC, 2001, Taking Part: An Audit of Social
Inclusion Work in Archives). The NARA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also advocates with the motto “Democracy starts here.”
Globalization and neoliberalism are the terms that will likely define modern society in the
21st century. Globalization, represented by the free movement of goods, capital, services, and
people, poses problems of cultural clash and identity crises despite its many advantages. The
wave of neoliberalism, symbolized by polarization and social alienation, is a new challenge
that cannot be ignored.
Ideological confrontation and the division and confrontation between or among nations,
and war were characteristic of the 20th century, and conformity, harmony, unilinear
order, and absolute value were the main values of the 20th century. On the other hand, in
modern society, the minority problem is regarded as the biggest threat to sustainable social
stability. Accordingly, individuality and diversity, tolerance, mutual understanding, and
communication are emerging as values of the 21st century. At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there were only a handful of countries that advocated formal, procedural, and
institutional democracy. After "the bloody 20th century," democracy is positioned as an
ideology pursued by all countries in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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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cording of records, which began as a means of securing the legitimacy of power and
domination, was recognized as a means for work efficiency and accountability. Subsequently,
it was regarded as subject material for an understanding of the past and a guide for future
actions, that is, as material for historical research. And when the demand for information
disclosure intensified, it was used as a tool to support administrative transparency. In
modern times, it is required to play a social role for the formation of individual and
community identity, social cohesion, and civil rights, and for the expansion of the foundation
of democracy.
2. The Archival Meaning of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Archives
Personally, I think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Archives are the most appropriate
example of how the role of records and archives has changed and is in need of change. This
judgment is based on the nature of records, the Memory of the World (MoW) Register, and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Archives, among others.
Apart from the emphasis on the link between democracy and archives, archives of permanent
preservation are a product of a power struggle. As J. Derrida emphasized, it is an instinctive
desire for humans to trace and preserve their origins and identity through archives. However,
archives are bound to have an interpretative meaning. The subject of the interpretation is, of
course, power. Archives always contain an unrecorded element, and those chosen to survive
don’t say everything. This is where oblivion and oppression are hidden. Irrespective of their
essence, it means that archives are used to give natural legitimacy to the process in which
power is created.
In 1970, popular historian Howard Zin determined that records of the losers and the ruled
class were excluded from the American archives and that their memories were forced to
be forgotten. He also argued that the lives, wishes, and needs of ordinary people should be
cherished in archives. There is also the famous proposition of German archivist Han Booms
that archives should universally reflect society as a whole.
Terry Cook, one of the leading theorists of modern archives management, argued that
the value of our existence is determined by what we preserve, and at the same time, it is
theoretically natural that we preserve those that fit our identity. He also said that though a
large gap between our identity and archived records actually exists, we even exclude, distance
ourselves from, ignore, and even destroy archives that match our identity.

59

All of these individuals, in the same context, explain that archives are a product of
power struggle and a tool of power justification. Documents left in the archives of public
institutions, especially those of power authority, are difficult to escape from this attribute. The
contents of the records preserved in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NAK) can show a big
difference in the perceptions of our contemporaries. As an example, the Four Major Rivers
Project could be interpreted as the greatest achievement since Dangun. Given this realistic
gap, laying stress on the link between documentation and democracy could be a mere empty
cry.
However, the documentation of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Archives is not for
granting legitimacy to power and domination, but for resisting the violence of unjust power.
It is a record of a righteous struggle by ordinary citizens that was excluded from or distorted
in the official hall of power. It is our records that were not even mentioned for a long time
and were forced into oblivion but have finally been revived. They are the documents of the
historical movement that made Korea the democracy that it is. Thus, by their nature,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Archives have a property that is inseparable from human rights and
democracy.
The main group of people in the process of collecting and arranging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Archives were citizens, too. Beyond Death, Beyond the Darkness of the Times (1985),
the book published by secretly collecting data by those who directly participated in the
struggle to find out the truth and reveal the significance of the struggle, played an important
role. The role of the Chonnam Institute of Social Affairs, which edited the 198 declarations
and resolutions that form the basis of this book was also important. It is needless to say
that of great value were the verbal evidence and testimonies of the 500 citizens or so who
participated in the uprising. We do not need to reconsider that the role of Korea Modern
History Research Institute has been great.
The city of Gwangju established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data room
and organized the Data Collection Promotion Council and the May 18 Data Collection
Committee, where the collection of the May 18 records and memorabilia began in earnest.
But the private sector was responsible for leading the activities.
The process of registering the May 18 Archives in the Memory of the World Register is also
meaningful. The impact of records and events on the development of world history and
human history was one of the important criteria for the Memory of the World Register.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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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cess of proving this, the contribution of the May 18 Memorial Foundation, which
has spread the May 18 spirit to the world as a universal spirit of democratic human rights,
including the Citizens’ Solidarity in Gwangju that promoted the globalization of May 18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Gwangju Prize for Human Rights, was conclusive. It was at
the Citizens’ Report Convention held on Geumnam-ro in front of the Provincial Office in
Gwangju that inclusion of the May 18 Archives in UNESCO’s Memory of the World Register
were officially announced.
Of particular note is the incident in which some personnel and organizations such as the
Korea Headquarters of the Korea-U.S. Friendship Promotion Council in Korea interfered
with the registration of the May 18 Archives at UNESCO headquarters. Professor An
Byeong-uk was furious about the continuing rumors of North Korean military intervention
in the May 18 uprising, saying, “We cannot neglect today’s reality because power and
oppression are created from the intended distortions of those who have been connected
with the atrocities of the massacre.” The constant manipulation and distortion of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like the theory of North Korean military intervention in the
May 18 uprising, which started with the dissemination of false information for the purpose
of manipulating public opinion by the military regime, is a challenge to democracy. However,
they only paradoxically prove the value of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Archives and the
reason for the existence of the Archives.
In short, the records of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are those of citizens,
and they were produced, collected, managed, and utilized by the citizens. They are social
memories that reflect the demands, values, and positions of our times: peace, human rights,
and democracy.
3. Proposal
First, the archives of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should be archives that
continue to expand, not become fossils. Above all, time expansion is necessary. With records
from before the movement that serve as the background of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we need to collect the current records of the past 40 years and be prepared for
collection of future records. It is also necessary to expand the target area. In addition to
peace, human rights, and democracy, social alienation and the environment are important
subjects of documentation, too.
Through the documents, the promotion of social diversity and tolerance is likewise clos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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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ed with the process of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ts intention, and the
social aspect after the unification. The May 18 Archives are judged to be the best example for
a model of unified archives.
It is a matter of course to be cautious of indiscriminate collection of materials. To this end,
we feel the need to consider awareness and professionalism in the selection and evaluation of
records.
Through this,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Archives will become a living archive, not one
of stuffy memories played back endlessly. As soon as growth stops, records tend to highlight
heterogeneity or peculiarity rather than universality. If an awareness of the difference of the
past accelerated the preservation of the past, the act of conservation would be more striking.
On the one hand, the past was respected as a source of the consciousness of a community;
on the other hand, it was becoming more different from today while being cherished as a
precious source ar risk. This is D. Lowenthal’s point on which we need to ponder.
Second is the unity of records and records management. The main factor that makes records
management difficult for ordinary people is the unfamiliarity of the term. In addition to
digital records management, recently its integration with areas such as AI and blockchain
is being is strengthened. With this, records management professionals tend to look upon
themselves as exclusive bearers of truth. Unlike with books, it is necessary to grasp the
relationship between archives and their application from a holistic point of view. At the same
time, the producer, the context, and the background must be understood. Therefore, the use
of archives requires expertise, including a lot of time and effort. The more exclusive expertise
is emphasized, the more a silent cartel separated from society can form.
The Universal Declaration Archives previously mentioned have specified that citizens,
public administration, decision-makers, public and private record holders, and information
professionals are all responsible for records management.
It is essential to consider ways to manage and use records cooperatively and collectively
through participatory partnership that various communities participate in.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changing the organizational status and composition of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Archives to conform with this participatory partnership. In general,
archival organizations are based on independence and profess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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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ly is practical cooperation with relevant organizations. We imagine the possibility of
cooperation with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NAK) to which the presenter belongs.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is currently conducting professional training on records
management for Southeast Asian and Central Asian countries such as Vietnam, Indonesia,
Laos, and Kazakhstan. There is also a growing demand to share our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preservation, and restoration technologies in Africa, Eastern Europe, and
other regions. In addition,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is promoting introduction to and
dissemination of our archives as well as conducting records management training. Also
under discussion is ways to introduce the archives into the Korean Cultural Centers spread
across other countries. I think that this could be a good opportunity for cooperation with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Archives.
To the extent that the term “archive fever” has recently appeared, interest in archives is
increasing. The subject areas of archives are also diversifying to include general archives of
culture, art, and new media such as social media are also emerging. With diversification of
these sources of information, a number of memory institutions are emerging in the private
sector. The National Archives has introduced a policy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private
archives movement. I hope that the May 18 Archives and the National Archives can be
partners in cooperation with private archives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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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의 의미 확장을 위한 제언

서경호
서울대 명예교수

필자는 서울대학교에서 30년 넘게 중국문학을 강의했고,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를 역임했다. <1980년 인권기록유산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다음부터는 <5·18 기록물>로 줄여 부름)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의 발표 기회는 필자에게 큰 영광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이 기록물은 2011년 영국 맨체스터에서 개최된 제10차 국제자문위원회
에서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이 기록물이 등재됨에 따라 1980년 광주의 고통스럽고
비극적인 경험은 단순히 한국인만의 기억이 아니라 세계인이 공유하는 기억이 되었다. 그것
은 사건을 경험하고, 사건의 내막을 밝히면서 아픔을 치유하고 화해를 모색한 모든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위안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권의 중요성을 새삼스럽게 부
각시킨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세계기록유산의 등재는 단순한 심리적 보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기록물의 구성 문
건을 발굴, 수집하고 하나의 아카이브로 발전시킨 모든 사람에게 또 다른 숙제를 안기는 계기
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 기록물에 담긴 역사적 사실이 가리키는 가치를 널리 알리고
더 큰 의미를 발굴하는 의무를 부과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광주의 활동가들과 지방자치단체
는 지난 10년간 이를 수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 기록물을 주제로 삼는 국제회
의와 전시회를 여러 차례 개최하여 대중 독자를 향해 이 사건과 그에 관한 기록유산의 의미를
알리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음은 잘 알려져 있다. 필자는 이 자리를 빌려 그러한 노력을 경주
해 온 모든 분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다.
필자는 이 자리가 <5·18 기록물>의 가치와 의미를 국제적인 지적 담론의 맥락으로 확장시킬
기회라고 믿는다. 그것은 지난 십여년의 기간에 기록유산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접근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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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세계기록유산 프로그램은 세계유산, 무형문화유산과 함께 유네스코가
1970년대부터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넓은 범주의 유산사업에 속해 있다. 이러한 유산사업에
속한 프로그램의 등재 건수가 늘어나면서 학술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유산의 개
념과 연구 방식에 새로운 조류가 형성되었고, 결국‘유산학’이라는 분야가 만들어졌다. 학계의
관심은 예전의 “무엇을 새롭게 등재할 것인가?”에서 “등재된 유산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로 옮겨졌다. 일반인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세계유산 분야를 예로 들면 유산해석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것은 실물 유산 뒤에 감추어져 있는 정보를 지적 담론으로
엮어낼 수 있는 방법론에 관한 토론이 주된 내용을 차지한다.
이제 예전보다 많은 학자들이 유산의 물질적 보존 상태보다는 그것이 지닌 역사적 의미, 그리
고 그 유산을 기억해야 할 유산으로 만들어낸 배경 서사에 더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기록
유산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관심 분야가 변해서 많은 사람들이 등재된 기록물을 학술 연구
와 대중 교육에 활용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토론을 벌이고 있다. 기록유산과 관련된 과목을
개설하는 대학도 나타났고, 세계 여러 곳에 기록유산 정보센터가 개설되었다. 이런 변화는 지
난 30년간 세계기록유산 프로그램이 전문가들에게 등재된 기록물의 새로운 의미를 발굴하도
록 지속적으로 권유한 결과라고 하겠다.
그렇지만 이런 흐름에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전문가와 연구자들은 자신이 소장
하고 있거나 연구 대상으로 삼은 기록물의 가치를 가능하면 확대해서 해석하려는 유혹에 빠
지기 쉽기 때문이다. 또 교육자들은 이미 정해져 있는 해석에 집착하면서 그것에서 벗어나는
의견을 허용하지 않는 경향을 보일 수도 있다. 또 국가권력의 교조적 해석과 학술계의 다양한
해석이 갈등을 일으키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갈등의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록 기록유산과 직접 관련되는 것은 아니지만 폴란
드에서 일어난 일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2016년에 폴란드 의회는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폴
란드 국민이 나치 정권의 유태인 학살 작업에 협력했다는 내용을 발언하거나 글로 발표하면
처벌한다는 법률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렇지만 폴란드 학계에서는 그 시기에 상당수의 폴란
드 사람들이 유태인의 색출, 검거, 처형을 위해 나치 당국에 협력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 정설
로 남아 있다. 이 사례는 기록을 통해 이루어진 역사적 사실을 완고한 집착을 가지고 해석하
는 것이 자유로운 의사 개진을 막고 기존의 정치적 도그마를 강화하는 쪽으로 오용될 수 있다
는 가능성을 보여 준다. 그런 가능성은 지난 수십년간, 그러니까 역사 시기 전체를 생각하면
극히 짧은 기간에 생성된 기록물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세계기록유산 사업은 1992년에 시작되어 지금까지 등재된 기록물이 430여 건에 이른다. 이
렇게 등재된 기록물은 역사 인식의 지평선을 대폭 확장했으며 인류 문명의 역동성에 대한 이
해를 심화시켰다. 세계기록유산 사업이 애초부터 역사 연구를 위해 마련되지는 않았지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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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기록물은 역사학자들로 하여금 기존의 유럽중시주의에 기반한 세계사를 다시 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각성을 불러일으켰다. 동시에 이 사업을 통해 유럽의 학자들이 언급하기를 별로 내
켜하지 않았던 ‘부정적인 역사적 기억’을 대중 독자들에게 환기시키는 계기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이것은 등재를 통해 특정 기록물이 담고 있는 사건과 인물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
고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었음을 가리킨다. 등재를 통해 개별 사안의 의미가 확장됨에 따라 이
사업은 간접적으로 세계사의 상당 부분을 수정하는 데에 상당한 기여를 해 왔다고 할 수 있겠
다. 필자는 이 점을 특히 강조하고자 하는데, 그것은 이런 시각이 광주 시민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5·18 기록물>에서 국경을 뛰어 넘은 새로운 가치를 발굴하고 이 기록물을 국제사회
의 공동 재산으로 승격시키는 길을 열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 대해 좀 더 설명하기 로
하자.
세계기록유산의 등재 건수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비슷한 주제로 연결될 수 있는 기록군
(記錄群)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국제자문위원회는 이런 기록군의 형성을 공식적으로 정의하
지는 않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살펴보면 세계기록유산 사업이 지닌 효용성을 파악하기가 쉬
워진다. 지금까지 드러난 기록군은 몇 가지가 있지만, 새로운 기록물이 추가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예를 든다면‘노예제도’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기록물로 이루어진 기록군을 들 수 있다.
- <카리브 해 지역의 노예 기록 유산>, 바베이도스가 2003년에 등재
- <‘흑인과 노예’ 기록물>, 콜롬비아가 2005년에 등재
- <영국령 카리브 해 지역의 노예 명부(1817~1834)>, 바하마, 벨리즈, 도미니카,
자메이카, 세인트키츠 네비스, 트리니다드 토바고, 영국이 2009년에 공동 등재
- <노예 세례 기록부(1636~1670)>, 도미니카 공화국이 2009년에 등재
- <1821년~1834년 버뮤다의 노예 명부>, 세인트 키츠 네비스가 2011년에 공동 등재
- <자유로 향하는 길: 두 국가가 통치했던 신트마르턴/세인트마틴 섬의 아프리카 노예
해방에 관한 사례 연구>, 신트마르턴이 2017년에 등재
- <튀니지의 노예제도 폐지 문서(1841-1846)>, 튀니지가 2017년에 등재
그런데 이 목록에 추가될 기록물이 있다. 최근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연례적으로 개최하
는 워크숍에 모리셔스가 제출해서 수정을 거친 노예제도 관련 기록물이 있다. 모리셔스는 이
기록물을 내년 하반기에 개최될 국제자문위원회의 심사를 위해 제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기록물이 등재되면 노예제도의 역사에 관한 지식의 폭이 대폭 커질 수 있다. 카리브 해와
남미 지역의 기록물은 대부분 서부아프리카에서 건너온 노예들의 삶에 관한 것이지만 모리셔
스의 기록물은 인도양 일대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던 노예시장의 기록이기 때문이다. 아프리카
뿐만 아니라 인도, 동남아시아, 중국에서 온 노예들이 이 섬으로 끌려 와서 일하거나 다른 곳
으로 팔려간 기록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기록물을 합해서 보면 노예제도가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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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했던 시기부터 폐지될 때까지의 커다란 역사가 만들어진다. 그런에 이 이야기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다음의 목록을 참고하면 더 큰 이야기가 만들어진다.
- <실버맨 : 파나마 운하의 서인도 제도 노동자 기록물>, 바베이도스, 자메이카, 파나마,
세인트루시아, 영국, 미국이 2011년에 공동 등재
- <계약이민 관련 기록물 [ The Records of Indentured Immigration ],
모리셔스(Mauritius), 2015년
- <인도인 계약노동자에 관한 기록>,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이 2017년에 등재
이 기록들은 노예제도 폐지 후 등장한 계약노동 제도에 관한 것이다. 이 제도로 인해 엄청난
인구 이동이 벌어졌다. 일부는 자발적으로 또 일부는 강제로 대륙과 대륙 사이를 이동했지만
그러한 인구 이동은 지금의 세계가 만들어지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노예제도에서 시작해 계약노동으로 이어진 인구 이동을 통해 전 지구적 사회가 마련된 역사
의 큰 그림을 얻을 수 있다.
지면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파악 가능한 모든 기록군을 살펴볼 수는 없으며, 이제 <5·18 기록
물>이 속하는 인권 관련 기록군을 관찰하기로 하자. 지금까지 세계기록유산에는 중남미 지역
에서 생성된 폭압 정권에 의한 공포와 그것에 대한 저항의 기록물이 다음과 같이 등재되어 있
다.
- <칠레 인권기록물>, 칠레가 2003년에 등재
- <1976년~1983년의 인권 기록 유산 : 국가 주도의 테러 행위에 맞선 투쟁의 진실과
정의, 기억을 담은 기록물>, 아르헨티나가 2007년에 등재
- <공포의 문서>, 파라과이가 2009년에 등재
- <도미니카 공화국의 인권 투쟁 및 저항(1930~1961)에 관한 기록유산>, 도미니카
공화국이 2009년에 등재
이 목록만 보면 공포 정치와 저항이 중남미 지역에 국한된 현상이라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여기에 <5·18 기록물>과 필리핀이 2003년에 등재한 <필리핀 피플파워 라디오 방송> 기록물
을 덧붙여 관찰하면 그런 현상이 세계적인 흐름이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탈식민지화가 20세기 후반기에 갓 태어난 국가의 정치 지도자들은 강한 정부라는 슬
로건의 유혹을 떨치지 못했다. 그들은 대부분 군인 출신이거나 군부의 지원을 받은 사람들이
었고, 공포를 불러 일으키고 저항하는 사람들에게 잔인한 만행을 저지르는 것을 목표 달성
에서 불가피한 것으로 합리화했다. 그러한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면서 이 기록군을 관찰하면
1980년에 광주에서 일어난 사건이 고립적이 아니라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파악할 수 있다. 당시의 봉기는 인류가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인간 존엄성의 관념,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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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훼손될 때에는 저항할 의지가 있다는 관념의 표현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5·18 기록
물>은 그러한 보편적인 관념을 역사적인 진실을 통해 가시화한 기록인 것이다.
세계기록유산 사업은 이런 방식으로 등재된 기록물의 가치를 확대하고 새로운 의미를 찾는
데에 도움을 준다. 이 사업이 강조하는 특정 기억이 인류 공통의 유산이라는 정신은 연구자와
관리자들에게 국가 차원을 넘어서서 기록물의 가치를 탐구하는 자극제가 되고 있다. 이 사업
은 역사적 유산에 대해 기존 역사학계와는 다른 방식의 지적 담론을 개발하고 교환하는 플랫
폼을 제공한다. 필자는 이 사업의 의미를 살려서 지금까지 1980년 광주에서 일어난 일을 기
록하고 연구해 온 학자와 활동가들이 광주와 대한민국을 넘어서서 인류 보편의 의미를 찾아
나서기를 바라면서 이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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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ew Outlook toward an Extended Meaning of
the 5·18 Archive

Suh Kyung-ho
Professor Emeritu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I am Kyung-ho Suh, Professor Emeritu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specialized
in the history of Chinese literature. I am pleased and honored to join this forum to
commemorate the 10th Anniversary of the inscription of the archive, titled Human
Rights Documentary Heritage 1980 Archives for the May 18th Democratic Uprising against
Military Regime, in Gwangju, Republic of Korea - please allow me to abbreviate hereafter
to 5.18 Archive - to the UNESCO Memory of the World (hereafter MOW), It was the
10th session of International Advisory Committee, the main operational body of NOW
which allowed me to enjoy its membership from 2005 to 2013, that decided this archive
would be included in its International Register. The decision raised these records of the
painful events of 1980 and the endeavor at reconciliation and healing of the trauma
this community suffered to a lesson shared globally highlighting the significance of
human rights as a universal value. It also brought to the nominators, as well as the
community they belonged to, a further mission to foster the value embodied by this
documentary heritage. During the intervening years, various sectors in the community
of Gwangju, including local government and civilian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have been devoted to implementing this mission. There have been a series of seminars
and exhibitions that attracted a wide array of audiences, and these events had greatly
contributed to revitalizing the spirit of 1980 uprising. This impressive achievement
should be attributed to those people who dedicated themselves top this work during the
past decade.
I believe that this occasion of commemorating the 10th anniversary offers us an
opportunity to turn our collective sight towards global intellectual discourse,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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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sh approaches to documentary heritage emerged in recent years. MOW, together
with World Heritage Programme an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belongs to the
Heritage Project initiated by UNESCO from 1970s. As inscriptions to each programme
accumulated, a new disciplinary perspective in academic communities appeared that
eventually shaped what is now called Heritage Studies. Scholarly emphasis shifted
from ‘what is to be inscribed’ to ‘what is to be learned from the inscribed heritages’.
For instance, in the World Heritage Programme, the interpretive strategy is shifting
towards an important issue that addresses the methods by which information offered
by the tangible heritage is organized into intellectual discourses. Attentions are paid not
necessarily to the physical state of the heritage sites but to the historical significance each
site embodies and the narratives by which these sites became the memorable heritages.
In regard to MOW, experts and scholars are increasingly seeking for ways to utilize the
inscribed documents for academic research and public education. Some universities are
creating courses related to documentary heritage, while institutions called Information
Centers for Documentary Heritage are being established in a number of locations. This
is an outcome of MOW’s consistent activities in the past thirty years that led experts to
explore hitherto unrealized value of the inscribed documents.
However, this approach entails certain risks: researchers and experts in memory
institutions may be inclined to overemphasize the significance of the documents they
possess or study, and educators may be encouraged to further strengthen the dogmatic
explanation without allowing the viewpoints deviating from it. The conflicts between
official doctrine and academic discourse are witnessed in some parts of the world. One
notable example came from Poland, though it was not directly associated with MOW.
In 2016, the Polish parliament passed legislation that prohibited people from talking
or writing about Polish nationals’ collaboration with the Nazi occupation regime at the
Jewish concentration camps, despite the general consensus in academic circles that there
were certainly some Polish people who did assist the occupation authority to search,
arrest, and execute the Jewish residents in Poland. This case highlights the danger that
stubborn conviction to historical knowledge, mostly embodied by documents from
the past, may be abused to strengthen the existing political doctrines. Documentary
heritages generated in the recent past can never be immune to such danger.
Launched in 1992, MOW has inscribed over 430 documents and archives to its
International Register. Many documents that were brought forth have enriched our
understanding on the vitality of the human race worldwide. Though the programme h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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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 been purported to broaden the historical horizon, the inscribed documents instilled
within us the necessity that a substantial portion of the existing global history should be
replenished, especially that constructed on the basis of the so-called Eurocentrism. It is
also noteworthy that the programme has become a platform where the general public
is reminded of the painful memories, which intellectuals in the Western world often
avoided mentioning. This indicates that the documents included in the International
Register bring forth new meanings of the recorded events or figures. When the
importance of a document’s more subtle implications are understood, it can become a
subject of discourse on a global level that will be conducive to constructing a new history
of mankind. I want to stress this point particularly, since it may offer an outlook toward
new meanings of the documents of which the people of Guangju are so proud, and may
be able to elevate them to a unifying elemen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Let me
explain a little more.
As the number of inscriptions to the International Register increased, which now
exceeds 300 items, a feature that may be called ‘clusters of thematic commonality’ slowly
emerged, though it had not been officially identified or defined by MOW. A score of
clusters are identifiable, though none is yet complete, but all can be expanded upon in
the years to come. For instance, a cluster centering on the theme of the slave trade system
that persisted from the 17th through 18th century is clearly visible as listed below.
- Documentary Heritage of Enslaved Peoples of the Caribbean, from Barbados in 2003
- Negros y Esclavos Archives, from Columbia in 2005
- Registry of Slaves of the British Caribbean 1817-1834, jointly from Bahamas,
Belize, Bermuda, Dominica, Jamaica, St Kitts, Trinidad and Tobago and the United
Kingdom in 2009
- Book for the Baptism of Slaves (1636~1670), from Dominican Republic in 2009
- Registry of Slaves of Bermuda 1821~1834, from Saint Kitts and Nevis in 2011
- Route/Root to Freedom: A case study of how enslaved Africans gained their
freedom on the dual national island of Sint Maarten/Saint Martin,
from Sint Maarten in 2017
- The Abolition of Slavery in Tunisia 1841-1846, from Tunisia in 2017
Furthermore. it is likely that more documents related to this theme will be added to this
list in the forthcoming nomination cycle, for Mauritius has recently brought and refined
a nomination to the workshop annually hosted by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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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SCO, titled The Slavery Records on Mauritius under the custody of the National
Archives Department of the Republic of Mauritius. It is noteworthy that this archive, if
inscribed, will greatly enlarge our historical knowledge on this particular issue. While the
archives from Caribbean and South America are related to the lives of the enslaved who
were removed from West Africa across the Atlantic Ocean, the archives from Tunisia
and Mauritius, provided it is inscribed successfully, illustrate the system operating on
an island in the Indian Ocean until its abolition. Mauritius in particular was a hub for
the trade, serving as the point of departure from which the enslaved went in various
directions, towards West and East Africa, Southeast Asia, and even as far as China. When
we combine all of these archives, we can arrive at a greater map of the trade system that
once encompassed the entire globe. The anticipated story does not end here. There are
other archives pertaining to a theme of human migration, as listed below.
- Records of the Indian Indentured Labourers, from St. Vincent and
the Grenadines in 2017
- The Silver Men : West Indian Labourers at the Panama Canal, jointly from
Barbados, Jamaica, Panama, Saint Lucia,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of America in 2011
- The Records of Indentured Immigration, from Mauritius in 2015
If we put together those archives listed so far into a larger cluster, we will be able to
acquire much greater perspectives on the history of human migration, whether forced or
voluntary, that helped create the process by which the contemporary global community
was formed.
Unfortunately, due to the time limit, I will not able to visit all the identifiable clusters.
With that in mind, let me now turn to the 5.18 Archive, which belongs to a cluster
focusing on the human rights issue. There are several documents in MOW’s International
Register that testify to the terror inflicted by, and to the resistance against, oppressive
political regimes, such as the documents listed below.
- Human Rights Archive of Chile, from Chile in 2003
- Human Rights Documentary Heritage 1976-1983 - Archives for Truth, Justice and
Memory in the struggle against State Terrorism, from Argentina in 2007
- Archives of Terror, from Paraguay in 2009
- Documentary Heritage on the Resistance and Struggle for Human Right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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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ominican Republic, 1930-1961, from Dominican Republic in 2009
- Fundo Comitê de Defesa dos Direitos Humanos para os Países do Cone Sul
(CLAMOR), from Brazil and Uruguay in 2015.
Even though this list deals with the tragic experiences in Latin America and therefore
may represent a political syndrome peculiar to that region, such a perspective turns
out to be a misleading if we add to the list the 5.18 Archive, and Radio Broadcast
of the Philippine People Power Revolution brought by the Philippines in 2003. This
addition allows us to perceive that the terrorization performed by dictators and the
civilian movements to resist against such atrocities were a phenomena which prevailed
throughout the world in the latter half of the 20th century. In this post-war and postcolonial period, the political leaders in some of the young countries, many with
military backgrounds or support from their military sectors, were often enticed by
the idea of a strong government as an inevitable process of nation-building projects.
The acts of terrorizing, and the brutal atrocities, were rationalized as an unavoidable
means of realizing the goal. Identification of this cluster, with such a perspective on the
historical context, leads us to realization that what happened in Guangju in 1980 was
not an isolated incident. The uprising can be observed as an expression of the common
aspira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dignity and the willingness to resist against any
attempts to violate it, and the 5.18 Archive testifies the aspiration by visualizing the
factual truth.
In this way, MOW contributes to broadening the spectrum by which the value of a
documentary heritage can be illuminated further. With its spirit of sharing memories as
common property of humankind, it encourages researchers and custodians of archives to
look beyond the national scope. It provides a unique platform for intellectual discourse
on historical legacy in a way separated from the conventional approaches in academic
circles. I hope this platform will give the devoted intellectuals and activists who have
documented, archived, and studied the Guangju uprising new motivations to step
forward beyond Guangju and Korea, in a search for truly universal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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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UNESCO's Memory of the World Reg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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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Petit Concert

Own string Quartet (온 현악사중주단)
1 Violin - 진채영 Chaeyoung Jin
2 Violin - 박슬기 Seulgi Park
Viola - 윤채원 Chaewon Yun
Cello - 이다율 Dayul Lee
1. 파헬벨-캐논(Pachelbel-canon)
2. 모짜르트-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 뮤직1악장
(Mozart-Eine kleine nacht musik 1mv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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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5·18청소년 오케스트라 (Gwangju 5.18 Youth Orchestra)
지휘: 최영미 (Conductor: Choi Young-mi)
1.고향의봄 Spring of Hometown
2.베토벤 바이러스 Beethoven Virus - Korean Drama OST
3.임을위한 행진곡 Marching for our Bel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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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5‧18 청소년오케스트라
광주 5·18청소년 오케스트라는 5·18 민주화운동 41주년을 맞이하여 80년대 민주주의 의
진통을 겪은 이 지역 어른들이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음악을 통해 꿈과 비젼을 주고 치유와
화합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물려주고자하는 따뜻한 마음에서 창단되었다. 80년대 민주화를
위한 희생이 헛되지않게 5·18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세계로 전파하고자 합니다.
저희 5·18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주5.18청소년오케스트라
단장 채영선

Gwangju 5‧18 Youth Orchestra
The Gwang-ju 5·18 Youth Orchestra was created this year to celebrate the 41st anniversary of
the Gwangju 5·18 Democratization uprising. With concerns of parents geraration who went
through turbulent period of 80's to our next young generation give dreams and hope and
remind importance of democracy through music. With music we embrace and comfort the
suffering  people and make the better world.
We are looking forward to your interest and warm support to Gwangju 5·18youth orchestra for
the future.
Thank you.
Leader of Gwang-ju 5·18 Youth Orchestra,
CHAE YOUNG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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