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청산과 한국의 민주주의
김동춘 (성공회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

1. 머리말
지금 한국에서 민주화, 인권, 과거청산 등의 담론은 이제 국민의 생활향상
과 복지에는 별로 기여하지 못하는 구시대의 구호였다는 생각이 만연해 있
다. 특히 지구화, 신자유주의의 물결은 사회적 양극화, 노동자의 비정규직화,
고용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따라서 민주주의, 과거청산은 이제 권력층이
된 구 사회운동권 출신 정치가들의 자기정당화를 위한 레토릭이라고 생각하
는 경향까지 있다. 일반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된 가장 큰 책임은 물론
민주주의를 선거, 법의 지배, 정당정치 활성화, 권력분산, 지방자치 등의 절
차적 제도적 수준의 것으로 제한하고 그 사회적 기반의 마련과 경제적 형평
성의 마련 등 질적인 기반 구축의 과제를 등한시한 민주화 세력이 가장 큰
책임을 갖고 있지만,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려는 구 기득권 세력의 집요한 흠
집 내기와 보수언론의 부정적 선전의 결과도 한 몫을 했다. 과정이야 어떠하
든 한국의 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과거청산 작업은 충분히 꽃을 피우기도 전
에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각 나라의 사례를 보면 여러 형태의 입법화를 통한 과거청산이 만족
스럽게 추진되어 민주주의가 공고화되고 사회통합이 달성된 예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프랑스, 독일 등과 같은 과거의 서유럽 국가는 제2차 대전 과거청산
작업에 어느 정도 성공한 사례라 볼 수 있지만 87년 이후 민주화 이행을 겪은
남미 등 제3세계 국가의 경우 썩 만족스럽지는 않다. 오히려 90년대 이후의 인
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대만, 아르헨티나의 사례를 보면 구세력의 집요한 저
항으로 과거청산이 중도에 좌초되거나 굴절되고, 구세력이 변형된 형태로 집권
하거나 국가가 심각하게 양분되는 일도 있었다. 특히 과거 한국의 반민특위의
좌절처럼 경제 불안이 지속될 경우 이들 구세력은 그것을 빌미로 하여 과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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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작업 자체에 대해 격렬하게 저항을 하기도 한다.1 그래서 아시아 여러 나라
는 아직 민주화 이행(transition problem)을 만족스럽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외국인들의 눈에는 두 전직대통령을 감옥에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성공
한 민주화와 과거청산을 완수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으나, 한국인의 시각으로
보면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
민주주의 그 자체가 그러하듯이 성공적인 과거청산이 국민들에게 경제적
이익과 복지를 직접 가져다주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구 부정부패세력의 청
산, 법의 지배 정착, 사회통합 작업을 통해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가 권력의
횡포에 노출되거나 최악의 상황에 놓이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장치는 마련
해 줄 수 있다. 전쟁기의 학살, 권위주의 인권침해의 최대의 피해자들은 당
시의 민중들이었다. 즉 과거사 문제는 일각에서 생각하듯이 결코 계급(계층)
중립적이지 않다. 그런데 약자들이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인권 보호, 혹은
사회적 시민권은 법의 지배, 권력의 자의적 행사의 제한, 불이익을 받을시
사회적으로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언로의 확보야말로 성공적인 과거청산이
이루려하는 중요한 목표가 되기 때문에 이점에서 과거청산은 민주주의, 최소
수준의 절차적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질적인 민주주의 확보 문제와도 연관되
어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민주주의 이행기에 해당하는 1987년 이후 지금까지 한국의
민주화, 특히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추구해온 과거청산 작업이 한국 민주주
의 질적인 발전에 어떻게 기여했으며, 또한 민주화, 과거청산, 그리고 현재의
법과 제도로 정착된 민주주의는 어떻게 상호 영향을 주거나 또한 서로의 가
능성을 제약하면서 오늘의 한국의 정치사회를 규정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려
한다. 권위주의 정권 붕괴시의 민주화 이행의 특성과 한계는 이후 과거청산
작업의 방향과 가능성을 규정하고, 과거청산 작업은 거꾸로 민주주의의 진전
과 심화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각각은 독자성과 상호의존성을 갖고
있으나 권위주의 정권 붕괴 이후 역사발전의 총체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2. 민주주의와 과거청산의 개념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여기에는 최소주의 정의와 최대주의 정의가 있을
수 있다. 최소주의란 지도자를 선출하는 방법으로서 공정한 선거와 다수결의
원칙의 준수, 그리고 그것을 통한 지도자의 교체가능성 여부다.2 최대주의란
1. 이내영･박은홍, 뺷동아시아 민주화와 과거청산뺸, 아연출판부, 2004, 21쪽.
2. 페터(Schumpeter J.) 는 이러한 최소주의 기준에서 민주주의에 대해 정의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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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의 지배, 혹은 질적인 민주주의라고 지칭되는 것으로서 다수자인 노동자
와 민중이 작업장과 정치사회적 의사결정과정에서 참여하고 실질적인 권력을
갖게 되는 것 등을 의미한다.
이 최소주의를 약간 진전시킨 것이 달(Dahl) 등이 말한 폴리아키, 즉 다수
자(poly-archy) 지배체제다. 그의 폴리아키론은 선거와 다수자의 지배를 전제
로 하되, 선거에서 주민들이 후보를 제대로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의 마련 특
히 정보의 공유를 강조하고 있으며, 정당 및 개인 간의 충분한 경쟁의 기회
와 공간의 보장을 중시한다. 즉 기업이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반응하듯이 지
배체제는 그들을 선출한 사람들에게 충실하게 반응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장
점이며, 물론 여기서 다수자가 전횡하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소수자의 목소
리도 경쟁과정에서 전달된다는 주장이다.
어쨌든 이러한 최소주의 정의에 입각해보면 민주주의란 공공연한 테러나 폭
력을 사용하던 구 군부정권이 경쟁을 통해 합법적 정권교체가 가능한 법의 지
배가 관철되는 민주화된 정부가 수립되는 것이다. 비합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라도 정치권력을 장악, 유지하려는 세력의 등장을 견제하고, 파시즘의 등장을
막을 수 있는 정치사회 내부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둘째 그
동원 정치권력에서 소외되어있던 시민들이 주권자로서 선거에 참여하여 자신
의 의사를 표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최소수준의 민주주의가 지켜지기 위해서라
도 국가의 정보와 의사결정 과정이 국민들에게 충분히 공개되어 국민들이 올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 법의 지배가 관철되며, 경쟁하는 정
당이나 개인이 충분한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사회주의의 붕괴 이후 최대주의 민주주의론의 설득력이 크게 상실되
기는 했지만, 미국을 비롯한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러
한 최소주의 혹은 폴리아키 민주주의론이 갖는 한계는 이후 여러 각도에 비
판을 받은 바 있다. 사실 독점적 자원동원력을 갖는 이해집단이 법적, 절차
적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미국에서조차 이러한 폴리아키가 관철되고 있는지
대단히 의심스럽지만, 아직 다수의 후발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자유롭고 공정
한 선거조차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평화적 정권교체의 경험
역시 드문 경우가 많다. 쿠데타가 일상화된 태국이나 선거정국에서 테러로
수십 명이 목숨을 잃는 필리핀 경우, 사실상 일당 일인 독재국가인 구사회주
의 우즈베키스탄, 정부를 비판한 언론인들이 의문을 죽음을 당하는 러시아
그에게서 민주주의는 방법이고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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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보아도 그러하다.
이러한 후발국가의 현실을 보면 최소주의 민주주의 성립을 위해서도 일정
한 시민사회의 토대, 더 나아가서 행위자의 적극적인 참여의지, 법과 규칙
준수 의지 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즉 기존의 경제적 부
의 분배나 불평등의 수준, 작업장에서의 노동자의 권한 확보 등 사회경제적
시민권 문제 등이 최소주의 민주주가 관철되기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로 들
이댈 수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최대주의 민주주의론에 입각하지 않고서도
최소주의 민주주의론이 성립하기 어려운 점을 알 수 있으며, 최소주의 민주
주의론의 한계를 넘어서는 민주주의의 확대, 심화론을 제기할 수 있다. 즉
최소주의 민주주의론이 갖는 제도론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시민시회적, 문화적 기반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오도넬(O'Donnell)이
말한 인간개발(human development), 인권(human rights)과 행위자(agency)
의 문제설정이다.3 후쿠야마가 말한 신뢰(trust)의 수준도 시민의 참여, 사회
통합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와 깊은 함수관계를 갖고 있다.4 민주
국가는 시민권을 보유한 사람들의 실천에 의해 유지, 존속된다고 볼 수 있는
데, 따라서 시민사회 혹은 시민문화가 민주주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기초
를 이룬다고 본다면 우리는 이러한 토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오도넬은 민주주의를 인간의 주체성이 구현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
속에서 찾기 때문에, 단순한 민주 정체(regime)를 넘어서서, 인간 행위를 관
장하고 가능케 하는 법적 장치와 국가 기구, 그리고 인간의 다양한 가치와
생활방식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사회적 차원의 민주성을 민주주의를 가능케
해주는 질적 차원에 포함하였다. 그는 인간개발과 인권이 행위자의 주체적
참여를 가능케 해주는 근거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인간개발과 인권을 신장시
키는 조건과 민주성 사이에는 높은 선택적 친화성이 있다고 전제한 다음 민
주주의의 질(quality of democracy)을 평가하기 위해서 UNDP 등에서 집계
발표하고 있는 인간개발과 인권 보호 수준도 포함시키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접근은 민주주의 제도와 체제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곧바로 개인의 사고와
행동을 변수로 간주할 위험이 있다. 그러나 노동자를 포함한 다수자의 사회
경제적 시민권과 인권 보장이 민주주의를 지탱가능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이

3. Guillermo O'Donnell, Jorge Vergas Cullell, Osvaldo M. Iazzetta, The Quality of Democracy:
Theory and Applications, Nortre Dame, Indiana: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2004, p.11.
4. Francis Fukuyama, Trust :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New York･Free
Press,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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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보는 점에서 최대주의 민주주의론에 근접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
지만, 곧바로 최대주의론에 들어가지 않고서도 시민사회, 인권 보장이 어떻
게 최소주의 차원의 민주주의라도 제대로 작동시킬 수 있는지 보여준다.
이러한 지적은 우리가 민주주의론도 더 확장시켜야 할 필요를 제기한다.
즉 민주주의란 선거와 정권교체, 경쟁과 견제라는 절차적 성격만 갖는 것이
아니라 사회 내의 소수자 특히 소외된 세력이 충분한 시민권을 갖게 되어
자신의 요구를 정치사회적 의사결정 과정에 충분히 개입시킬 수 있는 시민
사회 조건 위에서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민주주의는 적극적인 참여를
수반해야 하며, 그것을 위해서는 우선 무차별적인 구속과 감금, 처형으로부
터 우리의 기본인권을 지켜주는 제도여야 하며, 약자와 소수자들이 법을 무
시하거나 참여의지를 포기하는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
론 최소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선택을 위한 정보의 공개, 언론의 민주화와 공
공성 확보가 전제가 되어야하고, 더 나아가 정치권력과 법의 집행에 대한 국
민의 신뢰가 전제가 되어야 하며, 패배자들이 승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
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일정한 사회경제적 기반과 더불어 인권의 신장, 법의
중립성과 공정성, 권력자의 책임성, 정부와 국민, 통치자와 피치자 간의 기본
적인 신뢰가 있어야 작동할 수 있다. 이것은 법, 선거, 정당 등 제도로서 해
결하기 어려운 점이고, 절차적 민주주의가 좌초하는 것도 이점 때문이다.
우리는 민주화 이행기, 혹은 정착단계에 있는 국가에서 과거청산 작업이
단지 최소주의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중간수준의 민
주주의의 확립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군부세력의 퇴진과 구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저질러진 각종 부패와 비리,
불법과 인권침해의 역사가 부각되어 관련자들이 국민의 심판을 받아 공직에
서 퇴진하고, 헌법을 비롯한 제한 구시대의 법규가 개정되는 일을 체험하면
서 이제 역전불가능한 절차적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
만, 각종 청문회, 재판, 진실규명 결과 공개, 피해자 명예회복 작업 실시 과
정에서 국민들 사이에 인권 의식이 공유되고 정치권력에 대한 신뢰가 제고
된다면 이들의 참여의지가 높아져 결국 민주주의를 심화시킬 수 있을 것이
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과거청산이란 무엇인가? 우선 인간세상에서 학살이나 고
문, 의문사와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에 버금가는 불법, 범죄, 부도덕한 행위는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그것을 사건 발생 직후가 아니라 불가피한 정치적 이
유 때문에 사건이 발생한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또다시 끄집어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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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하자는 것이 과거청산이다.
과거 전쟁, 파시즘,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저질러진 학살, 인권침해, 의문
사, 폭력의 진실규명, 가해자 처벌, 피해자 명예회복과 보상, 기념사업과 새
로운 국가 기억의 공유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그러나 이것
이 수행되는 방식과 경로는 나라마다, 시기마다 상이하다. 대체로는 처벌과
보상을 위주로 진행되는 정의모델과 진실규명/화해로 진행되는 진실 모델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나치의 전범처리가 전자의 전형이라면 남아공의 과거
사 정리 작업은 후자의 전형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과거청산은 인
적인 청산과 제도적 청산으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다. 인적 청산은 구체제
의 담당세력중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을 배제하는 것을 말하며, 제도적 청산
은 과거의 인권침해나 국가폭력을 용인, 정당화, 합법화했던 법과 제도를 폐
지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과거청산은 사법적 심판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것이 민주주의에 대해 갖는 효과는 국민교육적 측면에 있
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물론 제3자인 일반인의 의식과
행동의 변화가 최종적으로 추구해야할 목표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진상규명, 피해자 명예회복 혹은 가해자 처벌, 피해자
보상, 기념사업 등으로 연결되는 과거청산의 일련의 작업들이 선거와 합법적
인 권력교체는 물론 민주주의의 시민적 기반, 특히 행위자의 의식과 행동의
변화를 통해 절차적 민주주의의 확립은 물론 민주주의의 심화, 확대에 어떻
게 기여하였는지를 90년대 이후 한국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고, 거꾸로 과
거청산이 불철저했다면 그것이 결국 민주주의의 확대, 심화에 어떻게 부정적
으로 작용하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국주의, 독재의 억압, 반민주･반인권 정책에 협력했던 인사들을 공직에
서 추방하거나 사회적으로 그 죄과를 들추어내는 것은 법의 지배, 선거 등
절차적인 민주주의 정착과 사회정의 수립을 위한 출발점이다. 그래서 80년대
후반 이후 독재에서 민주정부로의 이행하는 시기에 거의 모든 나라에서 과
거청산이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그것은 일차적으로는 사회의 건강성을
또다시 위협할 수 있는 독재･ 인권탄압 시대의 주역을 정치무대에서 몰아내
는 효과를 갖기 때문이고, 이차적으로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부각시켜
서 국가운영의 표준으로 삼고 사회정의를 세움으로써 법의 지배와 대중의
자발적인 정치참여를 촉진시켜주기 때문일 것이다. 반대로 과거 국가폭력의
주역을 처벌하거나 그 죄악을 밝혀내지 않는다면, 그들이 이후에도 반인권적
인 정책과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나 대중들은 여전히 원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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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거나 도덕적 허무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 이런 이유 때문
에 제2차 대전 전범처벌에서부터 시작된 과거청산은 각 나라에서 구세력의
저항으로 격렬한 정치투쟁의 일환이기도 했고, 또 과거청산을 주도하는 세력
은 그것을 일종의 국민정치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앞서 언급한 것
처럼 과거청산 작업은 국민교육, 국민 의식화, 사회적 치유와 복원 과정인데
가해자가 응분의 처벌을 받고 피해자의 명예가 회복되거나 보상을 받는 것
을 지켜본 국민들은 시민사회 내에서 보다 적극적인 행위자로 변신할 수 있
으며, 더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갖게 될 것이고, 자아에 대한 높은 존중감을
갖게 되어 반인권, 반민주적인 행태를 적극 고발하려는 자세를 가질 것이다.
이것이 오도넬이 말한 바 인권보장을 통한 행위주체의 변화, 그리고 민주주
의의 질적인 심화를 보장해 준다.
물론 과거청산이 정의의 수립과 법의 지배를 달성하는데 만병통치약은 아
니고, 많은 부작용을 낳을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어두웠던 과거
를 제대로 대면하거나 청산하지 않고 법과 정의의 수립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갈등의 원천을 제거할 수 있는 화해와 용서에 대해서는 더더욱
말할 수 없다. 과거 반인권･반인륜 범죄를 저지른 세력은 대체로 페어플레이
라는 정신을 모르는 집단이기 때문에, 이들의 잘못에 대한 공개와 확인이 이
루어지지 않을 경우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것도 언제나 위협에 처할 것이다.
구 제3세계 국가에서 민주주의 정착 문제는 일차적으로는 민주화 이후 사회
경제 상황, 특히 민주화세력의 통치능력과도 연관되지만 과거청산의 성공 여
부에도 크게 달려 있었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민주화가 질적으로 심화･발전
될 수 있는가, 혹은 정치적 대립과 사회갈등이 원만하게 조정되고 피해자나
소수자들이 질서에 승복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역시 상당부분은 과거청산작
업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을 것이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사회 문화적 기반의
구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3. 민주화운동의 연장으로서 과거청산 운동
한국은 과거 군부독재를 겪었던 나라 중에서는 민주화에 성공한 사례로
종종 언급된다. 군부세력의 완전한 퇴진, 비교적 공정한 선거제도의 도입, 안
정적인 정권교체, 후보와 정당간의 합법적인 경쟁, 지방자치제도의 실시, 거
의 완벽에 가까운 언론자유, 시민사회의 활성화, 두 번에 걸친 문민정권의
수립 경험 등이 그 증거라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보면 한국은 앞에서 말한
최소주의의 수준은 물론 부분적으로 중간수준의 민주주의도 어느 정도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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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라로 볼 수 있으며, 다른 아시아 국가, 남미국가에 비해서는 확실히 민
주주의에 관한한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
한국에서 군부정권을 퇴진시킨 87년 6월 항쟁은 그 자체가 과거청산운동
이었다. 즉 전두환 정권 퇴진의 구호는 그 정권이 단순히 절차적 민주주의를
위배한 독재정권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집권과정에서 1980년 광주 민주화운
동을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수많은 인명을 학살하였기 때문이며, 집권 이후 7
년 동안 민주화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징집학생을 대상으로 한 ‘녹화사업’,
여러 가지 형태의 간첩조작, 인권침해와 고문 등의 폭력을 행사해 왔기 때문
이었다. 80부터 87년까지 학생운동을 비롯한 민주화운동세력의 주요 구호는
광주 학살에 대한 “기억의 환기”, 및 학살에 대한 진실규명이었으며, 반정부
시위의 주요 동력역시 학살을 통해 집권한 정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
있었다. 따라서 80년대 민주화운동 그 자체가 일종의 ‘기억투쟁’의 성격을
갖고 있었으며, 민주화는 바로 군부세력과 그들에게 협력했던 세력에 대한
청산 작업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전두환 정권을 퇴진시킨 6월 항쟁은 헌법개
정을 통해 확보한 대통령직선제를 통해 군부지도자의 재집권을 정당화, 합법
화시키는 쪽으로 마무리되고 말았다.
한편 87년 대선을 통해 구 군부세력이었던 노태우가 다시 대통령이 되었
으나 이미 87년 헌법개정 등으로 민주화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하지 않
을 수 없었기 때문에 88총선 이후의 국회에서 광주학살 관련 청문회가 개최
되는 등 군사정권 하의 인권침해 문제가 본격적으로 쟁점화되었다. 이미 88
년 총선과정에서 구 5공화국 세력의 심판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는 등
이후의 선거정치 자체가 과거청산 운동의 일종이었다. 비록 보수적인 민자당
에 투항함으로써 당선되기는 했지만, 92년 김영삼의 대통령 당선 역시 민주
화세력에 대한 국민적 지지의 표현이었고, 97년 김대중의 당선은 광주 민주
화 운동에 대한 국민적 인정이자 광주 학살과 그것을 자행했던 세력에 대한
심판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김영삼 대통령은 신군부의 핵심 그룹은 하나회
를 해체시킴으로써 군부의 재등장 가능성을 차단하였다. 이것이 위로부터 진
행된 가장 중요한 과거청산의 성과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은 광주 5･18 민주화 운동과 결정적인 함수관계를 갖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이 오랜 반독재 투쟁의 경력 과 80년 신군부의 집권과정에서 탄압을
받는 등 반독재 민주화의 상징적인 인물이라는 점이 그의 당선에 크게 기여
한 것은 사실이나, 무엇보다도 5･18 학살 이후 한국의 호남지역사람들이 얻
은 상처와 그것을 해결해줄 수 있는 상징적인 구심으로 그를 선택한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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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당선에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광주와 호남은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공간으로서 자리잡게 되었다.
그러나 87년 이후 민주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회, 특히 군부정
권에 협력했던 인사들이 다수의석을 차지하였는데, 이들을 국회에서 퇴출시
키는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다. 그래서 과거 반인권･반민주 전력자들의 낙선
과 낙천을 주장했던, 2000년과 2004년의 선거정치 참여 운동은 일종의 정치
민주화 운동의 외양을 지닌 과거청산운동이었다. 물론 2004년 총선에서는
이제 과거 반인권, 반민주전력자의 퇴출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게 저
하되기는 했지만 87년부터 이후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선거가 과거 반인권
전력자들에 대한 정치적 심판, 그리고 그 반대편에 서 있었던 민주화 운동
경력자들에 대한 지지의 성격을 어느 정도 지니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선거정치 외에 과거청산을 담당한 곳은 사법부였다. 사법부 주도의 과거청
산 작업은 물론 비등하는 국민적 여론과 민주화운동세력의 항의 없이는 불
가능했을 것이다. 사법부 주도의 과거청산의 대표적인 사례는 12･12와 5･18
사건 재판이었다. 1995년 7월 18일 검찰은 12･12와 5･18 사건에 대한 1년
의 수사 끝에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워 관련자 불
기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에 분노한 민주화운동 세력은 5･18 특별법 쟁
취를 위한 공대위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투쟁을 벌인 끝에 12월 21일 5･18
특별법을 제정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결국 법원은 ‘폭동과 학살’의 주역들에
게 유죄판결을 내리는데 성공했으나, 5･18에 대한 진실보다는 주로 5･17 비
상계엄 전국 확대의 불법성에만 치중하는 한계를 보였다. 그래서 법원은 두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신군부 세력의 12･12 쿠데타와 비상계엄 확대를 “정
권 쟁취 야욕에 물들어”, “하극상에 기초한 반란과 국민의 지속적인 저항에
직면했던 실패한 내란”으로 새롭게 성격 규정하였으나 5･18 당시 학살의 진
실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한편 90년대 이후 시민운동에 의해 주도된 과거 반인권 국가기구 개혁 작
업 역시 과거청산운동의 연장이었다고 볼 수 있다. 비록 군사정권 하 인권침
해의 상징이었던 군부, 국가정보원(KCIA), 기무사, 검찰, 경찰 조직의 인권
침해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여러번의 개혁적인 조치들, 그리고 시민적 정
치적 인권이 제약되는 사태를 막고 인권보장을 제도화하기 위해 국가인권위
원회를 설립하자는 운동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를 설립하기 위한 운동,
80년대 의문사의 진상을 규명하자는 운동들 모두 정치적 민주화 이후 국기
기관을 민주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과거청산운동이었다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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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와 같은 밑으로부터의 과거청산 운동은 순조롭게 전개된 것이 아
니라 문민정부가 여전히 구세력의 압력에 밀려 과거청산의 제도화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자 이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는 양상으로 전개
되었다.
이 운동들은 과거의 민주화 운동과 같이 큰 탄압과 위험부담을 수반한 것
은 아니었지만, 민주화의 진척 즉 과거청산을 반대하는 세력과는 계속되는
투쟁과 대중동원을 요구하였다. ‘5월 운동’으로 지칭되는 광주문제 책임자 처
벌과 진상규명을 위한 운동은 87년 이후 특별법이 제정되기까지 계속되었
다.5 의문사 유족들과 활동가들은 세계 사회 운동사상 유래가 없을 정도의
400일 이상의 천막농성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행하였고, 그 결과
87년 민주화운동 이후 무려 15년이 흐른 후에야 의문사 위원회가 본격적으
로 구성되어 활동하기 시작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과 보상법안을
위한 투쟁역시 이와 동시에 진행되었다. 한국전쟁 피학살 유족들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항의, 농성, 청원, 국회 압박, 대시민호소 작업을 거친 이후
에야 2005년 전쟁기 학살 진상규명을 내용으로 하는 입법화에 성공했다. 이
런 과거사 관련 입법작업은 그 어느 하나 관련 당사자나 사회운동 세력의
지속적인 요구 없이 그냥 이루어진 것은 없었다.

4. 민주주의 심화, 확대의 길에 과거청산 작업이 갖는 한계와 가능성
1) 민주화의 경로가 과거청산을 제약한 점
한국의 민주화는 여타 제3세계국가와 마찬가지로 사회운동에 의한 민주화
로 볼 수 있고, 군부독재정권의 몰락 역시 사회운동의 힘이 그 일차적인 동
력이었다. 그런데 이 민주화운동은 그 자체만으로는 군부독재뿐 아니라 그를
지탱하는 정치경제질서를 붕괴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군부정권의 몰락은 한
국의 6･29와 같은 형태의 위로부터의 양보, 혹은 협약에 의해 가능했다.‘협
약에 의한 민주화’는 한국의 민주화와 과거청산의 이후의 방향을 좌우하였
다. 우선 이 협약에 의해 민주화 운동 세력, 특히 80년대 내내 사회운동을
이끌어온 급진적인 민주화운동 세력은 직후의 정치과정에서 배제되었다.
6･29 직후 한국정치의 무게중심은 제도 밖의 정치에서 제도 내 정치로 급격
5. 정근식, “청산과 복원으로서의 5월 운동”, 광주광역시 5･18 사료편찬위원회,『5･18 민중항쟁』, 2001.
5･18 진상규명, 가해자 처벌, 그리고 피해자 보상을 요구하는 일련의 운동을 지칭한다. 5월 운동은 80
년 5･18 직후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87년 6월 항쟁도 일종의 5월 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본격적인 5월 운동은 87년 이후 본격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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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무게중심이 이동하였다. 이것이 바로 87년 6월 항쟁 직후 양김의 분열과
87년 대선에서의 노태우의 당선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즉 한국의
민주화운동세력은 6.29 선언 이후의 민주화 정국을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지는 못했고, 이러한 한계가 이후의 과거청산을 매우 지지부진하게 만드는
일로 그대로 연결되었다.6
90년대의 과거청산은 분명히 사회운동 진영의 항의와 문제제기에 의해 가
능했지만, 그것을 입법화하는 데 칼자루를 쥐고 있는 당사자는 청산해야 할
세력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국회 그리고 구세력과 연합한 정치권의 민주화
세력이었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이후의 각종 과거청산법은 여타 아시아 국
가에서 80년대 이후 과거청산작업이 구세력의 방해를 받아서 굴절된 것과
유사하게 언제나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한 진실 규명과 그것을 통한 정의의
수립이라는 목표에 비추어보면 대단히 미흡한 법안이 되고 말았다.
즉 청산되어야 할 세력이 청산을 위한 입법의 주체가 된 이 딜레마는 해
방 직후 친일파 청산을 위한 반민특위활동이 좌절된 것처럼 실제로는 과거
청산작업을 기존의 권력구조의 변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즉 철저
한 민주화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유도하였다. 즉 ‘화해’를 거론하
고 실행해야 할 주체는 사실상 피해자이고, 그 전제는 가해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임에도 불구하고 가해혐의자들이
먼저 화해를 앞세우는 역설이 여기서 나온다. 예를 들어 87년 대선 당시 대
통령후보였던 노태우는 ‘민주화합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광주문제를 진실규
명 보다는 지역화합 문제로 접근하였으며, 그것은 이후 노태우와 민자당이
1990년 8월 6일 단독 처리한 ‘광주보상법’의 바탕이 된다. 이러한 화합과
보상의 논리는 80년 당시는 물론 군부정권 하에서의 국가폭력행사의 필요성
은 그대로 인정하고 가해자의 처벌과 진상규명 등은 포기하거나 묻어둔 채
피해자들만 달램으로써 사태를 봉합하자는 취지에서 진행된다.7 이처럼 과거
의 반인권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없는 ‘위로부터의 과거청산’은 가
해자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사회운동진영을 유족 등 피해자들과 분열시킴과
동시에, 사건에 대한 역사적 재해석을 어렵게 만들어 결국 국민정치교육의
효과도 달성하지 못하였다. 5･18진상규명이 5공정치 세력과 그들에 의해 만
들어진 법과 제도를 철저하게 청산하지 못하고 5･18을 형식적으로는 국가기
6. 이광일, “5･18 민중항쟁, ‘과거청산’과 재구성의 정치”, 5･18 연구소, 뺷민주주의와 인권뺸, 제4권 2호,
2004, 179쪽.
7. 이영재, ｢과거청산과 민주주의｣, 5 ･18 연구소, 뺷민주주의와 인권뺸 제4 권 2 호, 2004 , 249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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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일로 했지만 실제로는 전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민주화운동의 상징적인
날로 기념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광주 5･18 과거청산이 국민의 의식을 민주화하거나 광주･전남 지역을 민
주주의의 상징적 구심으로 만드는데 성공했는지 역시 의문이다. 이것은 이른
바 ‘광주의 전국화’의 실패로 자주 거론되는 점이기도 하다. 즉 광주 ‘5월
운동’이 피해자와 사회단체의 운동으로서 진행되기는 했지만, 국민적인 운동
으로 확산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고, 따라서 5･18 청산작업이 미봉적
으로 파행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결국 과거청산이 5･18의 항쟁의 정신을 민
주화의 질적 발전으로 연결시키는데 성공하지 못했다는 지적들이 바로 그것
이다. 5･18 청산의 경우 그 한계가 이미 초기부터 내재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5공 세력의 집요한 반대 때문에, 청문회에서 제대로 진실을 밝
혀낼 수 없었고, 둘째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5･18 특별법을 만들고서도 학살,
반인륜적 범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내지 못하고, ‘국가의 법익’을 보
호한다는 법 개정 취지를 내포함으로써 사실상 이들에게 거의 면죄부를 주
었고,8 셋째 철저한 진상규명 없이 피해자 보상 작업역시 집단보상의 가치보
다는 개인보상을 우선시함으로써 ‘항쟁’의 역사적 성과가 다분히 퇴색하였으
며, 넷째 5･18 기념사업에 대해 광주사람들이 냉소적인 반응을 보일 정도로
이 사업이 지역과 전국차원에서의 5월 운동의 힘에 바탕을 두고 추진되지
못했으며,9 다섯째 이들 5･18의 주역들이 ‘당사자 주의’의 벽을 넘어서지 못
해서10 광주 지역사회는 물론 전국적으로도 민주화 투쟁가들의 모범을 제대
로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 때문이다. 실제 5･18 진압의 공로자들에게 부여된
각종 훈장과 포상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참가자에 대한 유공자 인정 문
제 역시 국민들을 혼란에 빠트리기에 충분했다. 그러다 보니 5･18 항쟁의
정신이 국민들 사이에 보편화되지도 못하고, 초중등학교 교과서에 제대로 수
록되지 못했으며,

대다수 비호남 지역 사람들이 5･18을 민주화운동으로서

보다는 호남의 저항으로만 기억하게 되었다. 결국 5･18 과거청산 작업은 ‘절
차적 민주주주의 완성’이라는 점에서 민주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으
나, 그 이상으로 5공과의 철저한 단절, 및 민주주의의 공고화에 미친 영향을
미미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현재 12･12와 5･18 서훈자는 137명이다. 이들 중 42명은 5･18 특별법에 의해 군사반란 주모자로 판
결을 받았는데, 이들은 반란자이자 국가유공자인 셈이다. 그래서 2005년 5월 16일 여야의원 23명은
서훈을 박탈하기 위한 상훈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9. 조진태, “광주는 아프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기억과 전망』, 2005년 봄.
10. 최정운,『오월의 사회과학』, 풀빛, 1999. 참조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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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과거청산이 어느정도의 성과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한
계를 갖게 된 중요한 이유는 우선은 과거청산의 불철저성, 즉 반인륜적인 학
살 범죄의 가해 책임자에 대한 진상규명의 실패에서 기인한다. 그리고 다음
으로는 접근방식에서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즉 이 재판은 김영삼 정부의
정치적 이해에 의해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두 전직 대통령의 구
속과 사면은 다분히 광주 사람들과 국민들을 달래기 위한 정치 쇼의 성격을
넘어서지 못했으며, 학살사건의 공범과 방조범 등에 대한 수사 역시 포기되
었다. 위로부터 주도된 과거청산이 정치적 이해에 종속된 결과 그것이 인권
신장과 민주주의 신장에 미치는 효과 역시 반감되었다. 따라서 민주화운동세
력이 87년, 92년 대선에서 승리했거나, 이후에도 광주문제 해결을 정치적 이
해관계 보다는 시민의 참여를 통해 추진하도록 압박을 가할 수 있었다면, 5･
18의 정신은 호남의 벽을 넘어서 영남과 전국으로 더 많이 확산될 수 있었
을 것이고, 이후 지금까지 5공화국 세력 다수가 정치권, 정부, 언론 진영에
이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못했을 것이다.
한편 김대중 정부 하에서 진행된 가장 대표적인 과거청산 작업은 ‘대통령
직속)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의 활동이었다. 1999년 12월 29일 국회는 ‘민
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과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
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전자는 그 동안 탄압을 받아온 민주화 운동 관련
자들의 역사적 공헌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음을 의미하
며, 후자는 군부독재 하의 의문사 사건 진상규명 작업을 통해 그러한 죽음의
원인이 된 군부독재 정권의 탈법성과 반민주성을 들추어내고, 민주주의를 공
고화하자는 취지를 갖고 있었다. 의문사 위원회의 활동은 5･18 진상규명과
더불어 단순히 피해자의 민원 해결을 넘어서서 군부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뒤틀려진 법치와 절차적 민주주의를 완성시킨다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광주 5･18 특별법이 그러하듯이 의문사 진상규명 작업은 구 군부
세력이 국회의 다수 의석을 차지하였기 때문에 관련 유족들과 사회운동단체
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연되었다. 이것은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사정이 달라지지 않았다. 그 사이에 과거 억압적 국가기관의 반인
권 관련 자료는 상당부분 폐기되었고, 관련자들의 기억도 가물가물해 지게
되었으며, 그러한 반인권적인 행동을 지휘 명령했던 당사자들은 87년 이후에
도 정치권에서 여전히 절차를 통해 자신의 지위를 확고하게 하는데 성공하
였다. 87년 이후 민주화 과정에서 억압적인 국가기구가 혁신적으로 재편되었
어야 했으나, 5년 동안의 사실상의 군부정권이 연장되고 국회가 여전히 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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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에 의해 장악됨으로써 관련법 자체가 극히 불구적인 형태로 입법화될 수
밖에 없었다.
즉 의문사위원회가 법, 제도 차원에서의 민주주의 정착에 제한적인 역할
밖에 할 수 없을 가능성은 처음부터 어느 정도 예견되었다. 그것은 의문사위
원회 법이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의 위법한 공권력의 개입이 의심되는 사건’
으로 조사 대상을 제한한 데서 한계를 보여주었으며, 조사권한도 제대로 진
상규명을 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11

앞의 광주 5･18 진상규명과 비교해 본

다면 의문사위원회는 애초의 법적인 한계 때문에 제대로 된 과거청산을 할
수 없었고, 따라서 국가기관의 개혁을 이끌어내기도 힘들었다.12 예를 들면
의문사 위원회는 가해자로 의심되는 자가 출석을 거부하거나 진술을 거부해
도 달리 강제할 수단이 없었다. 그리고 과거 의문사 관련 핵심적인 자료를
소장하고 있을 것으로 지목된 국정원, 기무사 등이 정보공개에 거의 협조하
지 않았기 때문에 핵심적인 정보에 접근할 수 없었고, 그 밖에도 예산도 제
한적이었으며 관계기관의 비협조도 큰 문제였다. 결국 의문사위원회는 과거
국가폭력의 진실에 접근하기에는 턱없이 미약한 기구가 되고 말았다. 그리고
타 기관의 반대 속에 한시기구로 설립된 정부기구가 다른 정부기구를 상대
로 협조를 구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다.
결국 1기 의문사위원회의 경우 ‘피의자 자백의 증거능력 제한’, ‘공안기구
문서 중 인권침해 관련된 문서 국가기록원 보존’, ‘고문 범죄에 대해 별도의
수사기관 조사 담당’, ‘교과서 의문사 관련 내용 수록’ 등을 권고하였으나
기존의 관련 정부기관이 수용불가하거나 ‘검토 중’이라고 답변해서 공권력의
인권침해를 막을 수 있는 결정적인 장치를 마련하지 못했다. 2기 위원회에서
는 ‘가해자의 처벌강화와 피해자의 명예회복 조치’, ‘집단학살 및 고문 등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정보공개 특별법 제정’,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 배제’, ‘보안관찰법 폐
지’ 등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권고는 기존 정부기관에 의해 무시되
었으며, 제3기 의문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입법안에 일부 반영되었고, 또 그
정신은 이후 2005년에 제정된 과거사법(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
본법안)에 통합되기도 했다.
11. 김희수는 예산확보, 조사관수 증원, 위증처벌, 조사불응시 형사처벌, 비협조기관에 대한 징계가 보장되
지 않으면 위원회 활동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12. 2기 의문사위원회 위원장인 한상범은 “찌케칼을 쥐고 청롱도 쥔 폭한과 싸우는 꼴”이라고 의문사위원
회의 위상을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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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의문사 위원회가 이렇듯 4년 동안 활동하여 일부 사건의 진상을 밝
혀내는데 성공했으나 그것이 과연 한국의 인권과 민주주의 신장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다소 회의적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의문사가 발생했던 그
정치적 제도적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의문사위원회의 최종의 임무라고 했
을 때, 그것은 주로 권고안의 관철여부에 집약된다고 볼 수 있다. 외국의 진
실위원회도 그 조사활동 후 권고를 통해 사법제도, 군･경의 개혁, 민주제도
의 강화, 국민적 화해를 촉진시킬 조치, 피해자에 대한 보상 등을 제안하는
데 한국의 경우 의문사 위원회 활동을 통해 가장 강력하게 제안될 사안은
바로 의문의 죽음을 정당화했던 최고의 정치･법적 환경인 국가보안법의 폐
지로 집약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04년 이후 개혁적인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이 된 17대 국회가 구성된 이후 일종의 제도적 차원에서의 과거청산
작업이자 민주주주의 공고화의 가장 결정적인 걸림돌인 국가보안법을 한나라
당과 5공 세력 등은 완강하게 옹호하였다.
결국 민주화작업이 정치사회의 전면적인 개혁을 유도하지 못한 결과, 과거
청산을 반대하는 국회의원이 다수를 점하는 15대 국회가 통과시킨 의문사법
자체가 문제의 근원이었던 셈이다. 바로 이러한 한계 때문에 3･4･5공화국
시절 국가폭력과 인권탄압의 첨병의 역할을 했던 검･경 출신들을 처벌하기
는커녕 오히려 그들 중 상당수가 국회에 진출하여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기
보다는 적반하장 격으로 과거 자신의 행동이 정당했다는 것을 주장하는 일
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들은 2004년 이후 열린우리당이 추진한 친일진상규
명법, 과거사법 등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대하였다. 2004년 총선에서 개혁
성향의 열린우리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군부
정권의 기둥 역할을 했던 인사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한나라당의 반대로 철
저한 진실규명을 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게 된 셈이다. 즉 과거
사법에서는 조사대상 선정, 조사권한 확정 과정에서 과거를 제대로 청산하는
상황이라면 처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 살아나 거꾸로 과거의 피해자를 두 번
죽이고 민주화를 완전히 후퇴시키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것은 과거 해방 후 구친일세력이 반민특위 활동을 저지시키고, 기득권을 유
지하게 위해 반공주의를 활용한 것을 연상케 한다.
2) 과거청산 작업이 민주주의 정착에 기여한 점
90년대 이후 한국의 과거청산은 2차 대전 후와 같은 전쟁이나 혁명 등 국
가건설기의 국면에서 제기된 것이 아니라 군부독재 붕괴, 민주화와 정권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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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정치국면에서 제기되었으며, 주로 운동단체 주도의 시민 입법 형태로
제출되었고, 따라서 일부 사안은 발생시점에서 매우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다는 특징을 갖는다. 그리고 과거사 해결의 요구도 일차적으로는 당
사자나 정치권보다는 사회운동 진영에서 먼저 거론하였다는 특징을 갖는다.13
이러한 특징들이 한국의 과거청산을 처벌이나 보상보다는 진상규명에 더 비
중을 두게 만들었다. 결국 한국의 과거청산은 사회운동으로 출발해서 법･정
치적 해결로 일단락되어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본 것처럼 광주
5･18 청산과 의문사 위원회의 활동은 과거청산이 한계는 있었지만 나름대로
한국 민주주의의 정착에 어떻게 기여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물론 이것은
5･18 과거청산 이후 군부독재에 대한 비판의식, 및 민주화와 인권의 가치에
대한 민감성 제고 여부, 그리고 지역주의의 극복여부, 시민의 정치참여의 활
성화 여부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문제로서 본격적인 조사연
구가 필요하지만 여기서는 탐색적으로만 언급하고자 한다.
이른바 ‘5월 운동’이 얻어낸 가장 중요한 결실은 88년의 5공 청문회와 93
년 이후의 전･노 재판이었을 것이다. 이것은 불과 수년만까지만 하더라도 천
하를 호령했던 5공 군부세력이 국회에 출석하여 역사의 심판대에 서게 되었
으며 자신의 과거를 변명하는 모습을 보여준 극적인 사태였고, 또 사법당국
에 의해 수감되었다는 사실 때문일 것이다. 청문회가 제대로 5･18 학살의
진상을 규명하지는 못했지만, 청문회 석상에서 이들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는 식으로 시종 변명하는 모습은 과거 최고 권력자들인 이들의 무책임성을
폭로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국민 앞에 불려나와 시종 비굴한 모습을 취했다
는 사실 하나 만으로서 군부권력에 대한 민주화 운동 그리고 문민정권의 도
덕적 우위를 웅변해 주었다. 이 청문회는 광주 5･18의 진실을 밝히지 못하
고 결국 희극적으로 종결되었지만, 국민들은 이러한 행사를 통해 청문회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으며, 공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도 국민들
에 의해 심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5공 군부세력인 신군부의
집권 자체가 정당성을 결여하였다는 것을 새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
고 이러한 국민적 자신감과 인식변화는 한국정치에서 특히 인도네시아 태국
13. 5･18 특별법의 경우도 1994년 ‘5･18 진상규명과 광주항쟁 정신 계승 국민위원회’가 구성되어 범국민
적인 차원에서 5･18에 대한 진상규명 운동이 시작되었고, 5･18 관련 피해자들이 전두환 전대통령 등
35명을 내란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함으로써 여론화되었고 결국 특별법 제정에 이르게 되었다. 의문
사진상규명위원회 역시 유족과 관련단체가 국회앞에서 422일 농성을 한 결과 받아들여지게 되었으며,
이번의 과거사법 역시 각 관련 단체의 수년간의 투쟁, 그리고 2004월 9월 3일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
한 범국민위원회(준)’이 결성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입안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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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 달리 군부가 이제 헌정을 중단시키는 일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고
최소수준의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했다.
한편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갖는 의미는 부당한
정치권력이 아무리 적법한 외관을 지녔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국민의 심판
에 의해 단죄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으며, “반민주 반인륜 범죄는
어떤 이념이나 정황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국민적 교훈을 남겼다”.14 그
리고 5공화국을 뿌리로 하는 민자당이 신한국당으로 당명을 개칭한 것 역시
과거와 단절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의 압
박을 드러내주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5･18 관련 구속자들에 대한 재심이
이루어지고 원심을 파기하고 이들에게 무죄가 선고됨으로써 민주화를 향한
투쟁이 국가에 의해 적극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이 재판 역시 청문회와 마찬가지로 많은 한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군
부정권의 권력찬탈의 불법성을 확인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고, 법의 지배, 선
거정치 등으로 집약되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역전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신념을 심어주었다. 특히 당시 김영삼 정부가 ‘12･12 및 5･18 특별수사본
부’를 설치한 후 이틀 뒤에 전두환 전 대통령을 전격적으로 구속시킨 것은
노태우 전대통령의 비자금 문제를 돌파하기 위한 정략의 산물인 점도 있지
만, 과거청산을 거세게 요구해온 사회단체의 요구를 수용하고, 호남지역의
정서를 달램과 동시에 문민정부의 입지를 강화시키고자 하는 포석이 있었다.
이러한 정치적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사면 복권 조치가 곧바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점 역시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전직 대
통령 구속이라는 조치는 독재로의 회귀를 저지하는 획기적인 사건임은 분명
하다.15 물론 5･18 과거청산 작업의 가장 중요한 결실은 김대중의 대통령
당선이었다고 볼 수 있다. 97년 김대중의 당선은 5･18 사건 이후 형성된 호
남의 소외와 한을 해소하는 측면도 있었지만, 동시에 5･18 사건으로 결정적
으로 굳어진 호남의 지역주의를 완화시키고 사회통합을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도 되었다. 이처럼 광주 5･18 진상규명 활동과 관련자 처벌은 분명히
절차적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고 군부 독재세력의 부활을 저지시킨 역사적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의문사위원회의 활동 역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오랫동안 은폐되었던
진실이 밝혀지게 되었다는 것은 큰 의의를 갖는다. 국민들은 이러한 진상조
14. 정웅태, ‘5･18 관련자 재판의 전개과정’, 광주광역시 5･18 사료편찬위원회, 525쪽.
15. 박원순, ‘5･18 특별법의 제정과 법적 청산’, 같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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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통해 당시 5공 군사정권이 권력유지를 위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통
원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의문사 위원회는 단순한 사인규명보다는
국가의 전체의 작동 시스템, 사회적 배경과 상황, 그리고 국가폭력의 실체를
밝히려 노력하였다. 이 의문사위원회의 활동으로 과거 군, 경찰, 공안기구 등
억압기구의 은밀한 활동들이 어느 정도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면서, 이제 초
법적인 공안기구가 비판적 사고를 가진 사회 구성원을 사찰하거나 그들의
활동을 통제하는 것은 어려워지게 되었다. 그래서 안기부는 자신의 이미지를
벗어버리기 위해 국정원으로 명칭을 바꾸기도 했다. 한편 과거의 사상전향
거부 행동을 민주화운동의 하나로 평가하자 보수 언론에서는 “간첩이 민주인
사냐”라고 거세게 공격 하였으나, 설사 사회주의 신념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
도 전향거부는 국민의 권리의 하나로 볼 수 있다고 판정을 내려 사상범이라
고 해도 그를 마음대로 살해, 고문할 수 없으며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보장
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었다. 그리고 1･2기 의문사위는 이러한 사건
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여러 정부 기관에 대해 권고를 하였는데, 이 권고안이
일부 수용됨으로써 제한적이나마 국가기관의 민주화에 기여하였다.16
90년대 일련의 과거청산 작업은 보다 근본적이고 추가적인 과거청산의 필
요성을 제기한 점에도 기여했다. 즉 7･80년대 군부독재를 가능케 했던 것은
바로 분단체제와 극우반공주의 이데올로기였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한국전쟁기의 학살과 친일파청산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결국 ‘제주 4･3 특
별법’, ‘거창사건명예회복법’ 등이 이 기간 동안 제정되는 성과를 얻었지만
한국전쟁시기 학살사건 일반이 드디어 수면에 부상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민주화의 가장 중요한 성과인 셈이다. 가까운 과거사가 아닌 먼 과거사는 절
차적 민주주의의 정착이라는 과제를 넘어서서 국가와 사회의 재구조화의 영
역인데, 그러한 과제가 2000년 이후 본격화되었다.

5. 과거청산의 재점화 - 현 정부 하의 과거청산 작업과 그 함의
현 노무현 정부는 역대 어떤 정부보다도 과거청산 작업에 큰 무게를 두었
다. 그것은 90년대 문민정권의 등장 이래 피해자와 운동진영의 그때그때의
요구에 응하면서 분산적이고 비일관되게 진행되어오던 일련의 과거청산 작업
을 가닥을 잡아서 총체적으로 재정리해서 완성하자는 야심적인 프로젝트를
제안하였다. 특히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직은 물론 국회까지도 자
16. 권고안 중에서 수용된 것들을 보면 사회보호감호제 폐지,의문사 유족에 대한 보상조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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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의 개혁 세력이 장악했던 2004년 이후 그러한 의지가 천명되었다. 2004
년 8월 15일 경축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포괄적 과거청산’의 필요성을 밝
힌 뒤로 한국정치사회에서는 과거청산문제가 큰 화두가 되었다.
가장 뜨거운 논란이 된 것은 친일진상규명 문제였다. 2003년 2월, 한나라
당이 다수의석을 점하던 16대국회에서 통과된 친일진상규명법이 진상규명작
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누더기 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17대국회에서 다
수당이 된 열린우리당이 이를 개정하기로 방침을 정한 이후 한나라당 박근
혜 대표의 부친이자 전 대통령인 박정희의 친일경력이 크게 논란이 되었으
며, 과거청산작업이 야당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정치공세가 아닌가 하는 비판
이 제기되었다. 결국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은 2004년 가을 국회에 다시 상
정되어 통과된 이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한편 과거 문민정권 하에서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 거창사건 관련자 명예회복 작
업이 진행되었지만 이 정부 들어서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문
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어 군사정권하의 의문사 진상규명을 포함한 과거사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안)이 지난 5월 3일 국회를 통과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국정원, 경찰, 군 등 정부기관은 자체의 과거사위원회
를 구성하여 지난 군사정권하에서 저질러진 공권력남용과 탈법 사례를 진상
조사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한국은 동아시아국가 중에서 국가가 저지른 잘
못을 정면으로 반성하기 시작한 사실상 첫 사례가 되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진상규명, 한국전쟁기 학살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은
비록 발생 후 반세기 이상 흐른 해묵은 과제이지만 한국사회에서는 여전히
매우 민감한 과제이다. 이렇게 오래된 사건이 현 정부 들어서서야 새롭게 부
각되었다는 점은 바로 한국에서 과거청산 작업이 갖는 역사 정치적 함의, 그
것의 현재의 권력지형에 미칠수 있는 진행형적 의미를 잘 보여준다. 즉 군사
정권 하에서의 의문사 사건, 의혹사건 등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은 남미, 아
프리카, 아시아 여러나라에서 진행된 이행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 수립
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절차적 민주주의의 확립과 관련되어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이들 모든 나라에서 반민주, 반인권 세력의 뿌리는 과거 식민지 지배
혹은 국가건설기의 국가폭력과 전쟁 등에서 유래하고 있다. 즉 절차적 민주
주의의 확립 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바로 국가 정체성 문제다. 한국에서
친일파진상규명 문제는 바로 한국의 건국 엘리트의 정당성과 맞닿을 수도
있는 사안이며, 한국전쟁기 학살 진상규명 문제는 분단체제의 극복과 남북
평화체제 수립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이 두 사안은 단순한 인권보장, 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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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의 제도화를 위한 과거청산이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 사회통합, 국가와
국민의 관계 재설정 작업과 연관되어 있다. 국가 위기, 전쟁 등은 시민권,
인권, 민주주의의 토대 자체를 원점으로 되돌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시
기에 발생했던 국가폭력이나 부정의의 역사에 대한 진실규명과 피해자 명예
회복 작업은 국가기관 및 행위자인 국민의 변화의 저류에서부터 접근하는
시도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거청산 작업을 본격화하기에 국민들의 이 문제에 대한
기억과 감각은 너무나 희미해져 있고, 신자유주의 세계화, 지구적 시장화로
인한 경제 사안의 심각성은 그러한 기억을 반추할 여유를 허용하지 않았다.
반인권 시절에 대한 기억의 상실은 90년대 이후 경제위기와 양극화에서 오
는 문민정권에 대한 비판의식 제고와 병행했다. 여기서 80년대 이전 반인권
국가테러의 진실들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고 진실이 규명되지 않음으로써 다
수의 국민들은 더 쉽사리 독재의 기억들을 망각하는 경향이 있다. 전국적으
로는 박정희에 대한 향수가 커졌으며, 현 노무현 정권의 지지하락은 사람들
이 이제 과거 군부정권에 대한 비판보다는 민주화세력에 대한 불만이 더욱
커졌음을 말해주는 것이고, 과거청산 작업보다는 현재와 미래의 경제적 복지
에 더 큰 관심을 갖는 경향을 웅변해 준다. 박정희의 딸이 유력한 대선주자
로 부각되고, 5공시대의 인물이 한나라당의 대표로서 역할을 하는 현상도 현
재 한국인들의 의식의 현주소를 말해 준다. 민주화운동 세력, 그리고 과거청
산 주도 세력이 집권했다고 믿는 국민들은 민주주의 담론 자체에 대해 피로
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제 민주주의 보다는 효율성을 정의보다는 빵을 선호
하는 태도를 갖게 되었으며, 경제적 양극화를 수반하는 민주화에 대해 비판
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즉 초기 민주화 이행기에 비해서 과거청산의 호소
력은 크게 축소되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 이러한 국민의식은 한국에서 과거청산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데서 기인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현 정부가 추진했던
과거청산의 재점화 작업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다. 절차적 민
주주의의 수준에서 보더라도 아직 한국의 민주주의는 여러 가지 결점을 갖
고 있다. 즉 한국에서 여전히 정당정치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으며, 사법부
역시 범법행위를 한 대기업 총수들과 권력자들에게는 거의 면죄부를 주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법의 지배의 원칙은 시장과 효율의 논리에 의해 매우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으며, 국민의 사상을 통제하는 냉전시대의 유물 국가보
안법이 건재하고, 선거를 제외하고는 시민이 중앙정치나 지역정치, 사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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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제한되어 있을
뿐더러 정치권과 지배세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도 과거와 다름없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국 국민들이 갖는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허무주의적 태도, 기존 정당에
대한 낮은 지지율은 오랜 정치문화의 소산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정치적
책임의 부재, 응답 불가능성, 즉 선거라는 절차를 제외하고는 반인권, 부패의
전력을 가진 정치세력이나 관료집단, 언론을 퇴출시킬 수단이 없고 그들 자
신도 과거 자신의 과오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를 하는 등의 책임을 진 적이
없다는 사실, 그리고 피해 당자는 물론이고 이것을 직접 목격하거나 체험한
시민들이 정치권력, 정부 그리고 엘리트 일반에 대해 여전히 신뢰를 하지 않
고 있으며, 약자들이 사회 내에서 충분한 인권을 보장받지 못한 현실 즉 민
주주의 질적 발전을 위한 인권 혹은 인간개발의 지수가 낮다는 점과 관련되
어 있다. 예를 들면 국민들은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현실, 즉 광주
5･18 학살사건의 경우 학살의 지휘 명령자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7･80
년대 군부독재 시절의 고문, 의문사, 인권탄압 등의 지휘 명령계통, 최종의
책임자가 누구인지 규명되지 않았음은 물론 그와 관련되어 한 사람도 제대
로 처벌받은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이들은 잘 알고 있다.
이 상황에서 피해자의 인권은 물론이고, 국민들의 알권리역시 심각하게 제
약을 받고 있다. 박정희 신드롬은 문민정부 이후 성장의 둔화와 경제적 양극
화 등 현실경제적 어려움에 의해 촉발된 점이 크지만, 국민들 대다수가 군부
독재시절에 벌어졌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와 그 피해자의 실재 등 과거사
에 대해 매우 제한된 지식만 갖고 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그 동안의
교육과 매체를 통해서는 그 시대를 성장의 시대로만 설명해 왔으며, 독재와
성장이라는 무기로 기득권을 갖게 된 세력에게 일방적인 유리한 내용만이
교육을 통해 오늘의 젊은이들에게 전달된 사실과 연관되어 있다. 물론 더 거
슬러 올라가 군부독재정권의 버팀목이 되어준 반공 이데올로기가 자리 잡는
데는

한국전쟁의 이면의 국가폭력의 진실이 충분히 조사 공개되지 않았음

은 물론 그것을 공개하거나 조사하는 일 자체를 위험시하고 탄압을 했다는
사실을 무시해서는 잊어서는 안 된다. 즉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채,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채 만들어진 의식과 투표행위가 여론의 이름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선거를 통해 현실권력을 구성하는 셈이다.
과거 진실에 대한 국민들의 집단적인 무지, 과거의 폭력과 인권침해 문제
를 오늘의 약자들에 대한 차별 문제와 연결시켜 사고하지 못하는 노조 지도

과거청산과 한국의 민주주의 29

자들, 이러한 무지에 기초한 잘못된 정치적 선택이 악순환의 고리로 얽혀서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데, 과거 반인권, 반민주적인 사태가 발생
했을 때 공권력 이상으로 ‘간접적 가해자’의 역할을 해온 당사자는 지식인과
언론이었는데, 민주화 이후에도 언론과 지식인의 자기반성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은 점은 주목할만하다. 다른나라에서도 그러했듯이 한국에서도 과거
의 일제식민지 지배, 군사정권의 등장 그리고 5･18 당시의 학살과 이후의
반인권범죄에 동조하였던 언론이 오히려 현재는 과거청산 작업을 방해하고
있다. 한국의 1등 신문을 자처하는 뺷조선일보뺸는 5･18 당시 사설을 통해
“국군이 선량한 절대다수 광주시민 곧 국민의 일부를 보호하기 위해 취한
이번의 행동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었음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신중을 거듭했던 군의 노고를 우리는 잊지 않는다”17고 학살의 사실을 은폐
하고 군의 진압작전을 찬양한 바 있으며, 신군부의 조작극인 ‘김대중내란음
모’를 모두 기정사실화하여 보도하였다. 그런데 전두환과 주변의 신군부출신
의 정치세력은 비록 형식적이나 구속 등의 처벌을 받았으나, 상업지임을 자
처하는 뺷조선일보뺸는 아무런 사회적 단죄를 받지 않았으며, 과거의 잘못된
보도에 대한 자기반성이나 상징적인 정정조치조차 없었다. 유신과 5공화국을
찬양하였던 지식인들 역시 사회적 처벌을 받은 바 없으며 진지한 자기반성
도 하지 않았다.
지난 정부는 물론 현정부들어선 이후에도 과거청산이 민주주의의 철저화로
나아가지 못한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한국 민주화운동 세력 즉 과거청산
운동의 주역들이 그것을 주로 제도화, 입법화의 문제로 고정시키고 국민교육
을 통해서 그 성과를 사회화시키는 노력을 게을리 한 점이다. 즉 과거청산은
과거의 국가폭력의 진상규명과 당사자 처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제
도 개혁으로 완수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진상규명작업은 출발점에 불과하
다. 왜냐하면 그러한 폭력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관료기구, 언론, 지식인
그리고 수동적이고 복종적인 시민의 무언의 지지 없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법적 청산은 반드시 과거의 잘못을 발생시켰던 국가기관의
문제점을 완전히 드러내서 그 조직을 혁신시키는 운동으로 연결되어야 하고,
또한 새롭게 확인된 진실의 사회적 공유 과정을 수반해야 한다. 과거사 관련
입법은 과거청산의 큰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고,
입법 이후에는 곧바로 독재 혹은 권위주의 지배의 억압기구의 개혁 그리고
17. 김삼웅, 뺷독필로 본 대한민국 50 년뺸, 한울, 19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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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올로기적･사회적 기반의 극복에 나서야 한다.
여기서 과거의 국가폭력의 대행자이자 사법판단을 권력의 의지에 종속시켰
던 각종 공안기구, 검찰, 법원 등의 개혁이 제도적 차원에서 민주주의를 심
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다.18 그러나 앞에서 의문사위 핵심권고안
을 각 정부부처가 거의 수용하지 않은 사실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90년
대 이후 문민정권의 등장과 절차적 민주주의의 완성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억압적인 국가기구의 획기적인 민주화, 국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공
개 문제는 여전히 지난한 과제다. 이러한 제도영역에서의 민주화가 제대로
진척되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도 바로 과거청산작업이 보다 철저하게 진행
되지 못한 데 기인한 것이며, 동시에 가해자 징벌이라는 개인적 청산에서 그
러한 국가폭력과 반인권을 가능하게 했던 제도의 청산 차원으로 국민적 관
심의 축을 이동시키지 못한 민주화 운동세력의 내부의 역량 및 시야의 한계
와 민주주의에 대한 전망 부재도 지적할 수 있다. 이것은 광주 5･18 청산에
서 그러하였듯이 입법화 이후에는 정부와 피해자(당사자)만 남고, 그것을 일
반화하여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시민사회운동이 그 운동에서 손을 땠
기 때문이다. 90년대 이후 과거청산 과정을 살펴보면 대다수의 당사자들은
자신의 아픔을 수단으로 하여 개인적 민원해결 차원으로 그 과정을 접근하
는 경향이 있고 자신은 피해자가 아니며 앞으로도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없
다고 생각하는 일반 국민들과 과거청산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역량을 결
여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들이 현 정부 하에서의 과거청산운동을 재점화하고,
정부가 그것을 수용한 배경이다.

6. 민주주의의 질적 발전을 위한 과거청산
국가기관 혹은 국가기관 종사자가 과거 자신이 저지른 범죄 행위를 청산
하지 않으면 장차 국민들이 공공연하게 공권력을 무시하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 범죄를 저지른 정권이나 국가가 국민들에게 법과 질서를 지키라고 말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비록 오래 전의 일이라고 해도 이러한 국가
범죄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그러한 범죄에 동조했던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지 못한다면 추후에 그러한 범죄가 재발할 경우 보통의 사람들을 그 범
죄에 동조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다. 그래서 반인륜적 범
18. 5 ･18 당시 그리고 전두환정권하에서 폭력과 고문으로 억지자백을 받아내고 그것에 기초해서 내란 및
내란목적 살인 그리고 국가보안법 위반 등을 이끌어낸 사법부가 이에 대한 공식 해명과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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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에 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국제규범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한국의 법제가 정
비되어야 하며, 냉전시대의 유물인 국가보안법이 조속히 폐지되거나 대체입
법 되어야 한다. 과거청산의 성과는 일차적으로는 인권관련 법과 제도를 통
해서 구체화되어야 한다.
식민지 억압, 반인륜적인 범죄에 가담했던 사람과 그의 자손이 여전히 지
배 엘리트로 남아있는 한 그러한 국가는 국민적 신뢰를 받을 수 없고, 사회
통합을 달성하기 어렵다. 국민들이 자신의 생명권과 인권이 보호받는다고 느
끼지 않는다면, 그리고 현재 자신이 부당하게 입은 손해가 이후에 정정될 가
능성이 있다는 확인이 없다면, 민주주의 절차가 아무리 활성화되어 있더라도
‘참여 없는 절차’, 냉소와 허무주의만 남게 될 것이다.
과거청산의 궁극적인 단계는 피해자의 슬픔을 달래는데서 끝나서는 안되고
피해자가 영원이 피해자로 남지는 않는다는 것을 제3자, 즉 일반 사회구성원
들에게 보여줌으로써 피해자 당사자는 물론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 사회과정
에서 참여의 의지와 자신감을 갖도록 해 주는데 있다. 지금까지 한국의 과거
청산 작업에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이나 보상작업은 어느
정도 추진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한국사회의 통합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
다. 그러나 그것이 국가 및 지배엘리트의 국민적 신뢰도, 법의 공정성과 객
관성, 시민사회의 활성화, 사회적 약자의 참여의지를 높이는 데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는 회의적이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좌우된 과거청산, 당사자주의로
일관한 보상, 사법적 청산 혹은 관료적 처리에 안주한 문제해결 방식, 형식
적이고 절차적 민주주의 확보에 안주한 점 등이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 이는
과거청산이 미래지향적인 인권향상과 민주주의의 질적인 심화로 나아가지 못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도넬이 지적했듯이 민주주의의 성취의 과제는 궁극적으로는 행위자의 실
천에 달려있는 것이지만, 그러한 행위자의 의식과 실천은 제도의 산물이기도
하므로, 제도와 문화야말로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한 초적이자 장기 프로젝트
일 것이다. 과거청산 작업의 마무리 역시 이 점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처벌
과 보상, 혹은 진실규명과 화해가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못할 경우 계속 그 길만을 가자고 고집할 수는 없다. 과
거청산 작업은 정부의 영구적 활동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그것은 민주주의
이행기의 특별한 시기에 과단성 있게 시행되어야 하고, 일단 작업을 완료한
이후 미진한 성과는 정부기구의 일상 활동으로 흡수되어야 한다. 즉 국민들
에 대한 불법 사찰, 불법 구금과 고문, 전쟁기간 중 내부의 의심되는 민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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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학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는 군과 경찰 및 공
안기관의 활동, 군과 경찰의 본연의 임무 위반, 행정기관의 권력남용을 막을
수 있는 장치마련, 국민의 기본권 보호 등은 이제 각 기관 자체의 반성과
제도개혁 작업으로 흡수되어야 한다. 인권침해를 구조적으로 가능케 하는 모
든 기제들, 언론과 지식인들의 담론들은 철저하게 정리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남아공화국에서 그러하듯이 성공적인 과
거청산, 혹은 인종적 갈등의 극복은 사회경제적 갈등을 극복하는데 별로 도
움을 주지 못했다.19 과거청산 문제를 오직 공권력의 잘못에만 초점을 맞추
게 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법과 행정이 자본에 비해 경제적 약자에게 훨씬
불리하게 집행되고, 또 약자들이 공권력의 잘못된 집행으로 불이익을 당해도
호소할 방법이 없는 현실에 눈을 감게 된다. 이것이 과거청산 과제를 시민이
나 노동자들의 관심권에서 멀어지게 하는 이유다. 즉 공공기관은 국민의 생
활과 관련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여 언제나 시민의 감시권 안에 그것을 노
출시켜야 하고, 잘못된 행정집행에 대해서는 곧바로 시정하거나 관련자를 처
벌하여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주고, 그것을 격려하는 제도와 문화의 건설을 촉진
시켜야 한다. 이러한 조건 위에서 민주주의는 실적으로 심화될 것이다. 그렇
지 않으면 과거청산은 말 그대로 ‘과거사 정리’에 그칠 것이고 민주주의 정
착과도 별로 관계없이 진행될 것이다.
과거청산의 종착점은 사회의 복원이며, 공동체성의 회복이며, 사회적 신뢰
의 확보다. 새롭게 밝혀진 과거의 진실은 국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어 교육
의 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 그래서 과거청산은 정부와 사법기관이 주로 추
진하지만 정부주도로만 일이 추진되어서는 안되며, 피해자가 특권화되어 그
성과를 독점해서도 안된다. 시민사회, 정치권, 정부가 각각 역할을 분담해서
진행해야 한다.

7. 맺음말 : 한국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한 전망
두 번의 문민정권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민주주의의 토대는 지극히
취약하다. 쿠데타와 같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중단시키는 일은 발생하지 않겠
지만, 경제위기 안보위기가 도래하면 그 동안 성취했다고 자부했던 모든 제
도와 법이 거의 무력화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삼권분립, 법의 지배, 인
19. 김영수, “남아공 민주주의 이행 및 공고화 과정으로서 진실과 화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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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의 가치 역시 쉽게 무시될 수 있다. 그것은 한국에서 정당정치가 안정화되
지 않고 있으며, 경쟁에서 패배한 세력이 승복하지 않을뿐더러 정치지도자를
포함한 여러 분야의 지배 엘리트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매우 낮다는 사실
에서 웅변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즉 보수언론들의 증오에 한 정권 비판 논설
들, 노동운동에 대한 적대감 등에서 엿볼 수 있듯이 한국은 아직 학살과 국
가폭력, 적대와 증오의 시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았다. 이러한 증오의
시대를 종식시키는데 과거청산 작업은 나름대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과
거청산은 공권력의 책임성 표현, 신뢰 문화의 형성을 통해 분명히 한국의 민
주주의의 질을 제고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과거청산만으로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반이 마련되지는 않는다. 문
제는 사회경제 영역에서의 패배자나 탈락자의 재기가능성, 의사결정과정에의
참여가능성, 소수자나 약자들의 조직화 가능성,

정치적 대표기구의 형성 가

능성 여부다. 노조를 조직할 수 없는 비정규 노동자, 힘 있고 생산성 있는
정당을 건설할 수 없는 노조와 농민조직, 대자본의 지역상원 장악을 견제할
수 없는 자영업자, 지자체의 무차별적인 개발논리를 견제할 수 없는 지역의
환경단체, 학생들의 학습의 자유와 선택을 가로막는 입시제도 등 이 모든 조
건들이 한국 민주주의의 토대를 허약하게 만들고 있다. 이 중에서도 사회경
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 정당의 안정적인 사회적 기반의 결여와 문제
해결과정에서의 무력성이야말로 민주주의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가장 핵심적
인 요인인데, 이 정당의 기반역시 시민사회에 있으므로 각 세력의 이해관계
를 공익적 담론으로 조직화하는 일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초석이 될 것이다.
불평등이 심화되어 경제주체, 사회주체들 간의 힘의 관계가 심각한 불균형
상태에 놓이게 될 때, 민주주의는 언제나 위기에 처하게 된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늘의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바로 각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가장 일차적 배경이다. 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사회에 풍미한 시장주
의, 경쟁주의, 1등주의 담론은 모두가 다수의 탈락에 눈을 돌리기보다는 소
수의 성공을 찬양하고 있으며 자본에게 무한대의 권력을 부여해 줌과 동시
에 시민을 개인으로 파편화시킨 다음 오직 소비의 주체로만 호명하고 있다.
이제 정치적 민주화의 정신은 거의 퇴색하였다. 시장의 부정의에 대항하는
정의, 시장에 대항하는 정치, 시장에 대항하는 사법, 시장에 대항하는 사회
혹은 공동체의 복원을 통해서 민주주의는 질적으로 심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과 인권에 대한 존중, 빈곤의 극복, 삶의 질의 보장, 모
든 이에게 능력발휘의 기회 제공 등을 포괄하는 제2의 ‘백성이 주인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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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세상 만들기 운동 - 그 명칭은 아마 민주화라는 용어를 더 이상 사용
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지만 - 을 해야 할 시점에 서 있다. 과거사는 이제 확
실히 현재 속에 녹아들어와 있다. 과거청산은 현실개혁의 일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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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rtrag von Kim Dong Choon, Vorsitzender, Wahrheitskommission

Vergangenheitsbewältigung und Demokratie in Südkorea
Resümee (Eun-Jeung Lee)

◈ Ausgangsfragen
∙ Wie ist die qualitative Entwicklung der Demokratie in Südkorea seit
1987 verlaufen?
∙ Wie hat sich die Geschichte seit dem Zusammenbruch des autoritären
Systems entwickelt?

◈ Verlauf der erfolgreichen Demokratisierung demokratische
Transition
∙ Im Vergleich zu vielen Ländern in Lateinamerika, Asien und Afrika ist
die Erfahrung Südkoreas ein gelungenes Beispiel für die demokratische
Transition
∙ Demokratisierung ist in erster Linie auf die Bürgerbewegung zurückzuführen
∙ Allerdings konnte die Bürgerbewegung allein die Diktatur und das
politische System, das die Diktatur trug, nicht beseitigen
∙ deshalb war der Kompromiss der Erklärung vom 29. Juni 1987
notwendig
∙ dieser Kompromiss hat die Entwicklungsrichtung der Demokratie nach
der Demokratisierung vorgeprägt:
- Ausschluss der radikalen Kräfte von der Politik
- "halbherzige" Demokratisierung, in der die 'Täter" von der
Versöhnung sprechen
- "halbherzige" Aufarbeitung der Vergangenh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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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nsolidierung der Demokratie
∙ das politische Bewusstsein der Bürger als Souverän wurde durch die
Erfahrungen der Anhörung der Mittäter der 5. Republik im Parlament
1988 und die Gerichtsprozesse gegen Chun Doo Hwan und Roh Tae
Woo (1995) gestärkt.
∙ Die Veränderungen des politischen Bewusstseins der Bürger hat einen
Militärputsch bzw. eine neuerliche Aussetzung der Verfassung
unmöglich gemacht.

◈ Konflikte in der Demokratie
∙ Konflikt um unterschiedliche Auffassungen von Gerechtigkeit in der
Demokratie
∙ Konflikte um die Medien : prekäres Verhältnis zwischen der Regierung
und Chosun Ilbo

◈ Perspektive der Demokratie
∙ die entscheidende Frage für künftige Entwicklung der Demokratie ist,
ob sie in der Lage ist, soziale und wirtschaftliche Konflikte zu lö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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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 다시 시험대에 선
‘성공적으로 진행된 정치적 민주화 과정’
디터 콘니에츠키 (전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 주 스페인 사무소 소장)

머리말과 문제 제기
스페인이 독재에서 민주화로 정치적 전환을 하는 과정에는 명확한 출발점
이 있다. 그것은 1975년 11월 20일 프랑코가 사망한 날이다. 이날 시작된
스페인 민주화 과정이 완결된 것은 사회주의자들이 정권을 넘겨받았던 1982
년 말 또는 스페인이 유럽연합과 대서양연합기구에 가입하던 1985/86년이라
고 대부분의 스페인 사람들은 말한다.
세계 여론은 스페인의 민주화 과정을 일반적으로 기대하지 못했던 특이한
성공스토리의 전형적인 예로 간주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4년 반 동안 스페인에서 역사적 기억을 다시 상기키
는 문제로 인해 열띤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놀랍게 들릴 수
도 있다.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논란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양
분된 스페인”이라는 수사법이 다시 등장하였다. 이와 함께 오랜 좌우의 대
립, 즉 1936년에서 1939년 사이의 스페인 내전과 그에 이어 1975년까지 이
어진 프랑코 독재와 같은 투라우마적 경험에 대한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다.
놀라운 사실은 스페인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전례 없이 발전하고 있는 시
기에 과거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공공예산은 2년 전부터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실업률도 2007년 말에는 8퍼센트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
상하고 있다. 이것은 스페인의 민주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다.
이민자의 증가(지난 6년간 약 4백 5십만 명 증가) 또한 다양한 적응 통합
문제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이로 인해
2004년 이래 약 2백3십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특히 긍정적으
로 평가되는 것은 노동부의 통계상 정규직 노동 계약이 70퍼센트 이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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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한편에서는 과거사 문제로 사회적 분열의 골이 깊어가는 반면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호황을 누리고 있는 현재 스페인의 상황을 어떻게 설
명할 수 있을까? 현재 대단한 수사적 기교를 동원하여 진행 중인 논의가 혹
시 조금은 억지를 써서 강행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런 점에서 이 논
의가 독일의 역사학자 간의 논쟁과 유사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도 든다. 독일
에서 벌어진 역사학자 간의 논쟁은 전문가들 중의 극히 소수의 엘리트들이
참여하여 학술적 개념과 독트린을 두고 벌인 논쟁이었고, 대중의 광범위한
참여 없이 진행되었다. 그 이유는 대중이 보는 사회적 문제의 우선순위가 다
르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스페인에서 다시 쟁점이 된 과거사 문제에 대해 현재 대중이 광범위한 관
심을 갖게 된 것은 두 가지 사실 때문이다. 그 하나는 2000년에 사회당 당
수로 선출된 1960년 생인 호세 루이스 로드리게스 차파테로가 이미 야당 당
수 시절부터 역사적 기억을 다시 상기할 것에 대한 요구를 2004년 총선거의
선거프로그램에 포함시킨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미 2001년에 각
지역에서 대량학살 현장을 발굴하기 위한 주민 이니시어티브들이 놀라울 정
도로 많이 결성되었다. 대부분의 희생자들은 내전 이후 1939년부터 1949년
사이에 처형당한 사람들이었다.
또 다른 놀라운 사건은 2002년 11월 20일, 즉 프랑코가 사망한 지 27년
이 되던 날에 일어난 일이다. 스페인 의회가 만장일치로 1936년 7월 18일의
군사 쿠데타를 단죄한 것이다. 물론 그것이 프랑코주의에 대해서가 아니고,
단지 군사 쿠데타를 겨냥하여 그것이 정당한 국가의 헌정 질서를 파괴한 것
이라고 규명한 것이다.
마드리드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한 지 3일 후에 치룬 2004년 3월 14일의
총선에서 사회당이 승리하여 새로 구성한 사회당 정부는 선거공약을 이행한
다는 의미에서 역사적 기억을 상기하는 논의의 필요성을 다시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 제안은 2002년 만장일치로 군사 쿠데타를 단죄했던 때와는 달리
보수 국민당의 결사적인 반대에 부딪혔다. 그리고 카톨릭 주교협의회도 점점
이에 반대하기 시작하였다. 결국 사회당 정부의 부수상인 마리아 테레사 훼
르난데스 데 라 베가가 2006년 7월 28일 국무회의에 과거사 청산에 관한
법안을 상정하였지만 이 법안은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은 채 미제로 남겨져
있다. 지난 몇 주 동안 사회당과 좌파연합 간에 또 다시 만나, “역사적 기억
에 관한 법”이라는 이름하에 결성한 이니셔티브가 다시 활발해졌다. 현재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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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인의 정치 분석가들은 2007년 5월 27일의 지방선거 이후, 그러나 늦어도
2008년 총선 전까지는 법안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스페인에서
는 왜 이렇게 늦게, 소위 아주 성공적이라는 민주화가 이루어진지 삼십 년이
넘어서야 이런 논쟁을 시작하였는가? 민주화 과정에서 무엇이 부족해서, 또
는 비난을 받아야 해서 역사적 기억에 대한 새로운 논쟁이 제기되어야 했는
가? 스페인의 내부 상황을 잘 알지 못하는 한국의 청중들이 이 문제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페인 최근 역사에 대한 간단한 설
명이 필요할 것이다.
역사적 경로
스페인에서 단일 중앙국가가 등장한 것은 일반적으로 1492년이라고 본다.
그 때까지 이베리아 반도는 8세기에 회교도가 정복한 이래 약 800년에 걸친
재정복 전쟁을 겪었다. 회교도들은 포르투갈과 스페인을 모두 포함하는 이베
리아 반도 전체에 다마스쿠스로부터 명령을 받는 칼리프를 설치하였다. 800
년간의 재정복 전쟁은 “카톨릭 왕들”이라고 불리는 훼르디난도 데 아라곤과
이사벨 데 카스티야가 그라나다의 회교도를 멸망시킴으로써 최후의 승리를
거두고 스페인의 중앙 집권 국가를 건립하였다. 재정복 전쟁은 분명히 십자
군전쟁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에 회교도였던 마우리족과 스페인에 살던 유대인
들까지도 1492년 이후에는 점차 이베리아 반도에서 추방되었다.
1492년은 동시에 스페인 왕의 명을 받은 이탈리아 제노바 공국의 크리스
토프 콜롬부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해이기도 하다. 스페인은 종교적인
이유로 포르투갈과 연합하여 한 동안 태양이 지지 않는 세계 제국을 구축하
기도 하였다. 1492년 토르데시아 조약으로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소위 말하
는 “신세계”를 분할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후 스페인은 브라질을 제외한 아
메리카 대륙 전체와 필리핀과 동태평양을 소유하게 되었다. 포르투갈은 그
대신 아프리카, 인도(고아), 인도네시아(티모르), 중국(마카오)과 브라질에 식
민지를 건설하였다.
식민지에 관심을 집중하게 되면서 스페인은 유럽 대륙의 발전에서 점차 고
립되었다. 계몽주의, 초기 산업화, 세속화 그리고 신헌법 운동과 같은 유럽의
신조류들은 19세기 초가 되어서야 나폴레옹의 정복 전쟁이라는(1808-1814) 직
접적인 폭력을 통해 스페인에 들이닥쳤다. 신헌법 운동의 영향 하에 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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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해방 운동이 시작되었고 그 결과 스페인은 아메리카 대륙의 모든 식민지를
상실하게 되었다.
그 후 19세기 스페인의 역사는 왕조 간의 갈등과 군부 쿠데타의 반복이라는
스페인 특유의 정치 현상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었다. 결국 19세기 말 스페인은
쿠바, 푸에르토리코, 필리핀 같은 마지막 식민지마저 상실하였다. 그 후 스페인
은 국가 전체가 깊은 우울증에 빠진 것과 같은 상태가 되었고, 이런 상황에서
스페인의 근대화가 유럽에 크게 뒤쳐진 것을 만회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
이고자 하는 소위 말하는 “98 세대”가 등장하였다. 이때 이미 대규모 노동운동
이 발생하였고 일부 지역, 특히 카탈로니아와 바스크에서는 민족주의 운동도
등장하였다.
이렇게 내적으로 복잡한 상황 때문에 스페인은 1차 세계 대전에서 중립을
지키기로 하였고, 또 중립을 지켜야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왕과 정부
는 무정부주의자, 사회주의자 그리고 좌파 민족주의자들이 분명하게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으로 규정한 운동 세력들이 서로 피를 흘리며 대결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1923년에는 스페인 국왕 알폰소 13세, 즉 현 국왕의 할아
버지는 카톨릭과 안달루시아의 부르조아들의 지원을 등에 업고 프리모 데
리베라 장군의 쿠테타를 지원하여 궁극적으로는 군부 정권의 성립을 돕는
한편, 노동법 제정과 같은 분야에서는 사회주의적인 노동조합과 정치가들과
협력하기도 하였다.
더욱 심화되던 사회적 갈등, 특히 무정부주의 집단들과의 갈등은 산세바스
티안협약을 통해 처음으로 공화주의 운동이 조직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때 스페인 국왕은 새롭게 국정에 간여하고 프리모 데 리베라 장군을 해임했
다. 후임자는 자유주의 온건파라고 알려졌던 일반적인 평가와는 달리 극단적
으로 반동적인 정책을 강화하였다. 1931년 3월 12일 앞당겨진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하였고, 다음 날 국왕 알폰소 13세는 망명을 떠났다.
그리고 1931년 3월 14일 제2공화국이 선포되었다.
이 발표문에서 스페인 제2공화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할 수는 없다. 그
렇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거 청산 논의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2공화국의
몇 가지 특징들은 간단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중 가장 결정적인 특징을 먼저 지적하자. 앞에서 스페인의 중앙집권 국
가가 성립되는 과정에서 국왕, 교회 그리고 종교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언
급했다. 그것은 그저 예사로 설명한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스페인은 포르투갈, 그리스와는 달리 통일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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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언어 국가가 아니다. 국민의 80퍼센트만이 스페인어를 모국어로 쓰고 있
을 뿐, 육백사십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다양한 종류의 카탈루냐어를, 약 칠
십만 명은 바스크어 또는 바스크 사투리를, 그리고 이백칠십만 명이 갈리아
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결국 이미 중세 때부터 스페인에는 중앙
집권 국가로 통일되는 과정 자체를 회의적으로 받아들였던 지역이 존재했다
는 것을 뜻한다.
19세기 유럽의 대부분 지역들에서 헤르더 빌헬름 폰 훔볼트 등의 독일 낭
만주의와 같은 민족주의 운동이 일어났을 때 스페인도 이러한 움직임으로부
터 예외는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스페인 공화국의 주체 세력을 형성하던
근대화주의자들이 각 지역의 독립적 자치권 운동을 감행하였던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제2 공화국은 다른 의미에서도 서부 유럽과 미국 그리고 다른
남미의 이미 민주화된 여러 국가들의 제도적 틀에 상응하는 변화를 실현시
키는 데 성공하였다. 1931년 말 몇 달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지속된 격렬
한 갈등에도 불구하고 다원주의를 허용하는 헌법이 제정되었다. 그 후 보수
우익의 공화파가 1933년 총선거에서 승리하였고 그들은 복고반동적인 정책
을 강행하였다. 그것은 특히 아스투리아 지역에서 혁명적 질서를 실천에 옮
기려던 노동자들의 봉기가 무참한 억압으로 와해된 이후 더욱 분명히 권위
주의적인 색채를 띠게 되었다.
그러나 사회적 갈등은 지속적으로 깊어졌고, 이러한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
는 정부의 무능력으로 인해 새로운 선거가 불가피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
었다. 1936년 실시한 총선에서 좌파 정당들이 승리하여 소위 말하는 국민전
선정부를 구성하였다. 국민전선정부 정책의 핵심은 무정부주의자들까지도 지
지했던 혁명적 토지 개혁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이미 1936년 5월부터는 군
부가 쿠데타를 일으킬 것이라는 소문이 자자하였다.
1936년 7월 18일 프랑코 장군의 지휘 하에 있던 스페인령 모로코와 카나
리아 섬에 주둔한 군대의 대부분이 봉기하였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도 스페
인 사람들의 의식 속에 항상 남아있는 스페인 내전이라는 대사건이 발생하
게 되었고, 이 사건이 현재의 역사적 기억 상기에 관한 논쟁의 본질적인 부
분을 이루고 있다.
스페인 내전과 그 결과
스페인 내전은 일어나던 순간부터 원래 스페인 내부의 문제였던 것이 국제
적인 갈등으로 변화되었다. 내전은 1936년 히틀러가 자신의 권력 확대의 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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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으로 해석하였던 베를린 올림픽이 열리는 것과 거의 동시에 시작되었다.
프랑스에서는 이미 먼저 레옹 블륌 하에 국민전선정부가 형성되어 스페인의
새로운 변화에 호의를 갖고 지켜보고 있었다. 영국과 다른 서구 민주국가들도
스페인 공화국 정부를 지지하였다. 반면에 파시스트가 권력을 장악한 이탈리아
와 히틀러 제3제국 하의 독일은 봉기를 일으킨 장군들을 지지하였다.
현재 역사학자들은 당시 봉기를 일으킨 장군들이 공화국이 자신들의 봉기
에 그렇게 강력한 저항을 할 것이라고는 예측하지 못했다는 데 의견이 일치
한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사실이었고 그러한 저항은 봉기가 발생한 몇 달
후에 소련이 공화국을 정치적, 군사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하고 그 지원을
신속하게 실행에 옮기면서 더욱 강력해졌다. 히틀러의 독일과 이탈리아를 축
으로 하는 세력이 봉기한 군부를 전적으로 지원한 반면, 서구의 민주 세력은
1936년 11월에 내정 불간섭의 원칙에 합의함으로써 스페인 공화국의 세력을
결정적으로 약화시켰다.
거의 3년이 걸린 스페인 내전은 돌이켜 보건데 2차 세계 대전의 전주곡으
로 간주되어야 한다. 서구 연합국들이 불간섭 원칙을 고수함으로써 소련이
공화국의 결정적인 연합 세력이 되었고 프랑코 체제는 독일과 이탈리아의
끊임없는 군사적 지원을 받아 승리할 수 있었다.
내전으로 인해 양측에서 나온 희생자 수는 당시 스페인 인구가 이천이백
만 명 정도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것이었다. 역사학자들의 조사에 의
하면 직접적인 전투로 인한 희생자의 수가 군인과 시민을 합쳐 이 십 만 명
에 달하였다. 그 외에도 억압으로 인해 십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민족주의
진영 3만7천, 공화주의자 7만 명) 1936년과 1939년 사이에 목숨을 잃었다.
그리고 약 육십만 명의 스페인 사람들이 대부분 프랑스로 망명을 갔고, 프랑
스를 통해서 약 십만 명이 남미 각국으로 특히 멕시코로 떠났다.
1939년 4월 1일 프랑코가 내전 종결을 선언했을 때는 나라가 이미 황폐
화되어 있었다. 생활수준은 국민총생산을 통해 비교해 보면 1914년 이전의
수준으로 후퇴했다. 그러나 내전의 종결도 스페인에 내적 평화를 가져다주지
는 못했다. 사형 선고와 사형 집행은 1949년까지 이어졌고 어떤 경우에는
1952년까지 지속되었다. 이렇게 희생된 사람들 수에 대한 통계는 각 진영마
다 약간씩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전 이후 승자들이 자행한 억압으로
희생된 사람의 수가 약 십만 명에 달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오늘날 대부분
의견이 일치한다.
스페인 내전의 국제화에 관해 몇 마디 더 첨부해야 할 것이 있다.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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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진영이 중립을 선언함으로써 소위 말하는 “자원 국제 용병대”가 조직
되었다. 이 부대는 소련과 코민테른 자문관들의 활동으로 인해 점점 더 공
산주의자들이 주도했는데, 이들의 수가 칠만 명에 달했다. 1938년 프랑코의
승리가 분명해지면서 국제용병대는 퇴각하고 전쟁포로가 되어 스페인 수용소
에 수감되는 것은 면할 수 있었다.
1939년부터 1975년까지의 프랑코 독재
제2공화국에 대한 군부의 승리에서 출발한 프랑코 체제는 처음부터 영원
한 “반스페인주의”를 굴복시키고 파괴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들이 말하
는 반스페인적이라는 것은 자유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리고 국제적 자
유비밀결사를 말하는 것이다. 새로운 국가의 가치는 위에서 언급한 카톨릭왕
들의 전통에 놓여 있다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내전은 십자군 전쟁이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새로운 국가원수는 승리한 카우디요(Caudillo), 즉 지도자였다. 그는 국가
원수이며 정부의 수반인 동시에 군 통수권자였다. 법, 즉 소위 말하는 기본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리와 국가원수의 후계자를 임명할 권리는 그만이 갖
고 있었다. 1947년 제정된 법에 따르면 국가원수의 후계자는 왕실의 후계자
중에서 선택해야 하지만 이러한 규정은 1969년에 와서야 마지막 스페인 왕
의 손자인 현 국왕 후안 카를로스가 프랑코에 의해 후계자로 임명되면서 실
행에 옮겨졌다. 동시에 이 법은 재임 중인 국가원수 즉 프랑코의 사후에서야
효력을 발휘한다는 규정도 도입되었다.
프랑코 체제에서 국가의 제도적, 권력적 구성은 모든 민주적 권력 분립을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들었다. 보통선거권도 의회 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문제만
큼이나 무의미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코는 협력적인 이해관계를
대변한다는 의미에서 중세부터 있었던 삼부회와 유사한 의회 즉 코르테스를
부활시켰다. 이 과정에서 형식적이기는 하지만 선거도 치루었다. 그러나 모든
후보는 민족운동이 의해 제안하고 국가원수에게 승인받아야만 했다.
1933년 구독재자 프리모 데 리베라의 아들 호세 안토니오가 이탈리아의
파시즘과 포르투갈의 독재자 살라자가 건설한 새로운 국가의 일정한 면을
모방하여 “활랑헤 에스파뇰라”(스페인의 군중)를 창립하였었다. 이 조직은 형
식적으로는 프랑코 체제의 이념적, 제도적 지원 세력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프랑코 체제 초기 어려웠던 시기에만 해당되는 것이다.
1945년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프랑코 체제는 심각한 시련을 겪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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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 히틀러 연합을 구성한 세력들이 창립한 국제연합(UN)이 1946년에 프
랑코 체제를 히틀러와 연합한 세력으로 규정하고 반스페인 보이코트를 주창
하였다. 그러나 군사적인 제제까지는 가지 않았다.
이 어려운 시기가 냉전의 시작과 함께 변화를 겪는다. 바로 여기에 한국
전쟁의 발발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국제연합 회원국들의 다수가 공산주
의의 확산을 막기 위한 전투에 참여하였고, 스페인은 이러한 새로운 변화의
덕을 보게 된다. 왜냐하면 스페인은 이제 공산주의와의 싸움에서 특별히 경
험이 많고 전략적으로 훌륭한 연합 세력으로 자신을 부각시킬 수 있었기 때
문이다. 1951년 국제연합은 반스페인 보이코트를 철회하고, 1952년에는 교
황청과 새로운 협약도 맺는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소외되었던 스페인에게 가장 중요했던 조치는 무엇보
다도 1953년 미국과 체결한 공군 기지 사용에 관한 조약이었다. 이 조약의
체결로 스페인은 엄청난 경제 원조를 받을 수 있었다. 국제연합의 보이코트
로 인해 마샬플랜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프랑코 체제에게 그것은 너무도
귀중한 것이었다. 실제 1953년까지 스페인의 국민총생산은 내전 이전 수준
보다 낮았다.
이런 경제적 낙후성은 프랑코 체제의 경제정책에 책임이 있었다. 프랑코
정권은 원칙적으로 자급자족의 경제체제를 고수하였고 개방된 세계 무역으로
인해 자유주의적 이념과 스페인이 필요로 하지 않는 다른 가치들이 유입될
위험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유럽의 경제적, 정치적 부흥이 스페인을 완전히 비껴가지는 않았
다. 프랑코는 1957년부터 카톨릭 교회의 자유주의적인 경제인들을 중용하기
시작하였고 여기에 카톨릭 평신도들의 모임인 오푸스 데이의 테크노크라트들
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959년에는 소위 말하는 “안정법”이 제정되었다.
그 후 스페인은 국제 관광객을 받아들이고, 노동력을 대규모로 수출하기 시
작하였다. 이 때 수백만 명의 스페인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서유럽의 산업
화된 국가들로 진출하였고 그들이 고국으로 송금하는 돈이 국가의 경제를
일으키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해외의 스페인 노동자들이 송금하는

전체 금액의 규모를 보면 그것은 당시 국제 관광업으로 들어오는 수입을 상
회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제도적, 정치적 영역에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거의 없었다. 그렇지
만 사회운동이 점차적으로 정치화되고 비프랑코적 성향을 띠게 되었다. 이미
1964년에 단체결사법이 완화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때까지 정당이나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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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결성하는 것이 허용된 것은 아니었지만 야당 성격이 강한 노동자들과 사
무직 근무자들이 위원회를 결성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스페인에서 가장 강력
한 노조인 “노동자위원회”도 1964년 아스투리아에서 결성되었다.
그리고 다른 영역에서도 개방이 진행되면서 스페인에서도 약간의 자유화가
이루어졌다. 그것은 특히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는 법의 제정에서 볼 수 있
다. 현재 역사학자들은 이러한 개방 정책 또한 서구 민주주의자들의 압력,
특히 개신교회가 정치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 미국의 압력이 큰 역할
을 하였고 다양한 방법으로 스페인에서도 종교의 자유를 실현하도록 요구하
는 미국의 민주주의자들의 압력을 받아서 결정된 것이라는 점에 의견이 일
치한다.
1966년에는 일종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레이 오르가니
카가 제정되어 결사권에 대한 진전이 있었고 정당과 유사한 단체를 결성하
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이 법은 형식면에서는 단순히

문화적 성격을

띠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항적 정치문화가 광범위하게 형성되는 데 기
여를 하였다. 이런 저항문화가 1975년 프랑코 사후 정치적 과도기에 일정한
제도적 틀을 마련해 주었다. 그러나 군부의 역할, 카톨릭 교회의 위계적 질
서 그리고 가족법에 관련된 문제들과 같은 것들은 실질적으로 전혀 건드리
지 않은 채 남겨 두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정책 분야의 논쟁에서도 민족주의
적 생디칼리즘(syndicalism) 운동을 하는 그룹들은 이전의 팔랑헤 에스파뇰
라 운동의 민족주의적, 조합주의적 운동에도 참여했던 사람들이다. 이 조직
은 히틀러의 제3 제국에서 만들었던 독일 노동전선과 유사하게 사업가들도
노동조합과 유사한 단체에 가입할 수 있었다.
70년대 초반이 되면서 처음으로 분명하게 테러 활동을 하는 조직들이 형
성되었다. 바스크의 에타(ETA= Euskadi Ta Askatasuna 바스크족 분리주의
무장단체, 역자주)가 프랑코로부터 정부 수반의 자리를 물려받을 것으로 알
려진 카레로 블랑코 장군을 암살하면서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다. 그리고
또 다른 좌파 지향의 테러 단체들도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공산주의 분파정
당의 마오이즘적-트로츠키적 아류라고 할 수 있는 그라포(GRAPO)도 이 단
체에 속한다.
1975년 발족한 민주주의 위원회와 민주주의의 플랫폼과 같은 대규모 반정
부 조직들은 당시 금지되었던 공산당과 사회당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었다.
이에 관해서는 나중에 다루겠지만 이러한 조직들은 반체제 단체에게 강력한
동원효과를 가져다 준 1974년 포르투갈에서 일어난 “카네이션 혁명”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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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더욱 유리한 환경을 갖게 되었다.
그런 결과 프랑코 사망 당시 스페인은 아주 극단적으로 모순되는 상황에
부딪히게 되었다. 프랑코 체제는 반체제 단체의 어떤 혁명적 행위로 인해 막
을 내린 것이 아니었다. 독재자는 그 체제의 여러 제도들을 전혀 손대지 않
은 채 자기 침대에서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하였다. 그러므로 새로운 질서와
체제로의 전환은 구법의 도움을 받아 내부로부터 개혁을 이루어 독재자의
권력 기구와 체제를 장래의 새로운 법질서에 맞게 전환시킬 수 있을 때 비
로소 가능한 것이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발전의 몇 가지 단계를 분석해
보겠다.
민주적 전환 과정
a) 제도적 전환, 새로운 민주 질서의 전제 조건으로서의 과거 청산의 형태
이미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스페인의 민주화 과정은 1975년 11월과 1982년
10월 사이로 시기가 분명히 규정되었다. 어떤 연구자들은 사회당 정부가 들어
서던 1982년 말부터 스페인이 유럽연합과 대서양조약기구에 완전히 통합된
1985/86년까지의 시기를 민주화 과정의 다음 단계로 포함시키기도 한다.
이 두 단계 중 첫 번째 과정의 원래 핵심은 정치적 전환 과정이다.
프랑코가 사망했을 때 프랑코 체제의 기본법이 모두 아직 유효한 채로 남
아 있었다고 이미 언급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코를 이어 갈 새로운 국가
수반으로 지명된 국왕 후안 카를로스는 그의 대관식에서 프랑코주의자들의 원
로회의 앞에서 소위 말하는 프랑코주의의 기본법에 서약해야만 하였다. 그런
의식을 통해 국왕은 기존의 정부를 유임하거나 원로회의의 승인을 받아 새로
운 정부를 구성할 권리를 갖게 되었다. 후안 카를로스는 타협하기로 결정하였
다. 그는 내무부, 외무부, 법무부 장관 등 개혁 성향을 보이던 몇몇 구성원을
포함한 카를로스 아리아스 나바로가 이끄는 기존의 정부를 유임하였다. 그러
나 스페인 국왕의 결정 중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프랑코주의자이면서도 개
혁적 성향을 띤 것으로 알려진 법률가 토르쿠아토 훼르디난데스 미란다를 원
로회의 의장으로 임명한 것이다.
토르쿠아토 훼르디난데스 미란다는 카톨릭 교회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페인 주교회의 의장인 엔리케 타란콘으로 하여금 대관식에
서 새 국왕은 모든 스페인 사람의 국왕이어야 하며 적대적으로 양분된 스페
인이라는 이념은 이제 과거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대관식 연설을 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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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런 대주교의 생각은 당시 대다수 국민들, 특히 잘 조직되었던 반체
제 세력뿐만 아니라 프랑코 체제의 대표들 중에서 개혁자라고 알려지기를
원했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이었다.
토르쿠아토 훼르디난데스 미란다는 또한 민족 운동의 기본법을 폐지하기
위한 과정을 구상하고 그런 과정을 구법의 도움을 받아 실현할 수 있는 길
을 보여준 사람이다. 그러한 과정이 실현되는 것은 프랑코 시절에 형식적으
로 만들어진 의회 즉 코르테스가 함께 움직여 줄 때에만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수반인 아리아스 나바로가 그에 동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이 곧 분명하게 드러났다.
1976년 초 왕조의 후계문제와도 관련된 유혈 충돌이 발생하였다. 이 충돌
로 사망한 희생자도 있었다. 나바로 정부와 경찰은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다
는 비난을 받았다. 국왕은 이 사건을 구실삼아 정부 수반인 아리아스 나바로
의 사임을 요구하였다. 1976년 7월 나바로의 후임으로 전직 장관이자 민족
주의 운동의 언론 책임자였던 아돌포 수아레스가 새로운 정부 수반으로 임
명되었다. 여론은 먼저 이러한 결정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곧 바로 그
결정이 현명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아돌포 수아레스는 그의 취임과 함께 시작된 제도적 개혁 과정의 집행자이
자 그 방법을 고안해 내는 전략가가 되었다. 그가 당시 생각한 것은 두 가지
결정적인 요구 사항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하나는 정치적 개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1977년 6월 30일 이전에 민주적 선거를 실시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치개혁에 관한 법률은 프랑코주의적인 의회 코르테스에서 2/3가
찬성하고 그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코르테스의 해산을 결정해야만 가능한 것
이었다. 코르테스는 1976년 가을 아주 극적으로 진행된 회의에서 이러한 결
정에 찬성하였다. 그로써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인 조건들이 충족
되었다. 12월에 국민투표를 실시했고 투표자의 94퍼센트가 민주적 개혁을
지지하여 개혁파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드디어 1977년 6월 30일 이전에 민주적 선거를 실시한다는 두 번째 요구
사항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당을 허용하기 위한
어떤 법적인 근거도 마련되지 않았다.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
인 방법은 행정 명령 또는 행정 처분과 같은 것을 통해서 정당 결성을 허가
하는 것이었다. 내무부는 그때까지 불법적으로 조직된 또는 아직 조직되지
않은 정당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검토해서 정당 설립에 관한 행정처분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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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제출하도록 지시를 받았다. 물론 대법원의 재판관들의 다수는 구체
제에 의해 임명된 사람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무부는 이러한 작업을 하
는 과정에서 형법을 참조해야만 했고, 그런 과정을 통해 형법에 의거하여 처
벌받아야 하는 행위를 한 정당들은 허가되지 않았다.
그런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로 등장한 것이 싼티아고 카리요가 이끄는 공
산당을 합법화하는 것이었다. 이 정당이 비로 새로운 강령을 통해 소위 말하
는 유럽공산주의를 채택하고 다원주의적 의회주의를 수용하기는 했지만 공산
당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들이 여건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자의 독재를
실현하는 것을 사회발전의 대안으로 보는 사항을 아직 당 강령에서 삭제하
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공산당을 합법화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공산당은 이
강령을 조정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하였고, 국민의 다수가 원하고 헌법에 의
해서 인정된다면 군주제도 가능한 하나의 국가형태로 분명하게 받아들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7년 1월 27일 극우파가 친공산주의적 성향의 노동
변호사 8명을 암살하는 소위 말하는 “아토하의 사건”까지 일어나게 되었다.
이 사건은 스페인에서 공화국 시절 이후에는 볼 수 없었던 대규모 대중집회
가 열리도록 했다. 정부는 그런 과정을 통해 만일 공산당이 합법화되지 않는
다면 그들이 전체 반체제 세력의 지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수 있다는 사
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 때 아돌포 수아레스는 또 한번 뛰어난 협상술을
보여 준다. 그는 당시 개혁성향을 보이던 군의 장군들에게 접근하여 공산당
을 허용하는 것을 통해 군이 국민으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받게 될 것이며
동시에 그러한 태도로 인해 그 때까지 일반 여론에 프랑코주의자들이라고
알려졌던 군의 위상도 훨씬 더 높아질 것이라고 설득하는데 성공한다.
공산당이 1977년 부활절 토요일 합법화되었을 때 그에 반대하던 해군제독
한 사람만 사임하였다. 군이 공산당의 합법화 과정에 침묵을 지켰다는 사실
은 2년 동안 조용하였던 에타가 다시 테러를 시작하고, 위에 언급한 그라포
의 테러로 인해 더욱 더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산당이 합법화되기 일주일 전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를 허용하는 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안은 노조가 민주적인 구조를 가져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
하였다. 이러한 조항은 궁극적으로 프랑코주의자들의 수직적 노조가 평화적
으로 폐지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들은 마지막 단계에서 민주적 구조의 실
현이라는 조항에 대해 적대적 태도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실천에
옮길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프랑코주의자들의 노조 자체가 이미 비중
이 거의 없는 단체로 전락한 상태였다. 1977년 6월 15일에 실시된 첫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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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보통선거에서 이들과 가까운 정당들은 모두 3퍼센트 이하의 득표율
을 보였다.
이 선거, 즉 수아레스가 민주적 개혁프로그램의 두 번째 요구로 제시한 민
주적 총선거에서 그가 이끄는 민주중앙당이 31.1퍼센트를 득표하여 28.6퍼센
트를 받은 스페인 사회당을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제1당이 되었다. 대부분의
분석가들이 많은 득표를 할 것이라고 예측했던 공산당은 9.4퍼센트에 그쳤고
마누엘 프라가가 이끄는 보수당은 8.4퍼센트를 얻어 제4당에 머물렀다. 카탈
루냐와 바스크 지역의 민족주의적 지역 정당들도 그 지역에서는 최대정당이
되었다.
그러나 장래 민주적 국가체제의 존립에 결정적 조건인 헌법을 정착시키는
문제와 스페인 왕조를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국왕이 비록 1977년 6월의 총선거 이후 소집된 의회를 개원하
기는 하였지만 그것은 프랑코주의적 기본법에 따라 그 역할을 하였던 것이
다. 이 문제는 민주적 헌법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었다. 총선거 이
후에 진행된 헌법 제정 작업이 그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였다. 1978년 7
월에 이미 바스크 민족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참여하여 다양한 헌법위원
회를 구성하였다. 1978년 12월 8일 새 헌법은 또 한번의 국민투표를 통해
승인되었고 그에 앞서 의회에서 이미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결
정을 내렸다.
이 문제와 관련, 특히 과거 문제와 관련해서 사면 프로젝트를 특별히 언급
해야 한다. 공산당이 허가되기 이전에 아돌포 수아레스 정부는 이미 사면령
을 내린 경험이 있다. 물론 사면의 목적은 전적으로 정당의 합법화와 관련된
것이었다. 1977년 10월에는 이 사면령이 테러 활동에까지 확대, 적용되었다.
마찬가지로 공화국과 프랑코 체제가 성립된 이후 억압 정책과 사형 선고 판
결을 내린 행위자들에 대해서도 이 사면령을 적용했다.
당시 이런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특히 억압
받은 공화주의자들이 볼 때 사면령은 순전히 정치권력을 두고 포커를 치는
것일 뿐이며, 단지 눈앞에 보이는 정치적 목표들만을 따르는 것이라고 비난
하였다. 이러한 비난은 분명히 근거가 있고 정당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것은 프랑코 사망 직후 스페인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기존 정치권력 구조를 제거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이
다. 당시 민주 세력은 그들이 아무리 스페인 국민에게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지원을 받고 있지만 현실 정치에서는 아직 힘이 미약하여, 예를 들어 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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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격을 막을 수 있을 만큼 강력하지 못했다. 1981년 테헤로 대령이 의회
를 점령했던 사건을 보면 이러한 우려가 근거 없는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비판을 보면 과연 스페인 민주주의의 제도화 과정이 정말로 과거
청산 작업의 일환이었는가 질문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형식적인 법적 측면
에서 볼 때 이러한 의심을 뒷받침 해 주는 논지도 충분히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정당들이 새로운 헌법과 정치적 협약에 대해 합의하였다는
것과 같은 예는 아주 중요한 성과였다. 그 외에도 사면령으로 인해 공화주의
군대의 군인들과 그들의 유족들이 차후 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실제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거나, 또는 공화주의자였기 때문에 망명하였거나 스페
인을 떠났던 이주자들이 다시 스페인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조건을 마련되었다. 물론 이러한 조치로 프랑코 체제에 대해 분명한
판결이 내려진 것은 아니었다. 프랑코 체제의 상징물들이 아직도 스페인 도
시의 거리 곳곳에 아직도 많이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프랑코주의자들은 아
직까지 프랑코와 호세 안토니오 프리모 데 리베라가 묻힌 “전몰자들의 계곡”
이라 불리는 무덤을 기념관으로 받들고 있다.
다음은 스페인의 전환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특별히 좋은 조건이
되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한 몇 가지 사실들을 정리해 보았다.

1. 국왕의 입지
현 국왕 후안 카를로스의 조부인 알폰소 13세가 망명함으로써 스페인 왕
가는 내전 기간에 스페인 국내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군주가 공화파든 프
랑코파든 어떤 쪽에 대한 지지를 표명할 필요가 없었다. 또 하나 특별한 의
미를 갖는 사실은 프랑코가 자신의 후계자를 지명하는 과정에서 왕가의 후
계자, 알폰소 13세의 아들이자 후안 카를로스의 아버지인 돈 후안을 지명하
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프랑코와 그 체제의 다수파는 젊은 왕자 후안 카
를로스가 스페인으로 귀국한 60년대 초부터 이미 시작된 군사 교육과 프랑
코 체제아래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역시 프랑코 체제의 추종자가 될 것이
라고 생각하였다. 후안 카를로스의 아버지는 이탈리아에 망명하는 동안 프랑
코에 저항하던 세력들에게 호의를 가졌으나 그들과 거리를 두게 되었고 포
르투갈에서 망명 생활을 하던 시기에는 반체제의 자유주의자들과 보수주의자
들의 주요 후원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었다. 프랑코는 후안 카를
로스를 후계자로 지명하고 스페인으로 귀국시켜 군사 교육을 받게 하고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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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코 체제의 가치를 주입시킨다면 그가 프랑코주의의 훌륭한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였던 것이다. 프랑코 체제의 대표자들은 대부분 그들의 입장
에서 본다면 결과적으로 오판하였고 젊은 국왕은 그가 후계자로 임명된 후
양쪽 협상 파트너로부터 신뢰를 받았기 때문에 민주화를 위한 정화 필터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

2. 카톨릭 교회의 역할
1975년 카톨릭 교회는 요한 23세에 이어 바오로 4세가 재임하던 개혁적
성향을 아직 강하게 보이고 있던 시기였다. 당시 스페인 주교회의 의장인 엔
리케 타란콘 추기경은 입헌군주제와 정교 분리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었다. 그가 있었기 때문에 1975년 이후 스페인에서 기독교를 정치 이념으
로 내세우는 정당이 창립되지 않았다. 스페인 전 교구에 배포되는 그의 편지
에서 추기경은 이러한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가 분명히 입장을 표명함으
로써 아스트리아와 바스크 지역과 같은 곳에서는 노조에도 영감을 주고 전
체적으로 야당 세력을 지원하는 강력한 노동자-사제 운동이 형성되었다. 나
중에 알려진 것처럼 공산당 지도부 중에도 카톨릭 사제가 포함되었다. 그 외
에도 소위 말하는 “이웃 운동”에는 카톨릭 교도들과 부분적으로는 재직 중
인 사제도 포함되었다.

3. 국제적 조건
스페인의 고립을 해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프랑코 체제를 지지하던 사람들
의 대부분도 찬성하였다. 아주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스페인 대부분 국
민에게 유럽은 본받아야할 모범적인 예였다. 그리고 프랑코 체제 말기에 지
속적으로 증가한 유럽으로부터 오는 원조는 모두 민주적 개혁을 위한 지원
으로 받아들였다. 이런 기반 위에서 중요한 정치세력들 간의 전국가적 합의
가 이루어질 수 있었고 그것이 민주화 과정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견고한 조
건이 되었던 것이다.

4. 이웃 국가 포르투갈의 카네이션 혁명
포르투갈에서 1974년 4월 25일 군부가 무혈봉기를 통해 독재적 통치자
살라자와 카예타노를 제거했을 때 국민의 대다수가 열광적 지지를 보냈다.
이 사실은 스페인의 내적 발전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한편으로 스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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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전체의 반체제 세력을 빠르고도 대규모로 동원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렇
게 해서 1975년에 대규모 대중 조직인 (공산당 주도의) 민주주의 의회와
(사회당 주도의) 민주주의 플랫폼이 성립되었다. 그러나 당시 벙커라고 일반
적으로 불리던 프랑코 체제의 권력 기구들도 이러한 혁명적인 변화를 통해
엄청난 복수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고 이웃 국가의 변화
를 주시하였다. 스페인으로 망명한 포르투갈의 악명 높은 정치 경찰 요원들
이 스페인에서 카네이션 혁명을 비난하기 위해 다양한 악선전을 했지만 그
들은 스페인 보수 신문들에서조차도 큰 동조를 받지 못하였다.

5. 내전에 대한 기억
프랑코 사후 그의 추종자들과 주요 반체제 운동 세력들 간에 합의가 이루
어 질 수 있었던 결정적인 조건은, 돌이켜 보건데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내
전에서 승자도 패자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스페인 사회를 50년 후퇴시켰다
는 인식을 양측 모두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정치적 전환기에
민주적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체결된 협약들은 모두 이러한 기본적인 인
식을 공유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 인식은 프랑코
주의적 의회 코르테스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1977년 6월 선거 이후 헌법
을 제정하는 회의에서 논쟁이 벌어졌을 때 정치적 개혁에 관한 국민투표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헌법 자체가 이런 합의를 보
여주는 좋은 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항상 역사를 돌이켜보라고 언급하는
헌법의 부언에서 볼 수 있다. 1978년 가을에 이루어진 “몬클로아의 협정”은
항상 다시는 내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모든 사회적
정치적 그룹들이 실제 합의할 준비가 되어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정치적
실용주의의 걸작품이다.
b) 1979년부터 1982년 또는 1985/86년 사이의 스페인 민주주의의
공고화 단계
헌법이 수용되고 난 후 새롭게 선거를 실시해야만 하였다. 이 선거를 통해
서 비로소 입헌군주제가 공식적으로 승인될 수 있었고, 국민과 그들을 대표
하는 정당들은 의회와 국민투표를 통해서 국민들이 그때까지 보여준 태도를
다시 확인해 주어야만 했던 것이다.
1979년 초 총선거를 실시했다. 이번 총선거에서도 아돌포 수아레스가 이
끄는 민주중앙당이 35퍼센트를 얻어 제1당의 위치를 고수하였다. 사회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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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다른 군소 정당이 모여서 창립한 스페인사회당은 중앙당보다 5퍼센트 적
게 받았지만 30퍼센트를 넘기기는 하였다. 공산당은 이전 선거에서보다 1.5
퍼센트 더 많이 받은 반면, 보수당의 득표율은 1977년 8.4퍼센트에서 6퍼센
트로 감소하였다. 다른 지역 정당들은 실질적으로 1977년 6월 선거와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여당인 민주중앙당은 원래 다양한 정치 세력의 연합이었다. 그렇지만 지역
정치, 에타 테러의 증가, 경제발전의 비관적 전망과 20퍼센트를 넘어서는 인
플레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조건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절대적 다수를 차지하
는 정당이 없었기 때문에 정당들이 서로 정치적 입장이 맞지 않는다고 해도
부분적으로 연합하거나 크게 양보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아직 어린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당시 그런 상황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다.
사면법과 그에 따른 정치적 협약들로 인해 흔히 말하는 것처럼 “침묵의 협
약”이 나온 것은 아니었다. 프랑코 시대에 억압받았던 사람들과 공화국의 희
생자들은 법적인 도움을 받고 그리고 심지어는 보상까지도 받을 수 있을 만
큼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되었다.
이 시기에는 실제 근대적 민주국가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법적 변화가 있
었고 이 변화들은 스페인 전통에 비추어 볼 때 아주 커다란 성과였다. 이
시기에 스페인에서는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혼법과 스페인 역사
상 처음으로 중산층과 상류층에게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세제개혁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타의 테러로 100명이 넘는 희생자가 나온 1980년,
스페인 정부의 위기는 더 이상 막을 길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이로 인해
다양한 정당들이 연합했던 중앙당이 분열하였고 1981년 1월 아돌포 수아레
스가 사임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후임으로 보수적으로 알려진 중앙당 정치
인 레오폴도 칼보 소텔로가 지명되었다. 1981년 2월 23일 의회의 회의장에
대령 안토니오 테헤로가 침입하여 민병대의 무장 그룹으로 하여금 전체 의
회를 점령하도록 하였다. 쿠데타는 국왕의 단호한 태도와 국제적인 반응으로
인해 실패로 돌아갔고, 이 때가 스페인 민주주의가 안정화 국면에 접어든 시
점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다. 마드리드와 다른 지역에서 새
로운 헌정 질서를 수호하겠다고 거리로 나선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바로 명
백한 증거였다.
역사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1982년 총선거 이후 스페인의 새로운 민주
주의는 완전히 공고해 지는 시기에 접어들었다. 합법화된 지 5년 밖에 되지
않은 사회당이 1982년 10월의 선거에서 절대적인 지지를 얻어 승리하고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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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의석 중 202의석을 획득하여 절대적 과반수를 넘어섰다. 그것은 필립페
곤잘레스가 이끄는 새로운 정부가 스페인을 유럽공동체로 통합시키는 작업을
신속히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 결과 불과 3년 후에 스페인은 유
럽연합과 통합조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그리고 1986년에는 국민투표를 통
해 이미 1982년 총선의 결과로 가입하였던 대서양조약기구에 대한 가입여부
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
이 글의 주제와 관련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사실은 필레페 곤잘
레스가 수상으로 취임한 1982년 이후 스페인의 정치는 외교 문제가 항상 가
장 중요한 문제로 간주되어 국내의 과거 문제를 두고 고민할 수 있는 공간
이 없었다. 이러한 상황은 실질적으로 2000년까지 지속되었다. 1996년에 필
립페 곤잘레스 정부가 물러나고 호세 마리아 아즈나가 이끄는 국민정당이
등장하게 된 주원인은 국내 정치적인 것에 있었다. 1996년에서 2004년까지
아즈나 정부의 재임 기간에는 내부 정치적인 사건들이 정치를 주도했다. 이
라크 전쟁이 일어나고 아즈나 수상이 참전을 결정하면서 스페인 여론의 관
심이 다시 국제･외교적인 영역으로 확대되어 과거 청산에 관한 논의는 완벽
하게 뒷전으로 밀려났다.
역사적 기억의 상기에 대한 현재의 논쟁
스페인의 과거 청산 문제는, 시간적으로 볼 때 분명히 호세 루이스 로드리
게스 차파테로와 직접 연결된다. 1960년에 태어난 그는 스페인 내전의 손자
세대라고 불리는 젊은 세대에 속한다. 그런 그가 2000년 스페인 사회당의
당 사무총장 선거에서 자기 외할아버지가 공화파 군대의 대위였고 내전이
끝난 직후 총살당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는 것이 매우 의외였다. 차파테로가
그때 언급한 것과 현재의 과거사 논쟁을 연관시키는 것이 분명 억지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러한 논쟁은 간단하게 한 사람만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
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이미 2000년 가을 지역 차원에서
스페인 내전 종결 후에 대량 학살당한 희생자들이 묻힌 지역을 발굴해 내는
활동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단체들이 이끄는 광범위한 사회 운동이 시작되
었다는 점이다. 이 운동의 규모가 커지면서, 2000년 총선에서 절대 과반수를
얻어 정권을 잡은 국민당마저도 의회 결정에 반대하지 못하고, 2002년 11월
20일 의회에서 1936년의 쿠테타를 만장일치로 비판하는데 참여할 수밖에 없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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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의가 야당과 다른 단체들에 의해서 더욱 심화되었고, 스페인 사회당은
2004년 3월에 있을 총선을 위한 당 선거프로그램에 이 문제를 포함시켰다.
2004년 총선에서 로드리게스 차파테로가 승리하면서 과거 청산 논쟁이 질
적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외국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졌던 이
논쟁에 일반 여론이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오랜 논의를 거쳐 사회당 정부의 부수상인 마리아 테레사 훼르디난데스
데 라 베가의 주도하에 역사적 기억의 상기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한
작업을 담당할 “부처간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 시기에 외국에서도 스페인
에서 벌어지는 과거 청산 작업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 스페인 사무소의 경우, 다양한 출판물과 세미나
등을 통해 오랫동안 스페인 과거 청산 문제를 다루어 왔고, 이 문제에 관심
이 있는 독일의 연구소나 기관들 그리고 다른 유럽 국가의 연구소들과 협력
했다. 독일 측에서는 특히 “망각하지 않기 위한 - 민주주의 연합”이 이 문제
로 스페인 정부와 교류하였다. 그리고 동독의 비밀경찰의 과거 문제를 다루
는 과거 청산 재단도 이 문제와 관련하여 협력하고자 하였다.
2005년 5월 10일 요아힘 가욱 박사를 (현 “망각하지 않기 위한 - 민주주
의를 위한 단체”의 명예회장) 대표로 하는 사절단이 스페인을 방문하여 이
문제에 관해 스페인 정부 당국과도 협의하였다. 그리고 이틀 동안 진행된 인
권단체들과의 회의에서는 독일과 스페인 양측이 서로 상이한 시각으로 과거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 결정적인 차이는 독일의 논의에
서는 처벌되어야만 하는 적에 대한 의심이 전혀 없는 반면에, 스페인의 경우
항상 공화파에서도 스페인 내전 중에 다양한 억압을 통해 약 삼만칠천 명의
희생자를 내었다는 사실이 스스로 자기 비판적으로 언급되어야만 했다. 물론
이 숫자가 프랑코주의자들에 의해 희생된 칠만 명에 비하면 훨씬 작은 것이
기는 하다. 더구나 내전이 끝난 후에는 패전한 공화파에서만 일방적으로 십
만 명의 사망자가 나왔다는 것도 언급되어야 한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면서 스페인 내부에서도 이를 반대하는
운동이 조직되었고 이들은 점차 정치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의회에서는 누
구보다 국민당이 중심이 되었고, 약 1년 전부터 자체 방송국(COPE)을 거느
릴 정도로 다양한 선전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거대 조직인 카톨릭 교회가
이 논쟁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과거 청산 논쟁을 반대하는 진영이 항상 제
시하는 논지는 이러한 논쟁이 민족적 화해 과정을 문제 삼을 뿐이라는 것이
다. 또한 이들은 프랑코주의에 대한 형식적인 판결마저도 이미 시대에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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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2006년 7월 28일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한 의회에서의 장시간 논쟁을 거
쳐 과거청산에 관한 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되었다. 이 법안이 효력을 발휘
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모든 단계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법안을 정
부 프로그램의 결정적인 사안으로 만든 로드리게스 차파테로 정부는 당연히
의회에서 법안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정부가 실패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차파테로의 새로운 구원군으로 유럽이 등장하였다. 2006년 7월, 유럽의회
와 유럽회의는 프랑코 체제를 비판하였고 1936년 7월 18일, 즉 프랑코가 쿠
테타를 감행한 날을 모든 독재자를 정죄하는 날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결정
이 내려지게 된 데에는 말타 출신의 유럽의회 의원의 이름을 딴 “브린카트
보고서”가 기반이 되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스페인의 경우 특히 내전 이후
1939년부터 1975년 사이에 프랑코 체제가 저지른 인권침해 사항이 특히 많
다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다. 유럽의회는 이러한 결정을 내리면서 억압에 관
한 진실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스페인 정부가 인권침해조사위원회를 구
성할 것을 권고하였다.
현 스페인 정부로서는 유럽의회의 이런 결정이 당연히 매우 반가운 것이
었다. 정부는 유럽의회의 결정으로 2차 세계대전의 전주곡이었으며 실질적으
로 수많은 유럽 국가의 자원병들이 참여했었던 스페인 내전의 국제적 성격
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의견이다. 유럽이 과거 문제에 대한 논의를 공동의 장
래를 구상하는데 장애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현재 스페인 정부가
도입하고자 하는 새로운 과거 청산법을 옹호하는 논지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효력을 발휘하는 문제는 아직까지 결정된 것
이 아니다. 현 정부는 이번 의회 임기가 끝나기 전에 이 문제를 처리하고
싶어 하지만 카톨릭 교회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약간은 주저하고 있는 상태
이다. 요한 바오로 2세 때 이미 360명의 내전 순교자들을 성인으로 시성하
였다. 비록 그것이 그의 재임 기간 27년 동안 시간적 격차를 두고 행한 일
이기는 하지만 그 수가 적지 않다. 그런데 2007년 10월 28일, 즉 필리페 곤
잘레스가 이끄는 사회당의 선거 승리 25주년이 되는 바로 그 날에 약 500
명에 달하는 성직자들이 대량으로 시복될 것이라고 한다.
과거청산법 시행이 극좌파 단체들의 반발로 방해를 받고 있다. 이들 단체
를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이들은 프랑코주의자들이 내린 모든 판
결을 무효화하고 그 당시 책임자들을 단죄하려는 정치적 논의만이 가장 좋
은 것이라는 의견에 일조하고 있다. 나아가 역사학자들은 우리가 심각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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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야만 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그들의 의견에 따르면, 과거청산법
의 적용이 법률적으로 매우 어렵고 복잡한 상황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들이 우려하는 바는 - 이 글의 발표자도 이에 동의한다 - “재판의 비정당화”
로 인해 다른 요구들이 산사태처럼 밀려오는 효과를 동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렇지만 새로운 법은 희생자들에 대한 도덕적 승인이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민법적인 방법으로 일정한 보상을 해 주는 것이 가능해 진다는 의미
에서 진보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이 심포지엄을 준비하면서 던져진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설
명하고자 한다.
스페인의 민주주의의가 현재 다양한 갈등을 얼마만큼 감당할 능력이 있는
가?
부분적으로는 스페인의 민주주의 발전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친 에타의 테
러리즘도 그 많은 희생자들(850명 사망)에도 불구하고 민주적 전환 과정의
성과를 (헌법, 정치적 협약, 사회적 대화의 체계, 그리고 심지어는 문제가 없
다고 할 수 없는 몇몇 지역의 자율권을 인정해 주는 스페인 국가의 지방 분
권화 프로그램까지) 위협하지는 못한다.
에타가 자행한 2004년 3월 11일 마드리드 테러, 그리고 2006년 12월 31일
마드리드 공항 폭탄 테러 등으로 인해 현재 스페인 국내 분위기는 아주 자극받은
상태이다. 그러나 그것이 스페인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들지는 못한다.
과거 청산 문제로 인해 민주주의 장래가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이 문제는 미래 발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결정적인 대답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언급해야 하는 것은 현재 스페인에서 진행되
는 모든 여론조사에서 과거사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테러, 이민자, 실업 그리고 주택 문제 등이 오히려 시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문제들이다. 그리고 이 문제에 관한 스페인 시민들이 하는 논의의 틀은 다른
서유럽 민주주의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논의와 큰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자들뿐만 아니라 여론을 주도하는 계층에서도 스페
인의 젊은 세대가 과거에 대해 진실을 알고자 하는 관심을 항상 가지고 있
을 것이라는 점에는 동의한다. 스페인에서는 정치적 전환기에 민주주의에 대
한 위협을 고려해서 수십 년 동안 과거 문제에 대한 논의를 미루어 왔다.
그리고 이제 독일과 다른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스페인에서도 과거의 문제
와 전혀 상관이 없는 젊은 세대들이 성장하여 과거의 사실을 알기 원한다.
그런 의미에서 스페인 부수상이 이끄는 정부위원회가 이와 비슷한 역사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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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개혁을 경험한 국가들과 정보를 교환하고 수집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 스페인이 아직까지 배워야 할 것이 무척 많다. 발표자
자신은 지금까지 주최한 세미나의 경험을 토대로 이러한 교육 과정을 통해
의미 있는 작업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특히 구체적인
사안에 집중하는 것을 통해 지금까지 의회의 의석 분포 때문에 좌파 정당의
프로젝트가 되었던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문제에서도 이념을 달리하는 다른
그룹으로부터 동의를 얻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스페인 정치 문화의 장래는?
이 문제는 과거 문제에 대한 논의 자체를 뒷전으로 밀어 버릴 수 있는 다
양한 외적 요인과도 결부되어 있다. 근본주의에 의한 위협, 스페인 내부의
그리고 수입된 테러 문제는 과거문제 논의에 대한 관심을 사라지게 하고 의
견이 극과 극으로 갈라지게 하면서 모든 사회적 토론의 주제를 독점할 수
있다. 스페인의 경우, 2008년 3월의 총선거는 앞으로의 정치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선거를 통해 권력 구조에 변화가 온다면 정치적 전
환의 일 단계에서 거의 민족적 합의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지금까지 별로 열
정적으로 펼쳐지지 않았던 과거에 대한 논쟁이 훨씬 활발해 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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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ien
- ein erfolgreicher politischer
Demokratisierungsprozess - erneut auf dem Prüfstand
Dieter Koniecki

Vorbemerkung und Problemstellung
Der politische Übergangsprozess Spaniens, die Umwandlung einer Diktatur
zur Demokratie, hat ein klares Anfangsdatum, nämlich den 20. November
1975, dem Todestag von General Franco. Mehrheitlich wird sein Zeitraum
bis zur Regierungsübernahme der Sozialisten Ende 1982 bzw. bis zum
Eintritt Spaniens in die Europäische Gemeinschaft und in das Nordatlantische
Bündnis im Jahre 1985/86 ausgedehnt.
Vor der Weltöffentlichkeit gilt dieser Prozess allgemein als Musterbeispiel
für eine ebenso unerwartete, wie ungewöhnliche Erfolgsstory.
Umso erstaunlicher muss es daher anmuten, dass etwa seit viereinhalb
Jahren in Spanien eine erneute und durchaus heftig geführte Debatte
ausgebrochen ist, die sich um die Frage der Wiedererlangung des historischen
Gedächtnisses (recuperación de la memoria histórica) bemüht. Wie zu
vermuten, ist im Rahmen dieser Diskussion die alte Polemik der sogenannten
"zwei Spanien" wiedererstanden und damit die alten Rechts-Links
-Konfrontationen

und

die

Erinnerung

an

das

traumatische

Jahrhunderterlebnis, den Spanischen Bürgerkrieg von 1936 bis 1939 mit der
darauffolgenden Diktatur von General Franco bis Ende 1975.
Die aktuelle Debatte findet erstaunlicherweise in einem Augenblick statt,
in dem das Land einen, in diesem Umfang nie gekannten wirtschaftlichen
und sozialen Aufschwung erlebt. Seit zwei Jahren weist der öffentliche
Haushalt einen Überschuss aus, der Rückgang der Arbeitslosigkeit w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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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raussichtlich Ende des Jahres 2007 auf unter 8% fallen. Das ist seit
Bestehen der spanischen Demokratie der niedrigste Wert.
Auch die Zunahme der Immigration, ca. 4,5 Mio. in den letzten sechs
Jahren,

hat

bei

allen

Integrationsproblemen

bislang

eher

positive

Auswirkungen mit sich gebracht. Seit 2004 sind ca. 2,3 Mio. neue
Arbeitsplätze geschaffen worden. Dabei wird besonders positiv gewertet, dass
lt. Daten des Arbeitsministeriums die unbefristeten Arbeitsverträge auf mehr
als 70% angestiegen sind.
Wie kann dieser offensichtliche Widerspruch - das Aufreißen von Gräben
der Vergangenheit einerseits und die allgemeine, gegenwärtige heitere
Großwetterlage andererseits - erklärt werden. Die Frage drängt sich auf, ob
diese, mit großer Polemik geführte Diskussion nicht ein wenig forciert ist
und dem Historikerstreit in Deutschland ähnelt, wo eine elitäre Randgruppe
von Fachleuten um wissenschaftliche Begriffen und Doktrinen rang, ohne
Teilnahme der überwiegenden Mehrheit der Bevölkerung, die sich an anderen
Prioritäten orientierte.
Zwei Fakten sprechen für ein breiteres Interesse, das diese neue
Vergangenheitsdebatte geweckt hat. Die Sozialisten unter der neuen Führung
des 1960 geborenen José Luis Rodríguez Zapatero, der im Jahre 2000 zum
neuen Generalsekretär der Partei gewählt wurde, hat bereits als Chef der
Opposition, sicherlich nicht zufällig, die Forderung auf Wiedererlangung des
historischen

Gedächtnisses

in

sein

Wahlkampfprogramm

für

die

Parlamentswahlen 2004 aufgenommen. Schon im Jahre 2001 hatte sich eine
erstaunlich große Anzahl von verschiedensten lokalen und regionalen
Initiativen gebildet, deren Hauptanliegen die Aufdeckung und Freilegung von
Massengräbern war. Dabei handelte es sich ausnahmslos um Opfer, die nach
dem Bürgerkrieg, d.h. von 1939 bis 1948, hingerichtet wurden.
Ein weiteres erstaunliches Ereignis fand am 20. November 2002, d.h. 27
Jahre nach dem Tode Francos, statt. Das spanische Parlament verurteilte
einmütig den Militärputsch vom 18. Juli 1936. Allerdings handelte es sich
hierbei nicht um eine Verurteilung des Frankismus, sondern um den Putsch
selbst, der als Verfassungsbruch einer legitimen Ordnung gebrandmarkt
wur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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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ch dem Wahlsieg der Sozialisten am 14. März 2004, drei Tage nach
den Bombenattentaten von Madrid, brachte die neue Regierung der PSOE
in

Erfüllung

ihres

Wahlkampfprogrammes

die

Debatte

um

die

Wiedergewinnung der historischen Erinnerung erneut ins Spiel. Im Gegensatz
zu der Verdammung des Putsches im Jahre 2002 stellte sich sofort eine
radikale Opposition der konservativen Volkspartei ein und zunehmend auch
der

Bischofskonferenz

der

katholischen

Kirche.

Die

entsprechende

Gesetzesinitiative wurde schließlich am 28. Juli 2006 von der 1.
Vizepräsidentin der Regierung, María Teresa Fernández de la Vega, dem
Ministerrat vorgelegt. Seitdem ruht jedoch das Procedere seiner Annahme.
In den letzten Wochen haben erneut Gespräche zwischen Sozialisten und der
Vereinigten Linken stattgefunden, die diese Initiative, die allgemein unter
dem Namen "Gesetz der historischen Erinnerung" figuriert, wiederbelebt
haben.

Analysten

rechnen

damit,

dass

nach

den

Regional-

und

Gemeindewahlen am 27. Mai d.J., aber noch vor den nationalen
Parlamentswahlen 2008, das Gesetz rechtskräftig werden könnte.
Bleibt dennoch die Frage: Warum das alles so spät nach mehr als drei
Jahrzehnten eines angeblich so erfolgreichen Demokratisierungsprozesses?
Was war an diesem Prozess mangelhaft, kritikwürdig, um eine neue Debatte
über die historische Erinnerung auszulösen? Um diesen Widerspruch
einigermaßen

einem

Publikum

verständlich

zu

machen,

das

der

innerspanischen Entwicklung fernsteht, ist ein schematischer Rückblick, vor
allem in die jüngere Geschichte Spaniens, unausweichlich.
Geschichtlicher Rückblick
Das Jahr 1492 gilt übereinstimmend als Datum des Beginns eines
einheitlichen spanischen Zentralstaates. Nach einem fast 800 Jahre
währenden Rückeroberungskrieg (reconquista) besiegten die sich fortan
nennenden "Katholischen Könige" Fernando de Aragón und Isabel de Castilla
durch den Fall von Granada die Mauren, die im 8. Jahrhundert in Spanien
eingefallen waren und die gesamte Iberische Halbinsel einschl. Portugal
besetzt hatten, um auf diesem Territorium ein von Damaskus abhängiges
Kalifat zu errichten. Die Reconquista wurde klar als christlich-katholis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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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uzzug verstanden, weshalb die Mauren als Mohammedaner, aber auch die
in Spanien residierenden Juden, nach 1492 sukzessiv vertrieben wurden.
1492 war gleichzeitig das Jahr der Entdeckung Amerikas durch den im
Dienste der spanischen Krone stehenden genovesischen Admiral Christoph
Kolumbus. Zeitweise im Verbund mit Portugal und ebenfalls religiös
motiviert, schuf Spanien in der sogenannten Conquista ein Weltreich, in dem
die Sonne nicht unterging. Im Vertrag von Tordesillas 1494 teilten sich
Spanien und Portugal die sogenannte "Neue Welt" auf. Spanien fiel ganz
Amerika außer Brasilien zu sowie die Philippinen und der östliche Pazifik.
Portugal erhielt ganz Afrika und schuf Kolonien in Indien (Goa), Indonesien
(Timor) und China (Macao) sowie Brasilien.
Durch die Hinwendung Spaniens zur Neuen Welt isolierte sich das Land
weitestgehend von den Entwicklungen in Europa. Aufklärung, die beginnende
industrielle Revolution, Säkularisierung und neue Verfassungsbewegung
drangen erst dann aber mit unvermittelter Gewalt durch die napoleonischen
Kriege (1808

1814) in Spanien ein. Unter dem Eindruck der neuen

Verfassungsbewegungen
Befreiungsbewegungen,

begannen
so dass

die

Spanien alle

großenamerikanischen
seine

amerikanischen

kontinentalen Besitzungen verlor.
Das gesamte 19. Jahrhundert war für das innerspanische Szenarium von
dynastischen

Auseinandersetzungen

und

wiederholten

Militärputschen

(pronunciamientos) gekennzeichnet. In dieser konfusen Situation wurde sogar
eine kurzlebige, zehnmonatige 1. Republik geschaffen. Schließlich endete das
19. Jahrhundert für Spanien im Verlust der letzten überseeischen Kolonien
Kuba, Puerto Rico und den Philippinen. Das Land wurde von einer tiefen
Depression (decadencia), erfasst, die die sogenannte "Generation von 98"
hervorbringt, die den verzweifelten Versuch unternimmt, den großen
Rückstand zu Europa in einer Modernisierung voranzutreiben. Inzwischen
waren jedoch die ersten massiven Arbeiterbewegungen entstanden, die zu
sozialen Konflikten führten, die das Land völlig paralysierten und in einigen
Teilen, besonders in Katalonien und dem Baskenland, nationalistische
Bewegungen entstehen ließen.
Diese innenpolitisch schwierige Situation war der Hauptgrund dafür, d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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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ien im 1. Weltkrieg neutral blieb bzw. neutral bleiben musste. Was
jedoch Regierung und Monarchie nicht verhindern konnten, waren die
blutigen Zusammenstösse mit politisch und ideologisch klar definierten
Bewegungen, die mehrheitlich von Anarchisten, Sozialisten und linken
Nationalisten getragen wurden. 1923 ist es dann auch der spanische König
Alfonso XIII., der Großvater des heutigen Königs, gewesen, der, gestützt von
katalonischer und andalusischer Bourgeoisie, einen Putsch des Generals
Primo de Rivera fördert, der eine Art Militärregime errichtet, allerdings
gleichzeitig

in

bestimmten

Bereichen

der

Arbeitsgesetzgebung

mit

sozialistischen Gewerkschaften und Politikern zusammenarbeitet.
Die zunehmenden sozialen Konflikte, insbesondere mit anarchistischen
Gruppen, führen dazu, dass im Pakt von San Sebastian zum ersten Mal eine
republikanische Bewegung entsteht. Erneut greift der spanische König ein
und setzt General Primo de Rivera ab. Dessen als liberal angekündigter
Nachfolger verschärft jedoch eine radikal restaurative Politik. Am 12. März
1931 siegen die republikanischen Parteien in vorgezogenen nationalen
Gemeindewahlen. Einen Tag später geht König Alfonso XIII. ins Exil. Am
14. März 1931 wird die 2. Republik ausgerufen.
Es kann nicht die Aufgabe dieses Referats sein, eine detaillierte Analyse
der Republik zu erstellen. Aus diesem Grunde sollen hier nur einige
wesentliche Charakteristiken beschrieben werden, die für die heutige
Diskussion um die Vergangenheitsbewältigung von Gewicht sind.
Dabei muss auf ein entscheidendes Merkmal besonders hingewiesen
werden. Wenn vorher von der Entstehung des spanischen Zentralstaates und
der Rolle von Monarchie, Kirche und Religion gesprochen wurde, ist
folgender Faktor zu berücksichtigen: Spanien ist im Gegensatz zu Portugal
und Griechenland kein sprachlich einheitliches Land. Nur 80% seiner
Bevölkerung sind muttersprachlich spanisch. Mehr als 6,4 Mio. sprechen
Katalonisch in seinen verschiedenen Variationen, etwa 700.000 sprechen das
vereinheitlichte Baskisch bzw. dessen sehr verschiedenartige Dialekte, 2,7
Mio. geben Galizisch als Muttersprache an. Das aber bedeutet, dass der
Einheitsprozess zum Zentralstaat in Spanien schon vom Mittelalter an in
einigen Teilen des Landes mit großer Skepsis aufgenommen wur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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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 im 19. Jahrhundert u.a. die deutsche Romantik (Herder, Wilhelm
Humboldt) bestimmte nationalistische Bewegungen in verschiedenen Teilen
Europas (Panslawismus etc.) weckte, blieb auch Spanien von dieser
Entwicklung nicht ausgeschlossen. Es ist daher nicht verwunderlich, dass die
Modernisierer Spaniens, und diese waren die entscheidenden Kräfte, die auch
die

Republik

trugen,

in

verschiedenen

Teilen

des

Landes

Autonomiebewegungen förderten und durchsetzten.
Auch in anderer Hinsicht gelang es der 2. Republik, ihren institutionellen
Rahmen den demokratischen Staaten Westeuropas, den USA und Teilen
Lateinamerikas anzupassen. Innerhalb von nur wenigen Monaten wurde Ende
1931 eine Verfassung geschaffen, die trotz aller Konflikte Pluralismus
erlaubte und es den konservativen rechten Republikanern 1933 ermöglichte,
die nationalen Parlamentswahlen zu gewinnen und eine restaurative Politik
zu führen, die klar autoritäre Züge annahm, vor allem nach dem
Arbeiteraufstand in Asturien, der eine eigene revolutionäre Ordnung
einsetzen wollte, die in blutiger Repression zusammenbrach.
Die sozialen Konflikte und die Unfähigkeit der Regierung, diese Situation
zu kontrollieren, hatten jedoch ein Ausmaßangenommen, dass Neuwahlen
unvermeidlich wurden. Diese brachten 1936 den Sieg der Linksparteien, die
eine sogenannte "Volksfrontregierung" bildeten. Im Mittelpunkt dieser
Volksfrontpolitik stand eine revolutionäre Landreform, die sogar von
Anarchisten, unterstützt wurde. Die Gerüchte um einen Militärputsch lagen
seit Mai 1936 geradezu in der Luft.
Am 18. Juli 1936 erhoben sich unter General Franco in Spanisch-Marokko
und den Kanarischen Inseln große Teile des Militärs. Sie lösten mit ihrem
Aufstand die tragischen Ereignisse des spanischen Bürgerkriegs aus, die noch
immer im Bewusstsein des heutigen Spaniens als Bezugspunkt präsent sind
und die eine der wesentlichen Punkte der heutigen Diskussion um die
Wiedergewinnung der historischen Erinnerung bilden.
Der spanische Bürgerkrieg und seine Folgen
Vom ersten Augenblick an verwandelte sich ein im Prinzip innerspanisches
Problem in einen internationalen Konflikt. Der Bürgerkrieg brach f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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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itgleich mit der Abhaltung der Olympischen Spiele in Berlin aus, die von
Hitler als Höhepunkt seiner Machtentfaltung interpretiert wurden.
In Frankreich hatte sich schon vorher unter Leon Blum eine
Volksfrontregierung gebildet, die die neue spanische Entwicklung mit großer
Sympathie

verfolgte.

Auch

Großbritannien

und

andere

westlichen

Demokratien stellten sich hinter die spanische Republik. Auf der anderen
Seite traten das faschistische Italien und das 3. Reich unter Hitler offen für
die aufständischen Generäle ein.
Historiker sind sich heute einig, dass die aufständischen Militärs nicht
damit gerechnet hatten, dass die Republik in der Lage sein würde, ihnen
größeren Widerstand leisten zu können. Aber genau dies traf ein und wurde
dadurch verstärkt, dass nur wenige Monate später die Sowjetunion ihre
politische und militärische Unterstützung der Republik zusagte und sehr
zügig umsetzte. Die Mächte der Achse, Hitler-Deutschland und Italien
unterstützten rückhaltlos die aufständischen Militärs, während sich die
demokratischen Westmächte im November 1936 auf die Doktrin der
Nichteinmischung (no intervención) einigten und damit die spanische
Republik entscheidend schwächten.
Der Verlauf des Bürgerkriegs, der fast drei Jahre währte, muss in der
Rückschau als Vorlauf zum 2. Weltkrieg betrachtet werden. Die Sowjetunion
wurde durch die Doktrin der Nichteinmischung der westlichen Demokratien
zur entscheidenden Alliierten der Republik, und das spätere Franco-Regime
konnte seinen Sieg nur dadurch erringen, dass die militärische Unterstützung
durch Deutschland und Italien ohne Unterbrechung erfolgte.
Die Opfer des Bürgerkrieges waren auf beiden Seiten ungeheuer, besonders
wenn man sie in Bezug setzt zu der damaligen Einwohnerzahl des Landes
von ca. 22 Mio. In den eigentlichen Kampfhandlungen, so die Historiker,
waren etwa 200.000 Opfer sowohl Militärs als auch Zivilbevölkerung zu
beklagen.

Außerdem

kamen

durch

Repression

mehr

als

100.000

Zivilpersonen (37.000 von der nationalen Seite und 70.000 Republikaner)
ums Leben zwischen 1936 und 1939. Etwa 600.000 Spanier gingen ins Exil,
vor allen Dingen nach Frankreich und von dort aus etwa 100.000 in
verschiedene lateinamerikanische Länder, voran Mexi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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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 1. April 1939, als Franco den Bürgerkrieg für beendet erklärte, war
das Land verwüstet, und der Lebensstandard, am Sozialprodukt gemessen,
fiel auf das Niveau von 1914 zurück. Das Ende des Krieges brachte jedoch
keine innere Befriedung. Todesurteile und Exekutionen wurden noch bis in
das Jahr 1949, in einigen Fällen sogar bis 1952, weiter praktiziert, und die
Zahlen darüber sind je nach den verschiedenen Lagern sehr unterschiedlich.
Dennoch ist man sich heute darüber einig, dass nach Ende des Krieges
zusätzlich 100.000 Besiegte durch Repressionen ihren Tod fanden.
Noch ein Wort zur Internationalisierung des Bürgerkrieges. Durch die
Neutralität der westlichen Demokratien bildeten sich sogenannte "freiwillige
internationale Brigaden", die zunehmend von Kommunisten beherrscht
wurden, insbesondere durch die Aktivitäten der sowjetischen bzw.
Komintern-Berater. Ihre Zahl wird auf ca. 70.000 angegeben.
Als sich gegen Ende 1938 der Sieg der Frankisten abzeichnete, wurden
die Internationalen Brigaden zurückgezogen und entgingen damit der
Gefangenschaft in den nationalen Lagern.
Die Diktatur Francos von 1939 bis 1975
Das aus einem militärischen Sieg über die 2. Republik hervorgegangene
Franco-Regime setzte von Anfang an auf die Zerschlagung und Unterwerfung
des ewigen "Anti-Spaniens". Repräsentiert wurde dieser Begriff durch
Liberalismus,

Sozialismus,

Kommunismus

und

die

internationale

Freimaurerei. Die Werte des neuen Staates lagen in der vorher beschriebenen
Tradition der Katholischen Könige, weshalb der Bürgerkrieg auch als
Kreuzzug bezeichnet wurde.
Der neue Staatschef war der siegreiche Caudillo (Führer). Er war
Staatschef, Regierungschef und Chef der Streitkräfte. Ihm allein stand das
Recht zu, Gesetze zu erlassen, die sogenannten "Grundgesetze" (Leyes
Fundamentales), und dazu gehörte auch die Benennung eines Nachfolgers
zum Staatsoberhaupt. In einem Gesetz von 1947 wurde bereits bestimmt, dass
dies ein monarchischer Nachfolger sein müsste, aber erst 1969 wurde der
Enkel des letzten spanischen Königs, der heutige Staatschef Juan Carlos, von
Franco designiert. Gleichzeitig wurde bestimmt, dass dieses Gesetz erst d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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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rksam werden konnte, wenn der amtierende Staatschef, d.h. Franco, nicht
mehr am Leben sein würde.
Die institutionelle und machtpolitische Ausgestaltung des Staates machte
jede demokratische Gewaltenteilung überflüssig. Das allgemeine Wahlrecht
war ebenso unnötig wie die Wiedereinführung eines Parlamentes. Dennoch
wurden die schon seit dem Mittelalter bestehenden Cortes wiederbelebt im
Sinne einer korporativen Interessenvertretung. In diesem Prozess gab es sogar
formal Wahlen. Alle Kandidaten wurden jedoch vorher von der Nationalen
Bewegung (Movimiento Nacional) vorgeschlagen und mussten vom
Staatschef gebilligt werden.
1933 hatte der Sohn des ehemaligen Diktators Primo de Rivera, José
Antonio, die sogenannte "Falange Española" gegründet, die sich an
bestimmte Aspekte des italienischen Faschismus und des neuen Staates des
portugiesischen Diktators Salazar anlehnte. Sie bildete rein formal eine
institutionelle und ideelle Unterstützung des Franco-Regimes, allerdings nur
in den ersten schwierigen Jahren der Konsolidierung seines Regimes.
1945, nach Ende des 2. Weltkrieges, kam für das Franco-Regime eine
große Bewährungsprobe. Die neugegründeten Vereinten Nationen, die sich
auf der Anti-Hitler-Koalition konstituiert hatten, verurteilten 1946 das
Franco-Regime als dessen Verbündeten und riefen zum weltweiten Boykott
Spaniens auf. Es kam jedoch zu keiner militärischen Intervention.
Diese schwierige Phase änderte sich mit dem Beginn des Kalten Krieges,
und hier spielte der 1950 beginnende Korea-Konflikt eine nicht
unentscheidende Rolle. Die Mehrheit der Mitglieder der Vereinten Nationen
reihten sich in den Kampf gegen die Verbreitung des Kommunismus ein,
und Spanien profitierte von dieser neuen Haltung, indem es sich als
besonders erfahrener, antikommunistischer, strategischer Alliierter anbot.
1951 hoben die Vereinten Nationen ihre Boykotthaltung gegen Spanien auf.
Im darauffolgenden Jahr kam ein neues Konkordat mit dem Heiligen Stuhl
zustande.
Was jedoch für Spanien das Allerwichtigste zur Aufhebung seiner Isolation
sein sollte, war der Abschluss des Luftstützpunktvertrages mit den
Vereinigten Staaten im Jahre 1953. Dieses Abkommen war außerdem 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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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ner beträchtlichen Wirtschaftshilfe verbunden, was das Franco-Regime
umso mehr schätzte, weil es durch den Boykott der Vereinten Nationen keine
Hilfen durch den Marshall-Plan erhalten hatte. So lag das Bruttosozialprodukt
des Landes im Jahre 1953 noch immer unter den Werten vor der Zeit des
Bürgerkriegs.
Für diesen Rückstand war auch die gesamte Wirtschaftspolitik des
Franco-Regimes mitverantwortlich. Sie bestand auf dem Prinzip der Autarkie
und sah in einem offenen Welthandel eine Gefahr, dass liberalistische Ideen
die ureigenen Werte Spaniens in Gefahr bringen könnten.
Der wirtschaftliche und politische Aufschwung Europas konnte jedoch an
Spanien nicht vorbeigehen. Franco setzte von 1957 an auf die liberalen
Wirtschaftskreise der katholischen Kirche, und hier nahmen die Technokraten
des konservativen Opus Dei eine herausragende Position ein. 1959 wurde
das sogenannte "Stabilitätsgesetz" erlassen. Spanien öffnete sich dem
internationalen Tourismus und ließ eine groß angelegte Arbeitsemigration zu,
die für Millionen von Spaniern neue Arbeitsmöglichkeiten in den damals
erstarkenden

westeuropäischen

Industriestaaten

eröffnete,

deren

Geldüberweisungen nach Spanien entscheidend zum wirtschaftlichen
Aufschwung des Landes beitrugen und Dimensionen annahmen, die über den
Einnahmen des erstarkenden internationalen Tourismus lagen.
Im institutionell politischen Bereich kam es jedoch kaum zu wesentlichen
Veränderungen. Allerdings nahmen die sozialen Bewegungen zunehmend
politischen, nichtfrankistischen Charakter an. Schon 1964 wurde das
Vereinsgesetz gelockert. Zwar konnten keine politischen Parteien oder
Gewerkschaften gebildet werden, aber die zunehmend oppositionellen
Arbeiter und Angestellten schlossen sich in Kommissionen zusammen. Die
z.Z. stärkste Gewerkschaft, "Arbeiterkommissionen" entstand 1964 in
Asturien.
Auch in anderen Bereichen brachte die internationale Öffnung eine gewisse
Liberalisierung. Das galt insbesondere für ein Gesetz der Religionsfreiheit,
wobei Historiker heute der Meinung sind, dass diese Öffnung auch auf Druck
westlicher Demokratien, besonders der Vereinigten Staaten, zustande kam,
wo die evangelischen Kirchen eine große politische Rolle spielen und 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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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derung nach Religionsfreiheit in Spanien auf verschiedene Weise ins Spiel
brachten.
1966 wurde eine sogenannte "Ley Orgánica", eine Art Grundgesetz,
erlassen, die im Vereinsrecht deutliche Fortschritte brachte und die Bildung
von parteiähnlichen Gruppierungen möglich machte. Diese hatten jedoch rein
formal vor allen Dingen kulturellen Charakter, dienten aber dennoch zur
Herausbildung einer breiten politischen Gegenkultur, die 1975, d.h. nach dem
Tod Francos, für den politischen Übergangsprozess einen gewissen
institutionellen Rahmen bildete. Dennoch, die Rolle der Streitkräfte, der
Hierarchie der katholischen Kirche und der Familiengesetzgebung wurde in
der

Praxis

nicht

angetastet,

und

auch

bei

Auseinandersetzungen hatte noch immer

die

den

sozialpolitischen

nationalsyndikalistische

Bewegung der ehemaligen Falange das Monopol bei allen Tarifabschlüssen.
Ähnlich wie im 3. Reich die deutsche Arbeitsfront, war auch die
Unternehmerschaft Teil dieser gewerkschaftsähnlichen Vereinigung.
Seit den beginnenden siebziger Jahren hatten sich zum ersten Mal auch
klar terroristisch agierende Organisationen gebildet. Die baskische ETA
gelangte zu einem großen internationalen "Ruhm", als es ihr gelang, den als
Regierungschef geltenden Nachfolger Francos, Admiral Carrero Blanco, in
einem Attentat in die Luft zu jagen. Und auch andere links orientierte
Terrorgruppen

machten

von

sich

Reden,

so

die

GRAPO,

eine

maoistisch-trotzkistische Spielart einer kommunistischen Splitterpartei.
1975 bildeten sich die großen oppositionellen Organisationen, Junta
Democrática und Plataforma Democrática, die sehr klar unter dem Einfluss
der verbotenen Parteien der Kommunisten und Sozialisten standen.
Begünstigt wurde diese Entwicklung durch die 1974 in Portugal
stattgefundene "Nelkenrevolution", die einen enormen Mobilisierungseffekt
aller oppositionellen Gruppen auslöste (siehe später).
Beim Tode Francos ergab sich daher eine äußerst widersprüchliche
Situation. Sein Regime endete nicht aufgrund eines revolutionären Aktes
oppositioneller Gruppen. Der Diktator starb friedlich im Bett und hinterließ
das Land, ohne die Institutionen seines Regimes angetastet zu haben. Eine
mögliche neue Ordnung und Umwandlung konnte daher nur zusta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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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mmen, wenn dieser Machtapparat und seine Umwandlung in eine künftige
Rechtsordnung mit Hilfe der alten Gesetze von innen heraus reformiert
werden würden. Die Etappen dieser neuen Entwicklung sollen im folgenden
Kapitel analysiert werden.
Der demokratische Übergangsprozess
a) Die institutionelle Umwandlung, eine Form der Vergangenheits bewältigung als Voraussetzung für eine neue demokratische Ordnung
Wie eingangs bereits erwähnt, wird der Demokratisierungsprozess auf die
Zeit zwischen Ende November 1975 und Ende Oktober 1982 festgelegt.
Andere Autoren schließennoch eine weitere Phase als Teil eines
Demokratisierungsprozesses

an,

und

zwar

den

Zeitraum

bis

zur

Regierungsübernahme durch die Sozialisten Ende 1982 und der vollen
Integration Spaniens in die EU und das Atlantische Bündnis (1985 bis 1986).
Der erste Abschnitt dieses Prozesses ist der eigentliche Kern des
politischen Übergangsprozesses.
Beim Tode Francos galten alle Grundgesetze seines Regimes. Der von ihm
designierte Nachfolger als Chef des Staates, König Juan Carlos, musste sich
bei seiner Krönung vor dem frankistischen Kronrat deshalb auf die
sogenannten "Grundgesetze" des Frankismus vereidigen lassen. Allerdings
stand ihm zu, die bereits bestehende Regierung entweder zu bestätigen oder
durch eine neue Regierung, die allerdings auch vom Kronrat gebilligt werden
musste, zu ersetzen. König Juan Carlos entschied sich für einen Kompromiss.
Er bestätigte die amtierende Regierung von Carlos Arias Navarro, konnte
allerdings durchsetzen, dass ihr einige Minister (Innen-, Außen- und
Justizminister) angehörten, die sich schon seit Jahren als reformfreudig
erwiesen hatten. Die vielleicht wichtigste Entscheidung des spanischen
Königs war jedoch, den aus dem Frankismus stammenden, aber als
reformfreudig geltenden Juristen Torcuato Fernández Miranda zum neuen
Präsidenten des Kronrates zu ernennen.
Torcuato Fernández Miranda unterhielt auch zu r katholischen Kirche gute
Kontakte und regte den Präsidenten der spanischen Bischofskonfere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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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rique Tarancón, an, eine Kronrede zu halten, in der zum ersten Mal von
der Notwendigkeit gesprochen wurde, dass der neue König der König aller
Spanier sein sollte und die Idee der zwei verfeindeten Spanien der
Vergangenheit angehört. Mit dieser Meinung traf der spanische Erzbischof
nicht nur die Stimmung der Bevölkerung, und hier besonders der
organisatorisch kompakten Opposition, sondern auch die einer Mehrheit von
Vertretern des faschistischen Regimes, die als Reformer gelten wollten.
Fernández Miranda war es auch, der weitgehend das Procedere zur
Aufhebung der Grundgesetze der Nationalbewegung entwarf und den Weg
aufzeigte, dass man dies durchaus mit Hilfe der alten Gesetzen erreichen
könnte. Dazu gehörte allerdings in erster Linie, dass das frankistische
Scheinparlament (Cortes) in diesem Prozess mitspielen müsste. Schon sehr
bald wurde sichtbar, dass Arias Navarro Schritte zur Aktivierung der Cortes
in diese Richtung nicht zu beschreiten in der Lage war.
Im Frühjahr 1976 erfolgten gewaltsame Auseinandersetzungen, z.T. um
dynastische Nachfolgefragen. Dabei kam es zu Todesopfern und der
Regierung Arias Navarro und der spanischen Polizei wurde zu Recht
vorgeworfen, diese Konflikte nicht lösen zu können. Dies war wohl der
Auslöser und in gewisser Weise der Vorwand, dass der König
Regierungschef Arias Navarro nahelegte zurückzutreten. Zur großen
Überraschung wurde im Juli 1976 der ehemalige Minister und Pressechef der
Bewegung Adolfo Suárez, zum neuen Regierungschef ernannt. Die
oppositionelle Öffentlichkeit reagierte zunächst negativ, sollte jedoch bald
eines Besseren belehrt werden.
Adolfo Suárez wurde zum eigentlichen Strategen und Exekutor des sofort
einsetzenden institutionellen Reformprozesses. Dabei hatte er nur zwei, aber
entscheidende Forderungen erhoben: Ausarbeitung eines Gesetzes über die
politische Reform und Einberufung demokratischer Wahlen vor dem 30. Juni
1977.
Der Ausarbeitung eines Gesetzes zur politischen Reform mussten jedoch
die frankistischen Cortes mit Zweidrittelmehrheit zustimmen und sich damit
praktisch auflösen. Das geschah in einer dramatischen Sitzung im Herbst
1975. Damit war die gesetzliche Voraussetzung für die Durchführung eines

72 민주화 이후의 정치발전

Referendums geschaffen. Im Dezember fand dieses Referendum statt und
errang einen überwältigenden Sieg von 94% aller abgegebenen Stimmen zu
Gunsten der demokratischen Reform.
Damit war der Weg frei, auch die zweite Forderung, nämlich die
Durchführung von demokratischen Wahlen noch vor dem 30. Juni 1977, zu
ermöglichen. Hier stellte sich ein anderes, großes Hindernis in den Weg. Es
gab noch keine gesetzliche Grundlage für die Zulassung von politischen
Parteien. Die einzige rechtliche Möglichkeit schien, dies mittels eines Dekrets
herbeizuführen. Das Innenministerium sollte alle ihm vorzulegenden Daten
der politischen Parteien, die noch illegal waren bzw. sich noch nicht
konstituiert hatten, prüfen und dem Obersten Gerichtshof zur Billigung
vorlegen. Natürlich waren auch in diesen Gremien mehrheitlich Vertreter des
alten Regimes, weshalb es nötig war, das Strafgesetzbuch zu Hilfe zu
nehmen. Nur solche Parteien, die mit strafbaren Handlungen in Verbindung
gebracht werden konnten, sollten nicht zugelassen werden.
Das größte Problem stellte sich bei der Legalisierung der Kommunistischen
Partei unter Santiago Carrillo. Zwar hatte diese Partei in einem neuen
Programm

den

sogenannten

"Eurokommunismus"

angenommen,

der

ausdrücklich ein pluralistisches parlamentarisches System anerkannte. So
konzentrierten sich die Gegner der Zulassung auf den Punkt des
Parteiprogramms, der unter bestimmten Umständen der gesellschaftlichen
Entwicklung

die

Diktatur

des

Proletariats

nicht

ausschloss.

Die

Kommunistische Partei war zu einer Modifizierung dieses Programmpunktes
bereit. Dabei wurde

auch ausdrücklich die Monarchie als mögliche

Staatsform akzeptiert, wenn diese mehrheitlich durch das Volk und eine
Verfassung bestätigt würde.
Dennoch musste es erst zu einem blutigen Attentat am 27. Januar 1977
kommen,

nämlich

der

Ermordung

von

acht

prokommunistischen

Arbeitsanwälten, der sogenannte "Fall Atocha", durch die extreme Rechte.
Dieser Vorgang löste eine Massenkundgebung aus, wie sie die spanische
Öffentlichkeit seit den Tagen der Republik nicht mehr gekannt hatte. Die
Behörden spürten, dass die Kommunistische Partei eine Art Führerrolle der
gesamten Opposition einnehmen könnte, wenn ihre Zulassung wei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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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hindert werden würde. Hier zeigte wiederum Adolfo Suárez ein enormes
Verhandlungsgeschick, indem er sich reformfreudigen Generälen näherte und
diese überzeugen konnte, dass eine Zulassung der Kommunistischen Partei
die Unterstützung der Streitkräfte erfahren müsste und dass diese Haltung
zur Hebung des Prestiges der Armee beitragen könnte, die von der
Öffentlichkeit bis dahin und auch in ihrer eigenen Interpretation als
profrankistisch galt.
Am Ostersamstag 1977 kam es dann zur Zulassung der Kommunistischen
Partei, und lediglich ein Marineadmiral trat zurück. Das Stillhalten der Armee
war umso höher zu bewerten, da der ETA-Terrorismus nach etwa einer
zweijährigen Pause erneut einsetzte, ebenso wie Attentate der vorher
erwähnten GRAPO.
Zusammen mit der Legalisierung der Kommunistischen Partei war schon
eine Woche früher ein neues Gesetz zur Gewerkschaftsfreiheit erlassen
worden, das u.a. enthielt, dass Gewerkschaften demokratische Strukturen
aufweisen müssten. Das wiederum führte automatisch zur friedlichen
Schließung der frankistischen, vertikalen Gewerkschaft, die diesem Prinzip
in der letzten Phase zwar nicht feindlich gegenüberstand, aber es eigentlich
nie praktiziert hatte. Ihre Bedeutung war außerdemin der Zwischenzeit derart
gesunken, dass die ihr nahestehenden Parteien bei den allgemeinen ersten
demokratischen Wahlen vom 15. Juni 1977 unter die Dreiprozentgrenze
fielen.
Diese

Wahlen,

d.h.

die

zweite

Forderung

des

demokratischen

Reformprogramms von Suárez, sahen die von ihm geführte Partei, das
Demokratische Zentrum als relativ knappen Sieger mit 31,1%, gefolgt von
28,6% der sozialistischen PSOE. Die Kommunistische Partei, der man vorher
einen hohen Prozentsatz eingeräumt hatte, musste sich mit 9,4%
zufriedengeben, und die konservative Partei unter Manuel Fraga blieb mit
8,4% auf dem vierten Platz. Die nationalistischen Regionalparteien in
Katalonien und im Baskenland behaupteten sich und wurden dort zu den
stärksten Parteien.
Offenblieb als Voraussetzung für ein künftiges demokratisches Staatswesen
die Erarbeitung einer Verfassung und die damit notwendige, offizie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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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erkennung der spanischen Monarchie. Der König hatte zwar das Parlament
nach den Juni-Wahlen eröffnet, aber er tat das noch immer auf der Grundlage
der frankistischen Grundgesetze. Erst eine demokratische Verfassung konnte
diesen

Umstand

beseitigen.

Der

nach

den

Wahlen

einsetzende

verfassungsgebende Prozess kam zu einem erfolgreichen Abschluss. Schon
im Juli 1978 bildeten sich verschiedene Verfassungskommissionen, bei denen
lediglich die nationalistische baskische Volkspartei nicht teilnahm. Am 8.
Dezember 1978 kam es zur Annahme der Verfassung durch ein erneutes
Referendum, dem vorher eine positive Abstimmung im Parlament
vorausgegangen war.
In

diesem

Zusammenhang

muss,

besonders

in

Anbetracht

der

Auseinandersetzung mit der Vergangenheit, das große Amnestieprojekt
Erwähnung finden. Noch vor der Zulassung der Kommunistischen Partei
hatte die Regierung unter Adolfo Suárez eine Amnestie erlassen, die sich
allerdings weitestgehend auf die Legalität der politischen Parteien bezog. Im
Oktober 1977 wurde diese Amnestie ausgeweitet und auch auf terroristische
Aktivitäten ausgedehnt. Ebenfalls wurden alle Straftaten amnestiert, die seit
Bestehen der Republik und des Francoregimes durch verschiedene
Repressionsmaßnahmen und Todesurteile zustande gekommen waren.
Schon damals gab es kritische Stimmen, nicht nur bei verfolgten
Republikanern, dass diese Amnestie ein rein machtpolitisches Poker sei und
letztlich aktuelle politische Ziele verfolgte. Dieser Einwand ist ganz sicher
berechtigt. Dennoch muss berücksichtigt werden,dass es nach dem Tode
Francos vor allem darum ging, die machtpolitische Struktur des Regimes zu
brechen. Alle demokratischen Kräfte waren damals, wiewohl sie von der
überwiegenden spanischen und außerspanischen Meinung getragen wurden,
einfach nicht stark genug, um z.B. einen militärischen Rückschlag durch die
Armee zu begegnen. Die Parlamentsbesetzung von 1981 durch den
Oberstleutnant Tejero hat bewiesen, wie richtig diese Befürchtung war.
War dieser erste Institutionalisierungsprozess der spanischen Demokratie
angesichts dieser Einwände wirklich eine Aufarbeitung der Vergangenheit?
Formal juristisch gibt es sicherlich Argumente für diese Zweifel. Die große
Leistung jedoch ist, dass z.B. auch die neue Verfassung und die späte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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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schen Abmachungen von allen Parteien paktiert wurden. Außerdem
bildete dieses Amnestiegesetz durchaus Voraussetzungen, z.B. für die spätere
Gleichstellung von Mitgliedern und Hinterbliebenen der republikanischen
Streitkräfte, die ihre Pensionsansprüche geltend machen konnten und auch
durchsetzten., sowie Hilfen der Wiedereingliederung von republikanischen
Emigranten, um nur einige Beispiele zu nennen. Richtig ist, dass es nicht
zu einer ausdrücklichen Verurteilung des Franco-Regimes kam. Ihre Symbole
zieren z.T. noch heute viele Strassen des Landes, und das große Mausoleum,
das "Tal der Gefallenen", in dem Franco und José Antonio Primo de Rivera
beerdigt sind, wird weiter von Frankisten als Gedenkstätte gepflegt.
Der Vollständigkeit halber sind noch einige Faktoren zu erwähnen, die eine
einmalige und besonders günstige Voraussetzung für den Erfolg dieser ersten
erfolgreichen Übergangsphase eine entscheidende Rolle spielten:

1. Die Stellung des Königs
Durch das Exil von Alfonso XIII., dem Großvater von Juan Carlos II.,
war die königliche Familie z.Z. des Bürgerkriegs in Spanien nicht anwesend.
Es konnte also keine Seite, weder die Republikaner noch die Frankisten, die
Monarchie zu ihren Gunsten oder Ungunsten in Anspruch nehmen.
Bezeichnenderweise hat Franco nicht den unmittelbaren dynastischen
Erbfolger, Don Juan, den Vater von Juan Carlos, zu seinem Nachfolger
designiert. Franco glaubte damals und mit ihm die Mehrheit des Regimes,
dass der junge Prinz durch eine militärische Ausbildung und das
Zusammenleben mit dem Franco-Regime, das bereits zu Beginn der sechziger
Jahre mit seiner Rückkehr begann, zu einem Anhänger dieses Regimes
werden würde. Von seinem Vater war bekannt, dass er zwar vom
italienischen Exil aus für einige Zeit dem Franco-Aufstand Sympathien
entgegenbrachte, sich jedoch von ihm entfernte und später im portugiesischen
Exil zu einer Art Bezugsperson für oppositioneller Liberale und
Konservativen wurde, die der Monarchie anhingen. Hinsichtlich der Person
von Juan Carlos war Franco der Überzeugung, dass dessen Ernennung und
nach der Rückkehr nach Spanien eine militärische Erziehung in den Werten
des Regimes ihn zu einen gefügigen Vertreter des Frankismus ma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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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ürden. So sahen das auch wahrscheinlich sehr zu Unrecht, große Kreise
der Vertreter des Franco-Regimes, und so konnte der König bei seiner
Ernennung die Rolle eines Katalysators ausspielender von beiden Seiten als
Verhandlungspartner mit Vertrauen akzeptiert wurde.

2. Die Rolle der katholischen Kirche
Im Jahre 1975 war es noch immer eine Kirche der Reform nach Johannes
XXIII.

und

noch

unter

Paul

VI.

Der

damalige

Präsident

der

Bischofskonferenz, Kardinal Enrique Tarancón, hatte eine sehr klare
Vorstellung von einer konstitutionellen Monarchie und auch von der
Trennung zwischen Kirche und Staat. Ihm dürfte einewichtige Rolle
anzurechnen sein, dass es in Spanien nach 1975 nicht zur Bildung von
konfessionellen politischen Parteien gekommen ist. Seine Hirtenbriefe, die bis
in die letzte Diözese verteilt wurden, haben diese Forderung sehr klar
unterstrichen. Dabei war besonders förderlich, dass in bestimmten Teilen
Spaniens,

z.B.

in

Asturien

und

im

Arbeiterpriesterbewegung entstanden war,

Baskenland,
die

sogar

eine

starke

Gewerkschaften

inspiriert hat und insgesamt die Opposition unterstützt hat. Später ist
bekanntgeworden, dass ein Teil der Kommunistischen Partei sogar in ihren
oberen

Führungsrängen

aus

katholischen

Geistlichen

bestand.

Die

sogenannten "Nachbarschaftsbewegungen" hatten außerdemkatholische und
nichtgläubige Mitglieder und teilweise sogar aktive Priester.

3. Das internationale Umfeld
Die Aufhebung der Isolierung Spaniens fand die Zustimmung selbst der
Mehrheit

von

Personen,

die

dem

Franco-Regime

freundlich

gegenüberstanden. Europa wurde für die gesamte spanische Bevölkerung mit
wirklich geringfügigen Ausnahmen zu einem erstrebenswerten Vorbild, und
jede Unterstützungsmassnahme, die sich in den letzten Jahren des
Franco-Regimes

besonders

häuften,

galt

als

Unterstützung

einer

demokratischen Erneuerung. Auf dieser Grundlage konnte es zu dem
gesamtspansichen Konsens der wichtigsten politischen Kräfte kommen, die
die

eigentliche

solide

Voraussetzung

für

das

Geli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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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kratisierungsprozesses darstellten.

4. Die Nelkenrevolution im benachbarten Portugal
Die Beseitigung der autoritären Ordnung von Salazar und Cayetano im
benachbarten Portugal durch eine unblutige Erhebung der Streitkräfte am 25.
April 1974,

die rückhaltlos von der überwiegenden Mehrheit der

Bevölkerung begeistert unterstützt wurde, hat auf die innerspanische
Entwicklung einen entscheidenden Eindruck ausgeübt. Sie trug auf der einen
Seite zu einer raschen und umfangreichen Mobilisierung der gesamten
spanischen Opposition bei, die sich im Laufe des Jahres 1975 in den großen
Organisationen Junta Democrática (von den Kommunisten beherrscht) und
Plataforma

Democrática

(von

den

Sozialisten

beherrscht)

zusammenschlossen. Aber auch der spanische Machtapparat des Regimes,
gemeinhin als Bunker bezeichnet, registrierte mit großer Beruhigung, dass
es bei diesen revolutionären Umgestaltungen nicht zu Exzessen von
Revanche kam. Die nach Spanien fliehenden Anhänger des ehemaligen
autoritären Regimes in Portugal, voran die Mitglieder der berüchtigten
politischen Polizei PIDE versuchten zwar verschiedene Kampagnen gegen die
Nelkenrevolution in Spanien zu lancieren, aber sie fanden nicht einmal, von
wenigen Ausnahmen abgesehen, in der konservativen spanischen Presse
einen größeren Rückhalt.

5. Die Erinnerung an den Bürgerkrieg
Die Überzeugung, dass ein Bürgerkrieg langfristig keine Sieger hat und
das Land um 50 Jahre zurückgeworfen hatte, dürfte im Rückblick die
entscheidende Voraussetzung gewesen sein, dass es zu einem Konsens
zwischen den Anhängern des alten Regimes und den entscheidenden Kräften
der Opposition gekommen war. Alle späteren Abmachungen und Verträge
in der institutionellen Phase des politischen Übergangs waren von dieser
Grundidee geleitet. Sie diente zur Begründung des Referendums über die
politische Reform, während der Debatten in den noch frankistischen Cortes
und vor allem nach den Juni-Wahlen von 1977 in der verfassungsgebenden
Versammlung. Die Verfassung selbst ist dafür ein sehr illustratives Beispi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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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s gilt vor allen Dingen für die Verfassungskommentare, die immer auf
geschichtliche Rückblicke verweisen. Ebenso sind politische Pakte wie der
sogenannte "Pakt von Moncloa" im Herbst 1978 ein Meisterwerk politischen
Pragmatismus und der Konzessionsbereitschaft aller politischen und sozialen
Gruppierungen, die stets darauf hinweisen, dass man nie wieder zum
Bürgerkrieg zurückkehren dürfte.
b) Die Etappe der Konsolidierung der spanischen Demokratie 1979 bis
1982 bzw. 1985/86
Die Annahme der Verfassung musste notwendigerweise Neuwahlen nach
sich ziehen. Erst von diesem Augenblick an war die konstitutionelle
Monarchie offiziell sanktioniert, und die Wahlen mussten zeigen, ob auch
die Bevölkerung und die sie tragenden Parteien, die sich schon im Parlament
und im Referendum geäußert hatten, dies auch bestätigen würden.
Im Frühjahr 1979 fanden diese nationalen Wahlen statt. Erneut gelang es
der UCD unter Adolfo Suárez mit 35% der Stimmen sich zu behaupten. Die
Sozialisten, die verschiedene Splitterparteien unter der PSOE vereinigen
konnten, übertrafen die Dreißigprozenthürde und blieben nur ca. 5% hinter
der siegreichen UCD. Die Kommunistische Partei konnte 1,5% zunehmen,
während die Konservativen von 8,4% im Jahre 1977 auf 6% zurückfielen.
Alle regionalistischen Parteien behaupteten sich praktisch in den gleichen
Dimensionen wie bei den Juni-Wahlen von 1977.
Die Regierungspartei war eigentlich eine Koalition, und aufgrund vieler
äußerer Einwirkungen - Regionalpolitik, Zunahme des Terrorismus der ETA,
aber auch eine kritische wirtschaftliche Entwicklung und zeitweiliger
Inflationsrate von mehr als 20% - aber vor allen Dingen aufgrund des Fehlens
einer absoluten Mehrheit war sie zu großen Konzessionen und teilweise
Pakten gezwungen, die eigentlich nicht ihrem politischen Standpunkt
entsprach. Dennoch war gerade diese Zeit auch für die Entwicklung einer
jungen Demokratie von größter Wichtigkeit. Die Amnestiegesetze und
politischen Abmachungen führten nicht, wie oft behauptet wird, zu einem
'Pacto de Silencio". Die Maßnahmen, auch politisch Verfolgten des
Frankismus und Opfern der Republik gesetzliche Hilfe und sog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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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schädigungen zukommen zu lassen, wurden durchaus weiterentwickelt.
Überhaupt war diese Zeit, was die gesetzlichen Veränderungen anbetrifft,
die ein moderner demokratischer Staat nötig hat, in diesen Jahren und
gemessen an der spanischen Tradition sehr fruchtbar. So kam es zu einem
für Spanien revolutionären Scheidungsgesetz und einer Steuerreform, die zum
ersten Mal in der Geschichte auch die mittleren und oberen Schichten zur
Kasse bat.
Dennoch, eine Regierungskrise im Jahre 1980, in dem auch die
ETA-Attentate mehr als 100 Opferforderten, schien unaufhaltsam. Die UCD
als Koalition verschiedener Parteien erlitt verschiedene Abspaltungen, und
schon im Januar 1981 sah sich Adolfo Suárez zum Rücktritt gezwungen. Als
Nachfolger wurde der als konservativ geltende UCD-Politiker Leopoldo
Calvo Sotelo designiert.
In die für den 23. Februar 1981 stattfindende Abstimmung platzte
Oberstleutnant Antonio Tejero ein und besetzte mit einer bewaffneten Gruppe
von Zivilgardisten kurzerhand das gesamte Parlament. Der glückliche
Ausgang dieses Putsches, nicht zuletzt durch die entschiedene Haltung des
Königs und auch der internationalen Reaktionen, ist ohne Zweifel die
Geburtsstunde der Stabilisierung der spanischen Demokratie. Die Millionen
von Menschen, vor allen in Madrid, aber auch in anderen Landesteilen, die
zur Unterstützung der neuen Verfassungsordnung auf die Strasse gingen, sind
dafür ein unwiderlegbarer Beweis.
Die nach Meinung der Historiker endgültige Konsolidierung der neuen
Demokratie erfolgte durch die Parlamentswahlen von 1982. Nur fünf Jahre
nach ihrer Legalisierung errangen die Sozialisten im Oktober 1982 einen
überwältigenden Wahlsieg und stellten mit 202 Abgeordneten von insgesamt
350 die absolute Mehrheit. Diese ermöglichte der neuen Regierung von
Felipe González, die Integration Spaniens in die Europäische Gemeinschaft
zügig voranzutreiben und schon nach drei Jahren in einem Vertrag
festzulegen. Im März 1986 bestätigte ein Referendum den Verbleib Spaniens
im Nordatlantischen Bündnis, in das es schon im Frühjahr 1982 im Rahmen
einer Parlamentsabstimmung beigetreten war.
Im Hinblick auf das Thema des Referats muss betont werden, das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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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ser Phase nach dem Wahlsieg von Felipe González im Jahre 1982
vorwiegend außenpolitischen Fragen im Vordergrund standen, die eine
Beschäftigung mit der Vergangenheit überlagerten. Das galt praktisch ohne
Unterbrechung bis zum Jahre 2000. Der Niedergang der Regierung von
Felipe González und die Regierungsübernahme durch die Volkspartei unter
José María Aznar im Jahre 1996 hatten vornehmlich innenpolitische Motive
(Korruptionsskandale,

Zunahme

Abnutzungserscheinungen

einer

13

des
Jahre

Terrorismus
währenden

und

sozialistischen

Regierung unter Felipe González). Die acht Jahre der Regierung des
konservativen José María Aznar von 1996 bis 2004 waren weitestgehend von
innenpolitischen Ereignissen bestimmt. Erst im Zusammenhang mit dem
Irak-Krieg, dem sich der spanische Regierungschef anschloss, verlegte sich
das Interesse der spanischen Öffentlichkeit wieder auf außenpolitisches
Terrain, was jedoch eine Diskussion über die Vergangenheitsbewältigung
völlig in den Hintergrund treten ließ.
Die aktuelle Debatte um die Wiedererlangung des

historischen

Gedächtnisses
Ihr Beginn ist zumindest zeitlich mit der Person von José Luis Rodríguez
Zapatero

verbunden.

1960

geboren

gehört

er

zur

sogenannten

"Enkelgeneration" des spanischen Bürgerkriegs. Umso mehr überraschte es,
dass er bei seiner Wahl zum Generalsekretär der PSOE im Juli 2000
durchblicken ließ, dass sein Großvater mütterlicherseits, ein Leutnant der
republikanischen Armee, kurz nach Ende des Bürgerkriegs abgeurteilt und
erschossen wurde. Daraus einen adäquaten kausalen Zusammenhang mit der
aktuellen Debatte zu konstruieren, ist sicherlich sehr gewagt, denn solche
Debatten sind mehr als nur personenabhängig.
Allerdings ist nicht zu übersehen, dass schon im Herbst 2000 eine
umfangreiche Bewegung von verschiedenen Verbänden und Vereinen von
sich reden machte, die sich besonders auf die Lokalisierung und Aushebung
von Massengräbern konzentrierte, und zwarauf solche, die erst nach
Beendigung des spanischen Bürgerkriegs entstanden waren. Diese Bewegung
nahm einen derartigen Umfang an, dass selbst die Volkspartei, die ab 2000
mit absoluter Mehrheit regierte, sich einer Parlamentsabstimmung ni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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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dersetzte, die am 20. November 2002 einmütig den Putsch von 1936
verurteilte.
Die Diskussion wurde jedoch seitens der Opposition und den vielen
Verbänden intensiviert. Sie fand Aufnahme im Wahlprogramm der PSOE
anlässlich der Parlamentswahlen vom März 2004.
Eine neue qualitative Phase in der Debatte der Vergangenheitsbewältigung
stellte sich nach dem Wahlsieg von Rodríguez Zapatero im März 2004 ein.
Die allgemeine Öffentlichkeit nahm an einer Debatte teil, die auch in der
außerspanischen Presse ein erhebliches Echo auslöste.
Unter der Vizepräsidentin der sozialistischen Regierung, María Teresa
Fernández de la Vega, kam nach langen Debatten eine sogenannte
"interministerielle

Kommission"

zustande,

die

sich fortan

um die

Ausarbeitung eines spezifischen Gesetzes um die Wiedererlangung des
historischen Gedächtnisses bemüht. In dieser Phase erregte sie die
Aufmerksamkeit auch außerspanischer Kreise.
Die Vertretung der Friedrich-Ebert-Stiftung in Spanien, die über alle Jahre
bestimmte Aspekte der spanischen Vergangenheit in Veröffentlichungen und
Seminaren behandelt hatte, wurde zu einer Art Anlaufstelle von Seiten
deutscher Institutionen, aber auch von Studienzentren anderer nahestehender
Parteien und Forschungsinstitute Westeuropas (Österreich, Schweden,
Frankreich, Italien, Niederlande). Deutscherseits bemühte sich besonders der
Verein "Gegen Vergessen Für Demokratie" um eine Kontaktaufnahme zur
spanischen Regierungskommission. Und auch die Aufbaustiftung des
Abgeordneten

Markus

Meckel,

die

sich

insbesondere

mit

der

Stasi-Vergangenheit in Deutschland befasst, bat um Informationen und schlug
eventuelle Kooperationsprojekte vor.
Am 10. Mai 2005 reiste eine deutsche Delegation unter Leitung von Herrn
Dr.h.c. Joachim Gauck (Ehrenvorsitzender des Vereins Gegen Vergessen Für
Demokratie) ein, und die Friedrich-Ebert-Stiftung vermittelte und organisierte
inhaltlich die verschiedensten Begegnungen, die sich vorrangig auf die
Regierungsebene ausdehnten.
Die

zweitägigen

Gesprächen

sich

auch

auf

anderen

Menschenrechtsorganisationen (Amnesty International, Human Rights 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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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streckten, ließen auf beiden Seiten sehr verschiedenen Ansätze bei einer
Vergangenheitsbewältigung erkennen. Der entscheidende Unterschied ist,
dass in der deutschen Diskussion kein Zweifel am Feindbild besteht, während
die spanische Seite immer wieder selbstkritisch darauf hinweisen muss, dass
auch die Republik durch Repressionen aller Art im spanischen Bürgerkrieg
Opfer verursachte (immerhin 37.000 Personen). Diese Ziffern bleiben zwar
im Vergleich zu den von den Frankisten verursachten Opfern (ca. 70.000)
erheblich zurück, und es muss natürlich erwähnt werden, dass eine hohe
Anzahl von Todesopfern nur auf der Seite der Verlierer (ca. 100.000) noch
nach Beendigung des Bürgerkrieges zu beklagen waren.
Durch die Ausbreitung dieser Diskussion regte sich jedoch auch eine
innerspanische Gegenbewegung, die zunehmend politischen Charakter
annahm. Im Parlament war es vor allen Dingen die Volkspartei, und seit etwa
1 Jahr eine besonders gewichtige große Institution, die über erhebliche
propagandistische Mittel, einschl. eigener Sender (COPE), verfügt, die
katholische Kirche. Das immer wiederkehrende Argument dieser Seite gegen
ein Wiederaufleben der Diskussion über die Vergangenheit, dass damit der
Prozess der nationalen Versöhnung erneut in Frage gestellt würde. Selbst eine
formale Verurteilung des Frankismus sei heutzutage unzeitgemäß.
Am 28. Juli 2006 wurde nach einer langen parlamentarischen Debatte, die
auch in den Medien ihren Rückhall fand, ein Gesetzesentwurf dem
Ministerrat vorgelegt. Um dieses Gesetz wirksam werden zu lassen, muss
es jedoch durch alle Instanzen des Parlaments laufen. Und hier wiederum
sind die Mehrheiten für die sozialistische Regierung nicht so klar. Die
Regierung von Rodríguez Zapatero, die diese Gesetzesinitiative zu einem
entscheidenden Punkt ihres Regierungsprogrammes gemacht hatte, möchte
sich verständlicherweise eine Niederlage im Parlament nicht leisten.
Hilfe kam aus Europa: Der Europäische Rat und später das Parlament
verurteilten im Juli 2006 das frankistische Regime und erklärten das Datum
des Putsches vom 18. Juli 1936 europaweit zum Tag der Verurteilung von
Diktaturen.
Diese Entschließung gründet sich auf einem sogenannten "Brincat-Bericht",
benannt nach einem maltesischen sozialistischen Europaabgeordneten. Er

ein erfolgreicher politischer Demokratisierungsprozesserneut auf dem Prüfstand

83

spezifiziert ausdrücklich, dass besonders gravierend die Vielzahl der
Menschenrechtsverletzungen wiegt, die in Spanien nach dem Bürgerkrieg,
d.h. zwischen 1939 und 1975 von dem frankistischen Regime begangen
wordensind. Das Europaparlament schlägt außerdem der spanischen
Regierung vor, sie möge einen nationalen Untersuchungsausschuss über diese
Menschenrechtsverletzungen kreieren, um auf diese Art und Weise auch
international die Wahrheit über die Repressionen bekanntzumachen.
Der jetzigen spanischen Regierung kam die europäische Unterstützung
äußerst gelegen. Mit Recht ist sie der Meinung, dass damit auch wieder der
internationale Charakter sichtbar wird, den der spanische Bürgerkrieg als
Vorlauf des 2. Weltkriegs gehabt hat und der praktisch die Mehrzahl der
europäischen Länder, die Freiwillige entsandten, miterfasst hat. Dass Europa
in einer Diskussion über die Vergangenheit keineswegs ein Hindernis sieht,
eine gemeinsame Zukunft zu gestalten, ist auch die Argumentation des neuen
spanischen Gesetzes.
Offen bleibt die Frage des Inkrafttretens dieses Gesetzes. Die Regierung
möchte es unbedingt noch in dieser Legislaturperiode durchbringen, ist
jedoch ein wenig verschreckt durch die massive Reaktion der katholischen
Kirche. Schon unter Papst Johannes Paul II. wurden ca. 360 "Märtyrer des
Bürgerkriegs"

seliggesprochen.

Immerhin

verteilten

sich

diese

Seligsprechungsakte über die lange Amtszeit von 27 Jahren des Papstes
Johannes Paul II. Diesmal soll eine massive Seligsprechung von beinahe 500
Geistlichen stattfinden, und zwar bezeichnenderweise am 28. Oktober 2007,
dem 25. Jahrestag des Wahlsiegs des Sozialisten von Felipe González.
Für die Ausgestaltung des Gesetzes ist auch die Reaktion bestimmter
linksradikaler Vereinigungen ein beträchtliches Hindernis. Auch wenn man
deren Bedeutung nicht überschätzen sollte, so tragen sie doch zu der
Meinung bei, dass es am besten wäre, die ganze Diskussion nur politisch
zu führen mit dem Ziel, die Aufhebung aller frankistischen Urteile zu
erwirken und eine Aburteilung der Schuldigen von damals zu erreichen.
Ernstzunehmende Argumente werden von einigen Historikern vorgebracht,
die darauf hinweisen, dass die Anwendung dieses Gesetzes zu enormen
juristischen Komplikationen führen könnte. Sie sind der Überzeugung, 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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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gewisser Weise schließt sich ihnen der Autor dieses Referats an, dass eine
"Illegitimisierung der Tribunale" (laut Neuformulierung) eine Lawine von
Ansprüchen auslösen könnte. Dennoch sind auch diese Historiker der
Meinung, dass das neue Gesetz ein Fortschritt für die moralische
Anerkennung der Opfer bedeutet und ihnen bestimmte Entschädigungen auf
zivilrechtlichem Wege ermöglichen würde.
Abschließend möchte ich mich an den Raster halten, um einige der Fragen
zu beantworten, die mir von den Veranstaltern in Korea gestellt worden sind:
Die Belastbarkeit der spanischen Demokratie
Der innerspanische ETA-Terrorismus, der die gesamte Entwicklung der
Demokratie teilweise sehr stark beeinträchtigt hat, war trotz aller damit
verbundenen Opfer (850 Tote) nicht in der Lage, die paktierten Ergebnisse
des politischen Übergangs (Verfassung, politische Pakte, System des
Sozialdialogs

und

sogar

die

nicht

unproblematischen

Dezentralisierungsprogramme des spanischen Staates bis hin zu den
Autonomiestatuten für einige Landesteile) zu gefährden.
Die augenblickliche gespannte Situation, die nach den Attentaten von
Madrid am 11. März 2004 und dem ETA Bombenattentat am 31 Dezember
2006 im Madrider Flughafen, haben ein allgemeines Klima der Gereiztheit
erzeugt, ohne jedoch die Fundamente der spanischen Demokratie in Frage
zu stellen.
Mögliche

Beeinträchtigung

der

Zukunftsplanung

durch

die

Vergangenheitsdebatte
Da es sich bei dieser Frage um eine Vorausschau handelt, ist jede
apodiktische Beantwortung problematisch. Realistischerweise muss man
einräumen,

dass

nach

allen

Umfragen

das

Thema

der

Vergangenheitsbewältigung nicht an erster Stelle rangiert. Terrorismus,
Immigration, Arbeitslosigkeit und Wohnungswesen sind die Hauptanliegen
der Bevölkerung, aber die Diskussion darüber unterscheidet sich in der Form
kaum von denen anderer westeuropäischer Demokratien.
Dennoch sind sich nicht nur der Gesetzgeber, sondern auch die
Meinungsmacher einig, dass das Interesse an der Wahrheit der Vergangenh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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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ch bei der jungen Generation Spaniens ein wichtiges Thema bleibt. Man
hat in Spanien diese Diskussion über Jahrzehnte hinausgeschoben in Anbetracht
der Bedrohung der Demokratie im politischen Übergangsprozess, und ähnlich
wie in Deutschland und in anderen Ländern meldet sich nun eine Generation
zu Worte, die mit allen diesen Vorgängen nichts zu tun gehabt hat, die jedoch
ihr Wissen darüber erweitern möchte. So ist es eines der Anliegen der
Kommission bei der Vizepräsidentschaft der spanischen Regierung,
Erfahrungen auszutauschen und überhaupt erst einmal zu sammeln, die in
Ländern, in denen u. a. eine gründliche Geschichtsschulbuchreform
stattgefunden hat.
In diesem Bereich liegt wirklich ein großer Nachholbedarf im spanischen
Erziehungswesen. Aus eigener Seminarerfahrung wage ich die Behauptung,
dass hier eine sinnvolle Arbeit mit erfolgreichen Perspektiven möglich ist.
Gerade die Konzentrierung auf so konkrete Vorhaben könnte es möglich
machen, dass das neue Gesetz, das aufgrund der Mehrheitsverhältnisse des
Parlaments bislang ein Projekt der linken Parteien geworden ist, auch die
Zustimmung von anderen ideologischen Gruppen finden könnte.
Die Zukunft der politischen Kultur in Spanien
Diese Frage ist von vielen äußeren Faktoren abhängig, die solche
Diskussionen in den Hintergrund drängen können. Die Bedrohung durch den
Fundamentalismus, heimischen und importierten Terrorismus kann zu einer
derart starken Polarisierung und Monothematisierung führen, dass auch die
Diskussion um die Vergangenheitsbewältigung an Interesse verliert. Für
Spanien dürfte ein entscheidendes Datum die Wahl vom März 2008 zum
neuen nationalen Parlament sein. Sollte es dort nicht zu großen
Verschiebungen

kommen,

könnte

sich

durchaus

eine

etwas

leidenschaftslosere allgemeine Debatte um die Vergangenheitsbewältigung
wieder verstärken, so wie es in der ersten Phase des politischen
Übergangsprozesses in Form eines fast nationalen Konsenses der Fall war.
Madrid, den 14. Mai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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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 “어느 봄날의 동화”
믿기 어려운 민주화의 초상
모니카 디아스 (포르투갈 카톨릭대학교)

현대 학문에 많은 영향을 준 카오스이론은 지구 한쪽 끝에서 나비가 날갯
짓을 하면 그것이 지구 다른 한쪽 끝에서 폭풍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한
다. 1974년 4월 25일 포르투갈의 혁명이 가져온 결과를 생각하면 이 법칙은
분명히 정치학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 같다: 24시간도 안되는 짧은 시간에
몇 명 되지도 않는 젊은 중간급 장교들이 - 아주 놀랍게도 - 피를 흘리지도
않고 48년 동안 전체주의적으로 통치해 온 구시대적인 권위주의 독재를 종
결시켰다. 그로써 거의 500년의 역사를 지닌 유럽의 마지막 식민대국이 막
을 내리게 되었다. 이 혁명은 평화적으로 진행되었고, 혁명군을 지지하는 국
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군인들에게 카네이션을 선물하였기 때문에

카

네이션 혁명으로 불린다. 4월 25일의 사건은 전 세계에 정치적으로 큰 영향
을 주었다.
사무엘 헌팅턴은 1991년의 저서에서 포르투갈의 혁명을 “민주화의 제3의
물결”의 시작으로 보았다(그에 따르면 제1의 물결은 1820년 그리고 제2의
물결은 1945년에 시작되었다). 그 이유는 1974년의 혁명이 스페인과 그리스
와 같은 다른 유럽의 국가들에서 뿐만 아니라 남미,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
에서 정치적 변화를 가져온 시발점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나아가서 미
국을 비롯한 다른 서방국가들의 외교정책에도 강한 영향을 미쳤다. 유감스럽
게도 많은 경우에 포르투갈의 혁명을 계기로 시작된 해방에 이은 민주화를
향한 노정에서 갈등, 테러 그리고 전쟁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국제적인 민주화의 맥락에서 볼 때 포르투갈은 분명히 특수한 경우이다.
그 특수성이 아직까지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포르투갈 민주주의의 정치문
화를 결정한다. 만일 포르투갈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안정적이고, 갈등을 담
지 해 낼 수 있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그리고 얼마나 활발한가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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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고 싶다면, 그리고 포르투갈 민주주의의 문제점과 정치에 대한 환멸 또
는 민주시민교육과 같은 현실 정치적 주제에 대해 생각해 보고 싶다면 그리
고 포르투갈의 오늘의 정치적 상황을 이해하고 싶다면 1974년의 카네이션
혁명을 관찰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거기에 포르투갈 민주주의의 근본이
놓여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거를 돌이켜 보는 이 과제는 유감스럽게도 너무 소홀히 다루어
지고 있다. 우리는 현재 밀란 쿤데라가 말하는 ‘웃음과 망각의 사회’에서 살
면서 아직 젊은 민주주의에서 망각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지
못한다. 지난 30년 동안 많은 것이 변하였다. 국가가 완전히 변동하였고, 근
대화, 자유화되었고 해방되었다. 케이블과 인터넷이 확산되었고 우리는 소비
하고 서로 의사소통하며 모든 것을 초대형 엑스라지(XL)로 즐긴다. 독재시
기가 점점 더 멀어지면서 그에 대한 기억도 불분명해지고, 의식도 사라져 간
다. 그것은 특히 민주화 된 이후에 태어나서 성장한 젊은 세대에서 흔히 관
찰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오늘 발표의 제목을 “포르투갈. 어느 봄날의 동화”라고 붙였
다. 동화에 대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유형의 반응을 보인다. 동화
가 아름답고 서정적이어서, 너무 설명력이 없지만 그래서 그것을 미화하여
일종의 “신화”를 만들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이야기를 전혀 진지
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을뿐더러 (동화는 그저 환상일 뿐) 그것을 학술적으
로 분석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러면 언젠가는 그것의 마법에서 깨어나 그
냥 잊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나는 포르투갈의 혁명이 바로 이런 운명을 겪었다고 본다. 1974년의 사건
은 미화되었고 서정시의 주제가 되었지만, 정치적 사실로써 그것이 분석된
적이 없다. 분석과 조사가 결여된 채 그것은 점점 희미하고 산만한 과장된
이야기가 되어 마치 청소년이 되면 더 이상 듣기 싫어하는 어린이 동화처럼
과장된 동화가 되어버렸다. 우리는 그렇게 혁명과 관련된 것들을 망각하기
시작했고, 그에 대한 관심과 정보가 부족해지면서 그 역사마저 잊었다. 그러
나 독재의 과거와 혁명에 대해 알지 못한다면 그런 민주주의에 미래가 있을
까?
민주주의 의식 또는 기억의 바탕 위에 존재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가
기억을 상기하지 않고 그것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민주주
의의 유산을 위험에 빠트릴 수도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한 결과는 당연히 엄
청난 것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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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포르투갈의 정치적 상황과 민주주의가 현재 직면한 다양한 과제들
을 논하기 전에 포르투갈 민주화 역사의 중요한 배경에 관해 간단하게 설명하
겠다. 이러한 설명이 없이 오늘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하는 것은 더욱
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나는 우리가 민주주의에 관해 함께 생각하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포르투갈 민주화 역사의 본질적인 것만 요약하
여 설명하겠다.

1. 독재
포르투갈에 독재가 등장한 것은 다른 유럽 여러 국가에서처럼 첫 번째 공
화국 (1910-1926)이 비극적으로 실패한 것에 대한 반응이었다. 1926년의 군
사봉기로 포르투갈 역사상 처음으로 시도되었던 의회민주주의가 종결되었다.
당시 전통적으로 보수적이고 카톨릭이 강하고 교육수준이 낮은 농촌주민이
대부분이었던 포르투갈 국민들은 의회민주주의에 그다지 동조하지도 않았었
다. 나아가 자주 교체되는 공화국 정부는 그 내부의 의견과 지속되는 분열로
인해 정치적 경제적 질서를 보장하지도 못하였다. 봉기를 주도한 새로운 독
재세력은 곧 안토니오 살라자에게 권력을 주었다. 이 조심스럽고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아집이 아주 센 지방 출신의 교수는 늦어도 1930년부터는 엄격
하게 국가를 지배하였다. 1932년에 그는 무솔리니의 본을 받아서 에스타도
노보(새로운 국가) 헌법을 제정하고 조합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국가형태
를 갖추었다. 이 국가는 전통적이고 교회중심적 구조를 기반으로 반민주적,
반의회적 그리고 반자유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에스타도 노보는 구시대로
회귀하는 독재체제로 모든 경제적 사회적 근대화 또는 변화를 반대하며 생
산수단의 산업화 국민의 교육까지도 거부하고, 가족 질서 규율 노동 소박함
겸손함 전통과 같은 가치만을 강조하였다. 그는 파시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규모의 스펙타클한 모든 것을 기피하고 농민들의 서정적인 민속과 행복한
겸손함을 이상으로 만들었다. 국가행정은 학자와 관료들이 주로 담당하였고
경제는(농업, 산업과 은행) 몇몇 영향력 있는 집안이(이들은 또한 정부에도
참여하였다) 담당하였다. 북부지역에는 소수의 소규모 영농업자와 작은 가내
공업도 존재하였다.
살라사는 공산주의도 자본주의도 모두 거부하고 재정원조도 부분적으로는
받지 않았다. 그의 목표는 전 세계에 식민지를 소유한 포르투갈을 다른 세계
와 시간으로부터 완전히 고립시키는 것이었다. 그의 의도대로라면 포르투갈
은 다른 외부 세계에 종속되거나 다른 나쁜 의도에 휘말리게 되는 위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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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할 수만 있다면 가난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었다. 그는
포르투갈을 외부세계로부터 차단하는 대신 대양을 누비던 뱃사람과 영웅들의
과거가 위대한 신화로 설명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다민족문화”의 대
제국을 선전하였다. 이러한 고립은 특히 민주화와 아프리카 독립정치에 대한
국제적 압력이 증가한 1945년 이후 정부가 주도한 국가의 슬로건이 되었다:
“우리는 혼자라는 것에 자부심을 갖는다.”
그렇다고 해서 포르투갈이 완벽하게 잠자는 숲속의 미녀와 같이 깊은 잠에
빠진 것만은 아니었다. 억압적인 정권은 비밀경찰, 검열, 정치범 검거, 고문,
단일정당, 강경한 문화정책, 출입국 통제, 노조금지 그리고 의사의 자유, 언론
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다양한 파쇼적인 국가통제기구를 동원하
였다.1
포르투갈의 국민들은 소수의 엘리트를 제외하면 비정치적이었고 교육을 받
지 못한 채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정치체제의 조용한 그러나 아주 효
과적인 폭력으로 인해 점점 더 소극적으로 되어갔다. 그들은 놀라울 정도의
소극성으로 정부가 정하는 게임규칙을 받아들였고 자신들이 자유로울 수 있
는 사적공간으로 숨어버렸다. 파고라고 불리는 비극적인 사랑과 삶을 체념으
로 받아들이는 슬픈 노래가 이 시대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해 준다. 조용한
권위주의와 폭력을 사용할 의사도 없었고 갈등을 담당할 의지도 없었던 국
민의 소극성2으로 인해 독재체제가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체제는 서구국가들, 특히 미국과 바티칸에 의해서 묵인되었다. 그 이유는
냉전의 맥락에서 볼 때 우익의 전통적 독재가 좌익 혁명의 도미노 효과를
가져오는 것보다는 바람직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전략적인 이유에
서 아조렌의 나토 군사기지가 필요하였기 때문이었다.3
그러나 독재체제의 견고함으로도 사회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
들을 피할 수 없었고 변화하는 시간과 세계의 속에서 그런 문제를 막는 것
은 더욱 어려워졌다. 포르투갈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더욱 낙후되고, 그러한
상태는 농업에서의 잘못된 투자로 인해 더욱 심각해졌다. 농민들은 아무런
1. 여기서 한 가지 언급할 사건이 있다. 1961년 영국의 변호사 페터 베넨슨이 창립한 엠네스티 인터내셔
날은 신문보도를 통해 2명의 포르투갈 대학생이 리스본에서 체포되었는데 그 이유가 단지 이들이 카페
에서 당시에 금지된 단어였던 “자유”라는 말로 건배하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후 베
넨슨 변호사는 포르투갈 정부에 이 두 학생의 석방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보내도록 전 세계 엠내스티에
공지하였다.
2. 금지된 공산당과 대부분 망명한 소수의 지식인들 외에는 저항운동이 없었다.
3. 그런 이유 때문에 포르투갈은 나토의 창설멤버가 되었고, 유엔 조약의 민주주의와 인권 관련 조항을 공
개적으로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1955년부터는 유엔의 멤버도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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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로 밀려들었고 노동자들은 기술을
배우지 못하였다. 1960년에서 1974년 사이에 약 백만 명의 포르투갈 사람들
이 이민을 떠났고. 국가는 해가 갈수록 가난해져 갔다. 이러한 문제들은 오
랫동안 식민지와의 “교역”을 통해 숨겨질 수 있었다. 이렇게 많은 문제를 안
고 있는, 유지 불가능한 제국의 종말의 시작을 고한 것은 아프리카 전쟁이었
다. 1961년 식민지에서 자유를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그에 대한 리스본의
반응은 먼저 아집과 고집 그리고 비유동성으로 가득한 것이었다. 전쟁이 시
작되면서 곧 바로 오랫동안 지속되는 이런 갈등이 군사적 수단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지속되면 결국에는 국가가 경제적 군사적 그리
고 도덕적으로 완전히 파산할 수도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1968년 살라자는 의자에서 떨어져서 의식을 잃고 혼수상태에 빠져서
1970년 사망할 때까지 깨어나지 못하였다. 그의 후계자 마셀로 카에타노는
(그 역시 교수였다) 집권 초기에 개방을 약속하였지만 궁극적으로는 독재를
이어갔다. 68년 학생운동 이후의 국제적인 소요로 인해 그의 독재는 더욱
강화되었다. 대학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엄격해졌고 노동자들의 어떤 경미한
저항의 움직임을 보여도 초기에 진압되었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것은 전쟁
문제였다. 포르투갈의 모든 어머니들이 수년간 군대에 가서 국민 아무도 찬
성하지 않는 전쟁에 나가야 하는 아들 때문에 걱정하였다. 승산 없는 전쟁으
로 인한 경제적 희생은 갈수록 더욱 커졌고 군대의 여건이 부분적으로는 열
악하기 그지없었다. 시민사회와 교회의 불만과 불평은 억압될 수 있었지만
군대 내에 쌓이는 불만과 불평은 억압될 수 없었다. 아프리카의 전투병력 뿐
만 아니라 전군 내에서 군대의 엄격한 위계질서와 전쟁 그리고 독재에 반발
하는 저항이 점점 분명해졌다. 1974년 3월 군인들로부터 신망이 가장 높았
던 장군 중에 한 사람이 전쟁과 정부의 권위주의적이고 고립적인 태도를 비
판하는 “포르투갈과 그 미래”라는 책을 발표하였다.
많은 젊은 군인들에게는 이 책이 결정적인 신호였다. 몇 주되지 않는 사이
에 “군대의 운동 MFA”이라고 스스로 칭하는 작은 그룹이 봉기계획을 세웠
다. 이들은 민간인 특히 지식인들 사이의 반체제인사들과 많이 접촉하였고
그 봉기를 통하여 오랫동안 그들이 느끼고 비밀 모임을 통해서 토론해 온
것들을 표현하였다. 그들의 주목적은 전쟁의 종결과 군대의 조건 개선 등과
같은 군사적인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정치적인 것이었다. 그들의
중요한 목적은 처음부터 독재를 제거하는 것이었고 그를 통해서 그들이 달
성하고자 한 것은 탈식민지화, 발전 그리고 민주화 이 세 가지였다.4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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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장교들은 애초부터 권력을 잡을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유를 쟁
취하고 국민에게 주권을 주어서 민주적 제도를 갖춘 정치정당, 자유선거 그
리고 민주적 의회주의적 체제를 건립하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그러한 구조는 분명히 세계적으로 유일한 것이었다. 그들은 그들의 의도에
걸맞게 1974년 4월 25일의 봉기라는 놀라운 사건을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
래와 함께 시작하였다. 그 노래가 봉기 시작의 신호였고(세계사에서 우리가
노래로 혁명을 시작했다는 것을 들어보았는가?) 그것은 시작될 때부터 국민
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다.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몇 시간 내에 라디오
텔레비전 공항, 경찰, 도로, 교량 그리고 전략적 요충지를 점령한 군인들이
국민들에게 집에 조용히 머물러있기를 호소하였지만 그들은 즉흥적으로 리스
본 거리로 몰려나왔고 입성하는 군인들을 축제의 분위기로 환영하였다.
MFA의 선언이 라디오에서 읽혀지고 군부의 다수가, 특히 사병들과 중간급
장교들이 혁명군에 가담하여 시가전이 발생하는 것을 막았다. 이미 부패할
대로 부패한 정부는 거의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결단력이 없
는 국가수반 마셀로 카에타노는 자신이 군대에 대항할 수 있는 어떤 수단도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를 흘리는 것을 원치도
않았다. 그래서 그는 장교들에게 만일에 고위급 장교에게 권력을 넘겨서 그
가 두려워하는 것 즉 ‘정부가 거리에 나앉는 것’을 피할 수 있다면 즉시 퇴
진하겠다고 제안하였다. MFA는 스피놀라 장군이 권력을 넘겨받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고 그 다음 날 텔레비전에서 구국을 위한 위원회의 프로그램을
발표하였다. 그 위원회는 나아가 즉각적으로 전쟁을 종결하고 1년 이내에 자
유로운 선거를 통해 제헌의회를 소집한다는 목표를 갖는 스피놀라가 이끄는
임시정부를 구성했다.5
그 이후 일어난 일들은 말 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것 이었다: 포르투
갈 사회는 마치 50년 동안 누르고 있던 압력밥솥의 뚜껑이 갑자기 열린 것
과 같았다. 50년 동안 눌린 증기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카네이션 혁명”
이후 포르투갈 사회에는 자유와 연대의 믿기 어려운 분위기가 지배하였다.
그 순간 모든 것이 가능해 보였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손으로 세계를 바
꿀 수 있고 함께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느꼈다. 정치범
4. 혁명군들의 정치위원회는 이러한 의도를 갖고 페이퍼를 작성하였다. 거기에는 그들의 목적이 전부 나열
되었는데 그 중에는 정당에게 권력 이양, 자유롭고 의회주의적이고 다원적이며 참여적인 민주주의 제도
를 도입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5. 카에타노는 다른 정부요인들과 함께 망명길에 올랐다. 그 외에도 형사처벌이 전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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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석방되었고, 전쟁이 종결되어 군인들이 아프리카에서 돌아왔고, 군대는
해방자로 국민들의 신임을 받았다. 반체제 인사들이 망명지로부터 고향으로
돌아왔다. 매일 축제와 데모가 연속되었다. 그 때는 정치적 희망이 가득한
봄이었다. 이 시기의 경험이 포르투갈 민주주의의 유전인자에 깊게 각인되었
고 의심할 여지없이 전체 민주화과정에 영향을 주었다. 정치화되지 않은 시
민사회의 참여 또한 민주주의 발전에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여기서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이들의 정치적 행동들이 대부분 자발적이고 즉흥적인
이니셔티브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6
그러나 모든 것이 카네이션이 아니었고 봄에서 오는 것도 아니었다. 바로
무더운 여름이 되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란 것처럼 독재의 붕괴는 아주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극
히 적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화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 간단한 산책길은 아니었다. 그것은 어렵고 굴곡도 많은 것이었다. 간단
하게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민주주의로의 길을 5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7
그것은 1단계: 1974년 4월 25일 군사봉기(유아기), 2단계: 혁명과정
1974-1976(유년기), 3단계: 과도기와 시험기 1976-1982(사춘기/청소년기), 4
단계 : 정착기 1982/1986 이후(장년기), 5단계: 성숙기 2004년 이후(미들라
이프 크라이시스?).

2. 2단계
1단계는 이미 위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혁명에서 가장 복잡했던 시
기인 2단계부터 시작하자. 1974년 5월이 되면 이미 포르투갈의 정치상황은
일종의 서커스와 같았다. 권위주의적 구조는 사라졌고, 혁명가들과 68학생운
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포르투갈로 모여들었다. 매일 정치집회가
열렸고 모든 가정에서 마르크스, 레닌, 트로츠키, 체 게바라 그리고 마오쩌뚱
에 관해 토론하였다. 벽은 정치구호들로 도배되었고 그 때까지 비정치적이었
던 사회는 정치적 갈증을 한꺼번에 해소하였다. 그러나 갑작스런 자유는 19
세기에 이미 액튼경이 관찰한 것처럼 빈속에 술을 마시는 효과를 가져왔다.
빈 집은 점령되었고, 독재의 지지자들은 망명을 떠났다. 비밀경찰요원들이
6. 예를 들어 정치범 석방, 비밀경찰 본부 습격 또는 독재체제의 담당자들을 숙청하고 체포하는 것 등.
7. 전문서적들에서는 일반적으로 3단계로 구분한다. 혁명기 1974-1975, 과도기 1976-1982, 공고화기 1982
년 이후. 그러나 나는 5단계로 구분하는 것이 포르투갈의 민주화과정을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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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되어 감옥에 갔다. 기업은 폐쇄되고 은행은 해체되고 농업기업들도 해산
되어 아프리카 전쟁으로부터 돌아온 수많은 군인들과 난민들이 살 집도 일
할 수 있는 일자리도 없었다. 모든 고교졸업생들이 대학에 갈 자격이 있다는
결정은 내려졌지만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대학의 수가 모자랐고 수많은 젊
은이들이 할일 없이 거리에 넘쳐 났다. 이들은 자연스럽게 혁명과 새로이 창
립된 과격한 정당들에 관심을 기울였다.8 그 결과 전체적으로 간파하기 아주
어려운 정치적 혼란이 발생하였다. 새로운 정치엘리트, 정치가와 군인들 사
이에서도 매일 불협화음이 생겨났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사실은 포르투갈에서는 혁명으로 정치가 군
사화된 것이 아니라 군대가 정치화되었다는 사실이다. 이전의 위계적 구조가
붕괴되어서 스피놀라 장군은 그가 생각하였던 것처럼 혁명을 통제하여 군사
독재로 전환시킬 수가 없었다. 권위주의적인 이 장군은 혁명 이후 혼란스런
정치적 상황과 탈식민지화과정이 지속되는 것 그리고 자신의 권력이 지속적
으로 약화되는 것에 크게 불만을 품고 두 번에 걸쳐 권력 장악을 위한 시도
를 하였다(1974년 9월의 시도로 그는 국가수반 직에서 물러나야 했고, 1975
년 3월의 시도가 실패한 후 그는 망명을 떠났다). 그의 시도는 완벽하게 실
패하였고 임시정부가 더욱 좌익성향을 띠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군사위원
회는 혁명위원회로 교체되었고 알바로 쿤할이 이끄는 공산당과 다른 과격한
좌파그룹들이 점차 권력을 장악하고 공산주의자 바스쿠 곤살비스가 새로운
정부수반에 임명되었다. 곤잘비스는 국유화 농업개혁 그리고 논란이 많았던
사유재산의 몰수를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특히 북쪽의 지역의 전통의식
이 강한 주민들과 교회가 재산몰수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공산당사무실을 파
괴하고 좌파과격세력을 마을로부터 몰아냈다. 이러한 충돌의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정치적 담론이 경직되고 경제적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졌다. 군중시위
가 반대시위가 연일 이어졌다. 이 위기는 곤살비스와 과격파가 당시 아주 인
기 있던 카톨릭 방송국과 “레푸브리카” 신문을 점령하고, 여론이 그에 거부
하고 전체주의적 좌파운동에 저항하면서 더욱 심각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부는 또 한번 정치에 개입하지 않았고, 대통령이었던 고메스 다 코스타 장
군도 폭력적인 간섭을 허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렇게 긴장되고 불확실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1975년 4월 25일의 선거
는 포르투갈의 혁명과정을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던 국제사회가 놀랄 정도로
8. 혁명 전에 이미 공산당과, 독일에서 창립된 사회당이 있었고, 그 후에는 민주주의 국민당과 중앙국민당
그리고 몇몇 온건파 정당과 많은 좌파 과격파 정당들이 창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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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롭고 질서정연하고 심지어는 축제분위기 속에서 행해졌다. 투표참여율도
의외로 아주 높았고(91.7퍼센트) 그 결과는 전 세계의 민주주의자들을 열광
시켰다. 그것은 중도 온건파 정당들이 (사회당 37퍼센트, 민주국민당 26퍼센
트)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였기 때문이었다. 공산당은 겨우 12퍼센트
그리고 다른 많은 과격 좌파정당들은 너무 분열되어 어느 정당도 제대로 성
과를 얻지 못하였다.
그 후 온건한 사회당의 당수이자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마리오 수아레스가
정부를 구성할 임무를 부여받았고 제헌의회는 계획대로 의회에서 그 작업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의회의 과반수를 장악하지 못한 채 중도파의 정책을 실
현하고자 하면서 수아레스는 많이 타협해야 했고 많은 정치적 어려움을 극
복할 힘이 부족했다. 더욱이 과격파들은 그의 온건한 정책을 마땅치 않게 생
각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방해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결과 정치는 더욱 불안
정해지고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어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우스운 상황이

연출되기도 하였다.9 이 시기는 흔히 “1975년의 뜨거운 여름”으로 불린다.
그것은 마치 아직 어린 민주주의가 모든 소아병을 다 알아야 하는 것과 같
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폭력을 사용할 여지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도 국가적 폭력이 동원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1975년 11월 오텔로 사라비아 데 카바유 대위가 이끄는 과격 좌파그룹이
공산주의 체제를 도입하기 위해 군사봉기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 시도는
대령 라마유 에아네스를 중심으로 하는 온건파 군인그룹에 의해 신속하게
저지되었고, 그로써 국민의 다수가 원하던 온건주의의 길을 확실히 갈수 있
게 되었다. 그것은 1976년 4월의 총선거와(1975년의 선거 결과와 유사한 결
과) 같은 달 새로운 헌법의 도입에 대한 일반적인 환영의 분위기를 통해 또
한번 확인되었다. 그 후 민주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에아네스가 당선되
었다. 이로써 혁명의 2단계는 종결되었다.
1974년과 1976년 사이의 모든 사건들은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엘리트
뿐만 아니라 일부는 배우지도 못한 비정치적인 단순한 일반 국민들에게도 민
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포르투갈 사회에 존재하는가를 분명히 보여주
었다. 이제 겨우 걸음마를 내딛기 시작한 어린 민주주의는 1976년부터 1982
년 사이 얼마큼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가 하는 실질적인 시험은 부딪힌다.
9. 한번은 정책결정이 불가능해 진 것이 좌파의 봉쇄정책에 의한 것이라고 그에 대항하여 정부가 파업하기
도 하였다. 또 한번은 의회와 정부가 공산주의 노조원들에 의해 포위되어 인질로 잡히기도 하였다. 그 때
폭력을 사용할 여지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도 직접 폭력이 사용된 경우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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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단계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과도기의 어려운 시절에 국민들은 모두 안정을 원하
였고 수많은 토론에 점차 지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정책의 확실한 방
향에 대해 합의를 찾지 못하였다. 경제적 사회적 문제는 너무 컸고 정부는
몇 주에 한번씩 교체되었다. 독재로 인해 50년 동안 낙후되었던 것을 극복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과제가 아니었다. 게다가 전쟁 그리고
자원보급통로이자 특혜를 주었던 시장으로서의 식민지 상실로 인해 발생하는
엄청난 재정문제, 약 백만 명에 이르는 난민, 실업, 인플레, 충분하지 못한
학교체제, 전통적인 가치관과 권위, 지도자가 상실되면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불안감이 군대부터 가정까지 사회 전체를 지배하였다. 체제를 변화시키는 것
은 신속하게 성취할 수 있는 것이었지만 정치적 평화와 민주주의는 시간과
인내 타협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었다.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그의 글 “문화의 우위”에서 민주주의로 이행에서 가
장 어려운 것은 제도와 정치문화를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의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포르투갈의 맥락에서 보면 무엇보다도 경제적 낙후성 그
리고 전쟁의 결과가 민주화과정의 핵심적인 것이었다. 50년 동안 독재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전통적이고 온순하며 종교적이고 일반적으로
폭력을 두려워하는 (비)정치 문화가 민주주의로의 평화로운 이행에서 아주
중요한 요인이었다. 독재에 지치고 마음 깊은 곳에서 자유와 평화 그리고 민
주주의를 그리는 국민들의 정서가 비교적 빨리 배울 수 있는 정치교육 또는
민주적 정치제도, 민주적 문화보다 훨씬 중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6년과 1982년 사이에 내전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이 여러 번 있었다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무력적인
충돌을 피해 갈 수 있었는가?
그 원인은 이미 언급한 것처럼, 남, 녀, 노소 사회계층을 불문하고 대량으
로 혁명에 참여하였던 시민들에게 놓여있었다 (1) 또 다른 하나는 독재 하에
서 반체제 인사로 국민의 신망을 받았던 온건한 엘리트들에 있었다 (2) 여기
에 부연할 것은 포르투갈이 ‘거의 모두가 모두를 안다’고 할 만큼 아주 작은
나라여서 소수의 엘리트들은 이미 혁명 이전부터 서로 상이한 정치적 견해
와 상관없이 가족 간에 그리고 친구로써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점이다 (3)
마리오 수아레스와 같은 특출난 인물의 역할도 포르투갈 혁명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나중에 대통령이 된 수아레스는 의심의 여지없이 포르투갈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다. 그의 노력과 그가 갖고 있던 전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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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네트워크 덕분에 포르투갈은 외국으로부터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
었다 (5) 그것이 풍랑이 많았던 어려운 시기에도 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게
해 주었던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당시 포르투갈의 내부 갈등에 간섭하기 않
은 것도 (6) 부분적으로는 수아레스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당시 국제정치적인
맥락에서 보면 미국의 간섭을 완전히 배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렇
다면 그것은 혁명의 진행에 아주 악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포르
투갈의 공산당은 미국이 공격해 오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이
소련의 지원을 받아 미국을 공격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은 민주화과정에 예측
하기 어려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았다. 왜냐하면 자력으로 내전이 없이
해방과 안정이라는 것을 이루었다는 것이 중요한 정치적 유산이었기 때문이
다). 마지막으로 군대의 특별한 역할을 강조해야한다 (7) 그들의 의지와 목
적은 처음부터 정권을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 자유롭고 시민적인 민주
주의의 정치제도에 권력을 이양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것들이 혁명의 혼란기에 사회가 갈등을 담지할 수 있었던 주요원
인이며 1980년대 민주주의의 과도기를 넘어서 정착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
유이다.

4. 4단계
1982년 혁명위원회를 해체하고 정치에서 군 완전히 분리시키는 헌법이 도
입되면서 포르투갈의 민주주의는 완성되었다. 그와 동시에 민주주의의 공고
화 4단계가 시작되었다. 1986년 포르투갈이 유럽연합에 가입하면서 비로소
정부들이 안정되었다. 1975년에서 1987년 사이에는 11개의 정부가 구성되었
고 그 중 많은 정부가 몇 주 밖에 존재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늦어도 1986
년부터는 혁명에 지치고 근대화와 국제화를 통해 삶의 조건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국민들이 지지하는 새로운 정치적 순환이 시작되었다. 마리오 수아레
스가 대통령에 선출되고 사회민주주의 중도우파 정당을 이끄는 카바코 실바
가 10년 동안 여당으로 수상직을 연임하였다. 이런 안정성과 낙관적 정치적
분위기는 나라를 십 년 만에 완전하게 근대화시킨 유럽공동체의 많은 재정
지원과 외국자본의 직접투자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도로, 고속도로,
사회주택, 학교, 대학, 병원, 공공기관, 문화시설과 체육시설 그리고 거대한
쇼핑센터 등이 세워졌고, 이러한 시설들은 국가를 유동적으로 만들었고 경제
를 자유롭게 하였으며 국민의 사회적 유동성을 증대시켰다.
그러나 경제가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는 사이에 우리는 유감스럽게도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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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역사적 문화적 정치적 청산작업을 하는 것을 이 시기에 잊어버렸다.
그 원인은 50년 동안의 낙후함과 검소함을 겪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정
치보다는 신용카드와 핸드폰을 통한 소비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과격화 되었던 혁명기의 경험을 부끄럽게 여겨서 우스운 장발
을 하고 수염을 기르고 마르크스주의적 마오이즘적 사회를 달성하기 위해
데모를 하던 젊은 시절의 사진을 빨리 잊어버리고 모든 것을 젊은 날의 유
토피아적 감상으로 돌리기도 한다.
다른 한편 포르투갈을 우파 권위주의적 구조로부터 해방시키고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사회민주주의 정치를 도입하는 것과 같은 엄청난 변화에도 불구하
고 엘리트는 그다지 변하지 않았다.
경제의 자유화와 함께 이전에 독재 하에서 이미 경제권을 갖고 있던 가문
들이 다시 복귀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 대학과 언론, 기업의 이사회, 공공
기관 심지어는 정부에도 독재체제에 근접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들은
이제 아주 민주적 태도와 행동을 보인다. 여기에서 한 가지 언급할 것은 이
런 사람들 중에 많은 경우 극도로 “정치화”되지 않았던 전문 인력이라는 사
실이다. 게다가 이런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주요 민주인사들과 항상 절친하게
교류하면 국민들로부터도 신임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포르투
갈은 아직도 ‘거의 모두가 모두를 아는’ 작은 나라이고 국민은 일반적으로
(1975년의 뜨거운 여름을 제외하면) 복수를 하고자 한다거나 원한을 품지
않는다.
포르투갈의 사람들이 자주 일정한 정도를 넘어서는 계몽에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많이 토론하고 자주 큰 소리를 내기도 하지만
그것이 깊이가 있다거나 오래가지도 않는다. 될 수 있으면 갈등을 피하고자
한다. 이것은 결국 온건하고 비정치적인 포르투갈 사회의 존재 그 자체와 관
련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마도 우리는 포르투갈의 민주주의가 아직도 많이 젊다는 사실을 고려해
야 할 것이다. 카네이션 혁명의 주역들이 아직 한창 활동하고 있고 정치 사
회에서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다. 독재와 혁명에 대한 근본적인 분석과 청산
은 그런 이유로 아직까지 지체되고 있다.
그런 결과 1990년 중반까지 과거청산의 과제를 다루는 것이 미루어졌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독재와 혁명에 관한 정치교육이 존재하지 않았다. 한
예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역사수업에서는 1910년까지만 다루었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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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에서도 최근의 역사는 다루어지지 않았었다. 오랫동안 이 시기에 대한 진
지한 학술적 연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1994년 혁명 20주년이 되어서야(사
회당으로 정권이 교체되고 나서) 겨우 역사를 다시 보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연구소가 설립되고 자료가 조사 수집 분석되었다. 학교에서도 독재와 혁명에
관한 수업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와 관련된 여러 단체들이 설리되었다. 몇
몇 단체들은 혁명을 미화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문
제를 다루기 위한 시작에 불과했을 뿐 진정한 의미에서의 과거문제에 대한
진정한 고민은 아니었다.

5. 5단계
과거청산 작업이 부족한 것이 오늘 날에는 아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민주화 공고기의 5단계를 성숙기이면서 동시에 중년의 위
기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성숙되었다는 것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은 절대 아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지속적이고 역동적으로 스스로를 항상
개선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항상 활력이 있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도 유동적이어야 하고 항상 스스로에게 자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체
성 지향성을 상실하고 “삶의 의미”를 찾아 나서게 된다. 그것이 바로 변동하
는 시기에 풍요로운 민주주의가 겪는 중년의 위기라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성취된 지 30년 만에 우리의 젊은 세대는 독재와 혁명에 대한
어떤 기억도 없다. 역사적 주제에 대한 여론조사의 결과는 아주 놀라운 결과
를 보여준다(슬라이드 참조). 그것은 이들이 민주주의의 특별한 가치에 대해
어떤 의식도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포르투갈에서는 2001년부터 중도우파 정당이 다시 여당이 되었다. 그 후
정치적 사회적인 우경화 현상을 감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2004년 4월
25일 혁명 30주년 기념행사에서 혁명을 “진화”라고 재해석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다. 이들의 해석에서는 국가체제의 전복과 오랫동안 미화되었던
혁명이 아니라 온건파의 승리와 정치, 사회의 개방, 국가의 근대화, 경제성
장, 경쟁력 그리고 국제적 역할과 같은 민주주의의 성과들이 전면에 부각된
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자신감을 “정상적으로” 축하받아야 할 것이다. 사실
포르투갈 국민의 대부분은 4월 25일에 정치적 집회에서 그들의 자유를 기념
하기 보다는 해변이나 카페 또는 편하기 집에서 즐기기를 선호한다. 그리고
그것이 즉 자유와 민주주의를 갖고 무엇을 할 것인가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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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자유와 민주주의이다.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이런 “정상화” 경향과 사
고가 민주적 과정을 더 이상 혁명이 아니라 진화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혁명의 유산과 민주주의의 의미에 대한 열띤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그런 논쟁을 통해서 과거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운 자극을 받았다.
민주주의의 정상성은 아마도 민주주의가 공고해 지고 정착되었다는 가장
좋은 표식이며 동시에 그것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이다. 자유와 민주적
질서를 달성하는 순간부터 그것이 너무 쉽게 “당연한 것”이 되고 마치 우리
가 들이마시는 공기를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그것이 얼마나 삶에 중요한 것
인지 의식하지 못한다. 결국 민주주의의 정상성에는 천박성의 위험이 동반되
는 것이다.
천박성이라면 독재를 너무 위하지 않은 것처럼 설명한다거나 포르투갈의
독재시기를 안전과 안정 그리고 민족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대제국을 가졌던
시기로 신화화하려는 시도이다.
몇 달 전에 있었던 텔레비전 여론조사에서 살라자가 “포르투갈 역사에 가
장 위대한 사람”으로 선출되었다. 포르투갈에 소련식의 공산사회를 건설하려
던 알바로 쿠날은 2위를 하였다. 이 결과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화를 냈었
다. 그렇다면 그것이 비록(별로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10) 텔레비전 쇼였
다고 하지만 이들은 왜 그 여론조사에 참여하지 않았을까?

스페인에서 진

행된 이와 비슷한 여론조사에서는 후안 카를로스 국왕이, 영국에서는 처칠이
독일에서는 콘라드 아데나워가 선출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
이 많다.
이것은 우리의 민주주의에 대해 무엇을 말해 주는가? 오늘날 민주적 소극
성이 가장 큰 문제가 되었는가? 우리는 아직도 정보가 부족한가? 아니면 민
주주의로의 이행이 너무 성급하게 문제없이 부드럽게 진행된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근대화와 소비에 취해서 정치를 잊어버렸는가? 아니면 우리가 이제
1974년의 과도한 정치화시기를 극복하고 다시 이전처럼 비정치적인 본성으
로 회귀한 것인가?
위에서 언급한 텔레비전 쇼의 여러 가지 부끄러운 면이 있음을 알면서도
나는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 민주주의의 유산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시작되
10.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역사상 가장 나쁜 포르투갈 사람이 누구인가 물었다. 여기에서도 살라자가 1위를
하였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후속으로 진행된 여론조사에서도 살라자는 항상 가장 나쁜 사람의 자리
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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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는 의미에서 그것이 다행이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서 내게 일을 더 보태주는 것이 기쁘다. 그
리고 나는 1974년 당시 어린 아이였지만 그것을 직접 겪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감을 느낀다.
새로이 진행되는 민주주의의 유산에 관한 논의는 우리 모두의 양심에 관
련된 것이고 사회의 정치의식을 다시 활성화시켜준다. 그것은 점점 증가하는
정치에 대한 혐오감에 대항하는 아주 중요한 성과이다. 나는 실제 현대정치
에서 증가현상을 보이는 정치에 대한 혐오감이 민주주의의 위협하는 가장
위협한 세균이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포르투갈의 민주주의와 민주적 문화는 견고하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얼마큼 부담을 견디어 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
는 과거에 이미 수차례 검증되었다. 포르투갈은 아주 많이 발전하여 이제는
정치적으로 안정되었고 2006년부터 다시 사회당이 정권을 잡았다. 사회당과
민주국민당 양대 정당은 의심의 여지없이 민주주의와 개방적 유럽정책을 보
장하는 근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앞으로 많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유럽의 다
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우리는 더욱 생산적이 되어야 하고 더욱 근대화해야
한다. 다원적 참여적 법치국가와 자유의 원칙이 보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
리는 민주주의가 더 강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것은 민
주적 제도를 더 개선하고 정치가 더욱 시민에게 가까워지도록 하는 것을 의
미한다. 그 중에 가장 어려운 과제가 국가의 효율성과 권력집중을 피하는 것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 그리고 정부의 결단력과 투명성 사이, 적극
적인 지도력과 적극적이고 책임지는 정치참여 간의 균형을 찾는 것이다. 그
리고 오늘 날 정치는 사회 경제적 질서의 변동 속에서 앞으로 우리가 내려
야 할 어려운 결정들에 설명해 주고 만족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해야만 한다.
많은 것이 불확실해 보이는 이 불명확한 시기에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
는 것이 있다. 사회적 정치적 평화는 항상 잘 기능하는 강력한 민주적 제도
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민주주의의 유산이 우리의 장래를 결정하
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중년의 위기를 극복하는
문제는 우리 손에 달려 있다. 이것은 동화가 아니다!
이 자리에서 이 회의를 준비해 준 여러분께 특별히 감사의 말을 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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싶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한 민족국가의 현상으로만 이해될 수 없는 민주
주의의 활성화를 위해 큰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 있겠지만, 민주주의를 위한 더 좋은 미래의 길을 우리는 함께 열
어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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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ugal: Ein Frühlingsmärchen.
Portrait eines unglaublichen Demokratisierungsprozesses
Mónica Dias

In der Chaostheorie, die die heutige Wissenschaft prägt, sagt man
gewöhnlich, dass ein Flügelschlag eines Schmetterlings auf der einen Seite
der Erde, auf der anderen Erdhalbkugel einen Sturm auslösen kann. Für die
Politikwissenschaft gilt dieses Gesetz sicherlich auch, zumindest, wenn man
an die Auswirkungen des portugiesischen Staatsstreiches am 25. April 1974
denkt: In kaum mehr als 24 Stunden stürzten eine handvoll junger Offiziere
mittleren Ranges - völlig überraschend - eine rückwärts gewandte autoritäre
Diktatur, die das Land 48 Jahre lang totalitär regiert hatte, und beendeten
so ohne Blutvergießen das letzte europäische Überseeimperium, dass auf eine
Geschichte von fast 500 Jahre zurückging. Die Ereignisse des 25. April,
die fortan als Nelkenrevolution bezeichnet wurden (weil sie friedlich verlief
und mit spontaner und jubelnder Beteiligung der Bevölkerung zählte, die sich
den Soldaten in Feststimmung anschloss und Ihnen dabei Nelken schenkte),
hatten aber auf der ganzen Welt weitreichende politische Konsequenzen.
Samuel Huntington (1991) sah in der portugiesischen Revolution den
Beginn

einer

„Dritten

Demokratisierungswelle“

(nach

den

Demokratisierungstendenzen von 1820 und 1945), denn die Revolution von
1974 gab den Auftakt zu politischen Veränderungen in anderen Ländern
Europas (zum Beispiel in Spanien und in Griechenland), in Südamerika, aber
auch in Afrika und Asien. Gleichzeitig wurde auch die Außenpolitik vieler
westlicher Länder, allen voran der USA, stark beeinflusst – und oft folgten
den ausgelösten Befreiungsprozessen leider auch starke Konflikte, Terror und
Kriege auf dem Weg zur Demokratisier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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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 internationalen Demokratisierungskontext stellt Portugal zweifellos
einen Sonderfall dar. Und diese Besonderheit wirkt bis in die Gegenwart
hinein und bestimmt noch heute – im Positiven wie im Negativen – die
politische Kultur der portugiesischen Demokratie. Wenn man also heute
untersuchen möchte wie stabil, wie konfliktfähig, wie belastbar und wie
„lebendig“ unsere Demokratie ist, wenn man über aktuelle Themen wie
Politikverdrossenheit und Demokratiedefizit diskutiert oder über politische /
demokratische Bildung in Portugal nachdenkt, und wenn man die heutige
politische Lage verstehen möchte, dann ist es unvermeidlich die Ereignisse
der Nelkenrevolution zu beobachten und zu erklären, denn da liegt das
Fundament unserer demokratischen Heimat.
Allerdings wird diese Aufgabe der Vergangenheitsaufarbeitung leider viel
zu sehr vernachlässigt. Wir leben, wie Milan Kundera sagte, in einer
„Gesellschaft des Lächelns und des Vergessens“ und ahnen nicht, wie
gefährlich dieses Vergessen für junge Demokratien ist. Sehr viel hat sich in
Portugal in den letzten 30 Jahren verändert, das Land ist völlig verwandelt,
modernisiert, liberalisiert, emanzipiert, verkabelt und vernetzt, man
konsumiert, kommuniziert und genießt alles in XL. Die Diktaturzeit und die
Revolution ist immer weiter weg und die Erinnerungen daran werden heute
(vor allem der jungen Generation, die schon in Freiheit und Demokratie
geboren und aufgewachsen ist) immer ungenauer und unbewußter.
Deshalb heißt mein Vortrag heute auch „Portugal: Ein Frühlingsmärchen“:
Normalerweise hat man zwei Reaktionen Märchen gegenüber. Einerseits findet
man sie sehr schön und poetisch, und obwohl man sie für unglaublich und
unerklärlich hält, tendiert man doch dazu sie zu verherrlichen und daraus
„Mythen“ zu schaffen. Andererseits nimmt man diese Erzählungen aber auch
nicht sehr ernst (Märchen sind ja nur Phantasie), man versucht erst gar nicht
sich wissenschaftlich damit auseinanderzusetzen, und irgendwann ist unsere
Welt dann so entzaubert, dass man sie vergisst.
Meiner Meinung nach ist genau das mit der portugiesischen Revolution
passiert. Man hat die Ereignisse von 1974 erst verherrlicht, dann poetisiert,
doch man hat sich nicht mit den politischen Fakten auseinandergesetzt, sie
nicht untersucht und hinterfragt und, mit der Zeit, wirkten sie i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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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schwommener, verzerrter, übertrieben, ja sogar irreal – wie eine Geschichte
für Kinder, die man als Teenager bloß nicht mehr hören möchte. So begann
man die Zusammenhänge zu vergessen. Aus Mangel an Interesse und
Information vergisst man schließlich die Geschichte. Hat die Demokratie aber
eine Zukunft, wenn man sich der Vergangenheit der Diktatur und der
Revolution nicht bewußt ist?
Ich bin fest davon überzeugt, dass Demokratiebewußtsein (auch) von
Erinnerungsbewußtsein lebt. Wenn wir die Erinnerungen nicht aufarbeiten und
kritisch analysieren, riskieren wir ohne Zweifel das Erbe der Demokratie –
mit verheerenden Konsequenzen.
Bevor ich nun auf die aktuelle politische Lage in Portugal eingehe und
verschiedene Tendenzen und Herausforderungen unserer Demokratie
bespreche, möchte ich deshalb kurz auf den so wichtigen Hintergrund der
portugiesischen Demokratisierungsgeschichte aufmerksam machen, denn ohne
ihn kann man unsere Gegenwart weder verstehen, noch interpretieren. Ich
möchte Ihnen (sehr zusammengefasst) das Wesentliche dieser Geschichte
erzählen, damit wir uns besser erinnern und austauschen können um so
gemeinsam an der Demokratie zu arbeiten.

1. Diktatur
Die Diktatur war in Portugal eine Reaktion auf die Erste Republik
(1910-1926), die wie in vielen anderen europäischen Ländern tragisch
gescheitert war. Durch einen Militärputsch wurde 1926 dieser erste Versuch
einer parlamentarischen Demokratie beendet, der sowieso keine große
Zustimmung in der eher traditionell-konservativen, katholischen, ländlichen
und wenig gebildeten Bevölkerung fand. Darüber hinaus schafften es die oft
wechselnden Regierungen dieser Republik, mit ihren vielen Unstimmigkeiten
und ständigen Zersplitterungen, weder die politische noch die wirtschaftliche
Ordnung zu garantieren. Die Regierung der neuen Diktatur wurde schon bald
António Salazar, einem diskreten, unscheinbaren und starren Professor aus
der Provinz anvertraut, der spätestens ab 1930 das Land mit großer Strenge
führte. 1932 entwarf er nach dem Modell von Mussollini die Verfassung des
Estado Novo (Der Neue Staat), eine korporative und autoritäre Staats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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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sich stark auf die traditionellen und kirchlichen Strukturen des Landes
stützte und anti-demokratisch, anti-parlamentarisch und anti-liberal orientiert
war. Der Estado Novo war eine rückwärtsgewandte Diktatur, die sich dem
Fortschritt, sowie jeder wirtschaftlichen oder sozialen Modernisierung oder
Veränderung entgegenstellte, die Industrialisierung der Produktionsmittel aber
auch die Bildung der Bevölkerung entschieden ablehnte und auf Werte wie
Familie, Ordnung, Disziplin, Arbeit, Bescheidenheit, Zurückhaltung und
Tradition setzte. Große faschistische Spektakel wußte er zu vermeiden, dafür
idealisierte er das bäuerliche Idyll mit Folklore und glücklicher
Bescheidenheit. Die Staatsverwaltung wurde hauptsächlich von Akademikern
und Bürokraten getragen und die Wirtschaft (Landwirtschaft, Industrie und
Banken) war in den Händen einiger einflußreichen Großfamilien (die auch
an der Regierung beteiligt waren) aber es gab vorwiegend in Norden auch
wenige Kleinbauern und Kleinhändler, sowie kleinere Familienbetriebe.
Salazar lehnte sowohl den Kommunismus, als auch den Kapitalismus ab
(auch finanzielle Hilfen wurden zum Teil nicht wahr genommen) und sein
Ziel war es Portugal mit seinen Kolonien von der Welt (und von der Zeit)
völlig isoliert zu halten. Das Land sollte, laut Salazar lieber arm bleiben,
wenn ihm dadurch nur die Abhängigkeit und die bösen Versuchungen der
Außenwelt erspart blieben.
Als Kompensation zur Außenwelt, wurde die Vergangenheit der Seefahrer
und Helden zum großartigen Mythos verklärt und die Größe des Imperiums
der „Vielvölkerkulturen“ propagiert, auf das man Stolz sein konnte. Das war
auch das Staatsmotto, das vor allem nach 1945, nach wachsendem
internationalen Druck auf einen Demokratisierungsprozess und eine
Unabhängigkeitspolitik in Afrika, von der Regierung geprägt wurde: „Wir
sind stolz darauf allein zu sein!“
Ein Dornröschenschlaf war dies allerdings ganz und gar nicht, denn das
repressive Regime bediente sich vieler Mittel der faschistischen Staatsform,
wie zum Beispiel der geheimen Staatspolizei, der strengen Zensur, der
politisch Gefangenen, der Folter, der Einheitspartei, der unflexiblen Lenkung
der Kulturpolitik, der harten Kontrolle der Ein- und Ausreisen und des Verb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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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 Gewerkschaften, sowie der Meinungs-, Presse- und Versammlungsfreihei
t.1
Die Bevölkerung war bis auf eine sehr kleine Elite unpolitisch, ungebildet
und arm und wurde durch die stille (aber sehr effektive) Gewalt des Regimes
immer stiller und zurückhaltender.
Es akzeptierte die Spielregeln mit erstaunlicher Passivität und zog sich in
die Privatsphäre zurück, wo sie Freiräume genießen konnte. Der Fado eine
tief-trauriger Gesang, der sich dem tragischen Schicksal der Liebe und des
Lebens fügt, ist wohl der beste Ausdruck dieser Zeit. Der stille Autoritarismus
und die Zurückhaltung der Bevölkerung, die weder gewaltbereit, noch
konfliktfreudig war2 , garantierte das langatmige Überleben des Regimes, das
allerdings auch von den westlichen Staaten (besonders von den Vereinigten
Staaten) und vom Vatikan toleriert wurde, weil man im Kontext des Kalten
Krieges eine rechte traditionelle Diktatur einer Revolution (mit Dominoeffekt)
bevorzugte und darüber hinaus den militärischen Stützpunk der NATO auf
den Azoren aus strategischen Gründen brauchte.3
Die Standhaftigkeit des Regimes konnte allerdings viele aufkommende
Probleme nicht vermeiden und es wurde immer schwieriger sie im Wandel
der Zeit und der Welt zu verdrängen: Der wirtschaftliche und soziale
Rückstand wurde in Portugal immer größer, die Fehlinvestitionen trafen die
Landwirtschft besonders hart, die Landbevölkerung zog in Stadtgebiete ohne
ausgebaute Infrastrukturen, die Arbeiter wurden nicht qualifiziert, zwischen
1960 und 1974 emigrierte fast eine Million Portugiesen, das Land verarmte
von Jahr zu Jahr – was allerdings durch den „Handelsverkehr“ mit den
Kolonien lange Zeit vertuscht werden konnte. Doch das Anfang vom Ende
1. In diesem Zusammenhang ist es vielleicht interessant zu erwähnen, dass die Internationale
Organistaion amnesty international 1961 auf Initiative von dem englischen Rechtsanwalt Peter
Benenson gegründet wurde, der in einer Zeitung von 2 portugiesischen Studenten erfuhr, die in
Lissabon festgenommen worden waren, weil sie in einem Café einfach nur auf die 'Freiheit"
(damals ein verbotenes Wort) angestoßen hatten. Daraufhin rief er zu einem weltweiten
Amnestiegesuch auf, der an die portugiesische Regierung gerichtet werden sollte.
2. Außer der verbotenen Kommunistischen Partei und weniger Intellektueller, die meist im Exil
lebten, gab es keine Widerstandsbewegung.
3. Portugal war aus diesem Grund übrigens Gründungsmitglied der NATO und seit 1955 bei den
Vereinten Nationen, obwohl es die Klauseln dieser Verträge zur Demokratie und Menschenrechte
geschickt, aber ganz offensichtlich missacht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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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ses dekadenten und unhaltbaren Imperiums war der Krieg in Afrika. 1961
begannen in den Kolonien Freiheitskämpfe, denen Lissabon starrköpfig und
inflexibel trotzte, doch schon bald zeigte sich, dass es keine militärische
Lösung für den langanhaltenden Konflikt gab, der das Land wirtschaftlich,
militärisch und auch moralisch zur völligen Erschöpfung brachte.
1968 fiel Salazar von einem Stuhl und verfiel bis zu seinem Tod 1970
in ein tiefes Koma. Sein Nachfolger, Marcello Caetano (wieder ein
ehrenwerter Professor) führte aber nach anfänglichen Öffnungsversprechen die
Diktatur fort, die sich wegen der wachsenden internationalen Unruhen sogar
zuspitzte. Die staatliche Kontrolle an Universitäten wurde härter und der
geringste Protestversuch der Arbeiter wurde im Keim erstickt. Am
schlimmsten waren aber die Konsequenzen des Krieges. Mütter bangten um
ihre Söhne, die jahrelang beim Militär blieben und in einen Krieg zogen
mußten, der unter der Bevölkerung keine Befürwortung fand. Die
wirtschaftlichen Opfer des aussichtslosen Krieges wurden immer größer und
die Bedingungen der Soldaten waren zum Teil katastrophal. Das Unbehagen
und die Unzufriedenheit konnten in der Zivilgesellschaft (und auch in der
Kirche) unterdrückt werden, nicht aber unter den Streitkräften. Doch nicht
nur unter den Kampftruppen in Afrika, sondern im gesamten Militär (vor
allem unter den jüngeren Offizieren) wurde der Protest gegen die starre
Hierarchie der Armee, gegen den Krieg und gegen die Diktatur immer
deutlicher. Einige Generäle und höhere Offiziere duldeten den sich langsam
formierenden Widerstand stillschweigend, denn auch sie begriffen die
Absurdität des Krieges. Im März 1974 veröffentlichte einer der wohl
respektiertesten Generäle ein Buch (Portugal und die Zukunft), das den Krieg
sowie die autoritäre und isolierte Haltung der Regierung kritisierte.
Für viele junge Soldaten war dies das entscheidende Signal. In wenigen
Wochen plante eine kleine Gruppe, die sich „Bewegung der Streitkräfte“
(Movimento das Forças Armadas – MFA) nannte und viele Kontakte zu
Regimegegnern unter der Bevölkerung (vor allem den Intellektuellen) hatte,
einen Putschversuch, der zum Ausdruck brachte was sie schon sehr lange
empfanden und worüber oft in geheimen Treffen diskutiert worden war. Ihr
Hauptanliegen war nicht nur militärisch (die Beendung des Krieges und 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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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besserung der Bedingungen in der Armee), sondern in erster Linie
politisch. So war ihr wichtigstes Ziel von Anfang an die Entmächtigung der
Diktatur mit drei Grundabsichten: Die Entkolonialisierung, die Entwicklung
und die Demokratisierung des Landes4. Von Anfang an ging es also den
Offizieren nicht darum die Macht zu ergreifen, sondern darum die Freiheit
zu erobern und der Bevölkerung die Souveranität zu geben um politischen
Parteien, freie Wahlen und ein demokratisches parlamentarisches System mit
demokratischen Institutionen zu gründen.
Diese Konstellation ist sicherlich einzigartig. Dementsprechend war auch
der Putsch am 25. April 1974 ein unglaubliches Ereignis, das mit einem Lied
im Radio begann, das Zeichen für den Start der Operation (hat man so etwas
schon einmal gehört – eine Revolution, die mit einem Lied beginnt?), und
das von der ersten Stunde an die euphorische Unterstützung der Bevölkerung
hatte. Obwohl die Militärs, die in wenigen Stunden fast widerstandslos Radio
und Fernsehsender, Flughäfen, Sicherheitsdienste, Straßen, Brücken und
strategische Punkte besetzten, die Bürger aufgefordert hatten zu Hause zu
bleiben und sich ruhig zu verhalten, stürmte die Bevölkerung Lissabons
spontan auf die Straßen und begleiteten die Militärs in Feststimmung. Die
Verkündung der MFA wurde im Radio gelesen und die Mehrheit der Militärs
(vor allem Soldaten, untere und mittlere Offiziere) schloss sich sofort der
Revolutionäre an und verhinderte dadurch Straßenschlachten. Die schon
dekadente Regierung leistete fast keinen Widerstand, denn der dem
unentschlossene Staatsführer Marcello Caetano war sich einerseits darüber
bewußt, dass er keine Mittel hatte sich gegen die Militärs zu stellen,
andererseits wollte er aber auch kein Blutvergießen und so schlug er den
jungen Offizieren sofort zurückzutreten, falls einem hochrangigen Offizier die
Macht übergeben würde damit, wie er befürchtete, „die Regierung nicht auf
die Straße fiele“. Die MFA einigte sich auf General Spinola und schon am
nächsten Tag wurde im Fernsehen das Programm der Junta da Salvação
Nacional (ein Komitee zur Rettung der Nation) vorgetragen, die eine von
4. Das politische Komitee verfaßte mit diesem Anligen ein Thesenpapier, das alle ihre Ziele
aufzählte, darunter die Machtübergabe an politische Parteien und die Institution einer freien,
parlamentarischen, pluralistischen, partizipativen Demokrat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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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nola geführte provisorische Regierung bilden sollte mit dem sofortigen
Ziel der Beendigung des Krieges und der Vorbereitung der ersten freien
Wahlen für eine verfassungsgebende Nationalversammlung binnen einem
Jahres.5
Die darauffolgenden Tage waren unbeschreiblich: Es war so, als hätte man
plötzlich einen Schnellkochtopf geöffnet – und die Luft von 50 Jahren kam
nun auf einmal hinaus. Nach der „Nelkenrevolution“ herrschte eine
wahnsinnige Stimmung der Freiheit und der Verbrüderung, alles schien in
diesen Momenten möglich, jeder hatte das Gefühl, die Welt mit seinen eigenen
Händen verändern zu können und gemeinsam eine bessere Zukunft bauen
zu können. Die politischen Gefangenen wurden befreit. Der Krieg war zu
Ende, die Soldaten kamen aus Afrika zurück und die Militärs als Befreier
angesehen. Die Regimegegner kamen aus dem Exil zurück in die Heimat.
Jeden Tag gab es Feste und Demonstrationen. Es war ein Frühling der
politischen Hoffnung. Diese Erfahrung ist fest im DNA der portugiesischen
Demokratie

eingeschrieben

und

hat

ohne

Zweifel

den

ganzen

Demokratisierungsprozess geprägt. Die Beteiligung der nicht politisierten
Zivilgesellschaft ist hier von großer Wichtigkeit für die Entwicklung zur
Demokratie. Dabei muß man betonen, dass auf ihre spontane Initiative die
meisten Aktionen stattfanden.6
Aber nicht alles waren Nelken und aus dem Frühling wurde bald schon
ein heißer Sommer.
Wie man erstaunt betrachten kann, verlief der Sturz der Diktatur sehr schnell
und bis auf wenige Ausnahmen auch sehr friedlich, doch der Weg zur
Demokratie war kein einfacher Spaziergang, sondern sehr schwierig, und es
ging oft auf und ab: vereinfachend kann man diesen kurvenreichen Weg in
5 Phasen darstellen7, und zwar:

5. Caetano wurde übrigens mit anderen Regierungsmitgliedern ins Exil gebracht. Es gab auch sonst
keine Strafprozesse
6. So z.B. die Befreiung der Gefangenen, der Sturm der Zentrale der geheimen Polizei und der
Zensuraufsicht oder die Sanierung und Verfolgung von Regimefunktionären.
7. Normalerweise werden in der Fachliteratur nur 3 Phasen gezeichnet (Revolution: 1974-1976,
Übergang: 1976-1982, Konsoldierung: ab 1982), ich halte die Aufteilung in 5 Momente jedoch
für aufschlussrei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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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se I: Putsch – 25. April 1974 (Geburt)
Phase II: PREC (Revolutionsprozess) – 1974-1976 (Kindheit)
Phase III: Übergang und Prüfung – 1976-1982 (Pubertät/Jugend)
Phase IV: Konsolidierung – ab 1982 / 1986 (Erwachsenenalter)
Phase V: Reife – ab 2004 (Midlife-Crisis?)
Die Phase I habe ich bereits beschrieben, kommen wir nun zur Phase II,
die wohl komplizierteste Zeit der Revolution. Bereits im Mai glich Portugal
einem Zirkus: die Auroritätsstrukturen verschwanden, Revolutionstouristen
und ´68er aus der ganzen Welt kamen nach Portugal, täglich fanden politische
Kundgebungen statt, die ganze Familie diskutierte über Marx, Lenin, Trotzky,
Che und Mao, die Wände wurden mit politischen Parolen bemalt und die
vorwiegend unpolitische Gesellschaft löschte ihren politischen Durst in vollen
Zügen. Doch die plötzlichen Freiheit kann auch, wie Lord Acton schon im
19 Jahrhundert beobachtete, wie Alkohol auf leerem Magen wirken.
Leerstehende Häuser wurden besetzt, Diktaturanhänger gingen ins Exil,
Mitglieder der geheimen Polizei wurden verfolgt und kamen ins Gefängnis.
Firmen wurden geschlossen, Banken lösten sich auf, Agrarbetriebe fielen
auseinander und für die vielen Soldaten, und Flüchtlinge, die aus dem Krieg
in Afrika kamen, gab es keine Arbeit und oft auch keine Wohnungen.
Nachdem Beschluss, dass alle Schulabgänger studieren konnten, es aber nicht
genug Studienplätze gab, tümmelten sich plötzlich hunderte von Jugendlichen
ohne Beschäftigung auf den Straßen, die sich natürlich ganz der Revolution
und den neu gegründeten radikalen Parteien widmeten8. So entstand ein
politisches Wirrwarr, das nur schwer durchschaubar war. Auch unter der neuen
politischen Elite, den Politikern und den Militärs, herrschte jeden Tag mehr
Unstimmigkeit. Dabei muß man beachten, dass in Portugal durch die
Revolution (und trotz Militärputsch) nicht die Politik militarisiert wurde,
sondern das Militär stark politisiert wurde. Die alten hierarchischen Strukturen
brachen so zusammen und General Spinola vermochte es nicht, wie er sich

8. Vor der Revolution gab es schon die Kommunistische Partei Portugals (PCP), die Sozialistische
Partei, die in Deutschland gegründet worden war (PS), danach wurde die Demokratische
VolksPartei gegründet (PPD), sowie die Zentral Demokratische Partei (CDS), und einige moderate
und viele radikale Linksparte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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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dacht hatte, die Revolution zu kontrollieren um sie in eine Militärdiktatur
zu wandeln. Höchst unzufrieden mit dem chaotischen Verlauf der Dinge, mit
dem unaufhaltsamen Entkolonialisierungsprozess und mit seinem ständigen
Machtverlust, versuchte der autoritäre General 2 Mal eine rechte
Machtübernahme (gleich im September 1974, worauf er als Staatsoberhaupt
zurücktreten mußte und im März 1975, wonach er ins Exil ging), doch seine
Putschversuche scheiterten kolossal und hatten einen Linksruck der
provisorischen Regierung zur Folge.
Die Junta wurde von einem Revolutionsrat ersetzt und dabei bekamen die
Kommunistische

Partei

um Álvaro Cunhal

und andere

radikalere

Linksgruppierungen mehr und mehr Macht, so dass der Kommunist Vasco
Gonçalves zum neuen Regierungschef ernannt wurde. Gestärkt begann
Gonçalves den Prozess der Nationalisierungen, der Agrarreform und der
Enteignungen, der sehr umstritten war. Vor allem im Norden lehnte sich die
sehr traditionsbewußte Bevölkerung und die Kirche massiv gegen diese
Enteignungen auf, zerstörte Parteibüros der Kommunistische Partei und
vertrieb Linksradikale aus ihren Dörfern. Die Ausschreitungen wurden immer
größer, der politische Diskurs immer härter, und die wirtschaftlichen und
sozialen Probleme immer intensiver. Auf Demonstrationen folgten täglich
Gegendemonstrationen. Diese Krise spitzte sich schließlich mit der (von
Gonçalves und den radikalen veranlassten) Besetzung des sehr populären
katholischen Radiosenders, sowie der liberalen Zeitung República zu, gegen
die sich aber die breite Öffentlichkeit wehrte und sich so der totalitären
Linksbewegungen entgegenstellte. Wieder einmal griffen die Militärs bei
diesen heißen Demonstrationen nicht ein und auch der Staatspräsident, General
Gomes da Costa, war nicht bereit einen gewaltsamen Eingriff zu veranlassen.
Trotz dieser sehr angespannten und unübersichtlichen Stimmung verliefen
die Wahlen am 25. April 1975 zur Überraschung der internationalen
community, die den Revolutionsprozess misstrauisch beobachtete, friedlich,
ordnungsgemäß und sogar festlich. Die Wahlbeteiligung war erstaunlich
(91,7%) und das Resultat begeisterte Demokraten in aller Welt, denn es waren
die moderaten Parteien der Mitte (PS 37% und PPD 26%), die ganz klar
als Sieger dieser Wahlen hervorgingen. Die PCP erhielt nur 12% und 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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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len radikalen Linksparteien waren so zersplittert, dass keine sich richtig
durchsetzen konnte.
Nun wurde Mário Soares, der charismatische Führer der moderaten
Sozialistischen Partei und überzeugte Demokrat mit der Regierungsbildung
beauftragt und die verfassungsgebende Nationalversammlung begann, wie
geplant, ihre Arbeit im Parlament. Doch der Versuch einer Politik der Mitte,
die von der Minderheitsregierung ausging, und die viele Kompromisse machen
mußte, hatte keine Kraft die vielen politischen Schwierigkeiten zu bewältigen.
Zudem gefiel den Radikalen der neue gemäßigte Kurs der Politik nicht, den
sie zu verhindern suchten. So nahm die Instabilität weiter zu und die sozialen
und politischen Auseinandersetzungen setzten sich fort – mit

zum Teil

abstrusen Begebenheiten.9 Diese Zeit wird oft als „der heiße Sommer von
1975“ bezeichnet: Es war so als ob die junge Demokratie alle
Kinderkrankheiten durchmachen mußte. Trotz hohem Konfliktpotenzial gab
es aber in keinem dieser Momente staatliche Gewaltanwendungen.
Im November 1975 versuchten die radikaleren linken Gruppierungen,
angeführt von dem Hauptmann Otelo Saraiva de Carvalho, schließlich einen
militärischen Putsch, um ein kommunistisches Regime einzuführen, doch
dieses Vorhaben wurde von moderaten Militärs um Tenente Coronel Ramalho
Eanes blitzschnell vereitelt. Damit wurde endlich der Weg der Moderaten
gefestigt, der auch von der großen Mehrheit der Bevölkerung befürwortete
wurde. Dies bestätigte sie bei den Parlamentswahlen im April 1976 (mit
ähnlichen Ergebnissen wie im Jahr zuvor) sowie durch die allgemeine Freude
über die Verfassung, die im gleichen Monat beschlossen worden war. Als
erster Präsident der Demokratischen Republik wurde bald darauf Eanes
gewählt. Hier endet wohl die zweite Phase der Revolution.
All diese Ereignisse zwischen 1974 und 1976 zeigen trotz vieler Probleme
und Konflikte deutlich den demokratischen Willen der portugiesischen
Gesellschaft, und das nicht nur der Eliten, sondern auch der zum Teil noch
9. Einmal begann die Regierung aus Protest gegen ihre eigene Handlungunfähigkeit (der ihrer
Meinung nach durch die Linksblockade verursacht wurde) einen Streik, ein anderes Mal wurde
die Nationalversammlung und die Regierung von Arbeitern kommunistischer Gewerkschaften
umstellt und als Geisel festgehalten. Trotz hohem Konfliktpotenzial gab es in keinen dieser Fälle
Gewaltanwendu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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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er wenig gebildeten, unpolitischen und einfachen Bevölkerung. Die
Belastbarkeit der sehr jungen Demokratie, die gerade einmal laufen gelernt
hatte, wurde aber in der dritten Phase des Demokratisierungsprozesses,
zwischen 1976 und 1982 erst richtig auf die Probe gestellt.

2. Phase III
In dieser schwierigen Zeit des Übergangs zur Demokratie sehnten sich alle
nach Stabilität und man wurde der vielen Diskussionen langsam müde, aber
trotzdem konnte man sich auf keinen klaren Kurs einigen, viel zu groß waren
die wirtschaftlichen und auch gesellschaftlichen Probleme und so wechselten
die Regierungen weiterhin nach wenigen Wochen. Der Rückstand von 50
Jahren Diktatur war sowieso schon eine Herausforderung, die nicht im
Handumdrehen zu bewältigen war, doch hinzu kamen nun große finanzielle
Probleme (sowohl durch den Krieg als auch durch den Verlust der Kolonien
als günstige Rohstoffquelle und privilegierter Absatzmarkt), ca. 1 Million
Flüchtlinge, die man unterbringen mußte, Arbeitslosigkeit, Inflation, ein nicht
ausreichendes Schulsystem, die allgemeine Verunsicherung als Resultat der
Veränderung der traditionellen Werte und Referenzen und des Autoritäts.und Führungsverlustes, der die gesamte Gesellschaft von den Streitkräften
bis zur Familie prägte. Eine Regimeveränderung erzielt man wohl schnell,
aber der politische Frieden und die Demokratie brauchen viel Zeit, Geduld
und Kompromissbereitschaft.
Francis Fukuyama betont in seinem Aufsatz „The Primacy of Culture“, dass
beim Übergang auf Demokratien am schwierigsten ist, die Institutionen und
die politische Kultur zu verändern. Das mag vielleicht stimmen, aber in
portugiesischen Kontext war vor allem der wirtschaftliche Rückstand und die
Folgen des Krieges die Achillesferse des Demokratieprozesses, denn trotz 50
Jahre Diktatur war die (un-)politische Kultur der traditionellen und
gemäßigten, religiösen und generell gewaltscheuen Bevölkerung ein
wesentlicher Faktor zu einem friedlichen Übergang zur Demokratie. Die
Erschöpfung über die Diktatur und die tiefe Sehnsucht nach Freiheit, Frieden
und Demokratie war hier wichtiger als die die politische Bildung oder die
Erfahrung mit demokratischen Institutionen und der „demokratischen Kult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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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relativ schnell assimiliert wurde.
Man muß allerdings betonen, dass man zwischen 1975 und 1982 dem
Bürgerkrieg oft sehr nah war. Warum konnten aber ein gewaltsamer Konflikt
vermieden werden?
Einerseits hat dies, wie bereits betont, mit der Zivilbevölkerung (1) zu tun,
die sich massiv (ganz gleich welche Altersschicht oder sozialer Stand) an
der Revolution beteiligte und die mehrheitlich moderat war. Auch ein
wichtiger Teil der Eliten (2) war eher moderat und diese Gruppe der früheren
Regimegegner genoss unter der Bevölkerung viel Respekt. Dazu muss man
vielleicht sagen, dass Portugal ein kleines Land ist, wo sich „fast alle kennen“
und die kleine Elite hatte schon vor der Revolution trotz unterschiedlicher
politischer Ansichten oft familiäre und freundschaftliche Beziehungen (3). Die
Rolle von bestimmten Persönlichkeiten der portugiesischen Revolution, wie
zum Beispiel Mário Soares (4), ist auch von großer Relevanz. Soares, der
später auch Präsident wurde, ist zweifellos eine Schlüsselfigur der
portugiesischen Demokratie. Dank seiner Arbeit, und seiner weltweiten
Kontakte bekam Portugal während dieser schwierigen Zeit große finanzielle
Unterstützungen (5) aus dem Ausland, die das Land in Sturmzeiten über
Wasser hielten. Es ist zum Teil auch Mário Soares zu verdanken, dass die
USA nicht in den Konflikt eingegriffen haben (6), denn im damaligen
internationalen Kontext wäre dies wohlmöglich gewesen (mit schlimmen
Konsequenzen für den Verlauf der Revolution, denn angeblich hat selbst die
Kommunistische Partei auf eine amerikanische Offensive gehofft, um dann
mit sowjetischer Hilfe zurückschlagen zu können – und mit unvorstellbaren
Auswirkungen für den Demokratisierungsprozesses, denn die Befreiung und
Stabilisierung aus eigener Kraft und ohne Bürgerkrieg ist ein wichtiges
politisches

Erbe).

Schließlich

muss

noch

einmal

die

wirklich

außergewöhnliche Rolle der Bewegung der Streitkräfte (7) betont werden,
deren Wille und Ziel von Anfang an nicht die Machtergreifung war, sondern
die Übergabe der Macht an politische Parteien und die Institution einer freien,
zivilen Demokratie.
Dies sind auch die Hauptgründe für die Belastbarkeit der Gesellschaft
während

der

turbulenten

Revolutionszeiten

sowie

für

ih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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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bilisierungskapazität, die schließlich den Übergang und die Konsolidierung
der Demokratie in den 80er Jahren ermöglichte.

3. Phase IV
Erst

1982

wurde

die

portugiesische

Demokratie

durch

eine

Verfassungsveränderung, die den Revolutionsrat auflöste und das Militär von
der Politik trennte (und ihr unterstellte) vervollständigt. So begann die vierte
Phase, die Konsolidierung der Demokratie. Erst mit dem Beitritt Portugals
zur Europäischen Gemeinschaft 1986 wird die Gesellschaft und auch die
Regierungen stabiler. Zwischen 1975 und 1987 hatte es 11 Regierungen
gegeben, viele davon hielten nur wenige Wochen. Nun begann ein neuer
politischer Zyklus, der von einer revolutionsmüden Bevölkerung getragen
wurde, die nun auf die Modernisierung und Internationalisierung des Landes
hoffte – und natürlich auf die Verbesserung der Lebensbedingungen. Mário
Soares wurde zum Präsidenten gewählt und Cavaco Silva gelang es mit seiner
Sozialdemokratischer Mitte-Rechts Partei 10 Jahre lang als Premierminister
im Amt zu bleiben. Diese Stabilität und das optimistische politische Klima
wurde zum großen Teil durch die hohen Finanztransfers der EG und anderen
Auslandsinvestitionen ermöglicht, die das Land innerhalb eines Jahrzents
komplett modernisierten. Straßen, Autobahnen, Sozialwohnungen, Schulen,
Universitäten, Krankenhäuser, Ämter, kulturelle und sportliche Einrichtungen
und riesige Einkaufszentren wurden gebaut, der Staat flexibilisiert, die
Wirtschaft liberalisiert und die Mobilität und Bildung / Ausbildung der
Bevölkerung vorangetrieben.
Leider hat man bei diesem Wirtschaftswachstum aber die geschichtliche,
kulturelle und politische Aufarbeitung der Vergangenheit in dieser Phase
vergessen.
Dies liegt wohl daran, dass für viele der Konsum mit den wundervollen
Kreditkarten und Handys nach 50 Jahren Rückstand und Bescheidenheit wohl
wichtiger waren als Politik. Anderen war nun wohl auch die radikalisierte
Revolutionsphase peinlich geworden, und man wollte jetzt die Jugendphotos
mit den lächerlichen langen Haaren und Schnurrbärten auf den verrückten
Demonstrationen für eine marxistische und maoistische Gesellschaft schn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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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gessen und alles als utopische Jugendeuphorie verdrängen.
Andererseits hatte sich trotz großer Veränderungen in Portugal, die die
Gesellschaft von den rechtsautoritären Strukturen befreite und eine offene,
freie sozialdemokratische Politik einführte, die Elite nicht stark verändert. Mit
der Liberalisierung der Wirtschaft kehrten die alten Familien zurück und auch
sonst gab es viele Figuren die dem früheren Regime nahestanden, die nun
an Universitäten, in den Medien, in den Aufsichtsräten der Firmen, in den
öffentlichen Ämtern und sogar in der Regierung tätig waren und jetzt sogar
ein sehr demokratisches Auftreten und Handeln aufwiesen. Dazu muss man
erklären, dass viele dieser Personen kompetent in ihrem Fach und außerdem
nie stark „politisiert“ gewesen waren. Zudem hatten sie noch immer
freundschaftliche Beziehungen zu wichtigen politischen Demokratieträgern
und wurden auch sonst unter der Bevölkerung geschätzt. Portugal war in dieser
Hinsicht weiterhin ein kleines Land, wo sich „fast alle kennen“ und das Volk
neigt im allgemeinen (wenn man mal vom heißen Sommer 1975 absieht) nicht
zu Ressentiments oder Vergeltung.
Oft scheint man in Portugal an der Aufklärung bestimmter Begebenheiten
gar nicht interessiert zu sein. Man diskutiert viel und oft laut, aber nicht
besonders tiefgründig und lange. Konflikten vermeidet man lieber. Es hat also
auch mit dem Wesen der portugiesischen Gesellschaft zu tun, das (nach den
Exzessen der Revolutionsjahre nun wieder) eher gemäßigt und unpolitisch
ist.
Vielleicht muss man aber auch bedenken, dass die Demokratie in Portugal
noch sehr jung ist: viele der Protagonisten der Nelkenrevolution und der ersten
Stunde der Demokratie sind heute noch in den besten Jahren und als
Verantwortungträger in vielen Bereichen der Politik und Gesellschaft aktiv.
Die gründliche Aufarbeitung der Diktatur und der Revolution ist auch dadurch
kompromittiert worden und wird wohl noch auf sich warten lassen.
So hat man bis Mitte der 90er die Aufgabe der Aufarbeitung versäumt.
Man muss sich einmal vorstellen, dass es bis vor ca. 10 Jahren keine politische
Bildung zur Diktatur und Revolution gab. So habe ich z.B. im
Geschichtsunterricht bis zum Abitur nur Themen bis 1910 durchgenommen
und auch an den Universitäten wurde die jüngere Geschichte ni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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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atisiert. Jahrelang wurde keine ernsthafte Forschungsarbeit in diesem
Bereich geleistet. Erst bei den Feierlichkeiten zum 20sten Jahrestag der
Revolution (und mit dem politischen Wechsel zur Sozialistischen Partei 1995)
begann man die Geschichte aufzuarbeiten. Forschungsinstitute wurden
gegründet, Dokumente recherchiert, zusammengetragen und analysiert. In den
Schulen integrierte man endlich die Diktatur und die Revolution in den
Unterricht. Mehrere Verbände wurden gegründet. Dabei tendierten einige
Gruppen dazu die Revolution zu verherrlichen. Es war ein Anfang, aber noch
keine wirkliche Auseinandersetzung mit der Vergangenheit.

4. Phase V
Das Fehlen der Vergangenheitsbewältigung hat allerdings sehr schlimme
Folgen für die heutige Zeit. Deshalb bezeichne ich auch die fünfte Phase
des Demokratisierungsprozesses gleichzeitig als Reife und als „Midlife
Crisis“. Reife bedeutet hier nicht, dass die Demokratie abgeschlossen ist, denn
ich verstehe die Demokratie als einen fortwährenden dynamischen und sich
ständig erneuernden Prozess. Aber um vital zu bleiben, muss die Demokratie
immer beweglich bleiben und sich kontinuierlich hinterfragen – sonst verliert
sie ihre Identität, ihre Orientierung und sucht vergebens den „Sinn des
Lebens“. Das ist die Midlife-Crisis der Wohlstandsdemokratie in einer Zeit
des Wandels.
Nach 30 Jahren Demokratie haben vor allem die jungen Leute von der
Diktatur und der Revolution keine Erinnerung mehr. Befragungen zum Thema
Geschichte haben meist erschreckende Resultate, wie man anhand dieser
Umfrage sehen kann (Slide) und man kann daraus schließen, dass es kein
Bewußtsein über die Besonderheit der Demokratie gibt.
Ab 2001 kam wieder eine Mitte-Rechts Partei an die Regierung und man
spürte in der Politik und in der Gesellschaft eine leichte Rechtsverlagerung.
Bei den Feierlichkeiten zum 30 Jahrestag des 25. April versuchte man 2004
wohl deshalb auch eine Uminterpretation der Revolution in „Evolution“. Im
Vordegrund sollte nicht mehr der Staatstreich und die lange verherrlichte
Revolution stehen, sondern der Sieg der Moderaten und die Errungenschaften
der Demokratie, wie zum Beispiel die Öffnung der Gesellschaft und 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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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k, die Modernisierung des Landes, der wirtschaftliche Wachstum (mit
EURO), die Wettbewerbsfähigkeit und schließlich die neue internationale
Rolle. Die Demokratie sollte selbstbewußt, aber als „normal“ gefeiert werden.
Tatsächlich nutzen auch die meisten portugiesen ihre Freiheit den 25. April
nicht mehr auf politischen Kundgebungen oder Feiern zu verbringen, sondern
lieber am Strand, im Café oder gemütlich zu Hause. Und auch das bedeutet
Freiheit und Demokratie, dass man selbst entscheiden darf, was man daraus
macht...
Die Ironie war, dass ausgerechnet diese Tendenz zur „Normalisierung“ und
die Idee den demokratischen Prozess nicht mehr als Revolution sondern als
Evolution zu begreifen, eine Welle der Empörung und eine animierte Debatte
über das Erbe der Revolution und die Bedeutung der Demokratie auslöste.
Die Verarbeitung der Vergangenheit wurde dadurch erneut stimuliert.
Die Normalität der Demokratie ist wahrscheinlich das beste Zeichen ihrer
Konsolidierung – und gleichzeitig auch ihr größtes Problem. Sobald man die
Freiheit und die demokratische Ordnung erreicht hat, hält man sie leicht für
„selbstverständlich“, man bemerkt sie sowenig, wie die Luft, die man atmet
und ist sich nicht darüber bewußt wie lebenswichtig sie ist. Mit der Normalität
der Demokratie kommt so das Risiko der Banalität.
Banalität bedeutet zum Beispiel die Verharmlosung der Diktatur und die
mythische Verklärung der Diktaturzeit in Portugal als eine Periode der
Sicherheit, Stabilität und nationalen Größe.
Vor einigen Monaten wurde in einer Fernsehsendung Salazar - der damalige
Diktator - zum „größten Portugiesen der Geschichte“ gewählt. Álvaro Cunhal,
der Portugal in eine kommunistische Gesellschaft nach Sowjetmodell
verwandeln wollte, wurde zweiter. Über das Resultat haben sich viele geärgert,
aber warum haben sie sich nicht an der Wahl beteiligt? Es war zwar nur
eine Fernsehshow (mit nicht ernstzunehmenden Wahlkriterien10), aber es ist
doch

interessant,

dass

zum

Beispiel

in

Spanien

unter

gleichen

Entertainment-Bedingungen der König Juan Carlos gewählt wurde, in England
10. In einem anderen wo im Kontrast dagegen der Portugiese aller Zeiten" gewählt wurde, hat man
bezeichnenderweise auch Salazar gewählt. Auch die vielen Umfragen, die im Anschluss an diese
Sendungen gemacht wurden, blieb Salazar weit zurü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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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rchhill und in Deutschland Konrad Adenauer.
Was sagt das über unsere Demokratie aus? Ist heute die demokratische
Passivität unser größtes Problem? Sind wir noch immer zu wenig informiert?
Oder ist einfach der Übergang zur Demokratie zu schnell, zu glatt, zu
konfliktlos, zu konfrontationslos verlaufen? Haben wir im Rausch der
Modernisierung und des Konsums einfach die Politik vergessen? Oder
kommen wir nach einer Phase der Überpolitisierung nach 1974 einfach wieder
in unsere alte unpolitische Natur zurück?
Bei all der Peinlichkeit die ich bei dem Resultat dieser fragwürdigen
Fernsehshow empfunden habe, freue ich mich nun über die lebhafte
Diskussion um unser „Demokratie-Erbe“, die sie ausgelöst hat. Vor allem
meine Studenten stellen wieder viele Fragen, die mir viel Arbeit geben. Ich
war ja schließlich dabei, damals, 1974 (wenn auch nur als Kleinkind) und
habe somit eine gewisse Verantwortung...
Die neue Debatte trifft unser aller Gewissen und belebt so das politische
Bewußtsein der Gesellschaft. Das ist schon eine wichtige Errungenschaft
gegen die wachsende Politikverdrossenheit, die ich persönlich für eines der
größten Viren der Demokratie halte.
In Portugal schätze ich die Demokratie und die demokratische Kultur der
Gegenwart trotzdem als solide ein. In der Vergangenheit ist schon oft unter
Beweis gestellt worden wie belastbar sie sein kann. Portugal hat sich sehr
entwickelt und ist heute politisch stabil, seit 2006 regiert wieder die
Sozialistische Partei, und die zwei stärksten Parteien (PS und PSD) die sich
ständig abwechseln und oft zusammenarbeiten (und die ca. 70 % der Stimmen
repräsentieren) sind zweifellos ein Garant für die Demokratie und eine offene
Europapolitik.
Allerdings stehen uns noch viele Aufgaben bevor. Im Vergleich zu anderen
europäischen Ländern müssen wir noch produktiver werden und uns weiter
modernisieren. Und obwohl das Prinzip des pluralistischen, partizipativen
Rechtsstaats und der Freiheiten gewährleistet ist, müssen wir daran arbeiten
ein stärkeres Vertrauenskapital in die Demokratie aufzubauen. Das bedeutet,
dass die demokratischen Institutionen noch weiter verbessert und die Politik
bürgernäher gestaltet werden muss. Dabei ist wohl das Schwierigste, d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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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htige Gleichgewicht zwischen Staatseffizienz und Vermeidung von
Machtkonzentration,
Kontrollmechanismen,

Regierungsentschlossenheit
zwischen

engagierter

und
Führung

Transparenz
und

/

aktiver

verantwortlicher politischer Beteiligung zu finden. Zudem muss die Politik
heute bei den schwierigen Entscheidungen die uns im Wandel der
sozialwirtschaftlichen Ordnung bevorstehen ihre erklärende und befriedende
Rolle erfüllen.
Vieles scheint heute ungewiss in dieser unübersichtlichen Zeiten, aber eines
scheint mir klar: Den sozialen und politischen Frieden werden wir nur mit
gut funktionierenden starken demokratischen Institutionen gestalten können.
Das Erbe der Demokratie bestimmt unsere Zukunft.
Die Arbeit an der Demokratie geht also weiter und die Bewältigung der
Midlife-Crisis liegt in unseren Händen. Und das ist kein Märchen!
Ich bedanke mich für die Initiative diese Konferenz hier, denn sie gibt
einen wichtigen Beitrag zur Demokratiebelebung, die heute längst nicht mehr
als ein nationales Phänomen gesehen werden kann. Und wie wir hier sicherlich
feststellen werden: Gemeinsam erarbeiten wir bessere Zukunftswege für die
Demokrat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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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이스 :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이행
소극적인 과거 청산과 근대화에 대한 저항
바질리키 게오기아듀 (판테온대학, 그리이스 아테네)

1. 지리와 문화
그리이스는 동남 유럽의 지중해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영토 면적은 130
000km2, 인구는 천백만 명이다. 이 중 약 백만 명이 발칸반도, 동유럽, 아시
아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온 이민자들이다.
1990년대 초까지 그리이스는 동질성 문화를 갖고 있었다. 그리이스 북쪽
에(트라지아) 사는 터키족 후예인 그리이스-회교도 소수를 제외하면 그리이
스인의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 교회에 속했다. 이중 97퍼센트가 그리이스 정
교에 속하고 그리이스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동구권 붕괴 이후
이주자들이 지속적으로 밀려오면서 그리이스는 점차 다민족-다문화 사회로
발전하였다.
그리이스는 1974년부터 의회민주주의 정치체제를 갖고 있으며 1981년이래
유럽공동체의 정회원국이다. 그리이스의 민주주의는 현재 정착되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내전이나 독재와 같이 아직까지 충분히 논의 않은 어두운 흔적을
아직 품고 있다. 때문에 독재가 붕괴되고 민주화를 쟁취한 지 33년이 되는
오늘까지도 군사 독재의 동반자였던 정치 이념들이 강력한 흡인력을 발휘하
고 있다.

2. 정치역사의 단계들
지금의 그리이스는 1453년 이후 오스만 제국에 속하다가 1821년 독립전
쟁을 통해서 독립했다. 이 전쟁은 소위 말하는 “보호 세력”, 즉 영국, 프랑
스,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었다. 1830년 런던협약이
조인되면서 그리이스는 작은 독립 왕국으로 선포되었다. 그리이스는 그 이후
지속적으로 영토를 확장했고, 1947년 파리협약을 통해 현재의 국경을 확정

124 민주화 이후의 정치발전

지었다. 영토 확장에도 불구하고 그리이스 국경이 옛날 비잔틴 제국의 영토
와 동일해야 한다는 “거대한 구상”이 수십년 동안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이
었으며 국민 대다수가 그것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었다. 소아시아 환란으로
불리는 1922년의 그리이스-터어키 전쟁과 같은 “거대한 구상”으로 인해 그
리이스가 패배했음에도 그리이스의 실지회복운동(Irredentismus) 민족주의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이스의 의회제도는 이미 근대국가의 건국과 함께 도입되었다. 그리고
1843년에 입헌군주제가, 1864년에는 왕정 민주주의로 발전하였다. 1843년에
이미 소수를 제외한 남성에게 보통선거권을 부여하였고, 1864년에는 모든
남성에게 적용했다. 1875년부터 이미 의원내각제 정부체제가 존립하였다. 그
리이스 역사에서 의회주의가 폐지된 경우는 아주 드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이것이 대중들의 투쟁에 의해 얻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다. 다시 말하면 의회주의가 근대정치가 시작될 때 존재하였지만 이것이 사
회에 깊게 뿌리내린 것은 아니었다. 이것은 지배 엘리트들 간 타협의 산물이
었며 위로부터 강제된 것이었다.
의회주의가 이처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의회주의 왜곡의 역사 또
한 길다. 단일 문화사회인 그리이스의 건국 초기에는 사회 계층이 세분화되
지 않은 사회였으나 정치적, 이념적으로는 아주 골이 깊게 갈라진 분열된 사
회였다. 건국 초기부터 국가와 사회는 왕실, 군대, 교회, 의회, 정부 등 다양
한 세력들에 의해 영향을 받았고, 정치적, 이념적 분열이 깊어질수록 이들
세력들이 반의회적으로 간섭하려 하는 노력 또한 강력해졌다.
1941년부터 45년까지의 독일 점령기에 이어 1946년에서 49년까지 일어난
내전은 그리이스를 두개의 정치적, 이념적 진영으로 완전히 분열시켰다. 한
편에는 민족주의 우파가, 다른 한편에는 공산주의 좌파와 비공산주의 좌파로
분열되어 대립하였다. 우파는 자신들을 내부의 적인 좌파로부터 민족과 조국
을 지키는 수호자라고 주장하였다. 오랜 반군주제적 전통을 가진 중도파의
정치 세력은 본래 민족주의 진영에 속하였지만 50년대 말과 60년대 초, 그
들 중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극단적인 좌익으로 돌아섰다. 민족주의 우
파는 중도파가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좌익 지향성을 보이는 것이 공산주의
자의 패배와 함께 내전 이후 정착된 “사회적 체제”를 유지하는데 위험한 요
소가 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1950년대와 60년대 초 중도좌파와
비공산좌파가 강력해짐으로써 기존의 정치체제나 국가 경제를 주도하던 세력
이 위협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위협받은 것은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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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가 아니라, 국가와 군대에 대한 민족주의 우파의 수직적이고 권위주의
적인 통제가 위험에 빠지는 것이었다.
항상 왕실에 충성하였고 스스로 “사회적 체제”와 “우파 국가”의 경비병이
라고 자처하던 군대는 언제나 공산주의로부터 “조국을 구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공산주의는 가상의 적일 뿐이었다. 왜냐하면 이미 금
지된 공산당은 내전 이후 그리이스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제한적으로만
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 때문이다.

3. 군사 독재의 정치적 배경
내전 이후 그리이스 민주주의는 “괴로워하는 민주주의”였다. 헌법은 “병렬
헌법”을 수반했고, 의회주의 체제는 체계적으로 약화되었다. “병렬헌법”은 헌
법의 규정을 “반헌법적인” 방법으로 적용하였다.
왕은 행정의 상징성 수반으로 만족하지 않고, 정치적 권력을 갖고자 하였으
며 정당정치에 직접 간여할 수 있기를 원하였다. 그리고 의회가 대표하는 국
민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수상과 정부를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기를 원했다.
국왕은 헌법상 정부의 통제를 받는 군대의 상징적인 통수권자였다. 그러나
국왕은 스스로를 군대의 지도자로 만들었고 폐쇄적이고 극우민족주의적이며
반민주주의적 세력으로 발전한 군대 내부의 문제에 지속적으로 간섭하였다.
1960년대 초 그리이스의 정치 상황은 통제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1963년 국왕은 민족주의 우파의 콘스탄티노스 카라만리스 정부에게 사퇴
하라고 강요했다. 카라만리스는 자신이 수상으로 재임한 기간에(1956-63) 국
왕의 정치적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의회를 강화”시키려고 노력하였다. 카라
만리스가 강제적으로 사퇴한 이후 “우파의 국가”는 정치적으로 지도자가 없
는 상태로 남아 있었다. 이미 세력이 약화된 국왕의 정치적 간섭은 갈수록
그 추진력을 상실하였다. 그 결과, 국가 권력의 공백을 정치력이 강한 준군
사적, 준국가적 집단들이 메워갔다.
1965년 국왕에 의해 사임하도록 강요받았지만, 대중에게 인기가 높았던
게오기오스 파판드레오가 이끄는 중도연합도, 공산주의자가 주도하던 민주좌
파연합도(EDA) 군대의 간섭을 과소평가하였다. 1964년 총선에서 게오기오스
파판드레오가 이끄는 중도연합이 53퍼센트라는 압도적인 승리를 달성하였다.
그는 이 선거 결과를 통해 국민이 극우파와 군대가 병립된 정치 세력을 형
성하고 있는 상태에 종지부를 찍으라는 과제를 준 것으로 이해하였다. 군대
를 정화하고자 하는 그의 시도는 그러나 실패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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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까지도 국왕 콘스탄티노스는 군대가 자신의 통제 하에 있다고 믿고 있
었다. 그래서 그는 파판드레오가 다시 권력을 잡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군
지도부와 함께 “헌법의 예외적 규정”을 작성하였다. 국왕과 군 장성들은 공산
주의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방어하기 위해 비교적 온건한 “비상사태 체제”를
찬성하였다.
그러나 대령들은 장성들보다 훨씬 더 많은 준비를 하였고 1967년 4월 21
일 쿠테타를 감행하였다. 훗날 게오기오스 파판드레오의 아들이자 중도연합
좌파의 지도자였던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오는 당시의 상황에 대해 “그들은 우
리가 잠자고 있을 때 공격하였다”라고 설명하였다. 스틸리아노스 파타코스
대령이 탱크로 의사당을 포위하고 정부를 사퇴시켰을 때 그리이스의 정치엘
리트들은 실제로 잠자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메타포적인 의미에서 정당정
치의 엘리트들이 수개월 동안 군부 간섭의 위험성을 간과했기 때문에 잠을
잤다고 하는 것이다.
그후 7년간 그리이스는 군부 독재의 비상 사태하에 놓이게 된다.

4. 군부 독재의 성립과 붕괴
1967년 4월 21일의 군사 쿠테타는 - 대령들의 표현에 따르면 ‘1967년 4
월 21일의 혁명’인 - 그리이스 군대의 중·하급 장교들이 일으킨 것이다. 육
군 대령 게오기오스 파파도폴로스를 중심으로 쿠테타를 주도한 사람들은 겨
우 15명에서 20명 밖에 되지 않았으나 이들이 약500명의 장교들을 동원할
수 있었다.
이들 대령들의 조직적, 이념적 기원은 소위 말하는 “그리이스 장교의 성스
러운 연합”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조직은 1950년대 초 결성된 것으로 민족
주의적이고 반공이념을 내세우는 장교들이 은밀히 만든 단체였다. 이 모임이
강제 해산되자 1958년 더 극단적으로 민족주의적이고 반공주의적, 반민주적
인 젊은 서민출신의 장교들의 모임인 소위 “새로운 장교들의 민족연합”이
형성되었다. 그들의 목표는 내전이 종결된 이래 커져가는 공산주의자들의 세
력을 막아내고 민족, 고향 그리고 민족주의 우파 진영, 즉 사회적 종전체제
를 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독재 체제는 대규모의 체포령을 내리고 비상 사태를 선포하였다. 국왕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첫 번째 군사 정부를 임명해야 했다. 그는 나중에
자신을 따르는 장성들과 함께 군사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시도를 하지만 실
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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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정부는 초기에 외국 자본의 유치, 국민총생산의 증가 등 몇 가지 경
제적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로부터 이렇다 할 지지를 얻지
못하였다. 농민의 부채를 탕감해 주는 것처럼 일반 민중에게 유리한 정책 역
시 군부가 기대했던 광범위한 대중의 지지를 이끌어내지는 못하였다. 민족주
의 우파를 포함한 국가의 정치 지도층은 처음부터 군사 정권에 단호하게 저
항하였다. 국제사회 또한 그리이스에 군사 정부가 성립된 것에 경악하고 독
재 정치에 대해 비난하였다. 유럽 민주국가의 정부들, 유럽의회 그리고 빌리
브란트, 올라프 팔메와 같이 영향력 있는 유럽 정치가들도 군부 체제에 반대
하며 해외에 거주하는 그리이스인들이 펼치는 반독재 운동을 체계적으로 지
원하였다. 그 결과 독재 체제는 내외적으로 어떤 지지 세력도 갖지 못한 채
정치적으로 고립되었다. 또한 그리이스 군부 내의 왕정파와 독재파 간의 분
열도 지속되었다. 쿠테타를 주도한 대령들은 전군을 통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것은 소위 “해군의 운동”이라고 불리는 사건이 증명해 주었다. 1973년 해
군 장교들이 봉기하여 군부전복을 시도하였지만 실패하였다. 그렇지만 이들
의 봉기로 인해 군부가 전군에 대한 통제력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 사이 군부는 두번의 국민투표를 통해 왕정을 폐지하고 군부가 얻지 못
한 정당성을 국민으로부터 직접 얻어내기 위해 개헌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국민투표는 “선거 코메디”로 전락하였고 그로 인해 군부의 권위는 더욱 실
추하여 그들이 더 이상 어떻게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상황에 처했음을 분명
히 보여주었다. 파파도포울로스는 군부 체제가 “소진되었음”을 인식하고 제
한된 범위에서 개방과 자유화를 허용하는 절차를 도입하였다. 그는 정치인들
중에서 유일하게 군부 체제에 대해 호의적이었지만 별로 비중이 없던 자유
주의자 스피로스 마르케치니스를 수상으로 임명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군부
체제의 “자체적인 전환”의 틀 내에서 마르케치니스는 서서히 민주주의로 복
귀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의회 선거를 공포하는 과제를 부여받았다. 그
러나 이 시도는 실패하였다. 그 이유는 마르케치니스가 스페인 국왕 후안 카
를로스와 같이 뛰어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군부 장교들 내 “강경파”가
군부 체제가 지속되기를 원하였기 때문이었다. 1967년 4월 쿠테타 주도 세
력중 한 명이었던 데메트리오스 이오안니데스는 이러한 분위기를 이용하여
파파도포울로스가 추진하던 자유화 계획을 철회하기 위해 그에 반대하는 군
사 봉기를 조직하였다.
“마르케치니스의 실험”이 온건한 독재를 가져왔을지, 그리고 통제된 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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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 민주적 전환이 가능했었을지 오늘 날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분명
한 것은 그리이스 독재체제의 “자체적인 전환”의 실패로 인해 싸이프러스의
비극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알고 있다. 지중해에 있는 섬 싸이프러스는 1960
년까지 영국령이었다. 이 섬에는 다수의 그리이스계 주민들과 소수의 터어키
계 주민들이 살고 있다. 이오안니데스의 극단적인 민족주의적 체제는 군부
내부의 분열을 극복하고 대중의 인기를 얻기위해 싸이프러스를 그리이스에
복속시키려고 노력하였다. 그를 위해 이오안니데스는 싸이프러스의 대통령이
었던 마카리오스 주교에 반대하여 군사를 동원하고 1974년 6월 15일에 그
를 해임하였다. 그에 대항하여 싸이프러스의 소수 터키계 주민의 보호자로
자청하는 터키가 군사적으로 간섭하여 섬의 북부를 점령하였다. 싸이프로스
에서 이오안니데스가 시도한 쿠테타는 그리이스 군대가 얼마나 약체인지를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군부체제가 정치적으로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만천
하에 드러냈다. 당시 그리이스와 터어키는 군사적 충돌 직전까지 갔었다. 아
무런 해결책이 안보이던 상황에서 이오안니데스가 정치가들에게 권력을 이양
하고, 1974년 7월 24일 파리에 망명해 있던 민족주의 우파의 지도자이며 전
수상이었던 콘스탄티노스 카라만리스가 그리이스가 민주주의로 전환하는 과
정을 이끌기 위해 귀국하였다.

5.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체제 변동
민주주의로 복귀하는 과정은 즉시 실행되었다. 그것은 장기적인 “체제 전
환”이 아니라 즉시 실시된 “체제 변동”이었다. 그러나 민주주의로 복귀하는
과정이 비록 즉각적인 것이었지만 체제 변동을 통해 겨우 시작된 민주화로
가는 길은 멀고 긴 과정이었다.
카라만리스는 1974년 7월 24일 “민족 연합”이라는 과도 정부를 구성하고
자신의 정치적 진영을 넘어 광범위한 정치세력들로부터 그리이스를 민주주의
로 이끌기 위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유명한 작곡가이자 민주적 좌파 정당
(EDA)의 당원이었던 미키스 테오도라키스가 쓴 “카라만리스 아니면 탱크”라
는 슬로건은 당시 그리이스의 정치적 분위기와 복잡한 상황을 잘 표현해 주
고 있다. 이처럼 위험한 상황에서 카라만리스가 자신의 과제를 감당할 수 있
는 정치가임을 보여주었다. 1974년 그가 제안한 “왕정 또는 공화국”이라는
문제를 두고 실시한 국민투표에서 유권자들의 절대 다수(69퍼센트) 가 왕정
폐지를 택했다. 좌파 세력뿐만 아니라 카라만리스 자신도 더 이상 분리되지
않은 정치적 권력을 정착시키고자 하였고 이를 통해 내전 이후 “괴로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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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가 형성되었던 제도적 원인을 제거하고자 하였다. 카라만리스는 군
사 독재가 붕괴된 지 몇 달 후 공산당을 합법화시키면서 정치적 발전을 이
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초석을 놓았다. 이것은 과거에 “괴로워하는 민주
주의”가 등장할 수 있었던 주요 원인이 공산주의의 위협을 아주 위험한 것
으로 낙인 찍었기 때문이다. 공산당의 합법화는 그들을 도구로 악용할 기반
을 제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산당 자체도 수십년에 걸친 비합법적 활동을
접고 합법적 투쟁을 해야만 하도록 만들었다.
1974년의 체제변동으로 인해 독재가 붕괴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전 이후의
권력 체계도 붕괴되었다. 체제 변동은 결국 국가의 정치적, 사회적 생활에서
의 “단절”을 표시하는 것이다. 새로운 대중정당들이 출현했는데 카라만리스
는 우파 보수적인 국민정당인 신민주당을,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오는 중도 좌
파의 범그리이스 사회주의 운동인 “파속(PASOK)”을 창당하였다. 창당 초기
에 파속은 “좌파의 좌측”에 서 있다고 자주 평가 받았다. 신민주당과 파속은
현재까지 이념적으로 삼분된 정당 체계에서 번갈아 가며 정부를 구성하고
있다.
이 두 정당이 등장했다는 사실과 정당 체계의 분화, 비중있는 반체제 정당
의 부재, 그리고 정당 간 경쟁으로 발생하는 원심적 역동성 등은 그리이스
정치에서는 새로운 현상이었다. 정당 체계의 양극화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정당 간 경쟁은 비교적 원만한 상태를 유지하였으며 정부의 교체 또한 정당
간 합의에 따라 이루어졌다. 내전 이후의 “철저한” “우익 국가”는 이제 사라
졌고 정당들이 교체해 가면서 정부와 여당을 구성하는 정당민주주의가 자리
잡았다.
독재로 인해 국제적으로 오랫동안 고립되었던 그리이스가 다시 국제 공동
체의 일원이되어, 1981년에는 유럽공동체의 정회원이 되었다. 유럽 연합의
열 번째 회원으로써 그리이스는 현재 통합된 유럽의 핵심 멤버이다. 그리이
스가 유럽연합에 가입하는 문제를 두고 내부에서는 정당 정치적인 갈등이
있었다. 1981년 정부 여당이었던 파속은 원칙적으로 유럽연합 가입에 반대
하면서도 가입 조약을 비준하였고 1990년대에는 그리이스가 유럽 통화연합
에 가입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그리이스는 유럽연합의 일원이면서도 전통적인 사회로 아직 남아있다. 가
족과 교회가 사회적 생활의 중심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상황이
정상화된 이후 새로운 생활양식이 등장하였다.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국민들
은 소비자 성향을 보인다. 새로운 통신 수단의 도입, 특히 텔레비젼과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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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의 등장은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바꾸어 놓았다. 교육 영역의 확대로 젊은
세대에게 사회적 상승 기회가 많아지고 사회적 유동성이 증가하였으며 궁극
적으로 전통적인 사회의 여러가지 제약이 느슨해졌다.
이러한 폭넓은 정치적, 사회적 변동은 언급할 만한 갈등 없이 이루어졌다.
그리이스 사회에 과거와 마찬가지로 근대화의 진전을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
이 아직까지 존재한다는 것을 볼 때 이러한 변화는 더욱 인상적인 것이다.
그리이스에는 현재 전문 서적에서 “수비적 문화”라고 일컫는 과거의 문화와
이 문화를 기반으로 형성된 “수비적 사회”라고 부르는 문화를 주도하는 전
통적 세력들이 여전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체제 변동은 결국 내전 이
후의 이념, 제도, 정치 과정 그리고 생활 방식과의 단절을 의미하지만, 일정
분야에서는 이러한 가치들의 연속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1990년대에 민족주의적 이데올로기가 다시 표면으로 부상하였다. 동구권
공산주의 붕괴와 발칸 지역의 새로운 질서 성립은 문화적 불확실성과 민족적
두려움을 강화시켰다. 일부 좌·우파의 정치 엘리트, 정당과 유권자, 그리고 그
리이스 정교도 중에는 슬로보단 밀로세비치의 종족적 공산주의와 기독교-그리
이스 정교파 세르비아와 연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들 연대는 구유고슬라
비아 지역에 “마케도니아”라는 이름을 가진 작은 국가를 승인하는 것에 반대
하는 대중 집회를 조직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역사적으로 왜곡된 주장을 내세
워, 마케도니아는 전적으로 그리이스의 영역이기 때문에 “마케도니아”라는 이
름은 그리이스와 그리이스인들만이 사용할 수 있다고 고집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생활 방식과 태도가 자유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치보수주
의와 폐쇄적인 세계관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1990년 중반
부터 종교성과 교회 신도가 증가하였고, 외국인 혐오증이 유럽 어느 국가에
서보다 강력하며(유럽바로메터 1997), 절대 다수가 “법과 질서”의 가치를 받
아들이고 있다(80퍼센트 이상, 반면에 스페인인 60퍼센트 네덜란드는 55퍼센
트). 정당보다 교회와 군대가 국민으로부터 더 많은 신뢰를 받고 있으며, 이
들은 정당과 의회에 비해 훨씬 영향력이 많은 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1974년의 체제 변동으로 “철저한” “우익 국가”는 사라졌다. 1980년대 초
가 되면 그 자리에 파속과 새로운 민주주의 간의 “정당 카르텔”로 이루어진
연줄국가가 들어서게 된다. “철저한” “우익 국가”가 수십 년 동안 좌파를 정
권으로부터 제외했기 때문에 이제는 좌파가 공직을 점령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으로 파속정부는 1980년대 국가를 접수하였고 그 당시 파속의 당원증은
국가공직에 진출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간주되었다. 2004년 정권을 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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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주당도 이와 동일한 요구를 하였다. 20년 동안 야당이었던 신민주당 당
원들이 과거에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이제
는 이들이 공직을 점령하고자 하였다. 파속과 신민주당은 서로 국가를 이용
하고 있다고 비난하지만 그 누구도 정치에서 국가와 정당의 연줄주의를 제
거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6. 체제변동 : 변동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것. 소극적 과거청산
대령들이 세운 4월 체제는 적대세력들이 강력하고 단결했기 때문이 아니
라 체제 자체의 약점 때문에 무너졌다. 민주주의로의 전환은 민주주의자들과
대령들 간의 협상이나 양보도 없이 이루어진 것이다. 민주진영의 정치 세력
들은 민주화 프로젝트를 스스로 구상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기회를 얻었
다. 정치적 전권을 위임받았다는 것이 민주주의를 공고화하는 데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지만 정치적, 사회적 자기성찰을 하는데, 그리고 과거청산작업에
도움을 준 것은 아니다. 독재가 어떻게 가능했을까, 정당들이 어떤 실책을
범하였고 어떤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는가, 각 당과 정치적 진영들의
지도부가 무엇을 잘못 했는가 하는 문제들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채
이에 대한 피상적인 해답만 내려질 뿐이다. 과거의 실책에 관해 자기성찰을
했더라면 자신의 실책과 소홀했던 점뿐만 아니라 내전 이후와 독재 이후 각
정파들 간에 지속성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보았을 것이다.

7. 실책과 미비한 점에 관해서
그리이스는 내전이 종결되었을 때 정치적, 이념적으로 심각하게 분열된 사
회였다. 사회의 분열은 정당정치적 세력간의 합의, 정당과 연정 간의 협력,
그리고 하층 국민들을 도와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유럽의 정치사에는 네덜란
드,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과 같이 사회정책적으로 분열되었으면서도 협상과
합의를 통해 성공적으로 통치한 사례가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그리이스의
경우 정치적, 이념적 분열은 정당 간의 극단적인 적대감 즉 안타고니즘을 가
져왔을 뿐이었다. 그것은 결국 “괴로워하는 민주주의”를 탄생시키거나 국가
를 통치 불가능의 상태로까지 몰아가는 결과를 가져왔다. “병렬국가”, “병렬
헌법” 그리고 다양한 반의회적 세력권 등은 끝없는 정치적 적대주의와 민주
주에 대한 괴로움의 일차적 원인이 아니라 그 부산물이었던 것이다. 정부 차
원에서 일어나는 극단적 분열은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1989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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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사이에 있었던 것처럼 국가가 일시적으로 통치불능 상태에 빠지거나
교육, 경제 분야에서 현재 개혁이 정체하고 있는 것도 결과적으로 보면 아직
까지 지속되는 정치적 분열의 산물이다. 파속과 신민주당이 정치프로그램에
서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없으면서도 마치 정치적, 이념적으로 큰 차이가 있
는 것처럼 부풀려서 인위적으로 위기를 만들어내 혼자만이 정권을 잡아야
한다는 요구를 정당화하려 한다.

8. 자기 비판의 부재에 관해서
그리이스의 정치적, 사회적 엘리트들은 독재가 등장하는 과정에서 자신들
이 져야할 책임에 관해서 제대로 고민을 해 본 적이 없다.
신민주당은 자신이 마치 새로운 정당인 것처럼, 그래서 독재 이전의 보수
우파인 민족주의 과격 연합과(ERE)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처럼 행동했다.
신민주당 자체는 당연히 새로운 정당이다. 그러나 이 정당은 민족주의 과격
연합의 전통에서 출발하였다. 신민주당은 이러한 유산을 부인함으로써 독재
체제가 등장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주었던 과거의 실책에 대한 책임
을 회피하고자 한다. 이렇게 신민주당은 자신을 과거로부터 분리시켰고 이는
아주 의도적인 결단이었다. 이들은 일상의 정부 업무에 집중하였고 거대한
정치적 목표를 세웠다. 민주화, 경제성장, 유럽공동체로의 통합 등 신민주당
의 당수 카라만리스가 추구하는 것들이 목표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자신들의
과거는 청산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들은 정치적 반대자들, 특
히 파속에게 자신들의 과거를 들추고 끊임없이 독재 이전의 ERE, 그리고
“우익 국가”와 관련지어 공격할 빌미를 제공했다. 자유주의 중도파에서 유권
자들의 지지를 얻는 문제와 관련, 신민주당이 안고 있던 어려움은 바로 이렇
게 해결도, 청산도 하지 못한 과거문제가 원인이 될 수 있다. 신민주당이 그
리이스 유권자들에게 새로운 정당으로 다가갈 수 있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
은 과거에 대한 성찰을 동반하는 앞으로의 도약이다.
파속의 경우에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비록 구 중도연합에서 출발하였고
중도 자유주의 유권자들의 많은 수를 끌어모았지만 파속은 실제로 부담스러
운 과거의 짐이 없는 새로운 정당으로 등장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로서 파속
은 독재 이전의 중도연합으로부터 거리를 두었고, 자신의 정치적 극단주의를
온전히 펼칠 수 있었다. 이런 이유로 파속은 과거 청산 문제에 대해 아주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파속의 언술은 아주 과격한 것이었다. 예를 들자면, 민
주주의로의 전환이 큰 갈등 없이 진행되었다는 것이 “나토의 감시에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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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었던 것일 뿐이고 미국과 우파가 그리이스의 독재에 책임이 있다는 등
의 비난은 부분적으로는 맞지 않는 주장이며 복잡한 정치상황을 전혀 설명
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극단적인 주장들은 파속의 좌
파 과격주의와 반미주의를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반우익적인 반미 감정 감정
을 불러 일으키는 데 도움을 주었다. 결국 과거 문제가 정치적, 이념적 그리
고 선거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파속은 절대로 과거를 청산하고자 하지 않았던 것이다.

9. 에필로그 : 소극적 과거청산에도 불구하고 실현된 민주주의의
공고화
소극적인 과거 청산 작업은 군부 독재 체제에 대해 이중적인 평가를 낳는
결과를 가져왔다. 80년대 말 31퍼센트의 국민이 독재가 “그리이스에 좋은
결과와 동시에 나쁜 결과도 가져왔다”고 응답하였다. 20년이 지난 2007년의
조사에서는 독재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눈에 띠게 증가하여 국민의 61퍼
센트가 독재시기에 그리이스가 잃은 것뿐만 아니라 얻은 것도 있다는 점에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동의하였다.
독재를 이중적으로 평가한다거나 또는 권위주의 지배 체제를 미화한다는
것이 민주적 체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비록 국민의
다수가 대통령제 정부 형태와 직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을 순수한
의원내각제 정치 체제보다 선호한다고 하지만, 88퍼센트의 국민이 민주주의
를 다른 어떤 국가 형태보다 옹호하고 있다.
그리이스의 민주주의가 공고화 되는 데에는 유럽 공동체 가입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것은 그리이스의 유럽연합 가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결
말지은 수상 콘스탄티노스 카라만리스의 공적이다. 그의 인격과 그가 유럽의
정치 지도자들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으므로 인해 그리이스가 유럽 공동체에
가입하는 것을 너무 성급한 결정이라고 여기던 브뤼셀의 기술관료의 반대를
무시할 수 있었다. 그리이스가 유럽 연합으로부터 받은 다양한 경제보조의
규모는 아주 막대한 것이었다. 유럽연합은 매년 그리이스 국민총생산의 약 4
퍼센트가 되는 액수를 지원했다. 국가의 발전을 촉진하고 민주주의를 개선하
고 공고화한 것은 경제적 원조와 더불어 그리이스가 유럽의 제도적 자산을
수용한 덕이었다.
결국 그리이스의 경험에서도 “제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었
다. 정치적 정당 체계 등의 제도적 개선은 민주주의 안정화와 이념적 극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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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한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다시 말하면, 이념적 양극화와 과거의
유산이 더 이상 다원적 민주적 제도에 반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정치의 제
도화와 민주적 요구 사항들은 정치적 행위자들의 권력욕과 극단적인 이념
대립을 완화시켰다.
민주주의 공고화에는 제도만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에서 상징성도 중
요한 역할을 한다. 즉 “상징적 정책이 중요하다”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실질적”, “생산적인 정치”뿐만 아니라 “의례적이고” “연출적인 정치”도 민
주주의를 강화하는데 많은 기여를 한다는 것이다. 파속의 창설자이자 11년
동안(1981-89, 193-96) 그리이스의 수상이었던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오와 같
은 카리스마 있는 정치가는 상징적 정치의 장인이었다. 그는 의도적으로 “특
권층”과 “특권이 없는 사람”들, “민족적, 독립적이고” “외세에(미국과 서유
럽) 종속된 행위자”들로 이루어진 가시적 세계, 즉 환상의 세계를 연출하였
다. 그가 연출한 양분된 가시적 세계를 통해 파판드레오는 국민의 감정을 동
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를 모을 수 있었다. 또한 반우익 유권자들의
극단적이고 공격적인 잠재력을 완화시켰다. 파판드레오의 가시적 세계가 유
권자의 대부분에게는 정치적 현실이 되었던 반면에 그는 “실질적인” 정치에
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결정들을 내렸다.
그리이스는 안정된 민주 공화국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민주화와 근대화
과정은 앞으로도 계속 되어야만 한다. 국민들은 근대화와 유럽화에 대해 아
직도 많이 두려워하고 있고, 극단적인 반근대화론자들과 반유럽주의자들은
이런 두려움을 부추기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근대화론자들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피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그리이스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민주주의를 향해 가는 모든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용
감한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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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 Übergang Griechenlands von der Diktatur zur
Demokratie. Oberflächliche Vergangenheitsaufarbeitung und
Modernisieungswiderstände
Prof. Dr. Vassiliki Georgiadou (Panteion Universität, Αthen/GR)

1. Über die Topographie und die Kultur des Landes
Griechenland liegt am östlichen Mittelmeer im Südosten Europas. Seine
Gesamtfläche beträgt 130.000 km2 und dort leben heute 11 Mio. Einwohner,
darunter ca. eine Million Zuwanderer, die aus dem Balkan- und dem
osteuropäischen Raum, wie auch aus ostasiatischen und afrikanischen Ländern
kommen.
Bis Anfang der ‘90er Jahre war Griechenland ein kulturell homogenes Land.
Mit

Ausnahme

einer

griechisch-muslimischen

Minderheit

türkischer

Abstammung im Nordosten (Thrazien), gehören die Einheimischen einer der
christlichen Kirchen an – 97% gehören der griechisch-orthodoxen Kirche an
und sprechen griechisch. Nach dem Zusammenbruch des Kommunismus und
aufgrund

der

zunehmenden

Migrationsströmungen

entwickelt

sich

Griechenland zu einer multikulturellen Gesellschaft.
Griechenland ist seit 1974 eine parlamentarische Demokratie und seit 1981
ein volles Mitglied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 Die Demokratie in
Griechenland ist zwar konsolidiert, hat aber die ‘schwarzen Flecken’ ihrer
Geschichte (Bürgerkrieg, Diktatur) noch nicht genug aufgearbeitet. Deswegen
bleibt bis heute, 33 Jahre nach dem Sturz der Diktatur und dem Übergang
zur Demokratie, die Anziehungskraft jener Ideologien, die das Aufkommen
der Militärdiktatur begleitet haben, immer noch st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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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tationen der politischen Geschichte Griechenlands
Das heutige Griechenland war seit 1453 Teil des Osmanischen Reiches.
Griechenland gewann seine Unabhängigkeit mit dem Befreiungskampf von
1821, der mit Hilfe der sogenannten “Schützmächte” (England, Frankreich,
Rußland) erfolgreich endete. Mit der Unterschreibung des Londoner Protokolls
von 1830 wurde Griechenland zu einem selbständigen, wenn auch kleinen,
Staat mit Erbmonarchie erklärt. Seitdem vergrößerte Griechenland ständig sein
Territorium und erreichte mit dem Pariser Kongreß (1947) seine heutigen
Grenzen. Trotz der territorialen Erweiterung blieb jahrzehntenlang die “Große
Idee” eines Griechenlands, dessen Grenzen identisch mit den Grenzen des
Byzantinischen Reiches wären, mehr oder weniger die offizielle Politik des
Landes und der tiefe Wunsch eines großen Teils der Bevölkerung. Die Politik
der “Großen Idee” hat zwar zu Staatsniederlagen geführt (z.B. zur
“Kleinasiatischen Katastrophe” von 1922), den griechischen Irredentismus und
Nationalismus hat sie aber trotzdem wach gehalten.
Parlamentarische Institutionen sind schon mit der Gründung des Staates
eingeführt worden. Griechenland wurde 1843 eine Verfassungsmonarchie und
1864 entwickelte sich zur königlichen Demokratie. Das allgemeine Wahlrecht
für die Männer gilt mit wenigen Ausnahmen seit 1843 und entgültig seit 1864;
ein parlamentarisches Regierungssystem existiert schon seit 1875. Obwohl der
Parlamentarismus im Laufe der griechischen Geschichte selten abgeschafft
worden ist, war seine Einführung nicht das Ergebnis von Massenkäpfen. Mit
anderen Worten, der Parlamentarismus, obwohl von Anfang an da gewesen,
war nicht tief in der Gesellschaft verwulzelt. Er kam duch einen Kompromiß
der herrschenden Eliten zustande und wurde von oben oktroyiert.
Der Parlamentarismus hat eine lange Geschichte in Griechenland. Lang ist
aber auch die Geschichte seiner Verzerrung. Die griechische Gesellschaft ist
zwar eine kulturell homogene und in der ersten langen Phase der
Staatsgründung eine sozial undifferenzierte Gesellschaft; sie ist aber auch eine
politisch-ideologisch tief gespaltene Gesellschaft. Von Anfang an waren Staat
und Gesellschaft von verschiedenen Machtzentren (Hof, Armee, Kirche,
Parlament, Regierung) beeinflußt: je tiefer die politisch-ideologischen
Spaltungen wurden, desto intensiver erschienen die antiparlamentaris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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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nmischungsversuche obiger Machtzentren.
Nach dem Bürgerkrieg von 1946-49, der der deutschen Besatzung (1941-45)
folgte, war Griechenland in zwei politisch-ideologischen Lager gespaltet: die
Nationalrechte auf der einen Seite und die kommunistische und
nicht-kommunistische Linke auf der anderen Seite. Die ersten verstanden sich
als Hüter der Nation und der Heimat, die sich von den Linken – dem
sogenannten “inneren Feind”– bedroht fühlten. Die politischen Kräfte des
Zentrums, das eine lange antimonarchistische Tradition hatte, gehörten zwar
dem nationalen Lager an, Ende der ‘50er/Anfang der ‘60er Jahre machte
jedoch ein bedeutender Teil davon eine politische Linksradikalisierung durch.
Die Nationalrechten hielten die Zunahme der Wahlkraft des Zentrums und
seine Linksorientierung für eine große Gefahr für die Aufrecherhaltung des
“sozialen Regimes”, das sich nach Ende des Bürgerkrieges mit der Niederlage
der Kommunisten etablieren konnte. Das Erstarken des linken Zentrums und
der nicht-kommunistischen Linke in den ‘50er und Anfang der ‘60er Jahre
bedrohte jedoch in der Wirklichkeit weder das politische noch das
ökonomische Establishment des Landes (Mouzelis). D.h., daß dadurch nicht
das “soziale Regime” sondern die monolithische und autoritäre Kontrolle des
Staates und der Armee von den Nationalrechten in Gefahr geriet.
Die Armee, die dem Hof immer treu war und sich selbst als Wächter des
“sozialen Regimes” und des “Staates der Rechten” verstand, war immer darauf
aus, vom Kommunismus “die Heimat zu retten”. Kommunismus war aber
in Wirklichkeit nur ein fiktiver Feind und die Kommunistische Partei, die
unter Verbot stand, konnte nach dem Bürgerkrieg nur einen begrentzen Einfluß
auf die Geschehnisse in Griechenland ausüben.

3. Politischer Hintergrund der Militärdiktatur
Die Demokratie der Nachbürgerkriegszeit war eine “kachektische
Demokratie”

(Nikolakopoulos).

Die

Verfassung

wurde

von

einer

“Nebenverfassung” begleitet (Manesis), die das parlamentarische Regime
systematisch

schwächte.

Die

“Nebenverfassung”

wandte

die

verfassungsrechtlichen Normen in einer “antiverfassungsmässigen” Weise an:
• Der König genügte sich nicht damit der symbolische Träger der Exeku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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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 sein; er wollte politische Macht haben, sich in die partei-politischen
Angelegenheiten direkt einmischen und unabhängig von dem parlamentarisch
manifestierten Volkswille den Ministerpräsident und die Regierung ernennen
und entlassen.
* Der König war verfassungsgemäss der symbolische Führer der Armee,
die der Regierungskontrolle unterlag. Der Monarch machte sich aber zum
Führer des Militärs und mischte sich ständig in die inneren Angelegenheiten
der Armee ein, die sich zu einer geschlossenen, ultranationalistischen und
antidemokratischen Kraft entwickelt hatte.
Anfang der ‘60er Jahre war die politische Situation in Griechenland aus
den Fugen geraten:
Der

Ministerpräsident

der

nationalrechten Regierung Konstantinos

Karamanlis wurde 1963 vom König zum Rücktritt gezwungen. Karamanlis
hatte im Laufe seiner Regierungszeit (1956-63) versucht den Einfluß des
Königs in der Politik zurückzudrängen und “das Parlament zu stärken”
(Ganslandt). Nach dem erzwungenen Rücktritt von Karamanlis blieb der “Staat
der Rechten” politisch führungslos. Die politischen Interventionen des
geschwächten Königs verloren zunehmend an Durchsetzungskraft. Die so
enstandene Machtlücke im Staat konnte mit der Zeit die politisch starken
paramilitärischer und parastaatlicher Gruppen ausfüllen.
Die Zentrumsunion des populären Volkstribuns Georgios Papandreou, der
auch 1965 vom König zum Rücktritt gezwungen war, wie auch die
kommunistisch majorizierte Vereinigung der Demokratischen Linke (EDA),
haben sich um die Interventionsmacht der Armee verschätzt. Bei den
Parlamentswahlen von 1964 hat die Partei von Georgios Papandreou einen
überweltigenden Sieg von 53% errungen, was er als ein Auftrag des Volkes
interpretierte, mit der Parallelmacht der Ultrarechten und des Militärs Schluß
zu machen. Sein Versuch die Armee zu säubern, schlug jedoch fehl.
Bis zu dieser Zeit glaubte der König Konstatinos, daß er das Militär unter
seiner Kontrolle hielt. Er hatte zusammen mit der Armeeführung eine
“Verfassungsabweichung” (“ektropi”), wie man sie nannte, vorbereitet um die
Rückkehr Papandreou an die Macht zu verhindern. Er und die Generäle in
der Armee hatten ein relativ gemäßigtes “Ausnahmeregime” (Poulantz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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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ührwortet, um die angebliche kommunistische Gefahr abzuwehren.
Die Obristen waren aber besser vorbereitet als die Generäle und putschten
am 21. April 1967. “Sie haben uns im Schlaf erwischt”, hat später Andreas
Papandreou, der Sohn von Georgios Papandreou und Führer des linken Flügels
der Zentrumsunion, gesagt. Die partei-politische Elite Griechenlands war
tatsächlich im Schlaf als die Panzer des Oberst Stylianos Patakos das
Parlament umzingelten und die Regierung absetzten. Metaphorisch gemeint
war aber auch die partei-politische Elite im Schlaf, weil sie monatenlang die
Gefahr einer militärischen Intervention bagatellisierte.
Für die nächsten sieben Jahre (1967-74) herrschte in Griechenland der
Ausnahmezustand der Militärdiktatur.

4. Errichtung und Sturz der Militärdiktatur
Die Militärdiktatur von 21. April 1967 – die “Revolution von 21. April
1967” nach der Begrifflichkeit der Obristen – war eine Bewegung von unteren
und mittleren Offizieren der griechischen Armee. Die Protagonisten des
Putsches, an deren Spitze der Colonel Georgios Papadopoulos stand, zählten
nicht mehr als 15 bis 20 Leute, die eine Gruppe von ca. 500 Offizieren
mobilisieren konnten.
Die organisatorischen und ideologischen Ursprünge der Obristen sind in
der sogenannten “Heilige Bindung der Griechischen Offiziere” (IDEA) zu
finden, eine konspiratorische Vereinigung von nationalistischen und
antikommunistischen Offizieren, die Anfang der ‘50er Jahre entstanden ist.
Da diese Vereinigung später zur Auflösung gezwungen wurde, hat sich 1958
eine ultranationalistische, extrem antikommunistische und antidemokratische
Gruppe von jüngeren, mit Volksabstammung und ohne soziale Stütze
Offizieren die sogenannte “Nationale Vereinigung Neuer Offiziere”, formiert.
Ihr erklärtes Ziel war es den Nachbürgerkriegsstaat gegen die aufkommende
Macht der Kommunisten zu verteidigen, um die Nation, die Heimat und das
nationalrechte Lager, d.h. das soziale Nachbürgerkriegsregime zu retten.
Das diktatorische Regime hatte Massenverhaftungen vorgenommen und den
Ausnahmezustand über das Land verhängt. Der König hatte, ob er es wollte
oder nicht, die erste Militärregierung vereidigt, die er aber später zusam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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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 königstreuen Generälen erfolglos zu stürzen versuchte.
Das Militärregime fand keine nenneswerte Unterstützung bei der
Bevölkerung, obwohl es am Anfang manche ökonomische Erfolge vorweisen
konnte, wie z.B. die Zunahme der Auslandsinvestitionen und den Zuwachs
des Bruttoinlandsproduktes. Auch klientelistische Maßnahmen zugunsten der
Volksschichten, wie z.B. die Abschaffung der Schulden der Bauern bei der
Agrarbank, haben die erhofte Unterstützung breiter Schichten nicht mit sich
gebracht. Die politische Führung des Landes, der nationalrechten Elite
eingeschloßen, hat von Anfang an eine entscheidende Position gegen das
Regime bezogen. Das Ausland war entsetzt über die Entwicklungen in
Griechenland und verurteilte die Diktatur. Die demokratischen Regierungen
Europas, das Europäische Parlament und einflußreiche Politiker Europas (wie
z.B. Willy Brandt und Ulof Palme) haben sich gegen das Regime geäußert
und die antidiktatorische Bewegung der Auslandsgriechen systematisch
unterstützt. Die Diktatur blieb also politisch isoliert, ohne innere oder äußere
Stütze. Aber auch das griechische Militär blieb weiterhin in philo-königlichen
und philo-diktatorischen Kräften gespaltet. Die Obristen vermochten es nicht
die Streitkräfte ganz unter ihrer Kontrolle zu halten. Das bewies die
sogenannte “Bewegung der Marine”. Im Jahre 1973 versuchten Offiziere der
Marine duch einen Aufstand das Militärregime zu stürzen, allerdings ohne
Erfolg. Trotz des Fehlschlagens der Meuterei der Marine war nun allen bewußt
geworden, daß die Militärregierung die Kontrolle über die Streitkräfte verloren
hatte.
In der Zwischenzeit unternahm die Militärregierung den Versuch durch zwei
Referenten über eine grundlegende Änderung der Verfassung, die zur
Abschaffung der Monarchie führen sollte, die fehlende Legitimation direkt
beim Volke zu hollen. Die Volksabstimmungen gerieten in “Wahlkomödien”
(Alivisatos), was die Autorität des Regimes noch mehr untergrub und die
Auswegslosigkeit, in der es befand, offenbarte. Papadopoulos erkannte die
Tatsache, daß sein Regime “verbraucht” war (Tzortzis) und leitet einen Prozeß
der

begrenzten

Öffnung

und

Liberalisierung

ein.

Er

berief

zum

Ministerprasidenten einen ehemaligen liberalen Randpolitiker, Spyros
Markezinis, der als einziger sich positiv über das Militärregime geäußert ha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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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 Rahmen dieser “Selbsttransformation” des Regimes erhielt Markezinis den
Auftrag Parlamentswahlen auszuschreiben um die langsame Rückkehr zur
Demokratie zu ermöglichen. Der Versuch der “Selbsttransformation”
scheiterte nicht nur weil Markezinis kein Juan Carlos war, sondern auch weil
sich die “hard-liners” im Offiziercorp die Fortsetzung des Militärregimes
wünschten. Diese Stimmung in der Armee nutzte Demetrios Ioannides aus,
der einer der stärksten Männer des April-Regimes von 1967 war. Er
organisierte

einen

Militärputsch

gegen

Papadopoulos,

um

seine

Liberalisierungspläne rückgängich zu machen.
Ob das “Markezinis-Experiment” zu einer gemäßigten Diktatur gefüht hätte
oder ob die demokratische Transformation unter einer kontrollierten Diktatur
möglich wäre, wissen wir heute nicht. Wir wissen aber daß das Scheitern
der “Selbsttransformation” der griechischen Diktatur die Zuperntragödie
hervorgebracht hat. Zypern ist eine Insel im östlichen Mittelmeer. Die Insel
war bis 1960 britische Kolonie. Sie wird von einer grischischen Mehrheit
und einer türkischen Minderheit bewohnnt. Um Popularität zu gewinnen und
die inneren Spaltungen des Obristen-Regimes zu überwinden strebte das
ultranationalistische Regime von Ioannides die Angliederung Zyperns an
Griechenland an. Deswegen ging Ioannides gegen den Präsidenten der Insel
Erzbischof Makarios militärisch vor. Makarios wurde am 15. Juli 1974 von
Ioannides gestürzt. Unter Berufung auf ihre Rolle als Garantie- und
Schutzmacht der türkisch-zypriotischen Minderheit intervenierte die Türkei
militärisch und besetzte den nördlichen Teil der Insel. Der Putsch von
Ioannides auf Zypern hat nicht nur die absolute Schwäche der griechischen
Schreitkräfte offenbart, er demonstrierte aber zugleich die politische
Gefährlichkeit des Obristen-Regimes. Griechenland und die Türkei standen
kurz vor einer militärischen Auseinandersetzung. Vor dieser auswegslosen
Situation übergab Ioannides den Politikern die Macht. Am 24. Juli 1974 kehrte
Konstantinos Karamanlis, der ehemalige Ministerpräsident und Führer der
Nationalrechten, aus seinem Pariser Exil zurück, um den Übergang
Griechenlands zur Demokratie in Gang zu setz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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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Regimewandel: “auf der Stelle” und andauernd
Die Rückkehr zur Demokratie geschah “auf der Stelle” (Voulgaris). Es
ginge nicht um eine langfristige “Regimetransformation” sondern um einen
sofortigen “Regimewandel”. Die Rückkehr zur Demokratie geschah zwar “auf
der Stelle”, die Demokratisierung erwies sich aber als ein lang andauernder
Prozeß, der mit dem Regimewandel gerade begonnen hatte.
Karamanlis bildete am 24. Juli 1974 eine Übergangsregierung der
“Nationalen Einheit” und vereinigte auf sich den Konsens von politischen
Kräften weit über sein Lager hinaus, um das Land zur Demokratie zu führen.
Der Spruch “entweder Karamanlis oder die Panzer”, den der berühmte
Komponist und Mitglied der Partei der Demokratischen Linke (EDA) Mikis
Theodorakis formuliert hat, drückte die politische Stimmung und die prekäre
Situation in Griechenland der damaligen Zeit aus. In dieser gefährlichen
Situation erwies sich Karamanlis als ein Staatsmann: Bei dem Referendum
von 1974 über die Frage “Monarchie oder Republik”, das er initiiert hat,
entschieden sich die Wähler mit großer Mehrheit (69%) für die Abschaffung
der Monarchie. Nicht nur die linken Kräfte sondern auch Karamanlis
persönlich wollten eine ungeteilte politische Macht etablieren und die
institutionellen Voraussetzungen der “kachektischen Demokratie” der
Nachbürgerkriegszeit abschaffen. Mit der Legalisierung der Kommunistischen
Partei wenige Monaten nach dem Zusammenbruch der Militärdiktatur hat
Karamanlis einen wichtigen Schritt in diese Richtung gemacht. Das
Aufkommen der “kachektischen Demokratie” stütze sich in der Vergangenheit
auf der Dämonisierung der kommunistischen Gefahr. Die Legalisierung der
K.P. hat nicht nur diese Dämonisierung in ihrer Basis erschüttert, sondern
auch die K.P. selbst gezwungen, nach vielen Jahrzehnten illegaler Tätigkeit,
sich auf den legalen Kampf zu orientieren.
Mit dem Regimewandel von 1974 brach nicht nur die Diktatur sondern
auch

das

Machtsystem

der

Nachbürgerkriegszeit

zusammen.

Der

Regimewandel signalisierte einen “Bruch” (Voulgaris) im politischen und
gesellschaftlichen Leben des Landes:
Neue Massenparteien traten auf – Karamanlis hat die rechts-konservative
Volkspartei Neue Demokratie gegründet und Andreas Papandreou 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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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hellenische Sozialistische Bewegung (PASOK), eine Partei die links des
Zentrums steht obwohl sie in ihren Anfängen oft “auf der linken Seite der
Linken” (Moschonas) gestanden hatte. Neue Demokratie und PASOK bilden
bis heute die zwei Regierungspole des ideologisch tripolaren Parteiensystems.
Neu im Parteiensystem sind nicht nur die beiden Regierungsparteien
sondern auch die begrenzte Fragmentierung des Parteiensystems, der Mangel
an bedeutende Antisystemparteien und die zentrifugale Dynamik des
Parteienwettbewerbs.

Trotz

der

fortsetzenden

Polarisierung

des

Parteiensystems bleibt der Parteienwettbewerb gemäßigt und mit der Zeit ist
jeder Regierungswechsel von Konsens begleitet. Der “tiefe” “Staat der
Rechten” in der Nachbürgerkriegszeit ist verschwunden und eine
Parteiendemokratie mit Parteienwechsel an die Regierungs- und Staatsmacht
hat sich etabliert.
Griechenland, nach einer langen Isolationszeit wegen der Diktatur, ist
wieder in der internationalen Gemeinschaft integriert. Das Land ist seit 1981
Vollmitglied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 Als zehntes Mitglied der E.G.
gehört Griechenland zu den Kernmitgliedern des vereinten Europas. Seine
Mitgliedschaft hat partei-politische Auseinandersetzungen hervorgerufen:
Obwohl die PASOK sich gegen den Entritt Griechenlands in die E.G. geäußert
hatte, hat sie als Regierungspartei den Eintrittsvertrag (1981) ratifiziert und
in den ‘90er Jahren intensiv für die Aufnahme des Landes in die
Währungsunion gearbeitet.
Griechenland war und bleibt eine traditionelle Gesellschaft; Familie und
Kirche stehen im Mittelpunkt des sozialen Lebens. Trotzdem kamen neue
Lebensweise nach der Normalisierung des politischen Lebens zum Tragen.
Die Anhebung des Lebensstandards bringt eine Verbrauchermentalität hervor.
Die neuen Kommunikationsmittel, allen voran das Fernsehen und neulich auch
das Internet, ändern die traditionellen Lebenseinstellungen. Die Erweiterung
des Bildungssektors hat eine Beschleunigung der Mobilität und der
Aufstiegschancen der jungen Leute zur Folge, was traditionelle Bindungen
aufweicht.
Dieser eindrucksvolle politischer und gesellschaftlicher Wandel geht ohne
nenneswerter Friktionen vonstatten, obwohl immer noch, wie in 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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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gangenheit, Modernisierungsvorstöße mit Argwohn begleitet sind. Im
heutigen Griechenland sind immer noch jene traditionellen Kräfte stark, die
eine Kultur hervorbrachten, welche in der einschlägigen Fachliteratur
“defensive

Kultur”

und

die

sich

darauf

stützende

Gesellschaft

“Verteidigungsgesellschaft” genannt werden (Katsoulis). Der Regimewandel
signalisierte nicht nur den Bruch mit Ideologien, Institutionen, politischen
Prozessen und Lebensweisen der Nachbürgerkriegsgesellschaft sondern, in
manchen Bereichen, auch deren Fortsetzung.
Nationalistische Ideologien kamen während der ‘90er Jahre wieder an die
Oberfläche. Der Zusammenbruch des Kommunismus und die Neuordnungen
im Balkanraum haben kulturelle Unsicherheiten und nationale Ängste
verstärkt. Ein Teil der politischen Elite, der Parteien, der Wähler des linken
und des rechten Spectrums und auch die orthodoxe Kirche fühlten sich mit
dem ethno-kommunistischen Regime von Slobodan Milosevitc und dem
christilich-orthodoxen Serbien solidarisch. Das gleiche Bündnis hatte einen
Massenaufstand gegen die Anerkennung eines kleinen Staates des ehemaligen
Jugoslawiens mit dem Name “Mazedonien” von Zaum gebrochen, mit der
historisch falschen Begründung, Mazedonien sei ausschließlich griechischer
Raum und deshalb der Name “Mazedonien” nur von Griechen und
Griechenland benutzt werden dürfte.
Trotz der Liberalisierung der Lebensweise und -haltungen sind der
Wertkonservatismus und die geschloßenen Weltbilder nicht zurückgetreten.
Religiosität und Kirchenbesuch haben ab Mitte der ‘90er Jahre zugenommen;
Xenophobie ist größer als in allen anderen E.U. Länder (Angaben von
Eurobarometer/1997); die Werte von “law and order” sind von einer sehr
großen Mehrheit akzeptiert (über 80%, gegen 60% in Spanien und 55% in
den Niederlanden) (Angaben von ESS/2003); im Gegensatz zu den politischen
Parteien, genießen die Kirche und die Armee große Sympathie bei der
Bevölkerung und werden für einflußreichere Institutionen im Vergleich zu
Parteien und Parlament gehalten (Zentrum für Sozialforschung/1988).
Mit dem Regimewandel von 1974 ist der “tiefe” “Staat der Rechten”
abgeschafft worden. An dessen Stelle trat Anfang der ‘80er Jahre ein
klientelistischer Staat der “Kartell-Parteien” PASOK und Neue Demokrat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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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f. Mit der Behauptung, der “tiefe” “Staat der Rechten” habe die Linken
jahrzehntelang von der Machtausübung ausgeschlosen und deswegen sie jetzt
das Recht hätten den Zugang zum öffentlichen Sektor für sich in Anspruch
zu nehmen, haben die PASOK-Regierungen der ‘80er Jahre den Staat
okkupiert und die Parteimitgliedschaft als Voraussetzung zum Staatszugang
erklärt. Den selben Anspruch machte geltend die Partei der Neuen Demokratie
als sie 2004 an die Macht zurückkam. Weil die Neue Demokratie fast 20
Jahre in der Opposition blieb und ihre Klientel einen begrenzten Zugang zum
öffentlichen Sektor hatte, versuchte sie den Staat wiederzuerobern. PASOK
und Neue Demokratie klagen sich zwar gegenseitig der Ausnutzung des
Staates an, sie möchten aber nicht die Politik des Staats- und
Parteienklientelismus abschaffen.

6. Regimewandel: Kontinuität trotz des Wandels.
Oberflächliche Vergangenheitsaufarbeitung
Das April-Regime der Obristen ist nicht wegen der Stärke und
Entschlossenheit seiner Gegner sondern wegen seiner eigenen Schwächen
zusammengebrochen.

Der

Übergang

zur

Demokratie

fand

ohne

Verhandlungen und Zugeständnissse zwischen Demokraten und Obristen statt.
Die politischen Kräfte des demokratischen Lagers hatten die Möglichkeit
gehabt, das Projekt der Demokratisierung allein zu entwerfen und
durchzusetzen. Diese Alleinmacht der Politik hatte positiv zur Konsolidierung
der Demokratie, nicht aber zur politisch-gesellschaftlichen Selbstreflexion und
zur Vergangenheitsaufarbeitung beigetragen. Auf die Fragen, wie es die
Diktatur möglich wurde, welche die Fehler und die Versäumnisse der
politischen Parteien waren, was die Parteiführungen und die politischen Lager
jeder Couleur versäumt hätten, sind unzureichende und oft oberflächliche
Antworten gegeben. Eine Auseinandersetzung mit der Vergangenheit hätte
nicht nur die Fehler und die Versäumnisse aufgedeckt, sondern auch die
Kontinuitäten zwischen den partei-politischen Lagern der Nachbürgerkriegsund der Nachdiktaturzeit gezei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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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Über die Fehler und die Versäumnisse:
Griechenland war nach dem Bürgerkrieg eine politisch-ideologisch tief
gespaltene Gesellschaft. Spaltungen in der Gesellschaft brauchen aber Konsens
zwischen den partei-politischen Kräften, Zusammenarbeit der Parteien und
Regierungskoalitionen und eine Politik, die die ärmeren Schichten des Volkes
besser stellt. Die politische Geschichte Zentraleuropas ist voll von Beispielen
sozial-politisch gespaltener Gesellschaften (Holland, Österreich, Schweiz etc.),
die mit Verhandlungen und Konsens erfolgreich regiert werden. Die
politisch-ideologischen Spaltungen im Falle Griechenlands führten zu einem
extremen Antagonismus zwischen den Parteien, der eine “kachektische
Demokratie” und eine ständige Unregierbarkeit zur Folge hatte. “Nebenstaat”,
“Nebenverfassung” und multiple antiparlamentarische Machtzentren waren
das Nebenprodukt und nicht der primäre Grund der demokratischen Kachexie
und des unbegrenzten politischen Antagonismus. Die Polarisierung auf der
Regierungsebene setzt sich auch heute fort. Die zeitweise Unregierbarkeit (von
1989 bis 1993) und der heutige Reformstau auf dem Bildungswesen und der
Wirtschaft ist das Ergebnis dieser weiterhin existierenden politischen
Polarisierung. Obwohl die Neue Demokratie und die PASOK keine großen
programmatischen Differenzen haben, blähen sie politisch-ideologische
Differenzen auf und schaffen künstlichen Krisen, damit sie ihren
Alleinregierungsanspruch aufrechterhalten können.

8. Über den Mangel an Selbstkritik:
Die politische und gesellschaftliche Elite der Nachbürgerkriegszeit hat sich
nicht eingehend mit der ihr zustehenden Verantwortung für das Aufkommen
der Diktatur auseinandergesetzt.
Die Neue Demokratie tat so als ob sie eine völlig neue Partei wäre, die
nichts zu tun hätte mit der vordiktatorischen rechtskonservativen ERE
(National-Radikale Union). Natürlich ist die Neue Demokratie eine neue
Partei, die aber aus der Tradition der ERE stammt. Indem die Neue
Demokratie ihre Nachkommenschaft abstreitet, braucht sie nicht Rechenschaft
abzugeben über die Fehler der Vergangenheit, aus denen das diktatorische
Regime profitierte. Die Neue Demokratie ließ ihre Vergangenheit hinter s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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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 das war eine bewußte Entscheidung. Sie konzentrierte sich auf die
laufenden Regierungsgeschäfte und identifizierte sich mit den großen
politischen Zielen, wir z.B. Demokratisierung, Wachstum, Integration in die
E.G. etc., die ihrem Vorsitzenden Karamanlis vorschwebten. Aber ihre
Vergangenheit war da und unbewältigt, was ihren politischen Gegner (vor
allem der PASOK) die Möglichkeit gab, sich auf diese Vergangenheit zu
berufen und die Regierungen der Neuen Demokratie ständig mit der
vordiktatorischen ERE und dem “Staat der Rechten” in Verbindung zu
bringen. Die Schwierigkeiten, die die Neue Demokratie hat in die Wähler
des liberalen Zentrums vorzustoßen, ist gerade auf diese unbewältigte und
unaufgearbeitete Vergangenheit zurückzuführen. Es ist also der Sprung nach
vorne, begleitet von der Reflexion über die Vergangenheit, den die Neue
Demokratie wagen muß, damit sie als eine neue Partei vor die griechischen
Wähler treten kann.
Anders sieht die Lage in der PASOK aus. Obwohl diese Partei aus der
alten Zentrumsunion hervorgegangen ist und einen großen Teil der Wähler
der liberalen Mitte auf sich vereinigen konnte, hat sie es geschafft als eine
neue Partei, ohne belastende Vergangenheit, aufzutreten. Damit hat sie sich
von der vordiktatorischen Zentrumsunion distanziert und konnte ihren
politischen Radikalismus voll entfalten. Das ist der Grund warum sich die
PASOK vor der Aufarbeitung ihrer eigenen Vergangenheit gedrückt hat.
Nichtdestoweniger erlaubte sie sich einen Wortradikalismus an den Tag zu
legen, wie z.B. daß der Übergang zur Demokratie so reibungslos wie er
stattgefunden hat, nicht anders als “ein Wechsel der NATO-Aufsicht” wäre
und daß die USA und die Rechten für die Errichtung der Diktatur in
Griechenland verantwortlich sind, Anschuldigungen also die teilweise falsch
sind und auf keinem Fall die komplexe Lage erklären können. Trotzdem haben
sie dazu gedient, den linken Radikalismus und Antiamerikanismus der PASOK
zu stärken und die anti-rechten und anti-amerikanischen Gefühle des Volkes
zu mobilisieren. Die PASOK wollte also keine Verarbeitung der
Vergangenheit, weil dadurch die ihr nutzbaren politischen, ideologischen und
wahltaktischen Zielsetzungen abhanden gekommen wä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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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pilog : Konsolidierung der Demokratie trotz oberflächlicher
Vergangenheitsaufarbeitung
Die

oberflächliche

Vergangenheitsaufarbeitung

hat

ambivalente

Einstellungen zum Obristen-Regime kultiviert. Ende der ’80 Jahre glaubten
31% der Bevölkerung, daß die Diktatur “sowohl Gutes als auch Schlechtes
in Griechenland verursacht hatte” (Zentrum für Sozialforschung/1988).
Zwanzig Jahre später nimmt diese positive Einstellung bedeutend zu, indem
61% der Bevölkerung mit der Meinung voll oder teilweise übereinstimmt,
daß während der Diktatur Griechenland nicht nur Verluste sondern auch
Gewinne einstreichen konnte (Umfrage von Kappa Research/April 2007).
Diese ambivalente Einstellungen zur Diktatur und die Verharmlosung des
autoritären Regimes bedeutet aber keine Infragestellung des demokratischen
Systems: 88% der Bevölkerung befürworten die Demokratie vor jeder anderen
Staatsform (Zentrum für Sozialforschung/1988), obwohl die Mehrheit das
präsidiale Regierungssystem und die unmittelbare Wahl des Präsidenten für
besser hält als ein rein parlamentarisches Regierungssystem (Umfrage von
Kappa Research/April 2007).
Zur Konsolidierung der Demokratie war der Eintritt Griechenlands in die
Europäische Gemeinschaft von großer Bedeutung. Es ist das Verdienst des
damaligen Ministerpräsidenten Konstantinos Karamanlis, daß die Integration
Griechenlands in die E.G. erfolgreich abgeschloßen werden konnte. Seine
Persönlichkeit und die Achtung, die er bei den politischen Führern Europas
genoß, ließen die Einwände der Bürokraten in Brüssel, die den Eintritt
Griechenlands für eine übereilte Entscheidung hielten, unberücksichtigt. Die
Wirtschaftshilfe die Griechenland von den verschiedenen Kohäsionsfonds
erhielt, war sehr groß – durchschnittlich strömen jedes Jahr ca. 4% des
griechischen BIP in die Kassen ein. Es waren die ökonomische Hilfe und
die Übernahme des europäischen institutionellen Besitzstandes, die die
Entwicklung des Landes vorangetrieben und die Demokratie verbessert und
konsolidiert haben.
Auch in Griechenland hat sich die Erfahrung bestätigt, daß “institutions
matter”. Die institutionelle Erneuerung des politischen und Parteiensystems
hat viel zur demokratischen Stabilität und zur Eindämmung der ideologis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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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arisierung beigetragen. Mit anderen Worten: die ideologische Polarisierung
und die Relikte der Vergangenheit konnten sich nicht gegen die pluralen und
demokratischen Institutionen behaupten. Die Institutionalisierung der Politik
und die demokratischen Anforderungen haben die Machtansprüche der
politischen Akteure und die extremen ideologischen Kämpfen eingedämpft.
Zur Konsolidierung der Demokratie tragen nicht nur die Institutionen bei
sondern auch die Symbolik in der Politik, also “symbolic politics matters”.
Mit anderen Worten, “materielle” und “herstellende Politik” aber auch
“ritualisierte” und “darstellende Politik” (Edelman, Sarcinelli) haben zur
Stärkung der Demokratie viel beigetragen. Der charismatische Politiker
Andreas Papandreou, Gründer der PASOK und Ministerpräsident des Landes
für elf Jahre (1981-89, 1993-96), war ein Meister der symbolischen Politik.
Er hatte bewußt eine Scheinwelt inszeniert, die sich aus “privilegierten” und
“nicht-privilegierten Leuten”, aus “national unabhängigen” und “den Fremden
(US-Amerikanern, Westeuropäern) ausgelieferten Akteuren” zusammensetzte.
Mit seiner dichotomischen Scheinwelt hat Papandreou nicht nur Emotionen
mobilisiert und Wähler für seine Partei gewonnen; er hat auch das
radikalisierte und aggressive Potential der anti-rechten Wählerschaft entspannt.
Während die Scheinwelt von Papandreou für einen großen Teil der
Wählerschaft zur politischen Realität wurde, hat seine “materielle” Politik die
wichtigsten politischen Entscheidungen Griechenlands mitgetragen.
Griechenland hat sich zu einer konsolidierten demokratischen Republik
entwickelt. Der Demokratisierungs- und Modernisierungsprozeß muß aber
fortgesetzt werden. Die Angst der Bevölkerung vor der Modernisierung und
der Europäisierung bleibt stark, und diese Angst wird oft von radikalen
Antimodernisierern und Antieuropäern geschürt. Auf der anderen Seite legen
die Befürworter der Modernisierung eine Haltung an den Tag, die von den
Reaktionen der Ängstlichen zurückzuweichen scheint. Griechenland, wie auch
alle Länder die sich zur Demokratie öffnen, braucht aber in unserer Zeit vor
allem die Muti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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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와 갈등 :
그리이스, 포르투갈, 스페인, 한국
이은정 (마틴루터대학, 독일)

1. 민주화의 “제3의 물결”과 그 이후
1974년 포르투갈의 “카네이션 혁명”이 시작된 이래 세계 모든 대륙에서는
정치체제의 자유화와 민주화 과정이 시작되었다. 그 후 1980년대 90년대까
지 이어졌던 민주화의 물결을 사무엘 헌팅턴(Samuel Huntington)은 “민주화
의 제3의 물결”이라고 일컬었다.1 이런 민주화의 물결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분명히 증가하는 추세를 볼 수 있었다.
미국의 비영리단체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의 민주주의에 대한 연
구조사를 보면 2000년도에 85개국을 “자유롭다”, 60개국을 “부분적으로 자
유롭다” 그리고 47개국을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평가하고 있다.2 프리덤 하
우스가 민주주의를 평가하는 방법과 그 평가 기준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
다. 혹자는 이들이 평가를 통해서 국가의 민주주의 정도를 단계별로 분류하
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비난하기도 한다. 이런 연구에 나타나는 비판적으
로 검토되어야 할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197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향해 발
전하는 국가의 수가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래리 다이아몬드
(Larry Jay Diamond)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팽창”하고 있다고 표현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민주주의가 발전된 경과는 국가별로 아주 극단적인 차이
를 보이고 있다. 권위주의적 독재로부터 민주적 정체체계로의 이행이 성공적
으로 진행된 국가가 있는 반면에 그것이 성공하지 못하고 봉쇄당한 경우 도
1. Samuel P. Huntington (1991), The Third Wave. Democratization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University Oklahoma Press.
2. The 2000 Freedom House Survey, in: Journal of Democracy 12, 1, 87-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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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남부 유럽의 세 나라 그리이스, 스페인, 포르투갈, 동아시아의 한국 타
이완이 전자의 전형적인 예라고 한다면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과 중앙아

시아와 동구의 국가들에서는 자주 후자의 예를 볼 수 있다.
이런 후자에 속하는 국가들에서도 언론의 자유 또는 의사의 자유가 증가
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프리덤 하우스의 조사에서는 이들 국가들이 대
부분

“부분적으로 자유롭다”고 분류되었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의 현실은

권위주의적 세력들의 강력한 저항과 민주세력의 분열로 인해 민주주의로의
이행이 “정체된 상태”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다. 실제로 많은 수
의 연구자들은 이들 국가들을 “지속적인 이행국가"라고 부르기도 한다.3
민주주의로의 이행이 정체되면서 형성된 정치체제는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사이의 회색지대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이들 정치
체제가 분명하게 민주주의도 아니면서 그렇다고 완전한 권위주의적 독재로
규정될 수도 없는 상태이다. 그동안 국제 비교정치연구자들은 이러한 애매모
호한 상태를 규정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개념들을 고안해냈다. 대부분의 경우
민주주의에 형용사를 붙여 이들 국가의 특수한 형태의 민주주의를 설명하고
자 한다. 이들의 예를 들자면 “제한적 민주주의 limited democracy”, “통제
된

민주주의

controlled

democracy”,

“선거적

민주주의

electoral

democracy”, “편협한 민주주의 illiberal democracy”, “대의적 민주주의
delegative democracy”, “보호된 민주주의 guarded democracy” “후견적 민
주주의 tutelary democracy” 등 아주 다양하다.
심지어는 제3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오랜 시간 동안 빈곤으로부터 벗어나
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볼 때 장기적으로 민주주의가 실현될 가능
성이나 기회조차 없다고 회의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도 등장했다. 그들은 민
주주의는 독재에서 또 다른 독재로 가기 위한 중간단계일 뿐이라고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 안드레아스 뵉(Andreas Boeckh)같은 정치학자는 민주주의로
의 희망을 잃어버렸다고 하고4, 아우렐 크로아쌍(Aurell Croissant)과 볼프강
메르켈(Wolfgang Merkel)과 같은 독일의 정치학자들은 심지어 민주화의 제
3의 물결이 실제로는 정치적 자유주의의 승리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고장난
변형, 즉 편협적 민주주의가 승리한 역사”라고 설명하기도 한다.5
3. Siegmar Schmidt (2001), "Demokratien mit Adjektiven", Die Entwicklungschancen defekter
Demokratien, E+Z - Entwicklung und Zusammenarbeit (Nr. 7/8, Juli/August 2001), 219-223쪽.
4. Andresa Boeckh (2002), Die politische Seite der Globalisierung in Lateinamerika, 2002년 1월12일
바인가르텐 남미연구회 발표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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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동유럽, 남미,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의 곳곳에서 “고장난 민주주
의 (defektive democracy)”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들 고장난
민주주의는 많은 경우에 권위주의적 독재가 되기 직전의 상태에 있다고 주
장한다. 심지어 독일의 베틀스만 재단(Bertelsmann Stiftung)의 이행지수 조
사를 보면 유럽과 북미와 오세아니아를 제외한 모든 나라들이 이행기에 속
한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6 결국 그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모두 고장난 민주
주의에 속하는 나라라는 것이다.
이런 식의 분류가 과연 민주주의와 정치체제 연구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우리는 한 번 질문을 던져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속에 뿌리 깊게 담겨
있는 “서구 중심주의”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에드워드 사이드
(Edward Said)의 오리엔탈리즘이 발표된 이래 “서구 중심주의”에 대한 경각
심이 많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곳곳에서
그 흔적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자국의 정치체제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지식인들 또한 자국의
문제에 집중하면서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서구 중심의 오
리엔탈리즘적 시각을 기초로 형성된 개념들을 그대로 자신의 분석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사실이다. 그런 자국의 문제에 고정된 제한적 시각으로 인해 학술
적으로 이미 명백히 드러난 문제점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
기 위해서라도 비교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고장난 민주주의”가 있다는 표현은 완전한 민주주의가 있다는 것을 전제
로 하는 표현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완벽한 민주주의를 찾을 수 있
을까. 그것에 함축된 의미는 의심할 것 없이 민주주의에서의 우월성에 기반
한 서구의 헤게모니를 정당화하는 사고이다. 베틀스만 재단의 이행기 지수
조사 대상국들이 고장난 민주주의라면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유럽, 북미, 오
세아니아의 국가들이 완전한 민주주의를 실현했다고 말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그렇다면 과연 수많은 정치 사상가들이 그토록 애타게
찾았던 민주적 이상사회가 정말 지금의 유럽과 북미에 실현된 것일까?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관해서 자세한
언급은 할 수 없지만, 단지 한 가지 여기서 언급해야 할 것은 이들 국가의
정치체제가 아무런 문제없이 완벽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지는 않다는 사실에
5. Aurel Croissant, Wolfgang Merkel (2000), Formale Institutionen und informale Regeln in defekten
Demokratien, in: Politische Vierteljahresschrift 1/2000, 3-30, 여기서는 4쪽에서 인용.
6. http://www.bertelsmann-transformation-index.de/27.0.html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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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아무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더욱이 이러한 이분법적인 분류는 “과정”으로서의 민주주의의 역사적인 성
격도 무시하고 있다. 현재의 민주적 정치 체제가 정착하기까지 서구사회가
겪었던 많은 굴곡들이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이 설명하고 그것을 전
제로 20세기 후반에 민주주의로 이행과정을 겪는 다른 국가들의 정치체제를
평가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학자로서 자신을 기만하는 것이다. 그것은 민주주
의가 서구에서 먼저 발생했다는 이유로 그것이 서구만의 고유한 유산이라고
주장하는 정치학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 만일 서구에서 먼저 발생하였기 때
문에 그것이 고유하게 서구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종교재판도 마녀사냥도 그
리고 유대인 강제수용소도 고유하게 서구적인 것이라는 논리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7
우리는 민주주의가 역사적으로 발전하는 것이고, 제한적인 의미에서든 완
전한 의미에서든 일정한 정도의 사회적 정치적 다원성이 보장되는 사회에서
다양한 갈등이 등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한다. 그
런 의미에서 나는 민주주의에는 다원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아주 “아주 일상
적인 카오스(das ganz normale Chaos)”가 항상 존재한다고 본다. 그 일상적
인 카오스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얼마만큼 빠르고 효과적인가에 따라 정
치체제의 효율성이 결정된다. 때로는 그것이 민주적 절차를 통해 해결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권위주의적인 방법이 선호되어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
기도 할 수 있다.
그리이스, 스페인, 포르투갈, 한국의 민주주의 이행과 그 이후의 정치발전
경험을 비교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이행되고 정착되면, 갈등 즉 카오스도 민
주주의 틀을 벗어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이행연
구를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현재 진행되는 민주주의 이행논의에서는
남부 유럽의 세 나라가 더 이상 이행 조사 대상국이 아닌 것으로 분류되지
만 제3의 물결이라는 의미에서 볼 때 이들은 그 물결의 출발점에서 빠르게
성공적으로 민주주의로 이행을 성취한 나라들이다. 한국 또한 타이완과 함께
동아시아에서 가장 성공적인 민주주의 이행국가로 꼽힌다.8 이들 국가들은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발전에서도 주목할
7. 2005년 9월26일부터 28일까지 독일 정치학회 사상분과의 학술대회에서 이 문제를 두고 정치사상 전공
자들 사이에서 격론이 벌어졌었다.
8. 이번 비교에 타이완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 주제에 대한 체계적인 비교연구가 이
루어질 경우에는 꼭 타이완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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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민주주의 이행의 과정에 있는 많은 국가들에게 선
망의 대상이 된다. 이들이 어떻게 민주주의로 이행하고 또 민주주의를 정착
시켰는지 그리고 이들 사회가 민주화 이후에는 어떤 갈등을 어떻게 겪는지
하는 문제는 다른 국가들에게는 중요한 경험적 자료이다.
여기서는 그리이스, 스페인, 포르투갈, 한국의 발표자들이 연구 결과를 토
대로 이 4개국의 경험을 비교하면서, 민주화 이후 이들 사회가 처한 갈등에
관해 논의해 보겠다. 여기서의 전제는 민주적 다원적 사회에서는 항상 갈등
이 존재한다는 사실 즉 갈등이라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의 “아주 일상적인
카오스”에 속한다는 것이다.

2. 성공적 이행과 민주주의의 공고화
민주주의의 이행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문제에
관한 의견이 아주 다양하다. 그 개념에 관한 정의는 학자마다 달라서 개념정
의의 수가 비교정치학자의
(Dieter

Nohlen)9

수만큼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디터 놀렌

의 경우는 정치적 민주화만을 “이행”이라고 정의하고 오

도넬(Guillermo O'Donnell)과 필립 슈미터(Philippe Schmitter)는10 한 정치
체제에서 다른 정치제체로 전환되는 것을 모두 “이행”이라고 표현한다. 우리
는 여기에서 놀렌이 정의하는 것처럼 이행이라는 개념자체를 정치적 민주화
로 이해하기로 한다. 즉 이행이라는 표현에는 민주주의로의 이행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자는 것이다.
우리는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분석하는데 있어서는 민주화 과정을 두 단계
로 구분해야 한다는 오도넬의 제의를11 받아들여서, 권위주의 체제로부터
민주적 체제로 전환 되는 것을 첫 단계로 보고, 민주주의가 공고화 되고 민
9. Dieter Nohlen (1988), Mehr Demokratie in der Dritten Welt? Ueber Demokratisierung und
Konsolidierung der Demokratie in vergleichender Perspektive,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25/26, 3-18, 5쪽.
10. Guillermo O'Donnell/Philippe C. Schmitter (1986), Transitions from Authoritarian Rule: Tentative
Conclusions about Unvertain Democracies. Vol.4, Guillermo O'Donnell/Philippe C. Schmitter/
Laurence Whitehead (ed.) Transitions from Authoritarian Rule. Baltimore-London: The John
Hopkins University Press, 6쪽.
11. Guillermo O'Donnell (1992), Transitions, Contunities, and Paradoxes, Scott Mainwaring/ Guillermo
O'Donnell/J. Samuel Valenzuela (ed.): Issues in Democratic Consolisation: The New South
American Democracies in Comparative Perspective. Notre Dame: Th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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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적 체제가 효과적으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두 번째 단계로 분류하여 검
토하기로 한다. 이러한 분류가 우리에게 유용한 이유는 그를 통해 우리가 비
교하고자 하는 네 국가들의 민주화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이 무엇인가 하
는 질문을 한 축으로 하고, 민주주의의 공고화에 기여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다른 한 축으로 하여 비교하는 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민주화 이행의 조건에 관하여 살펴보자.
현재 사회과학자들은 민주주의는 근대화의 산물이라는데 의견이 일치한다.
모든 사회는 근대화의 길에 들어서게 되면 특히 경제적인 근대화의 길에 들
어서게 되면 빠르든지 늦든지 언젠가는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회의 복합성이 증가할수록 국가가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그런 이유로 인해 장기적으로 보면 권위주의적인 독재가 자유적
민주주의에 의해 대체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런데 흥미 있는 사실은 민주
주의와 근대화의 연관관계의 배후에 어떤 인과적 원인이 있는지 또는 어떤
메카니즘이 존재하는지 아직까지 구체적인 분석과

경험적인 조사를 근거로

하는 답이 제시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12
단지 결과를 보고 근대화된 국가에서 민주화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들어
이 둘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주장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근대화 산업화
가 민주화의 전제조건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기에는 너무 부
족하다. 더욱이 싱가포르와 같은 경우는 마치 근대화와 민주주의 사이에 어
떤 상관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반테제를 증명하려는 듯 권위주의적 지배
가 오히려 더욱 강화되고 있다.13
그리이스, 스페인, 포르투갈, 한국의 경험 또한 민주화와 경제적 발전으로
이해되는 근대화 또는 산업화 간에 자동적인 인과관계의 성립은 아니라는 사
실을 보여준다. 민주화로의 이행이 스페인, 그리이스와 같이 권위주의적 독재
체제가 존속하는 상태에서 위로부터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와, 포
르투갈과 한국에서처럼 군부의 혁명 또는 대규모의 시민저항과 같은 극적인
모멘텀이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 스페인의 경우 국왕 후안 카를
로스의 결단과 전략적 기지가 프랑코 사후에도 법적으로 유효하였던 그의 체
12. 토마스 케른의 책(2005), Südkoreas Pfad zur Demokratie. Modernisierung, Protest, Regimewechsel.
Frankfurt: Campus. 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이다. 그는 이 책에서 한국의 민주화 경험을 분석하면서
사회 계층의 분화, 특히 사회적 불평등구조와 민주화운동의 핵심세력들의 동기 그리고 민주화 운동과
독재체제와의 상관관계의 변화과정 등을 조망하고 있다.
13. 1990년대 중반 국제적인 논의의 주요한 주제가 되었던 아시아적 가치와 아시아적 민주주의를 논리적
으로 증명하기 위해 노력한 리콴유와 싱가포르 학파를 기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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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전환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보았다. 그리이스의 경우에는 싸
이프러스에서의 모험에 실패하여 국가를 터키와 군사적 충돌 직전의 위기까지
몰고 갔던 군부가 스스로 콘스탄티노스 카라만리스에게 권력을 이양하였고 카
라만리스의 정치적 수완으로 신속한 체제변동에 성공할 수 있었다.
물론 이들 사회에서 권위주의 지배기간 동안 지속적인 저항운동이 존재했
다는 사실을 언급해야만 한다.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1980년 광주에서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을 두고 많은 희생을 치렀다. 그것은 포르투갈의 경우에도
해당되며 스페인, 그리이스에도 분명히 해당된다. 그러나 이런 저항운동이
경제적 성장의 결과라고만 할 수는 없다. 이 문제는 좀 더 많은 사례에 대
한 경험적 분석을 필요로 한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권위주의적 체제의 붕괴에 이은 민주주의로의 이행
보다 민주주의의 공고화가 이루어진 과정이다. 현재 민주주의 이행 연구에서
논의되는 많은 국가들이 민주주의의 공고화에 성공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다
시 권위주의적 지배 체제로 회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본 4개 국
가의 경험이 귀중한 의미를 갖는다.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논하기 위해서 먼저 밝혀야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공고화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이다. 필립 슈미터는 이 개념에
관해 논하면서 그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 하나는 민주주의라
는 것을 원칙적인 체제 유형으로 지킨다는 의미에서 공고화를 말하는 것이
고, 다른 하나는 공고화라는 것을 결정 과정으로 보는 것 즉 어떤 형태의
민주적 체제를 구성할 것인가 하는 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의미한다.14 그것
은 결국 민주주의가 절차적 민주주의로 남아 있는가 아니면 실질적 민주주
의로 이행되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반면에 오도넬은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개인의 사회정치적 심리학의 차원에
서 고찰한다. 그에 따르면 민주주의의 공고화란 결국 민주적 과정을 무력으
로 또는 다른 방법을 동원하여 종료시키고자 하는 정치적 행위자들을 제거,
감축, 중도화 또는 민주적으로 설득해야만 가능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민
주주의의 공고화란 군사봉기나 비민주적 세력들이 정당 또는 사회적 집단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갑작스런 죽음”을 방지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오도넬이 말하는 민주주의의 공고화란 다
14. Philippe C. Schmitter (1988), The Consolidation of Political Democracy in Southern Europe.
Standford University: mimeo; (1992), The Consolidation of Democracy and Representation of
Social Groupe,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Vol. 35, No. 4/5, S. 42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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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말해 민주주의의 붕괴를 자신의 정치적 전략에 포함시키는 모든 비민주
적 거부세력과 민주주의를 따르지 않는 정당 또는 기타 정치적 행위자들을
정치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다.15
우리는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민주주의의 정상적 기능이 작동하도록 하는
정치적 행동양식, 실천 그리고 가치관 등이 정착되고 민주적 절차에 익숙해
지는 것이라고 보고자 한다. 이런 유형의 개념정의는 민주주의 공고화에서
행위양식 또는 가치관의 차원을 강조하면서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단순하게
체제의 정당성과 합의의 존재로만 보는 최소한의 개념정의 그리고 그것을
민주적 문화와 그에 부응하는 행위양식까지 포함하는 최대한의 개념정의 모
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포괄적인 것이다. 이런 개념정의는 민주주의의 공고
화에 대한 다양한 시각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가 천천히 죽어가는 것을 불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정치적 행위양식과 가치관이 정착되
어야 한다는 공통된 생각 때문에 상이한 개념정의에도 불구하고 모두 받아
들일 수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천천히 죽는 것” 즉 서서히 붕괴되는 것
과 같은 현상은 정치적 위기에 부딪혀서 민주적 규칙과 절차를 존중하는 태
도가 단계적으로 사라지고 민주적 원칙마저도 지속적으로 지켜지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민주주의의 공고화는 민주주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얼마나 공고한 것인가 그리고 그 합의를 어떻게 지켜나가는가 하는
문제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한국, 스페인, 그리이스, 포르투갈의 경우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초기에 이
미 이러한 합의가 형성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것은 권위주의적 체제
로의 회기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최소한의 합의였다. 그리이스의 테
오도로아키스가 구상한 “칼라만리스가 아니면 탱크”라는 표어가 최소한의 합
의가 창출되었던 이행 초기의 상황을 잘 설명해 준다. 스페인의 국왕 후안
카를로스가 성공적으로 이행을 주도할 수 있었던 것도 최소한의 민주주의에
대한 합의가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한국의 경우에도 민주화 운동만으로
는 독재와 그를 지탱하던 정치 경제적 질서를 붕괴시킬 수 없다는 공동의
인식과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1987년의 6･29 선언을 통해 협약과 양보가
이루어져 군부를 몰락시켰고, 그 때의 협약이 민주화 이후의 한국 정치에 많
15. Guillermo O'Donnell (1992), Transitions, Continuities, and Paradoxes: Scott Mainwaring/ Guillermo
O'Donnell/ J. Samuel Valenzuela (ed.), Issues in Democratic Consolidation: The New South
American Democracies in Comparative Perspective. Notre Dame: Th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e, 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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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영향을 미쳤다고 김동춘은 설명한다.
지금 현재 이들 국가에서는 민주적 절차와 민주주의의 정상적 기능을 가
능하게 하는 정치적 행위양식과 가치관이 정착되었다는 데 대해 누구도 더
이상 의심하지 않는다. 그리이스가 1989년에서 1993년 사이 정당들 간의 이
견으로 인하여 통치불가능의 상태라는 정치적 위기에 봉착했을 때도 군부나
권위주의적 지배가 정치적 대안으로 고려된 적이 없었다는 것은 그 사이에
민주주의가 얼마나 정착되었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스페인의 경우 지속
되는 바스크 분리주의자의 조직 에타의 테러 그리고 이슬람 과격파의 테러
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의심이 제기되지 않는다. 한국과 포르
투갈에서도 민주화된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존재하는 다양한 정치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군부나 권위주의 체제가 정치적 대안으로 간주되는 일은 더 이상
없다.
민주적 체제를 정착시키는 것에 대한 합의가 확고한 반면 민주주의 체제
의 성격을 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
시 말해 필립 슈미터가 말하는 또 하나의 민주주의의 공고화의 다른 측면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남부 유럽의 세 나라에서는 민주화
이후 사회당과 보수당이 지속적으로 경쟁하며 누가 선거에서 승리하는가에
따라 정책의 성격이 크게 달라진다. 한국의 경우 아직도 냉전이 지속되는 분
단국가라는 특수 상황 하에서 사회주의 정당이 정착되지 못하였고 공산당이
합법화되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민주주의 체제의 성격을 두고 서로 상이한
의견들이 대립하는 현상이 아주 생소한 것은 아니다. 특히 민주주의가 절차
적 민주주의로 한정되는 것인가 아니면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이루어져야 비
로소 민주주의를 완성했다고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민주화 20주년을 기
념하는 올해 열리는 많은 학술회의의 토론의 주제가 될 정도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민주주의 체제의 성격에 대한 완전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들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아직 정착되지 않았다고 평가해
야 할까. 그러한 기준이라면 과연 어느 국가가 민주주의를 정착시켰다고 자
신 있게 주장할 수 있을까. 현대 민주주의의 가장 모범적인 유형이라고 불리
는 북구 유럽 국가들의 경우에도 사회당과 보수당의 경쟁으로 정권교체에
따라 정책 또한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슈미터가 말하는 민주주의 공고화의 두 번째 측면
이

과연 민주주의 이행기를 거친 국가에만 해당하는 문제인가 한 번 생각

해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어떤 형태의 민주적 체제를 구성할 것인가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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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을 내리는 문제는 민주주의 정치체제 속에서 사회적 정치적 상황에 따
라 항상 새롭게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기서 민주주의는 만들
어져 있는 고착된 상태가(Demokratie ist) 아니라 항상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Demokratie wird) 클라우스 폰 바이메(Klaus von Beyme)의 설명을 상기
할 필요가 있다.16 결국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체제 즉 규칙과 구조 그리고
절차에 대한 확실한 합의가 존재하는 바탕 위에서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이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아주 일상적인카오스”의 본질인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언급해야만 하는 것은 현재 민주주의 이행과정에 대한 비
교연구에서 스페인, 그리이스, 포르투갈의 경험의 특수성을 부각시키고 비교
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들 국가가 이미 발전한 시장경제,
시민사회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럽공동체의 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이행 경험이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의 다른 나라들의 경험과
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강조한다. 남미의 경우는 경제
원조도 없었고, 시민사회를 위한 사회경제적 기반도 없었다. 뿐만 아니라 신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확대로 인해 빈부격차가 심해져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이룬 어느 국가도 위기에 구애받지 않을 정도로 민주주의를 공고하게 정착
시키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해서 남부 유럽 국가들의 경험이 의미
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한국의 성공적인 경험도 마찬가지이다. 유교문
화권의 특수성만을 과도하게 부각시키면서 그렇기 때문에 한국적 경험이 다
른 지역의 국가에 도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큰 오류이다. 스페인,
그리이스, 포르투갈, 한국의 민주주의 이행과 공고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와 그것을 지키
기 위한 타협이 지속적으로 존재했다는 점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3. 사라지지 않는 과거 - 갈등과 함께 사는 법
민주화의 제3의 물결을 타고 민주주의로 이행한 국가들이 이전에 이미 민
주주의를 정착시킨 국가들과 결정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은 과거문제이다. 사
회경제적인 갈등 또는 다른 이념적 사회적 갈등의 경우에는 어느 사회에든
존재하는 문제이지만 과거문제, 특히 독재자에 대한 기억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의 문제는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이루어낸 지 오래 되지 않은 국가들이
부딪히는 특수한 문제이다.
16. Klaus von Beyme (1993), Systemwechsel in Osteuropa. Frankfurt a.M.: Suhrkamp,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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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민주주의 체제를 정착시킨 기간이 그렇게 오래 되지 않은 국가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지는가 하는 것은 그 체제의 민주주의의 공고화의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본 4개국의 경우 민주화 초기
단계에서부터 독재의 과거에 대한 문제가 정치적 이슈로 제기되면 민주주의
로의 이행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논의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침묵의 연대가 형성되기도 하였고(스페인), 최소한의 합의에
의해 달성된 민주주의 체제의 정치권력의 구조가 그것을 허용하지 않을 수
도 있다(한국). 무엇보다도 이들 4개국의 경우에 특기할 것은 민주주의로의
이행 이후 일정한 시간이 흐른 후에, 민주주의가 공고하게 정착되면서 “과
거”에 대한 기억이 정치적 이슈로 부각되었다는 사실이다.
현재 스페인과 한국에서 진행되는 독재의 과거에 대한 논의는 놀라울 정
도로 유사한 점이 많다. 과거문제를 둘러싼 상이한 입장이 대립하면서 생기
는 사회적 분열이 양국 정치의 중요한 이슈가 되었음을 우리는 보았다. 그
직접적인 원인이 과거사법의 제정이라는 사실도 주목할 점이다.
반면에 그리이스와 포르투갈의 경우 독재의 과거 자체가 중요한 정치적
이슈로 부각되지는 않았다.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그리이스의 경우 군
부독재의 기간이 비교적 짧았고, 그로 인한 희생이 그다지 크지 않았기 때문
에 군부독재의 책임을 묻고 그 희생에 대한 보상을 하는 형식의 과거문제가
정치적 갈등의 이슈로 등장 하지 않는다고 말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발표에
서 들은 것처럼 탈냉전시대 즉 1990년대에 들어서 군부독재를 등장하게 했
던 민족주의적 정치문화가 현재 그리이스에서 다시 부각되고 있고, 발표자의
경우처럼 그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는 것은 결국 민주화된 이후의 민주주
의가 이 곳에서도 과거의 그림자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함을 의미한다.
포르투갈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군부독재를 겪은 나라이다. 그 아
래에서 수많은 희생을 지불했기 때문에 과거가 기억 속에서 사라질 수는 없
었다. 그러나 민주주의 체제의 구축을 위한 합의 하에 과거에 대한 논의가
정치적 이슈가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포르투갈의 경험은
2004년까지의 스페인의 경험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독재자 살라자를 역
사적으로 위대한 인물에 포함시켜야 하는가 아닌가에 대한 상반된 의견이
존재하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과거문제가 정치적 이슈가 되지 않은 포르투갈
도 독재의 기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함을 보여준다.
여기서 우리가 새삼 인식하는 것은 과거가 역사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
니라 모든 곳에서 항상 오늘 속에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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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와 과거청산 문제의 관계를 조사하면서 그것을 각
국가의 현실적인 정치적 콘텍스트에서만이 아니라 또 국제적인 시각에서 비
교분석하는 것이 의미 있어 보인다. 국제 비교적인 시각에서 보면 성공적인
민주화로의 이행을 이루어낸 국가에서 극복된 과거가 정치적 문제로 등장한
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가 그런 논의를 담아낼 수 있을 만큼 정착되었음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줄 수도 있다. 스페인의 경우 이것을 분명히 보여
준다. 민주화 이행 초기의 “미온적인” 과거청산과 2004년 이후 과거사법의
제정을 두고 벌어지는 격렬한 논쟁은 30년 전의 스페인 민주주의와 오늘의
민주주의의 질적인 차이에 기인한다. 한국의 경우에도 독재에 대한 상이한
기억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도 민주적 원칙에 대한 의심이 제기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민주주의 체제가 그만큼 뿌리 깊게 정착했음을 증명한다.
그리이스와 포르투갈에서도 이제는 독재와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 발표자들의 의견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은 독재의 과거에 대한 기억과 그것에 대
해 논의하는 것이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민주주의가 공고하게
정착된 국가에서 이 문제를 둘러 싼 갈등이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한 논쟁을 굳이 피해야 할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더욱이 많
은 사람이 독재에 의해 희생되었던 경험은 어떤 형태로든 집단의 기억 속에
남아 있다. 심리분석가들이 설명하듯이 표현되지 못하고 억눌린 기억은 언젠
가 병의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독재의 기억 또한 집단적 트라우마
가 되어 민주주의 체제에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민주주의 체제에서 꼭 집고 넘어가야 하는 일종의 통과의례
이다.
우리가 비교한 4개 국가에서 지금 관찰되는 과거문제를 둘러 싼 논의와
갈등은 결국 이런 통과의례라고 보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정치적으
로 이슈화되어서 입장들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갈등이 민주주의 원칙의 틀 내에서 벌어진다는 사실이다. 물론 언론을 통한
여론의 호도와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현대 대
중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일반적인 문제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과거를 둘러 싼 갈등도 이들 4개 국가에서는 다원적 민주
주의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갈등 중에 하나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과
거문제가 민주주의의 “아주 일상적인 카오스”의 일부가 된 것이다.

166 민주화 이후의 정치발전

Demokratie und Konflikte nach der Demokratisierung:
Griechenland, Portugal, Spanien und Südkorea
Eun-Jeung Lee, Martin-Luther-Universität Halle-Wittenberg, Deutschland

I. Die „dritte Welle“ der Demokratisierung und danach
Mit der „Nelkenrevolution“ in Portugal 1974 begannen weltweit Prozesse
der Liberalisierung und Demokratisierung politischer Systeme. Samuel
Huntington sprach von einer „Dritten Welle der Demokratisierung“.1
Freedom House klassifizierte für das Jahr 2000 85 Staaten als „free“, 60
als „partly free“ und 47 Staaten als „not free“2. Solche Indikatoren, die die
Demokratie messen sollen, sind nicht unumstritten und methodologisch
angreifbar. Ungeachtet dessen steht fest, dass die Zahl der Staaten mit
Fortschritten in Richtung Demokratie deutlich zugenommen hat. Larry J.
Diamond spricht in diesem Sinne von einer „globalen Expansion der
Demokratie“.
Allerdings

sind

die

bisherigen

Ergebnisse

dieser

Prozesse

sehr

unterschiedlich: Gelungenen Übergängen von autoritärer Herrschaft zu
demokratischen

Systemen

stehen

fehlgeschlagene

oder

blockierte

Demokratisierungsprozesse gegenüber. In Südeuropa gehören Griechenland,
Portugal und Spanien, in Ostasien Taiwan und Südkorea in die erste Gruppe,
während viele Länder in Afrika, Zentralasien und Lateinamerika in die zweite
Gruppe fallen.
In den meisten Ländern der zweiten Gruppe lässt sich dennoch eine
Zunahme der Freiheit von Medien und Meinungsbildung beobachten.
1. Samuel P. Huntington (1991): The Third Wave. Democratization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The University Oklahoma Press.
2. The 2000 Freedom House Survey, in: Journal of Democracy 12, 1, S. 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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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halb werden diese Länder von Freedom House als „teilweise frei“
eingestuft. Die politische Wirklichkeit dieser Staaten wird durch den Begriff
„steckengeblieben“ möglicherweise besser erfasst, da die demokratische
Transition meist durch autoritäre Kräfte blockiert wird, während die
demokratische Opposition zu schwach bleibt. Man könnte viele dieser Länder
als „Transitionsländer auf Dauer“ bezeichnen.3
Die Herrschaftssysteme dieser Länder bewegen sich vielfach in einer
Grauzone zwischen Demokratie und Autokratie und lassen deshalb eine
eindeutige Zuordnung zu Diktatur oder Demokratie kaum zu. So haben
Politikwissenschaftler für solche hybride Systeme unterschiedliche Begriffe
entwickelt. Sie sprechen von limited democracy, controlled democracy,
electoral democracy, illiberal democracy, delegative democracy, guarded
democracy, tutelary democracy, etc.
Pessimistische Stimmen sagen sogar, dass die Demokratie die aufgrund der
in vielen Ländern der 3. Welt herrschenden Armutsbedingungen langfristig
keine Chance habe und allerhöchstens als Zwischenetappe auf dem Weg zu
neuen autoritären Formen des Regierens begriffen werden könne. So spricht
Andreas Boeckh von der „verlorenen Hoffnung“.4 Aurel Croissant und
Wolfgang Merkel behaupten, die dritte Welle der Demokratisierung sei
weniger als ein Triumph des politischen Liberalismus zu betrachten, sondern
als „Erfolgsgeschichte einer ,defekten‘ Variante der Demokratie, nämlich der
illiberalen Demokratie“.5
Ihre Untersuchungen hätten die Existenz „defekter Demokratien“ in Afrika,
Asien, Osteuropa und Südamerika belegt und zudem gezeigt, dass sich einige
dieser defekten Demokratien an der Schwelle zur autoritären Herrschaft
befänden. Der von der Bertelsmann Stiftung erstellte Transformationsindex
lässt die Länder Westeuropas, Nordamerikas und Ozeaniens außen vor6 –
3. Siegmar Schmidt (2001): „Demokratien mit Adjektiven“, Die Entwicklungschancen defekter
Demokratien , E+Z - Entwicklung und Zusammenarbeit (Nr. 7/8, Juli/August 2001), S. 219-223.
4. Andreas Boeckh (2002): Die politische Seite der Globalisierung in Lateinamerika, Vortrag,
Weingartener Lateinamerikagespräche „Lateinamerika in der Globalisierung“, 12.1.2002.
5. Aurel Croissant, Wolfgang Merkel (2000): Formale Institutionen und informale Regeln in defekten
Demokratien, in: Politische Vierteljahresschrift 1/2000, S. 3-30, hier S.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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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 bringt damit alle anderen Länder praktisch auf den Nenner der „defekten
Demokratie“ (auch wenn dieser Begriff selbst nicht verwendet wird).
Es sollte m.E. diskutiert werden, inwiefern solche Klassifizierungen
politischen Systeme sinnvoll sind, insbesondere auch wegen des darin zum
Ausdruck kommenden Eurozentrismus. Spätestens seit Edward Said ist man
sich der Gefahren des „Orientalismus“ bewusst. Dennoch stellt man oft und
überall die Spuren des Eurozentrismus fest. Noch erstaunlicher ist wohl die
Tatsache, dass viele Wissenschaftler in Ländern mit sog. „defekten
Demokratien“, solche Begriffsbildungen bei der Analyse ihrer eigenen
politischen Systeme übernehmen, ohne sich dieser Problematik bewusst zu
sein.
Was der Begriff „defekte Demokratie“ artikuliert, ist die Existenz der
perfekten Demokratie. Wo gibt es so etwas? Dieser Begriff reflektiert
letztendlich den Hegemonieanspruch des Westens und beruht auf seinem
Überlegenheitsbewusstsein

in

Sachen

Demokratie.

Da

Westeuropa,

Nordamerika und Ozeanien nicht auf dem Transformationsindex der
Bertelsmann Stiftung zu finden sind, muss man wohl schlussfolgern, dass
dort die perfekte Demokratie weitgehend realisiert worden ist. Sollte dort
wirklich die Suche vieler politischer Denker ihr erfüllendes Ende gefunden
haben? Dabei weiß man in diesen Ländern selbst sehr genau, dass ihre
demokratischen Systeme keineswegs so transparent und reibungslos
funktionieren, wie man das gerne hätte.
Diese Art von dichotomer Kategorisierung der Demokratie ignoriert zudem
die historische Eigenschaft der Demokratie als Prozess. Betrachtet man die
Geschichte der Entwicklung der Demokratie im Westen, ist klar erkennbar,
wie wechselhaft sie war. Es wäre eine Selbstverleumdung so zu tun, als ob
die Demokratie des Westens nur eine Erfolgsgeschichte gewesen wäre und
auf dieser Basis gar die Länder zu kritisieren, die den Prozess der
Demokratisierung mit nicht weniger Schwierigkeiten in den letzten Jahren
durchlaufen haben und durchlaufen. Es gibt sogar Wissenschaftler, die die
Demokratie für etwas genuin Westliches halten; sie sei deshalb für andere
Länder

ohne

den

westlichen

kulturellen

Hintergrund

kaum

zu

6. Siehe http://www.bertelsmann-transformation-index.de/27.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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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ementieren.7 Wenn denn die Demokratie genuin westlich sein sollte,
wären in dieser Logik auch die Inquisition, die Hexenjagd, die
Konzentrationslager etc. etwas genuin Westliches. Wären sie bereit, das zu
akzeptieren?
Es sollte nicht mehr umstritten sein, dass Demokratie sich historisch
entwickelt.

Ebenso

sollte

selbstverständlich

sein,

dass

in

einer

demokratischen Gesellschaft, in der politische und soziale Pluralität
einigermaßen gewährleistet sind, stets Konflikte entstehen und ausgetragen
werden müssen. Zur Demokratie gehören Konflikte, das ist „das ganz
normale Chaos der Demokratie“. Die freiheitliche Demokratie kennt mehr
Konflikte als autoritäre Regime, weil sie nicht gewaltsam unterdrückt. Sie
lebt sogar von der Auseinandersetzung um wirtschaftliche, soziale und
politische Konfliktlagen. Die Konflikt- und Leistungsfähigkeit einer
Demokratie zeigt sich daran, inwieweit sie mit diesen Konflikten friedlich
und einvernehmlich umgehen kann, d.h. unter Wahrung der grundlegenden
Werte, die eine Gesellschaft trägt und zusammenhält.
Der Vergleich der politischen Erfahrungen nach der Demokratisierung der
vier Länder, Griechenland, Portugal, Spanien und Südkorea, die wir auf
dieser Tagung behandeln, ist für die Transitforschung wichtig, weil sie
zeigen, dass junge Demokratien auch mit schwierigen inneren Konflikten auf
der Basis demokratischer Prinzipien umgehen können. Erstaunlicherweise
finden diese drei europäischen Mittelmeerländer in der akademischen Debatte
über demokratische Transition/Transformation keine Beachtung. Dabei stehen
sie direkt am Beginn der dritten Welle der Demokratisierung und waren dabei
sehr erfolgreich. Gleichermaßen waren Südkorea und Taiwan sehr erfolgreich
und

gelten

als

Paradebeispiele

für

eine

gelungene

demokratische

Transformation.8 Zudem waren beide Länder auch wirtschaftlich sehr
erfolgreich.
Die erfolgreiche demokratische Transformation dieser 4 Länder ist für
7. Dieses Thema wurde auf der Tagung der Sektion Politische Theorie und Ideengeschichte der
DVPW (Deutsche Vereinigung der Politikwissenschaft) am 26. September 2005 heftig diskutiert.
8. Es ist schade, dass die wichtige Erfahrung Taiwans auf dieser Tagung nicht berücksichtigt werden
konn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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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änder, sich noch in dieser Übergangsphase befinden, von großem Interesse.
Dabei liefern die Transition selbst, die Konsolidierung ihrer Demokratien und
ihre

Konfliktfähigkeit

besonders

interessantes

und

wertvolles

Anschauungsmaterial.
Im Folgenden werden Demokratie und Konflikte nach der Demokratisierun
g9 in den vier Ländern vergleichend diskutiert. Ausgangsannahme ist, dass
in einer pluralistischen Gesellschaft notwendigerweise laufend Konflikte
ausgetragen werden müssen. Die Konfliktfähigkeit einer Demokratie zeigt sich
daran, wie friedlich, angstfrei und ohne ihre eigenen Grundlagen zu zerstören,
sie mit diesen Konflikten, mit dem ganz „normalen Chaos der Demokratie“,
umgehen kann.

II. Erfolgreiche Transition und Konsolidierung der Demokratie
Um über demokratische Transition reden zu können, muss zuerst dieser
Begriff klar definiert werden. Allerdings übertreibt man kaum, wenn man
sagt, dass es so viele Begriffsdefinition von Transition und Transformation
wie Forscher gibt. Dieter Nohlen versteht unter Transition lediglich die
politische Demokratisierung. Guillermo O’Donnell und Philippe C. Schmitter
fassen ihn viel weiter und bezeichnen damit alle Systemänderungen.10 Hier
werden wir Nohlen folgen und Transition als politische Demokratisierung
verstehen.
Wir aber auch eine Unterscheidung von Guillermo O’Donnell: „It is useful
to conceptualize the processes of democratization as actually implying two
transitions. The first is the transition from the previous authoritarian regime
to the installation of democratic government. The second transition is from
this government to the consolidation of democracy or, in other words, to
the effective functioning of a democratic regime”.11 Diese Kategorisierung
9. Dieter Nohlen (1988): Mehr Demokratie in der Dritten Welt? Über Demokratisierung und
Konsolidierung der Demokratie in vergleichender Perspektive,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25/26, 3-18, S. 5.
10. Guillermo O’Donnell/ Philippe C. Schmitter (1986): Transitions from Authoritarian Rule:
Tentative Conclusions about Uncertain Democracies. Vol. 4, Guillermo O’Donnell/ Philippe C.
Schmitter/ Laurence Whitehead (ed.), Transitions from Authoritarian Rule. Baltimore-London:
The John Hopkins University Press, S.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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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 nützlich, weil man unterscheiden kann zwischen dem, was zur
demokratischen Transition und was zur Konsolidierung der Demokratie
beigetragen hat.
Betrachten wir zunächst den ersten Aspekt.
In den Sozialwissenschaften besteht weitgehend Einigkeit darüber, dass die
Demokratie ein Produkt der Moderne ist: Sobald eine Gesellschaft sich auf
den Modernisierungspfad begibt, besonders in der Ökonomie, gilt der
demokratische Übergang über kurz oder lang als unausweichlich. Je mehr
die

gesellschaftliche

Komplexität

zunimmt,

desto

höher

sind

die

Anforderungen an die Steuerungskapazitäten des Staates. Aus diesem Grund
glaubt man, dass autoritäre Entwicklungsdiktaturen langfristig durch liberale
Demokratien ersetzt werden. Bemerkenswert ist aber, dass die Frage, welche
kausalen Ursachen und Mechanismen hinter dem Zusammenhang zwischen
Modernisierung und Demokratisierung stehen, bislang nicht hinreichend
beantwortet worden ist.12 Auch wenn das in vielen Fällen empirisch so ist,
kann man sich ohne genauere Kenntnis der Ursachen nicht sicher sein, dass
Modernisierung zur Demokratisierung führt. In Singapur z.B. wurde im
Gegenteil das autoritäre Herrschaftssystem gestärkt.13
Die Erfahrungen in Griechenland, Portugal, Spanien und Südkorea zeigen
ebenfalls, dass zwischen der Demokratisierung und wirtschaftlicher
Modernisierung keine Automatik besteht. So waren in Spanien und Portugal
die autoritären Herrschaftsstrukturen nicht in sich zusammengebrochen;
vielmehr

spielten

die

geschicktes

Handeln

von

oben

gesteuerte

Entscheidungen eine wichtige Rolle. Hingegen waren in Südkorea und
Portugal Militärputsche und Massendemonstration entscheidende Momente
11. Guillermo O’Donnell (1992): Transitions, Continuities, and Paradoxes, Scott Mainwaring/
Guillermo O'Donnell/ J. Samuel Valenzuela (ed.): Issues in Democratic Consolidation: The New
South American Democracies in Comparative Perspective. Notre Dame: Th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S.18.
12. Thomas Kern zeigt in seinem Buch „Südkoreas Pfad zur Demokratie. Modernisierung, Protest,
Regimewechsel. Frankfurt: Campus 2005“, wie diese Frage bewältigt werden könnte.
Es sei nur an die international breit geführte Diskussion über asiatische Werte und asiatische
Demokratie erinnert.
13. Es sei nur an die international breit geführte Diskussion über asiatische Werte und asiatische
Demokratie erinn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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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 Transitionsprozess. In Spanien sah man, wie der junge König Juan Carlos
mit Entschlossenheit und klugem strategischen Handeln zur Beseitigung des
immer noch existenten Franco Regimes beitrug. In Griechenland übergaben
die Militärs nach ihrem fehlgeschlagenen Abenteuer auf Zypern, die das Land
bis an den Rand einer militärischen Auseinandersetzung gegen die Türkei
geführt hatte, die Macht an Konstantinos Karamanlis, der es seinerseits mit
großem politischen Geschick gelang, einen schnellen Regimewandel
durchzuführen.
Auch die Proteste der Bürger spielten eine, je nach Land unterschiedlich
wichtige Rolle. Die Demokratiebewegung Südkoreas hatte nicht nur in
Kwangju 1980, sondern auch schon davor einen hohen Blutzoll entrichtet.
Auch die Mittelschichten, insbesondere die Büroangestellte, wurden im Juni
1987 in Südkorea zu einer entscheidenden Kraft.14 Ähnliches gilt auch für
Spanien, Portugal und Griechenland.
Diese

Erfahrungen

zeigen,

dass

man

die

treibende

Kraft

der

Demokratisierung nicht abstrakt in der Modernisierung sehen kann. Die
jeweiligen historischen Umstände und Zufälligkeiten erfordern viel
Aufmerksamkeit.
Für uns ist die Frage der Konsolidierung der Demokratie wichtiger als die
der Transition. Schmitter meint, dass man die Konsolidierung entweder mit
der Absicherung als prinzipiellem Regimetyp verstehen könne, oder darin
primär jenen Prozess zu sehen, in dem entschieden wird, welcher Typus eines
demokratischen Regimes eingerichtet wird.15 In der zweiten Definition geht
es also um die Entscheidung für eine formale oder materielle Demokratie.
Indes betrachtet O’Donnell die Frage der Konsolidierung der Demokratie
unter

sozial-politischen

und

psychologischen

Aspekt.

Danach

ist

Konsolidierung als Eliminierung, Marginalisierung, Neutralisierung oder als
demokratische Überzeugung von politisch relevanten Akteuren, die den
demokratischen Prozess gewaltsam oder in anderer Weise beenden könnten
14. Das bedarf allerdings, wie Thomas Kern gezeigt hat, noch genauerer Untersuchungen.
15. Philippe C. Schmitter (1988): The Consolidation of Political Democracy in Southern Europe.
Standford University: mimeo; (1992), The Consolidation of Democracy and Representation of
Social Groupe,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Vol. 35, No. 4/5, 42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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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zw. wollten, zu verstehen. Konsolidierung wird so zu einem Prozess, der
Anstrengungen zur Verhinderung eines „plötzlichen Todes“ der Demokratie,
etwa durch einen Putsch oder die nicht-demokratische Machtübernahme
durch eine Partei oder eine soziale Gruppe, umfasst. Es geht also um die
Ausschaltung möglicher undemokratischer Vetomächte, Parteien oder anderer
politischer Akteure, die ihre Anstrengung auf den Zusammenbruch der
Demokratie ausgerichtet haben.16
Wir betrachten Konsolidierung als Gewöhnung an demokratische
Prozeduren und als Stabilisierung von politischen Verhaltensweisen,
Praktiken sowie Einstellungen, die ein normales Funktionieren der
Demokratie ermöglichen. Es ist eine umfassende Definition, die mit ihrer
Betonung der verhaltensmäßigen Ebene sowohl in der minimalistischen
Variante, welche die Konsolidierung lediglich aus der Sicht der Legitimität
und des regelkonformen Verhaltens erklärt, als auch in der maximalistischen
Variante der Konsolidierung, die diese als Ausbreitung einer umfassenden
demokratischen Kultur und dementsprechender Verhaltensweisen definiert.
Diese Art Definition ist möglich, weil hinter allen Versionen der Definition
von Konsolidierung stets der Gedanke steht, dass politisch relevante
Handlungsweisen und Einstellungen stabilisiert werden müssen, um einen
„langsamen Tod“ der Demokratie unwahrscheinlich zu machen. Ein
langsamer Tod droht, vor allem in Zeiten politischer Krise, durch Ignorieren
demokratischer Regeln und Prozeduren oder eine ständige Aushöhlung
demokratischer

Prinzipien.

Letztlich

hängt

die

Konsolidierung

der

Demokratie also mit der Frage zusammen, inwiefern die Gesellschaft in der
Lage ist, ein Konsens für die Demokratie zu schaffen, und diese aufrecht
zu erhalten.
Wir konnten in Südkorea, Spanien, Portugal und Griechenland beobachten,
wie ein solcher Konsens bereits an Anfang des Transitionsprozesses
entstanden war. Dies war eine „minimaler Konsens“, nämlich, dass eine
Rückkehr zur Diktatur nicht möglich sein sollte. Der von Mikis Theodorakis
16. Guillermo O’Donnell (1992), Transitions, Continuities, and Paradoxes: Scott Mainwaring/ Guillermo
O’Donnell/ J. Samuel Valenzuela (ed.), Issues in Democratic Consolidation: The New South
American Democracies in Comparative Perspective. Notre Dame: Th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e, 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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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prägte Wahlslogan “entweder Karamanlis oder die Panzer” zeigt die
Stimmung in jener Phase deutlich. Wenn der König Juan Carlos in Spanien
den Prozess der Transition erfolgreich einleiten konnte, dann nur deshalb,
weil ein solcher Konsens bereits bestand. In Südkorea, so schreibt Kim Dong
Choon, war man sich einig, dass die Demokratiebewegung allein auf sich
gestellt die Diktatur und ihre politisch-wirtschaftliche Ordnung nicht
überwinden könnte. Deshalb war man bereit, sich mit der Erklärung von 29.
Juni 1987 auf einen Kompromiss einzulassen, der dann doch zum
Zusammenbruch des Militärregimes führte.
Gegenwärtig bezweifelt niemand mehr, dass in diesen 4 Ländern
demokratische Prozeduren und Prinzipien einigermaßen normal funktionieren
und dass sich entsprechende politische Verhaltensweisen und Einstellungen
etabliert haben. Selbst als Griechenland zwischen 1989 und 1993 aufgrund
der Unfähigkeit der politischen Parteien, sich zu einigen, in einen Zustand
der Unregierbarkeit und in eine tiefe politische Krise geraten war, hätte ein
neuerliches Militär- bzw. autoritäres Regime nicht die geringsten Chancen
gehabt. Darin erkennt man, wie stabil die Demokratie dort bereits geworden
war. Auch in Spanien wird die Demokratie trotz des sich fortsetzenden
Terrorismus von ETA und einiger islamistischer Fundamentalisten nicht in
Frage gestellt. Auch in Südkorea und Portugal scheidet, ungeachtet vieler,
z.T. sehr bitter ausgetragener politischer Konflikte, die Rückkehr zu Diktatur
oder zu einem autoritär geführten System als Alternative vollkommen aus.
So lässt sich in allen vier Ländern schnell ein Konsens in bezug auf die
Stabilisierung des jeweiligen demokratischen Regimes herstellen. Trotzdem
war und ist es nicht einfach, einen ähnlichen Konsens über den Charakter
der errungenen demokratischen Regime zu finden. Wenn man wie Schmitter
die Konsolidierung der Demokratie unbedingt als jenen Prozess, in dem über
den Typus des einzurichtenden demokratischen Regimes entschieden wird,
ansehen will, dann ist in diesen vier Ländern diese Konsolidierungsphase
noch gar nicht richtig abgeschlossen. In den drei südeuropäischen Ländern
konkurrieren Sozialisten und Konservative nach wie vor um die Macht und
die politische Richtung, die das Land einschlagen soll. In Südkorea, immer
noch ein geteiltes Land, das sich im Zustand des Kalten Krieges lebt, 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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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ch zwar keine sozialistische Partei etablieren können, während eine
kommunistische Partei gar nicht erlaubt ist, doch ist auch politischer Streit
um die Ausrichtung der Demokratie nicht unbekannt. Nicht zuletzt steht die
Frage, ob die Demokratie eine formelle oder materielle sein soll, im
Mittelpunkt der vieler wissenschaftlicher Tagungen, die zum Gedenken an
20 Jahre Demokratisierung stattfinden.
Könnte man deshalb sagen, dass sich in diesen Ländern, weil über den
Charakter des demokratischen Regimes noch keine Einheit besteht, die
Demokratie noch nicht konsolidiert habe? Da müsste man sich in der Tat
fragen, in welchem Land die Demokratie nach diesem Kriterium tatsächlich
als „konsolidiert“ bezeichnet werden könnte. Selbst in den demokratisch
musterhaften skandinavischen Ländern gibt es eine lebhafte politische
Debatte um das „richtige“ Gesellschaftsmodell.
So stellt sich die Frage, ob die Konsolidierung der Demokratie als Prozess,
in welchem entschieden wird, welcher Typus eines demokratischen Regimes
eingerichtet werden soll, tatsächlich nur für Staaten gilt, die die Transition
hinter sich gebracht haben. Ist es nicht so, dass die Demokratien stets mit
der Frage konfrontiert werden, in welche Richtung sich sie entwickeln soll?
In diesem Zusammenhang erhält eine Aussage von Klaus von Beyme
besondere Bedeutung. Sie besagt, dass Demokratie nicht ein Ist-Zustand ist,
„sondern sie wird“. Letztlich ist die Demokratie ein Prozess, der sich auf
der Basis von demokratischen Regeln und Konsensbildung ständig erneuert.
Demokratie als Prozess bedeutet, dass sie stets von Konflikten begleitet ist.
Dies ist eben das Wesensmerkmal des ganz normalen Chaos der Demokratie.
Es ist noch hinzufügen: In der wissenschaftlichen Debatte über die
Transition werden im Bezug auf den drei südeuropäischen Länder nur ihre
Besonderheiten hervorgehoben. Es heißt, dass sich diese Länder auf leidlich
funktionierende

Marktwirtschaften

und

auf

eine

sich

entwickelnde

EU-Gemeinschaft stützen könnten. Darin würden sich die Erfahrungen in
Südeuropa wesentlich von denen von Ländern in Afrika und Südamerika
unterscheiden. In Südamerika hätte es weder eine so massive externe
wirtschaftliche Unterstützung gegeben, noch seien die sozioökonomischen
Grundlagen der breiteren Schichten erfassenden zivilgesellschaftli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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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wicklung gegeben.
Daraus sollte man aber nicht schlussfolgern, dass die südeuropäischen
Erfahrungen in für andere Länder ohne Bedeutung wären. Dies gilt auch für
die Erfahrung Südkoreas. Sonst käme man am Ende dazu, die koreanische
Erfahrung als für andere Länder belanglos zu bezeichnen, weil sie auf dem
speziellen kulturellen Hintergrund Koreas, etwa seiner konfuzianischen
Kulturtradition gewachsen sei.
Was die Erfahrungen Südkoreas, Spaniens, Portugals und Griechenlands
vielmehr zeigt, ist die Bedeutung des Vorhandenseins eines Konsenses für
die Demokratie und die Kompromissbereitschaft, diese Konsensbildung
weiterzupflegen und aufrechtzuerhalten.

III. Vergangenheitsfrage – Umgang mit Konflikten
Was sich die Länder, die auf der Dritten Welle der Demokratisierung die
Transition geschafft haben, von den alten Demokratien unterscheidet, ist vor
allem ihre diktatorische Vergangenheit. Soziale, ökonomische Konflikte und
ideologisch-politische Konflikte treten in allen politischen Systeme auf,
jedoch nur in wenigen Konflikte über den Umgang mit der eigenen
diktatorischen Vergangenheit. Hier handelt es sich um ein spezifisches
Problem junger Demokratien.
Auch am Umgang mit diesem Problem kann man den Grad der
Konsolidierung ihrer Demokratie erkennen. In den vier Ländern war zu
beobachten, dass in der ersten Phase der Transition die Vergangenheit nicht
politisch thematisiert wurde. Dadurch hätte, wie in Spanien, die Transition
überhaut gefährdet werden können, oder, wie in Korea, die politischen
Machtstruktur, die unmittelbar nach der Transition mittels einer Konsens
entstanden war, intensivere Beschäftigung mit der Vergangenheit nicht
ermöglicht (Südkorea). Bemerkenswert ist vor allem, dass in allen vier
Ländern das Thema „der diktatorischen Vergangenheit“ nicht unmittelbar
nach der Demokratisierung, sondern erst viel später, nachdem sich die
Demokratie konsolidiert hatte, zum politischen Thema wurde.
Die gegenwärtigen Debatten in Spanien und Südkorea über die eigene
diktatorische Vergangenheit weisen erstaunlich viele Parallelen auf. In 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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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iden Gesellschaften ist von der Spaltung von Gesellschaft und Politik
wegen dieser Auseinandersetzung die Rede. In beiden wird die Einführung
eines Gesetzes, das die Auseinandersetzung mit der Vergangenheit erleichtern
und fördern soll, sehr kontrovers geführt.
In Griechenland und Portugal ist hingegen das Thema der Vergangenheit
(bisher) nicht zum politischen Streitpunkt geworden. Gibt es besondere
Gründe dafür? Im Falle Griechenlands war die Dauer der Militärdiktatur
vielleicht einfach zu kurz und die Zahl der Opfer zu gering, um Fragen von
Verantwortung und Entschädigung zum brennenden politischen Thema
werden zu lassen. Trotzdem, wie wir gehört haben, gibt es im Zeitalter des
Post-Kalten-Krieges ein gewisses, durchaus von Kontroversen begleitetes
Wiederaufleben der nationalistischen, politischen Kultur, die für die
Entstehung der Militärdiktatur mitverantwortlich gewesen war. Daran ist
erkennbar, dass sich auch die griechische Demokratie nicht ganz von dem
Schatten der Vergangenheit hat lösen können.
Portugal hat eine der am längsten dauernden Militärdiktaturen der Welt
erlebt und hatte auch viele Opfer der Diktatur zu beklagen. Wie sollte da
die Erinnerung an die Vergangenheit ausgeblendet werden können? Dass die
Vergangenheit dennoch nicht zum politischen Streitpunkt geworden ist, liegt
es wohl daran, dass man damit die Bildung des demokratischen Regimes
nicht gefährden wollte. Insofern ähnelt die Erfahrung Portugals der Spaniens
bis 2004. Allerdings wird in jüngster Zeit auch in Portugal, auch wenn
offenbar nicht so ernst gemeint, die Frage gestellt, ob der Diktator Salazar
als größte historische Persönlichkeit des Landes betrachtet werden soll. Die
Meinungen sollen weit auseinandergehen. Auch Portugal ist also nicht frei
von der Erinnerung an Diktatur.
Was deutlich wird, ist, dass die Vergangenheit nicht nur in der Geschichte,
sondern auch in der Gegenwart weiter wirkt. Man muss die aktuellen
Auseinandersetzungen um die eigenen Vergangenheit nicht als Schwäche
dieser jungen Demokratien sehen. Im Gegenteil kann man dieses Debatten
als ein Anzeichen für die weitgehende Konsolidierung und Stabilität dieser
Demokratie sehen. Die Erfahrung Spanien zeigt uns das am deutlichsten. Die
Diskrepanz zwischen der „halbherzigen“ Berührung des Themas zu Begi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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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 Transition und der gegenwärtig heftigen Auseinandersetzung um die
Vergangenheit beruht auf dem qualitativen Unterschiede der Demokratie vor
30 Jahren und heute. Auch in Südkorea wird mit dem „Kampf um die
Vergangenheit“, wie man in Südkorea sagt, vielmehr die Tatsache unter
Beweis gestellt, wie sehr sich die Demokratie mittlerweile konsolidiert hat.
Mehr noch unsere Referenten aus Portugal und Griechenland sind der
Meinung, dass es in ihren Ländern nun an der Zeit wäre, ihre diktatorische
Vergangenheit zum öffentlichen Thema zu machen.
Daraus können lernen, dass man sich vor der Debatte um die eigene
diktatorische Vergangenheit und die Erinnerung daran nicht zu scheuen
braucht. In einem Land, in dem sich die Demokratie soweit konsolidiert hat,
dass politische Konflikte die Existenz der Demokratie nicht mehr gefährden,
gibt keinen Grund, diese Debatte zu vermeiden. Zumal ist die Erfahrung der
Unterdrückung durch die Diktatur in all ihren Formen bis heute im,
wenngleich noch weitgehend tabuisierten, kollektiven Gedächtnis des Landes
erhalten geblieben. Psychoanalytiker würden sagen, dass die unterdrückten
Erinnerungen und Traumata die leidende Seele in soziale, psychologische
Schieflagen und psychosomatische Krankheiten führt. Die Erinnerung an die
Diktatur kann zum kollektiven Trauma, das die jungen Demokratie belastet,
werden. Deshalb stellt die Aufarbeitung der diktatorischen Vergangenheit
eine Art Übergangsritus dar, den die Länder nach ihrer demokratischen
Transition und der Konsolidierung der Demokratie einmal zu durchlaufen
haben.
Der Umgang mit der Vergangenheit in den vier hier untersuchten Ländern
kann in diesem Sinne als ein Übergangenritus betrachtet werden. Wichtig ist
aber, dass trotz der z.T. sehr scharfen Kontroversen alle Konflikte im
Rahmen demokratischer Prinzipien und Verfahrensweisen ausgetragen
werden. Sicher gibt es problematische Aspekte, wie z.B. Medien, die ihrer
Aufgabe,

öffentliche

Debatten

zu

organisieren,

nur

eingeschränkt

nachkommen und stattdessen diese Debatte selbst in eine bestimmte Richtung
zu steuern versuchen. Das ist allerdings ein Problem, mit dem sich heutzutage
alle Mediendemokratien herumschlagen müssen. Somit kann man sagen, dass
die Diskurse und Konflikte um die eigene Vergangenheit in den vier Länd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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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il

der

vielen

und

ganz

normalen

Auseinandersetzungen

dieser

pluralistischen und demokratischen Gesellschaft um ihre jeweils eigenen
gesellschaftlichen Ordnungen und ihre Zukunft geworden sind. Sie gehören
zum lebendigen „ganz normalen Chaos“ der Demokrat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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