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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직접민주주의
글로벌포럼

2009 Global Forum on Modern Direct Democracy

│일시│ 2009년 9월 14일(월)~16일(수)
│장소│ 프레스센터, 하이원빌리지
│주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유럽주민발안과국민투표기구
│후원│ 원불교 서울교구 / 경희대학교 / 전남대학교
한국DMZ평화생명동산 / 주한스위스대사관
│협력기관│민주주의와선거지원국제기구 / 유럽평의회

모시는 글

오늘날 세계의 많은 도시와 지방정부는 다양한 이슈들에 관해 주민발안, 국민투표와 같은 직
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많은 곳에서 현대 대의제 민주주의의 핵
심 요소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세계경제 위기 이후 국제사회는 개별 국가뿐 아니라 국
경을 초월하여 민주주의를 더욱 민주적으로 만들어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이해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대직접민주주의글로벌포럼>은 직접민주주의가 어떻게 경제를 보다 안정적이게 할 수 있
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직접민주주의와 관련하여 가장 큰 국제행사가 될 이번 포럼에
는 국내외 100여명의 전문가, 활동가, 학자, 정치인, 정부 인사 등이 함께합니다. 참가자들은
정치와 관련된 주요 아젠다에 대해 논의하고, EU 및 ASEAN과 같은 초국가적 수준에서 직접
민주주의가 갖는 의미 역시 찾아볼 것입니다.
아시아에서도 직접 민주주의적 시도는 있어 왔으나, 여전히 제도화의 수준은 만족스럽지 못
한 상태입니다. 이번 포럼은 아시아 사회가 유럽의 경험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
회가 될 것이며, 유럽 또한 한국을 중심으로 아시아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
니다. 이는 한국의 민주주의 심화 발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유럽주민발안과국민투표기구(IRI Europe)
대표

함세웅

브루노 카우프만

9/14(월) 첫째 날

개막식 및
전체 세션

개막식 : 사회 - 이정옥
09:00

등록 시작

09:15

비디오 상영 : 2008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유럽직접민주주의현장워크숍

09:30

환영사 : 함세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축사 ·김윤수 (전남대학교 총장)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이선종 (원불교 서울교구장)
·영상메시지
09:50

개회사 : 브루노 카우프만(IRI Europe대표)‘초월적 민주주의-세계적 과제’

10:00

세계의 현대 직접 민주주의
·아시아 : 라몬 카시플 (정치와 선거 개혁 협회/필리핀)
·유럽 : 테오 쉴러 (마르부르크 대학/독일)
·중남미 : 데이비드 알트만 (산티아고가톨릭대/칠레)
·북미 : 조 매튜스 (새로운미국재단/미국)

10:30

개막 기조 발제 : 얼스 랠스타브 (이코노미스위스)
‘경제위기 속의 현대직접민주주의 - 지속가능성을 향한 교훈’

10:50

질의응답

11:15

새로운 영역으로- 한국의 기회

11:30

베니스위원회로부터의 인사 : 한부환(베니스위원회 한국 대리위원)

: 마이크 그라벨 (민주주의재단 대표, 전 미국 상원의원)
‘베니스위원회(법을 통한 민주주의를 위한 유럽위원회)가 채택한 국민투표 기준에 대하여’
11:50

포럼 향후 일정 소개

12:00

개막식 종료

전체 세션 : 사회 - 브루노 카우프만
15:00

현대직접민주주의의 선택과 한계 : 세계의 다양한 사례소개 및 현황 분석 보고

16:00

질의응답

(일본, 방글라데시, 폴란드, 헝가리, 오스트리아, 독일, 불가리아, 핀란드 등)

9/15(화) 둘째 날

UN세계
민주주의의 날

16:30

휴식

16:45

아시아의 신생 민주주의 : 라지 리버한 (인도 해비타트 센터, IRI-Asia)

17:00

한국의 참여 민주주의 현황 : 하승수 (제주대 법학과)

17:30

첫째 날 세션 종료

하이원 빌리지 회의실

9/16(수) 셋째 날

종합 세션 및
폐막식
(전체 사회 : 마이클 카우, 브루노 카우프만)
09:30

주제별 워크숍 및 참가자 소개

10:00

주제별 워크숍_1
1) 교육포럼 및 현대직접민주주의의 기반
2) 지역차원의 직접민주주의 포럼
3) 활동가 포럼
* 한국 사례 발표 예정
4) 초국가적 민주주의 포럼

12:00

점심 식사

13:30

주제별 워크숍_2

~16:00

1) 교육포럼 및 현대직접민주주의의 기반
2) 지역차원의 직접민주주의 포럼

하이원 빌리지 회의실

(사회 : 브루노 카우프만)
09:00

각 주제포럼 결과 발표 및 토론

10:30

휴식

11:00

폐막 기조발제 : 아담 루펠 (국제평화협회/미국)
‘글로벌 위기와 초국가적 민주주의의 미래’

11:30

‘캘리포니아 주에서의 국민발의에 의한 민주주의’
12:00

2010년 포럼을 향하여
·정리문과 활동계획 발표

3) 활동가 포럼

·2010년 포럼의 개관 발표

4) 초국가적 민주주의 포럼
18:00

향후 계획 및 협력 모색 : 로버트 스턴 (정책연구센터/미국)

·후원단체 인사 : 조인원 (경희대학교 총장)

UN세계민주주의의 날 기념행사

·폐회 선언
12:30

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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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ue : Korea Press Center / Hiwon Village
Hosts : Korea Democracy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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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ing
Address

Welcome to the <2009GFMDD>!
In recent years, many states around the world have introduced some forms of directdemocratic procedures - such as initiatives, referendums and popular votes on
substantive issues. In many places these have become key elements of modern
representative democracy. But it took a profound global financial crisis to bring about a
large-scale awakening to the growing need to make our democracies more democratic,
both within individual countries and also beyond national boundaries at the
transnational level.
The“Global Forum on Modern Direct Democracy”will focus on the global challenge of
sustainability and on the key question of how direct democracy can make our economies
more stable and secure. The biggest world conference so far dedicated to modern direct
democracy will gather hundreds of experts, professionals and practitioners from across
the world to map and mainstream the key developments ahead on all political levels,
including the transnational one as both the European Union and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have started to develop participatory concepts.
In Asia, there have been some attempts of modern direct democracy in local level, but
they are still in an unsatisfied stage as institutionalization. The Forum will offer the
opportunity for Asia to get more acquainted with experiences from Europe and
additionally for Europe to share the development in Asia, especially Korea. We also
expect this forum to encourage further democratization in Korea.
Once again, we ask for your interest and participation.
Yours sincerely,
Fr. Ham Sei-Ung
President
Korea Democracy Foundation

Bruno Kaufmann
President
Initiative and Referendum Institute Europe

9/14 (Monday)

OPENING
CEREMONY AND
PLENARY
SESSION
Seoul Press Center

9/15 (Tuesday)

UN
INTERNATIONAL
DAY OF
DEMOCRACY
Hiwon Village
09:30 Introduction of the thematic workshop and participants
by Michael Y.M. Kau (Former President/the Taiwan
Democracy Foundation) and Bruno Kaufmann
10:00 Thematic Workshops - Session 1
a) Education & Infrastructure Forum
b) Local DD Forum
c) Activist Forum
d) Transnational Democracy Forum
12:00 Lunch
13:30 Thematic Workshops – Session 2 (until approx. 16:00)
18:00 Public event on the International Day of Democracy
with brief statements, cultural elements and live
videolink to Sarajevo (Omnibus Tour)

9/16 (Wednesday)

CONCLUDING
PLENARY
Hiwon Village

(Chair: Bruno Kaufmann)
09:00 Reports from the thematic forums & Discussion
10:30 Coffee Break
11:00 Concluding plenary keynote :“Popular Sovereignty &
Globalization”by Adam Lupel (Editor/ International
Peace Institute)
11:30 Into the future of modern direct democracy – plans
and priorities
-“Bringing American Initiative & Referendum Process
: on the way from Korea to California, by Robert
Forward”
Stern (President/Center for Governmental Studies)
12:00 Towards the 2010 Global Forum on Modern Direct
Democracy
·Conclusion note & Action plan
·Greetings by the sponsors: In-won Choue
(President/Kyung Hee University)
12:30 End of concluding plenary
13:00 Lunch

Opening Ceremony (Chair: Prof. Jung-Ok Lee)
09:00 Registration
09:15 Introduction Video on the 2008 Briefing Tour in
Europe and the Global Forum on Direct Democracy in
Aarau/Switzerland
09:30 Welcome addresses
·Fr. Sei-ung Ham (President/KDF)
Congratulatory addresses
·Yoon-soo Kim (President/Chonnam University)
·Sun-jong Lee (Head/Won-Buddhism Seoul Diocese)
·Video addresses
09:50 Introduction statement“Superdemocracy - a Global
Task”
by Bruno Kaufmann (President/IRI-Europe)
10:00 World Tour to Modern Direct Democracy
- Regional Assessments & Outlooks
·Asia: Ramon Casiple (Director/Institute for Political
and Electoral Reform(IPER) in the Philippines)
·Europe: Theo Schiller (Professor/Marburg University
in Germany)
·Latin America: David Altman (Professor/Universidad
Catolica in Santiago de Chile)
·North America: Joe Mathews (Senior Fellow/New
America Foundation)
10:30 Opening Keynote address :
“Modern Direct Democracy in times of financial turmoil
– lessons and keys towards sustainability”by Urs
Rellstab (Deputy Head/Economiesuisse)
10:50 Q&A
11:15 Into new territory :“Why Korea could pave the way
towards a better democracy across the globe”by
Mike Gravel (former US Senator, Chairman/The
Democracy Foundation)
11:30 Greetings from Venice Commission :“The Venice
Commission and the Code of Good Practice on
Referendums as an International Standard”addressed
by Boowhan Han (Lawyer, Substitute Member/Venice
Commission for Democracy through Law)
11:40 The Global Forum Process : Introduction to the Korea
Forum Note and Action Plan and the four thematic
workshops by Jung-Ok Lee (Chairperson, Committee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Korea Democracy
Foundation) and Bruno Kaufmann.
12:00 End of opening ceremony
13:00 Lunch

Plenary Session (Chair: Bruno Kaufmann)
15:00 Roundtable on the options and limits of modern
(direct) democracy across the world : Short movie,
Brief stories, reports and updates from across the world
16:00 Q&A
s Emerging Democracies
16:30 The Democracy of Asia’
·Working program proposal for Asia by Raj Liberhan
(Director/India Habitat Center, IRI-Asia)
16:45 Direct and Participatory Democracy in Korea
·Presentation by Seung-Soo Ha (Professor/Jeju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Law)
17:00 End of 1st day ses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