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4

Democracy Academic Fellows
Report on Democracy Overseas

폴란드 ‘법과정의당(PiS)’과 민주주의 결손
David Ale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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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폴란드의 정치 상황은 국내외에서 민주주의의 꾸준한 후퇴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는 유럽 공산주의의
심장부에서 민주주의의 요새로 자리잡은 폴란드의 명성을 감안할 때 더욱 의미심장하다. 이 글의 목적은 폴란드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훼손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데 있다. 이 글은 우선 그러한 정치적 결과를 초래한 데 있어서
법과정의당의 등장과 이 당의 유사 보수주의의 연결고리에 초점을 맞춘다. 다음으로 민주주의 이행 과정과 그것이 가져온
이익에 대한 평행 서사가 이러한 정치적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하기 위한 역사적 맥락을 제공한다. 그런
다음, 법과정의당이 민주주의를 명백히 훼손하는 정치적 결과를 위해 민주주의 규범과 제도를 어떻게 재정의하고 있는지에
주목한다. 마지막으로 법과정의당의 이러한 움직임이 이끌어낸 반응과 폴란드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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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 political developments in Poland is raising concerns at home and abroad about a steady retreat in its
democratic culture. This trend is of particular relevance given its reputation as the bastion of democracy in the former
heartland of European communism. The goal of this report is to address the question of how Poland's democratic
credentials are being undermined. Its primary point of departure is to highlight the link between the ascendance of the
Law and Justice Party (Pis) and its brand of pseudo conservatism in shaping political outcomes. It provides a historical
context for explaining how these outcomes are shaped by parallel narratives of the processes of the democratic
transition and the benefits thereof. It highlights how the PiS is redefining the norms of democracy and its institutions
in the hopes of further shaping outcomes that are clearly undermining democracy. The report then concludes with a
discussion of the responses these moves have elicited and a prognosis for the futu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