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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WORLD JOURNALISTS CONFERENCE 2015

Date

12(Sun) – 18(Sat) April 2015

Venue

Seoul City, Daegu City, Busan City

Hosted by

Supported by

Theme

The 70th Anniversary of National Division:
Think about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13(Mon) April 2015
• Special Session Ⅰ
: Changing Regional Order in Northeast Asia
and the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 Conference Ⅰ
: The 70th Anniversary of National Division:
Think about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Program

• Special Session Ⅱ
: Trust Based Diplomacy to Improve InterKorean Dialogues
15(Wed) April 2015
• Conference Ⅱ
: Freedom of Press and Safety in Jour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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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da
13(Mon) April 2015
Time
11:20-11:50

Program

Special Session I
Topic

Changing Regional Order in Northeast Asia and the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Speaker

Cho Tae-yul
[Vice Minister, Ministry of Foreign Affairs, Korea]

14:00-16:00

Conference I
Topic

The 70th Anniversary of National Division:
Think about Unification on the Korean

Moderator Jin Park
[Endowed Chair Professor of Department of U-PEACE,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Former
Chairman, Foreign Affairs, Trade and Unification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Korea]

Speaker

Taewon Ha
[Assistant Editor for Political Desk, Dong-A Ilbo, Korea]

Timothy Keith MCCREADY
[Trade Correspondent, NZ Inc, New Zealand]

Andrew SALMON
[Freelance Reporter and Author, United Kingdom]

Andrey YASHLAVSKIY
[Foreign Desk Editor, Moskovsky Komsomolets (MK)
Newspaper, Russia]

Yong ZHANG
[Deputy Director General for External Relations, People’s Daily,
China]

16:15-17:15

Special Session Ⅱ
Topic

Trust Based Diplomacy to Improve Inter-Korean
Dialogues

Speaker

NA, Kyung-Won
[Chairperson of Foreign Affairs & Unification Committee,
National Assembly,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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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Wed) April 2015
Time
15:30-17:30

Program

Conference Ⅱ
Topic

Freedom of Press and Safety in Journalism

Moderator

Shim Jae-yun
[Deputy Managing Editor, The Korea Times, Korea]

Speaker

Harold HYMAN
[Geopolitical Commentator, BFMTV, France]

Kim Hong-kook
[Chief Editor, Le Monde Diplomatique(Korea), Korea]

Karla Lorena LÓ PEZ FERRO
[Coeditor of International News, Grupo Reforma, Mexico]

Hinde POMERANIEC
[Columnist, La Nacion (Newspaper), Argentina]

Fikrte Gebreamlak SISAY
[Domestic Media Monitoring and Analysis Senior Expert,
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Ethiopia, Government
Communications Affairs Office, Ethio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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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Session I
Changing Regional Order in Northeast Asia and the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biography

Special Session Ⅰ
Speaker

Cho Tae-yul
Vice Minister
Ministry of Foreign Affairs
Korea
Ambassador Cho Tae-yul has served as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since his appointment in March 2013. During 36 years of his
diplomatic career, he has held various senior positions in the Korean
government including, among others, Ambassador to the UN Office and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Geneva, Deputy Minister for Trade,
and Ambassador to the Kingdom of Spain. He was also appointed as
member of the Advisory Group of the UN Development Cooperation
Forum while he was serving as Ambassador for Development
Cooperation. During his tenure in Geneva, he served as Chairman of
WTO Dispute Panel and Government Procurement Committee. His
chairmanship of the WTO Dispute Panel was the first ever assumed by
a Korean national.
Vice Minister Cho graduated from the College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SNU) in 1979. He continued his education on public
international law at the Graduate School of SNU and international
relations at the University of Oxford.
He was honored with the Order of Service Merit (Red Stripes) in 2008
and the Grand Cross of the Order of Civil Merit, Kingdom of Spain in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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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70th Anniversary of National Division:
Think about Unification on the Korean

biographies
Presentation Materials

Conference I
Moderator

Jin Park
Endowed Chair Professor of Department of U-PEACE,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
Former Chairman, Foreign Affairs, Trade and
Unification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Korea

Jin Park is currently Chair Professor at the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of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He is also working as the Executive President of Asia Future Institute,
an independent policy think-tank designed to conduct research on the
future development of Asia and to promote Korea’s role in the region.
Dr. Park served in the 16th, 17th, and 18th Sessions of the National
Assembly, representing the Grand National Party (renamed to Saenuri
Party) in the central Jongno District in Seoul. While in politics, he
served as the Chairman of Foreign Affairs, Trade and National
Unification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during 2008-2010
period. He graduated from the College of law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Kennedy School of Government at Harvard University, New
York University Law School and received a doctorate degree in politics
from St. Antony’s College, Oxford University. He is currently the
President of Korea-Britain Society, Vice President of Korea-America
Association, a member of the New York State Bar, Wilson Center
Global Fellow, and a regular member of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 He received the Honorary Commander of the Most
Excellent Order of the British Empire(CBE). (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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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won Ha
Assistant Editor for Political Desk
Dong-A lbo
Korea

HA Taewon is an Assistant Editor for Political Affairs at Dong-A lbo.
Previously Mr. Ha was an Editorial Writer. As the paper's Washington
Correspondent(2008~2011), he covered the US presidential elections
and Guantanamo Bay detention camp. He had also been embedded in
Afghanistan, reporting on the South Korean reconstruction mission, and

North Korea, where he was a press representative reporting on
ministerial talks and family reunions. Mr. Ha received a B.A. in political
science from Yonsei University, a Master of Arts in Law and Diplomacy
(MALD) from Tufts University, and is currently pursuing a Ph.D. in
Political Science at Kyungnam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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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ker

Timothy Keith MCCREADY
Trade Correspondent
NZ Inc
New Zealand
Tim McCready is the Director of Innovation & Trade Correspondent at
NZ Inc, where he works to grow and promote New Zealand's business
presence throughout Asia and North America. Tim’s interest is focused
on business and market development, trade and investment, and
capital raising for innovative businesses.
Previously, Tim worked for New Zealand Trade & Enterprise (NZTE),
the New Zealand Government’s international business development
agency. His role was to grow New Zealand businesses internationally
into new markets, and working with multinational companies interested
in establishing a presence in New Zealand.
Tim also works with innovative start-up businesses, and co-founded
Converge – a not-for-profit in London to bring together the creative,
business and technology sectors to generate “creative abrasion”. He
has worked throughout Europe, North America, Asia and Australasia.
Tim has a Bachelor of Science and a Master of Bioscience Enterprise
from the University of Auckland. He is an advisory board member at the
University of Auckland, and Chair of the Asia New Zealand
Foundation’s advisory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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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 New Zealand perspective
Tim McCready, NZ Inc

Nearly sixty five years ago, two New Zealand warships left our main
naval base in Auckland bound for Korean waters. Behind them, over
the next seven years, came over 6000 New Zealanders. They left our
islands to stand alongside our allies in the United Nations’ force,
fighting against the invading army of Communist North Korea from its
southern neighbour.
Just four days after North Korean troops crossed the 38th Parallel in
June 1950, New Zealand’s military was preparing to assist its ally. In
fact, New Zealand was one of the first nations to answer the Security
Council's request for assistance. When an armistice was agreed, a
smaller contingent remained to help protect the fledgling peace. 45
New Zealanders lost their lives.
This may not seem like a huge contribution, but from a small country
these numbers were widely felt. The Korean War had a significant
impact on New Zealand's approach to international relations. New
Zealand was not only able to demonstrate its support as a small nation
in the UN coalition, but also achieve a long standing goal of a security
agreement from the United States.
It also had a lasting effect on New Zealand’s friendship with South
Korea, subsequently supporting South Korea’s entry into the United
Nations and assisting with economic development. Ties between New
Zealand and Korea have been strong since then, and just last month
both countries signed a free trade agreement. South Korea is New
Zealand’s sixth largest export destination (industrial goods, forestry,
dairy, meat, horticulture and seafood), and our eighth largest source of
imports (refined oil, vehicles, machinery, electrical goods). Total two
way trade in 2014 was NZ$4 bil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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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Zealand is fortunate to have strong historical ties with friendly
nations around the world. None more so than Australia. Reflecting
upon Korean reunification from a New Zealand perspective, our close
partnership with Australia offers a number of lessons instructive to
prospects for such a partnership between North and South on the
Korean Peninsula.
New Zealand and Australia share deep loyalty, trust, and history. Both
countries have British colonial heritage and are part of the Anglosphere.
We have Queen Elizabeth II as our Head of State, and operate under a
Westminster representative parliamentary democracy.
Our partnership was strengthened through our combined military efforts.
Australia stood alongside us during the Korean War; soldiers from New
Zealand fought alongside Australians in the Second Boer War, World
War I and II; and we both provided support to the United States’
strategic aims in the Vietnam War, among others. We commemorate
this relationship every year, with a national day of remembrance –
ANZAC Day.
Despite this entwined history, it would be fair to say that our
relationship has remained strong due to our successful economic and
trading relationship. Both countries represent an important trading
partner for the other – Australia is New Zealand’s second largest export
market after China and is worth NZ$13.1 billion, with the top exports
including oil, gold, wine, and cheese. New Zealand is Australia’s
seventh largest export market, with the top exports including aluminum,
cars, wheat and chocolate, and worth NZ$10.9 billion – not an
insignificant feat given the relatively small size of the New Zealand
market.
Our relationship is supported by what is often referred to as “the world’s
most comprehensive, effective, and mutually compatible free trade
agreement”. It is frequently updated and modernized, and there is a
constant desire to build on the relationship for the benefit of both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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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le New Zealand and Australia share a close relationship (and we
are often referred to interchangeably), there are subtle, but very real
differences between the two countries. Australia has a relatively more
complex political system than New Zealand.
Both countries have differing nuclear views. New Zealand became
nuclear free from 1987, barring nuclear-powered or armed ships from
New Zealand waters or ports. As of this year, Australia has five
uranium mines, and the current Prime Minister, Tony Abbott, supports
nuclear power in Australia.
Australia is a much larger country and the size of the middle class and
huge distances between the main centres often come as a surprise to
New Zealand companies trying to enter the Australian market. Australia
also has a relatively high average income. Both countries are extremely
patriotic when it comes to sport – which above all else is arguably what
generates the most divis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Despite all of
these differences, the relationship between New Zealand and Australia
is one that can always be relied upon – for economic, social, and
security reasons. This close, open, and free relationship has done
much to drive prosperity in both New Zealand and Australia.
Due to the fact that New Zealand is an exporting nation and relatively
isolated in the world, our economic and national prosperity is hugely
dependent on international trade. Besides Australia and South Korea,
other main trading partners include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hina,
Japan and the European Union. Our reliance on exports has meant
that opening up trade and reducing tariffs through free trade
agreements play a critical part in our international strategy – and not
just for economic reasons
I don’t want to underestimate the divis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 there are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issues that make
unification extremely difficult. Like Australia and New Zealand, both
countries share a common ethnicity, culture, language, history – and
even families. At the same time, after seven decades of separation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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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uld be naïve to think both countries could combine without
significant challenges.
Reunification will never be a quick or easy process. The division of
Germany wasn’t as acrimonious as Korea – Germany didn’t have a civil
war that resulted in millions of casualties, and both sides of Germany
maintained a working relationship after the war. But even so, the
dramatic and rapid reunification that happened in Germany in the
1990s brought with it a significant amount of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challenges – some of which the country is still resolving to this
day. One of the things that struck me in a recent visit to Germany is that
the history of division – although no longer separated by a wall, is still
evident.
It is encouraging to hear of the reunification efforts, and of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s call for inter-Korean talks and
proposed reunions of separated families. The reunification of Korea will
be slow, and undoubtedly a carefully managed process. But if New
Zealand can say something to the world, it is that careful navigation of
trade issues is something that strengthens relationships and builds
trust.
In the short to medium term, unification with North Korea will certainly
be a shock, and would be economically very costly, principally due to
the poor state of infrastructure in North Korea. In the long term,
however, it is likely to present significant opportunities.
South Korea has a highly educated population and one of the largest
and most diverse economies in the world, but limited access to natural
resources. In sharp contrast, North Korea remains one of the poorest
and least developed countries in the world – in relative terms, North
Korea’s economy is currently worse than East Germany’s in 1990. But
North Korea has 20% more space geographically than South Korea
and half the population. Joint projects that combine the natural capital
of the North with the human capital of the South would benefit both
economies and would likely attract significant investment. Loo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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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the peninsula, the reunification will have a significant and
positive impact internationally.
Unification will provide a greater domestic market, decreasing the
dependence on foreign trading partners, and at the same time will open
up additional markets - both geographical and political - with Russia
and China.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would just be the first step
in improving the prosperity of all Koreans, whichever side of the
Parallel they live. Transparency, trust, and cooperation that is built up
through trade would allow for further integration - extending to
education, tourism and beyond. It is clear that most New Zealanders
would love to see our government support Korean reunification and
move towards an endur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s quickly
as possible.
New Zealand and Australia’s close relationship has endured because
we are stronger together. The key to resolving the conflict and division
on the Korean peninsula will come down to demonstrating that the
interest in reunification is mutual and the benefits long term will extend
the potential of both economies. If this occurs I am certain that
someday reunification will happen, then peace will return and the
prosperity of all Koreans will flourish.
---

Tim McCready is the Director of Innovation & Trade Correspondent at NZ Inc, where he works to grow
and promote New Zealand's business presence throughout Asia and North America. Tim’s interest is
focused on business and market development, trade and investment, and capital raising for innovative
businesses.
Previously, Tim worked for New Zealand Trade & Enterprise (NZTE), the New Zealand Government’s
international business development agency. His role was to grow New Zealand businesses
internationally into new markets, and working with multinational companies interested in establishing a
presence in New Zealand.
Tim also works with innovative start-up businesses, and co-founded Converge – a not-for-profit in
London to bring together the creative, business and technology sectors to generate “creative abrasion”.
He has worked throughout Europe, North America, Asia and Australasia.
Tim has a Bachelor of Science and a Master of Bioscience Enterprise from the University of Auckland.
He is an advisory board member at the University of Auckland, and Chair of the Asia New Zealand
Foundation’s advisory group.

25

Conference I
Speaker

Andrew SALMON
Freelance Reporter and Author
United Kingdom

Seoul-based Englishman Andrew Salmon (DOB: 4/8/66) was educated
at Elizabeth College, Guernsey and holds a BA from the University of
Kent and an MA from the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SOAS), University of London. He is a council member of the Royal
Asiatic Society’s Korea branch.
A journalist, broadcaster and award-winning author, he covers the
Koreas for Al Jazeera, Forbes, France 24, The Nikkei Asian Review
and The South China Morning Post; writes his bi-weekly “Lack of
Morning Calm” column for The Korea Times; and is the presenter of the
weekly show “Bizline” on Arirang TV. He frequently speaks on the BBC,
CNN and France24; his writing has appeared in The Chosun Ilbo, The
Daily Telegraph, The Joongang Ilbo, The New York Times, The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The New Republic, The Times, The
Washington Post and The Washington Times.
His books include American Business and the Korean Miracle (Seoul,
2002); the Korean war histories To the Last Round (London, 2009) and
Scorched Earth, Black Snow (London, 2011); and Modern Korea: All
That Matters (London/New York 2014).

To the Last Round was named “Military Book of the Year” in the UK in
2009. In 2010, it was recommended as “One of the Top 10 Books on
Korea” by The Wall St Journal, and won a “Korean Wave” award at the
National Assembly for its contribution to the literature of the Korean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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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Reunification:
The Lack of a Reunification Process - and Why Economics Might
Succeed where Politics Has Failed
In 1945, Korea – then a Japanese colony - was meat-cleavered in two
by the great powers in an afterthought at the tail end of mankind’s
greatest and most terrible war.
But as Cold War succeeded World War, what was meant to be
temporary solution would solidify into permanent condition as the
competing powers dominating the peninsula - the USA and the USSR –
placed their own chosen leaders at the head of two opposed Korean
states.
Their rivalry was horrifically intensified when North Korea, in a bid to
unify the peninsula under the communist banner, invaded South Korea.
That civil war rapidly became an international maelstrom that, spinning
out of control, sucked i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From autumn
1950 until summer 1953, these nations and their allies would wage war
in the only actual battlefield clash of superpowers to take place during
the Cold War.
The Korean War granted neighbouring Japan a huge economic boost;
broadcast the limits of American power; and elevated the stature of
China, formerly the “sick man of Asia” in the eyes of the world.

The losers were the Koreans. With horrific atrocities committed on both
sides and with the nation that launched the carnage left in ruins by the
UN Command’s “scorched earth” policy and relentless air
bombardment, the war ended in a stalemate that only magnified the
bitterness and tragedy of division.
Taking radically different paths after the conclusion of the war, the two
Koreas morphed into extreme versions of Cold War (and post-Cold War)
riv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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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n may not have won the war, but from the mid-1960s
onward, it set about winning the peace. Sculpting a heavy industrial
base from scratch, South Korea, with double the population, overtook
the North economically by 1970. By the mid-1980s, empowered by a
booming export sector, it was being spoken of as a “second
Japan.” And in 1987, South Koreans won full democratization after
“people-power” protests forced an end to authoritarian rule. Today, it is
the world’s 15 richest nation; its 7th largest trading nation; a showcase
of futuristic infrastructure; a leading player in sectors as diverse as
shipbuilding and consumer electronics; and home to some of the
world’s best-known brands. It is also a vibrant society that that, after
absorbing the traumas and transformations of recent history, has
future-proofed itself into a highly adaptable culture.
North Korea rebuilt its infrastructure and industry swiftly after the
Korean War thanks to support from the communist bloc, and would
remain a deadly rival to South Korea - even as it fell behind
economically in the 1960s, ‘70s and ‘80s. When communism collapsed
across Eastern Europe, North Korea, reverting to the “Hermit Kingdom”
mentality of the pre-20th century past, closed itself off from the world.
As its ruling clique mutated from communist government into de facto
monarchy , North Korea was wracked by a murderous famine that left
hundreds of thousands dead. But that experience also forced a
transformation of its formerly dirigiste economy as survival markets
spread nationwide and its northern border turned porous. Today,
Pyongyang’s only global relevance is as a “rogue state” armed with
nuclear weapons and strategic missiles. But while the “top down” Kim
regime appears firmly entrenched, the “bottom up” economy is now
almost entirely marketized. The social ramifications of this highly
unusual situation – a regressive and ossified polity overseeing a
progressive and fast-changing economy – are still not fully understood.
In sum: South Korea is the 20th century’s greatest national success
story, North Korea one of the 21st century’s worst basket cases. The
heavily militarized border dividing these two states is geograph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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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ological, economic and even cultural. Today, in 2015, re-unification
looks no closer today than it was in 1945.
In his presentation, based on a decade of reporting from South Korea,
and informed by visits to both North Korea and to the Korea-China
border area, Seoul-based author and journalist Andrew Salmon will
discuss the current status – or more accurately, non-status – of
reunification. Issues to be addressed include:
The long-term positives of unification
The short-term risks and costs
Which regional players favor unification; which prefer a continuation of
the status quo; and why
The surprising lack – after 70 years of division - of any reunification
process.
Andrew will argue that political, military and diplomatic engagement
over the last seven decades, and the current non-strategy of “strategic
patience” (with its hopes/expectations of a hugely risky regime collapse)
have failed utterly to bring significant change to North Korea’s “top
down” governance.
Given this, he believes that economic engagement - building on the
“bottom-up” changes that North Koreans are currently implementing
themselves - may offer the best opportunity to bring North Korea out of
the cold and bind the divided peninsula closer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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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y YASHLAVSKIY
Foreign Desk Editor
Moskovsky Komsomolets (MK) Newspaper
Russia
Dr. Andrey YASHLAVSKIY Was born in 1972.
He graduated from the Russian State University for the Humanities(in

1994).
He holds a PHD in political science and is a senior fellow at the political
theory department of the Institute of World Econom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Russian Academy of Sciences.
A journalist with Moskovsky Komsomolets (MK) Newspaper(from
1996).

The author of numerous scientific and media publications, as well as
books and other materials.
The main areas of interest are: ideologies, political and religious
radicalism and extremism, totalitarianism, federalism.
Contact: +7 903 7171665
dosier@mail.ru

www.mk.ru
https://www.facebook.com/#!/andrey.yashlav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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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S ISSUE
AND RUSSIA
Andrey YASHLAVSKY
(“Moskovsky Komsomolets” Newspaper, Moscow, Russia)

* This year the world celebrates 70th anniversary of the end of
Second World War. For people of the Korean peninsula this time is also
70th anniversary of dramatic division of their country. At first Korea was
divided into Soviet and American zones of occupation, and then two
Korean states with different political and economical systems have
emerged.
* What do we have currently on the Korean peninsula? On one hand,
existence of two Korean states – namely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 is a fact. Both of them enjoy
with broad international recognition, both of them are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And on the other hand, there's an aspiration of Koreans
to put end to division of their Homeland. It's the fact too. And I really
believe that sooner or later Korea will be united.
* I barely can imagine how it's possible under current circumstances
to implement the re-unification of two Korean states. Could it be done
on some equal principles while retaining present political and
economical systems on the North and on the South? The North-Korean
leadership has proposed a project of so named “Democratic
Confederal Republic of Koryo» in 1970-s – 1980-s. But many experts
are skeptical about possibility of such confederation. So the possibility
of re-unification by takeover remains.
* Anyway I know exactly that the dialogue of both Korean states is
essential. And it's necessary to solve some vital problems – from
creation of common transport infrastructure till everyday human
contacts between Korean compatriots from the North and the South.
* Unfortunately because of many reasons the inter-Korean dialogue
has became at risk of a breakdown. I'm not going to be a defender of
any participant of the conflict – nor North Korea, neither South Korea,
and I don't want to blame anybody. But it is my belief that all
participants of the conflict – both North and South – are responsible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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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the opportunity have been missed.
* For today any words about a possibility of Korean reunification
look like a kind of science fiction. However it doesn't mean that the
question of the reunification isn't on the agenda at all.
* This May in Moscow great events will be arranged to celebrate
Victory Day and defeat of Nazism in Europe. Our president, Mr Putin,
has invited to this celebration leaders of both Korean states, as Mrs.
Park Geun-hye from the Republic of Korea, и Mr. Kim Jong-un from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s far as I know, North-Korean
leader is going to visit Moscow this May but a question of visit by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Mrs. Park Geun-hye is still
remaining unclear. In my opinion, Moscow could become a ground
where two Korean leaders could meet each other and discuss dividing
problems and also to try to find some common points.
* Russia could be a broker in the inter-Korean dialogue, because
Russia has good relations to both Koreas, also Russia isn't binded with
ideological chains.
Russia has normal relationships with the Republic of Korea.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our countries were re-established 25
years ago, and since that time South Korea became an important
economical partner for Russia. Of course the potential of these
relations isn't opened in full.
Also Russia has generally good relations with North Korea. It's worth
to add that recently 2015 was declared as The Year of friendship
between Russian Federation and DPRK.
So close relationship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from one
hand, and kind relations between Russia and South Korea, from
another, could be a good possibility for normalization of inter-Korean
relations and for trilateral (Russia, ROK and DPRK) cooperation in
different areas.
* Russia, as well-known, is not only an active participant of six-party
talks on the Korean nuclear problem, but it's also very close neighbor
for Korea, Russia has common border with the DPRK. And of course,
Russia isn't enthusiastic about the neighbor with nuclear bombs and
missiles (naturally I mean the North Korea). But at the sam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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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sia wouldn't like to have near its borders another state with large
US military contingent and may be with American nuclear weapons.
And discussing the future of the reunification of Korea account must be
taken of this conc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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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g ZHANG
Deputy Director General for External Relations
People’s Daily
China
Mr Yong ZHANG was born in Anhui, China in May 1970. He has been
the Deputy Director General for External Relations of the People’s

Daily, the largest newspaper in China, since January 2012. He served
as the Managing Editor of the Global Times, a national Englishlanguage newspaper based in Beijing from 2009 to 2011. He is one of
the founders of the daily newspaper, and he also serves as an
executive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Huanqiushibao (the
Global Times Chinese Edition), one of the most influential newspapers

in the country.
Mr Zhang worked for the Beijing Organizing Committee for the 29th
Olympiad as the Director of Language Services from 2005 to 2008. He
was elected as the Executive Council Member of the Translators
Association of China in 2009 thanks to his remarkable service for the
Beijing Olympic Games.

Before his Olympic experience, Mr Zhang worked for the People’s Daily
as the international news editor and the Washington correspondent. He
34

Conference I
won the China International Journalism Prize in 1999 and 2000, when
he was based in Washington DC covering the foreign affair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e had traveled extensively with China’s
state leaders to cover their overseas visits.
Mr Zhang holds a master degree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from
the University of Warwick where he was sponsored by the British
government as a Chevening scholar from 2003 to 2004. He graduated
from the Beijing Broadcasting Institute (now the Communications
University of China) in 1993 majoring in international jour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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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arks at the World Journalists Conference
By Yong ZHANG

Distinguished friends,
Ladies and gentlemen,
It is my great pleasure to come to the beautiful city of Seoul and attend
this important conference. I want to thank the Journalists Association of
Korea for inviting the Chinese delegation and for their great efforts in
making all this happen.
This conference, with the unification of the Peninsula as its theme,
marks the 70th anniversary of the national division of Korea. This is a
topic of profound significance and it also makes people feel heavy. As
Chinese, we understand well the pain of national division, and we
share the same aspiration for unification of the people on this divided
Peninsula, because China has yet to achieve its goal of national
unification. As a matter of fact, the Peninsula war has directly led to the
Taiwan issue. Many Chinese historians believe that without the war
and the interven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re would not
have been the Taiwan issue. The war has changed the fate of the
peoples in the Northeast Asia, and it has left remarkable impact on the
world politics as well.
When we look back to the history, we see inevitability and fortuity. To
prepare for the remarks, I studied some historical records and had a
surprising discovery: The 38th Parallel which has separated the north
and the south of the Peninsula for 70 years was drawn by a low-rank
military officer of the United States. After the Japanese announced
their decision to surrender, the officer was given an order by the State
Department to make an emergency plan dividing the sphere of control
between the Allies and the Soviet Union on the Peninsula. And he had
30 minutes to do it. That was what happened. A decision made in 30
minutes has ruled the Peninsula for 70 years. And an American officer
Imposed his decision on millions of people on the Peninsula and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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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 their fate once and for all. The history of the Peninsula in the
20th century is full of detailed absurdity of such kind. But the grand
narrative of the history tells us the atrocity of the Japanese aggressors
and the darkness of the colonial rule, and the pain of the people
suffering from the post-war power politics and the Cold War.
After the Cold War, the focus of the confrontation on the Peninsula has
been the nuclear issue. It can be regarded as the continuation of the
Cold War. The United States has been brandishing sticks to force the
DPRK to suspend its nuclear program. However, the DPRK has
insisted that the nuclear problem was a result of the hostile policy of the
U.S. against itself. The DPRK will not stop its nuclear program before
the U.S. drops its hostility.
In order to peacefully resolve the nuclear crisis, China has actively
played the role of being a mediator. In August 2003, China, the DPRK,
the United States, the ROK, Russia and Japan initiated the Six-Party
Talks. The talks were discontinued after the DPRK’s quit in 2009.
Then, the DPRK had its second and third nuclear test respectively in
2009 and 2013. The situation of the Peninsula faces more uncertainty.
Last month, the Foreign Minister of China Wang Yi talked about the
China-DPRK relations in a press conference in Beijing. He said, “China
and the DPRK are friendly neighbors. Chinese people emphasize good
faith and value friendship. We cherish our traditional friendship with the
DPRK and we seek the normal development of our relations. The
China-DPRK relationship has a strong foundation. It should not and will
not be affected by temporary events.”
The Minister also said,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s
basically stable, and China has played a constructive role in bringing
that about. It is in the common interests of all relevant parties to
maintain peace and stability on the Peninsula and achieve the
denuclearization of the Peninsula. At the moment, the situation there
has entered a delicate period. We call on the relevant countries to
exercise calm and restraint, and say and do things that will hav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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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itive effect, so as to continue to foster the atmosphere and
conditions for resuming the Six-Party Talks.”
China’s policy regarding the nuclear issue is a clear-cut one. First,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must be safeguarded.
Second, the Korean nuclear issue must be resolved by peaceful
means. Third, the peace and stability of the Korean Peninsula must be
maintained. Fourth, concerns must be given to the security of the
DPRK. It is understandable that the DPRK has a sense of insecurity. It
will not voluntarily give up its nuclear program before its security is
ensured.
Currently, the nuclear issue is locked in stalemate. Facts have proved
repeatedly that power politics on the Peninsula has reached a dead
end. In fact, the situation is a result of power politics. To break the
impasse and seek reconciliation, the relevant parties need to change
their mindset. From a Chinese journalist perspective, I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share with you my thoughts on this vision.
1. Rethink the security concept. In today's world, security means
much more than before and its implications go well beyond a single
region or time frame. All sorts of factors could have a bearing on a
country's security. As people of all countries share common destiny
and become increasingly interdependent, no country could have its
own security ensured without the security of other countries or of
the wider world. In 2014,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addressed a
summit on Asia security, putting forward a new concept of security.
He said, “We need to keep pace with the changing circumstances
and evolving times. One cannot live in the 21st century with the
outdated thinking from the age of Cold War and zero-sum game.
We believe that it is necessary to advocate common,
comprehensive, cooperative and sustainable security in Asia. We
need to innovate our security concept, establish a new regional
security cooperation architecture, and jointly build a road for
security of Asia that is shared by and win-win to all.”

38

Conference Ⅰ ㆍ Yong ZHANG

2. Rethink relations between nations of different strength. China holds
that all countries should respect one another and treat each other
as equals. Countries may differ in size, strength or level of
development, but they are all equal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th equal rights to participate in regional and
international affairs. Being a big country means shouldering greater
responsibilities for regional and world peace and development,
rather than seeking greater monopoly over regional and world
affairs. To respect one another and treat each other as equals,
countries need to, first and foremost, respect other countries' social
systems and development paths of their own choice, respect each
other's core interests and major concerns. All of us must oppose
interference in other countries' internal affairs and reject attempts to
destabilize the region out of selfish motives.
3. Rethink the major power relations. China and the United States
have agreed to build new model of major-country relationship
featuring “no conflict, no confrontation, mutual respect and win-win
cooperation”. Some international observers have considerable
anxiety towards China’s rapid development. Their logic is that an
emerging power must challenge the old one, thus triggering a
worldwide clash, just like the Athens and Sparta in Thucydides'
words. They have predicted that China and the United States will
be enmeshed in the "Thucydides' trap". This is a malicious theory
that only generates malicious results. I would argue that the world
has enough space to accommodate the major countries such as
China and the United States. As a matter of fact, China and the
United States have much more fields to cooperate rather than to
compete. Both sides are influential countries on the Peninsula
issue. The productive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on the
Peninsula issue will be a touchstone of the possibility to build the
new model of major-country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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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ethink relations between neighboring countries. We cannot
choose our birthplace and neighboring countries. Northeast Asia is
home to China, Japan, North Korea and South Korea. And the four
countries are far from being satisfactory. Ruining relations with
neighboring countries is not a choice for wise statesmen. One
country and its people can have sense of security and more
chances of prosperity only after it manages well the relations with
their neighbors. Close neighbors are better than distant relatives.
This is a simple truth that the Chinese people got to know in ancient
times. That explains China's firm commitment to building friendship
and partnership with its neighbors to foster an amicable, secure
and prosperous neighborhood. Under the principle of amity,
sincerity, mutual benefit and inclusiveness, China is working
actively to deepen win-win cooperation and connectivity with its
neighbors to bring them even more benefit with its own
development. In 2013, China put forward the initiatives of building a
Silk Road economic belt and a 21st century maritime Silk Road.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will first bring benefits to its
neighboring nation with friendly relations. Through such win-win
cooperation and common development, countries in the Northeast
Asia region will join hands in building a community of common
destiny and we will be able to create new opportunities to break the
ice.
Ladies and Gentlemen,

The former U.S. Secretary of State Henry Kissinger wrote about the
difference of strategic thinking between China and the Western world in
his book On China. He discovered that in the Art of War by ancient
Chinese thinker Sun Tzu, the word of Shi has such a rich connotation
that he cannot find a counterpart for the concept in English. He wrote,
“In the military context, Shi connotes the strategic trend and potential
energy of a developing situation…the task of a strategist is less to
analyze a particular situation than to determine its relationship to the
context in which it occurs. No particular constellation is ever static; any
pattern is temporary and in essence evolving. The strategist m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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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ure the direction of that evolution and make it serve his ends”.
Kissinger’s observation is rather accurate and inspiring. Chinese
people are keen to analyze and discuss shi, and they are more than
willing to comply with shi and take advantage of shi. To Chinese, shi is
akin to water flowing downhill and it has massive power that cannot be
held back. Chinese have come to a conclusion that the shi of the postCold War world is that peace, development and win-win cooperation
has become the prevailing trend of our times. China’s strategic choice
of peaceful development is to conform to the trend of the times and the
call of its people. What China needs most is a harmonious and stable
domestic environment and a peaceful and tranquil international
environment. Turbulence or war runs against the fundamental interests
of the Chinese people. As always, China will play a constructive role in
promoting the peaceful resolution of the Peninsula issue, supporting
the engagement and reconciliation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facilitating the peace and unification process of the Korean Peninsula.
It is our sincere wish that the relevant parties can discover and master
shi and begin real peace making process on the Peninsula.
To conclude my remarks, I want to quote one line of the lyrics of an
American singer Bob Dylan. In the song of Blowing in the wind, he
sings, “How many times must the cannon balls fly before they’re forever
banned? The answer is blowing in the wind.” The musician raised a
question without giving an answer. Today, we as journalists raise this
question again. I hope the answer is not in the wind, but in the action of
the relevant parties of this Peninsula.
Thank you very m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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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perspective as a French broadcast journalist:
how the Charlie Hebdo massacre is perceived as a political issue in France, and
differences with the global view of the event

On January 11, 2015, some 4 million people marched in Paris and the
rest of France, to defend Freedom of Expression, "Liberté
d'Expression", and to denounce racial (Jews) or categorial (police
officers, satirical journalists) killing.
There is some misconception about the reason for this mass turn-out:
was it to denounce terrorist murder alone? No. It was also to denounce
the attack on freedom of expression.
This love of freedom does NOT mean that the marchers thought that
satire is intelligent, elegant, sensible, harmless. Satire can be insulting,
indeed it would be to anyone who is satired in a negative way, although
less so when in a positive way. Satire in France has few rules to
respect: not to incite to violence, and not to promote ideas that are
criminal: no to promotion of Hitler, no to denial of the Holocaust of the
Jews in World War II, no to promotion of pedophilia, etc.
We do not have a blasphemy law in France, nor a protection of
religious faith law, we have a secularist Constitution and we have no
treaty with the Vatican. Therefore depicting Jesus, Moses, Mohamed,
as perverted characters who incite to violence, is not a crime in France.
These characters do not have descendants, and no one can claim to
be diffamed or slandered by satirization of their prophets. The right to
caricature our presidents and bishops and philosophers and national
heroes is also constitutinal, and I would say it is daily.
Therefore, international media must understand this in order to
understand us. When Charlie Hebdo, after the massacre of its most
prominent satirists, then published an issue in which Mohamed was
again portrayed, doing nothing in particular, just saying "All is forgiven",
this enflamed a large proportion of Muslims including in France. But the
Frech State has no recourse to block Charlie Hebdo. And the main
question remains : Freedom of Expression. Not discrimination against
French Muslims, or the Israeli-Palestinian conflict. Perhaps the
question is becoming: beware of jihad-type radicalism in our mid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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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Freedom of the Press and Freedom of
Expression. The news press can write anything as long as it is
substantiated: suspicions of corruption, violence, theft. The news press
scares the politicians and the corporate world. The public like us, even
though there is wide suspicion that we are bought off by politicans and
corporate executives. The statistics on this point are depressing.
But not all journalists are purely news journalists. Satirical journalists,
and especially cartoonists, draw sympathy from a wider group: people
on the left, and especially the world of artists, especially graphic artists,
cartoonists, teachers, who felt kinship with Charlie Hebdo, and who
marched.
However, the slogan "Je suis Charlie" ("I am Charlie") is a strong one,
and all newspapers and broadcast press in France displayed the
slogan. In the French-speaking world, this was not automatic. Most
papers in the Muslim French-speaking countries did not display "Je
suis Charlie", with some brave exceptions. In Senegal, "Je ne suis pas
Charlie" (I am not Charlie) was prevalent.
Lastly, news journalists (reporters, presenters, and analysts) cannot
use this satirical style without discrediting themselves. (Columnists like
me are an intermediate case, we can begin to use this style). All of
them are legally allowed to do it, but they exit news journalism in so
doing and can be legally fired. It is a professional issue, not a criminal
one. Yet the news journalists showed solidarity with the satirists.
In conclusion: Freedom of Expression has a special political
meaning in French society, which is not fully understood in the wider
world. However, we still firmly distinguish news reporting and
journalistic satire.
Harold Hyman, French broadcast journalist at BFMTV
(leading all-news channel of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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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om of Speech: Ordeal of Journalists around the World
that cannot stop protecting it
Kim Hong-kook
(Chief Editor in Le Monde diplomatique)

Freedom of speech, a sacred value that is non-transferable and nonviolable.
Freedom of speech means exchanges of ideas and freedom of
expression that can be materialized through various media, including
print, broadcast and electronic and Internet tools.
Freedom of speech came into being in the middle of the 15th century
when the printing technology helped modern forms of statehood begin
to establish themselves and advance. Monarchs in the Middle Age
suppressed freedom of thought among people in lower classes, and
they resisted to their monarchs when their freedom of thought was
under pressure. History tells us that the freedom of speech was
realized through changes in people’s perception and legal systems.
A new way of communication that allowed massive copies of
information and quantitative expansion became a formidable factor for
an absolute power to control a society. Those who had power censored
free flows of information, by implementing special permission systems.
Via these methods, people in power could make sure that news
contents that they liked could be released. But the rising of the citizen
class gradually forced royal and other powers to lose control of
freedom of speech.
Responding to the criticism that publications that were not permitted
would cause chaos among innocent civilians, John Milton, the author of
Paradise Lost, said in his book Areopagitica (1644), “Truth will win over
error in the end, after periods of conflict.” He used this idea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freedom of speech, and this played the
role of milestone for freedom of speech to take root in the modern
society.
Suppression on freedom of speech persisted even after the formation
of modern statehood, but in a weaker manner, thanks to social changes
of the time. The development and spread of the printing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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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portation and education that came on the heels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brought about affordable and highly circulated public
newspapers. In the process of development, overly concentrated and
exclusive nature of mass media began to ease off. As a result, freedom
of speech that was largely enjoyed by the civilian class rapidly gave
birth to mass media where different classes of people took pleasure
and shared diverse news and information.
In the transitional process, behaviors of some mass media invited
social criticism, including, government propaganda, nature of yellow
journalism, and business-friendly attitude. These practices led to a new
crisis of freedom of speech that had taken a refreshing breath for some
time. Active debates were held to shed light on what went wrong in the
past and what was the responsibility and role of mass media, especially
as a public forum. Unfortunately, still in this 21st century, we are seeing
ever-stopping interference and oppression of powerful politicians and
large businesses, while terrorist activities ceaselessly claiming lives of
people and posing higher risks to them.
Freedom of speech, together with freedom of expression, is a
barometer that tells whether a country is democratized, and this is why
many countries stipulate relevant provisions in their constitution. For
example, Article 21 of the Constitution of Korea, the First Amendment
of the USA, and Article 21 of the Constitution of Japan. Particularly, the
First Amendment reads,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or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 or the right of the
people peaceably to assemble, and to petition the Government for a
redress of grievances”, making freedom of speech the most valuable
value that a democratic society should keep in place at any cost.
Hardship of those in the press community in the 21st century
Kidnapping and killing of reporters in areas of conflict and civil wars
have been continuing. According to Reporters Without Borders, or
RWB, a total of 88 lives have perished in the course of their duty in
2014, which was the highest death toll since it began recording in 1995.
Different international treaties, including Geneva Conventions, talk that
those who working in the community should be protected from violence,
62

Conference Ⅱ ㆍ Kim Hong-kook

but there is no such a provision that specifically stipulates related
protection. France, the current UN Security Council Chair country,
recently saw two French journalists kidnapped and killed by
unidentified armed forces in West African nation Mali.
We experienced serial, tragic cases in 2014 where terrorist groups took
the lives of reporters. Take Islamic State, self-claimed state led by
Sunni extremists, as an example. In 2014, they made people around
the world appalled, by beheading two American journalists, James
Foley and Steven Sotloff. This year, again, they killed Kenji Goto, an
independent Japanese news reporter, in the same way. People in
many corners of the world paid condolences to his death, by picketing
“I am Kenji.” January 7, 2015, saw another shocking news erupted.
Armed terrorists went to Charlie Hebdo located downtown Paris,
France, and killed 12 cartoonists and reporters. Furthermore, additional
seven lives, four civilians and three officers, were killed during the
standoffs.
Syria is emerging as a very dangerous place. According to Committee
to Protect Journalists, or CPJ, a total of 61 news reporters were killed
while conducting their jobs in conflict areas, last year. And, 17 of them
lost their life in Syria, making it the deadliest country for the three
consecutive years. Since the outbreak of civil war in 2011, 79
journalists were consumed in the country. Rounds of combats and
atrocity of IS left reporters dead, more than often. The CPJ has been
recording the number of lives lost since 1992, and Syria ranked second,
following Iraq. Approximately half of the number on the list came from
the Middle East, and about 39% of them were killed on the front-line
combat news reporting.
Set aside indelible tolls above, there are extra repressions, tangible or
intangible, on the press in the 21st century. News media around the
globe are in the face of dramatic changes caused by the Information
Revolution. Many of paper-based newspapers are coming up with
diversified ways of survival, not to be left behind. Journalists are faced
with not only high risks of incarceration and being fired under political
and money power but also killing, terror and other corporal threats, let
alone fair and correct repor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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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iculties and depression of Korean journalists
Difficulties faced by Korean journalists are only getting worse. This is
because the media community is divided into two ideological groups,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In addition, top management frequently
comprised by figures sent by people in power is increasingly
oppressing those with journalist spirit. Powerful persons changed the
course in dealing with “right-minded” news reporters. For instance, they
do not inflict corporal punishment or physical violence to them anymore,
but send out their followers to critical positions to control mass media.
As a result, they can manipulate news reports and set public opinion as
they please in the Korean society. This is a new way of suppression on
the press.
Practices of public airwave MBC and news channel YTN make the
case here. The two broadcasters fired news reporters and producers
who had shown criticism to government policies, or relocated them to
job positions where they were a total stranger. They also ignored
reinstatement court rulings for illegal layoffs. Resistant journalists who
were vocal to unjust and distorted reporting are now sneakily hiding
from diverse disadvantages and repression. Those who responded to
the calling of journalism and cast wary eyes on those who have power
are disappearing from fields. Korean news viewers and readers raised
complaints about these practices and showed no support. Yet, a large
part of the Korean mass media are still concerned with how they will fall
in the eyes of those in power, not reporting news contents that can get
on their nerve. In the case of general programing channels, it would be
shame on you to say that they are a member of the press circle. They
are just disqualified broadcasters from the moment they went into
business two years ago: their bent on conservatism; biased
perspectives; and, violence- and obscenity-based contents.
The Korean newspaper industry is dominated by three major daily
newspapers, the Chosun, the Joongang and the Donga. The so-called
“Cho-jung-dong” has been government- and business-friendly, and
their reputation has been dramatically tainted over recent years.
Harmed reputation is largely because they failed to voice against blind
obedience from people in power and opted to be in the same boat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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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 rather than becoming a forum of debate and criticism and playing
the role of a watchdog over corruption.
The power of the politics and the business is wielding ever-increasing
influence on the press. For instance, Korean Presidential House (Blue
House) filed suits against news firms to intimidate and bridle them, and
large firms tried to control them via advertisement deals.
The house is an exemplary case, as it has simply brought news
reporters and media firms to court when they found reports unpleasant.
From the start of this administration to the end of 2014, the number of
civil and criminal suits filed by officials of Blue House was reportedly 12.
The Presidential Secretariat had been widely sought legal solutions for
news reports related to defamation and indemnification for damages.
Particularly, the office more frequently went to court in dealing with
those types of cases, after the Sewol’s tragic sinking. Also, major
Korean conglomerates tried to restrain the press, by halving or halting
the purchase of advertisement of a newspaper which they found
unfavorable.
The Korean news media have due responsibility in this, as well. They
had to reflect on themselves in a thorough way when they failed to
properly report the tragic sinking of the Sewol that took away 250 lives
of high school students on April 16, 2014. The sinking brought the
heart-wrenching sadness to the Korean society and the news media.
But most media poorly reported related contents of the tragedy, in the
least way a press company would do. Their shameful practice cost the
credibility of the industry which should be maintained at any expense.
In fact, several news firms are trying to live up to people’s expectations.
Yet, still an overwhelming part of it is worried over what power and
money think important; distancing themselves from the role of checking
and criticism; and, drifting with no specific directions. This is what is
happening in the Korean press at the moment.
This is largely the reason why Park Jong-ryul, the president of
Journalists Association of Korea, lamentably said in his new year’s
address, “The press will lose its ground if it fails to win the heart of
news readers, viewers, Internet surfers and general public. News
media that are the object of criticism and derision, other than re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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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not function properly any longer. This is because it is the media that
oversees power. But it is general public who check the press.” He
suggested that people in the press regain function and role of the new
media.
We have to bear in mind what Ben Bradlee, Washington Post editor,
said, “You should know that something very wrong is going on if the
relation between a government and the press is too good.” He was the
man who led the investigation of Watergate, the illegal eavesdropping,
and caused then-US President Richard Nixon to step down. US
President Obama said in his condolence statement to Bradlee, “To him,
journalism was a public good vital to our democracy.” What the
president said is thought- provoking to people in the Korean political
and the media community.
How can we protect the safety of people in the media community
and freedom of speech?
Against suppression of political and money power, the press should not
be silent to injustice and not be complacent with what it already has. It
has to check those power and care about the vulnerable in a society.
Restoration of reliability of the press is an urgent task on the global
stage. Journalists have to consider whether their reports go hand in
hand with public interest and good. When they find them beneficial to
power and money, they must do soul searching and correct their
practices. Reporting standards should be based on something that can
enhance public interest and help contribute to people’s life. This is how
the media can restore reliability from news viewers, readers and the
public.
The press should perform the role of a watchdog in a faithful manner.
The media exists so that it can check injustice and unfairness. Keeping
vigilant eyes on power is its No.1 mission. If it was obedient to the
strong and harsh to the weak, it has to change the course in a direction
that cares about the powerless.
News reporters themselves have their own part. For example, they
should not be satisfied with decent pay and comfortable everyday life.
Instead, they have to put in efforts all the time so that powerless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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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make their voice heard. And they must resist to political and money
power and correct internal practices which are currently bent on power,
ideology and money, by making strenuous efforts to ensure fair and
correct reporting.
The future of the press is not rosy, though cutting edge equipment and
systems were developed, including smartphones. This is because it is
losing support and reliability from media consumers. Reporters around
the globe should be a social existence who can deliver pleasure to the
public through a scoop. They have to be ones who do not feel shameful
on themselves. Amidst social problems of polarization, anguish of
warfare and starvation, and threat of terror and killing, reporters have to
ceaselessly deliver information and hope that people need to have.
Ulrich Beck, the author of Risk Society, once said, “Civilian and political
freedom should be dominated by citizens. And this right is not
something that a leader can give when he or she is asked for care and
mercy.” What the writer said comes appealing in today’s context.
What are universal values that a journalist should go after? In my belief,
a journalist should play the role of salt and a walker; deliver messages
of the distressed; and, come up with solutions for issues. In other words,
they should be a rainbow, which is a sign of hope. The world should
come together to give protection to journalists, freedom of press, ideas
and expression. Now is the time for solidarity among all journalists
around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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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la Lorena López Ferro (august 27, 1991) is co-editor of international
news in Reforma, a prestigious Mexican newspaper. She has worked
as a media analyst at the Embassy of Spain in Mexico; as a cultural
reporter at Difusión Cultural UNAM, the cultural website of Universidad
Nacional Autónoma de México; and as a news writer for the radio
program Al instante, in Radio Capital, as a scholar. She studied
journalism at Escuela de Periodismo Carlos Septién García and
majored in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jour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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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ast balance of violence against journalists done by Reporters
without Borders and published on December is a sample of the
complexity of the new challenges information professionals face at a
global scale: “in spite the number of assassinated journalists lightly
decreased, the violence has changed. Every time more and more
aggressions against reporters are executed through beheadings, the
diffusion of videos and threats. Murders are performed more brutally
and kidnaps considerably increase the fulfillment of the objective, of
those who perpetrate them: preventing the existence of independent
information and dissuade the foreign attention.
That report estimates the number of journalists murdered in 66;
kidnapped in 119; imprisoned and arrested in 1031; and threatened
and exiled in 1985.
A month after said report was published, the attack against the satirical
weekly French newspaper Charlie Hebdo arose international
indignation. Short after, international indignation was also arisen by an
attack against a conference on freedom of speech in Denmark.
Both events in addition to the beheadings and other brutal executions
which were videotaped by the Islamic State- maybe because of the
places and persons involved, have brought back freedom of speech to
our concern and the safety of journalists to the panel of discussion; not
to imply that said problems were not a reality before.
Are there any topics on which no publications have to be made or are
there any topics about which no criticism can be issued?, which is the
treatment for issues sensitive for certain audiences?, is the blood shed
enough as to keep on exposing journalists at conflict zones?, how can
we cope with groups which consider the right to information as one of
their greatest adversaries?
It would be irresponsible to think that there is a single answer to all
those questions, especially with regard to places that are very different
among them such as Ukraine, Libya, Afghanistan, Colombia, Egypt,
Syria, Irak, Turkey, China or Mexico, to number a few cases, in wh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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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 only are the armed groups in a war the ones that threaten
journalists but they are also the Governments themselves along with
the authorities responsible for the enforcement of law or the great
business groups the ones that threaten journalists.
Then, how can we give an answer to such important questions?
Although every case deserves an independent answer, I think that
some cases can be taken as a sample or guideline for their further
adaptation to other contexts.
Let me tell you a Little about my country, Mexico.
Internationally, Mexico is considered as a country in which, regardless
of the existence of conflictive zones, there is still governability; there is
still respect for democratic values, such as freedom of speech and the
right to information.

The reality for the journalists is a Little different from that. After two
deep agricultural and economic crises in the 70’s and in the 90’s,
respectively, and after a new configuration in the structure of the drug
cartels in the region, one day, the reporters woke up to see a
tumultuous country and turned, without asking, into war correspondents
in their own land, such as a journalist of my country, Daniela Pastrana,
stated recently.
As many journalists have published, In Mexico, drug traffickers are the
ones who make the minutes and issue the agenda. They have been
firing bursts with machine guns or threatening editorial offices for over a
decade, killing and threatening reporters and directors; our Presidents
not organizing massive demonstrations in their memory or not drawing
international attention. There, the bosses of the mafia call or appear
directly in the editorial offices to decide what will be published and what
will not; they force reporters to cover an event or to photograph a
narcomanta (a message of a cartel put in a coarse cloth in a public
place, generally beside a body) and punish with kidnapping, torture and
even death the publication of information that is not limited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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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etition of the official versions or the mention of any cops, army staff,
businessmen and politicians colluded with them.
The spreading of videos at Youtube with beheadings or other barbaric
executions performed by drug traffickers has been present for a long
time, as well as the use of social networks to recruit people or spread
terror.
As if were not enough with this, drug traffickers are not the main
aggressors of journalists in my country, but they are the State officers;
who, pursuant to the organization Article 19, conducted 48% of the
attacks of last year, which amounted 326 attacks in total.
From the experience of my compatriots, I think that alternatives
applicable to other scenarios can be taken out along with lessons
pending to be learned by my country and the rest of the World, in order
to never stop publishing.

Beyond the exiles or temporary assignment changes for reporters, the
strategies that have worked better are based in two principles:
professionalization and solidarity. On the one hand, more and more
local editorial offices adopt safety protocols and action plans and there
are more organizations in charge of instructing journalists in the
coverage of risk zones.
On the other hand, the loss of pride and the understanding of the origin
of our profession have make it possible to spread information not
instructed or limited, setting aside the competence over exclusives or
first news. The reporters coordinate to arrive together to cover the risky
events and the media coordinate to publish them, thus not crediting the
source. Journalists refuse to accept any exclusives if they do not have
control over the place of the meeting with the source and, in general,
journalists have the support of all their companies.
All the aforementioned actions, however, are not enough; especially
before the pressure of other groups that are less visible than drug
traffickers: the pressure of businesses and that of the States; which
71

Conference Ⅱ ㆍ Karla Lorena LÓ PEZ FERRO

pressures bother, if may I say, almost all the media at a global scale.
Pascual Serrano once said that “democracy entails to involve the
citizen in a greater number of public issues” and that is precisely what
can help to reduce the burden of those chains.
It is necessary to promote media observers so that citizens watch that
we cover properly public interest issues, since behind the media, there
are economic and financial groups that promote their interests and
appoint directors and journalists, thus compromising plurality and
equilibrium.
We have to take citizens into account again, along with their
organizations and give them spaces for expression, since giving
expression to the same powerful people might constitute the main
current censorship way.
We have to recover the confidence of our recipients and, thus, make
the strongest force of democratic systems our allies. An apathetic
society, that is disenchanted and angry with its journalists will not
defend them and will not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journalists in a
free society.
We have to create more independent spaces where the information
against the interests of the great media corporations can be published,
and we have to take advantage of the new technologies and see as the
bless that it is the involvement of citizens: sometimes, they are the
voices informing what is going on in dangerous places, the voices
sending S.O.S messages to the rest of the world, and we have to
promote that and be the agents giving them places to be read and
heard.
Likewise, we have to avoid transforming in the spokesperson or terror
spreaders of the criminal groups, which every time find it more
attractive to threaten journalists. It is necessary that we reconsider our
way to cover the aggressions or attacks against the media, in order not
to end up by advertising or justifying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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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ve it all, we cannot remain indifferent or unaware about the conflicts
that do not affect us directly or that are alien to us.
The coverage by the foreign media of the red lights at a global scale is
the best oxygen source we can give our colleagues that come from
those battle fields; that along with our being interested and our
responsible coverage might save their lives. The power of international
pressure most be used to force governments and big companies to
protect and promote our work.
Thank you very much.

Karla Lorena López Fer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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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nde Pomeraniec is an argentine writer and journalist. She has a
degree in Arts & Literature and worked as a professor in Buenos Aires
University. Since 1989, she worked as an editor in the Culture and
International Politics departments at the Clarín newspaper for 20 years.
Between years 2005 and 2010 she was a co-anchor in Visión 7
Internacional, an international newscast aired by the Public TV Station.
From 2010 to 2014 she ran the Latin-American publishing house
Norma, which specializes in Children and Young Adults Literature. She
wrote the books Katrina, el imperio al desnudo (Katrina, the Unmasked
Empire); Rusos. Postales de la era Putin (Russians. Postcards of the
Putin Era) and Blackie, la dama que hacía hablar al país (Blackie, the
Lady who made the Country speak). She’s currently a regular columnist
at the La Nación newspaper and at the City’s Public Radio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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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talking or writing poses a risk
By Hinde Pomeraniec

I was born, I live and I work in a country where freedom of speech has
been banned (throughout the years?). I grew up in that era, a time in
which newspapers, general media and even art and culture were tested
and manipulated by censorship. During the last argentine military
dictatorship (1976-1983), the one that made us famous in the whole
world because of a term that’s established in the political language
today: the “disappeared”, the word wasn’t free, just like pictures and
expression of thoughts in general weren’t. They were dramatic times,
times of suppression and death: children, young people and adults, we
had to know the rules of the game and follow them in order to survive in
a dull and monotonous Argentina. The military forces –and part of the
civil society that went along and was an accomplice to their
extermination plan- were the owners of history and the words we had to
build the stories with. This developed in the deep south of Latin
America and in a world context of the Cold War. It was one war, the
Malvinas/Falklands War, that sped up the end of the dictatorship and,
paradoxically, returned democracy to argentine people.
Journalists, artists and writers make up part of the disappeared during
the military dictatorship. The emblematic number handled by human
rights organizations is 30.000; officially, there are records of around
10.000 kidnapped people who were taken to concentration camps
before being eliminated, after being subjects to indescribable tortures.
Around 500 children are estimated to have been born captive and
stolen from their mothers to then be given away to other families. From
those children, the Grandmothers of the Plaza de Mayo organization
has found 117. It is 117 argentines that, as adults, got to know their
true identities and found out who their biological parents, killed by the
dictatorship, were. These stories are possibly the ones that better
reflect the significance of the argentine tragedy full of violence,
madness and d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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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y years have passed in our personal history and also in our history
as a society. We had to relearn how to use our freedom to express
ourselves and to question the authorities, something that all of us, as
journalists, intellectuals and citizens in general, should never cease to
do. Boundaries should be set only by our own consciousness. For
example, in Argentina, even today the “disappeared” is a subject not to
be made fun of, even though there have been serious corruption
incidents inside organizations linked to human rights during the last
decade. But in every society some subjects are more preserved than
others; in Argentina it’s the disappeared, just like in the whole world the
Holocaust has been and still is. I want to be more accurate: the military
and Hitler aren’t taboo subjects to humor or satire, but the victims of the
military in Argentina and Hitler are. Nevertheless, there are publications
that use those subjects for their satires and no one today even thinks
about resorting to censorship. I mean, it doesn´t exist censorship
committees at all. But in the latest years, though, there has been an
unfair distribution of official advertising, which has resulted in a clear
benefit for the media closest to the government and also arbitrary
regulations in benefit of the authorities’ friends. Even though they aren’t
equivalent to censorship, these politics, which have become stronger
since the arrival of the government of Cristina Kirchner, should be
considered a sophisticated method that clearly could damage freedom
of speech.
The Paris massacre in January, where journalist and humorist
colleagues working in an newsroom died, was a turning point for us
who work with words and facts. It showed us that it is still possible to
lose your life because of an opinion, an article or an illustration. We
aren’t talking about men and women who die covering in war fields as
war correspondents, but about how any form of journalism can be seen
as sacrilege and there are still humans who grant themselves the right
to take away someone else’s life because that opinion, article or
illustration was an offense to them. It happened in Paris, it happened in
Russia, it happens in Mexico, where each year journalists die in
different states for fulfilling the task of reporting drug trafficking; it
happens in countries where the Islamic Army performs fundament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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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rorism, and the unfortunate list goes on. Now, while we attend to this
death parade, there are other atrocities happening in many countries
and cultures where, although they haven’t lost their lives because of it,
lots of intellectuals, journalists and activists are prisoners for
expressing their opinions, which is unacceptable inside a democratic
culture. Death or captivity as a result of some piece of information or an
opinion looks too much like a horror movie.

It is serious, very serious, that at this point in human history, talking or
writing poses a risk. Even though it is essential to continue claiming
against the current repressive laws towards the press in many societies,
it’s troubling that within the bounds of the democratic system, there
haven’t been found any valid tools yet to avoid the crimes of journalists
that are committed in the name of honor, God, mafia, the powerful or
the sacred word. There’s always a sacred word for someone; what
doesn’t exist is a sacred word common to everyone because it isn’t
always the same word, just like we don’t all have the same thoughts,
we don’t all see things the same way and we don’t all express those
things in the same way. Just like that, there’s always a word that can
endanger an important or powerful person, and that’s what journalism
is for: it exists to make public and to report those things that the
powerful, whoever they are, expect to keep private because it
compromises them.
Technological progress hasn’t been good friends with the tyrants, and it
makes those who got used to suppressing the ones who disagree or
subdue the others, nervous. The possibility to deliver words, opinions
and illustrations to the world in a second goes against the authoritarian
desire for control. I am a journalist, I’m neither a politician nor do I tell
the future, I can’t know what is going to happen or in what way we can
end with the gagging and criminal actions against freedom of speech or
freedom of press. I do know, however, that in the face of each
fundamentalist or authoritarian advance towards the ones who practice
this profession, we are responsible of replying with even more opinions,
criticism, articles, humor and illustrations.
And, above all, with more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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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am Fikrte Gebre Amlak Sisay. I was born in Addis Ababa Ethiopia;
15th October, 1979. I Graduated From Addis Ababa University with
B.A Degree in ETLA /Ethiopian Language and Literature/ in1999 and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in 2008.
After my graduation, I was hired in Lucy Academy in the position of
teaching Ethiopian Language. Since July 2, 2011, I have been working
in Government communications Affairs Office of Ethiopia on the
position of Domestic media monitoring and Analysis Senior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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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and Ways to protect journalists
Before embarking on ways of protecting journalists, let us consider
where the attacks that target journalists could come from. Generally,
attacks against journalists could come from governments, corporate
firms, interest groups, religious groups, armed forces, individuals, etc.
Those that attack journalists do not randomly direct their violent
measures. They tend to identify those whom they consider to have
committed an injustice of some sort against them.
Though the reasons behind the attacks could be very broad, some of
them include retaliation to expositions, scaring off investigation,
retaliation for defamation, violent response to criticisms of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religious viewpoints, retaliation to affiliations with
national and foreign forces and prevention of coverage on certain
topics.
Considering journalism is a profession that is highly influenced by the
‘ethnocentric’ nature of its practitioners, the sense of truth in it is
conventional and not universal. That means the inevitable inclusion of
some sort of one’s own views into news leaves room for a different
interpretation of stated facts by someone else. This differing
interpretation can become the basis for attacks on journalists as it
raises queries on their intents. The search and exposition of truth also
makes journalism one of the most dangerous professions out there as
there could be individuals and groups trying to keep them hidden.
Accordingly, the following can be taken as notable ways of protecting
journalists:
▶ Educ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like Ethiopia, most journalists do not have
formal higher educational training in the discipline of journalism. That
results in below par and highly skewed reports, which are not in line
with the principles and ethics of journalism. Such journalists also t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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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 to have a good understanding of the media law of the country they
operate in. Considering the grave mistakes made every day and the
significant harm they pose on business, governance and individual
respect, there have not been any considerable punitive measures
taken to hold them to account in Ethiopia.
Consequently, inaccurate and substandard stories about individuals,
firms, interest groups and the government become rampant. With the
serious damage inflicted on these bodies, retaliatory attacks could
become possible. Therefore, access to quality journalism education
can be taken as a way of protecting journalists.
▶ Passing Shield Laws
Media shield laws would protect journalists from being forced to give
out confidential sources. It would also protect the confidentiality of
journalists' communications by restricting the government's ability to
obtain records from telecommunications providers. By limiting access
to such forms of information, such laws make it hard for governmental
and other legal entities to come across confidential evidence protecting
journalists along the way.
Such shield laws along with those that protect whistleblowers also help
to protect journalists as they encourage more people to blow the
whistle on hidden issues, leaving the rich and the powerful reluctant to
resort to coercive means.

Such laws have already been in effect in Ethiopia for years now. The
Mass Media and freedom of information act of 2009 provides
journalists with the right not to give out their confidential sources.
Protection to whistleblowers is also given through proclamations on the
establishment of the Ombudsman.
▶ Passing laws dealing with cooptation
The last couple of decades have seen numerous color revolutions
across the globe using the media and journalists as one of the 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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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gators. From broadcast to social media have all been used in such
illegitimate transfers of power.
There has increasingly been foreign assistance of media institutions
and individual journalists in developing countries in terms of trainings
and finance. The main sources of these sorts of cooptation are western
countries through their aid agencies and NGOs. The advocacy groups
that never fail to criticize developing countries while ignoring the grave
crimes of the rich world are also among the culprits. Some of these
institutions are established and keep close working relations with
intelligence agencies.
By providing trainings and financial assistance in exchange for the
promotion of their own agenda, such institutions smear governmental
and media relations with suspicion. In doing so, they make journalists
affiliated to their cause and leave them vulnerable to governmental
retaliation.
▶ Self regulation of the media
As stated by Andrew Puddephatt in his book entitled “The importance
of self regulation of the media in upholding freedom of expression,”
self-regulation is a combination of standards setting out the appropriate
codes of behavior for the media that are necessary to support freedom
of expression, and process how those behaviors will be monitored or
held to account.

By applying self regulation in their application of freedom of expression,
the media should refrain from targeting certain religious, color and
racial groups. As stated in the internation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freedom of expression comes with the limitations of not inciting war and
not targeting groups for their religion, color and race. By helping create
ethical codes of conduct for journalists, self-regulation also promotes
the safety of journalists.
Press freedom also comes with social responsibility. Therefore, as the
media social responsibility theory states, the media should not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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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on what sales with no regard to the beliefs and culture of their
own society.
In the Ethiopian context there have been numerous cases in which
print media came up with articles that ridicule the religions, cultures and
races of some groups. Some of these stories were followed by violent
actions from religious groups but they were generally kept low key not
to incite further conflict.
▶ Creating privacy ensuring technologies to store and disseminate data
With digitalization and proliferation of ICT in the 21st century, the
transfer and storing of data has become easier. At the same time, data
stored and transferred using these technologies can be accessed by
somebody else. Therefore, documents, telephone conversations and
email exchanges can all be accessed by someone else.

This results in a considerable problem of privacy exposing the projects
of journalists even before they get written. Telephone conversations
with confidential sources and documents corroborating their claim can,
therefore, be accessed by the rich and powerful the moment they are
stored or transmitted. That gives these people enough time to attack
journalists before they are exposed.
Accordingly, technological innovations that would do away with this
problem can be of great help in protecting journalists.
In case of Ethiopia, For years, the private press took constitutional
freedom to criticize government for defamation of public officials, for
foaming inter-ethnic discord and even open incitement, to the point
of instigating public disorders. Some within the ranks of the private
media are even
implicated in direct involvement in unlawful
clandestine activity fronting their legally protected status as media
reports as a cover for. Yet, when suspects of such illegal acts are tried
in court of law, Ethiopia is ranked least in the press freedom index of
Western media watchdogs. But the truth is, with rare exception, no
journalist in Ethiopia is jailed for press off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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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regard, it bears to take note that Ethiopia has:
• Incorporated in its constitution the 1948 UN Human Right
Declaration, with article 19 which provides that everyone has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 Played a leading role in the adoption of the African Charter on
Human Peoples’ Rights that in article 19 stresses the right to
receive information, to express and disseminate opinions within the
law.
• Upholds resolution 29 of UNESCO “Condemnation of Violence
against Journalists” including the Geneva Convention Protocol I, on
the protection of civilians in armed conflict, including journalists,
media professionals and associated personnel.
• signed the Tripoli Declaration which among other things declare
that deliberate targeting of journalists , media personnel and
associated personnel is a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These are just a few of the International instruments of protection of
journalists that Ethiopia complies with and through its influential
standing in the African Union exerts pressure for their continent-wide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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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레이 야슬라브스키
[모스코브스키 콤소모레츠 신문사 외신부 편집인, 러시아]

장용
[인민일보 대외교류합작부 부국장, 중국]

16:15-17:15

특강 Ⅱ
주

제

발제자

남북대화를 위한 신뢰 외교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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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

사회자

프로그램
언론자유와 지구촌 언론인들의 수난
심재윤
[코리아타임즈 편집부국장, 한국]

발제자

해롤드 하이먼
[BFMTV 지정학 해설가, 프랑스]

김홍국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판 수석편집위원. 한국]

카를라 로레나 로페즈 페로
[그루포 리포마 국제부 공동 편집자, 멕시코]

인데 포메라니엑
[라 나시온 칼럼니스트, 아르헨티나]

피크르테 제브리엠락 시세이
[정보통신부 국내 언론 모니터링 및 분석 시니어 전문가, 에디오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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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강 Ⅰ
변화하는 동북아 질서 속의 대한민국

약력
발표자료

특강 Ⅰ
발제자

조태열
외교부 차관
한국
조태열 차관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및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국제법 및 국제관계론을 연구하였다. 조 차관은 외교관으로 36년간
재직하면서 주 제네바대표부 차석대사, 통상교섭조정관, 주 스페인대사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정부고위직을 맡아왔다. 또한 외교부 개발협력대사
재직 시 UN 개발협력포럼 자문그룹 위원에 위촉되었으며, 주 제네바 차석
대사로 근무할 당시에는 WTO 정부조달위원회 의장직과 한국인 최초의 WTO
분쟁 패널 의장을 역임하였다. 2008년 한국 정부로부터 홍조근정훈장을,
2012년에는 스페인 정부로부터 대십자 시민훈장을 수여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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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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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

박진
한국외국어대학교국제지역대학원유엔평화학과석좌교수
前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
한국

박진은 현재 ‘아시아미래연구원’ 상임대표로 활동하면서 21세기 글로벌
리더십과 아시아의 미래를 주제로 국내외에서 특강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국
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의 석좌교수로 재직 하고 있다.
박진은 서울 종로 출신으로 제16대, 17대, 18대 국회에서 대표적인 국제통으
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였으며, 외교통상통일위원장, 국방위원, 정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 지식경제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박진은 서울법대 재학 중 외무고등고시에 합격, 이후 국비유학생으로 하버드
대 케네디스쿨을 거쳐,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박
진은 문민정부에서 대통령 공보, 정무비서관을 지냈으며, 미국 뉴욕대 법학석
사로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 현재는 밀알복지재단후원회장, 한영
협회 회장과 한미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고, 서울국제포럼과 아시아비전포럼
의 회원이기도 하다. 또한 미국 워싱톤 우드로우 윌슨 센터의 글로벌펠로우
(Global Fellow)로써 활동하고 있으며 영국여왕으로부터 대영제국 지휘관 훈
장을 수여 받기도 했다.
박진은 대한민국 해군장교로 복무하였으며, 남북통일과 해양강국의 꿈을 가
지고 있다. 의원시절 별명은 “돌고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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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원
동아일보 정치부 차장
한국

현재 동아일보 정치부 차장이다. 국내정치를 담당하며 여야 정치권과 청와대
관련 뉴스 보조에디터 역할을 하고 있다. 앞서는 논설위원으로 활동하며
외교안보를 포함한 국제문제 및 남북관계, 국내정치 관련 논설과 사설을
집필했다. 주(駐) 미국특파원(2008~2011)으로 워싱턴DC에서 취재활동을
했다. 미국 역사상 첫 흑인대통령을 선출한 2008년 대통령 선거를 현장에서
취재했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내 폐쇄를 공약했던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를 방문했다. 2010년 4월에는 보름동안 아프가니스탄 바그람

공군기지에서 미군 종군취재(embed) 프로그램에 참가, 테러와의 전쟁 및
지방재건팀(PRT) 활동을 밀착 취재했다. 미국 특파원 부임전에는 남북한
문제를 전담 취재하며 수차례 평양을 방문, 남북장관급회담과 적십자회담,
이산가족 상봉 소식을 현지에서 전했다.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고
미국 터프스대 플레처스쿨에서 국제관계학 석사(MALD)를 받았고 경남대
정외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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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모시 케이스 맥레디
NZ 주식회사 무역 특파원
뉴질랜드

팀 맥레디 (Tim McCready)는 아시아와 북미 지역에서 뉴질랜드 비즈니스
촉 진 과 성 장 을 위 해 활 동 하 는 NZ Inc 에 서 무 역 특 파 원 과 혁 신
디렉터(Director of Innovation & Trade Correspondent)로 활동 중이다.
비즈니스와 시장개발, 무역 및 투자 그리고 혁신 기업을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과거 국제 비즈니스 개발을 위한 뉴질랜드 정부 기관인 뉴질랜드 무역산업
진흥청(NZTE)에서 근무했다. 그 당시 뉴질랜드 기업의 신규 해외 시장 진출
지원을 담당했으며 뉴질랜드 진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다국적 기업
관련 업무 역시 담당했다.
또한 혁신, 비즈니스, 기술을 통합해 “창의력 연마”를 이룩하기 위해 공동
창업된 런던에 위치한 비영리 기관 Converge와 혁신 벤처 기업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유럽, 북미, 아시아, 호주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
오클랜드 대학교(University of Auckland)에서 생명과학 기업(Bioscience
Enterprise) 학사, 석사 학위를 받았다. 오클랜드 대학교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아시아 뉴질랜드 재단(Asia New Zealand Foundation) 자문 그룹의
의장직을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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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통일: 뉴질랜드의 시각
팀 맥레디, NZ Inc

약 65년 전, 뉴질랜드 전함 두 척이 오클랜드 해군 기지에서 한국으로 출항했
다. 이후 7년 동안, 그 뒤를 따라 6,000명의 뉴질랜드 국민이 한국으로 향했
다. UN군 동맹국과 함께 남한에서 공산주의 북한의 침략군에 맞서 싸우기 위
해 떠난 것이었다.
1950년 6월, 북한군이 38선을 넘은 지 4일 만에, 뉴질랜드 군대는 동맹국 지
원을 위한 준비를 했다. 사실, 뉴질랜드는 안전보장이사회의 지원 요청에 가
장 먼저 답한 국가 중 하나였다. 휴전이 합의되었을 때는, 일부 파견대가 시작
단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남았다. 45명의 뉴질랜드 국민이 목숨을 잃었다.
큰 기여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으나, 작은 나라 뉴질랜드에서 그 사실이 크게
느껴졌다. 한국전쟁은 국제 관계에 대한 뉴질랜드의 접근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뉴질랜드는 UN연합군의 작은 나라로 지지를 보여줄 수 있었을 뿐 아
니라, 미국과의 안보 협정이라는 오랜 목표도 달성하였다.
또한, 한국전쟁은 한국과의 우정에 항구적인 영향을 미쳐서, 뉴질랜드는 이후
한국의 UN 가입을 지지하고 경제 개발을 지원했다. 그 이후 뉴질랜드와 한국
은 강력한 관계를 유지해 왔고, 지난 달 양국은 FTA를 체결했다. 남한은 뉴질
랜드의 (공업제품, 농업, 낙농업, 육류, 원예 및 해산물) 6대 수출 대상국이며,
(정유, 차량, 기계, 전자제품) 8대 수입대상국이다. 2014년 양국 간 교역량은
40억 뉴질랜드 달러였다.
뉴질랜드는 다행히도 전 세계적으로 우호국들과 강력한 역사적 관계를 맺고
있다. 호주와의 관계가 가장 그렇다. 뉴질랜드의 시각에서 한국 통일을 생각
해보면, 호주와의 긴밀한 파트너십이 한반도 남북 파트너십 전망에 대해 몇
가지 유익한 교훈을 준다.
뉴질랜드와 호주는 깊은 충성, 신뢰, 역사를 공유한다. 양국 모두 영국 식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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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유산을 가지고 있고, 영어권 국가이다. 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국가 원
수이며, 영국식 대의민주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다.
우리 파트너십은 군사 연합 노력으로 강화되었다. 여러 사례 중 보면, 호주는
한국전쟁 당시 우리와 함께 했으며, 뉴질랜드 군인들은 제2차 보어전쟁, 제1,
2차 세계대전 에서 호주 군인들과 함께 싸웠고, 양국 모두 베트남전쟁에서
미국의 전략적 목표에 대해 지원을 제공했다. 우리는 매년 추모를 위한
국경일인 ANZAC의 날에 이 관계를 기념한다.
복잡한 역사이지만, 성공적인 경제 교역 관계 덕분에 우리 관계가 강력하게
유지되었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양국은 서로에게 중요한 교역 파트너이다.
중국을 이어 뉴질랜드의 2대 수출대상국인 호주는 131억 뉴질랜드 달러
규모의 시장이며, 주요 수출품목은 석유, 금, 와인, 치즈이다. 뉴질랜드는
호주의 7대 수출 시장으로, 주요 수출 품목으로 알루미늄, 자동차, 밀, 초콜릿
등이 있고, 그 규모는 109억 뉴질랜드 달러이다. 상대적으로 작은 뉴질랜드
시장의 규모를 고려하면 미미한 성과가 결코 아니다.

우리 관계를 뒷받침하는 FTA는 "세계에서 가장 포괄적, 효과적이며 상호
양립되는 FTA"라고 자주 일컬어진다. 계속해서 FTA가 개선되고 최신의
상황에 맞추어지며 양국 혜택을 위해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끊임없는
열망이 있다.
뉴질랜드와 호주는 가깝게 우정을 나누고 (사람들이 호주를 뉴질랜드,
뉴질랜드를 호주라 부를 때조차 있지만) 양국 간에는 미묘하지만 매우
분명한 차이가 있다. 호주의 정치 시스템은 뉴질랜드보다 상대적으로 더
복잡하다.
양국은 원자력 문제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 뉴질랜드는 1987년부터 해양과
항만에서 원자력 추진선박, 핵무기 선박을 금지하며 원자력을 사용하지 않아
왔다. 호주의 경우, 올해 기준 우라늄 광산이 5곳 있고, 토니 애보트 현
총리는 호주 내 원자력 사용을 지지한다.
호주는 훨씬 더 큰 국가이기에, 호주 시장에 진입하려는 뉴질랜드 기업들은
호주 중산층의 규모와 주요 도시 간 매우 먼 거리에 종종 놀라곤 한다. 호주
는 상대적으로 평균 소득이 높다. 양국 국민들 모두 스포츠라면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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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적인데, 다른 것보다도 여기서 양국이 가장 갈리는 지점이 여기라고 할
수 있겠다. 이 모든 차이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와 호주의 관계는 경제, 사회,
안보에 있어서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관계이다. 이렇게 긴밀하고 개방적이며
자유로운 관계는 뉴질랜드와 호주 양국에 번영을 가져다 주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뉴질랜드가 수출 국가이며, 상대적으로 세계에서 동떨어져 있다는 사실
때문에, 경제 및 국가 번영이 국제 교역에 크게 의존한다. 호주와 대한민국
이외 주요 교역국가는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이다. 수출에 의존하므로
FTA를 통한 교역 개방과 관세 인하가 우리 국제 전략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만은 아니다.
남북 간 분단을 과소평가하지는 않을 것이다. 정치, 사회, 경제 이슈들이
통일을 매우 어렵게 만든다. 호주와 뉴질랜드처럼 남북한 양국은 공동의 민족,
문화, 언어, 역사를 공유하며, 가족이 남북한에 나뉘어진 경우도 있다. 하지만,
분단 70년이 지난 지금, 양국이 별다른 어려움 없이 통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일 것이다.
통일은 결코 빠르거나 쉬운 과정은 아닐 것이다. 독일의 분단은 한국만큼
격렬하지는 않았다. 독일은 수백만 사상자가 발생한 내전을 겪지 않았고,
동서독은 전후에도 관계를 유지했다. 그런 상황에서도, 1990년대 독일의
극적이고 빠른 통일이 상당한 정치, 경제, 문화적 과제를 야기했다. 그 중
일부는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았다. 최근 독일 방문 중 놀란 사실은 더 이상
장벽으로 분리된 것은 아니지만, 분단의 역사가 아직도 분명히 보인다는
것이었다.
통일 노력 및 박근혜 대통령의 남북간 대화 촉구 및 이산가족 상봉 제안에
대해 듣는 것은 고무적이다. 한국 통일은 천천히 이루어질 것이고, 그 과정은
의심의 여지 없이 신중하게 관리될 것이다. 하지만 뉴질랜드가 세계에 무언가
말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역 이슈를 신중하게 다루는 것이 관계
강화와 신뢰 구축을 가져다 준다는 점이다.
단기, 중기적으로 북한과의 통일은 분명 충격이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북한
인프라가 낙후되어 있기에 경제적으로 높은 비용이 들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
으로는 큰 기회를 가져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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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교육 수준이 높고, 세계적으로 가장 크고 다양성을 갖춘 경제 국가 중
하나이지만 천연자원에 대한 접근은 제한적이다. 대조적으로, 북한은 최빈국,
최저개발국 중 하나이다. 상대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북한 경제는
1990년 동독보다 상황이 열악하다. 하지만 북한은 남한보다 국토는 20%
넓고 인구는 절반이다. 북한의 자연 자본과 남한의 인적 자본을 활용하는
공동 프로젝트는 양국 경제 모두에 혜택을 줄 것이고 상당한 규모의 투자
유치가 가능할 것이다. 통일은 한반도를 넘어서 국제사회에도 중요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통일은 더 큰 내수 시장을 만들어주어 외국 교역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추가적인 시장을 지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열어줄 것이다. 교역 및 경제 협력은 한반도 어느 쪽에 살든 모든
사람들에게 번영을 가져다 주는 데 첫 번째 단계일 뿐이다. 교역을 통해
구축되는 투명성, 신뢰, 협력은 교육, 관광 등 분야에서 추가적인 통합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대다수 뉴질랜드 국민들은 뉴질랜드 정부가 한국
통일을 지원하여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가 최대한 빨리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을 분명히 지지한다.
뉴질랜드와 호주가 긴밀한 관계를 지켜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함께 할 때
더욱 강하기 때문이다. 한반도 갈등 및 분단 해결의 열쇠는 양측 모두 통일에
대한 관심이 있고, 장기적으로 양국 경제 모두 혜택을 받을 것임을 보여주는
데 있다. 만약 그럴 수 있다면, 나는 언젠가 통일이 되고, 평화가 돌아오며,
모든 한국인들이 더욱 번영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팀 맥레디는 NZ Inc의 혁신 및 교역 특파원장 (Director of Innovation & Trade Correspondent)이다.
아시아 및 북미 내 뉴질랜드 기업의 진출과 성장을 도모한다. 관심 분야는 기업 및 시장 개발, 교역과
투자, 혁신 기업에 대한 자본모금이다.
그 전에는 뉴질랜드 정부의 국제 기업개발 진흥에이전시인 뉴질랜드 교역 및 기업(NZTE)에서
일했다. 뉴질랜드 기업이 신규 시장에서 국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뉴질랜드에 진출을
도모하는 다국적 기업과 함께 일했다.
혁신적인 스타트업 기업들과도 일하며, 창의, 기업, 기술 부문을 한 데 모아 "창의적인 마모"를
꾀하는 비영리 기관 Converge를 런던에서 공동 설립했다. 유럽, 북미, 아시아, 오스트랄라시아에서
활동해 왔다.
오클랜드대학교에서 과학 학사, 생명과학 산업 석사를 취득했다. 오클랜드대학교 자문위원이며,
아시아뉴질랜드재단 자문단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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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드류 살먼
프리랜서 기자/작가
영국

1966년 4월 8일 생의 영국인 앤드류 새먼은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다.
건지에 위치한 엘리자베스 칼리지에서 수학 후, 켄트대학교에서 학사,
런던대학원에서 동양・아프리카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또한 왕립
아시아학회 한국 지부의 회원이다.
언론방송인이자 수상 경력이 있는 작가인 새먼은 알 자지라, 포브스,
프랑스24, 니케이 아시안 리뷰,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남북한 소식을
전한다. 코리아타임스에는 격주로 "Lack of Morning Calm" 칼럼을 연재
중이며, 아리랑TV에서 매주 Bizline을 진행한다. BBC, CNN, 프랑스24에서
자주 인터뷰를 하며, 조선일보, 데일리 텔레그래프, 중앙일보, 뉴욕타임스,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 뉴리퍼블릭, 타임스, 워싱턴포스트,
워싱턴타임스에 기고한 바 있다.
저서로는 『미국 기업과 한국의 기적 (American Business and the
Korean Miracle)』(2002년 서울 출간), 한국전쟁의 역사를 담은 『마지막
한발 (To the Last Round)』(2009년 런던 출간), 『그을린 땅, 검은 눈
(Scorched Earth, Black Snow)』(2011년 런던 출간), 『Modern Korea:
All That Matters』(2014년 런던, 뉴욕 출간)이 있다.
"마지막 한발"은 영국에서 2009년의 군사도서로 선정되었고, 2010년
월스트리트저널이 "한국에 대한 최고의 도서 10선"으로 추천하였으며,
한국전쟁 문학에 대해 기여한 바로 국회가 수여하는 한류상을 수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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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일
통일 과정의 부재, 그리고 정치가 실패한 통일을 경제로 성공할 수 있는 이유
1945년, 인류사상 가장 큰 규모이자 가장 끔찍했던 전쟁 말미에 당시 일본
식민지였던 한국은 강대국들이 뒤늦게 떠올린 생각으로 인해 두 동강이 났다.
하지만 세계대전은 냉전으로 이어졌고, 한반도를 점령한 경쟁국인 미국과 소
련연방이 각기 지도자를 선택해 남북한 수장으로 삼으면서, 일시적 해결책으
로 제시되었던 분단이 영구적인 상황으로 굳어지게 된다.
공산주의 이념 하에 한반도를 통일하겠다는 목적으로 북한이 남한을 침략했
을 때, 그 라이벌 구도가 끔찍하게 심화되었다. 이 내전은 통제 불가한 국제적
소용돌이로 급속하게 발전해서, 미국과 중국까지 개입하게 되었다. 1950년
가을에서 1953년 여름까지, 이 국가들과 동맹국들은 냉전 시대 강대국들이
실제로 충돌한 사례로는 유일했던 전장에서 전쟁을 벌이게 된다.
한국전쟁은 이웃 국가 일본에게 커다란 경제 부흥의 기회를 주었고, 미국 권
력의 한계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세계에서 "아시아의 병자"로 여겨지던
중국의 위상을 올려주었다.
손해를 본 것은 한국인들이었다. 남북 양쪽에서 참혹한 잔혹 행위들이 벌어졌
고, 대학살의 전쟁을 일으킨 북한은 UN군사령부의 "초토화" 정책과 연이은 공
습으로 폐허가 된 채, 전쟁은 분단의 비통함과 비극만 키우고 만 교착상태로
종결되었다.
종전 이후 상이한 길을 택한 남북한의 관계는 냉전 시대 (그리고 냉전 이후
시대) 라이벌 구도의 극단적인 형태로 변하게 되었다.
남한 사람들은 전쟁에서 승리 하지는 않았지만, 1960년대 중반 이래로 평화
를 구축해왔다. 무에서부터 중공업 기반을 닦아온 남한은, 인구 수가 북한의
두 배가 되며 1970년에는 북한을 경제적으로 앞질렀다. 1980년대 중반에는
수출 부문 부흥에 힘입어 "제2의 일본"이라고 일컬어졌다. 1987년 남한은 "민
중의 힘" 시위로 독재 정권이 막을 내리며 완전한 민주화를 이루었다. 오늘날
남한은 세계 15위의 경제대국, 7대 규모의 교역국이자, 미래적 인프라의 전
시장이라고 할 만큼 발전했으며, 조선업에서 소비자 전자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과
브랜드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역동적인 남한 사회는 현대사에서 겪은 트라우
마와 변신을 소화하면서, 적응력이 뛰어난 문화로 미래를 열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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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공산권의 지원을 받아 한국전쟁 이후 신속하게 인프라와 산업을 재건
했고,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남한에 경제적으로 뒤쳐지면서도, 여전히
치명적인 라이벌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동유럽에서 공산주의가 붕괴했을 때,
북한은 20세기 이전 "은둔의 왕국" 상태로 회귀하면서, 바깥세상에서 스스로
를 차단했다. 북한 정권이 공산주의 정부에서 사실상의 군주제로 바뀌면서,
북한은 수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 간 살인적인 기아로 고통 받았다. 하지만 그
로 인해 생존 시장이 퍼져나가고 북쪽 국경이 허술해지면서 통제 경제 또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 오늘날 국제무대에서 북한은 핵무기와 전략적 미사일로
무장한 "불량 국가"로만 존재한다. 하지만 "하향식"인 김정은 정권이 깊이 뿌
리내리는 와중에, "상향식"인 경제는 거의 완전히 시장화 되었다. 상당히 특이
한 이런 상황, 즉 억압적이고 경직된 정권이 꾸준히 또 빠르게 변하는 경제를
감독하는 이 상황이 어떤 사회적 영향을 미칠 지는 아직 온전히 이해되지 못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남한은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국가 성공의 사례이고, 북한은 21
세기 경제가 마비된 국가 중 최악의 사례이다. 남북한을 가르는 중무장된 국
경은 지리적일 뿐만 아니라, 이념적, 경제적, 심지어 문화적인 국경이기도 하
다. 2015년 현재, 통일은 1945년 당시보다 조금도 가까워 보이지 않는다.
서울에서 활동중인 작가이자 언론인 앤드류 살먼은 10년 동안 남한에서의 보
도 경험과, 북한 및 북중 국경지대에 방문하며 알게 된 내용을 바탕으로, 통일
의 현 상황 (정확히 말하자면 비(非)상황)에 대해 발표할 것이다. 다루고자 하
는 주제는 다음과 같다:
통일의 장기적 장점
단기적 리스크와 비용
통일을 원하는 역내 국가들, 현 상황 유지를 원하는 역내 국가들, 그리고 그 이유
70년 분단의 세월 후에도 그 어떤 통일 프로세스가 부재하다는 놀라운 사실
앤드류는 지난 70년 동안의 정치, 군사, 외교적 관계 및 (매우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북한 정권 붕괴를 희망하고 기대하는) 현재의 "전략적 인내"라는 비
(非)전략이 북한의 "하향식" 집권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는 데 완전히 실
패했음을 논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앤드류는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 가고 있는 "상향식" 변
화를 바탕으로 경제적 관계를 맺는 것이 북한을 국제사회로 나오게 이끌고,
분단된 한반도를 더 가까이 묶어주는 최선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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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레이 야슬라브스키
모스코브스키 콤소모레츠 신문사 외신부 편집인
러시아
러시아 모스크바의 "모스코브스키 콤소모레츠" 신문사 외신부 편집인
안드레이 야슬라브스키는 1972년에 태어났다. 그는 1994년 러시아 국립
인문 대학교를 졸업하였다.

그는 정치학 박사이자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세계경제 및 국제관계 연구소의
정 치 학 이 론 부 문 시 니 어 펠 로 우 로 , 1996 년 이 래 로 " 모 스 코 브 스 키
콤소모레츠" 신문사 저널리스트로 활동 중이다. 여러 과학 및 언론 분야
출판물, 서적 및 기타 자료의 저자이며, 주요 관심사는 이데올로기, 정치 및
종교 급진주의와 극단주의, 전체주의, 연방주의이다.

연락처: +7 903 7171665
dosier@mail.ru
www.mk.ru
https://www.facebook.com/#!/andrey.yashlav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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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통일 문제와 러시아
안드레이 야쉬라브스키
모스크바“모스코브스키 콤소몰레츠 (Moskovsky Komsomolets)” 신문(러시아)

* 올해 전 세계는 세계 2차 대전 종전 70주년을 기념합니다. 남북한 국민
들에게 이는 극적인 한반도 분단 70 주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한반도는 처
음 소련과 미국 점령 구역으로 나뉘었다가 이후 다른 정치적, 경제적 체제를
가진 두 개의 국가가 수립되었습니다.
* 현재 한반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대한민국과 북조선인민공화국
이라는 두 개의 한국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두 나라 모두 국제적
으로 광범위하게 인정받고 있으며 UN 회원국 입니다. 한편 한국 국민들은 자
국의 분단을 종식시키고자 합니다. 이 역시 사실입니다. 저는 조만간 한국이
통일 될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 저는 현재 상황에서 두 국가가 통일을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균등한 원칙하에 남한과 북한의 현재 정치적 경제적 체제를 유지한 상태로
통일이 가능할까요? 1970년대 ~ 1980년대에 북한 정권은 “고려민주연방
공화국”이라고 불리는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연방에 대해서는 비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을 할 수 있는 다른
가능성으로는 합병 통일이 있습니다.
* 어찌 됐든 남북간의 대화는 필수라고 확신합니다. 공통의 교통 인프라
구축부터 남북 동포간의 일상적 접촉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 안타깝게도 많은 이유로 인해 남북한 대화가 단절될 위기에 놓여 있습
니다. 북한, 남한 할 것 없이 저는 분쟁 당사자를 지지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쟁에 가
담한 남북한 모두 기회를 놓쳤다는 점에 있어 책임이 있다고 믿습니다.
* 오늘날 한국의 통일과 관련된 어떤 말도 공상과학처럼 보입니다. 그렇다
고 해서 통일 문제가 전혀 어젠다에서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 올해 5월 모스크바에서 전승기념일과 유럽에서 나치즘의 몰락을 기념하
기 위한 성대한 행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한국의 박근
혜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북한의
김정은 위원정은 5월 모스크바를 방문할 것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방문할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저는 모스크바가 남북한 정상들이 만나 분단 관
련 문제를 논의하고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다고 생
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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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는 남북한 모두와 좋은 관계 가지고 있고 이념의 사슬로 묶여 있
지 않기 때문에 남북 대화의 중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대한민국과 원만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25년 전 양국간의 외교
관계가 재구축되었으며 이때부터 대한민국은 러시아의 중요한 파트너였습니
다. 물론 양국 관계는 앞으로 더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또한 북한과도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연방과 북한
이 2015년을 양국 우호 관계의 해로 정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러시아의 긴밀한 관계와 남한과 러시아의 우호적 관계
는 남북 관계 정상화와 다른 지역에서 3자 (러시아, 대한민국, 북한) 협력에
좋은 가능성이 될 수 있습니다.
*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러시아는 북한의 핵 문제를 위한 6자 회담의 적극
적인 참여자이자 북한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한국의 밀접한 이웃이기도 합
니다. 그리고 또한 러시아는 이웃 국가의 핵 폭탄 및 미사일에 적극적이지 않
습니다. (여기서는 북한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또한 대규
모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미국의 핵무기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와 국
경을 가까이 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미래 한국의 통일 관련 논의는 반드시 이
런 우려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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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
인민일보 대외교류합작부 부국장
중국
장 용은 1970년 5월 중국 안후이 출생이다. 2012년 1월부터 중국 최대
신문인 인민일보의 대외교류합작부 부국장을 맡고 있다. 2009년에서
2011 년 에 는 베 이 징 에 위 치 한 중 국 관 영 영 자 신 문 글 로 벌 타 임 스 의
편집주간을 임했다.
장 용은 글로벌타임스 설립자 중 일원이며, 중국 내 가장 영향력이 큰 신문
중 하나인 글로벌타임스 중국판, 환구시보의 이사회 이사이다.
2005년에서 2008년에는 제29회 하계올림픽을 위한 베이징 조직위원회에서
언어서비스처장으로 일했다. 베이징 올림픽에서의 공로로 2009년에
중국번역가협회 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었다.
올림픽 관련 활동 이전에는 인민일보 국제뉴스 편집장 및 워싱턴 특파원으로
재직한 바 있다. 1999년과 2000년, 워싱턴 DC에서 미국 외교문제를 다루던
시절, 중국 국제 언론상을 수상하였다. 중국 국가 지도자들의 해외 방문 시
여러 곳을 동행하였다.
장 용 은 2003 년 에 서 2004 년 영 국 외 무 성 장 학 생 으 로 선 정 되 어
워릭대학교에서 수학 후 국제관계이론학 석사를 취득하였다. 현재는
중국전매대학교로 바뀐 북경광파대학대학에서 1993년 국제언론 전공으로
졸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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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기자대회 연설
장용

동료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아름다운 도시 서울에 와서 이 중요한 컨퍼런스에 참여하게 되어 기쁩니다.
본 행사 개최를 위해 수고해 주시고, 중국 대표단을 초대해 주신 한국기자협
회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한반도의 통일을 주제로 한 본 컨퍼런스는 한반도 분단 70주년을 맞아 개최
되었습니다. 본 컨퍼런스의 주제는 매우 중요한 주제이며, 우리 마음을 무겁
게 하는 주제입니다. 중국도 아직 국가 통일의 목표를 이루지 못 하였기에,
중국인으로서 우리는 국가 분단의 고통을 깊이 이해하며, 분단된 한반도의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통일에 대한 열망을 품고 있습니다. 사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대만 이슈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많은 중국 역사가들은 이
전쟁과 미국 개입이 없었더라면 대만 이슈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한반도 전쟁은 동북아시아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고, 세계 정
치에도 분명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불가피성과 우연성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연설을
준비하며 몇 가지 역사 기록을 공부하고 한 가지 놀라운 점을 발견 했습니다.
바로 한반도를 70년 동안 남북으로 갈라놓은 38선을 계급이 낮은 미국 군인
이 그은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일본이 항복 결정을 발표한 후, 해당 군인은
국무부에서 명령을 받았습니다. 비상 계획을 세워서 연합군과 소련연방 사이
에 한반도 통제구역을 나누라는 명령이었습니다. 30분의 시간이 주어졌습니
다.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30분 안에 내려진 결정이 한반도를 70년
동안 지배한 것입니다. 한 미국 군인이 내린 결정이 한반도 수백만 명의 사람
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그들의 운명이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20세기
한반도 역사를 보면 이런 세부적인 부조리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역
사의 커다란 흐름을 보면 일본 침략자들의 잔혹행위와 식민지배의 어두움,
전후 권력 정치와 냉전으로 신음하던 사람들의 고통을 알 수 있습니다.
냉전 후, 한반도 대치상황의 중점은 핵문제가 되었습니다. 냉전의 지속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게 만들려고 막대기를
휘둘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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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북한은 핵문제가 미국의 적대적 대북정책의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북
한은 미국이 적대적인 태도를 버리지 않는 이상 핵개발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핵위기를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은 중재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
행해 왔습니다. 2003년 8월, 중국, 북한, 미국, 남한, 러시아, 일본은 6자 회
담을 결성했습니다. 회담은 2009년 북한의 탈퇴 이후 중단되었습니다.
그 후 북한은 2009년과 2013년 제2차, 3차 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한반도
는 더욱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달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베이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북한
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과 북한은 우호적인 이웃이다. 중국인
들은 신의를 강조하고 우정을 중시한다. 우리는 북한과의 오랜 우정을 소중히
여기며, 우리 관계의 정상적 발전에 힘쓰고 있다. 중북 관계는 기초가 튼튼하
다. 일시적인 사건들의 영향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그러지 않을 것이다."
장관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반도 상황은 기본적으로 안정적이며, 중국
은 이런 상황을 실현하는 데 건설적인 역할을 해 왔다. 한반도 평화 및 안정
유지와 비핵화 달성은 모든 관계 당사자들의 공통된 이해관계에 도움이 된다.
현재, 한반도 상황은 민감한 시기에 접어들었다. 각 관련국이 냉정과 절제를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언행을 많이 해서, 6자 회담 재개를 위한 분위기
와 환경을 계속 형성하기를 촉구한다.“
핵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정책은 분명합니다. 첫째, 한반도 비핵화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둘째, 한국 핵문제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어야만 합
니다. 셋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넷째, 북한 안보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북한이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안보가 보장되지 않는 한 북한은 자발적으로 핵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
을 것입니다.
현재, 핵문제는 교착상태에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무력 외교는 막다른 길에
다다랐다는 것이 팩트를 통해 반복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사실, 현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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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무력 외교의 산물입니다. 교착상태를 끝내고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는
관계 당사자들이 마음가짐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 비젼에
대해서 중국 언론인의 관점으로 제 생각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1. 안보의 개념을 재고해야 합니다. 오늘날 안보의 의미는 과거보다 훨씬
중요하며, 그 여파도 단일 지역이나 시대를 넘어섭니다. 온갖 종류의
요인들이 한 국가 안보에 영향미칠 수 있습니다. 모든 국가의 사람들이
공동의 운명을 함께 하고 점점 더 상호의존적이 되면서, 세계 다른
국가의 안보 없이는 그 어떤 국가도 자신의 안보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2014년 중국 시진핑 주석은 아시아 안보에 대한 정상회의에서 연설을
하며, 안보의 새로운 개념을 주창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변화하는 상황들, 진화하는 시대와 속도를 맞추어야
한다. 냉전과 제로섬 게임 시대의 고루한 생각으로 21세기를 살 수 없다.
아시아 내 포괄적이며 협조적이고 지속가능한 공통의 안보를 주창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안보 개념을 혁신하고, 새로운 지역 안보
협력 아키텍쳐를 설립하며, 모두가 함께 나누고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아시아 안보를 위한 길을 공동으로 닦아야 한다."
2. 국력이 다른 국가들의 관계를 새롭게 생각해야 합니다. 중국은 모든 국가
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동등한 상대로 대우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국가들
은 크기, 국력, 개발 수준에서 차이가 있겠지만, 모두 지역 및 국제 문제
에 참여할 평등한 권리를 지닌 국제사회의 동등한 일원입니다. 큰 국가라
는 것은 지역 및 국제 평화와 개발에 있어서 좀 더 많은 책임을 어깨에
진다는 것을 의미하지, 지역 및 국제 문제에서 더 큰 독점권을 추구한다
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동등한 상대로 대우하기 위해서 무엇
보다도 각 국가들은 서로가 각기 선택한 사회 체계와 개발 경로를 존중
해야 하며, 핵심 이해사항과 주요 우려사항을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 모
두는 다른 국가의 국내 문제에 간섭을 반대해야 하고, 이기적인 의도로
지역의 안정을 해하려는 시도를 거부해야 합니다.
3. 주요 대국 관계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중국과 미국은 "무충돌, 무분쟁, 상
호존중, 윈윈협력"을 필두로 하는 신형 대국 관계의 모델을 세우기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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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였습니다. 국제사회를 지켜보는 일각에서는 중국의 빠른 발전에
상당히 긴장합니다. 그들의 논리는 투키디데스가 아테네와 스파르타에
대해 말한 것과 같이 신흥대국은 기존의 대국에 도전장을 내밀게 되며,
그로 인해 세계적인 충돌을 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중국과 미국이
투키디데스의 덫에 빠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는 악의적인 결과만
을 낳는 악의적인 이론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세상에 중국과 미국과
같은 주요국들을 모두 받아들일 충분한 여유가 있습니다. 사실, 중국과
미국은 경쟁보다는 협력할 분야가 훨씬 많습니다. 양국 모두 한반도 문제
에 있어서 큰 영향력을 가진 국가들입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양국의
생산적인 협력은 신형대국 관계 모델을 건설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점치
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4. 이웃 국가들 간 관계를 재고해야 합니다. 우리는 출생국가와 이웃 국가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동북아에는 중국, 일본, 북한, 남한이 있습니다. 이
네 개 국가는 지리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나 좁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을
뿐입니다. 솔직히 말씀 드리자면, 역사 문제와 현실적 이해 관계로 인해
네 국가 간 관계는 만족스러운 관계와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현명한
정치인이라면 이웃 국가와의 관계를 해치는 선택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 국가와 국민들은 이웃 국가와의 관계를 잘 관리한 후에라야 안정감을
느끼고 더 많은 번영의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가까운 이웃은 먼 친척
보다 낫다고 합니다. 중국인들이 고대부터 배운 단순한 진리입니다. 중국
이 우호적, 안정적이고 번영하는 이웃지역을 만들기 위해 이웃국가들과
의 우정 및 파트너십을 쌓는 데 견고한 노력을 들이는 이유를 잘 설명해
줍니다. 친선, 진심, 상호 혜택, 포용의 원칙 아래, 중국은 이웃국가들과
윈윈협력 및 연결성을 심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중국의 개발
을 통해 이웃국가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가져다 주고자 합니다. 2013년
중국은 실크로드 경제벨트 건설 및 21세기 해양실크로드라는 이니셔티
브를 주창했습니다. "실크벨트와 실크로드" 이니셔티브는 우선 우호관계
에 있는 이웃국가들에게 혜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러한 윈윈협력 및
공동개발을 통해 동북아 국가들은 공통 운명의 공동체 건설에 함께 힘쓸
것이며, 분위기를 전환시켜 대화를 나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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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 귀빈 여러분,
전 국무부 장관 헨리 키신저는 "온 차이나"라는 저서에서 중국과 서구 간 전
략적 사고의 차이점에 대해 논했습니다. 키신저는 고대 중국 사상가 손자의
손자병법에서 "시"라는 단어에 함축된 의미가 매우 풍부하여, 그에 대응하는
개념을 영어에서 찾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키신저는, "군사적 맥락에서 '시'는
전략적 추세 및 전개되는 상황의 잠재된 에너지를 의미한다. 전략가의 임무
는 특정 상황을 분석하기보다는 그 상황이 발생하는 맥락과 그 상황과의 관
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어떠한 패턴도 결코 고정되어 있지 않다. 모든 패턴은
일시적인 것이며, 본질적으로 진화한다. 전략가는 그 진화의 방향을 포착하고
자신의 목표에 맞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썼습니다.
키신저가 관찰한 바는 상당히 정확하며 영감을 줍니다. 중국인들은 "시"를 분
석하고 논의하기 좋아하며, 기꺼이 "시"를 따르고 또 활용합니다. 중국인들에
게 "시"는 언덕 아래로 흐르는 물과 같으며,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힘을 가지
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인들은 냉전 후 세계의 "시"란 바로 평화, 개발, 윈윈협
력이 우리 시대의 우세한 흐름이 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중국이 평
화 개발을 전략적으로 선택한 것은 시대의 흐름과 국민의 요청에 부응한 것
입니다. 중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조화롭고 안정적인 국내 환경과 평화
롭고 평온한 국제 환경입니다. 격동 혹은 전쟁은 중국 국민들의 근본적인 이
익에 반대됩니다. 언제나와 같이, 중국은 한반도 이슈의 평화적 해결 추진, 남
북 간 교류 및 화해 지원, 한반도 평화 및 통일 과정 촉진에 있어 건설적인 역
할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 당사국들이 "시"를 찾아내고 갈고 닦아서 한반
도에서 진정한 평화 구축 과정을 시작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 연설을 마무리하면서, 미국 가수 밥 딜런의 가사를 인용하고자 합니다.
"Blowing in the wind"라는 곡에서 밥 딜런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얼마나 많
은 포탄이 날아가야 포탄이 영원히 금지될까? 그 답은 불어오는 바람 속에
있다." 밥 딜런은 질문을 던지고 답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언론
인으로서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집니다. 그 답이 바람 속에 있는 것이 아니
라, 한반도 관계 당사자들의 행동 속에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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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강 Ⅱ
남북대화를 위한 신뢰 외교

약력

특강 Ⅱ
발제자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한국

現)

제19대 국회의원(서울 동작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 집행위원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SOK) 회장
한국장애인부모회 후원회 공동대표
손기정기념재단 공동이사장

학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국제법전공) 수료

경력

부산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17대, 18대 국회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한나라당 최고위원
한나라당 공천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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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대변인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제6정책조정위원장
(문화체육관광,교육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2004,2005,2008,2009 정기국회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2013 평창동계 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
서울대 행정대학원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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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발표자료

콘퍼런스 Ⅱ
사회자

심재윤
코리아타임즈 편집부국장
한국

심재윤은 한국 최초이자 가장 영향력 있는 영어신문 ‘코리아타임즈’의
편집부국장입니다.
현재 정치부장으로 청와대, 외무부, 국방부, 국회, 기타 안보•외교•정치기관
및 인사에 관한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1990년 코리아타임즈에 입사하였으며 정치부에서 약 10년, 경제부에서 8년,
문화•스포츠부에서 약 4년, 온라인부에서 2년간 근무했습니다.
2006-2007년 영국캠브리지대학 동아시아연구소 객원연구원으로 동아시아
지역안보를 중심으로 국제관계를 연구했습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의 후원으로 캠브리지대학 한국학 강좌 개설에 기여했습니다.
코리아타임즈는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전쟁상황에 대한 정보를
외부세계에 알릴 목적으로 창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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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롤드 하이먼
BFMTV 지정학 해설가
프랑스

해롤드 하이먼은 파리에서 활동 중인 프랑스계 미국인 저널리스트이다.
뉴욕에 있는 프랑스 초중등학교인 르씨프랑세즈 데 뉴욕에서 교육을 받은 후,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비교문학 학사, 캐나다 몬트리얼 대학교에서 근대사
석사를 취득했다.

1988 년 부 터 파 리 에 서 전 문 적 인 언 론 인 으 로 활 동 했 다 . 리 더 스
다이제스트지의 사실확인팀 소속이었고, 프랑스 방송미디어인 라디오 프랑스
인터내셔널 근무 후 라디오 클래시크에서 동아시아 분야 전문으로 일했으며,
현재는 프랑스 최대 뉴스 전문 채널인 BFMTV에서 지정학 해설가로 활동
중이다.

최근 출판사 Tallandier를 통해 지정학 이슈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담은
"Géopolitiquement correct & incorrect"라는 저서를 냈다. 블로그 Harold
Tribune을 운영하며, 파리13대학에서 지정학 강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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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방송 기자로서의 관점:
샤를리 에브도 (Charlie Hebdo) 테러를 프랑스에서 정치적으로 어떻게 바라보는가와
이 사건에 대한 세계적 시각과의 차이점

2015년 1월 11일 약 4백만 명이 파리와 프랑스 전역에서 "표현의 자유
(Liberté d'Expression)"를 지키고 인종 (유대인) 또는 범주적(경찰, 풍자 기자)
살인을 규탄하기 위한 시위를 벌였다.
이 대규모 시위에 대해 약간의 오해가 있다. 시위가 단순히 테러리스트의 살
해만 규탄했던 것일까? 아니다. 이 시위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격을 규탄하
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자유를 갈망한다고 해서 시위대가 풍자를 지적이고 우아하며 합리적이고 무
해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풍자는 모욕적일 수 있다. 긍정적일 경우는
덜 하겠지만 부정적일 경우는 누구나 풍자에서 모욕감을 느낄 수 있다. 프랑
스의 풍자에는 몇 가지 규칙이 있다: 폭력을 조장하지 말 것, 범죄관련 생각
을 촉진하지 말 것, 히틀러를 홍보하지 말 것, 세계 2차 대전 중 유대인 대학
살을 부정하지 말 것, 아동성애를 조장하지 말 것 등이다.
프랑스에는 신성모독을 법으로 금지하거나 종교적 신념을 법으로 보호하지
않는다. 프랑스 헌법은 종교와 분리되어 있으며 프랑스는 바티칸과 조약을 맺
은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모세, 모하메드를 폭력을 조장하는 비정상
적 존재로 묘사하는 것이 프랑스에서는 범죄가 아니다. 이들은 자손이 없으며
그 누구도 자신들의 선지자가 풍자를 통해 비방이나 모함을 당한 것에 대해
주장할 수 없다. 대통령, 주교, 철학자, 국가적 영웅에 대한 캐리커쳐를 그리
는 것 역시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 중 하나이며 매일 일어나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언론은 반드시 프랑스를 이해하기 위해 이런 점을 알아
야 한다. 샤를리 에브도의 가장 유명한 풍자 후 테러가 발생한 뒤 모하메드가
별 다른 것 없이 “모두 용서한다. (All is forgiven)”라고 말하는 모습이 다
시 한번 샤를리 에브도에 실렸다. 이는 프랑스를 포함해 많은 곳의 무슬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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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프랑스정부는 샤를리 에브도를 막기 위한 의지
가 없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다. 바로 표현의 자유이다. 이는 프랑스에서
무슬림을 차별하거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니
다. 문제는 우리 안에 지하드와 같은 극단주의자들을 주의해야 한다는 점이다.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는 차이가 있다. 언론은 입증할 수 있는 한 부정
부패 혐의, 폭력, 절도와 같은 어떤 것에 대해서든 쓸 수 있다. 정치인들과 재
계는 언론을 두려워한다. 우리와 같은 대중들은 정치인들과 기업 경영진들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고 대부분 의심하고 있다. 현재까지 통계는 안타까운
수준이다.
하지만 언론인 중에 보도 기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풍자적 언론인과 특히 만
화가의 경우에는 다양한 사람들을 공감하며 그림을 그린다. 이들은 진보적 성
향의 사람들 특히나 예술가들 그 중에서도 그래픽 예술가, 만화가, 샤를리
에브도에 동질감을 느끼고 시위를 한 선생님들이다.
그렇지만 "내가 샤를리다 (Je suis Charlie) "라는 슬로건은 매우 강력했다. 프
랑스의 모든 신문과 방송사가 이를 표기했다. 전 세계에서 프랑스어를 사용하
는 곳에서 다 그랬던 것은 아니었다. 대부분의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무슬림
국가에서는 일부 용기를 낸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가 샤를리다"를 표기하지
않았다. 세네갈에서는 "나는 샤를리가 아니다 (Je ne suis Charlie)"가 여기저
기에서 사용되었다.

마지막으로 보도 기자(리포터, 진행자, 해설가)가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으면서 풍자적일 수는 없다. (나와 같은 칼럼리스트는 중간자적 입장이다.
칼럼리스트들도 이런 형식을 활용할 수 있다.) 모두 풍자를 하는 것이 합법적
으로 허용되어 있지만 풍자는로 인해 보도 언론에서 벗어나고 합법적으로 해
고될 수 있다. 이는 범죄의 문제가 아니라 직업적 문제이다. 하지만 보도 기자
는 풍자 작가들에게 연대감을 보인다.
결론: 프랑스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다른 국가에서는 완전히 이해되지 않는
특별한 정치적 의미를 지닌다. 그렇지만 프랑스에서 여전히 뉴스 보도와
풍자는 정확하게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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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자유: 지구촌 언론인들의 수난, 그럼에도 언론자유 수호를 위해
-김홍국(르몽드 디플로마티크 수석편집위원)

언론의 자유는 불가침 불가양도의 신성한 가치
‘언론의 자유’는 인쇄 및 방송, 전자 및 인터넷 매체를 포함한 다양한 전송
수단을 통해 이뤄지는 의사 전달과 표현의 자유를 가리킨다.
언론의 자유는 15세기 중엽의 활판 인쇄술의 발명 이후 근대국가의 성립·발
전 과정에서 태동했다. 중세사회의 지배권력이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 대
해 시민적 저항의 결과로서 나타났고, 이후 시민들의 인식 및 법률의 형태로
실현되어 성립된 역사적 산물이다.
정보의 대량 복제와 수용자의 양적인 확대를 가능케 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보급은 절대주의적 지배권력에 위협적인 존재였다. 권력은 정보에 대
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장악하기 위해 자신에게 호의적이거나 유리한 내용
만을 인쇄하도록 하는 특허제도를 통해 정보유통을 가로막는 검열을 실시했
다. 그러나 시민계급의 세력이 점차로 강해지면서 절대주의적 지배권력을 가
졌던 왕권과 권력은 언론의 자유를 서서히 양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실락원>의 저자인 존 밀턴(John Milton)은 1644년작인 <아레오파지티
카>(Areopagitika)에서 언론 자유의 중요성을 피력하며 허가 없이 나온 출판
물이 선량한 시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할 것이라는 비난에 대해 “오류와
진실이 서로 충돌해 싸우다 보면 진실이 궁극적으로는 승리할 것”이라고 말
했고, 이는 근대사회에서 언론의 자유를 정착시키는 데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했다.
시민혁명을 거쳐 근대국가가 성립된 후에도 언론의 자유에 대한 억압은 한동
안 계속되었으나, 시대적 변화와 맞물려 서서히 줄어들었다. 산업혁명 이후의
인쇄기술이나 교통·통신기관의 발달·교육의 보급 등에 의해 저렴하고 발
행 부수가 많은 대중 신문이 출현했다. 그 거대한 산업으로서의 성장과정에서
매스 미디어의 집중·독점화가 서서히 해소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주로 시
민계급이 향유한 언론의 자유는 다양한 대중이 함께 정보와 뉴스를 공유하고
즐길 수 있는 매스 미디어로 급속하게 성장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압력과 함께 선정적인 옐로 저널리즘(yellow journalism)
의 경향을 띠거나 시민의 편이 아닌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자본의 편에 선 매
스 미디어의 행동은 사회적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이 결과 정치권력의 억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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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다소간의 자유를 찾았던 언론의 자유는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한 반성으로서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사
회적 논의와 함께 공론장으로서 언론의 역할에 대한 토론도 활발해졌다. 그러
나 21세기 들어서도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간섭과 억압은 계속되고, 테러와
사회적 긴장으로 언론인의 목숨과 언론자유를 위협하는 사건들이 잇달아 발
생하고 있다.
한국 헌법 제21조, 미국 수정헌법 제1조(the First Amendment), 일본 헌법
제21조 등 많은 국가들이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아울러 언론의 자유를 헌법
보호 권익으로 규정하듯이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시금석으로 평가
받고 있다. 특히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서 "의회는 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와 아울러 표현의 자유 또는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어떠한 법률도 제
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는 등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가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로 평가받고 있다.
21세기에도 계속되는 언론인의 수난들
전 세계 분쟁 지역에서 언론인을 납치하거나 피살하는 사건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국경없는 기자회’(RWB)에 따르면 2014년 업무 수행 과정에서 목
숨을 잃은 언론인은 88명에 달한다. 이는 국경없는 기자회가 관련 통계를 집
계하기 시작한 1995년 이후 최악의 기록이다.
현재 제네바 협약 등 여러 국제협약에 언론인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자는 내
용이 들어 있지만 이를 명문화한 규정은 없다. 유엔 안보리 의장국인 프랑스
도 최근 서아프리카 말리에서 자국 언론인 2명이 무장괴한에 납치돼 살해되
는 일을 겪었다.
2014년에는 테러단체에 의해 언론인들이 살해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이어졌
다.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에 의한 언론인 납치·살해가
대표적이다. IS는 2014년 미국의 제임스 폴리, 스티븐 소트로프 기자를 참수
하는 장면을 공개해 세계를 경악하게 했다. IS는 올해에도 일본인 독립 저널
리스트 고토 겐지를 살해해, 전 세계가 ‘나도 겐지다’라며 그를 추모하는
아픔의 행렬이 이어지기도 했다. 지난 1월7일에는 프랑스 파리의 도심에 위
치한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에 무장 괴한이 침입해 만평가와 기자 등 12
명을 살해했다. 인질극 중 무고한 시민 4명과 프랑스 경찰 3명도 목숨을 잃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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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시리아가 대표적인 사건발생 우려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제언론인
보호위원회(CPJ)는 지난해 분쟁 지역 취재 중 사망한 언론인 61명 가운데
17명이 시리아에서 목숨을 잃었으며, 특히 시리아는 3년 연속 피살 언론인
수가 가장 많은 국가라고 밝혔다. 2011년 내전 발생 이후 79명의 언론인이
시리아에서 사망했다. IS와 각종 전투로 인해 언론인들이 목숨을 잃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1992년 CPJ가 언론인 피살자 수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시
리아는 이라크에 이어 둘째로 피살 언론인이 많은 나라로 기록됐다. 현재까지
살해된 언론인 절반 가량은 중동 지역에서 변을 당했으며 그들 중 39%는 교
전 취재 중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언론인들의 수난 속에 21세기에도 언론에 대한 유무형의 압력들은 여
전히 자주 발생하고 있다. 지구촌의 언론사들은 급격한 정보혁명으로 심각한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고, 많은 종이신문들은 도태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생존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언론인은 정론보도는 고사하고, 정치권
력과 자본권력의 압박 속에 해고나 투옥 등을 넘어서 언론인의 생명을 노리
는 신체적 위협이나 테러, 살인이라는 심각한 위험 속에 놓여있는 셈이다.
한국언론인들의 고민과 우울함
한국사회에서 언론인의 고민은 깊어만 가고 있다. 보수-진보 이념적 갈등으
로 언론계가 양분된데다, 정권 성향에 맞춰 낙하산 임명된 경영진의 기자들에
대한 탄압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과거처럼 언론인을
직접 투옥하거나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극단적인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지만, 경영진과 간부진을 정권에 코드를 맞춘 이들로 낙하산 임명한 뒤 보
도 방향을 권력의 편으로 장악하는 방식으로 언론탄압에 나서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공영방송인 MBC와 보도채널인 YTN이다. 비판 성향의 기자
와 PD를 해고하고, 회사쪽의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보도와 무관한 부서로
‘귀양살이’ 보내는 일을 거리낌 없이 자행하고 있다. 법원의 부당해고에
대한 복직 판결도 무시한다. 불의와 편파왜곡보도에 저항하던 기자들은 인사
불이익과 온갖 탄압에 숨죽여 지내고 있다. 진실 보도를 사명으로 권력을 감
시했던 기자들이 현장에서 사라지고 있다. 시청자들이 방송을 외면하며 질책
하지만, 대부분의 방송은 정부에 비판적인 뉴스는 생략한 채 묵묵부답으로 정
권과 코드맞추기에만 나서고 있다. 2년전 출범한 종합편성 채널은 정파와 이
념 문제에서 보수 성향의 편파-왜곡 보도는 물론이고, 저질 폭력성 선정성으
로 차마 언론이라고 부르기가 민망한 수준이다.
신문시장도 거대언론인 보수 성향의 조중동 카르텔이 장악하고 있고,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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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권-친재벌 보도에 머무르고 있다. 최근 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급
락한 것은 합리적 토론과 비판, 부정부패에 대한 감시보다는 맹목적 복종을
요구하는 사회 분위기를 견제하지 못하고, 언론이 현실에 안주했기 때문이다.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압력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소
송으로 재갈을 물려 언론을 압박하고 통제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현실화
했고, 대기업들도 광고를 통해 언론을 통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최고 권부인 청와대로, 청와대는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소송
을 남발하면서 언론보도를 위축시키려는 낡은 언론관을 드러내고 있다. 박근
혜 대통령 취임 이후 2014년말까지 청와대 관계자의 언론사·기자 민형사
소송은 알려진 것만 12건으로 집계됐다. 박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
이 적극 소송에 가담해 명예훼손은 물론 손해배상 청구까지 전방위적으로 대
응하고 있으며, 세월호 참사 이후 소송이 남발돼왔다. 주요 대기업들도 비판
적인 언론에 대해 광고를 절반 가까이 삭감하거나 중단하는 등 금력을 이용
한 언론통제에 나서고 있다.
한국언론 스스로도 반성할 점이 많다. 한국언론은 2014년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로 250명의 고등학생들을 가슴 속에 묻고 저 세상으로 떠나
보내면서 통절한 자기반성을 해야했다. 세월호는 대한민국 사회와 언론의 슬
픔인 동시에 대한민국 언론의 부끄러움이었다. 언론은 잃어버려서는 안될 국
민의 신뢰를 상실했다. 소수의 언론사들이 분발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권력
과 자본의 눈치를 보며 감시와 비판 기능을 잃은 채 표류하고 있는 것이 현실
이다.
오죽하면 박종률 한국기자협회장이 2015년 신년사를 통해 “국민과 네티즌,
독자와 시청자가 없는 언론이라면 그것은 언론이 아니다. 더욱이 국민적 신뢰
는커녕 조롱과 비난을 받는 언론이라면 더 이상 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왜냐하면 권력은 언론이 감시하지만 언론은 국민이 감시하기 때문이다”라
고 탄식하며, 언론의 기능과 역할 회복을 주문했을 것인가?
우리 언론인들은 불법도청사건인 ‘워터게이트’ 사건을 진두지휘해 결국
닉슨 대통령의 사임을 끌어낸 워싱턴포스트 브래들리 전 편집인의 “언론과
정부가 너무 사이가 좋으면 뭔가 크게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
는 경구를 기억해야 한다. 그의 사망 소식을 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브래들
리에게 저널리즘은 우리 민주주의에 필수적인 공공선을 의미했다.”는 애도
성명도 우리 사회의 정치권과 언론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어떻게 언론인의 안전과 언론자유를 수호할 것인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압력과 탄압 속에서도 언론은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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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과 자본을 감시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고, 기득권에 안주하지 않아야
하는 역사적 소명을 갖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언론의 신뢰 회복은 시급한 현안이다. 언론인은 보도 내용이
공공의 복리와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살펴야하고, 권력이나 자본의 이익
과 입장에 치우쳤다면 반성하고 악습을 끊어야 한다. 보도의 기준은 성역없는
비판을 통해 국민의 이익과 삶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시청자들이, 독자들이 언론을 신뢰하게 될 것이다.
언론은 감시견, 워치독의 소명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불의와 부당함에
대한 감시는 언론의 존재 이유다. 권력에 대한 감시는 언론의 소중한 제1의
책무다. 언론은 약자에 강하고, 강자에 약한 비겁함을 보이지 않았는지 돌아
보고, 시선을 약자의 편으로 돌려야 한다.
기자 스스로도 일상의 평온함과 안정된 월급에 안주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시민들이 고통받는 사건의 현장을 찾아 낮은 곳을 늘 살피고 약자의 슬픔을
헤아려 보살펴야 한다.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압력에 저항하고, 정권이나 이
념, 자본 편향적인 언론사 내부의 문화에 저항하고, 공정보도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스마트폰을 비롯한 최첨단 장비와 시스템이 발전했지만 언론의 미래는 밝지
않다. 독자와 시청자의 사랑과 신뢰를 상실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지구촌의
언론인은 부끄럽지 않게, 시민의 편에서 발굴한 특종으로 시민의 기쁨을 일구
는 사회적 존재가 되야 한다. 사회양극화, 전쟁과 기아의 고통, 테러와 살인의
위험 속에서도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정보와 희망을 쉼없이 전달해야 할 것
이다. “시민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는 지배자의 배려나 자비에 호소해 구걸
하거나 지배자에 의해 부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시민들에 의해 장악되어
야 한다”는 <위험사회>의 저자 울리히 벡의 경구는 그래서 더욱 호소력 있
게 다가온다.
세계 어느 곳이든 언론인은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할 것인가? 기자는 사회의
소금이자 지팡이이어야 하고, 삶의 고통을 전달하고 해법을 전파하는 무지개
와 같은 존재여야 한다. 전 지구촌 차원에서 언론 자유와 보도를 위해 나서는
언론인을 보호해야 하고, 언론자유,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일에 함께
손을 잡고 나서야 할 것이다. 전 세계 언론인들의 연대가 어느 때보다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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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를라 로레나 로페즈 페로
그루포 리포마 국제부 공동 편집자
멕시코

카를라 로렌나 로페즈 페로 (Karla Lorena López Ferro, 1991년 8월
27일)는 현재 멕시코의 유력 신문인 리포마 (Reforma)의 국제부 공동
편집자이다. 과거 주멕시코 스페인 대사관에서 미디어 애널리스트, 멕시
코국립자치대학교 (Universidad Nacional Autónoma de México)의 문
화 웹사이트인 Difusión Cultural UNAM에서 문화부 기자로 근무했으며,
Radio Capital의 프로그램인 Al instante에서 뉴스 작가로 활동하기도
했다. 또한, 멕시코 언론교육기관인 Escuela de Periodismo Carlos
Septién García에서 저널리즘을 공부하며, 정치, 경제 및 문화 저널리즘
을 전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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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없는 기자회가 지난 12월에 발표한 언론인에 대한 공격을 다룬 보고서는
우리 시대 전 세계 언론인들이 직면한 도전과제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는 예
입니다. 비록 언론인 사망자 수는 미약하게나마 감소했지만, 폭력 양상은 크
게 변했습니다. 언론인 참수나 처형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공포를 확산함으로
써 언론인에 대한 공격의 수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살해 방법도 더욱
잔혹해질 뿐만 아니라 범행 목적 달성을 위해 유괴 및 납치도 매우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투명한 정보를 막고, 전 세계의 관심을 차단하는 것
입니다.
이번 보고서는 언론인 사망 66명, 납치 119명, 구금 또는 체포 1,031명, 협
박 또는 국외추방 1,985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보고서가 발표된 지 한 달 후 프랑스 주간 풍자신문 샤를리 에브도 테러 사건
이 발생하여 세계인의 공분을 샀습니다. 얼마 후 덴마크에서 열린 표현의 자
유 컨퍼런스를 대상으로 또 다른 테러사건이 발생하여 세계인들은 다시 한
번 분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과 함께 IS (이슬람주의 국가)의 참수와 잔인한 처형 동영상
은 사건 발생 장소와 희생자들 때문인지 오히려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경각심
을 불러일으켰으며, 언론인들의 안전이 화두가 되는 데 역할을 했습니다. 그
렇다고 해서 이런 문제들이 그전까지 존재하지 않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과연 세상에 언론이 다루지 못하거나 비판하지 못할 주제가 있을까요? 이는
그 주제에 민감한 특정 계층에 대한 특별대우가 아닐까요? 그리고 이미 수많
은 언론인이 분쟁지역에서 충분히 많은 피를 흘리지 않았나요? 정보에 대한
권리를 최대 적으로 바라보는 이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만약 이 모든 문제에 단 하나의 정답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너무나 무책임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리비아, 아프가니스탄, 콜롬비아, 이집
트, 시리아, 이라크, 터키, 중국, 멕시코 등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들
국가에서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무장세력뿐만 아니라 법을 집행해야 하는 정
부와 권력층 또는 거대 기업들이 언론인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물론 이 모든 질문에는 개별적인 답이 있겠지만, 이 중 일부는 사례나 가이드
라인으로서 다른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제 조국 멕시코에 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세계인들의 눈에 멕시코는 내부갈등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응능력이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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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재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표현의 자유와 정보에 대한 권리 같은 민주주의적
가치를 존중하는 국가로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멕시코 언론인이 처한 현실은 이와는 조금 다릅니다. 70년대 농업위
기와 90년대 경제위기가 멕시코를 강타한 후 지역 내 마약 카르텔에도 변화
의 바람이 불면서 말 그대로 하룻밤 사이에 조국이 극도의 불안에 휩싸이는
모습을 멕시코 언론인들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멕시코 언론인인 다니
엘 파스트라나 (Daniela Pastrana)가 최근 말했듯이, 멕시코가 다른 분쟁지역
처럼 큰 혼란에 빠지면서 멕시코 국내 언론인들은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
이 전쟁특파원이 되어 버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언론에서 보도되었듯이, 멕시코에서는 마약 밀매상들이 회의록이나 어
젠다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기관총을 무차별적으로 난사하는 등의 편집부
를 향한 위협을 지난 10년간 지속했습니다. 일부는 기자들과 편집 담당자들
을 살해하거나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적극
적으로 나서서 대규모 마약 소탕이나 국제적 관심을 호소했던 기억은 이들에
게 없습니다. 심지어 마피아 보스가 직접 편집부에 찾아가거나 전화로 기사
내용을 검열하기도 했습니다. 납치, 고문 심지어 살해 위협을 통해 보도문에
언론사의 공식 입장이나 자신들과 결탁한 경찰, 군, 기업인, 정치인들에 대한
일체 언급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마약 밀매상들은 언
론인들에게 특정 사건 보도를 강요하거나 나르코만타 (narcomanta, 마약 카
르텔에서 자신들의 경고메시지를 위협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천에 메시지
를 적은 후 공공장소, 특히 시체 옆에 둔다) 사진을 찍게 합니다.
이들이 자행한 참수나 잔인한 처형 동영상이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 된지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소셜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SNS는 새로운
멤버를 모집하고 테러를 더욱 확산하는 창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마약 밀매상뿐만이 아니라 정부 관계자들까지 언론인에 대해
끔찍한 공격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국제언론자유수호단체인 아티클 19
(Article 19)에 따르면, 멕시코에서 작년 한 해 언론인들에게 이뤄진 공격에
48%가 정부 관계자의 소행이며, 총 326건에 달합니다.
저는 지속적인 언론활동과 관련하여 멕시코 국민들이 조국에서 겪은 끔찍한
경험들에는 분명 멕시코와 전 세계가 아직 배우지 못한 소중한 교훈과 함께
다른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대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문제가 생기면 언론인들을 해외로 보내거나 일시적으로 다른 취재를
맡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보다 더 효과적인 전략이 있습니다. 이
전략은 직업전문성과 연대라는 두 개의 원칙을 기반으로 합니다. 먼저 점점
더 많은 지역 편집부에서 안전 수칙이나 액션플랜을 마련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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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지역 취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세우는 경우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만심을 버리고 참된 언론인의 직업 정신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검열이나 제한된 정보가 아닌 투명한 정보 전달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렇게 되면서 특종이나 우선 보도에 대한 경쟁도 줄었습니다. 위험한 사건 취
재를 위해 언론인들이 협력하며 현장에 함께 가고 이를 공동 기사화하면서
정보제공자의 신원을 노출할 필요도 없게 됐습니다. 정보제공자와 만나는 장
소가 안전하지 않으면 특종뉴스를 거부하는 기자들도 생겼습니다. 즉, 이제
언론인들도 언론사의 든든한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들이 아직은 충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특히 마약 밀매상
보다 더욱 은밀한 단체의 압력과 기업 및 정부의 압력은 멕시코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언론인들에게는 큰 걸림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파스쿠알 세라노 (Pascual Serrano)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주주의란 다
양한 공공 이슈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수반한다.” 이것이 바로 우
리가 이런 사슬의 압력을 줄일 방법이다.
언론 뒤에서 경제 및 금융 단체들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도모하며 언론기관의
인사에 개입함으로써 다양성과 균형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
론 감시단을 활성화함으로써 언론이 공공 이슈를 제대로 취재하는지를 시민
들이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시민과 시민 조직을 사회적 이슈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이
들에게 표현의 공간을 줘야 합니다. 동일한 기득권층에게 표현의 공간을 제공
하면 현재의 언론 검열방법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언론에 대한 독자들의 신뢰를 높여야 하며, 이를 통해 민주주의
체제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든든한 지원군인 시민을 아군으로 만들
어야 합니다. 언론에 대한 실망과 적개심이 넘치는 냉담한 사회의 시민은 자
신을 보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유사회에서 언론이 갖는 중요성을 이해
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할 사회는 거대언론기업의 이익에 반하는 정보가 자유롭게
알려질 수 있는 독립적인 공간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언론인들은 새로운 기술
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축복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하
면, 때때로 위험한 현장 소식을 전하고 전 세계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로
시민들의 목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언론인들은 이를 더욱 장려해
야 하며, 시민들이 정보를 듣고 읽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데 앞장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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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또한, 범죄 집단이 언론인에 대한 탄압을 더욱 자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범죄집단의 나팔수 또는 공포를 확산하는 언론이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언론인들은 언론에 대한 공격과 탄압을 취재하는 방식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철저한 자기반성을 통해서 우리는 범
죄 집단을 대변하거나 정당화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언론인은 직접적인 영향이 없거나 익숙하지 않은 이슈에 대해서도
무관심과 무지로 일관할 수 없습니다.
해외 언론에서 이런 이슈들을 전 세계적으로 공론화시킴으로써 우리는 어려
운 지역에서 활동하는 우리 동료 언론인들에게 가장 큰 힘을 실어줄 수 있습
니다.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가지고 책임 있는 보도를 함으로써 우리는 동료 언
론인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압력을 통해 정부와
대기업이 언론을 보호하고 장려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카를라 로레나 로페즈 페로 (Karla Lorena López Fer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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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데 포메라니엑
라 나시온 칼럼니스트
아르헨티나

인데 포메라니엑은 아르헨티나 출신의 작가이자 언론인이다. 포메라니엑은
예술 및 문학 학위를 취득했으며, 부에노스 아이레스 대학교 교수로 재직한
바 있다. 1989년 이래 20년 동안 클라린 신문사의 문화 및 국제정치부에서
편집자로 재직했다. 2005년과 2010년 사이 공영 TV 방송국의 국제뉴스

프로그램인 "비 젼 7인터내셔널 " 에서 공동앵커를 임했다 . 2010년에서
2014년까지 어린이 및 청소년 문학을 전문으로 하는 라틴아메리카 출판사
노 르 마 를 운 영 했 다 . 저 서 로 는 『Katrina, the Unmasked Empire』,
『Russians. Postcards of the Putin Era』, 『Blackie, the Lady who
made the Country speak』가 있다.
현재 라 나시온 신문사의 칼럼니스트이며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공영

방송국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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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기나 글쓰기가 위험을 제기할 때
인데 포메라니엑

내가 나고 자라 일한 나라에서는 언론의 자유가 금지되어 왔다. (수 년 동안
계속해서?) 내가 성장한 시대는 신문, 일반 언론은 물론 예술과 문화까지 검
사 받고 검열로 조작되던 때였다. 아르헨티나의 마지막 군부 독재 시절
(1976~1983), 아르헨티나는 오늘날 정치적 용어로 자리잡게 된 "실종된 이
들"이라는 용어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유명해졌는데, 당시에는 그림이나 생각
의 표현이 자유롭지 못 했던 것처럼, 그 단어를 사용하는 것도 자유롭지 못
했다. 극적인 시기, 억압과 죽음의 시대였다. 아이들, 청년들, 어른들 모두 규
칙을 알고 따라야만 어둡고 단조로운 아르헨티나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우
리는 군부, 그리고 군부에 맞춰 학살 계획의 공범이 되었던 일부 민간인들이
장악한 역사와 말들로만 이야기를 만들 수 있었다. 이것이 세계에 냉전이 진
행 중일 때 라틴아메리카의 남단에서 전개되던 상황이었다. 한 전쟁, 즉 말비
나스/포클랜드 전쟁이 독재의 종결을 앞당겼고, 역설적으로 아르헨티나 국민
들에게 민주주의를 돌려주었다.
군부 독재 시절 실종된 이들 중 일부는 언론인, 예술가, 작가였다. 인권단체에
서는 상징적으로 30,000명이라고 말을 한다. 공식적으로는 약 10,000명이
강제 수용소로 납치되어 형용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한 후 살해당했다는 기록
이 있다. 추정치에 따르면 약 500명의 아이들이 수용소에서 포로로 태어나,
어머니에게서 강제로 떼어져 다른 가정에 보내졌다고 한다. 5월 광장의 할머
니들이라는 단체가 이 아이들 중 117명을 찾아냈다. 117명의 아르헨티나 사
람들이 성인이 되어서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찾고, 독재 정권에 목숨을 잃
은 생물학적 부모가 누구인지 알게 된 것이다. 이 이야기들은 폭력, 광기, 죽
음으로 점철된 아르헨티나 비극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들이다.
우리 개인의 역사에서, 또 사회의 역사에서 여러 해가 흘렀다. 우리는 자유롭
게 스스로를 표현하고, 권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방법, 즉 언론인, 지성인, 일
반 시민 모두가 결코 멈추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방법을 다시 배워야 했다.
한계를 결정 짓는 것은 오로지 우리의 양심 뿐이어야 한다. 예를 들면 아르헨
티나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인권 관련 단체 내 심각한 부패 사건이 있었음에
도 불구하고, "실종된 이들"은 오늘날에도 결코 농담의 소재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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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어떤 사회에서든 몇 가지 주제가 다른 주제들보다 잘 유지되기 마련
이다. 전 세계적으로는 홀로코스트가 지금까지 그래왔고, 여전히 그렇듯이,
아르헨티나에서는 그 주제가 바로 "실종된 이들"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고 싶
다. 군대와 히틀러가 해학이나 풍자의 금기 대상이 아니라, 아르헨티나 군대
그리고 히틀러의 피해자들이 해학과 풍자의 금기 대상인 것이다. 하지만, 이
러한 주제를 풍자에 활용하는 출판물들이 있고, 오늘날에는 어느 누구도 검열
에 기대지 않는다. 검열 위원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가장 최
근에, 공식 광고가 불공평하게 분배되어서, 정부와 가장 친밀한 언론이 분명
한 혜택을 보고, 당국의 편인 이들에게 유리한 임의적인 규제가 생긴 일이 있
었다. 크리스티나 키르치네르 정권 이래로 점점 강력해진 이런 정치는 검열과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언론의 자유를 해칠 수 있는 미묘한 방법이라고
보아야 한다.
신문사에서 일하던 언론인들과 만평가들이 살해당한 1월 파리 학살 사건은
말과 팩트를 가지고 일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터닝포인트였다. 의견, 기사
혹은 일러스트 때문에 목숨을 잃는 일이 여전히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것이다. 전쟁특파원으로 전쟁 현장에 대해 보도하는 언론인들에 대해 이야
기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형태의 언론이든 신성 모독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
다는 점, 그리고 어느 의견, 기사, 일러스트가 모욕적이었다는 이유로 타인의
목숨을 앗아갈 권리를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이들이 여전히 있다는 점에 대해
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파리에서 일어났고, 러시아에서 일어난 일이며, 멕시
코에서 일어나고 있다. 매년 멕시코의 여러 주에서 언론인들이 마약 밀매 보
도라는 임무를 수행하다가 목숨을 잃는다. 이슬람군이 근본주의 테러리즘을
자행하는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이며, 안타깝게도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
다. 우리가 이 죽음의 퍼레이드에 관심을 기울이는 동안, 많은 국가와 문화권
에서 또 다른 잔혹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많은 지성인, 언론인, 활동가들이 목
숨을 잃지는 않지만, 의견 표현에 있어 감옥에 갇힌 죄수로 지내는 것이다. 이
는 민주적인 문화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어떠한 정보 혹은 의견 때문에
목숨을 잃거나 포로가 되는 일은 공포 영화와 다를 바 없어 보인다.
인류 역사의 지금 이 시점에서도 말하기와 글쓰기가 위험을 제기한다는 점은
정말 심각한 일이다. 많은 사회에 여전히 존재하는 언론을 억압하는 현재의
법에 대해 계속해서 반대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명예, 신, 마피아, 권력, 신성
한 단어라는 이름 하에 자행되는 언론인에 대한 범죄를 피할 그 어떤 유효한
도구도 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언제나 누
군가에게 신성한 단어는 있기 마련이다. 다만 그 단어가 늘 똑같은 단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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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기에, 모두에게 신성한 단어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모두 생각을 똑같
이 하지 않고, 상황을 똑같이 보지 않고, 표현을 똑같이 하지 않는 것과 마찬
가지이다. 이렇게, 중요하거나 권력을 지닌 이를 위험에 처하게 할 단어는 언
제나 존재하고, 그것이 바로 언론이 존재하는 이유이다. 언론이 존재하는 이
유는 권력을 지닌 자들이 누가 됐든, 자신에게 해가 될까 봐 비밀로 지키고자
하는 것을 공개하고 보도하기 위함이다.
기술적 진보는 폭군에게 우호적인 친구는 아니며, 동의하지 않는 이들을 억압
하고 타인을 진압하는 데 익숙한 이들을 긴장하게 만들어왔다. 수 초 안에 말,
의견, 일러스트를 세상에 내놓을 수 있다는 점은 통제하고자 하는 독재자의
욕구에 반대되는 것이다. 나는 언론인이지, 정치인도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도
아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혹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는
범죄 행위를 어떻게 끝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하지만 내가 아는 것은, 이
업을 수행하는 이들에게 근본주의적 혹은 독재주의적 접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더 많은 의견, 비판, 기사, 해학, 일러스트로 대응할 책임이 있다는 것
이다.
무엇보다도, 더욱 더 민주주의로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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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 보호방법 및 사례
언론인 보호 방법을 소개하기에 앞서, 먼저 언론인에 대한 공격은 어떻게 시
작되는지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공격을 하는 주체는 정부, 기업, 이익
집단, 종교단체, 군대, 개인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무작위로 대상을 선정하여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자신들에 반하여 부정의를 저질렀다고 판단되는 대상
을 선정하여 공격을 합니다.
언론인 대상 공격을 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합니다. 몇몇 사례를 보면, 특정사
실을 폭로한 것에 대한 보복, 조사를 방해하기 위한 겁주기, 명예훼손에 대한
보복, 정치, 경제, 사회 및 종교적 견해를 비판한 것에 대한 폭력적인 대응, 국
내 및 해외 세력과 연합한 것에 대한 보복, 특정 주제의 보도를 막는 것 등이
있습니다.
언론인이라는 직업은 이를 하는 사람의 ‘자기 중심적인’ 특성이 취재에 상
당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언론보도의 진실성은 보편적이지 못
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언론인의 고유한 관점이 보도에 들어가는 것
이 불가피하고 보도된 사실은 읽는 이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가 언론 보도의 동기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언론인이 진실을 규명하고 보도
하려 할 때 한쪽에서는 이를 숨기고 싶은 개인이나 집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인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언론인 보호 방법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자
합니다.
▶ 교육
이디오피아 같은 개발도상국에서는 대부분의 언론인들이 언론정보학과 같은
정식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언론보도의 원칙과
직업윤리에 맞지 않는 매우 편향적인 보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언론인들은 현재 취재하고 활동하고 있는 국가의 언론 관련 법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언론인들이 매일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고
비즈니스, 거버넌스 및 개인적인 존중 등에 매우 큰 타격이 가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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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을 감안해 볼 때 이디오피아에서는 그 피해규모에 상응하는 제대로 된
처벌조치도 있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결과 개인, 기업, 이익집단, 정부 등에 대해 부정확하고 수준 이하의
보도가 우후죽순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보도 대상이 된 집단에 매우 큰
타격을 입히게 되면 보복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양질의 언론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언론인 보호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방패법(Shield Laws) 통과
방패법(Media shield laws)은 언론인들에게 강제로 기밀정보원을 밝히게
하는 것을 막는 취재원 보호법입니다. 정부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기록을 입수하지 못하게 제한하여 언론인들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기밀성 또한 보호하여 줍니다. 이러한 형태의 정보를 얻지 못하게 하면 정부
및 사법당국은 기밀 정보에 대한 증거수집을 하기 어렵게 되고 자연히
언론인들이 보호받게 됩니다.
방패법에 더하여 내부 고발자 보호법은 감추어진 이슈에 대해 더 많은
사람이 내부고발을 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언론인들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에 따라 힘있고 돈 많은 사람들이 무력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막아줍니다.
이디오피아에서는 이미 지난 몇 년간 이러한 법들이 시행되어 왔습니다.
2009년에 제정된 매스미디어 및 정보 자유법(The Mass Media and
freedom of information act of 2009) 은 언 론 인 들 에 게 기 밀 정 보 원 을
넘겨주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옴브즈만(Ombudsman) 설립 발표에 따라 내부 고발자보호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포섭(cooptation) 관련법의 통과
지난 몇 십 년 동안 전세계적으로 언론과 언론인들을 주 선동자로 이용하는
색 깔 혁 명 (color revolutions) 이 많 이 일 어 났 습 니 다 . 방 송 사 부 터
소셜미디어까지 모두 불법적인 권력이양에 이용되었습니다.
해외 언론연구소 및 언론인 개개인이 개발도상국 언론교육과 금전적 지원을
명목으로 지원을 제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포섭활동은
주로 서방국가에서 원조기구나 비 정부단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옹호단체들은 선진국들의 끔찍한 범죄는 눈감아주면서 개발도상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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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비난하는데 이들도 주범 중 하나입니다. 몇몇 연구소들은 정보 및
첩보기관과 긴밀하게 공조하기 위해 설립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들 연구소들은 자신들의 의제를 추진하기 위한 대가로 언론에 교육과
금전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정부가 언론을 의심을 갖고 쳐다볼 수 밖에
없게끔 만들어 버립니다. 이에 따라 언론인들이 연구소가 원하는 바를 위해
협조하게 하여 정부의 보복에 더욱 취약하게 만듭니다.
▶ 언론의 자율규제
앤드루 푸데팟(Andrew Puddephatt)이 자신의 저서 “표현의 자유를
지 키 는 데 있 어 언 론 의 자 율 규 제 의 중 요 성 (The importance of selfregulation of the media in upholding freedom of expression) 에 서
언급하였듯이, 자율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데 필요한 언론의 올바른
행동강령을 규정하는 기준과 언론인의 행동을 모니터링하고 책임을 묻는
방법을 나타내는 프로세스로 구성됩니다.
언론은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데 있어 자율 규제를 적용하여 특정 종교,
민족 및 인종집단을 대상으로 삼는 것을 자제해야 합니다. 국제 인권선언에도
표현의 자유는 전쟁을 조장하지 않고 특정 종교, 민족 및 인종집단을
대상으로 삼지 않는 선에서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율규제는 또한
언론인들의 윤리 행동강령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언론인들의
안전을 보장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언론의 자유는 사회적 책임이 따를 때에만 보장됩니다.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론에도 나와 있듯이, 언론은 속한 사회의 신념과 문화를 고려하지 않고
매상에만(판매수익) 초점을 두어서는 안됩니다.
이디오피아의 경우 인쇄매체에서 특정 종교 문화 및 인종집단을 비하하는
기사를 낸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몇몇 보도의 경우 종교집단의 폭력적인
보복으로 이어졌으나 더 많은 갈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대부분 조용히 비밀로
하고 넘어갔습니다.
▶ 언론의 자율규제
21세기에 들어 디지털화와 ICT보급이 이루어지면서 데이터 전송과 저장이
더욱 쉬워졌습니다. 동시에 기술을 이용해 저장 및 전송된 데이터가 누군가의
손에 들어갈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누군가가 나의 문서, 전화통
화, 이메일 내용 등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언론인이 계획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실제 기사로 나오기도 전에 외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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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출되면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발행합니다.
기밀정보원과의 통화내용과 견해를 담은 문서들이 저장 혹은 전송되면
힘있고 돈 많은 자들은 이를 손에 넣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들 부유층 및
권력층이 사전에 정보를 취득하여 기사가 나가기도 전에 해당 언론인들을
공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벌어줍니다.
따라서 프라이버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 혁신은 언론인 보호에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디오피아의 경우 공무원의 명예훼손, 시위가 일어나는 수준의 민족간의
갈등형성 및 공공연한 선동 등 정부활동을 비판하기 위해 사설 언론이
수년간 헌법의 자유를 이용하였습니다. 민간 언론에서는 언론 보도를
전한다는 명목으로 법적인 보호를 받는 다는 점을 악용하여 불법 활동에
직접적인 개입을 한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 그렇지만 서방의 언론
감시기구에서 발표한 언론의 자유지수에 따르면 불법활동을 벌인 범인이
재판을 받는 경우 이디오피아는 최하위를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간혹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이디오피아에서는 그 어떤 언론인도 언론활동
때문에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디오피아는:
• 1948년 유엔 인권선언을 이디오피아 헌법에 포함시켰으며 제 19조의
모든 사람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는 점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아 프 리 카 인 권 헌 장 (The African Charter on Human and Peoples’Rights)을 도입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아프리카 인권헌장
19조는 정보를 취득할 권리와 법이 허용한 선에서 의견을 표현하고 알릴
수 있는 권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 무력분쟁 발생 시 기자, 언론전문인, 관련인력을 포함한 민간인 보호에
대한 제네바 협약 의정서 I 및 유네스코 결의안 19의 “언론인에 폭력에
대한 비난”을 지지합니다.
• 이디오피아는 무엇보다도 기자, 미디어 담당자 및 관련 직원을 고의적으로
공격 대상으로 삼는 행위를 국제법 위반으로 정의한 트리폴리 선언(Tripoli
Declaration)에 서명하였습니다.
이디오피아는 언론인 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보호조치 몇 가지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연합(African Union)내에서 영향력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 언론인 보호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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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ghanistan

The Kabul Times

Secretary in Charge

Fathulbari S/O
ABDUL KHAIR

Algeria

Quotidien Liberte

Journalist

Karim KABIR

Argentina

La Nacion (Newspaper)

Columnist

Hinde POMERANIEC

Austria

Daily Newspaper KURIER

Reporter

Ingrid Stefanie MAG.
STEINER-GASHI

Azerbaijan

Azerbaijan State Information
Agency (AZERTAC)

Journalist

Orkhan KARIMOV

Bangladesh

Prothom Alo

Belarus

Belteleradiocompany

Bulgaria

UNION OF BULGARIAN
JOURNALISTS

Bulgaria

UNION OF BULGARIAN
JOURNALISTS

Cambodia

Thmey Thmey Online News

Journalist

China

People’s Daily

China

China Daily

Deputy Director General
for External Relations
Deputy Director of
Economic-Edition
Department

China

All-China Journalists Association

Deputy Chief of General
Office of International
Liaison Department

ZhaoXia YIN

China

All-China Journalists Association

Staff of International
Liaison Department

Yan ZHONG

Colombia

PORTAFOLIO/EL TIEMPO
DAILY JOURNALS

EDITOR

Mauricio Julian
ROMERO CORTES

Croatia

IFJ

Vice president/Journalist

Jasmina POPOVIĆ

Cyprus

In Business Magazine - IMH

Assistant Chief Editor

Stella MOURETTOU

POLITIKEN (daily newspaper)

Editor and columnist

Flemming YTZEN

Denmark
Ethiopia

Consultant to the Editor –
Prothom Alo
Deputy Head of Foreign
News Department
PRESIDENT

Ahmed Jamil IBRAHIM
Yury KAZLOU
Snezhanka Tsokova
TODOROVA-FEDOTOVA

EXECITIVE COMMITTEE
MEMBER, RESPONSIBLE
FOR PROFESSIONAL Vassil Sotirov SOTIROV
STANDARDS AND
INTERNATIONAL AFFAIRS

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Domestic Media Monitoring
Ethiopia, Government
and Analysis Senior Expert
Communications Affairs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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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g ZHANG
Haoting LU

Fikrte Gebreaml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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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land

Ilta-Sanomat

Journalist

Jari Marko Olavi
ALENIUS

France

Spring News TV

Journalist

Frank HERRGOTT

France

RADIO FRANCE
INTERNATIONALE (RFI)

CHIEF MULTIMEDIA
EDITOR

Keoprasith
SOUVANNAVONG

France

BFMTV

Geopolitical commentator

Harold HYMAN

Hungary

Index.hu

Journalist

Miklós JENEI

India

EASTERN CHRONICLE

Correspondent

Sohil PRUTHI

India

The Economic Times

Senior Assistant Editor

Panicker Manoj
CHERUPILLIL
LEKSHMANA

India

Come Alive/A Traveller’s Wish List

Founder-Editor

Ambica GULATI

Indonesia

Indonesia

Indonesia

Indonesia

Indonesia
Israel
Jordan

Persatuan Wartawan Indonesia
International Desk Editor
(PWI)/Indonesian Journalists
Maria Dian ANDRIANA
for Antara News Agency
Association
Persatuan Wartawan Indonesia
CEO Rakyat Merdeka
(PWI)/Indonesia Journalists
Teguh SANTOSA
Online News Agency
Association
Persatuan Wartawan Indonesia
Deputy Chief Editor of
(PWI)/Indonesian Journalists
Kartika SARI
Rakyat Merdeka Daily
Association
Persatuan Wartawan Indonesia
(PWI)/Indonesia Journalists
Chief Editor for MetroTV
Suryo PRATOMO
Association
Persatuan Wartawan Indonesia
(PWI)/Indonesia Journalists
Chief Editor for Detik.Com
Arifin ASYDHAD
Association
"YEDIOTH AHARONOT" DAILY
LEGAL CORRESPONDENT
Tova Gittel LEVIN
NEWSPAPER
Mohammad Tayseer
The Jordan Times
Repoter
Mohammad GHAZAL

Kazakhstan

Kazakh TV

Program Director & Editor

Vladimir MUN

Kazakhstan

Khabar TV

Anchor

Kuat AKHMETZHANOV

Korea

Le Monde Diplomatique
(Korea)

Chief Editor

Kim Hong-kook

Kuwait

Al Rai newspaper

International section
deskhead

Hussein IBRAHIM

Kyrgyzstan

Public TV

Correspondent

Nurkyz KARA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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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rgyzstan

Public TV

Operator

Laos

Lao Economic Daily
(Lanxang Media Company)

Economic News Editor

Malaysia

Star Publications (M) Bhd

Journalist

Chia Ying LIM

Malaysia

NATIONAL UNION OF JOURNAL
ISTS PENINSULAR MALAYSIA /
SIN CHEW DAILY

NUJM President /
Senior Reporter

Sung Chew CHIN

Mexico

Grupo Reforma

Coeditor of
international news

Karla Lorena
LÓ PEZ FERRO

Mongolia
Mongolia
Mongolia

Mongolia

Mongolia
Myanmar

Name
Zhanyshbek
SAMANCHIEV
Saylakham
KHAYONGEK

Confederation of Mongolian
Journalists
Confederation of Mongolian
Journalists
Confederation of Mongolia
Journalists, MNB General director

President

Galaarid BADAM-OCHIR

Executive director

Bayarmagnai PUNTSAG

Board Member

Oyundari TSAGAAN

Parliament of Mongolia

Secretariat of the state
great hural (Parliament) of
Mongolia Chief editor of
the Press Public Relations
Department

Bolortuya KHUNBISH

Government of Mongolia Cabinet
Senior expert of the
Secretariat
Government Press Office
Myanmar Consolidated Media
Chief of Staff (News)
(The Myanmar Times)

Nepal

New Spotlight News Magazine

Editor

Nepal

THE RISING NEPAL

EXECUTIVE EDITOR

Netherlands

NRC / Sprout

Reporter

New Zealand

NZ Inc

Trade Correspondent

Oman

Oman Daily Newspaper &
Oman Journalist Association

Senior Journalist

Pakistan

The Nation

Editor

Pakistan

Geo Television Network

Palestine

Palestinian Journalists
Syndicate (PJS)

Board Member /
Communication Officer

Paraguay

Diario Ú ltima Hora

Subjefe de Redacción

Delgerjargal MAAMUU
Zaw Win Than
Keshab Prasad POUDEL
Arun RANJIT
Anouk Yoon Nicolette
EIGENRAAM
Timothy Keith
MCCREADY
Ahmed Ali Hamdan
AL-DHAHLI
Salim BOKHARI

Field Producer/Copy Editor Syeda Huma MASR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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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dulrahman B. M.
KHRAISHI
Arnaldo Fabián
ALEGRE INSFRÁ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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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and

Gazeta Wyborcza Agora S.A.

Journalist

Maria RUCZKOWSKA

Portugal

Diario de Noticias

Executive Editor

Leonidio Paulo
MARTINS FERREIRA

Romania
Russia

DEPUTY EDITOR-INAGERPRES - ROMANIAN NATIO
CHIEF– INTERNATIONAL
Ionuţ MAREŞ
NAL NEWS AGENCY
NEWS DESK
MOSKOVSKY KOMSOMOLETS
Foreign Desk editor
Andrey YASHLAVSKIY
(MK) Newspaper

Russia

Rossiya Segodnya

Special correspondent

Saudi Arabia

Saudi Gazette Newspaper

Journalist

Serbia

B92

Journalist

Serbia

Beta News Agency

Editor in Chief

Ivan CVEJIĆ

Singapore

The Straits Times, Singapore
Press Holdings

Journalist

May Choon CHANG

Slovakia

SME Daily

Journalist

Dávid TVRDOŇ

Spain

El Mundo Newspaper

Foreign Desk Reporter

Sri Lanka

Wijeya Newspapers Limited- Daily Deputy Editor/ Features &
Mirror Newspaper
Political Features Editor

Maria FROLOVA

Shahd Sulaiman
ALHAMDAN
Aleksandar
MILADINOVIĆ

Maria Del Rocio
GALVAN LAMET
Susitha Raju Fernando
DOMBAWALAGE

Taiwan

Central News Agency

Vice President

Chih-hsiang LU

Thailand

Spring News TV

ASEAN News Editor

Thanchanok
JONGYOTYING

Turkey

STAR NEWS PAPER

FOREIGN NEWS EDITOR

Saadet ORUÇ

Ukraine

Ukrainian daily DEN (The Day)

Head of International
section

Mykola SIRUK

United Arab
Emirates
United
Kingdom

MBC Group - Al-Arabiya News
Channel
INTERNATIONAL FEDERATION
OF JOURNALISTS
El Observador
(newspaper and online TV)
Infromation Agency "Jahon"under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Associate Producer

Ashwaq Mohsen
Naji AL-ATOLI

PRESIDENT

Jim BOUMELHA

Social Media EditorJournalist-blogger

Sebastián AUYANET
TORRES

Chief Specialist

Nargis SAIDALIEVA

Uruguay
Uzbekis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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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ezuela

The Objective

Correspondant

Manuel Leonardo
TOVAR TORREALBA

Vietnam

VIETNAM NEWS AGENCY

DEPUTY DIRECTOR OF
ECONOMIC NEWS
DEPARTMENT

Thu Hang NGUYEN

Vietnam

PUBLIC SECURITY’S
NEWSPAPER
(VIETNAM JOURNALISTS
ASSOCIATION)

Reporter

Thu Phuong NGUYEN

Vietnam

VIETNAM INVESTMENT
REVIEW
(VIETNAM JOURNALISTS’
ASSOCIATION)

Deputy Editor-in-Chief cum
Hochiminh city Bureau
Chief

Van Hong NGUYEN

Yemen

DPA

Public Information Officer

Shadha Hussein Abbas
AL-HARAZI

All names written in this book are based on the notation rule as follow; First name as small letter, Last name as capital letter.
※ Some of the name orthography is written following by speaker's own transcriptions.
본 책자의 성명 표기는 이름을 소문자로 하고 이어 대문자로 성을 표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습니다.
※ 다만 일부 원고는 필자가 직접 쓴 표기를 사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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