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atement of Support for Thailand Democratization Protests 

The May 18 Memorial Foundation expresses solidarity with the young protesters in 

Thailand. We respect their peaceful call for greater democracy.  

However, the Thai government, which has disbanded the pro-democracy party (FFP) early 

this year, is suppressing the peaceful demonstrators’ rights by arresting and intimidating 

them.  

These young advocates are brave citizens who call for a free and fair society and are 

contributing to Thailand’s democratization. Their demands should be listened to and 

discussed by the government.  

These calls for greater democracy in Thailand resonate with people in Korea, where 

students have been deeply involved in the process of democratization. Many of the 

young protestors in Korea lost their lives in the protests. This should not happen in 

Thailand.  

A fully democratic society listens to the voices of all members. The Government in 

Thailand should respect the right to peaceful protest and stop resorting to violence.  

Date: 22 September 2020  

 

The May18 Memorial Foundation, Gwangju, South Korea 

Contact: Ms. Inrae You 

Director, International Affairs Department                                       

Email: inraeyou@518.org 

Tel: +82- 062-360-0521 
 



 

 

 

 

 

5·18기념재단 태국 민주화 요구 지지 성명서 

5·18기념재단은 9월 19, 20일 양일에 걸친 태국 젊은이들의 민주화 열망에 깊은 연대를 표하고 

이들의 민주주의를 위한 평화적인 시위를 지지한다.  

올해 초 민주화를 열망하는 태국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친 민주주의 정당을 해산한 바 있는 

태국 정부는 평화적인 시위자들을 체포함으로써 이들의 권리를 탄압하고 있다.  

이들 젊은이들은 사회 구성원 모두의 견해가 존중되는 자유롭고 공정한 사회 건설을 요구하는 용

감한 민주 시민들로 태국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태국 정부는 이들의 

활동을 체포나 위협으로 막는 대신 이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이들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와 평등한 사회 건설을 위한 태국 젊은이들의 용감한 행위는 과거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 

용감히 일어섰던 한국의 젊은이들의 그것과 맥을 같이한다. 한국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의 과정에

서 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다. 이 같은 일이 태국에서 다시 일어나서는 안된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목소리가 존중될 때 이루어진다. 태국 정부는 자국 젊은

이들의 평화로운 시위권을 보장하고 이에 대한 폭력 진압을 즉각 중단하라.  

 

Date: 22 September 2020  

 

The May18 Memorial Foundation, Gwangju, South Korea 

담당자: 유인례 국제연대부장 

Email: inraeyou@518.org 

Tel: +82- 062-360-0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