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외교학석사학위논문 

종족, 신가산제 그리고 내전:
엘리트-대중 이해관계 분리 

2015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부 외교학전공

김 상 은 





- i -

국문초록 

본 논문은 “내전 발발의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전 발발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불만 이론을 경시하고, 
반군을 구성하는 엘리트와 대중 두 행위자 중 한 행위자에만 초점을 맞추
어 왔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는 종족 다양성이 
높고, 종족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집단인 국가가 많다. 이러한 국가에서는 
정치적 수단으로써 종족 차별을 종종 이용하지만, 종족 차별은 차별 받는 
집단의 불만을 야기하여 내전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엘리트
와 대중 두 행위자 모두 불만을 가지고 있을 때 내전이 발발한다는 가설
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이론을 검증하기 위해 과정 추적 방법을 사용하여 라이베
리아 사례 연구를 하였다. 사례 연구 분석 시기는 라이베리아 독립 이후부
터 현재까지, 분석 단위는 라이베리아의 각 정권들이었다. 우선, 대중 차
원에서의 종족 차별을 살펴보면, 아메리코-라이베리아인 정권과 사무엘 도 
정권에서는 종족 차별이 매우 심하였다. 찰스 테일러 정권에서는 이전 정
권들에 비해 종족 차별이 다소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종족 차별이 있었음
을 알 수 있었다. 이후 규드 브라이언트 정권이나 엘렌 존슨 설리프 정권
에서는 대중들에 대한 차별을 찾아볼 수 없었다. 

한편, 엘리트 차원을 살펴보면, 아메리코-라이베리아인 정권에서 대
부분의 토착민 출신 엘리트는 핵심 권력을 쥘 수 없었지만 일부 엘리트는 
‘피후견인 체제’를 통해 권력에 접근할 수 있었다. 도 정권과 테일러 정권
은 다른 종족 엘리트가 핵심 권력에 접근할 수 없도록 차별하였기 때문에 
권력으로부터 배제된 엘리트들은 불만을 품게 되었다. 반면 브라이언트 정
권과 설리프 정권은 모든 종족이 핵심 권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엘리트의 불만을 사지 않았다.

엘리트-대중 두 행위자를 종합하면, 아메리코-라이베리아인 정권에
서 토착민 일반 대중들은 심한 차별을 당하였기 때문에 정부를 전복하려
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소수 엘리트에게는 핵심 권력에 접
근할 수 있는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엘리트들은 내전을 일으키려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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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도 정권 하에서는 엘리트와 대중 두 행위
자 모두 심한 종족 차별을 받았다. 때문에 도 정권 하에서는 내전이 일어
날 것이라고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 이후 테일러 정권에서 대중들에 대한 
종족 차별은 일부 개선되었다. 그러나 테일러 정권 하에서도 군부 장악이
나 ‘캠프 존슨 로드 작전’과 같은 사건을 통해 종족 차별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권력으로부터 배제된 엘리트들은 대중들의 불만에 불을 
지폈고, 그 결과 내전이 발발하였다. 반면, 브라이언트 정권과 설리프 정
권은 엘리트-대중 두 행위자 모두 차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전이 발
발하지 않았다.   

이러한 발견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엘리트-대중 상호 관계 이론’의 
일반화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로짓 회귀 분석을 시도하였다. 회귀 분
석 결과는 ‘엘리트-대중 상호 관계 이론’을 부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엘리트에 대한 종족 차별은 유의미하게 내전 발발 가능성을 증
가시키지만, 대중에 대한 종족 차별은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 내전을 종족 내전과 혁명 내전으로 구분하
여 회귀 분석한 결과, 내전의 종류에 따라 내전 발발 원인이 달라졌다. 종
속 변수가 종족 내전일 때 엘리트에 대한 종족 차별은 유의미하였다. 반
면, 종속 변수가 혁명 내전일 때 엘리트 혹은 대중에 대한 종족 차별은 유
의미하지 않았고, 천연 자원만 유의미하였다.  

주요어: 내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종족 차별, 포용적/배타적 신가산제,  
엘리트-대중 상호 관계 
학  번: 201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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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국제정치와 내전

오랫동안 정치학 및 경제학에서 내전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 최근 
20여 년간 내전은 감소해 왔지만 내전 연구는 여전히 중요하다. 내전으로 
발전할 수 있는 무력 분쟁(armed conflict)이 전 세계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1) <그림 1-1>은 1946년에서 2013년까지 무력 분쟁 발생 건수를 
지역별로 보여준다. 탈냉전 이후 전 세계적으로 무력 분쟁은 감소하였지
만, 이러한 감소 추세는 주로 유럽과 미주 지역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사실
을 알 수 있다. 지역별 추이를 살펴보면 아시아에서는 무력 분쟁이 감소하
고 있지만 절대적 수로는 많은 무력 분쟁이 발발하고 있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이하 아프리카)2)와 중동에서는 뚜렷한 감소 추세가 보이지 않으
며 증가와 감소가 계속되고 있다. 

1) 내전과 무력 분쟁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 그 까닭은 여러 가지 기준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먼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내전과 무력 분쟁 구분 기준은 매년 
1,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기준에 따르면 정부가 약하
기 때문에 사망자 수를 실제보다 적게 보고할 가능성이 높은 아프리카에서는 실질
적으로는 내전에 가까운 사건이 무력 분쟁으로 분류될 수 있다. 때문에 전쟁이 지
속되는 동안 적어도 한 해에 1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전쟁 기간 동안 
총 사망자 수가 1000명 이상이며, 매년 2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내전
으로 볼 수 있다는 기준 또한 사용된다. 따라서 현실에서는 무력 분쟁과 내전을 명
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

2)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사하라 사막 남쪽에 위치한 아프리카 국가들을 일컫는다. 
이 지역에 포함되는 국가들은 앙골라, 베냉,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카메
룬, 카보베르데,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코모로스, 콩고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코트디부아르, 지부티, 적도 기니, 에리트리아, 에티오피아, 가봉, 감비아, 가나, 기
니, 기니비사우, 케냐, 레소토,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아, 모리셔스, 모잠비크, 나미비아, 니제르, 나이제리아, 르완다, 상투메프린시페, 세
네갈, 세이셸,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수단, 수단, 스와질랜드, 
탄자니아, 토고,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이렇게 49개국이다. 국가명은 영어 알파
벳 순으로 나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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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지역별 무력 분쟁 추세, 1946-2013 
(출처: Lotta Themnér and Peter Wallensteen, “Armed Conflicts, 

1946–2013,”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51, No. 4, (July 2014), pp. 
541–54. 데이터 재구성)

또한, 내전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현재 봉착한 문제이다. 현 시점에
도 아프리카의 시리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과 남수단에서는 내전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직 전 세계 국가들이 내전의 위험으로부터 자
유롭다고 할 수 없으며 내전 연구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내전 연구가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왜 내전이 국제정
치학자들의 관심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국제정
치 이론을 내전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국제정치를 설명
하는 현실주의 이론(realist theory)의 안보 딜레마(security dilemma) 개
념은 내전을 설명하는 종족 안보 딜레마(ethnic security dilemma) 개념
과 맞닿는다. 국제 사회는 무정부 상태(anarchy)이기 때문에 각 국가들은 
자국의 안보를 우려한다. 이들은 스스로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국제 사
회에서 더 많은 권력을 추구한다. 그러나 자국의 안보를 추구하는 방어적 
조치를 타국은 공격적 의도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각국은 경쟁적으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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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권력을 확보하려고 하며 국가 간 갈등이 더욱 심화된다. 이와 같이 
안보를 추구하려던 국가들의 조치가 안보를 가져오지 못하는 상황을 안보 
딜레마(security dilemma)라고 한다. 

안보 딜레마 상황은 국제 질서 뿐 아니라 한 국가 혹은 사회 내에서
도 나타난다. 정보의 불충분, 정치적 실패, 외부 세력의 개입은 한 국가를 
국가 붕괴(state collapse) 상태로 이끌 수 있는데, 국가 붕괴 상태는 국
제 사회의 무정부 상태와 유사하다. 국가 붕괴 상태일 때 다양한 종족이 
한 사회 내에 존재하면, 각 종족은 다른 종족이 자기 집단의 “사활적 이익
(vital interest)”인 안보를 침해한다고 여긴다.3) 때문에 각 종족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권력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조치가 다른 종족에게는 
공격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 결과 권력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제로섬(zero-sum) 경쟁이 심화되고, 폭력적 분쟁 혹은 내전이 발발할 가
능성이 높아진다. 이와 같은 설명을 “종족 안보 딜레마 이론(ethnic 
security dilemma theory)”4)라 한다. 

둘째, 국제 사회가 내전으로 인한 인권 유린 상황에 개입하는 경우
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불간섭과 비개입을 핵심으로 하던 국가 주권 개
념은 탈냉전 이후 “공유된 주권(shared sovereignty)”5)을 수용하는 방향
으로 수정되고 있고, 국가가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는 “보호의무
(responsibility to protect)”6) 개념이 광범위하게 이용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국내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 사회의 개입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 실제로 2011년 리비아 내전에 대한 국제 연합 (United 

3) Donald L. Horowitz, Ethnic Groups in Conflict.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5), p. 565. 

4) 안보 이론으로 종족 분쟁을 설명한 대표적인 논문으로는 Barry R. Posen, “The 
Security Dilemma and Ethnic Conflict,” Survival, Vol. 35, No. 1 (1993), 
pp. 27–47이 있다. 

5) Stanley Hoffmann, “The Politics and Ethics of Military Intervention,” 
Survival Vol. 37, No. 4 (1995), pp. 29–51.

6) Stephen D. Krasner, “Sharing Sovereignty: New Institutions for Collapsed 
and Failing States,” International Security Vol. 29, No. 2 (October 1, 
2004), pp. 85–120; Fiona Kelling, “Humanitarian Intervention: Confronting 
the Contradictions,” Development in Practice Vol. 20, No.. 6 (July 21, 
2010), pp. 7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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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s: 이하 UN), 유럽 연합 (European United: 이하 EU)의 개입은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현실이 변화하면
서 국제기구 혹은 외국의 개입이 한 국가의 내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7) 국제기구 혹은 외국이 한 국가의 내전에 개입하는지 이유에 대한 
연구8) 등이 국제정치학의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 

셋째, 이웃 국가가 내전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내전
은 국내 문제인 동시에 국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내전은 여러 가지 기제
를 통해 이웃 국가의 개입을 야기한다. 첫 번째 기제는 한 종족의 분포가 
국경을 따라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내전 중인 국가의 정부가 정치적 목적
으로 이웃 국가의 동족으로 하여금 반란을 일으키도록 조장하는 것이다.9) 

7) 내전에 대한 국제 사회의 개입에 대한 연구로는 Frederic S. Pearson, “Foreign 
Military Interventions and Domestic Dispute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1974), pp. 259–90; John Norton Moore, “The Control of 
Foreign Intervention in Internal Conflict,” Virgini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9 (1968/1969), p. 205; Erich Weede, “US Support for Foreign 
Governments or Domestic Disorder and Imperial Intervention, 1958–1965,”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Vol. 10, No. 4 (1978), pp. 497–528; Patrick 
M. Regan, “Conditions of Successful Third-Party Intervention in Intrastate 
Conflict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40, No. 2 (1996), pp. 336–59 
참조. 

8) 내전에 개입하는 국제 사회 혹은 외국의 동기에 대한 연구로는 Mona Fixdal and 
Dan Smith, “Humanitarian Intervention and Just War.” Mershon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Vol. 42, No. 2 (1998), pp. 283–312; Patrick M. 
Regan, “Choosing to Intervene: Outside Interventions in Internal 
Conflicts,” The Journal of Politics Vol. 60, No. 03 (1998), pp. 754–79; 
Martha Finnemore, The Purpose of Intervention: Changing Beliefs about 
the Use of Force, (Cornell University Press, 2004) 참조. 

9) David R. Davis and Will H. Moore, “Ethnicity Matters: Transnational Ethnic 
Alliances and Foreign Policy Behavior,”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1997), pp. 171–84; Karen Petersen, “A Research Note: Reexamining 
Transnational Ethnic Alliances and Foreign Policy Behavior,” International 
Interactions, Vol. 30, No. 1 (January 1, 2004), pp. 25–42; Stephen M. 
Saideman, “Explaining the International Relations of Secessionist 
Conflicts: Vulnerability Versus Ethnic Ti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51, No. 04 (September 1997), pp. 721–53; Stephen M. Saideman,  
“Discrimination in International Relations: Analyzing External Support for 
Ethnic Groups,”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39, No. 1 (2002), p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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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대륙의 국경은 식민지 역사를 거치면서 제국주의 국가들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가 많다. 두 번째 기제는 권위주의적 체제
에서는 행정부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기 때문에 권위
주의 국가들이 종종 이웃 국가의 내전에 개입하는 것이다.10) 세 번째 기
제는 인접한 국가 간의 경제 교류가 활발할 경우에 이로 인한 이익을 수
호하기 위해 각 국이 내전을 억지하려는 동기를 가지고 개입하는 것이
다.11) 이와 같이 한 국가의 내전에 이웃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내전은 국제정치학의 연구 분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국가, 그리고 한 국가를 넘어선 지역권의 경제에 내전이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는 것이 경제학자 뿐 아니라 국제정치학자들
의 관심사가 되어 왔다. 먼저, 내전이 국가 거시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학자들의 주된 관심사가 되어 왔다.12) 그 중에서도 

50.
10) Kristian Skrede Gleditsch, All International Politics Is Local: The Diffusion 

of Conflict, Integration, and Democratization.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2)

11) Kristian Skrede Gleditsch, All International Politics Is Local: The Diffusion 
of Conflict, Integration, and Democratization.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2); Hcivard Hegre, Ranveig Gissinger, and Nils Petter Gleditsch, 
“Globalization and Internal Conflict,” Globalization and Armed Conflict. 
(Lanham: Rowman & Littlefield, 2003), pp. 251–75; Indra De Soysa,   
“Paradise Is a Bazaar? Greed, Creed, and Governance in Civil War, 
1989-99,”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39, No. 4 (July 1, 2002), pp. 
395–416; Daniel C. Esty, Jack Goldstone, Ted Robert Gurr, Barbara Harff, 
Pamela T. Surko, Alan N. Unger, and Robert Chen, “The State Failure 
Project: Early Warning Research for US Foreign Policy Planning,” 
Preventive Measures: Building Risk Assessment and Crisis Early Warning 
Systems, Vol. 2 (1998).

12) 내전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Kristin J. Forbes, “A 
Reassessmen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Inequality and Growth,” 
American Economic Review, (2000), pp. 869–87; Eric A. Hanushek and 
Dennis D. Kimko, “Schooling, Labor-Force Quality, and the Growth of 
Nations,” American Economic Review, (2000), pp. 1184–1208. 학계의 주된 
흐름은 내전이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지만 내전이 경제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연구도 있다. 이에 관해서는 Seonjou Kang and 
James Meernik, “Civil War Destruction and the Prospects for Economic 
Growth,” Journal of Politics, Vol. 67, No. 1 (February 1, 2005), pp. 88–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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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내전이 당사국 뿐 아니라 이웃 국가, 그리고 지역 전체의 경제 성장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경제학자 뿐 아니라 국제정치학의 연구 영
역이 되어 왔다.13) 

다섯째, 내전을 겪는 국가의 대부분이 개발도상국 혹은 최빈국이기 
때문에 원조를 받는데, 원조가 내전 발발이나 억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에 대한 연구들도 이루어지고 있다.14) 원조 문제는 한 국가의 개발을 
둘러싼 내부 문제이면서 동시에 국제 사회가 결부되어 있는 외부 문제이
기도 하기때문에 국제정치학의 연구 대상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실질적으로 왜 한국에서 내전 연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그 까닭은 내전이 가장 빈번하게 발발하
는 아프리카에 대한 한국의 원조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아시
아에 가장 많이 원조를 해 왔고, 여전히 절대적 양에서는 대 아시아 원조
의 규모가 가장 크다. 그러나 한국의 대 아프리카 원조는 2008년 금융 위
기 이후 잠시 주춤한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에는 원조 양이 
2008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15). 한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한국의 원조가 내전을 겪은 국가 혹은 
내전을 겪고 있는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내전 연구는 학문적 고려 뿐 아니라 현실적 고
려에 의해서도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조. 
13) James C. Murdoch and Todd Sandler, “Economic Growth, Civil Wars, and 

Spatial Spillover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46, no. 1 
(February 1, 2002), pp. 91–110. 참고. 

14) Paul Collier and Anke Hoeffler, “AID, Policy and Peace: Reducing the 
Risks of Civil Conflict,” Defence and Peace Economics, Vol. 13, No. 6 
(January 1, 2002a), pp. 435–50. 

15) OECD Stats. EDCF 통계 DB 
   (http://www.odakorea.go.kr/ODAPage_2012/T02/L03_S01_03.jsp) (검색일: 

2015년 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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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질문 

본 연구의 목적은 내전 발발 요인을 밝히는 것이다. 내전을 유발하
는 요인에 대한 논쟁은 폴 콜리어(Paul Collier)와 앙케 회플러(Anke 
Hoeffler)가 탐욕(greed)과 불만(grievance)16)이라는 이론적 틀을 제시하
고 정량적 방법으로 검증함으로써 불거졌다고 볼 수 있다.17) 콜리어와 회
플러는 잠재적 반군이 내전을 일으킬 수 있는 경제적 기회를 가지고 있으
면 내전이 발발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후 피어론(Fearon)과 레이틴
(Laitin) 또한 정부와 반군의 역량을 비교하여 반군의 역량을 강화하는 요
인들이 있을 때 내전 발발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함으로써 콜리어와 
회플러를 옹호하였다.18) 그 이후 많은 학자들이 탐욕 이론과 불만 이론 
중 어떤 이론이 더 내전 발발에 대한 설명력이 높은지에 대한 논쟁을 벌
여왔다.19) 이후 천연 자원이 반군의 자금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천연 자

16) 탐욕 이론은 기회(oppotunity)에 초점을 맞추고 불만 이론은 동기(motive)에 초점
을 맞추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Collier and Hoeffler, 2004). 

17) Paul Collier and Anke Hoeffler, 2002b, “On the Incidence of Civil War in 
Africa,”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46 (February), pp. 13–28; 
Collier and Hoeffler, 2004, pp. 563–95.

18) James D. Fearon and David D. Laitin, “Ethnicity, Insurgency, and Civil 
War,”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97, No. 1 (2003), pp. 75–90.

19) Paul Collier, Lani Elliott, Havard Hegre, Anke Hoeffler, Maria 
Reynal-Querol, and Nicholas Sambanis,  Breaking the Conflict Trap.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Scott Gates, Havard Hegre, Mark 
P. Jones, and Havard Strand. “Institutional Inconsistency and Political 
Instability: Polity Duration, 1800–2000.”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50 (October 2006), pp. 893–908; Havard Hegre, “The 
Duration and Termination of Civil War,”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41 (May 2004), pp. 243–52; Havard Hegre, Tanja Ellingson, Scott Gates, 
and Nils Petter Gleditsch, “Toward a Democratic Civil Peace? Democracy, 
Political Change, and Civil War, 1916–1992.”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95 (March 2001), pp. 33–48; Nicholas  Sambanis, “Do Ethnic 
and Nonethnic Civil Wars Have the Same Cause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45 (June 2001), pp. 259–82; Ibrahim Elbadawi, and 
Nicholas Sambanis, “Why Are There So Many Civil Wars in Africa? 
Understanding and Preventing Violent Conflict.” Journal of African 
Economies Vol. 9 (October 2000), pp. 244–69; Ibrahim  Elbadawi,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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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풍부할수록 내전 발발 위험이 증가한다는 주장을 많은 연구들이 옹
호하면서 탐욕 이론이 더욱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
다.20) 이러한 일련의 연구들은 국가와 반란군이 사용할 수 있는 경제적 
자원(economic resource)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찰스 틸리(Charles 
Tilly)가 수십 년 전에 주장한 자원 동원 이론(resource mobilization 
theory)에 기반 한다고 볼 수 있다21). 

이와 같이 내전 발발에서 탐욕 이론이 지배적 담론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 정치학자들은 국가-엘리트 관계(state-elite 
relations), 정치 구조(political structure)에 초점을 맞추는 국가 중심 접
근법(state-centered approach)에 주목하고 있다.22) 이러한 관점에 따르

Nicholas Sambanis. “How Much War Will We See? Explaining the 
Prevalence of Civil War.”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46 (June 
2002.), pp. 307–44; Havard Hegre, and Nicholas Sambanis,  “Sensitivity 
Analysis of Empirical Results on Civil War Onset,”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50 (August 2006), pp. 508–35; Patrick Regan, Civil Wars 
and Foreign Powers: Outside Intervention in Intrastate Conflict,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0); Patrick Regan, and Daniel 
Norton, “Greed, Grievance, and Mobilization in Civil War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49 (June 2005), pp. 319–36; Barbara F. Walter,  
“Does Conflict Beget Conflict?  Explaining Recurring Civil War,”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41 (May 2004), pp. 371–88.

20) Thad Dunning, “Resource Dependence, Economic Performance, and 
Political Stability,”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49 (August 2005), 
pp. 451–82; Volker Franke, In Control of Natural Wealth? (Bonn, 
Germany: Bonn International Center for Conversion 2007); M. L. Ross, 
“What Do We Know about Natural Resources and Civil War?”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41 (May 2004), pp. 337–56; Richard Snyder and R. 
Bhavani, “Diamonds, Blood and Taxes: A Revenue-Centered Framework 
for Explaining Political Order,”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49 
(August 2005), pp. 563–97.

21) Jack A. Goldstone, Robert H. Bates, David L. Epstein, Ted Robert Gurr, 
Michael B. Lustik, Monty G. Marshall, Jay Ulfelder, and Mark Woodward. 
“A Global Model for Forecasting Political Instability.”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54, No. 1 (2010), pp. 190–208. 

22) Robert. Bates, When Things Fall Apar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Jack A. Goldstone, Revolution and Rebellion in the Early 
Modern World,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1); Jack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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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국가와 엘리트의 관계가 내전 발발의 주요 요인이다. 국가-엘리트 관
계에 갈등이 있고, 분열되어 있는 경우 국가는 반란군을 쉽게 제압할 수 
없기 때문에 내전 발발하거나 지속된다. 반면, 국가-엘리트 관계가 통합되
어 있는 경우 국가는 반란군보다 훨씬 큰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 반란군을 
패퇴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내전이 일어나지 않다.   

국가 중심 접근법은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경시되었던 국가와 엘리트
의 관계, 엘리트의 이해관계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엘
리트는 기득권자로써 정부의 강력한 지지 세력이 될 수도 있지만 정부에 
반감을 품을 경우 반군의 지도자로 변하여 정부를 위협할 수도 있다. 엘리
트의 역할은 정부의 정당성이 일반 대중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소
수 엘리트로부터 나오는 아프리카 정치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엘리트의 역할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엘리트라는 한 행위
자에만 초점을 맞추어서는 내전 발발을 설명할 수 없다. 기존 연구에서는 
반군을 엘리트와 대중으로 구분하고, 이들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다는 
가정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전은 반군을 이끄는 엘리트와 그를 따르는 
대중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의 이해관계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
다. 따라서 내전 발발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위계질서에서 상하 관계에 있
는 엘리트와 대중 두 행위자에 모두 주목해야 한다.  

본 연구는 “내전 발발의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하고자 
한다. 그리고 엘리트와 대중의 이해관계를 구분한다는 측면에서 기존 연구
와는 차별화 되는 답을 하고자 한다. 

Goldstone, “Toward a Fourth Generation of Revolutionary Theory,”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Vol. 4 (2001), pp. 139–87; Jeff 
Goodwin, No Other Way Out: States and Revolutionary Movements 1945–
1991.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Theda Skocpol, 
States and Social Revolu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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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왜 엘리트들이 대중을 동원하여 내전을 일으키려는 이해관계를 가지
게 되는지, 대중들은 왜 엘리트에게 동원되는지는 맥락(context)23)을 통해
서만 확연히 이해할 수 있다. 행위자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알기 위해서는 주어진 배경이 행위자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제약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즉, 각 국가의 정치적 맥락 속에서 엘리트와 대중의 이
해관계를 이해하고서야 내전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기반한 본 연구의 목표는 아프리카 지역 특수성을 고
려하였을 때 아프리카 내전 발발을 설명할 수 있는 중범위 이론(middle 
range theory)을 구축하는 것이다. 조반니 사르토리(Giovanni Sartori)는 
“경험적 개념(empirical concept)”에 기반한 추상(abstraction)은 “추상
화의 사다리(ladder of abstraction)”에서 낮은 자리에 위치할 수밖에 없
다고 하였다.24) 이것은 곧 여러 가지 맥락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명제는 
일반화의 범주가 좁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정치적 맥락 속에서 형성된 엘리트와 대중의 이해관계에 초점을 맞추
는 본 연구는 일반화의 범주를 낮게 잡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추상화의 
범위를 한정한 중범위 이론은 역내 특수성에서 비롯된 변수를 강조할 수 
있다는 점에 강점이 있다. 다시 말해, 전 세계 범위의 연구에서는 간과할 
수 있는 요인을 중범위 이론에서는 조명할 수 있다. 이러한 요인을 조명하
고 그 중요성을 밝혀내는 것은 그 지역에 맞는 처방을 내릴 수 있다는 점

23) 맥락이란 정의된 배경 속에 주어진 최초의 조건들을 일컫는다. 가령, 국가들의 정
치체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볼 때에도 맥락 속에서 살펴본다는 것은 정치체제 
자체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정치체제가 놓여있는 배경인 사회, 문화적 측면에 초
점을 맞추어 살펴본다는 것이다. 맥락이 중요한 이유는 맥락 속에서 인과 관계를 
이해해야만 인과적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인과적 설명에 있어서 맥락의 중요
성은 정성적 방법이든 정량적 방법이든 방법론을 막론하고 중요하다 (Falleti and 
Lynch, 2009).  

24) Giovanni Sartori, “Concept Misformation in Comparative Politics.”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970), pp. 1033–53. 추상화의 다리에서 
높은 위치는 이론의 일반화 범주가 넓은 것을, 낮은 위치는 일반화의 범주가 좁은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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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중요하다. 
이론 구축을 위한 주된 연구 방법은 정성적 접근법(qualitative 

approach)의 사례 연구이다. 사례 연구를 통해 구축한 이론의 일반화 가
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정량적 접근법(quantitative approach)
의 통계 분석을 채택한다. 비록 본 연구의 목표인 이론 구축 및 개선
(theory development and refinement)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는 정성적 
방법이 더 중요하지만 정량적 방법이 일반화 검증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
서 정성적 방법과 정량적 방법이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본 연구의 주장의 설득력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 기대한다. 

이론 구축을 위한 정성적 연구는 단일사례연구(single case study)
의 방법을 채택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 사례만으로도 이론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까닭은 첫째, 본 연구의 사례가 탐욕 이론에 가장 부
합하는 사례(most-likely case)이기 때문이다. 해리 엑스타인(Harry 
Eckstein)은 단일 사례라도 중대 사례(crucial case)일 경우 이론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25) 그에 따르면 중대 사례에는 두 경우가 있다. 
첫째는 특정 결과를 유발한다고 이론에서 가정한 모든 조건을 사례가 충
족하기 때문에 이론에 따르면 특정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
만(most-likely case) 예상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이다. 둘째는 
이론에서 가정한 조건을 거의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론에서 예측하는 
특정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는데(least-likely case) 그 
결과가 관찰되는 경우이다. 엑스타인은 단일 사례라도 중대 사례일 경우에
는 이론 구축과 반박이 가능하다고 하였다.26) 본 연구에서 사례로 채택한 
라이베리아는 풍부한 천연 자원, 만성적인 빈곤, 높은 실업률과 같은 조건
들이 탐욕 이론의 가정에 잘 부합하기 때문에 탐욕 이론에 의하면 내전 
발발을 예상할 수 있는 사례이다. 그러나 사무엘 도(Samuel Doe) 정권과 
그 뒤를 이은 찰스 테일러(Charles Taylor) 정권의 전후에는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내전이 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탐욕 이론의 기대에 어긋난다. 

25) Harry Eckstein, “Case Study and Theory in Political Science.” Case Study 
Method, in Roger Gomm, Martyn Hammersley, and Peter Foster (eds.), 
Case Study Method, (Sage Publications, 2000) pp. 119–64. 

26) Eckstein, 2000, p.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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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라이베리아는 탐욕 이론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중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단일 사례 연구에서도 ‘과정 추적 기법(process tracing 
method)’을 통해 독립 변수 값의 변화에 따른 종속 변수 값의 변화를 ‘매
칭(matching)’함으로써 단일 사례 연구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라이베
리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과정 추적 기법을 적용하기에 적합한 사례이
다. 첫째, 평화와 내전  발발이라는 종속 변수 값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
다. 라이베리아는 1980년에서 2003년 사이 약 20년간 쿠데타 및 내전을 
겪으면서 정치적 불안정에 휩쓸렸다. 그러나 건국 이후에서 1980년까지, 
2003년에서 현재까지는 평화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 사례를 통해서도 
종속 변수 값의 변화를 찾아볼 수 있다. 둘째, 내전 발발을 한 번 이상 관
찰할 수 있기 때문에 내전을 한 번 겪은 사례보다 신뢰도(reliability)가 높
다. 셋째, 엘리트와 대중의 이해관계(불만)라는 독립 변수의 값에도 시기별
로 변화가 있기 때문에 과정 추적 기법을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엘리트와 
대중의 불만은 정권 별로 종족 차별이 일어나지 않아 뚜렷한 불만이 보이
지 않는 정도에서부터 심각한 종족 차별로 인해 불만이 치솟는 수준까지 
다양한 변화를 보인다. 이와 같이 라이베리아는 독립 변수의 값의 변화에 
따른 종속 변수 값의 변화를 매칭하는 과정 추적 기법에 적합하기 때문에 
단일 사례 연구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사례 연구를 통해 구축한 이론의 일반화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는 정량적 방법을 사용한다. 정량적 방법을 통해 첫 번째로 기대할 수 있
는 것은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다변량분석에서도 본 연구의 독립 변수가 
여전이 설명력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본 연구의  
중요성과 함의를 가늠해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프
리카 내전을 본 연구의 이론이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중범위 이
론 도출 달성 여부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엘리트-대중의 이해관계에 초점을 맞춘 내전 
이론을 구축하고자 하며, 이 이론의 일반화 가능성을 아프리카 역내에서 
검증해 보고자 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설명이 아프리카에만 적용된다고 
한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본 연구는 종족 다양성과 신가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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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opatrimonialism)라는 맥락 속에서 엘리트와 대중들의 이해관계와 내
전 발발의 관계를 설명하기 때문에 종족 다양성과 신가산제라는 정치적 
맥락을 가지고 있는 다른 지역의 사례에도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열어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논문의 구성 

2장에서는 내전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살펴본다. 내전에 
대한 선행 연구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틀은 콜리어와 
회플러가 제시한 탐욕·불만 이론에서 차용한다.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서
는 내전 발발에 대한 설명이 탐욕 이론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불만 
이론은 상대적으로 경시되어 왔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아프리카국가
들은 종족 다양성이 높고, 공식적 정치(formal politics) 보다는 비공식적 
정치(informal politics)의 영역인 신가산제에 의해 운영된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는 특정 종족이 정치적·경제적·사회적으로 차별을 받거나 권력에 접
근할 수 없을 때 정권을 전복하려는 불만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아프리
카에서는 불만 이론이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불만 이론에 초점을 맞추되 엘리트와 대중의 이해관계를 분리해 
살펴보고, 이들 간의 상호 작용이 어떻게 내전 발발을 야기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이 부재 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학문적 기여점이 있음을 
제시한다.

3장에서는 종족과 신가산제라는 핵심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토대로 
핵심 가설을 수립한다. 먼저 종족에 대한 정의와 종족 정체성에 대한 두 
관점을 살펴보고, 다음으로는 신가산제의 정의와 특징을 살펴본다. 그리고 
종족 다양성과 신가산제라는 맥락이 주어졌을 때 타 종족에 대한 포용적/
배타적 전략이 내전 발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가설을 수립하
는 것으로 3장을 맺는다.

4장과 5장은 앞에서 세운 이론의 타당성을 라이베리아 사례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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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한다. 다른 종족에 대한 정부의 포용적/배타적 전략이 엘리트-대중의 
이해관계를 형성하여 내전 발발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4장에서는 일
반 대중 차원에서 5장에서는 엘리트 차원에서 살펴본다. 독립변수, 종속변
수를 매칭시키는 과정 추적 기법을 위해 전반적인 추세를 살펴보고, 더 나
아가 구체적 정책과 일례 등을 살펴본다.  

6장에서는 사례를 통해 구축한 이론의 일반화 가능성을 검토해 보기 
위해 간단한 회귀 분석을 시도한다. 마지막 7장에서는 내전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을 요약하고, 본 연구 결과의 함의와 향후 연구과제에 대해 논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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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선행 연구 검토 

내전 연구에는 방대한 선행 연구가 있지만, 거의 모든 선행 연구는 
내전 발발, 지속 기간, 전후 이행(post-war transition) 세 분류 중 하나
에 해당된다.27) 본 연구는 내전을 야기하는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얻고자하기 때문에 내전 발발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본다. 그리고 선행 
연구를 살펴볼 때, 콜리어와 회플러가 제시한 탐욕 이론과 불만 이론이라
는 이론적 틀 속에서 본다.28) 탐욕-불만이라는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29) 그러나 탐욕 이론과 불만 이론은 기회
(opportunity)와 동기(motive)라는 내전 발발의 핵심적인 두 측면을 포착
하고 있으며, 이론의 바탕이 명료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다는 강점이 있
다. 때문에 본 연구는 탐욕-불만이라는 이론적 틀에 따라 내전 발발에 대
한 선행 연구를 정리하고, 선행 연구들의 한계를 언급한 후, 본 연구의 기
여점을 언급한다. 

1. 탐욕 이론 

콜리어와 회플러는 탐욕 이론과 불만 이론이라는 틀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 행위자의 이익-비용 계산에 의해 내전이 일어난다고 
보는 탐욕 이론이 불만 이론 보다 내전 발발에 대한 설득력이 높다고 주
장하였다.30) 콜리어와 회플러는 반군이 이익-비용31)의 손익을 계산하여 

27) Nicholas Sambanis, “A Review of Recent Advances and Future Directions 
in the Quantitative Literature on Civil War,” Defence and Peace 
Economics, Vol. 13, No. 3 (2002), pp. 215–43, p. 218. 

28) Collier and Hoeffler, 2004, pp. 563–95.
29) David Keen, Complex Emergencies, (Polity Press, 2008) 
30) Collier and Hoeffler, 2004, pp. 563–95.
31) 폭력에 대한 예상 비용은 실제 비용(예상 사망자 수)과 기회 비용(평화시 실현되어 

있었을 수익)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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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이 비용을 초과하는 것이라고 인식할 때 내전을 일으킨다는 주장을 
하였다.32) 이 연구에 따르면 반군의 재원이 풍부할수록 내전이 발발할 가
능성이 증가하는데, 일차 상품은 반군이 손쉽게 강탈하여 재원으로 삼을 
수 있고, 이민자는 정부의 감시를 피해 반군을 지원할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일차 상품 수출과 이민자 규모가 클수록 내전이 발발할 가능성은 
증가한다. 또한, 남성 고등 교육 등록률, 개인 소득, 성장률과 같은 내전 
발발에 대한 기회비용이 낮으면 대중들이 반군에 쉽게 동원되기 때문에 
내전이 발발할 가능성이 증가한다. 마지막으로, 분산된 인구나 산악 지형
과 같이 반군의 군사적 우위에 기여하는 요인은 반군을 집결하고 훈련하
는 데  유리한 기회이기 때문에 내전이 발발할 가능성이 증가시킨다. 반
면, 경제 불평등, 정치적 권리, 종족 분극화(ethnic polarization), 종교 
분열(religious fractionalization)과 같이 불만을 측정하고자 한 다양한 
요인들은 내전 발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 불만 이론은 설득력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콜리어와 회플러는 이후의 연구에서도 탐욕 이론의 설득력을 강화하
는 주장을 펼쳤다. 이들에 따르면 경제 수준, 성장, 소득 분배 구조
(structure of income)와 같은 요인은 탐욕 이론과 불만 이론 양 이론의 
변수가 될 수 있지만,  프랑스 ‘안보 우산(security umbrella)’, 인구 대
비 젊은 남자의 비율, 국토에서 산악 지대의 비율과 같이 불만 이론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적으면서 탐욕 이론을 뒷받침 하는 요인들이 내전 
발발에 대한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나기 때문에 탐욕 이론이 내전 발발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33) 콜리어와 회플러는 내전 발발이 가장 빈
번한 아프리카 지역 내전에 대한 또 다른 연구에서도 일인당 소득이 작을

32) Paul Collier and Anke Hoeffler, “On Economic Causes of Civil War.” 
Oxford Economic Papers, Vol. 50, No. 4 (October 1, 1998), pp. 563–73; 
Paul Collier, “Rebellion as a Quasi-Criminal Activity,”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44, No. 6 (December 1, 2000), pp. 839–53; Paul Collier 
and Anke Hoeffler, “Justice-Seeking and Loot-Seeking in Civil War.” 
World Bank (1999).  

33) Paul Collier, Anke Hoeffler, and Dominic Rohner, “Beyond Greed and 
Grievance: Feasibility and Civil War,” Oxford Economic Papers, Vol. 61, 
No. 1 (2009), pp. 1–27.



- 17 -

수록, 소득 대비 일차 상품 수출 의존 비중이 높을수록, 사회가 다양한 종
족으로 구성되어 있을수록 내전 발발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주장을 하였
다.34) 이 또한 탐욕 이론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콜리어와 회플러가 주장한 탐욕 이론은 다른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도 옹호되었다. 여기서 주지해야 할 사실은 탐욕이론의 핵심이 이익-비용
이지만 경제적 측면만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탐욕이론의 기본 명
제는 내전을 일으키려는 동기(motive)를 가진 집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것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opportunity)가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내
전은 발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내전 발발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내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기회에 
초점을 맞추면, 경제적 자원 뿐 아니라 인적·정치적 자원 또한 내전 발발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다음 각 절에서는 이익-비용 계산에 영
향을 미치는 변수를 중심으로 내전 발발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본다. 

1) 경제 여건 

제임스 피어론(James Fearon)과 데이비드 레이틴(David Laitin)은 
경제적 요인으로 내전 발발을 설명하였다. 이 저명한 연구는 잠재적 반군
을 내전이라는 노동에 동원될 수 있는 “노동 시장(labor market)”으로 보
았다. 반군 모집이라는 수요와 그에 대한 공급은 내전 참전으로부터 기대
되는 이익과 비용35), 즉 기대 효용에 의해 결정된다. 반군의 기대 효용은 
승리할 확률에 영향을 받는다. 피어론과 레이틴은 일인당 소득이 높을수록 
반군이 승리할 확률은 감소한다고 주장하였다. 인당 소득이 높다는 것은 
정부가 조세 징수를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정부가 조세 징수
를 많이 하면 반군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 또한 커지고, 반군이 승리할 확
률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어론과 레이틴은 세금을 많이 거둘 수 

34) Collier and Hoeffler, 2002b, pp. 13–28. 
35) 이 때 비용은 기회비용을 포함하며, 기회비용은 반군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 이들이 

생산적인 경제 활동에 참여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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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것은 반군이 승리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 또한 크다는 것을 의
미하기 때문에 인당 소득이 내전 발발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 또한 고려
해야 한다고 하였다.

허셜 그로스만(Herschel L. Grossman)은 경제 성장과 내전은 단순
한 비례 관계가 아니라 교환 관계(trade-off)라고 주장하였다. 그로스만은 
“도둑 국가(kleptocratic state)”는 국가 지도자의 복지를 최대한으로 늘
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국가가 얼마나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거두고 그것을 전용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는 지나치
게 과중한 세금은 내전을 야기하기 때문에 정권 수호에 세금을 얼마나 쏟
아야 내전을 방지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정권 수호에 세금을 많
이 쏟으면 내전은 방지할 수 있지만 정권이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경제 성장과 내전은 교환 관계라는 것이다.36) 

이후의 연구들은 소득 수준이나 교육 수준과 같이 삶의 수준을 보여
주는 경제 지표와 내전 발발의 상관관계를 조금 더 단순하게 보고 있다. 
소득이나 교육은 내전 참전에 대한 기회비용으로 볼 수 있는데, 소득이나 
교육 수준이 높다는 것은 내전 참전으로 인한 기회비용이 높기 때문에  
참전에 대한 인센티브가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소득이나 교육 수준
이 낮다는 것은 내전으로 인한 기회비용이 낮기 때문에 참전에 대한 인센
티브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37) 이 가설은 이후 연구들에서도 타당성과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38)

36) Herschel I. Grossman, “Insurrections,” Handbook of Defense Economics 
Vol. 1 (1995), pp. 191–212.

37) Collier, 2000, pp. 839–53; Paul Collier and Jan Willem Gunning, 
“Explaining African Economic Performance.”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37, No. 1 (March 1, 1999), pp. 64–111; Collier and 
Hoeffler, 1998, pp. 563–73; Elbadawi and Sambanis, 2000, pp. 244–69. 

38) Goldstone, Bates, Epstein, Gurr, Lustik, Marshall, Ulfelder, and 
Woodward, 2010, pp. 190–208. 



- 19 -

2) 정치 개혁 

약 150여 년 전 프랑스 정치철학자이자 역사학자였던 알렉시스 드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은 권위정이 가장 위험한 시기는 그들이 
개혁을 시작하는 순간이라고 하였다.39) 이 논리는 정치적 전환, 개혁이 분
쟁, 내전을 야기한다는 주장의 뿌리라고 할 수 있다. 토마스 캐로더스
(Thomas Carothers)의 연구가 이러한 맥락을 잇는 연구라고 할 수 있
다. 캐로더스는 선거, 다당제와 같은 민주주의 성향을 일부 가지고 있으면
서도 행정부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특정 집단에 대한 정치 참여를 제한
하는 권위주의적 성향도 가지고 있는 “회색지대(grey area)” 국가들에서 
분쟁과 불안정성의 위험이 가장 높다고 주장하였다.40) 

하바드 헤그르 (Håvard Hegre) 외 저자들은 체제 변환(regime 
transition)과 정치적 불안정(political instability)이 내전에 미치는 영향
에 초점을 맞추었다. 저자들은 체제 변환과 정치적 불안정이라는 정치적 
요인이 내전의 단초가 되는 불만을 증대시키고 반란 기회를 만들어낸다고 
보았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권위정과 민주정 중간의 혼합정 국가들은 
체제 변환과 정치적 불안정을 겪기 때문에 내전 발발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 까닭은 혼합정 국가들은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를 미연에 방지할 
만큼 권위주의적이지도, 불만을 방지할 만큼 민주적이지도 않기 때문이다. 
또한, 권위정은 민주정보다 덜 안정적이어서 정치적 전환을 겪게 되기 때
문에 내전 발발 위험은 권위정에서 민주정보다 더 높다.41)  

39) Alexis De Tocqueville, Democracy in America. (Digireads.com Publishing, 
2004), p. 147.

40) Thomas Carothers, “The End of the Transition Paradigm,” Journal of 
Democracy, Vol. 13, No. 1 (2002), pp. 5–21.

41) 헤그르 (Hegre, 2001) 연구는 정치적 저항에 대한 이전의 연구들에 그 뿌리를 두
고 있다. 리흐바흐 (Lichbach, 1987)는 시위자들이 폭력을 사용할 가능성은 국가가 
억압을 할 가능성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국가가 억압을 할수록 
폭력적 시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줄어든다. 굽타 외 (Gupta et al., 1993)는 헤그
르(2001)의 이론에 더 가까운데, 이들은 민주주의와 비민주주의라는 구분에 초점을 
맞추고, 높고 낮은 수준의 국가 억압은 모두 비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시위를 좌절시
키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민주주의에서는 억압이 폭력적 시위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였다. 래즐러(Rasler, 1996)는 단기적으로는 억압이 시위를 방지하지



- 20 -

잭 골드스톤(Jack Goldstone)과 그의 동료들은 정치 체제와 정치적 
안정성의 상관관계에 주목하였다.42) 정치적 안정성은 내전, 쿠데타, 대량
학살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를 말한다. 골드스톤과 그의 동료들의 연구
의 종속 변수는 내전 발발이 아니라 정치적 안정성이기 때문에 엄밀히는 
내전 연구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정치적 안정성이라는 개념이 내전 또
한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내전 연구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골드스톤과 그의 동료들은 권위정일 때 정치적 안정성이 가장 높고, 민주
정, ‘부분 권위정’, ‘부분 민주정’이 그 다음 순서를 잇는다고 하였다. 민주
주의 전환기에 있는 ‘부분 권위정’, ‘부분 민주정’ 국가들의 정치적 안정성
이 가장 낮은 이유는 이러한 정치 체제 하에서는 수용성과 취약성이 모두 
높기 때문이다. 반면, 권위정에서는 수용성과 취약성이 매우 낮다. 또, 신
흥 민주주의가 아닌 민주주의 공고화 단계의 민주정은 수용성은 높지만 
취약성은 낮기 때문에 정치적 안정성이 높다. 이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사
실은 잠재적 반군 세력이 정부가 강할 때는 봉기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내전을 일으키지 못하지만 개혁을 해 정부가 약해졌을 때는 기회를 틈타 
내전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3) 천연 자원

천연 자원이 풍부한 많은 국가가 모순적이게도 저성장과 저소득을 
겪는다는 “자원의 저주(resource curse)” 논의가 제기되면서 천연 자원이 
내전 발발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콜리어와 회플러는 천
연 자원이 내전 발발을 야기하는 메커니즘을 탐욕 이론으로 설명한 대표
적 학자이다. 이들에 따르면 자원의 저주가 저성장과 저소득을 야기하고, 
저성장과 저소득은 내전에 대한 기회비용을 낮추어 반군 모집을 용기하게 

만 장기적으로는 시위를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무어(Moore, 1998)는 이와 같은 세 
가지 이론을 몇몇 사례들에 대한 이벤트 데이터를 가지고 검증하였으며, 리흐바흐
의 이론이 옳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42) Goldstone, Bates, ,Epstein, Gurr, Lustik, Marshall, Ulfelder, and 
Woodward,  2010, pp. 1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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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기 때문에 내전 발발 가능성이 증가한다.43) 콜리어와 회플러는 일차 
상품 수출을 천연 자원에 대한 지표로 사용하여 천연 자원과 내전 발발 
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는데, 같은 지표를 사용한 헤그르는 천연 자원이 증
가하면 처음에는 내전 위험이 증가하지만 천연 자원의 양이 매우 많을 경
우 정부의 역량이 강화되어 반군을 제압할 수 있기 때문에 내전 발발 가
능성이 감소한다고 하였다.44) 

이후 콜리어와 회플러는 농작물을 제외한 일차 상품 수출을 천연 자
원에 대한 지표로 삼아 천연 자원이 경제 상황에 단기적으로는 기여하지
만 장기적으로는 악화시키기 때문에 천연 자원은 내전을 야기한다는 결과
를 얻었다.45) 헐버드 부오그(Halvard Buhaug)와 스캇 게이츠(Scott 
Gates)는 천연 자원이 존재하는 지역에서는 내전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고, 
천연 자원이 존재하는 지역으로 내전이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
는데, 이 주장 또한 천연 자원이 내전 발발을 야기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
어준다.46) 이후에도 천연 자원과 내전 발발의 관계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고, 이 중 어떤 연구는 천연 자원이 내전 발발을 야기한다는 결과
를 보여주었지만 어떤 연구는 천연 자원이 내전 발발을 야기하는 주요 요
인이 아니라는 결과를 보여주었다.47) 이와 같이 천연 자원과 내전의 관계
에 대한 많은 정성적, 정량적 연구들의 결과가 상충하자 학자들은 천연 자

43) Paul Collier and Anke Hoeffler, “Resource Rents, Governance, and 
Conflict,”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49, No. 4 (August 1, 2005), 
pp. 625–33; Collier and Hoeffler, 2004, pp. 563–95. 

44) Hegre, 2001, pp. 33–48.
45) Paul Collier and Benedikt Goderis, “Commodity Prices, Growth, and the 

Natural Resource Curse: Reconciling a Conundrum.” Available at SSRN  
(June 5, 2008). 

46) Halvard Buhaug and Scott Gates, “The Geography of Civil War,”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39, No. 4 (July 1, 2002), pp. 417–33. 

47) 천연 자원이 내전 발발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연구는 다음을 참조하라. Collier 
and Hoeffler, 1998; Collier and Hoeffler, 2004; Hegre, 2001. 천연 자원이 내
전 발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는 다음을 참조하라. Elbadawi 
and Sambanis, 2002; Fearon and Laitin, 2003; Havard Hegre, “Some 
Social Requisites of a Democratic Civil Peace: Democracy, Development, 
and Armed Conflict,” In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Boston, MA, August 29-September 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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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좀 더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논의를 정교화 하였다. 
헤그르는 광물 자원 수출량 대비 전체 수출량으로 천연 자원을 측정

하여 내전 발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는데, 천연 자원과 내전 
발발에 뚜렷한 관계가 없다는 결과를 얻었다.48) 그러나 광물 자원을 천연 
자원에 대한 지표로 사용한 인드라 드 수아사(Indra de Soysa)는 천연 
자원이 풍부하면 내전이 발발할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결과를 얻었다.49) 
이후 드 수아사(De Soysa)는 더 세분화된 지표를 사용하여 천연 자원과 
내전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그에 따르면 광물 자원의 재고가 증가할수
록, 석유 수출량이 많을수록 분쟁 발생 가능성이 감소하지만 천연 자원 재
고는 분쟁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를 얻었다.50) 그러나 1970
년에서 1999년까지의 새로운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에서 드 수아사는 광물 
자원은 내전 발발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석유와 같은 에너지 자원은 내
전 발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얻었다.51) 

천연 자원 중에서도 석유와 다이아몬드에 주목한 매커탄 험프리
(Macartan Humphreys)는 석유 생산량은 내전 발발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석유 매장량은 내전 발발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다이아몬
드 생산량 또한 내전 발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52) 마이
클 로스(Michael L. Ross) 또한 보석이나 마약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의

48) Hegre, 2002.  
49) Indra De Soysa, “The Resource Curse: Are Civil Wars Driven by Rapacity 

or Paucity?”, in Mats Berdal and David M. Malone (eds.), Greed and 
Grievance: Economic Agendas in Civil Wars, (Lynne Rienner Publishers, 
2000). 

50) De Soysa, 2002, pp. 395–416. 이 연구는 매년 10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발생을 
기준으로 하는 내전이 아니라 매년 25명 이상의 사망자 발생을 기준으로 하는 분쟁
을 종속변수로 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다. 

51) Indra De Soysa and Eric Neumayer, “Resource Wealth and the Risk of 
Civil War Onset: Results from a New Dataset of Natural Resource Rents, 
1970–1999,” Conflict Management and Peace Science, Vol. 24, No. 3 
(August 2, 2007), pp. 201–18. 

52) Macartan Humphreys, “Natural Resources, Conflict, and Conflict 
Resolution Uncovering the Mechanism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49, No. 4 (August 2005), pp. 5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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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의 ‘수탈 가능한(lootable)’ 상품이 아닌 석유라는 특정한 상품이 내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는데, 그는 험프리와 달리 석유가 내전 전체가 
아닌 특정 성격의 내전에 해당하는 분리주의 내전 발발만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53) 

그러나 토니 애디슨(Tony Addison)과 만숩 머쉐드(Mansoob 
Murshed)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자원은 자원에 대한 권리문제를 일으켜 
전쟁 발발, 범죄, 부패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54) 이와 같이 천연 
자원과 내전 발발의 관계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이 연구들
은 천연 자원이 반군의 재원이 될 수 있다고 가정하고 그 관계를 밝히려 
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4) 종족 동원

탐욕 이론에 따르면 종족은 반군을 일으키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인
적 자원이다. 종족을 인적 자원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종족 구성원으로부터 
노동, 연대감, 정당성 등을 확보하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에 종족이 다양한 
사회는 그렇지 않은 사회보다 동원할 수 있는 잠재적 자원이 많다고 본다. 
그러나 종족과 내전 발발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발전하면서 종족이 다양
할수록 내전 발발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주장보다는 두 종족으로 양극화되
어 있을 때 내전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것
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 사회 내 종족이 매우 많으면 한 종족이 동원
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내전 위험 또한 높지 않
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 내 종족이라는 하위 집단 수가 매우 많으면 각 
하위 집단들이 어느 집단을 적으로 삼고 조직화를 할지 결정하기 어렵고, 
각 종족은 잠재적으로 다양한 선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정부 세력은 
광범위한 지지를 얻기 어렵다.55) 따라서 한 사회 내 종족이 다양할수록 

53) Ross, 2004, pp. 337–56. 
54) S. Mansoob Murshed, Tony Addison, Philippe Le Billon, On the Economic 

Motivation for Conflict in Africa, (Washington, DC: World Bank, 2000). 
55) De Soysa, 2002, pp. 39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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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전의 위험이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두 종족이 존재할 때 내
전의 위험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56) 

종족 정체성과 내전 발발의 관계를 조명한 다른 많은 학자들은 종족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이것이 어떻게 내전 발발로 연결되는지에 
대해 조명하였다. 그 중 피어론과 레이틴은 대립적인 정체성이 “담론적 논
리(discursive logic), 엘리트의 전략적 행동, 대중의 전략적 행동” 이라는 
세 가지 기제를 통해 형성된다고 설명하였다.57) 이 중 엘리트의 전략적 
행동이나 대중의 전략적 행동이 종족 정체성을 형성한다고 보는 입장에 
따르면 필요가 종족 정체성을 생산, 재생산한다. 이 관점을 탐욕 이론의 
일부로 볼 수 있는 까닭은 종족 정체성이 종족 차별로 인해 형성되는 것
이 아니라 ‘전략적 이해관계’에 의해 생기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의 학자들은 종족 내전은 종족의 유망주(entrepreneur)
나 엘리트가 종족 구성원을 동원한 결과라고 본다. 종족은 계약 시행에 있
어서 거래 비용과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사적 이해관계를 추구하
는 엘리트들은 종족 네트워크의 유용성을 활용하고자 한다. 엘리트들은 종
족이 새로운 알력과 갈등의 원천이 되도록 사회적으로 종족 정체성을 구
성하고, 인종, 종교, 언어적 분열을 조장한다. 마이클 브라운(Michael 
Edward Brown)은 “나쁜 지도자”가 내전을 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라고 하였다.58) 도날드 로스차일드(Donald Rothschild)와 폴 브라스(Paul 
R. Brass)와 같은 구성주의자들 또한 엘리트가 종족, 종교, 계급 정체성을 
조종하고, 폭력적 수단을 통해 사적 목적을 추구하고자 종족이라는 자원을 
이용하여 내전을 일으킨다고 주장하였다.59) 

엘리트가 종족 정체성을 사회적으로 구성함으로써 내전이 야기될 수 

56) Collier and Hoeffler, 1999.  
57) James D. Fearon and David D. Laitin, “Violence and the Social 

Construction of Ethnic Identity,”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54, No. 4 
(Autumn 2000), pp. 845–77.

58) Michael Edward Brown, The International Dimensions of Internal Conflict, 
(Mit Press, 1996). 

59) Paul R. Brass, Ethnic Groups and the State, (Taylor & Francis, 1985); 
Donald Rothchild, “Interethnic Conflict and Policy Analysis in Africa,” 
Ethnic and Racial Studies, Vol. 9, No. 1 (1986), pp. 6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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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주장은 구성주의자 뿐 아니라 합리적 선택 이론 학자들에 의해서
도 옹호되었다. 뤼 데 피게레도(Rui de Figueiredo)와 베리 웨인가스트
(Barry R. Weingast)는 개인은 합리적 행위자이지만 사회적으로는 내전이
라는 비합리적, 비효율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
들에 따르면 내전이 일어나는 까닭은 자기 잇속만 차리는(self-serving) 
지도자가 대중들이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이용해 폭력을 이용
하도록 조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정은 불균등한 정보 때문에 발생한
다. 지도자에 비해 대중들은 정보가 부족한데, 이러한 정보의 불균등을 이
용해 지도자는 내전을 일으키지 않을 경우 대중들이 적대적 집단으로부터 
입을 수 있는 위험을 과대평가하도록 하는 반면, 내전을 일으킬 경우의 희
생 가능성을 과소평가하도록 함으로써 내전을 일으켜 선제공격을 하도록 
한다.60) 

앞의 연구들은 엘리트에 초점을 맞추어 엘리트가 어떻게 종족 정체
성을 이용하여 내전을 일으키는지를 설명하였다. 그러나 종족 구성원들이 
왜 엘리트들에게 동원되는지 또한 내전 발발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중요
하다. 이러한 빈자리를 스캇 게이츠(Scott Gates)의 연구가 메우고 있다. 
게이츠는 종족 정체성이 주어졌을 때 반군 조직과 정부가 경쟁적으로 대
중을 동원할 수 있다고 보았다. 게이츠는 다른 조건들이 일정할 때 잠재적 
반군과 반군 지도자 간의 문화적61), 이데올로기적, 지리적 ‘거리
(distance)’가 가까우면 반군 모집이 더 쉽다고 하였다. 또한, 반군 모집을 
정부와 반군 간의 경쟁 구도로 파악하였기 때문에 구성원의 변절을 방지
하기 위해서 지도자는 이들에게 보상을 해야만 하고, 반군 조직 유지에 필
요한 재정을 충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62)  

60) Rui J. P. De Figueiredo and Barry R. Weingast, “Self-Enforcing 
Federalism,” Journal of Law, Economics, and Organization, Vol. 21, No. 1 
(2005), pp. 103–35.

61) 문화적 거리는 종족이나 종교적 정체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62) Scott Gates, “Recruitment and Allegiance The Microfoundations of 

Rebellion,”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46, No. 1 (February 2002), 
pp. 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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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웃 국가

인접국이 내전 발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연구가 이
루어지지 않았지만, 데이비드 레이크(David A. Lake)와 도날드 로스차일
드(Donald S. Rothschild)는 한 국가의 내전이 어떻게 이웃 국가의 내전
을 야기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였다.63) 이들에 따르면 ‘확산
(diffusion)’과 ‘전염(contagion)’이라는 두 가지 기제를 통해 한 국가의 
내전이 다른 국가의 내전을 초래할 수 있다. 확산은 내전을 겪고 있는 국
가로부터 이웃 국가로 정보의 흐름을 따라 종족 정체성에 대한 강한 믿음
이 전달되면서 이웃 국가에서도 종족 정체성이 강화되고 그로 인해 내전
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단계적 확대(전염)는 초국적(transnational) 
종족 집단 동맹, 내전 그 자체, 한 국가의 약탈적 속성이 이웃한 다른 국
가의 내전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초국적 종족 집단 동맹은 인적 자
원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이웃 국가의 내전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고, 
내전 그 자체는 무기를 구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에 이웃 국가의 
내전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약탈 국가는 정치경제적 목적
으로 다른 국가의 내전을 물질적으로 지원해 이웃 국가의 내전을 촉발하
기도 한다.

니콜라스 삼바니스(Nicholas Sambanis)는 내전을 혁명 내전과 종
족 내전으로 구분하고 혁명 내전과 종족 내전의 발발 요인이 다를 수 있
다고 하였다. 그리고 종족 내전 발발은 레이크와 로스차일드의 확산과 전
염 메커니즘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먼저, 삼바니스는 내전 중 국
가의 이웃 국가에 동족 집단이 있는 경우 이들이 내전 중 국가의 동족을 
돕기 때문에 이웃 국가 또한 내전에 휩쓸릴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정치 제도의 개방성이 낮고 내전 가능성이 높은 “나쁜(bad)” 이웃이 있는 
경우 종족 내전을 겪을 가능성은 세 배 증가한다고 주장하였다. 나쁜 이웃
은 약한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어 국내 종족 갈등을 통제할 수 없으며, 이

63) David A. Lake and Donald S. Rothchild, The International Spread of 
Ethnic Conflict: Fear, Diffusion, and Escala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8),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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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종족 갈등이 이웃 국가로도 확산되어 이웃 국가의 내전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좋은(good)” 이웃은 이웃 국가의 정치적 문제 극복
을 돕고, 자국의 종족 집단이 이웃 국가의 내전에 휘말리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웃 국가의 내전을 억지할 수 있다.64) 이와 같이 종족 동원, 
이웃 국가로부터의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이웃 국가는 반군에게 내전을 일
으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삼바니스는 주장하
였다.  

6) 인식의 문제 

지금까지 내전으로 인한 이익과 비용을 구성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
다. 그러나 실제로 내전으로 인한 기대 효용과 잠재적 반군이 기대한 이익
-비용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일차적으로 외부에 존재하는 현상
은 이차적으로 인간의 인식을 통해 구성되기 때문이다. 만약 잠재적 반군
이 합리적 개인이며, 이들이 이익과 비용을 제대로 계산하여 실제 손익과 
기대 손익 사이에 차이가 없다면, 반군이 내전을 통해 얻는 이익은 손해보
다 항상 커야한다. 즉, 반군이 승리한 내전이 많아야 하고, 장기간 지속되
는 내전은 적어야 한다. 그러나 내전에서 반군이 승리한 경우만큼 정부가 
승리한 경우도 많으며, 내전은 주로 일 년 안에 끝나지 않고 몇 해 동안 
지속된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미루어 볼 때, 탐욕 이론에서 가정하는 합리
적 개인 그리고 손익 계산이라는 가정은 틀린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외부
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현실과 인간의 의식을 거친 인식의 괴리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잭 허슈레이퍼(Jack Hirschleifer)는 현실과 인식의 괴리를 불완전한 
정보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허슈레이퍼는 내전은 그로 인한 이익과 손실
(예: 경제 성장) 간의 교환 관계로 볼 수 있다고 보는 합리적 선택 이론가
이다. 그에 따르면 내전은 항상 파레토 효율성에서 효율적이지 않다
(Pareto-inefficient). 즉, 내전은 이익이 되는 것과 이익이 되지 않는 것

64) Sambanis, 2001, pp. 25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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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전은 모두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
이다. 그는 이와 같이 비합리적인 내전이 왜 종종 나타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하였다. 그는 내전은  “선호(preferences), 기회
(opportunities), 인식(perceptions)”의 상호작용에 의해 나타나는 것인데, 
비합리적인 내전이 나타나는 까닭은 인식의 문재(혹은 정보의 문제) 때문
이라고 설명하였다. 즉, 내전에서 승리할 가능성과 내전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인식을 통해 부풀려지기 때문에 총 기대 이익이 증가하고, 그
로 인해 내전이 발발한다는 것이다.65) 

잘못된 인식이 내전을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을 한 또 다른 학자로
는 피어론이 있다. 피어론은 합리적 국가에서도 종종 교착 상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태에서 상호 선호하는 합의점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에만 내전으로 갈등이 격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피어론은 합리
적인 국가라도 합의점에 도달할 수 없는 두 가지 경우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는 국가가 합의에 대한 결의, 능력, 인센티브 등에 대한 정보를 합의 
당사자(잠재적 반군)에게 잘못 전달하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국가의 무능
력으로 합의된 사항을 지키지 못할 때이다.66) 

이러한 연구는 불완전한 정보로 인해 내전이 발발할 수 있다는 점을 
조명한 반면 갈핀켈(Garfinkel)과 스카페르다스(Skaperdas)는 전쟁이 잘
못된 인식, 불완전한 정보, 비합리성에서 비롯된다고 하는 주장을 반박하
고, 미래 기대 이익이 중요하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단기적으
로는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어도 장기
적으로 내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클 경우에 잠재적 반군은 내
전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경우에는 현재 주어진 
파이를 나누어 가져야 하지만, 내전을 일으킬 경우에는 내전에서 승리하여 
모든 파이를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67) 

65) Jack Hirshleifer, “Theorizing about Conflict,” Handbook of Defense 
Economics, Vol. 1 (1995), pp. 165–89.

66) Lake and Rothchild, 1996, pp. 41–75. 
67) Michelle R. Garfinkel and Stergios Skaperdas, “Conflict without 

Misperceptions or Incomplete Information How the Future Matter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44, No. 6 (December 1, 2000), pp. 793
–807. 



- 29 -

2. 불만 이론 

불만 이론에 따르면 반군은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나타난다. 그리고 
이러한 불만은 경제적, 정치적 차별로 인한 불만을 모두 포함한다. 대부분
의 정치학자들은 차별이 불만을 양산한다는 데 동의한다. 그러나 내전은 
집합행동을 필요로 하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발생할 수는 없
다.68) 때문에 내전을 치루는 데 드는 비용이 낮지 않으면 주어진 불만 수
준에 비해 내전은 공급 부족으로 보이게 된다. 불만 이론에 비해 탐욕 이
론이 많은 학자들에게 옹호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전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정부에 대한 불만이
라는 동기가 없을 경우에는 내전이 발발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불만 이 
론만으로 내전 발발을 충분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불만 이론이 무시되어
서는 안 된다.  

1) 경제적 박탈 

불만 이론의 유력한 가설 중 하나는 경제적 박탈이 내전을 야기한다
는 것이다. 토니 애디슨(Tony Addison)과 그의 동료들은 빈곤 감소 실패
와 불평등의 악화가 내전 발발의 주요 원인이라고 하였다.69) 이들은 빈곤
과 불평등이 내전의 원인이기 때문에 내전 종결 이후에 또 다른 내전을 
막기 위해서는 빈곤과 불평등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전후 국가들은 대개 
경제를 회복할 역량이 없기 때문에 빈곤과 불평등을 개선하기가 어렵고, 
평화 또한 지키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사울 뉴만(Saul Newman) 또한 경제 불평등이 내전 발발의 원인이
라는 주장을 옹호하였는데, 그는 경제 불평등이 종족 집단의 정체성을 강

68) 반군에게는 공공선이고, 정부 측에게는 공공악이다.
69) Tony Addison, Philippe Le Billon, and S. Mansoob Murshed. “Finance in 

Conflict and Reconstruc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Vol. 
13, No. 7 (October 2001), pp. 9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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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시켜 종족 집단을 중심으로 내전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뉴만은 경제 근
대화가 왜 종족 갈등을 촉발하는가라는 연구 질문으로 시작하여, 왜 일반 
대중들이 엘리트들에게 선동되는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뉴만은 일반 대중
들이 엘리트에게 동원되는 이유는 집단 간 불평등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
았다. 종족 간 불평등은 종족 간 불만과 갈등이 쌓이도록 만들고 종족 집
단의 내부 정체성을 강화시킨다. 따라서 종족 간 불평등은 종족 집단이 내
전에 쉽게 동원될 수 있도록 만들고, 내전 발발에 호의적인 환경을 조성한
다는 것이다.70) 

지금까지는 경제 불평등 자체가 내전 발발을 야기한다고 보았지만, 
제도의 분배적 기능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도 있다. 장 폴 아잠(Jean-Paul 
Azam)과 앨리스 메즈나드(Alice Mesnard)는 경제 불평등 보다는 경제 
불평등을 다루는 정부의 조치가 내전 발발을 일으키는 직접적 원인이라고 
보았다. 정부는 내전을 일으키지 않는 대가로 잠재적 반군에게 재화를 분
배해 줄 것을 약속한다. 그러나 정부가 잠재적 반군을 완벽히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재화를 분배하는데 대한 비용이 높고, 때문에 정부는 반군에 
재화를 분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와 같이 정부가 약속을 깨트
리면 합의가 깨져 내전이 발발할 가능성이 증가한다.71) 애디슨과 머쉐드
는 빈곤 퇴치와 불평등을 감소시킴으로써 사회 계약(social contract)이 
부활하면 내전이 발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때 사회 계약은 
공공 지출, 자원 수입 분배, 징세 등을 잠재적 반군에게도 분배하는 형태
로 나타난다.72) 대니 로드릭(Dani Rodrik) 또한 결핍 자체가 불만을 일으
키는 것이 아니라 약한 갈등 조정 제도가 사회적 갈등과 전쟁을 초래한다
고 하였다.73) 

70) Saul Newman, “Does Modernization Breed Ethnic Political Conflict?” 
World Politics, Vol. 43, No. 03 (April 1991), pp. 451–78.

71) Jean-Paul Azam and Alice Mesnard, “Civil War and the Social Contract,” 
Public Choice, Vol. 115, No. 3–4 (June 1, 2003), pp. 455–75.

72) Tony Addison and S. Mansoob Murshed, From Conflict to 
Reconstruction: Reviving the Social Contract, (WIDER Discussion Papers 
// World Institute for Development Economics (UNU-WIDER), 2001). 

73) Dani Rodrik, “Where Did All The Growth Go? External Shocks, Social 
Conflict, and Growth Collapses,” Working Paper. National Bureau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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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치적 박탈

앞에서 경제적 박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정치적 박탈 또한 내
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제프리 허브스트(Jeffrey Herbst)는 반군이 내전
을 일으키는 동기는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순수한 경제적 동기로
만으로 반군 지도자의 행동을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74) 허브스트
는 권력에 대한 투쟁, 이데올로기에 대한 설득력과 지속력, 정치적 불평
등, 그 외 여러 형태의 불평등 또한 정치적 폭력의 동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특히 아프리카의 몇몇 전쟁이 이러한 경향이 있다고 하
였다. 프란세스 스튜워트(Frances Stewart)의 경제 불평등 뿐 아니라 정
치·사회 전반의 불평등이 집단 간 반감을 조성하여 내전의 기반을 제공한
다는 주장,75) 니콜라스 삼바니스(Nicholas Sambanis)의 정치적 불평등이 
경제 불평등 보다 내전 발발에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주장76) 또한 같은 노
선 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치적 박탈은 정치 참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 박탈로 내전 
발발을 설명하는 주장에서는 정치 체제와 같은 제도적 측면이 중요하다. 
테드 로버트 거(Ted Robert Gurr)는 네 가지 내전 결정 요인으로 종족문
화(ethnocultural) 정체성의 현저성(salience), 불만의 정도,77) 종족 집단
의 동원력(결집력), 정치적 행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시하였다.78) 또한,  
그는 성숙된 민주주의에서는 비폭력적인 갈등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종

Economic Research No. 6350, (January 1998). 
74) Jeffrey Herbst, “Economic Incentives, Natural Resources and Conflict in 

Africa,” Journal of African Economies, Vol. 9, No. 3 (2000), pp. 270–94; 
Stathis N. Kalyvas, “‘New’ and ‘Old’ Civil Wars: A Valid Distinction?” 
World Politics, Vol. 54, No. 01 (October 2001), pp. 99–118. 

75) Frances Stewart, “Crisis Prevention: Tackling Horizontal Inequalities.” 
Oxford Development Studies, Vol. 28, No. 3 (August 2000), pp. 245–62. 

76) Nicholas Sambanis, “Partition as a Solution to Ethnic War: An Empirical 
Critique of the Theoretical Literature,” World Politics, Vol. 52, No. 04 
(July 2000), pp. 437–83. 

77) 이 때 불만은 실질적인 불만과 예상할 수 있는(expected) 불만 모두를 말한다.
78) Ted Robert Gurr, Peoples Versus States: Minorities at Risk in the New 

Century, (US Institute of Peace Press,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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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내전의 위험이 감소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불만이 내전의 주요 원인이
기 때문에 이를 해결함으로써 내전이 방지된다고 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적 참여가 보편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단체에만 허용되는 
경우에 정치적 안정성이 훨씬 낮다는 주장 또한 정치적 제도에 의한 정치
적 박탈이 내전을 야기한다는 관점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79) 

3) 천연 자원 

탐욕 이론과 마찬가지로 불만 이론에서도 천연 자원이 내전 발발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천연 자원과 내전 발발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논리적 연결 구조가 탐욕 이론과 불만 이론은 다르다. 불만 이론
에서는 천연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은 신가산제에 의지하고 선거 민주주의
를 발전시키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해 정치로부터 배제된 행위자들은 불
만을 품게 되고, 내전 발발 위험이 높아진다고 본다.80) 이와 같이 불만 이
론에서는 제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천연 자원이 풍부할수록 내
전 발발 위험이 높아지지만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는 자원 분배 제도가 
있으면 내전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

4) 종족 정체성

도널드 호로비츠(Donald L. Horowitz)에 따르면 종족 구성원이 내
전에 참전하는 동기는 그들의 정체성과 집단 존속이라는 고결한 목표를 
지키기 위해서이다. 종족 갈등은 종족의 존속 자체를 위협하기 때문에, 종
족이 내전에 휩싸이게 되면 종족 구성원은 참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된
다.81) 삼바니스 또한 종족, 종교적 분열과 같은 사회 분열(social 

79) Goldstone, 2001, pp. 139–87. 
80) S. Mansoob Murshed, “Conflict, Civil War and Underdevelopment: An 

Introduction,”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39, No. 4 (July 1, 2002), 
pp. 38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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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ctionalization)이 내전 발발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았는데, 한 사회적 
집단이 종족 우위(ethnic dominance)를 점하고 있는 경우 소수 종족의 
희생되거나 배제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높아지기 내전이 발발할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주장하였다.82)

호로비츠와 삼바니스의 연구는 개인들이 종족에 대해 예외적으로 강
한 소속감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소속감을 가진 구성원들은 종족 집단
의 정체성과 집단의 존립을 확보하고자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종족은 화
해불가능 한 관계를 맺고 있고, 이로 인해 종족이 다양할수록 폭력이 촉발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한다. 이 연구들은 불평등이 실재하든 실재하
지 않든 미래에 대한 위험만으로도 내전을 일으킬 수 있다는 관점을 취하
고 있다.  

좀 더 많은 학자들은 실재하는 종족 차별이 내전 발발을 초래한다는 
주장을 옹호하고 있다. 대니엘 이스티(Daniel C. Esty)와 그의 동료들은 
집단에 대한 차별과 그로 인한 불만은 종족 혹은 종교를 기준으로 일어나
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민족·종족·종교·다른 소수 공동체가 정부에 반기를 
드는 것을 종족 내전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보았다.83) 또한, 집단적 차별
로부터 동기를 부여받아 내전을 일으킨 반군은 그들의 지위에 급격한 변
화를 추구한다고 하였다.

로저 콩글톤(Roger D. Congleton)의 종족 네트워크 이론(ethnic 
network theory)은 종족 집단에 대한 경제적 차별이 어떻게 내전 발발을 
일으키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84) 그에 따르면 종족 정체성은 배반 행위

81) Horowitz, 1985. 
82) Nicholas Sambanis, “Using Case Studies to Expand Economic Models of 

Civil War,” in Paul Collier and Nicholas Sambanis (eds.), Understanding 
Civil War: Evidence and Analysis, Vol. 1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2004), pp. 303-333. 

83) Daniel C. Esty, Jack A. Goldstone, Ted Robert Gurr, Pamela T. Surko, 
and Alan N. Unger, State Failure Task Force Report, (McLean, VA: 
Science Applications International Corporation 30, 1995); Daniel C. Esty,  
1998.

84) Roger D. Congleton, “Ethnic Clubs, Ethnic Conflict, and the Rise of 
Ethnic Nationalism,” in Albert Greton (ed), Nationalism and Rational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p. 71; Donald Rothchild and Mich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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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방지하고 계약을 이행하도록 하는 강화 기제로 기능하기 때문에 조직
화를 용이하게 만들고 신뢰를 증가시킨다. 만약 이와 같이 종족 기반이 함
양된다면, 사업 관계는 종족에 기반한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된
다. 종족에 기반한 네트워크는 다른 배제된 종족 집단의 경제적 기회를 박
탈한다. 그 결과 배제된 집단은 불만을 가지게 되고 이것이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3. 선행연구의 한계 및 본 연구의 함의 

지금까지 탐욕-불만의 틀로 선행 연구를 살펴보았다. 탐욕 이론과 
불만 이론은 경제적 요인, 정치적 요인, 천연 자원, 종족 다양성과 같은 
주요 변수를 공유하지만 이들을 다른 관점에서 해석한다. 탐욕 이론에서는 
빈곤을 내전에 대한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보는 반면 불만 이론에서는 동
기와 관계된 것으로 해석한다. 또한, 탐욕 이론에서는 민주주의 수준이 높
으면 정부가 취약하지 않기 때문에 내전 발발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보는 
반면, 불만 이론에서는 민주주의 수준이 높으면 불만의 발생이 방지되거나 
불만이 폭력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내전이 발발하
지 않는다고 본다. 이와 같이 같은 변수를 가지고도 탐욕 이론은 기회, 불
만 이론은 동기의 측면에서 해석한다는 점에서 두 이론은 다르다. 

두 이론 중 탐욕 이론이 내전 발발을 설명할 수 있다는 주장이 더 
많은 학자들에 의해 옹호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불만 이론의 설명력
이 낮았던 것은 불만 이론을 검증할 수 있는 정량적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불만 이론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종족 차별이 있
을 경우에 내전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가설을 측정하기 위해 종
족 다양성을 나타내는 지표와 민주주의 지표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Foley, “African States and the Politics of Inclusive Coalitions,” in Donald 
S. Rothchild and Naomi H. Chazan (eds.), The Precarious Balance: State 
and Society in Africa, (Westreview press, 1988), pp. 23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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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족 차별을 제대로 포착하는 지표라고 할 수 없다. 다양한 종족의 존재 
자체가 종족 차별의 존재를 의미하지 않고, 삼권분립, 선거 등의 민주주의 
요소가 갖춰져 있다는 것이 종족 차별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이론과 경험적 자료 사이의 괴리가 존재한다. 따라서 
종족 차별과 내전 간의 인과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종족에 대한 어떤 
정책이나 조치가 있었는지 현미경을 가지고 들여다보아야 한다. 지금까지
의 선행 연구들은 불만 이론을 검증하는데 적절한 자료를 사용하지 않았
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자료로 불만 이론을 조명하고자 한다. 

불만 이론에 주목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아프리카와 같은 지역에
서는 탐욕 이론보다 불만 이론이 설명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까
닭은 아프리카에서는 내전을 일으킬 기회가 다른 환경에서 보다 많기 때
문이다. 아프리카에는 소득과 경제 성장률이 낮고, 종족 다양성이 높은 국
가들이 많기 때문에 반군 모집이 상대적으로 쉽다. 또한 천연 자원이 풍부
한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반군의 재정 확보가 용이하고, 내전에서 승리했
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다. 이와 같이 아프리카에서는 반군을 일으
키는 데 필요한 기회가 많다. 그러나 내전은 기회나 동기, 둘 중 하나가 
충족되었을 때가 아니라 둘 다 충족되어야 발생 한다. 따라서 기회나 동기 
둘 중 상대적으로 덜 풍부한 것에 더 주목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 잠재적 
반군에게 기회가 풍부한 경우 불만이 충족되면 내전이 일어날 것이고, 반
대로 불만이 팽배한 경우에는 기회가 충족되면 내전이 발발할 것이기 때
문이다.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은 내전 발발에 호의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
으므로 왜 어떤 국가는 내전을 겪은 반면 어떤 국가는 내전을 겪지 않았
는지 알기 위해서는 불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선행 연구의 또 다른 한계는 잠재적 반군의 이해관계는 동일하다고 
가정한 것이다. 그러나 엘리트와 대중의 이해관계는 같지 않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반군을 구성하는 행위자를 엘리트와 대중으로 구분한다. 대
중들은 불만에 가득 차 있지만 엘리트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 대중들은 큰 
불만이 없지만 다수의 엘리트들은 정권에 대한 심한 반발심을 가지고 있
는 경우 내전 발발 가능성은 낮을 것이다. 대중들이 큰 불만이 없을 경우 
엘리트들은 반군을 모집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대중들이 정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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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불만이 가득하다고 하더라도 엘리트가 불만이 없을 경우 반군을 소집
하고 자금줄을 동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잠재
적 반군을 엘리트와 대중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엘리트와 대중 모두 
정부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는 경우에 내전이 발발할 것이다. 

엘리트와 대중을 구분하지 않은 선행 연구들은 주로 반군 모집을 노
동 시장에서 노동의 수요와 공급으로 이해하였기 때문에 엘리트 보다는 
대중에 주목했다고 볼 수 있다. 즉, 이 연구들은 왜 반군의 지도자들이 대
중을 모집하는가라는 문제가 아니라 왜 대중들이 동원되는가라는 질문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내전 발발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엘리트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엘리트의 역할이 내전 발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
는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오래전부터 진행되었다.85) 그리고 최근에는 이
러한 사례 연구의 전통을 이어 스테판 린드만(Stefan Lindemann)이 정부
의 엘리트 포섭 전략과 내전 발발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하였
다.86) 린드만의 연구에 따르면 정부가 핵심 권력을 등용하는 데 있어서 
종족 정체성을 기준으로 특정 종족 엘리트들을 배제한다면 내전이 발발한

85) James L. Boone, “Competition, Conflict, and the Development of Social 
Hierarchies,” Evolutionary Ecology and Human Behavior, (1992), 301–37; 
Jennifer A. Widner, “Kenya Slow Progress Toward Multiparty Politics,” 
Current History, Vol. 91, No. 565 (1992), pp. 214–18; Artistide R. Zolberg, 
One Party Government in the Ivory Coast, (1969). 

86) Stefan Lindemann, “Do Inclusive Elite Bargains Matter?: A Research 
Framework for Understanding the Causes of Civil War in Sub-Saharan 
Africa,” Crisis States Discussion Papers,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Development studies institute, February 2008); 
Stefan Lindemann, “Exclusionary Elite Bargains and Civil War Onset: The 
Case of Uganda,” Crisis States Working Papers Series No.2,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Development studies institute, 
August 2010a); Stefan Lindemann, “Inclusive Elite Bargains and Civil War 
Avoidance: The Case of Zambia,” Crisis States Working Papers Series 
No.2,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Development 
studies institute, August 2010b); Stefan Lindemann, “Just Another Change 
of Guard? Broad-Based Politics and Civil War in Museveni’s Uganda,” 
African Affairs, (2011), pp. 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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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반면, 정부가 다양한 종족 출신의 인사들을 핵심 권력에 앉히면 내전
이 발발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정부와 엘리트의 관계가 내전 발
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사례 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론의 일반화 가능성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이러한 한계는 최근에 핵심 권력(key position)에 대한 종족 권력 
관계 (Ethnic Power Relations dataset: EPR dataset) 자료가 개발됨으
로써 일부 극복되었다. 정부의 엘리트 포섭 전략이 내전 발발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 또한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 중 몇몇 연구는 종
족 정체성을 기준으로 할 때 상당수의 인구가 정부로부터 배제되면 내전
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87) 또 다른 연구는 이러한 설명이 
내전 중에서도 특히 종족 내전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88) 또한, 다른 
연구들은 통치자가 정권을 위협하는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특정 종족을 
배제시키는 조치가 훗날의 내전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옹호
한다.89) 브라이언 민 외(Brian Min et al.)의 연구는 엘리트 차원의 종족 
정치적 권력 배분이 내전을 야기하는 기제에 대하여 설명하였다.90) 저자
들은 종족 배제가 장기적인 경제 성장 저하를 가져오기 때문에 국가의 정
당성을 약화시키고 종족 지도자들의 정당성을 초래하여 내전을 야기한다

87) Lars-Erik Cederman, Andreas Wimmer, and Brian Min, “Why Do Ethnic 
Groups Rebel? New Data and Analysis,” World Politics, Vol. 62, No. 01 
(January 2010), pp. 87–119; Andreas Wimmer, Lars-Erik Cederman, and 
Brian Min, “Ethnic Politics and Armed Conflict: A Configurational Analysis 
of a New Global Data Se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74, No. 2 
(April 2009), pp. 316–37.

88) Lars-Erik Cederman, Kristian S. Gleditsch, and Simon Hug, "Elections 
and ethnic civil wars," Paper presented at the Joint CSCW 
WG3/GROW-Net workshop, (Oslo, June 11-12, 2009). 

89) Halvard Buhaug, “Climate Not to Blame for African Civil War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Vol. 107, No. 38 
(August 2010), pp. 16477–82.; Philip Roessler, “The Enemy within: 
Personal Rule, Coups, and Civil War in Africa,” World Politics, Vol. 63, 
No. 2 (April 2011), pp. 300–346.

90) Brian Min, Lars-Erik Cederman and Andreas Wimmer, “Ethnic exclusion, 
economic growth, and civil war," under review,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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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엘리트와 대중의 이해관계를 분리하지 않았

다는 한계가 있다. 엘리트에 주목한 연구들은 엘리트와 대중의 이해관계를 
동일시하였다. 그러나 엘리트와 대중의 이해관계는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관계는 각각의 행위자들이 처한 종족 차별 정도에 의해 결정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엘리트와 대중이 모두 종족 차별로 
인한 불만을 가지고 있을 때 내전이 발발한다는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은 
불만 이론을 재조명한다는 점, 그리고 엘리트와 대중을 분리하되 총체적으
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4. 소결 

지금까지 탐욕 이론과 욕심 이론의 틀에서 내전 발발 요인들을 살펴
보았다. 그리고 지금까지 선행 연구의 한계점을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언
급하였다. 첫 번째 한계점은 선행 연구에서 불만 이론을 검증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지표가 없이 불만 이론이 내전을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는 것이다. 두 번째 한계점은 선행 연구에서 반군을 구성하는 엘리트와 대
중 두 행위자의 이해관계를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내전 발발을 설명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불만 이론, 그리고 엘리트
와 대중의 이해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내전을 설명하고자 한다.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은 다양한 종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에서 불만은 종
족 간 갈등에서 나오는데, 종족 간 갈등은 종족 그 자체로부터 나오는 것
이 아니라 종족 간 정치적·경제적 차별로부터 나온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대중에 대한 종족 차별이 대중의 이해관계를 결정하고, 엘리트에 대한 
종족 차별이 엘리트의 이해관계를 결정한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두 
행위자의 이해관계가 정부를 전복하려는 것으로 합치될 때 내전이 발발한
다고 주장한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유추의 가능성을 종족, 신가산제라
는 개념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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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종족, 신가산제, 내전 

본 연구는 “내전 발발의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연구 질문에 아프리
카 지역을 중심으로 답하고자 한다. 앞에서 반군을 형성하는 엘리트와 대
중 두 행위자가 모두 불만을 가지게 될 경우 내전이 발발한다는 가설을 
제기하였다. 한 국가 안에 다양한 종족이 존재하는 많은 아프리카 국가에
서는 종족 정체성에 따른 차별이 불만을 야기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엘리트와 대중이 모두 종족 차별에 의한 불만을 품게 되면 내전이 발발한
다는 가설을 제기한다. 왜 종족 차별이 내전 발발에 중요한지 살펴보기 위
해 먼저 종족에 대한 두 관점을 살펴보고, 종족 차별이 내전 발발에 어떻
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다. 더 나아가 대중의 이해관계와는 구분되는 
엘리트의 이해관계가 내전 발발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설명하기 위해 신가
산제를 살펴본다. 아프리카의 정부-엘리트 관계는 신가산제라는 배경 안에
서 설명할 수 있다. 즉, 엘리트에 대한 종족 차별 또한 신가산제 안에서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엘리트의 불만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신가산제의 
정의와 특징, 신가산제에서 내전 발발이 어떻게 야기되는지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

1. 종족  

여기에서는 종족이란 무엇이며, 종족이 내전에 어떻게 영향을 미
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종족을 바라보는 관점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
다. 첫째는 시간의 흐름에 변함없이 고정적인 것이라 보는 관점이고, 둘째
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유동성이 있는 것이라고 보는 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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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정적 관점 

우선, 종족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다는 관점을 살펴본다. 호
로비츠의 정의에 따르면 종족은 피부색, 외양, 언어, 종교 등과 같이 태생
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통 기반, 즉 귀속적 특징에 따라 구분되는 집단이
며, 부족, 인종, 민족과 같은 집단을 포괄한다.91) 종족과 같은 귀속 지위
와 대비되는 개념으로는 성취 지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성취 지위의 일
례인 계급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의
해 획득한 것이기 때문에 종족이라고 볼 수 없다.

종족에 대한 고정적 관점은 귀속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
에서 종족의 불변성을 강조하지만 종족이 외부에 스스로 객관적으로 존재
하는 현실이 아니라 사람들의 내부적, 주관적 인식이라고 본다. 호로비츠
는 종족의 개념은 막스 베버가 이야기 한 “공통된 혈통”에 대한 “주관적 
신념(subjective belief)”과 같다고 이야기 하였다.92) 심지어 호로비츠는 
귀속적 특징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이 사람들의 공통적 믿음
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각 사회마다 종족 정체성 인식 정도와 종족 구분 기준이 다르다는 
사실은 종족이 객관적 특징 보다는 주관적 인식에 의해 규정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어떤 사회에서는 종족 정체성이 강한 반면, 어떤 사회에서는 약
하다. 또, 어떤 사회에서는 종교가, 또 다른 사회에서는 언어가 종족 구분 
기준이다. 이와 같은 차이는 종족을 중심으로 한 정체성은 사회 구성원들
의 인식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 관점은 왜 사회
마다 종족 정체성의 정도나 종족을 형성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는지를 설
명을 할 수 있지만 이미 형성된 종족은 시간의 변화에 관계없이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고정적 관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종족을 고정적인 것으로 보는 관점에 따르면 한 사회에 
다양한 종족이 존재하면 폭력적 분쟁 혹은 내전 발발 가능성이 높아지는
데, 이것은 다양한 종족 존재 자체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대표하

91) Horowitz, 1985, p. 41.
92) Horowitz,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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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학자인 호로비츠는 각 종족이 자기 집단의 “사활적 이익(vital 
interest)”이 다른 종족에 의해 침해받는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종족 갈등
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93) 여기에서 사활적 이익이 침해 받는다는 것
은 합리적 선택주의에서 상정하는 합리적 개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침해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종족의 종속이 위협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
로 집단 간 정치적 교환(political exchange)이나 호혜적 규범에 의해 이
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94) 

호로비츠는 한 사회의 종족 집단을 “선진 집단”과 “후진 집단”으로 
나누어 자기 집단을 후진 집단으로 인식하는 집단은 선진 집단을 따라잡
거나 모방해 집단 자존감(self-esteem)을 확보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
은 후진 집단이 집단 존속 자체에 위협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
에 따르면 후진 집단은 선진 집단의 지배를 소속 집단의 존속에 대한 위
협으로 과대 인식하기 때문에 한 사회 내에 이질적인 종족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내전과 같은 극단적인 형태의 집합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자기 안보를 추구하는 한 국가의 방어적 행동이 다른 
국가에는 공격적으로 인식되는 국제 관계 속 안보 딜레마에 빗대어 볼 수 
있다. 호로비츠에 따르면 공격적 의도가 없이 자기 집단의 존속을 추구하
는 한 종족의 행동이 다른 종족에는 위협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
은 종족 간의 관계는 제로섬(zero-sum) 관계이며, 이 관계에서 우위를 점
하는 것이 집단의 존속과 관련된 것이라는 관점에 따르면 권력은 무언가
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목표이다. 이러한 “종족 안
보 딜레마 이론”에 따르면 종족 간 관계에서 약자의 입장에 놓이기 쉬운 
소수 종족은 멸족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분리 독립을 추구하는 전쟁을 일
으키는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소수 종족이 실제로 차별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다른 종족의 
존재 자체로부터 멸족 위기를 느껴 엄청난 고비용 전략인 내전을 선택한
다고 보기는 어렵다. 종족에 대한 고정적 관점에 따르면 다양한 종족으로 
구성된 국가에게 내전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다양

93) Horowitz, 1985, p. 565. 
94) Horowitz,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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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종족으로 구성된 모든 국가들이 내전을 겪지는 않는다. 이에 대해 호로
비츠는 이 국가 구성원들의 종족 정체성이 강하지 않아서 내전을 겪지 않
는 것이라 주장할 것이다. 그는 종족 구성원이라는 귀속 지위에 대한 믿음
이 강할수록 종족 갈등이 심화된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이다.95) 그렇다면 
종족 정체성 정도의 차이는 어디에서 생겨나는가? 문명의 충돌론에 따르
면 문화적 차이가 화해 불가능한 차이를 만들어내고 공포와 폭력을 동반
한 분쟁을 양산해 낸다.96) 이 논리에 따르면 문화 자체의 차이가 종족 정
체성에 대한 믿음의 정도를 결정한다. 그러나 현실을 살펴보면, 문화의 차
이가 내전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이슬람교와 기독교인으
로 구성된 나이지리아는 반군으로부터 시달려온 반면 가나는 평화를 즐겨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족에 대한 믿음은 문화적 차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볼 수 있다.   

2) 유동적 관점

종족에 대한 또 다른 관점에 따르면 개인의 종족 정체성은 변화 가
능하다. 예를 들면, 한 국가 내의 종족 구분 기준이 언어에서 부족으로 바
뀔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동족으로 여기는 반면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외부인으로 여기다가, 한 부족장 밑에 있는 
사람들만 동족으로 생각하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더라도 다른 부족장 밑에 
있으면 동족이 아닌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유동적인 관점에서 보면, 종족은 형성되는 것이지 주어진 
것이 아니다. 기존에는 고정적 관점에 기반을 둔 종족 분열도(ethnic 
fractionalization) 지표가 널리 사용되었으나 다니엘 포즈너(Daniel N. 
Posner)는 유동적 관점에 기반을 둔 종족 분열도 지표를 제시하였다.97) 

95) Horowitz, 1985.
96) Samuel P. Huntington, The Clash of Civilizations and the Remaking of 

World Order, (Penguin Books India, 1996). 
97) Daniel N. Posner, “Measuring Ethnic Fractionalization in Africa.”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48, No. 4 (October 2004),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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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즈너는 종족 다양성이 경제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귀속적 특징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 모든 종족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거시경제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경쟁에 참여하는 종족
만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러한 생각에 기반하여 “정치적으로 
중요한 종족(politically relevant ethnic group: 이하 PREG)” 지표를 개
발하였다. 이 연구에서 포즈너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종족’과 그렇지 않은 
종족은 어떤 요인에 의해 구분되는지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았다. 그러
나 포즈너의 연구는 귀속적 특징에 의해 구분되는 종족이 아니라 어떠한 
요인에 의해 형성된 ‘정치적으로 중요한 종족 집단’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려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렇다면 ‘정치적으로 중요한 종족 집단’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은 무엇일까? 다른 연구에서 포즈너는 종족 구분 기준은 제도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98) 일당제에서는 부족을 중심으로 뭉치는 것이 구
성원들에게 이익이 되었기 때문에 부족이 곧 종족이 되었던 반면, 다당제
에서는 공통 언어를 쓰는 집단을 중심으로 뭉치는 것이 구성원들에게 이
익이 되었기 때문에 언어 집단이 곧 종족이 되었다는 것이다. 포즈너의 연
구는 종족 정체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함의가 있다.

그러나 일당제나 다당제와 같은 제도의 변화가 모든 경우 종족 정체
성의 변화를 설명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내전 발발과 관련해서 
어떤 요인이 종족 정체성을 형성하고, 강화하여 종족 간 갈등을 심화시키
고 내전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의문이 자연스레 떠오른다. 본 연구는 그 답
을 종족 차별에서 찾는다.  

849–63. 
98) Daniel N. Posner, Institutions and Ethnic Politics in Africa,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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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족 차별과 내전의 상관성 

본 논문의 이론은 <그림 3-1>과 같이 도식화 할 수 있다. 한 사회 
내 일부 종족에 대한 체계적인 정치적·경제적 차별은 차별 받는 집단의 종
족 정체성을 형성하고 강화하며, 이렇게 형성된 종족 정체성을 기반으로 
종족 갈등은 심화된다. 사람들이 기존 체제에 불만을 가지면 내전이 발생
한다는 주장에 따르면, 정치적으로 심각한 정치적 억압은 갈등을 촉진시키
며,99) 경제적으로 극심한 경제 불평등이 반군의 봉기를 야기한다.100) 경제 
불평등이 만연한 경우 가난한 사람들은 재분배를 목적으로 반군을 일으키
고자 하고, 부유한 지역은 재분배를 막기 위해 분리 독립 목적의 반군을 
일으키고자 한다.101) 이와 같이 정치적·경제적 차별은 내전 발발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종족이 다양한 사회에서는 정치적·경제적 차별이 차별하는 
집단과 차별 받는 집단 간의 경계를 뚜렷하게 해 준다. 때문에 이러한 경
계를 기준으로 종족 집단 정체성이 형성되고 강화된다. 이렇게 차별이 만
들어낸 종족 정체성은 곧 종족 갈등을 심화시키고 내전 발생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정치적·경제적 차별에 의해 종족 집단의 정
체성이 형성되고 강화되고 그로 인한 종족 간 갈등이 심화된 사례로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인 라이베리아를 제시할 수 있다. 미국에서 해방되어 라
이베리아 땅에 정착한 노예들의 자손인 아메리코-라이베리아인
(Americo-Liberian)들은 다른 토착민들을 1847년 독립 선언 이후부터 
1980년까지 지배하였다. 약 133년 동안 아메리코-라이베리아인은 토착민
을 차별하였기 때문에, 아메리코-라이베리아인과 토착민 간 구분은 정치적
으로 중요하였다. 반면, 토착민 간에도 종족 정체성은 중요하였지만 정치
적으로 중요하지는 않았으며, 토착민들 간에 뚜렷한 갈등이 존재하지도 않
았다. 그러나 1980년에 크란(Krahn)족 출신 도가 군부 쿠데타를 통해 집
권하면서 지오(Gio), 마노(Mano), 아메리코-라이베리아인에 대한 차별 정

99) Hegre, 2001, pp. 33–48.
100) Amartya Sen, On Economic Inequality, (OUP Oxford, 1973). 
101) Collier and Hoeffler, 2004, p. 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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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종족 갈등 심화의 메커니즘 

책을 실시함으로써 그 전에는 중요하지 않았던 토착민 내부의 종족이 중
요한 정치적 집단으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종족에 대한 정치적·경제적 차별 대우는 종족 
정체성을 형성하거나 강화하고, 이러한 종족 정체성을 기반으로 종족 간 
갈등이 심화된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워 볼 수 있다.

가설 : 종족 간 정치적·경제적 차별이 있을 경우 불만이 양산되고 
종족 정체성이 강화되며 종족 갈등이 심화되어 내전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가설은 엘리트와 대중 두 행위자에 모두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엘리트에 대한 종족 차별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신가산제라
는 틀 안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아프리카의 정부-엘리트 관계는 신가산제
라는 배경 안에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 부분에서는  아
프리카의 제도적 특징인 신가산제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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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가산제

1) 신가산제의 정의와 특징 

아프리카 국가들은 식민지 유산으로 인해 근대 국가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정당성(legitimacy)이나 전문성(professional competence)을 확
보하는 데 실패하였으며, 배타적·파벌적 권력 투쟁의 먹잇감이 되었다.102)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대통령들은 대개 아시아나 라틴 아메리카와 
같은 다른 지역의 대통령들에 비해 오랫동안 정권을 유지해,103) 아프리카 
대통령은 “종신 대통령(life president)” 이라고 하기도 한다.104) 이와 같
이 정치적 안정성이 유지된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과연 아프리카 국가
들은 제도가 부재한 진공 상태에 가까운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신가산제라는 비
공식 제도에 의해 운영된다고 본다. 

신가산제는 슈무엘 아이젠슈타트(Shmuel N. Eisenstadt)가 막스 베
버의 “가산제(patrimonialism)”로부터 고안해 낸 용어이다.105) 막스 베버
(Max Weber)는 가산제를 전통적 지배의 형태라고 설명하였는데, 초기에
는 주로 가족 구조를 중심으로 설명하였다.106) 가산제는 가족 내부의 모든 
권한이 아버지에게 부여되어 있는 제도를 일컫는 것이었고, 가부장제로 치
환할 수 있는 개념이었다. 그러나 베버는 가족을 넘어 좀 더 광범위한 사

102) Patrick Chabal and Jean-Pascal Daloz, Africa Works: Disorder as 
Political Instrument, (Indiana University Press, January 1999), p. 4. 

103) Christian von Soest, “How Does Neopatrimonialism Affect the African 
State? The Case of Tax Collection in Zambia,” GIGA working papers, No. 
32, (2006), p. 693. 

104) Jennifer A. Widner, “Political Reform in Anglophone and Francophon 
African Countries”, in Jennifer A. Widner (ed.), Economic Change and 
Political Liberalization in Sub-Saharan Africa,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4), p. 50.  

105) Shmuel Noah Eisenstadt, Traditional Patrimonialism and Modern 
Neopatrimonialism, (Sage publications London, 1973).

106) Max Weber, On Charisma and Institution Building,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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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관계에 가산제라는 개념을 적용하였고, 가산제는 권위정, 귀족정 등 
모든 권력이 지도자에게 직접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체제를 지칭하는 것이 
되었다. 

신가산제는 가산제와 합리적 관료제가 공존하고, 뒤섞여 있는 혼합 
체제이다. 신가산제에서는 관료주의, 성문법, 법적·합리적 시스템이 존재하
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적 후원에 의해 운영된다. 이러한 제도 속에서 통치 
엘리트들은 끊임없이 그들의 사적 이해관계를 추구하려고 하는데 그 과정
에서 근대 국가의 합리적 질서를 이용한다.107)  

신가산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108) 첫째, 정
치권력의 집중이다. 정치권력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매우 사소한 결정권 
외의 모든 권력이 한 개인에 의해 지배된다는 것을 말한다.109) 이와 같이 
한 사람에 의한 통치를 ‘빅맨 정치(big man politics)’라 하는데, 이러한 
정치의 주요 특징은 대통령, 즉 후원자(patron)가 오랜 기간 권력을 유지
하는 것이다. 반면, 대통령은 반정부 세력이 자라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
고 ‘클라이언트 네트워크(clientelist network)’를 확장하고자 하는 목적에
서 종종 정치 엘리트들을 순환시킨다.110) 때문에 신가산제의 주요 특징은 
대통령은 장기 집권하는 반면 그의 클라이언트들은 단기 집권한다는 것이
다. 아프리카에서는 보츠와나, 에티오피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레소토와 
같이 의원내각제인 국가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국가들이 대통령제를 채택
하고 있어 이와 같은 권력 집중은 아프리카 전반의 경향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대통령 개인의 선호에 의한 포상이 이루어진다. 대통령은 앞

107) Ian Taylor and Paul D. Williams, “Political Culture, State Elites and 
Regional Security in West Africa, Journal of Contemporary African 
Studies, Vol. 26, No. 2 (June 2008), pp. 137–49, p. 139. 

108) Von Soest, 2006. 
109) Michael Bratton and Nicolas Van de Walle, Democratic Experiments in 

Africa: Regime Transitions in Comparative Perspective, (Cambridge, U.K.; 
New York, NY, USA: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p. 63. 

110) Richard Snyder and James Mahoney, “The Missing Variable: Institutions 
and the Study of Regime Change,” Comparative Politics, Vol. 32, No. 1, 
(October 1999), pp. 108-109; Richard Snyder, “Explaining Transitions from 
Neopatrimonial Dictatorships,” Comparative Politics, Vol. 24, No. 4 (July 
1992), p.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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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장관과 같은 요직에 앉는 인사를 회전시켜 엘리트
들을 견제하기도 하지만 집권을 강화하기 위해 장관직을 늘려 이들을 등
용함으로써 포상을 하기도 한다.111) 아프리카 국가들의 장관직 수가 1979
년에는 평균 20.1명에서 2000년에는 평균 24.6명으로 증가하였다는 사실
은 이러한 신가산제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대통령은 정치적 엘
리트에 대한 클라이언트 네트워크를 유지 및 확장하여 클라이언트인 정치
적 엘리트들로부터 지지를 받고자 하기 때문에 경제적 이익을 나누어 준
다.112) 주로 대통령이 분배하는 자원의 원천은 국제 금융 기관으로부터의 
차관이나 기타 공여국들로부터 받은 원조, 그리고 석유와 같은 천연 자원
이다.113)

셋째, 국가 자원의 오용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부정부패가 만연하다
는 것이다. 지도자는 대개 국가 자원에 대한 특권적 접근성(privileged 
access)을 가지고 월권을 행사하여 국가 자원을 분배한다. 이러한 자원 
분배 때문에 신가산제에서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경계가 매우 모호
해진다. 정치적 지지 획득이라는 사적 목적을 위해 공적 자원이 동원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통령 뿐 아니라 이러한 경로를 통해 임명된 공직자들
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사적 부와 지위를 축적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기 때문에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된다.114)

111) Nicolas van de Walle, “The Donors and the State in Africa: How Much 
Has Changed?” Ulf Engel and Gorm Rye Olsen (eds.), The African 
Exception: Governance in Africa, (Burlington, VT: Ashgate, 2005), pp. 
32-33.

112) Snyder and Mahoney, 1999, p. 221. 
113) Taylor and Williams, 2008, p. 143. 
114) Michael Bratton and Nicolas van de Walle, “Neopatrimonial Regimes and 

Political Transitions in Africa,” World Politics, Vol. 46, No. 04 (July 1994), 
pp. 45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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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가산제에서의 종족 차별과 내전의 상관성 

위 신가산제의 특성들은 현실 정치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신가산제의 특징을 아우르는 핵심 현상은 사적 후원이다. 아프리카 국가들
의 권력이 대통령에 집중되어 있기는 하지만 아프리카 대부분의 정부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다.115) 정부가 약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통치를 할 수 없으며 정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지지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어떤 국가의 정부도 지지기반 없이 통치를 할 수는 
없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정부에 정당성과 권한
(mandate)을 부여한다. 그러나 민주주의 체제가 아니라 신가산제로 운영
되는 다수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다른 곳에서 정당성과 권한을 부여받는다. 
아프리카 정부들의 지지기반은 엘리트로부터 나온다.116) 물론, 국가별, 시
기별 후견주의(clientelism)에 대한 의존도에는 크고 작은 차이가 있을 것
이다. 그러나 정치적 권위는 마을 수준과 같이 가장 낮은 수준에서부터 중
앙 정부와 같이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기 까지 모두 후원에 의존하고 있
다117). 행정부 수장은 공무원직, 특권, 계약, 프로젝트와 같은 경제적 이익
을 클라이언트들에게 제공하고, 클라이언트들은 정치적 지지를 동원하고 
주인(patron)인 행정부 수장에 대한 존중의 표시로 모든 결정을 상부에 
맡긴다.118) 때문에 신가산제에서는 정부가 엘리트에 대해 어떠한 전략을 

115) Van de Walle, 2005, pp. 32-33. 아프리카 국가들의 권력의 중심이 어디에 있
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다. 첫째는 대통령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
되어 있고, 내각 등 그 외의 장관, 대사 등의 직위는 허울에 불과하다는 관점이고, 
둘째는 대통령의 권력은 혼자서는 유지할 수 없으며 그를 둘러싸고 있는 핵심지지 
세력에 의해 뒷받침되기 때문에 이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관점이다. 본 연구에서
는 정책 결정권을 비롯한 많은 권한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권력 유지에는 지지 세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취한다. 

116) Bratton and van de Walle, 1994, pp. 453–89; Shmuel Noah Eisenstadt, 
“Intellectuals and Tradition,” Daedalus, Vol. 101, No. 2 (Spring 1972), pp. 
1–19; Christopher Clapham,  Third World Politics: An Introducti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85); Snyder and Mahoney, 1999, pp. 379
–99.

117) Nicolas van de Walle, African Economies and the Politics of Permanent 
Crisis, 1979-1999, (Cambridge Universtiy Press, 2001), p. 51. 

118) Richard A. Joseph, Democracy and Prebendal Politics in Nigeria: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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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는 지가 정부의 생존에 중요하다.  
엘리트에 대한 정부의 전략은 종족에 관계없이 클라이언트를 후원하

는 포용적 전략과 동족이나 특정 종족만을 후원하고 다른 종족은 후원 네
트워크에서 배제하는 배타적 전략이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에 따르면 특
정 종족이 정치적·경제적으로 차별을 받으면 내전 발발 위험이 증가하는
데, 포용적 신가산제에서는 종족에 따른 정치적·경제적 차별이 없기 때문
에 내전 위험이 높지 않다. 반면, 배타적 신가산제에서는 종족에 따른 정
치적·경제적 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전 위험이 높다.  

배타적 신가산제에서 통치 권력으로부터 배제된 개인이나 집단은 국
가의 자원에 대한 접근성에서도 배제되기 때문에 불만을 품게 된다.119) 정
권의 내부인에게는 국가 공직 접근에 대한 우선권, 연관된 성과 등이 주어
지는 반면, 외부인에게는 아무것도 제공되지 않는다. 이러한 환경에서 외
부인은 점차 세력이 약화될 운명에 처하고, 엘리트들 간에도 사회적 계층
화와 불평등이 발생한다.120) 권력 내부(inner circulation)에 들어가지 못
하고 배제되어 불만이 쌓인 엘리트들은 종족 집단을 동원하여 종족 간 경
쟁을 유도하거나 폭력적 분쟁, 혹은 내전을 일으키려는 동기를 가진다. 특
히 권력에 대한 접근성이 종족 정체성에 의해 결정될 경우에는 차별 받는 
종족의 엘리트들은 미래에도 차별 받을 것이라 예상하게 된다. 따라서 후
원자-클라이언트의 관계(patron-client relationship)가 종족에 의거하여 
이루어질 경우에 외부인은 정치적·경제적 기회로부터 더욱 철저하게 배제
되며, 배제된 엘리트들은 기존 체제에 대항하려고 하려는 동기를 더욱 부
여받는다.121) 

반면 포용적 신가산제에서는 내전 위험이 낮아진다. 후원자가 종족 
차별 없이 다양한 종족의 클라이언트를 후원하는 경우에는 일부 엘리트가 

Rise and Fall of the Second Republic, (Spectrum Books, 1987); Rene 
Lemarchand, “The State, the Parallel Economy, and the Changing 
Structure of Patronage Systems,” in Donald Rothchild and Naomi Chazan 
(eds.), The Precarious Balance: State and Society in Africa, (Westview 
Press, 1989), pp. 149–70.

119) Taylor and Williams, 2008, p. 139. 
120) Bratton and Van de Walle, 1997, p. 76.
121) Bratton and Van de Walle, 1997, p.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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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이 있어도 종족 집단을 동원할 수 없다. 종족 집단을 중심으로 차별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종족 집단이 동원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종족
에 따른 배타적 등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현재에는 권력 내부에 접근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미래에도 그러할 것이라는 부정적 기대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포용적 신가산제는 내전 위험을 낮출 것이다. 이와 
같이 포용적 전략을 통한 권력 분할은 실질적으로도 많이 이루어져 왔다. 
아프리카에서는 1960년대에 많은 국가들이 독립을 획득하면서 공식적인 
민주주의 제도를 폐지하였지만 서로 다른 종족 집단의 대표들이 규칙적인 
권력 공유 협상에 관여하였고, 이러한 권력 공유 협상은 국가 통치 문제를 
둘러싼 폭력적인 분쟁을 방지하는 데 일조하였다.122)

요약하자면, 신가산제라는 운영 원리는 내전을 가져올 수도 가져오
지 않을 수도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신가산제의 양상이 타 종족의 엘리트
에 대해 포용적일 경우에는 내전이 방지할 수 있는 반면, 배타적일 경우에
는 내전이 야기된다고 주장한다.  

3. 엘리트-대중 상호 관계 이론 

본고에서는 반군의 행위자를 엘리트와 대중으로 구분해야 하고, 이
들 두 행위자가 내전을 일으키려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내전이 발
발한다고 주장한다. 아프리카와 같이 종족 다양성이 높은 국가들이 많은 
지역에서는 종족 차별이 내전 발발을 설명할 수 있는 주요 요인일 수 있
다. 따라서 정부가 엘리트와 대중 두 층위에서 모두 종족 차별을 하여 엘
리트와 대중 모두 불만을 가지게 되는 경우 내전이 발발한다. 

<표 3-1>은 본 연구의 내전 발발에 대한 엘리트-대중 상호 관계 이

122) Göran Hydén, No Shortcuts to Progress: African Development 
Management in Perspectiv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3); Donald 
S. Rothchild and Victor A. Olorunsola, State versus Ethnic Claims: 
African Policy Dilemmas, (Westview Press,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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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트
대중

포용적-------------------배타적
(평등)                        (차별) 

 (

평
등)                  (
차
별)

 포
용
적---------------

배
타
적

낮음

①

낮음

 ④

중간

⑦

낮음

②

중간-낮음

⑤

높음

⑧

중간-낮음

③

중간

⑥

높음

⑨

<표 3-1> 엘리트-대중 상호 관계 이론에 따른 내전 발발 위험 

론을 도식화한 것이다. 표의 각 축은 엘리트와 대중 각각의 행위자를 기준
으로 하였다. 각 축의 양 끝은 엘리트와 대중에 대한 정부의 조치가 포용
적인지 배타적인지를 나타내었다. 포용적이라는 것은 종족 차별이 없이 평
등한 상태를, 배타적이라는 것은 종족 차별이 심각한 상태를 나타낸다. 

<표 3-1>에서 ①은 정부가 엘리트와 대중 두 층위의 행위자 모두에
게 포용적인 전략을 취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 경우 어떤 행위자도 내전
을 일으키려는 동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전 발발 위험이 가장 
낮다. ②와 같이 정부가 엘리트에게는 포용적인 전략을 취하지만 대중들에
게는 다소 배타적인 전략을 취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도 
내전 위험은 낮다. 대중들은 당장에는 정치적·경제적 권리에서 배제되었지
만 동족 출신의 엘리트가 이익을 나누어 줄 것이라고 기대를 할 수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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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내전을 일으켜 제도 자체를 바꾸어 엎으려는 시도를 하지는 않는
다. 또한, 대중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어도 반군을 모집하고, 재원을 조달
할 수 있는 구심점인 엘리트가 없기 때문에 내전을 일으킬 수 없다. ③과 
같이 정부가 엘리트에게는 포용적인 전략을 취하지만 대중들에 대해서는 
배타적 전략을 취하는 경우에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는 정부에 대한 불만
이 쌓여 내전을 일으키려는 동기가 충분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여러 번의 봉기가 일어날 수는 있지만 정부가 반란을 쉽게 진압할 수 있
기 때문에 대규모 사상자를 동반하는 내전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는다. 

대체적으로는 정부는 종족 차별을 하지만 일부 엘리트들이 권력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 놓는 경우를 포용과 배타의 중간 전략이라
고 볼 수 있다. 정부의 엘리트 포섭 전략이 대체적으로는 타 종족 엘리트
에 대해 배타적이지만 일부 경로를 열어 놓은 경우, 권력에 대한 진출 기
회가 아예 막힌 것은 아니다. 때문에 엘리트들은 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통해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이와 같이 타종족의 엘
리트들이 게임 전체의 규칙을 뒤엎는 내전을 일으키기 보다는 정해진 게
임 속에서 자신들이 살아남는 법을 찾고자하기 때문에 내전 위험은 비교
적 낮은 수준으로 유지된다. 이 경우에도 대중들에 대한 정부의 전략이 포
용적인지, 배타적인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데, ④와 같이 정부가 대중
들에게 포용적 전략을 취할 경우 대중들은 정부에 대한 불만이 없기 때문
에 내전 발발 위험이 낮다. 정부가 대중들에 대해 점점 배타적 전략을 취
할수록 반군 모집이 수월해지기 때문에 내전 위험 또한 높아진다. 그러나 
이러한 반군을 이끌 엘리트 층위에서 정부에 대한 불만이 강하지 않기 때
문에 내전 발발 위험이 높은 수준까지 이르지는 않는다.

정부가 엘리트에 대해 배타적인 전략을 취하는 경우에는 내전이 발
발할 위험이 급격히 높아진다. 그러나 ⑦과 같이 엘리트에 대해 배타적인 
정책을 취한다 하더라도 대중들에게는 포용적 정책을 취하는 경우에 대중
들이 내전에  참전할 가능성은 적다. 때문에 소수의 엘리트들은 쿠데타를 
통해 집권 세력을 전복하려는 전략을 세울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정부가 
일반 대중에 대해서는 포용적인 정책을 취하고 엘리트에 대해서는 배타적
인 정책을 취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신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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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하에서는 포용적인 정책을 통해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모두 비
용인데, 대중들을 끌어들이는 것 보다는 엘리트를 끌어들이는 것이 적은 
비용으로 높은 효용(평화)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⑧
과 같이 정부가 대중들에 대해 포용과 배타 중간 즈음의 전략을 펼칠 경
우에는 내전 발발 위험이 높다. 권력으로부터 배제되어 내전을 일으키려는 
동기를 가지고 있는 엘리트들이 대중들을 선동하고, 동원하려고 할 수 있
기 때문이다. 물론, 대중에 대한 종족 차별이 심각해 질 경우에는 더더욱 
종족이 쉽게 동원될 수 있기 때문에 내전 발발 위험이 더 높아진다. 

4. 소결 

본 장에서는 엘리트-대중 행위자 구분에 기반하여, 종족 다양성이 
높은 아프리카 지역의 여러 국가에서 종족 차별이 어떻게 내전 발발을 야
기하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내전 발발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왜 종족에 주
목해야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종족에 대한 개념과 종족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을 살펴보고, 그에 근거하여 종족 차별과 내전 발발의 관계를 살펴보
았다. 더 나아가 엘리트와 대중에 대한 종족 차별 중에서도 특히 엘리트에 
대한 종족 차별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신가산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아야 한
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때문에 신가산제의 정의와 특징, 그리고 신가산제 
하에서 엘리트에 대한 종족 차별과 내전 발발 간의 인과 관계를 살펴보았
다. 마지막으로, 내전 발발을 설명할 수 있는 ‘엘리트-대중 상호 관계 이
론’을 도출하였다. 다음 4장과 5장에서는 이 이론에 근거하여 종족 차별과 
내전 발발의 관계를 살펴본다. 라이베리아 사례를 중심으로 4장에서는 정
부가 대중에 대해 5장에서는 정부가 엘리트에 대해 종족 차별적인 배타적 
전략을 취하였는지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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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대중에 대한 정부의 종족 차별 

앞 장에서 정부가 엘리트와 대중 두 행위자 모두에게 배타적 전략을 
취할 경우에 내전이 발발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가설을 세웠다. 이 장에
서는 라이베리아 사례에서 시기별로 일반 대중에 대한 정부의 전략이 종
족 차별적인 배타적 전략인지 종족 차별적이지 않은 포용적 전략인지 살
펴본다. 그리고 정부가 대중에 대해 배타적 전략을 취할 경우에 내전이 발
발하고, 포용적 전략을 취할 경우에 내전이 발발하지 않는지 살펴봄으로써 
대중 차원의 종족 차별 수준과 내전 발발 유무를 매칭해 본다. 

먼저, 종족 차별이 내전 발발 설명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주장은 한 
국가 안에 다양한 종족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때문에 라이
베리아의 종족이 얼마나 다양한지에 대해 먼저 살펴본다. 그 다음으로 대
중에 대한 정부의 전략이 포용적인지, 배타적인지 알아보기 위해 라이베리
아의 민주주의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를 사용한다. 그러나 가장 민주주의지
표는 종족 차별을 간접적으로 측정한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2차 자료를 
통해 각 정권 별 종족 차별 수준에 대해 보충 서술하고자 한다. 

1. 라이베리아 종족 다양성 

라이베리아는 다양한 종족이 한 영토 안에 모여 살고 있는 국가이
다. <표 4-1>는 미국 중앙정보국의 월드팩트북(The World Factbook)을 
참조하여 만든 표인데, 라이베리아의 인구 구성을 주요 종족 9개와 기타
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오랫동안 라이베리아의 권력을 장악한 아메리코
-라이베리아인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은 월드팩트북이 라이베리아의 주
요 종족을 망라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다른 출처인 2차 
문헌에 따르면 라이베리아는 16개 주요 종족으로 이루어져 있다.123) 알레

123) 이 때 16개의 종족은 바싸(Bassa)족,, 데이(Dei)족, 그반디(Gbandi)족, 지오/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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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족 이름 비율(%)
크펠레(Kpelle) 20.3
바싸(Bassa) 13.4

그레보(Grebo) 10
지오(Gio) 8

마노(Mano) 7.9
크루(Kru) 6

로르마(Lorma) 5.1
키씨(Kissi) 4.8
골라(Gola) 4.4

기타 (아메리코-

라이베리아)

20.1(2.5)

124)

합계 100
<표 4-1> 라이베리아 종족 구성 

출처: Central Intelligent Agency. The 
World Factbook-Liberia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

s/the-world-factbook/geos/li.html) 

(검색일: 2015년 1월 28일)

지나 외(Alesina et al.) 여러 연구자
들이 공동 작업하여 만든 분열지수
(fractionalization index)125) 또한 
라이베리아의 종족이 다양하다는 것
을 보여준다. 분열지수는 0에서 1까
지의 값을 가지는데, 0에 가까울수록 
동질적이고 1에 가까울수록 이질적이
다. 라이베리아의 종족분열지수
(ethnic fractionalization index)는 
0.9084, 언어분열지수(language 
fractionalization index)는 0.9038
이기 때문에 이 지표 또한 라이베리
아에 다양한 종족과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그러나 3장에서 설명했듯 다양
한 종족 존재 자체가 내전을 야기하지는 않는다. 종족을 중심으로 정치적·
경제적 차별이 이루어져 종족 내부로는 결속력이 강화되고 외부에 대해서
는 배타성이 강화됨으로써 종족 간 갈등이 발생하고, 이것이 내전으로 치

(Gio/Dahn)족, 그레보(Glebo)족, 골라(Gola)족, 키씨(Kissi)족, 크펠레(Kpelle)족, 크
란/위(Krahn/Wee)족, 크루(Kru)족, 쿠와/벨레(Kuwaa/Belle)족, 로마(Loma)족, 마
노/마(Mano/Ma)족, 만딩고/만딩(Mandingo/Manding)족, 멘데(Mende)족, 바이
(Vai)족을 말한다 (Ofuatey-Kodjoe 1994, pp. 261–302).

124) 아메리코-라이베리아인은 비국 중앙정보국의 월드팩트북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국가 전문사전(Encycloperia of Nations)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125) Alberto Alesina, Arnaud Devleeschauwer, William Easterly, Sergio Kurlat, 
and Romain Wacziarg, “Fractionalization,” Journal of Economic Growth, 
Vol. 8, No. 2, (June 2003), pp. 155-194. 분열지수(fractionalization)는 종족, 
언어, 종교라는 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각 국가의 이질성을 측정하였다. 이 지수
는 각 국의 분열 정도가 제도의 질과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알레지
나 외(2003)의 연구에서 사용되었고, 분열 정도를 추정하기 위해 보편적으로 인용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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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을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단순히 다양한 종족의 존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종족 정체성에 기반으로 하여 나타나는 지배 구조와 차별에 
주목해야 한다. 

2. 민주주의 수준

많은 학자들이 정치적 권리를 추정하기 위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지표를 사용하였다. 폴리티 IV 프로젝트 (Polity IV Project)의 폴리티 점
수(polity score)나 프리덤하우스(freedomhouse)의 자유도(freedom 
rating)는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된다. 본 연
구에서는 우선 민주주의 수준을 통해 대략적인 종족 차별 수준을 살펴보
고자 한다. 민주주의 지표들은 복합지표(composite indicator)로써 정치
적 억압과 참여 등을 포착하고 있다. 정치적 억압이나 참여가 곧 종족 차
별 유무로 이어진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 국가 내에서 종족이 정치
적으로 중요한 단위일 때는 정치적 권리가 종족을 중심으로 부여되기 때
문에 이 지표를 통해 종족 차별 정도를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먼저, 폴리티 점수는 행정부 등용, 행정부 권위에 대한 견제 수단, 
정치적 경쟁과 같은 특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체 점수는 정권의 
권위(regime authority)를 –10부터 10까지로 나타내는데, -10은 가장 권
위주의 적인 정권(세습군주제), 10은 가장 민주주의적인 정권(공고화된 민
주주의)을 나타낸다. 이 점수에 따라 정권을 범주화 하면, -10점부터 –6
점까지는 “권위정”, -5점부터 5점까지는 “혼합정”, +6점부터 +10점까지는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폴리티 프로젝트 IV의 폴리티 점수에 따르면 
1946년부터 2013년 사이 라이베리아의 민주주의 수준은 <그림 4-1>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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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1> 라이베리아 민주주의 수준, 1946-2013
(출처: POLITY IV Project. Polity IV Individual Country Regime 

Trends, 1946-2013. 
(http://www.systemicpeace.org/polity/polity4.htm) (검색일: 

2015년 1월 28일) 참고 저자 작성)

프리덤하우스의 자유도는 정치적 권리와 시민의 자유 두 측면에서 
측정하며, 두 측면은 모두 1점부터 7점까지의 값을 가진다. 가장 자유로울 
경우 1점, 가장 자유롭지 않을 경우 7점이 부여되며, 1점에서 2.5점까지는 
“자유로운 국가”, 3점부터 5점까지는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국가”, 5.5점
부터 7점까지는 “자유롭지 않은 국가”로 분류된다. 그러나 이러한 프리덤
하우스의 지표는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민주주의 수준이 높을수
록 낮은 점수를 받고, 민주주의 수준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기 때문이
다. 때문에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 쉽도록 원래 점수와 반대로 가장 자유
로울 경우 7점, 가장 자유롭지 않을 경우 1점을 부여하여 라이베리아의 
민주주의 수준을 <그림 4-2>과 같이 나타내었다. 자유도는 민주주의 수준
을 정치적 권리(political right)와 시민의 자유(civil liberty) 두 측면에서 
측정하기 때문에 좀 더 광범위한 정치적 권리를 측정한다. 그러나 프리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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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2> 라이베리아 민주주의 수준, 1973-2013 
              (출처: Freedomhouse. Freedoms in the World. 2014. 
    (http://www.freedomhouse.org/) (검색일: 2015년 1월 28일) 참고 저자 작성)    

하우스는 1973년 이후의 자료만 제공되기 때문에 자유도를 통해서는 라이
베리아 독립 초기의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아메리코-라이베리아인들은 1847년 독립 이후 1980년 쿠데타로 정
권의 변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권력을 장악했는데, 폴리티 점수에 따르면 
이 기간에 민주주의 수준은 변동 없이 –6 이라는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었
다.126) 이를 통해 아메리코-라이베리아 정권은 다른 집단에 대한 정치적 
참여를 배제한 권위정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아메리코-라이베리아인 정권의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 프리덤하우스
는 폴리티 점수에 비해 비교적 짧은 자료만을 제공한다. 그러나 1973년부
터 1979년까지 아메리코-라이베리아인 집권 시기의 자유도를 살펴 폴리티 
점수와 비교해 볼 수 있다. 자유도에 따르면 라이베리아의 정치적 권리는 
줄곧 2점으로 변화가 없지만 시민의 자유는 1973년에는 2점이었으나 

126) Marshall and Gur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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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에 5점으로 상당히 높이 도약하였다가 이후에 서서히 퇴보하였다. 
민주주의 수준은 정치적 권리와 시민의 자유 두 점수의 평균인데, 시민의 
자유가 증가함에 따라 라이베리아의 민주주의 수준 또한 권위정에서 혼합
정으로 변화하였다. 이와 같은 변화는 쿠데타로 전복되기 전 윌리엄 톨버
트(William R. Tolbert) 정권이 몇 해 동안 다른 종족에 대해 유화 정책
을 펼쳤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폴리티 점수와 자유도를 총체적으로 보
았을 때, 1980년 도에 의해 정권이 전복되기 전 단기적으로 민주주의 수
준에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아메리코-라이베리아인 정권 하에
서 다른 종족의 권리는 존중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메리코-라이베리아인의 마지막 정권인 톨버트 정권을 쿠데타로 무
너뜨린 도 정권 또한 종족 차별에 있어서 이전의 아메리코-라이베리아인 
정권들과 다를 바 없었다. 다른 종족을 정치적·경제적으로 차별하였다는 
간접적 근거는 민주주의 수준에서 찾을 수 있다. 폴리티 IV 프로젝트에 따
르면 도 집권 기간 중 초기 1980년에서 1983년까지 폴리티 점수는 –7점
이다. 이것은 도 정권에서의 민주주의 수준이 이전 정권들에 비해 더 낮았
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후 1983년부터 1989년 사이에 폴리티 점수는 –6
점으로 아메리코-라이베리아인 정권들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를 통해 도 
정권은 권위주의적 정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127) 

프리덤하우스의 자유도 또한 비슷한 추세를 보여준다. <그림 4-2>
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도 정권에서 시민의 자유는 1983년에 2점에서 
3점으로 상승한 이후 줄곧 그 점수를 유지하였고, 정치적 권리는 1983년
에 시민의 자유와 함께 잠시 높아졌다가 1984년에 다시 하락, 1985년에 
다시 증가하였으나 1988년에 다시 하락하였다. 이러한 변동은 정치적 권
리와 시민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 것을 뜻하는 2점에서 3점 사이에 나타
났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이전 톨버트 정권과 비슷한 수준에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폴리티 점수와 자유도는 도 정권은 권위정이었으며 이 체제 하
에서 민주주의 수준이 낮았다는 것을 일관성 있게 보여준다.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두 지표는 테일러 정권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
견차를 보여준다. 테일러는 1997년 선거를 통해 대통령의 직위에 올랐는

127) Marshall and Gur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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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폴리티 점수에 따르면 테일러의 전체 집권 기간 중 1997년부터 2002
년 까지는 0점, 2003년에는 1점으로 민주주의 수준이 향상되었으며, 줄곧 
혼합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테일러는 정권 유지를 위해 자
신의 종족을 이용하거나 타 종족을 탄압하는 방법에 덜 의존적이었다는 
데이비드 맥도너프(David McDonough)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한다.128) 

반면, 프리덤하우스의 자유도는 다른 흐름을 보여준다. 프리덤하우
스에 따르면 테일러 정권의 초기였던 1997년에서 1999년까지 2년 동안은 
정치적 권리와 시민의 자유가 전 정권에 비해 높아져 혼합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1999년을 기점으로 정치적 권리와 시민의 자유 두 점수 모
두 하락하기 시작하여 2001년에는 정치적 권리와 시민의 자유 모두 2점으
로 낮은 수준에 머무르게 되어 권위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후 등장한 규드 브라이언트(Gyude Bryant)와 엘렌 존슨 설리프
(Ellen Johnson Sirleaf) 정권에서는 민주주의가 상승하였다. 2004년부터 
2005까지 집권한 과도 정부(transitional government)인 브라이언트 정
권에서는 민주주의 수준이 꾸준히 상승하였다. 폴리티 점수에 따르면 
2004년에 3점에서 2005년 5점으로 상승하였고, 프리덤하우스도 유사한 
경향을 보여준다. 브라이언트 정권하에서 정치적 권리는 2004년 3점, 
2005년에 4점이 되었고, 시민의 권리는 4점을 줄곧 유지하고 있었다. 이
러한 자료에 근거할 때, 브라이언트 정권의 민주주의는 테일러 정권에 비
해 향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설리프는 2006년에 당선되었고, 2011년 재선되어 이후 두 번째 임
기를 지내고 있다. 설리프 정권에서는 과도 정부였던 브라이언트 정부에 
비해서도 민주주의가 약간 상승하였으나, 그 이후 민주주의 수준에 향상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폴리티 점수에 따르면 설리프 정권의 민주주의 수준
은 10점 중 6점을, 프리덤하우스의 자유도에 따르면 정치적 권리는 5점으
로, 시민의 자유는 4점을 줄곧 유지되고 있다. 

이와 같이 민주주의 수준을 통해 종족 차별의 정도에 대해 간접적으

128) David S. McDonough, “From Guerrillas to Government: Post-Conflict 
Stability in Liberia, Uganda and Rwanda,” Third World Quarterly, Vol. 29, 
No. 2 (2008), p.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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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살펴보았다. 요약하자면 아메리코-라이베리아인 정권, 도 정권, 테일러 
정권에서는 민주주의 수준이 낮았으며, 이로 말미암아 상당한 수준의 종족 
차별을 대중들이 감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민
주주의 수준을 통해서는 간접적으로만 종족 차별을 추정할 수 있을 뿐이
며, 폴리티 점수와 자유도가 보여주는 민주주의 수준이 테일러 정권에 대
해서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종족 차별의 사례가 있는지를 찾
아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다음으로는 종족 차별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
는 정권에서 실제로 종족 차별이 있었는지 살펴본다. 

3. 종족 차별 사례 

역사를 살펴보면, 라이베리아에서는 독립 과정에서부터 차별이 시작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독립 이전에 라이베리아는 미국식민협회
(American Colonization Society)129)의 지배를 받았다. 이 단체는 수 천 
명의 자유민 미국 흑인들의 이주를 도와 라이베리아 식민지를 건설하였다. 
이 때 라이베리아에 정착한 흑인들을 아메리코-라이베리아인이라고 한다. 
라이베리아는 20여 년 동안 미국식민협회의 통치 하에 있다 아메리코-라
이베리아인들을 중심으로 1847년 6월 16일에 독립을 선언하였다.130) ‘토
착민(native tribes)’들은 이러한 과정에서 배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차별은 
이미 예견된 것이라고 할 수 있었으며, 독립 후에는 전체 인구의 2.5%에 

129) 미국식민협회는 1817년 로버트 핀리(Robert Finley)에 의해 설립되어 미국 흑인
들의 아프리카 이주를 지원하였다. 이 단체는 탈출한 시에라리온을 식민지 노예를 
위한 자유의 땅으로 수립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지만 1821년에서 1822년 사이에는 
라이베리아 식민지(Colony of Liberia) 건설을 도왔다. 그 결과 1821년부터 수천 
명의 자유민 미국 흑인들이 미국에서 라이베리아로 이주하였고, 20년 남짓의 기간 
동안 식민지는 성장하여 경제적 안정을 확고히 하였고, 1847년에 라이베리아 입법
부는 독립을 선언하였다. 

130) Morten B⊘ås, “Liberia and Sierra Leone—dead Ringers? The Logic of 
Neopatrimonial Rule,” Third World Quarterly, Vol. 22, No. 5 (2001), p. 
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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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한 아메리코-라이베리아인들이 133년 동안 다수의 토착민들을 지배하
였다.131) 미국에서 이주한 흑인인 아메리코-라이베리아인들은 자신들도 미
국에서 차별을 겪었으나 라이베리아에서는 토착민들에 대한 차별 정책을 
시행하였다. 나머지 종족들은 정치적·경제적 권리로부터 배제되었다. 

아메리코-라이베리아인들은 그들에게 익숙한 미국 헌법을 참고하여 
헌법을 제정하였다. 때문에 라이베리아의 헌법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독
립적이며, 양도불가능한 천부적 자연권을 가지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메리코-라이베리아인과 토착민들 사이에는 명백한 구분이 존재
하였으며, 소위 토착민에게는 선거에 출마하거나 투표를 할 권리가 주어지
지 않았다.132) 토착민들에게는 1904년까지는 공식적인 시민권조차 주어지
지 않았고, 1946년에야 제한적인 투표권이 주어졌으며, 1985년 선거에서 
실질적인 투표권이 행사될 수 있었는데, 이 선거는 부정으로 얼룩져 투표
권이 사실상 무의미하였다.133) 이와 같이 가장 기초적인 정치 참여 수단조
차 차단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토착민들은 정치적·경제적 권리로부터 배제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아메리코-라이베리아인들의 통치에 대해 토착민들이 저항하였으나 
집권 세력은 이들을 제압하고 1870년 트루휘그당(True Whig Party)을 수
립하였고, 이후 110년 동안 트루휘그당 중심의 일당체제로 운영하였다.134) 
이 체제 하에서 아메리코-라이베리아인들은 토지와 노동력을 마음껏 사용
하였으며, 광물, 플랜테이션, 원조에서 나온 이익과 자원을 배당받고, 좋은 
교육을 받았다.135) 이주민인 아메리코-라이베리아인의 소수 독재 정치는 

131) 아메리코-라이베리아인들은 한 시점에 사만 명을 넘는 경우가 없었으며(Outram 
1999, p. 164), 1822년에서 1861년까지 십이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주하였다(B
⊘ås, 2001, p. 702).

132) B⊘ås, 2001, p. 702. 
133) Outram, 1999, p. 164. 
134) B⊘ås, 2001, p. 702.
135) Robert W. Clower, Growth without Development. An Economic Survey of 

Liberia, (Northwestern University, 1966); W. Penn Handwerker, “Fiscal 
Corruption and the Moral Economy of Resource Acquisition,” Research in 
Economic Anthropology, Vol. 9 (1987), pp. 307–53; Eckhard Hinzen and 
Robert Kappel, Dependence, Underdevelopment and Persistent Conflict: 
On the Political Economy of Liberia, (Übersee-Museum,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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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착민들의 노동력을 강제로 동원하고, 노예로 부리고, 이들을 억압함으로
서 가능하였다.136) 

이로 인해 정착민인 아메리코-라이베리아인들과 토착민들 간의 갈등
이 양산되었는데, 이들 간의 갈등은 도가 톨버트 정권을 쿠데타를 일으켜 
전복시킨 사건에서도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을 보여주는 한 일화로써, 톨
버트 정권에서 장관을 지낸 인사의 인터뷰에 따르면 정부 공무원들은 그
들이 “순수” 토착민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받음으로써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한다.137) 

톨버트가 처형당한 후 토착민들은 도 정권이 133년 이상의 통치를 
한 아메리코-라이베리아인의 통치를 끝내고 포용적인 정책을 취할 것이라
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138) 그러나 도 정권 하에서는 더 많은 종족 갈등
이 발생하였다. 아메리코-라이베리아인들은 토착민들에 대한 일괄적으로 
차별을 하였기 때문에 아메리코-라이베리아인과 토착민 사이에서만 갈등
을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도 정권에서는 일부 토착민이 다수의 다른 
토착민들을 차별함으로써 1980년 이후 더 많은 종족들 사이에 갈등이 발
생하게 되었다.139) 포즈너의 ‘정치적으로 중요한 종족(Politically 
Relevvant Ethnig Groups: 이하 PREG)’ 데이터는 도 집권 이후 종족 갈
등의 양상이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PREG에 따르면 라이베리아의 종
족분열도는 1960년과 1970년에는 0.01이었으나 1980년과 1990년에는 
0.62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종족 간 정치적·경제적 차
별이 있었다.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도 정권이 종족 차별 정책을 취하였다는 것
을 명백히 알 수 있다. 아메리코-라이베리아인 대통령들과 달리 군부 출
신의 도는 신가산제를 유지할 수 있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기반이 없었

136) 이와 같은 이주민 과두제는 토착민들의 노예화, 강제 노동, 억압과 같은 경제적 
착취에 의해 유지되었다. (Wentworth 1994, p. 5) 

137) M. Burleigh Holder, The Hand of God, (Xlibris Corporation, 2006), p. 
139.  벌레이 홀더는 그의 자서전을 TRC에 공식 성명으로 제출하였다. 

138) Stephen Ellis, The Mask of Anarchy: The Destruction of Liberia and the 
Religious Dimension of an African Civil War, (NYU Press, 2001), p. 54. 

139) Klaus Schlichte, “Is Ethnicity a Cause of War?” Peace Review, Vol. 6, 
No. 1 (March 1, 1994), pp. 59–65, pp. 6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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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권력 기반을 종족으로부터 찾고자 하였다. 크란족 출신이었던 
도는 크란족에게 유리한 정책을 취하는 반면 다른 종족들을 배제하였고, 
특히 님바 카운티(Nimba country)의 지오족과 마노족에 불익을 주었
다.140) 

그러나 전체 인구의 약 4%p 불과한 크란족141)만으로는 권력 기반이 
취약하다고 생각한 도는 가장 덜 위협적으로 느껴진 만딩고(mandingo)
족142)에게 손을 내밀었다. 이 거래는 만딩고족에게도 이득이었다. 만딩고
족은 소수이고 이질적인 정체성143)을 가지고 있어 정치적으로 입지가 약
하였기 때문에 대통령의 보호가 필요했기 때문이다.144)

이와 같은 정권 유지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 정권하에서는 이
전에 비해 많은 쿠데타가 일어났다. 특히 1985년 지오족 출신 군부 장성 
토마스 끼웡크파(Thomas Quiwonkpa)의 쿠데타 시도 이후에 도는 크란
족이 장악하고 있던 라이베리아 군부(Armed Forces of Liberia)를 이용
해145) 반정부 세력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징벌하였는데, 이 때 학살된 사

140) Bill Berkeley, Liberia, a Promise Betrayed: A Report on Human Rights, 
(Lawyers Committee for Human Rights New York, 1986), pp 21-25; J. Gus 
Liebenow, Liberia: The Quest for Democracy,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7), p. 263, pp. 267-268; African Watch, Liberia: The 
Cycle of Abuse: Human Rights Violations Since the November Cease-Fire,  
(1991), (http://www.hrw.org/reports/1991/liberia/) (검색일: 2015년 1월 28
일); Wentworth 1994, p. 267. 

141) Minority Rights Group International. World Directory of Minorities and 
Indigenous Peoples-Liberia: Overview. 

   (http://www.minorityrights.org/5235/liberia/liberia-overview.html) (검색일: 
2015년 1월 28일)

142) 만딩고족은 주로 서아프리카에 거주하였으며 라이베리아 외에도 감비아, 기니, 말
리, 시에라리온, 코트디부아르, 세네갈, 부르키나파소, 기니 비사우, 니제르, 모리타
니아에 거주하고 있다. 만딩고족은 대부분 떠돌아다니며 상업에 종사하고 이슬람교
를 믿기 때문에 라이베리아에서는 원래부터 라이베리아 땅에 거주하던 토착민이 아
니라 외부인이라는 인식이 있다.   

143) 대부분의 라이베리아 종족들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예외적으로 만딩고족은 
상업에, 크루족은 어업에 종사하였다. 

144) William Reno, “Anti-Corruption Efforts in Liberia: Are They Aimed at 
the Right Targets?” International Peacekeeping, Vol. 15, No. 3 (2008), p. 
395.

145) Ellis,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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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 수는 약 3000명 정도로 추정되며146) 희생자들은 주로 끼웡크파의 종족
이었던 지오족, 그리고 지오족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마노족이었
다.147) 나이지리아 학자 아데케예 아데바조(Adekeye Adebajo)는 “이 하
나의 에피소드가 라이베리아 내전의 원인인 종족 간 갈등의 단초를 마련
했다”고 까지 하고 있다.148) 대량 학살을 동반한 정치적 복수가 이루어진 
이후, 토착민들 간의 종족 구분이 더욱 중요해졌다. 모든 작전의 중심에 
있었던 크란족에 대한 적대감이 강해지고,149) 크란족의 동맹인 만딩고족에 
대한 적대감 또한 강해졌다.150)

종족 갈등이 내전 발발에 일조하였기 때문에 내전 전개 양상 또한 
종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다. 1989년 크리스
마스 이브에 테일러는 167명의 반군을 이끌고 내전을 일으켰다. 처음에 
도 정권은 이 반군이 11개의 평화 조약과 20개의 정전 협정으로 이어지는 
큰 내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다.151) 테일러는 아메리코-
라이베리아인이지만 지오족 출신 프린스 존슨(Prince Johnson)과 함께 
‘라이베리아 애국전선 (National Patriotic Front of Liberia: 이하 
NPFL)’을 이끌었다. 이들은 코트디부아르 국경을 넘어 라이베리아의 님바 
카운티로 진입하였다. 님바 카운티에는 주로 지오족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
문에 프린스 존슨이 반군을 모집하기에 용이하였기 때문이다. 크란족과 만
딩고족에 복수를 벼르고 있었던 지오족과 마노족 젊은이들 상당수가 반군
에 참여하여 처음에 500여명에 불과하던 반군 세력은 강화되었다.152) 도 
정권은 반란군이 주로 지오족과 마노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군대를 동원해 이 종족들의 마을을 공격했고, 테일러가 이

146) Adekeye Adebajo, Liberia’s Civil War: Nigeria, ECOMOG, and Regional 
Security in West Africa, (Lynne Rienner Publishers, 2002); Charles T. Call, 
“Liberia’s War Recurrence: Grievance over Greed,” Civil Wars, Vol. 12, 
No. 4 (2010), pp. 347–69. 

147) B⊘ås, 2001, pp. 697–723. 
148) Call, 2010, pp. 347–69. 
149) Berkeley, 1986, pp. 22-25; Paul Gifford, Christianity and Politics in Doe’s 

Liberi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pp. 33-34. 
150) Outram, 1999, p. 167.
151) Call, 2010, p. 349. 
152) Ofuatey-Kodjoe, 1994, pp. 26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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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는 군대는 크란족과 만딩고족이 사는 마을을 공격했다.153) 내전 과정에
서 종족이 정부군과 반군, 적군과 아군을 나누는 기준이 되고 이에 따라 
대량 학살이 이루어지자 종족 간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다. 

테일러는 라이베리아 1차 내전(1989-1997)의 주요 군벌이었지만 
1997년 선거에서 75% 이상 득표하여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154) 1997년 
라이베리아 선거는 아부자 2차 협정(Abuja II Accord)에 규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선거 시행은 국제 참관인의 관할 하에 놀라울 정도로 공정하고 자
유롭게 진행되었다. 테일러가 많은 사람을 학살하였지만 높은 득표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치권력에 대한 그의 강한 집착이 사람들의 두려움을 
샀기 때문이다. 선거당시 테일러 진영의 유명한 선거 구호였던 “그는 나의 
부모를 죽였지만, 나는 그를 위해 투표할 것이다”는 테일러의 정치권력에 
대한 집착을 드러내주었다. 라이베리아인들은 테일러가 선출되지 않을 경
우 그가 평화 협정을 깨트리고 다시 내전을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종족을 막론하고 테일러에게 표를 던졌다.155) 

테일러 집권 시기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수준을 보여주는 두 지표인 
폴리티 점수나 자유도는 서로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테일러는 절
차상 문제가 없는 선거를 통해 집권하였기 때문에 테일러 정권 하에서의 
종족에 따른 정치적·경제적 차별 정도를 민주주의 수준 지표를 통해 알아
보는 방법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테일러 정권의 민주주의 
수준이 도 정권에 비해 높았으며, 종족 정치에 덜 의존하고 있었다. 그러
나 테일러가 종족 갈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었다. 

종족 갈등의 일례는 정적 제거를 통해 드러났다.156) 정적 제거가 항
153) B⊘ås, 2001, p.709.
154) African Elections Database. Elections in Liberia. 

http://africanelections.tripod.com/lr.html#1997_Presidential_Election (검색
일: 2015년 1월 28일) 이 선거에서 총 유권자 수는 751,430명이었으며 그 중 
621,880명이 투표를 하였다.  

155) William Reno, “Reconstructing Peace in Liberia,” Durable Peace: in 
Taisler M. Ali and Robert O. Matthews (eds.), Challenges for Peacebuilding 
in Africa,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2004), pp. 115–41; David 
Harris, “From ‘warlord’ to ‘democratic’ president: How Charles Taylor 
Won the 1997 Liberian Elections,” The Journal of Modern African Studies, 
Vol. 37, No. 3 (September 1999), pp. 4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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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종족 갈등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라이베리아와 같이 과
거 경험을 통해 종족 정체성이 중요해졌고, 종족 집단을 중심으로 정치 집
단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정적 제거가 종족 갈등의 성격을 동반할 수 있
다. ‘라이베리아 민주주의통일해방전선-루즈벨트 존슨 (United Liberation 
Movement for Democracy in Liberia – Roosevelt Johnson: 이하 
ULIMO-J)’의 지도자였던 루즈벨트 존슨(Roosevelt Johnson)과 그의 측근  
군벌을 탄압한 사건은 종족 갈등이 내재된 정적 제거 사례였다.157) 

1998년 9월 18일, 수백 명의 라이베리아 치안 부대와 비정규병은 
대통령을 살해하려는 음모를 꾸몄다는 명목으로 루즈벨트 존슨의 추종자
들을 탄압하였다.158) 이 작전을 ‘캠프 존슨 로드 작전(Operation Camp 
Johnson Road)’이라 한다. 루즈벨트 존슨은 이 작전에서 살아남아 미국 
대사관으로 도피하였으나 그가 도피해 있는 동안 테일러 정부는 루즈벨트 
존슨의 오른팔이었던 마디슨 위온(Madison Wion)을 포함한 그의 추종자
들을 살해하였다.159) 17일 동안 이 사건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재판을 거
치지 않고 처형되었다. 미 국무부는 이 때 300명이 사망하였으며, 사망자 
대부분은 크란족이라고 보고하였다.160) 어떤 사람들은 이 공격이 루즈벨트 
존슨을 살해하기 위한 시도였다고 본다. 그러나 이 17일 동안의 정치적 
소요로 인해 9000명이 라이베리아를 떠났으며, 이들 중 대부분은 크란족
이었다161)는 사실은 이 사건을 대중들에 대한 종족 차별로 해석할 수 있
는 여지를 보여준다. 또한, 특정 종족을 탄압한 이 사건을 통해 종족 간 
골이 더욱 깊어졌을 것을 짐작할 수 있다. 

156) Call, 2010, pp. 347–69.
157) Call, 2010, p. 353.
158) U.S. Department of State, “Liberia Country Report on Human Rights 

Practices for 1998,” (26 February 1999), p.1. 
(http://www.state.gov/1997-2001-NOPDFS/global/human_rights/1998_hrp_r
eport/liberia.html) (검색일: 2015년 1월 28일)

159) 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of Canada, “Liberia: Madison Wion and 
Treatment of his Relatives by Liberian Authorities,” (2 March 2001), 
(http://www.ecoi.net/local_link/184961/302498_de.html) (검색일: 2015년 1월 
28일)

160) 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of Canada, 2001. 
161) U.S. Department of State,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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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족 차별의 또 다른 근거는 군, 경찰, 치안 부대의 구성과 작전이 
종족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러한 행태에 대한 불만은 ‘화
해와 민주를 위한 라이베리아 연합(Liberians United for Reconciliation 
and Democracy : 이하 LURD)의 ‘라이베리아의 안정성을 위한 청사진 
(Blue Print for Stability in Liberia 2002)’에 나타난다. 이 문서는 치안 
부분에서의 테일러 정권의 부정행위에 대한 불만을 담고 있다.

전쟁 후 처음으로 세워진 테일러 정부는 군, 경찰, 그 외 다양
한 치안 에이전시가 중립성을 갖도록 개혁해야 한다. 즉, 협정
에 참여한 어떤 단체도 군, 그리고 그 외 어떤 치안 에이전시
에 대해서 우위를 점해서는 안 된다.162) 

그러나 반군은 테일러 정부가 이러한 기대를 저버렸다고 생각하였
다. LURD 문서에서는 위의 약속이 ‘역사 속 쓰레기 통으로 처박혀’ 버렸
으며, ‘테일러의 NPFL이 국군과 다른 치안 에이전시를 대체’ 하였고, ‘이
러한 조치가 국가의 치안 상황을 더 악화시켰으며 국가 치안 네트워크와 
관련해 시민들과 주민들에게 남아 있던 신뢰를 송두리째 뽑아갔다’고 하였
다.163) 테일러 정권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LURD가 상황을 과장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연구자들 또한 테일러가 야당, 국제 사회가 요구했던 
개혁을 실시하지 않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치안 부대를 사용하였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그 결과 군대와 치안 부대는 견제를 받지 않았다. 

테일러가 군이나 치안 부대와 같이 폭력을 동원할 수 있는 기구의 
중립성을 보장하라는 개혁 방안에 부정적이었던 까닭은 도의 종족인 크란
족이 여전히 군을 장악하고 있다고 여겨 군을 불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크란족을 견제하기 위해 테일러는 2600명의 병사를 군대에서 해산시켰다. 
해산된 군인 대다수는 크란족이었으며, 이들의 자리를 전 NPFL 병사들이 
대체하였다.164) 이러한 상황에 대해 아데바조는 ‘반대자들이 폭력 외에 정

162) LURD, “Blue Print for Stability in Liberia,” The Perspective, (Atlanta, 
Georgia, 4 October, 2002)

   (http://www.theperspective.org/lurdblueprint.html) (검색일: 2015년 1월 28일)
163) LURD,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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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에 도전할 수 있는 정당한 방법이 없는 상태와 같다’고 평하였다.165)

이와 같이 종족 갈등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2000년과 2003년
에 테일러 정권에 도전하는 반군 세력이 봉기하였다. 이 세력은 LURD와 
‘라이베리아 민주운동(Movement for Democracy in Liberia : 이하 
MODEL)’였다.166) 두 반군은 도 정권에서 권력 우위를 점하다 테일러 정
권에서 권력을 잃어버린 만딩고족과 크란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는 점에
서 종족 차별에서 생긴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내전을 일으킨 것이라 볼 
수 있다.  

4. 소결 

이 장에서는 정부의 대중에 대한 종족 차별이 어떻게 불만을 형성하
였는지 살펴보았다. 우선 민주주의 수준을 나타내 주는 지표를 통해 간접
적으로 종족 차별의 정도를 살펴보고, 실질적으로 종족 차별적인 정책이 
있었거나 종족 차별이 드러난 사건을 살펴보았다. 

대체적으로 민주주의 지표는 대중에 대한 정부의 종족 차별을 잘 드
러내 주는 지표였다. 민주주의 지표를 살펴보았을 때 가장 낮은 민주주의 
수준을 유지하였던 아메리코-라이베리아인 정권과 도 정권에서는 구체적 
정책이나 사건들을 살펴보았을 때도 가장 인권 유린이 심각하였으며, 종족 
차별 또한 심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주의 지표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 종족 차별의 정도
가 정치적으로 심각한 불만을 양산해 내는 정도인지, 무시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인지를 드러내 주지는 못하였다. 테일러 정권의 경우 이전 정권들에 
비해 민주주의 수준이 높아졌으며 전반적으로는 정치적 권리를 어느 정도 

164) Adebajo, 2002, p.235; John-Peter Pham, Liberia: Portrait of a Failed 
State, (Reed Press, 2004),  p.177.

165) Adebajo, 2002, pp.70–71.
166) McDonough, 2008, p.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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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하면서도 종족 차별적 조치를 취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종
족 차별 정책과 사건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민주주의 지표와 구체적 사건들을 통해 라이베리아 각 시기별 종족 
차별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러나 대중에 대해 정부가 종족 구분에 
따른 배타적 정책을 택하는지 포용적 정책을 택하는지는 내전 발발을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중 차원에서 가장 배타적인 정책을 취
한 정권 중 하나인 아메리코-라이베리아인 정권은 내전을 겪지 않았던 반
면, 상대적으로 덜 배타적인 것처럼 보이는 테일러 정권은 내전을 겪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엘리트에 대한 전략이 배타
적이었는지 포용적이었는지를 정권별로 살펴보아야 한다. 엘리트와 대중은 
모두 내전 발발에 필요한 행위자이기 때문에 엘리트와 대중이 모두 불만
이 쌓여 내전을 일으키려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내전이 발발할 것
이기 때문이다. 물론 대중과 엘리트의 역할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적인 불
만의 증가가 쿠데타나 내전과 같은 라이베리아의 국가 실패를 가져왔다고 
주장하는 연구도 있다.167) 그러나 엘리트와 대중이 항상 같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정부의 대 엘리트 전
략에 대해서 살펴본다. 

167) Stephen Ellis, “Liberia’s Warlord Insurgency,” in Christopher S. 
Clapham (ed.), African Guerrillas, (Oxford: James Currey, 1998), pp. 
155-157; Elwood D. Dunn, “Liberia’s Internal Responses to ECOMOG’s 
Interventionist Efforts,” in Karl P. Magyrar and Earl Conteh-Morgan, 
Peacekeeping in Africa: ECOMOG in Liberia. (New York: Palgrave 
Macmillan, 1998), p.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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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엘리트에 대한 정부의 종족 차별

앞 장에서 신가산제가 지배하는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정부가 종족 
차별을 하지 않고 포용적 전략을 취할 경우 내전이 억지되는 반면 그렇지 
않고 배타적 전략을 취할 경우 내전이 발발하게 된다는 가설을 세웠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가설을 엘리트와 대중이라는 두 층위로 나누어 살펴보는데, 
앞 장에서는 대중에 초점을 맞추었으므로 이 장에서는 엘리트에 초점을 
맞춘다. 

각 시기별 중앙 권력 분배의 포용성/ㅐ타성을 파악하기 위해 이 장
에서는 크게 두 자료를 참고하였다. 먼저 대략적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내
각 중에서도 요직의 종족 구성에 관한 자료, 그리고 내각 전체 크기에 관
한 자료를 사용한다. 대략적인 추세를 파악한 후에는 ‘어떤 종족 출신의, 
누가, 어떤 정권 하에서, 어떤 직위에 올랐는지’에 대한 정보를 2차 자료
를 통해 보충한다.   

1. 중앙 권력 분배
 
각 시기별 중앙 권력 분배의 포용성/배타성을 대략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핵심 권력의 종족 구성에 대한 자료, 그리고 요직이 아닌 내각까
지 고려한 자료, 두 자료를 사용한다. 하나의 자료에 의존하지 않고 두 자
료를 사용하는 까닭은 두 자료 모두 신가산제의 중요한 측면을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일각에 있기 때문이다.168)  그러나 두 자료는 

168) 내각의 크기로 신가산제의 포용성/배타성을 측정한 연구로는 다음 연구들을 참
조. Leonardo R. Arriola, Multi-Ethnic Coalitions in Africa: Business 
Financing of Opposition Election Campaign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Felix S. Bethke, “The Consequences of 
Divide-and-Rule Politics in Africa South of the Sahara,” Peace 
Economics, Peace Science and Public Policy, Vol. 18, No. 3 (Decembe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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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떤 자료가 내전
과 관련 있는 신가산제의 양상을 더 잘 포착하고 있는지 또한 파악하고자 
한다. 

첫 번째 자료는 내각 중에서도 핵심 권력만 고려한다. 이 자료는 주
요직의 권력 분배만이 정치적으로 고려할 가치가 있다는 관점에 기반하고 
있다. 주요직만 중요한 까닭은 내각의 모든 관료들이 실질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고, 각 직위가 동등한 영향력이 있지 않기 때문이다.169) 
‘종족 권력 관계 데이터(Ethnic Power Relations Dataset: 이하 EPR)’는 
이러한 관점에 의거하여 핵심 권력의 종족 구성을 보여준다. 두 번째로 살
펴볼 내각 크기 자료는 핵심 권력이 아니더라도 모든 내각이 권력을 가지
고 있으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관점에 기반하고 있다. 이 관점에 따르
면 정부는 요직이 아니더라도 내각의 한 자리를 주어 엘리트를 자신의 편
으로 포섭할 수 있다. 

이러한 자료들을 이용하여 엘리트에 대한 정부의 종족 차별과 내전 
발발의 관계를 살펴본다. 또한 부차적으로 서로 다른 두 관점의 자료 중 
어떤 자료가 더 내전 발발을 잘 설명할 수 있는지 파악 한다. 

1) 핵심 권력 

핵심 권력의 종족 구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EPR 자료를 사용한다. 
이 자료는 전 세계의 모든 정치적으로 중요한 종족을 규명하고, 각 종족이 
중앙 국가 권력에 접근 가능한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 때 중앙 국가 권력
은 행정부와 그 외 가장 중요한 기관170)을 일컫는다. 그리고 행정부나 기

169) Bratton and Van de Walle, 1997, p. 63.
170)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들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아프리카의 대통령제에

서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거한 삼권 분립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행정부에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아프리카 국가의 권력 분배를 살펴보기 위해 행정부
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특수한 경우가 있는데, 군부 
독재의 경우에는 군에, 대통령제에서도 상위 내각(senior cabinet)을 가지고 있는 
경우 상위 내각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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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주요 기관 중에서도 부통령, 국방부, 내무부, 외교부, 재무부와 같이 다
른 직위에 비해 더 영향력이 강하고 가치 있는 요직에 초점을 맞추고 있
다. 이 자료는 이러한 핵심 권력에서 각 종족 집단이 인구 규모 대비 과대
/과소 대표되는지가 아니라 절대적 접근성이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 자료
는 권력에 대한 접근성은 각 종족이 행정부에서 차지하고 있는 직위 수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위에 비해 더 영향력이 강한 요직을 차지하
고 있느냐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171) 

EPR 데이터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종족 집단의 상태를 ‘독점, 우세, 
상위 파트너, 하위 파트너, 지역 자치, 분리주의자 자치, 무력(powerless), 
차별’ 8가지로 정의한다. 주도 집단(leading group)과 후속 집단
(following group)의 지위(status)를 기준으로 이 범주를 재정의 하면 각
국의 권력 구조를 ‘독점, 우세, 불균등 파트너 관계, 균등 파트너 관계’로 
구분할 수 있다. 각 국의 주도 집단의 지위가 독점 혹은 우세인 경우 권력 
구조 또한 각각 독점, 우세라고 할 수 있다. 또, 주도 집단이 상위 파트너
로 자리매김하고 후속 집단이 하위 파트너로 협력하는 경우 불균등 파트
너 관계로, 후속 집단 없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모든 종족 집단이 상위 파
트너인 경우 균등 파트너 관계라 할 수 있다. 이 네 범주는 앞에서부터 권
력 집중이 더 심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권력 집중 정도에 따라 4부
터 1까지 권력 집중도를 매길 수 있다. 

<표 5-1>은 1946년부터 2009년까지의 자료를 제공하는 EPR 3.0 
데이터 중 라이베리아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첫 번째 열의 시기 구분은 
종족 집단 간 관계 변화에 따라 결정된다. 가령, 자료 제공이 시작된 
1946년부터 1980년까지 아메리코-라이베리아인이 주도 집단이었고 다른 
토착민들은 모두 차별을 받는 집단이었다. 그러나 1980년 이후 크란족 출
신 도가 쿠데타로 집권하면서 종족 집단 간 관계에 변화가 생기게 되었으
며, 종족 간 권력 관계가 변화 한 1980년을 기점으로 시기가 구분된다. 

171) Wimmer, Cederman, and Min, 2009, pp. 3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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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 열까지는 종족 집단의 지위에 따라 각 종족
을 정리한 것이다. 주도 집단은 국가의 중앙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종족이
다. 주도 집단은 항상 존재하지만 이 집단에 권력이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
지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권력 집중 정도에 따라 권력 구조가 
결정된다. 가령, 주도 집단이 국가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경우, 우세한 경
우, 다른 집단과 권력을 공유하는 경우 모두 권력 집중 정도가 다르다. 후
속 집단은 주도 집단과 갈등하지 않고 협력하면서 중앙 권력의 수혜를 받
는 집단이고, 주도 집단과 후속 집단은 권력 점유에 있어서 동등한 위치에 
있지 않다. 차별 받는 집단은 중앙 권력으로부터 배제된 집단이다. 이들은 
주도 집단으로부터 체계적으로 차별받는 집단이기 때문에 주도 집단과 갈
등관계에 놓여 있다. 무관한 집단은 종족 정체성은 있지만 정치적으로 중
요하지 않은 종족이다. 

여섯 번째 열의 권력 구조는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주도 집단과 
협력 집단 간의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일곱 번째 열의 권력 분배 
전략은 행정부 등 핵심 권력의 분배에서 배제된 정치적으로 중요한 집단
이 있는지를 나타낸 것이다. EPR 데이터에서 차별 받는 집단이 있는 경우 
권력 분배가 배타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차별 받는 집단이 없는 경우 권력 
분배가 포용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부분이 본 연구의 독립 
변수인 포용적/배타적 신가산제 전략을 대변한다. 내전 발발 여부는 종속 
변수로 각 시기별 내전 발발 여부를 나타낸다. 

독립 변수인 정부 전략과 종속 변수인 내전 발발을 매칭시키면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완벽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본 연구의 가설에 따르면 
배타적 전략에 의거해 권력 분배를 하면 내전이 발발하고, 포용적 전략을 
택하면 내전이 발발하지 않아야 한다. 이 가설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아
메리코-라이베리아인들이 권력을 독점하던 시기인데, 이 시기에는 토착민
들이 중앙 권력 분배에서 배제되었지만 내전이 발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다섯 시기의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를 매칭 시킨 결과
는 가설을 뒷받침한다. 1981년에서 1989년 도가 집권하던 시기에는 지오
족, 마노족, 아메리코-라이베리아인이 권력 분배에서 배제되어 내전이 발
발하였고, 테일러가 집권하던 1997년에서 2003년에는 크란족과 만딩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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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배제되어 내전이 발발하였다. 제 2차 내전이 종결된 후 수립된 과도 
정부(2004-2005)는 어떤 종족도 배제되지 않는 포용적 전략으로 권력 분
배를 하여 내전이 발발하지 않았다. 그리고 과도 정부 이후에 2006년 선
거를 통해 선출되어 현재까지 집권하고 있는 설리프 정권에서도 어떤 종
족도 배제하지 않는 포용적 전략을 하여 내전이 발발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172) 

또 하나의 가능성은 종족에 대한 포용적/배타적 권력 분배가 내전 
발발 보다는 내전 뿐 아니라 쿠데타 등을 포함한 정치적 불안정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림 5-1>은 PRIO 전사자 데이터(PRIO Battle 
Death Dataset)가 제공하는 1980년부터 2003년까지 라이베리아의 전사자
를 각 연도별 최소·최대·가장 정확한 추정치를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에
서 1980년에 발생한 전사자는 도가 일으킨 군사 쿠데타로 인해 야기된 것
이다. 또, 1989년부터 1995년까지의 전사자는 제 1차 내전에 의한 것이
고, 2000년부터 2003년까지의 전사자는 제 2차 내전에 의한 것이다. 독립 
변수인 <표 5-1>의 권력 분배 전략과 <그림 5-1>의 전사자를 총체적으로 
보면, 배타적 권력 분배가 행해진 경우 전사자를 야기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배타적/포용적 권력 분배 전략의 양상은 쿠
데타와 내전을 포괄하는 개념인 정치적 불안정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다고

172) 그러나 포용적 전략을 한다는 것이 신가산제에서 자유롭거나 공적(merit)을 기준
으로 등용된다는 것은 아니다. 설리프 대통령은 주요 국가 권력에 자신과 가까운 
인물들을 앉혀 국가를 사유화 하고 있다고 비난받아 왔다. 자격 요건을 따지지 않
고 대통령 설리프가 임명했다고 하는 인물들은 다음과 같다. 로버트 설리프(Robert 
Sirleaf)는 대통령의 아들로써 대통령 수석 고문(senior advisor)이고 라이베리아 
석유 회사(Liberian Oil Company)의 이사로 지명되었다. 찰스 설리프(Charles 
Sirleaf) 또한 대통령의 아들이고, 라이베리아 중앙은행(Central Bank of Liberia)
의 재무 이사(Director of Finance)를 맡고 있다. 폼바 설리프(Fomba Sirleaf) 또
한 대통령의 아들인데, 그는 국가정보부(National Security Agency)의 중책을 맡
고 있다. 카르니 존슨(Carnie Johnson)은 대통령의 남자 형제이고, 암립(amlib)과 
그 외 광업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다. 에스트라다 버나드는 대통령의 여자 형제와 
결혼하여 대통령과 친척 관계에 있으며, 대통령의 법률 자문가(Lagal Advisor)이
다. 또한 대통령의 사촌인 A.B. 존슨 (A.B. Johnson)은 내무부 장관(Minister of 
Internal Affairs)을 지냈다. (Dahn 2011) 이후에도 설리프 대통령은 과거의 답습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Nyanseo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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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라이베리아 연도별 전사자, 1980-2003
(출처: Bethany Lacina and Nils Petter Gleditsch, “Monitoring Trends 

in Global Combat: A New Dataset of Battle Deaths,”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Vol. 
21, No. 2–3 (2005), pp. 145–166 참고 저자 수정) 

도 볼 수 있을 것이다.

2) 내각 전체 

앞에서는 EPR 데이터를 통해 ‘핵심’ 권력 분배가 중요한 것인지 알
아보았다. 여기서는 내각 크기를 통해 ‘전체’ 권력 분배가 중요한 것인지 
알아본다. EPR 데이터는 부통령, 국방부, 내무부, 외교부, 재무부와 같이 
다른 직위에 비해 더 영향력이 강하고 가치 있는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지
를 측정하는 자료였던 반면, 내각의 크기는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보건복지부, 노동부, 교통부, 우편정보통신부 장관직 등도 포함하며, 
비교적 광범위한 권력 분배를 나타내는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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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내각 각료 수 추이와 내전 발발 시점, 1980-2012
(출처: Central Intelligence Agency, Chiefs of State and 

Cabinet Members of Foreign Governments-Liberia; 
International Academy at Santa Barbara, Alamac of 

Current World Leaders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이러한 관점에 기반하여 연도별 라이베리아의 내각의 수를 살펴보았
다. 라이베리아의 내각 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미국 중앙정보국(Central 
Intelligence Agency: 이하 CIA)의 ‘외국의 국가 수장과 내각 구성원
(Chiefs of State and Cabinet Members)’, 산타 바바라 국제 학회
(International Academy at Santa Barbara)에서 출간한 ‘세계 지도자 
현황 연감(Alamac of Current World Leaders)’을 참고하였다. 주목할 
점은 1980년 쿠데타로 집권한 도 정권은 군사 정권이었기 때문에  내각이 
존재하기는 하였지만 실제로 권력은 인민구제평의회(People’s 
Redemption Council)라는 군부에 놓여있었고, 권력 분배의 측면을 고려
할 때 군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각 크기에 군부 또한 포함
하였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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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 크기에 대한 자료는 접근성의 한계로 인해, 1975년 자료와 
1980년부터 최근 2013년까지의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173) <그림 5-2>
는 1980년부터 최근까지 내각 크기와 내전 발발 시점을 표시한 것이
다.174)  

포용적 신가산제가 내전을 억지할 수 있다는 가설에 따르면 내각이 
크면 내전을 억지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내각이 작으면 내전을 억지하지 
못하고 촉발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도 정권은 1980년에서 2012년까지
의 기간 동안 가장 큰 내각을 유지하고 있는 정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전을 야기하였다. 또한, 도 정권 이전의 아메리코-라이베리아인 정권이나 
이후의 테일러, 과도 정부, 설리프 정권은 내각 수가 크지 않다는 공통점
을 가지고 있지만, 그 경과는 사뭇 달랐다. 아메리코-라이베리아인 정권 
중 하나인 톨버트 정권은 쿠데타로 인해 실각했고, 테일러 정권은 내전을 
겪었던 반면, 과도 정부와 설리프 정권은 내전을 겪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각 크기를 독립 변수에 대한 지표로 삼아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를 매칭해 보았을 때,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에 뚜렷한 상관관계가 보
이지 않는다. 따라서 내각 크기는 포용적/배타적 전략을 잘 포착하지 못
하며, 내각 크기 보다는 앞에서 살펴본 요직에 권력 분배가 내전 발발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즉, 실질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요직 
임명에 있어서 종족 차별에 의해 밀려났을 때, 엘리트들은 불만을 가지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중앙 권력 전체가 아니라 핵심 권력의 분배
가 엘리트의 불만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지만 EPR 자료로도 
아메리코-라이베리아인 정권의 오랜 평화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 까닭은 
무엇일까? 

173) 산타 바바라 국제 학회(International Academy at Santa Barbara)에서 출간한 
‘세계 지도자 현황 연감(Alamac of Current World Leaders)’는 1980년 이전의 
자료도 구할 수 있었으나 내각 전체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급하
지 않는다. 

174) 내전 발발 시점은 UCDP/PRIO 데이터와 PITF 데이터에 의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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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기 평화의 원인 

앞에서 살펴 본 바에 따르면 아메리코-라이베리아 정권, 도 정권, 
테일러 정권은 엘리트에 대해 배타적 전략을 취하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도 정권이나 테일러 정권 하에서는 내전이 발발하였던 반면 
아메리코-라이베리아인 정권은 라이베리아 독립 이후부터 1980년 쿠데타
로 인해 전복되기 전까지 133년 동안 독점적으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었
다. 그렇다면 아메리코-라이베리아 정권만 내전을 겪지 않은 까닭은 무엇
인가? 엘리트에 대한 정부의 전략에 관해서 EPR 자료가 포착하지 못한 
것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아메리코-라이베리아 정권은 전반적으로는 엘
리트에 대해 배타적 전략을 취했지만 보조적으로 포용적인 조치를 취했던 
것은 아닐까?   

실질적으로 아메리코-라이베리아인 정권에서는 배타적 신가산제에 
대한 보조 수단으로써 ‘피후견인 제도(ward system)’를 운영하고 있었다.  
아메리코-라이베리아인 정권의 통치 엘리트들은 거시적으로는 ‘도가니
(melting-pot)’ 이데올로기를 내세우고, 구체적 정책으로 피후견인 제도를 
마련하였다. 이것들은 정치·경제적으로 성공하기를 원하는 토착민들이 이
주민인 아메리코-라이베리아인의 문화 규범과 가치에 순응하고 흡수되는 
것을 지원하였다.175) 특히 피후견인 제도는 다른 정권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독특한 제도였다. 아메리코-라이베리아인 정권의 오랜 평화는 이 제
도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피후견인 제도를 이용하여 토착민들은 권력 구조의 상부에 접근할 
수 있었다. 토착민들의 후손이 사회에 진출하는 데는 많은 선택지가 주어
지지 않았다. 그 중 하나는 군에 가는 것이었고, 그 보다 더 좋은 선택지
는 피후견인 제도를 통한 것이었다. 피후견인 제도에 들어간다는 것은 토
착민 아동이 집을 떠나 아메리코-라이베리아인 가정에 들어가는 것이었
다.176) 아메리코-라이베리아인 가정에 들어간 토착민 아동은 하인처럼 일

175) Emmanuel Dolo, Ethnic Tensions in Liberia’s National Identity Crisis: 
Problems and Possibilities, (New jersey: Africana Homestead Legacy 
Publishers, 2007)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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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해야 했지만 아메리코-라이베리아인들만 접근할 수 있었던 수도 몬로
비아(Monrovia)의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과 사적 네
트워크를 통해서만 권력과 경제력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아메리코-라
이베리아인 가족의 후원과 후견이 토착민들이 권력에 접근할 수 있는 사
실상 유일한 경로였다. 그러나 이를 통해서도 핵심(inner circle)에는 접
근하지 못하고 근접(outer circle)하는 수준에 머물렀다.177) 그러나 피후
견인 제도는 아메리코-라이베리아인 정권이 단순히 종족 차별적인 배타적 
통치를 한 것이 아니라 종족 정체성 자체를 조정하면서 전략적으로 포용
적 전략을 취하였다는 것을 증명한다.178) 

피후견인 제도는 토착민의 불만을 완화시켜 정권 안정을 유지하고자 
한 아메리코-라이베리아인 정권의 공급과 제도로 인해 혜택을 보는 일부 
토착민의 수요가 맞아 떨어져 출현했고 유지되었다. 피후견인 제도가 출연
하게 된 배경은 정권 유지를 위해서는 권력을 독식해서는 안 된다는 아메
리코-라이베리아인들의 깨달음에 있었다. 제레미 레빗(Jeremy Levitt)에 
따르면 “대부분의 이주 라이베리아인들은... 과두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원주민들에게 양보를 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언급하였다.179) 

또한, 피후견인 제도는 이 제도로부터 이익을 보는 토착민들에 의해 
실현되고 옹호되었다. 토착민들은 자신의 고유 종족 정체성을 아메리코-라
이베리아인과의 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기꺼이 맞바꾸었다. 이
러한 제한된 특권을 통해, 톡바-나 티포테(Togba-Nah Tipoteh), 젝슨 도
(Jackson F. Doe)와 같은 토착민은 권력의 중심에 오를 수도 있었다. 특
히, 젝슨 도는 톨버트 정권 하에서 부통령에 오르는 등 핵심 권력을 쥘 수 

176) Ellis, 2001, p. 48.
177) Stephen S. Hlophe, Class, Ethnicity, and Politics in Liberia: A Class 

Analysis of Power Struggles in the Tubman and Tolbert Administrations, 
from 1944-1975,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79).

178) Martin Lowenkopf, Politics in Liberia: the Conservative Road to 
Develoopment, (Stanford: Hoover Institution Press, 1976), pp. 111-112; 
Liebenow, 1987, pp. 110-114; Caroline H. Bledsoe, Women and Marriage 
in Kpelle Society,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0), pp. 57-61. 

179) Jeremy I. Levitt, The Evolution of Deadly Conflict in Liberia: From 
’paternaltarianism’ to State Collapse, (Carolina Academic Press, 2005), p.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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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또한, 조지 볼리(George S. Boley)는 크란족 출신으로써 후에 동
족인 도 정권하에서는 대통령의 행정 자치부 장관(minister of 
presidential affairs)과 교육부 장관을 맡게 되었지만 톨버트 대통령의 행
정부에서는 차관을 지냈다.180) 이를 통해 대체적으로는 아메리코-라이베리
아인 정권이 종족 차별적 인사 등용을 하였지만 사적인 관계를 통해 다른 
종족 출신도 권력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비록 앞에서 언급한 권력에 가까이 접근한 토착민 사례는 톨버트 정
권에 집중되어 있지만, 피후견인 제도는 톨버트 정권 하에서만 운영된 것
은 아니었다. 피후견인 제도는 라이베리아 학자인 리에베나우(J. Gus 
Liebenow)에 따르면 1838년 라이베리아 독립 이전부터 찾아볼 수 있었
다.181) 일례로, 건국 초기인 1872년에서 1873년 사이, 적어도 10명의 토
착민 라이베리아인이 펜실베니아에 있는 링컨대학교(Lindoln University)
에 다녔는데, 이들은 바싸족, 바이족으로 토착민 출신이었다.182) 이러한 
사실은 종족 차별로 인해 토착 라이베리아인들이 상대적으로 기회에서 박
탈되기는 했지만 이들이 완전히 교육의 기회로부터 박탈되지는 않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교육의 기회는 권력으로 접근할 수 있는 디딤돌과 같
은 역할을 하므로 토착민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은 토착민들
에게도 권력에 대한 접근성이 어느 정도 열려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톨버트 정권 하에서 피후견인 제도가 만들어졌다면, 133년간의 
아메리코-라이베리아인 정권의 권력 독점이 톨버트 정권에서 무너졌으므

180) 타르(Tarr)는 볼 리가 톨버트 가정의 후원자였다고 하지만(Tarr 1990.), 돌로
(Dolo)는 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볼리가 톨버트의 집에서 산 적이 없으며, 톨버트
(William R. Tolbert III)와 볼리가 릭스 인스티튜트(Ricks Institute)의 학생일 시
기에 둘 사이에 우정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사실 관계를 밝혔다(interview with 
George Boley and Wilhelmina Tolbert Holder, 2006). 이후 볼리는 톨버트 정
권하에서 야당에 연루되어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지만 1980년 도의 정권이 시작되
면서 석방되었다.

181) TRC Diaspora Statement Rec. 183.
182) 로버트 킹(Robert King), 루크 앤소니(Luke B. Anthony), 제임스 헐돈(James P. 

Herndon), 조지 피바디(George B. Peabody)는 바사(Bassa)족이었고, 토마스 로버
츠(Thomas Roberts), 토마스 셜만(Thomas Sherman)는 바이(Vai)족이었다. 그러
나 이들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이들은 종족 이름을 영어식 이름으로 개명하였으
며 피후견인 제도를 통해 공부를 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Bond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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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피후견인 제도의 존재는 정치적 안정성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정
치적 불안정성을 가져오는 것이라는 정반대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것이다. 
그러나 피후견인 제도는 아메리코-라이베리아인 정권 전반에 존재하였다. 
따라서 아메리코-라이베리아인 정권의 장기 평화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
으로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는 배타적 전략을 유지하면서 잠재적 반정부 세력의 불만
을 무마시킬 정도의 포용적 전략을 취하면서 1847년 독립 이후 라이베리
아의 권력은 매우 중앙집권적으로 운영되었고, 국가와 국가 기관들은 사회
적 계약과 결속에 의거하기 보다는 개인의 사유물에 가까웠다.183) 이러한 
신가산제 지배 하에서 토착민들은 꾸준히 권력에 접근하려는 노력을 하였
다. 1850년에서 1920년까지 라이베리아의 토착민들이 수차례의 반란을 일
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반란이 전체적인 내전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까닭은 
피후견인 제도가 있어서 반란을 조직적으로 이끌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이
다. 즉, 토착민 엘리트와 대중 간에 불만이 공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제한적이지만 다른 종족을 포용하는 제도가 아메리코-라
이베리아인 정권 하에서는 존재하였던 반면, 도 정권이나 테일러 정권에서
는 존재하지 않았다. 때문에 이 두 정권에서는 내전이 발발하였다. 도는 
핵심 권력을 분배에 있어서 동족인 크란족을 우대하였다. 크란족은 인구의 
5%에 불과하였지만 도 정권하에서 이들은 과대 대표되었고, 지오족과 마
노족은 차별을 받았다.184) 크란족은 내각 뿐 아니라 군과 그 외 국가 기구
도 장악하였다.185) 켄텐 우트람(Quentin Outram)은 아메리코-라이베리아
인 정권에서 도 정권으로 바뀌면서 갈등 관리 기제가 권력 기반을 종족 
연대감으로부터 찾는 것으로 변화하였다고 설명하였다.186) 아메리코-라이
베리아인 정권도 종족 정체성을 중심으로 한 배타적 성격이 존재하였으나 
이들 정권에서는 종족 연대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였기 때

183) Mats Utas, “Liberia beyond the blueprints: 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s, Big Men and Informal Networks,” Lecture Series on African 
Security, Vol. 4 (The Nordic Africa Institute, 2008).  

184) Call, 2010, p. 349.
185) Outram, 1999, pp. 163–73. 
186) Outram, 1999, pp. 16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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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토착민들의 진출 경로를 열어 놓았다. 그리고 포용적 성격의 피후견
인 제도가 내전 발발을 억지하였다. 그러나 도 정권은 이러한 제한적 경로
마저 닫아 버렸기 때문에 다른 종족 엘리트들의 반발을 살 수 밖에 없었
다. 

또 다른 내전을 야기했던 테일러 정권은 도 정권보다는 다소 덜 노
골적으로 배타적 전략을 취하였다. 테일러는 1997년 8월 2일 취임 연설에
서 화합, 인권, 국가 통합, 경제 재건을 강조하였고, 취임 이후 100일 동
안 안정적인 정부를 세우고, 정부에 야당을 포함시키고, 국가 인권 위원회
(National Commission on Human Rights)를 설립하는 데 주력할 것이
라고 발표 하였다.187) 또한, 테일러는 포용적으로 보이는 몇 가지 조치들
을 취하였다. 테일러는 제1차 라이베리아 내전에 참전했던 ULIMO-J의 지
도자 루즈벨트 존슨(Roosevelt Johnson)을 내각에, ULIMO-K의 알하지 
크로마(Alhaji Kromah)를 국가 화해 위원회(National Reconciliation 
Commission)에 영입하였다.188) 이러한 조치들은 포용적 조치인 것처럼 
보였다.189) 

그러나 비판하는 사람들은 테일러 정부의 야당에 대한 포용적 정책
은 화합의 표시가 아니라 야당을 억압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한다. 
1997년 11월에는 야당 정치인 도키(Samuel Dokie)와 그의 일가족들은 
특수 보안 기관(Special Security Services) 장의 명으로 감금되었다. 그
리고 삼일 후에는 타서 심하게 훼손된 사체가 발견되었다. 

또한, 앞 장에서 이미 언급한 ‘캠프 존슨 로드 작전(Operation 
Camp Johnson Road)’으로 인해 루즈벨트 존슨이 미 대사관으로 피신하
여 테일러 내각을 떠나게 되자 테일러 정부의 권력 공유도 끝이 났다.190) 
이 사건의 전개는 이와 같다. 테일러는 루즈벨트 존슨을 농촌진흥부 장관
(Minister of Rural Development)으로 임명하였는데, 테일러와 존슨 사
이에 군 재구조화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1998년 2월 루즈벨트 존슨은 

187) Outram, 1999, pp. 163–73. 
188) Nicolas Cook, “Liberia: 1989-1997 Civil War, Post-War Developments, 

and US Relation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03). 
189) Call, 2010, p. 353. 
190) Call, 2010, p.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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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일러가 ‘군대를 그의 사람(NPFL)으로 채우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서아
프리카 경제 공동체(The 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이하 ECOMOG)’가 군대를 재 개혁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하였
다. 이것은 ‘아부자 협정 I, II’의 내용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3월에 
대통령 경호원들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루즈벨트 존슨의 자택을 공격하
여 그를 체포하려고 하였다. 이 공격의 ECOMOG 군대에 의해 중지되었지
만 존슨은 장관직으로부터 해임되었고 인도 대사로 가게 되어 라이베리아
에서 실질적으로 추방되었다.191)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테일러 정권은 도 
정권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우트람은 테일러의 후원 체계가 기존 정권들과 전혀 다르지 않았다
고 언급한다. 테일러는 1997년 12월에 라이베리아 경찰청(Liberian 
National Police)의 장으로 그의 사촌 조 테이트(Joe Tate)를 임명하고, 
그의 아들 ‘처키(Chucky)’는 ‘반 테러 조직(Anti-Terrorist Unit: 이하 
ATU)에 임명하였는데 이것은 테일러의 권력 기반이 종족으로부터 나온다
는 것을 보여준다.192) 이러한 조치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테일러 
정권은 잠재적 반군 지도자에게 포용적 전략을 취한 것이 아니라 배타적 
전략을 취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 소결 

이 장에서는 엘리트들에 대한 정부의 중앙 권력 분배가 종족 차별적
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살펴보고 그것이 내전 발발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중앙 권력 분배는 두 가지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는

191) IRIN-West Africa Weekly Roundup of Main Events 36, 41, 42 in West 
Africa.” Abidjan: UNOCHA. (20 February, 27 March, 3 April 1998). 
(http://www.africa.upenn.edu/Newsletters/undhwest98.html) 

192) Mark Malan, Security Sector Reform in Liberia: Mixed Results from 
Humble Beginnings, (Strategic Studies Institute,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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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첫 번째는 내각 중에서도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핵심 권력 분배만을 
살펴보는 것, 두 번째는 내각 전체의 권력 분배를 살펴보는 것이다. 핵심 
권력 분배가 종족 차별에 의거하였는지 아닌지는 EPR 자료를 참고하여 
살펴보았고, 내각 전체의 권력 분배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내각 크기 자료
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내각 전체를 종족 차별 없이 배분하는 것보다 내
각 중에서도 핵심 권력을 종족 차별 없이 배분하는 것이 내전 발발을 막
는 데 중요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EPR 자료가 보여주는 종족별 중앙 권력 진출 여부로는 아메
리코-라이베리아인 정권들이 오랫동안 평화를 유지한 것은 설명할 수 없
었다. 장기 평화는 아메리코-라이베리아인 정권 하에서 운영되었던 피후견
인 제도를 통해 설명할 수 있었다. 대체적으로 아메리코-라이베리아인 정
권들은 토착민 엘리트에 대해 배타적인 전략을 취하였지만 피후견인 제도
를 통해 이들의 사회적 진출 경로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토착민들은 이
러한 기회를 이용하여 정치적·경제적 권력을 취하려고 하였다. 

4장과 5장의 내용을 종합하면 엘리트와 대중에 대한 정부의 전략이 
내전 발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표 5-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엘리트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포용적일 경우에는 내전이 발발할 위험은 
항상 낮다. 엘리트들에게는 반군을 모집할 유인이 없기 때문이다. 라이베
리아 정권 중 브라이언트 정권과 설리프 정권은 엘리트에 대해서는 포용
적 전략을 취하였지만 대중에 대해서는 포용과 배타 중간 즈음의 태도를 
취하였고 내전을 겪지 않았다. 

또, 엘리트에 대해 전반적으로는 배타적 전략을 취하였지만 일부 다
른 종족 엘리트에게 권력에 진출할 수 있는 경로를 열어주었던 아메리코-
라이베리아인 정권들은 엘리트에 대해 포용과 배타 중간 정도의 전략을 
취하였고, 일반 대중들에게는 배타적 정책을 취하였다. 이 경우에는 일반 
대중들은 불만에 가득 차 있으며 반란에 가담하려고 하는 강한 동기를 가
지고 있다. 그러나 권력에 대한 진출 경로가 열려 있는 한 다수의 엘리트
들이 내전을 일으키려는 동기를 가지게 될 가능성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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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트
대중

포용적-------------------배타적
(평등)                        (차별) 

 (

평
등)                  (

차
별)

 포
용
적---------------

배
타
적

낮음 낮음 중간

낮음

(규드 브라이언트, 

엘렌 설리프)

중간-낮음
높음

(테일러)

중간-낮음

중간

(아메리코-

라이베리아 정권)

높음

(도)

<표 5-2> 엘리트-대중 상호 관계 이론에 따른 내전 발발 위험: 
라이베리아 사례

마지막으로, 정부가 엘리트들에 대해 배타적 전략을 취할 경우에는 
정부가 대중들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포용적인 정책을 취하지 않는 이상 
내전이 발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엘리트에는 매우 배타적인 정
책을 취하면서 일반 대중들을 상대로 포용적인 정책을 취하는 경우는 거
의 이론 속에서만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신가산제로 작동하는 아
프리카에서는 엘리트를 포섭하는 것이 대중들을 포용하는 것에 비해 적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볼 때, 엘리트
에 대해 배타적 전략을 취할 경우 내전 발발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엘리트, 대중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종족 차별을 하였던 도 정권 
뿐 아니라 비교적 대중들에 대해서는 종족 차별이 덜 심하였던 테일러 정
권 뿐 또한 내전을 초래하였다는 사실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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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

전쟁 당사자 중 한 쪽은 국가의 수도를 통치하는 정부 
전쟁 당사자 중 다른 한 쪽은 반 정부 세력
(반 정부 세력은 다수일 수 있음)
반 정부 세력이 계획적·조직적으로 무력을 동원

공간

한 국가의 내에서 발생 
(반 정부 세력이 국내 조직일 것. 전쟁 수행이 국내에서 이루어질 것
을 말하는 것이 아님.)
전쟁 종결 후 전쟁 당사자들이 한 정치 단위 내에서 살아감

정도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1,000명이 넘고, 
적어도 한 해에는 1,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

VI. 중범위 이론 모색 

1. 분석 대상 및 시기 

1) 분석 대상 

(1) 내전의 정의

이 장에서는 본 연구의 이론이 중범위 이론으로 발전 가능한지 알아
보기 위해 정량적 연구를 시도한다. 정량적 연구를 위해서는 종속 변수인  
내전을 정의해야 한다. 내전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내전 총 기간 동안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1,000명이 넘고, 적어도 
한 해에는 1,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분쟁이어야 한다. 둘째, 반군
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가의 주권에 도전한 경우여야 한다. 셋째, 해당 
국가의 영토 안에서 발생해야 한다. 넷째, 국가가 전쟁 주요 당사자에 포
함되어야 한다. 다섯째, 반군이 계획적·조직적으로 무력을 동원하여 국가
에 대항한 경우여야 한다.193) 이러한 요건은 <표 6-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6-1> 내전의 정의 (저자 작성)

193) Elbadawi and Sambanis, 2000, pp. 244–69; Sambanis, 2001, pp. 25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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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전 정의에 있어 가장 합의가 어려운 개념은 분쟁의 강도이다. 분
쟁의 강도는 분쟁으로 인한 사망자 수를 일컫는다. 통상 전쟁으로 인한 사
망자가 매년 1000명 이상 발생하면 내전으로, 그 이하의 사망자가 발생하
면 무력 분쟁으로 본다. 이 기준은 데이비드 싱어(David J. Singer)와 멜
빈 스몰(Melvin Small)194)의 연구, 로이 리키리디에(Roy Licklider)195)의 
연구, ‘웁살라 분쟁 데이터 프로그램(Uppsala  Conflict Data Program)’
과 ‘오슬로 평화 연구소(Peace Research Institute Oslo)에서 합작하여 
만든 ’UCDP/PRIO 무력 분쟁 데이터(UCDP/PRIO Arms Conflict 
Dataset)196)에 의해 옹호되고 있다. ‘치명적 분쟁 방지를 위한 카네기 위
원회(The Carnegie Commission on Preventing Deadly Conflict)’는 
매년 최소 1000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분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위의 연구와 자료들은 두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내전과 관련된 사망자 수는 각 국가가 집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소보고 
될 수 있다. 정부가 약한 국가, 즉 정부가 지방까지 효율적으로 통치할 수 
없는 국가는 집계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장기간 내전을 
겪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러한 역량을 결여하고 있다. 또한, 아프리카 국
가들의 집계 역량은 다른 지역 국가들에 비해 더욱 약하다. 대부분의 아프
리카 국가들은 유럽 열강에 의한 식민지 통치 전후, 그리고 독립 이후를 
통틀어 강한 국가를 건설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 대신 시민 사
회 등 제 3의 기관이 집계를 보고하는 경우에도 도로, 통신 등의 기반 시

194) J. David Singer and Melvin Small, Resort to Arms: International and 
Civil Wars, 1816-1980, (Beverly Hills, London, New Delhi: sage 
Publications, 1982), pp. 1618–1980; J. David Singer and Melvin Small, 
Correlates of War Project: International and Civil War Data, 1816-1992 
(ICPSR 9905), (Ann Arbor, MI: Inter-University Consortium for Political 
and Social Research, 1994).  

195) Roy Licklider, “The Consequences of Negotiated Settlements in Civil 
Wars, 1945-1993,”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89, No. 3 
(September 1995), p. 681. 

196) ‘웁살라 분쟁 자료 프로그램’에서는 매년 전쟁 관련 사망자가 25명 이상이면 분쟁
이라고 규정하는데, 매년 25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우는 가
벼운(minor) 분쟁으로, 매년 1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우 전쟁으로 분
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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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집계를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
다. 이러한 점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의 사망자 수는 더욱 과소보고 될 가능
성이 많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대부분 만성적인 빈곤으로 인해 도로망이나 
통신 시설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UCDP/PRIO 무력 분
쟁 데이터는 근거가 확실한 경우에만 집계에 포함하였기 때문에 자신들의 
데이터가 신생 독립국이나 저개발도상국에게는 편향적(biased)일 수 있다
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둘째, UCDP/PRIO 자료 해설서에도 언급되어 있는바와 같이 일 년
이라는 기준이 자의적이다. 에를 들어, UCDP/PRIO 코드북에서는 11월에
서 2월까지 3개월 동안 무력 분쟁으로 인한 사망자가 25명을 가까스로 넘
는 경우에는 사망자가 발생한 두 해 모두 무력 분쟁이 발생하지 않은 것
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1월부터 3월 사이에 2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무력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처리된다. 이러
한 문제는 무력 분쟁과 내전의 구분에서도 중요하다. 1월에서 12월 사이
에 발생한 사망자 수는 1,000명을 넘지 않지만 5월에서 다음 해 4월까지 
발생한 사망자 수는 1,000명을 넘는 경우에 해당 연도는 내전이 아니라 
무력 분쟁으로 분류된다. 

두 번째 문제는 비교적 사소한 문제로 치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내전은 일 년 안에 종결되지 않고 여러 해에 걸쳐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
라서 코딩 방법으로 인한 문제가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
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첫 번째 문제는 자료의 편향성과 관련된 것이
기 때문에 극복해야 하는 문제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대안이 있는가? 먼저, ‘국제 분쟁 연구를 위한 하
이델베르그 연구소(Heidelberg Institute for International Conflict 
Research: 이하 HIIK)의 분류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HIIK는 분쟁을 분
쟁, 비폭력적 위기, 폭력적 위기, 제한적 전쟁, 전쟁 5단계로 분류하는데 
매년이 아니라 매월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사용한 무기의 종류와 사용 방
법, 동원된 인원, 희생자 규모, 사회·경제·문화 측면에서의 파괴 규모, 난
민 규모에 따라 분쟁 정도를 측정하였다.197) 이 자료에 따르면 희생자가 

197) 전쟁에 관한 자료로서 많이 인용되는 전쟁의 상관관계(Correlates of War)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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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60명 이상이 사망하면 전쟁(내전)으로 볼 수 있다. 매월 60명 이상의 
사망자에 12달을 곱해서 연 단위로 변환하면 720명이므로, 이 이상의 사
망자가 발생하면 전쟁이라고 보는 것이다. HIIK와 같은 기준은 내전 분류
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자료는 
‘연도’를 ‘월’로 대체하였기 때문에 기존의 많은 연도별 데이터들과 분석 
단위가 달라 분석에 어려움이 있다.  

또 다른 대안으로는 ‘정치적 불안정성 태스크 포스(Political 
Instability Task Force: 이하 PITF)’의 내전 자료198)를 고려해 볼 수 있
다. 이 자료는 싱어와 스몰이나 UCDP/PRIO의 자료에서는 포함하지 않는 
몇몇 사례를 추가하였다. 이들이 추가한 사례들은 매년 1000명 이상의 사
망자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전쟁이 지속되는 동안 ‘적어도 일 년’은 
1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전쟁 기간 동안 총 사망자 수가 
1000명 이상이며, ‘매년 200명 이상의 사망자’라는 조건을 충족하였다. 이
러한 기준이 아프리카와 같은 개발도상국 지역의 내전을 관찰하기에 더욱 
적절한 기준이기에 본 연구는 PITF의 자료를 참고하기로 한다. 

(2) 내전의 종류 

일부 내전 연구는 내전을 종족 내전(ethnic war)과 혁명 내전
(revolutionary war)으로 구분한다. 우선, 편의상 종족 내전과 혁명 내전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모든 연구들이 이 용어를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혀둔다. 

내전을 구분하는 데 하나의 통일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
나 많은 연구들은 반군이 내전을 일으킨 목적에 따라 내전을 분류하고 있
다. 피어론과 레이틴199)은 반군의 목적을 기준으로 “분리독립을 위한 전

세계 국가들의 전쟁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만 연도별 사망자 수에 관한 데이터
는 제공하지 않는다.

198) Goldstone, Bates, Epstein, Gurr, Lustik, Marshall, Ulfelder, and  
Woodward, 2010, pp. 190–208.

199) James D. Fearon and David D. Laitin, “Weak States, Rough Terrain, and 
Large-Scale Ethnic Violence since 1945,” In Annual Meetings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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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과 “정부에 대한 폭력적 경쟁을 위한 전쟁”으로 내전을 분류하였다. 도
일과 삼바니스200)는 피어론과 레이틴이 말한 “분리독립을 위한 전쟁”은 
“정체성 내전(identity war)”으로 “정부에 대한 폭력적 경쟁”은 “혁명 내
전”, “비정체성 내전(non-identity war)”으로 보았다. UCDP/PRIO 데이
터는 “영토에 대한 양립불가능성”이 핵심인 내전과 정치 체제 유형, 중앙 
정부 교체, 중앙 정부 구성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정부에 대한 양립불가
능성”이 핵심인 내전으로 구분하고 있다.201) 

종족 내전과 혁명 내전을 구분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내전에 동원
된 특정 종족의 비율을 고려하는 방법이 있다. 피어론과 레이틴202)의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이 정의에 따르고 있다. 피어론과 레이틴은 반군의 대부
분이 동족으로 구성된 경우 종족 내전으로, 반군이 어느 정도 종족에 기반
을 두고 있지만 완전히 동족으로 구성되지 않은 경우 ‘혼합 형태’로, 종족
이 내전에 동원되는 기준이 되지 않은 경우 ‘비종족내전’으로 볼 수 있다
고 하였다. PITF 또한 종족 내전과 혁명 내전을 구분하였다. PITF에 따르
면 종족 내전은 정부와 민족·종족·종교 집단 간에 갈등이 발생하며 반군이 
자기 집단의 지위 변화를 추구하는 경우, 혁명 내전은 정부와 정치적으로 
조직된 집단(정적) 간에 갈등이 발생하여 반군이 정부를 전복하거나 국가 
수장을 바꾸려고 하는 경우라고 하였다.203)

이와 같이 내전 분류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 반군의 목적과 
구성이 다르면 내전의 원인, 내전 억지 방법도 다를 것이라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PITF의 내전 데이터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PITF의 종족 내전과 혁명 내전 분류를 사용하고자 한다. PITF의 내전 분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Atlanta, GA, 2–5, 1999), p. 2. 
200) Michael W. Doyle and Nicholas Sambanis, “International Peacebuilding: 

A Theoretical and Quantitative Analysi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94, No. 4 (December 2000), pp. 779–801.

201) 이 때 영토에 대한 양립불가능성은 특정 영토에 대한 통치권의 변화에 관한 국가 
간 분쟁, 분리 독립에 대한 국가 내 분쟁을 포괄한다. 

202) Fearon and Laitin, 2003, pp. 75–90.
203) Monty G. Marshall, Ted Robert Gurr, and Barbara Harff, PITF-State 

Failure Problem Set: Internal Wars and Failures of Governance, 
1955-2013, (Political Instability Task Force,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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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는 반군이 종족을 중심으로 결속한 것이지, 정치적 이데올로기 혹은 이
해관계를 중심으로 결속한 것인지에 따른 것이다. 본 연구는 엘리트와 대
중 두 행위자가 ‘종족 차별’을 받아 ‘종족 구성원’을 동원하여 내전을 일으
킨다고 주장하므로 본 연구의 이론은 종족 내전에 대해서만 설명력이 있
을 것이라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종족 내전과 혁명 내전이 현실에서는 명확히 구분되지 않을 
수 있다. PITF 5차 보고서에 따르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나의 사례에서 하
나 혹은 두 종류의 정치적 불안정이 나타났지만 아프리카에서는 거의 모
든 사례에서 종족내전, 혁명내전, 정치적 퇴보, 집단 학살이 복합적으로 
얽혀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204) 또한, 앞 장에서 종족 간 갈등이 라이
베리아 내전의 원인이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PITF의 자료는 두 
차례의 라이베리아 내전을 모두 혁명 내전으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종족 
내전과 혁명 내전의 분류는 완벽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최근의 많은 연구들은 
내전을 분류하고 있으며, 목적과 구성을 살펴봄으로써 내전 발발 원인을 
더욱 논리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데이터
가 일부 오류를 포함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전체 내전, 종족 내
전, 혁명 내전으로 종속 변수를 설정한 후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
보고자 한다. 

2) 분석 시기와 분석 단위 

회귀 분석의 연구 시기는 1991년부터 2010년까지로 한정한다. 이 
시기는 앞 장에서 다룬 사례 연구의 시기에 비해 짧은데, 그 까닭은 자료
의 제약 때문이다. 데이터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서술할 것이기 때문
에 여기에서는 연구시기를 제약하는 데이터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언급한
다. EPR 데이터는 본 연구의 주요 독립 변수 중 하나로써 ‘핵심 권력에서
의 종족 차별’을 보여주는데, 최근 업데이트 된 EPR 3.0 버전은 1946년부
터 2010년까지의 자료를 제공한다. 때문에 최근 4년(2011~2014년)은 분석 

204) Goldstone, 2001, pp. 13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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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본 연구는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제공하는 
‘GDP 대비 세수 (tax revenue percentage per GDP)’ 지표를 통제 변수
로 고려하는데, 이 자료는 1990년 이전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세수는 정부의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내전 발발을 설명하는 데 
주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이 변수를 누락시키는 것은 ‘누락 변수의 오류
(omitted variable bias)’를 초래한다. 이와 같이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회귀 분석의 연구 시기가 제한되지만 이러한 제약이 연구 결과를 왜곡하
지는 않을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 단위는 국가-연도(country-year)이다. 국가-연도를 
분석 단위로 하면 각 국가별 차이 뿐 아니라 각 국의 연도별 추이를 관찰 
할 수 있다. 연구 대상에는 일반화의 범주를 아프리카로 한정하고 있기에 
아프리카 국가들만 포함한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군소 국가인 네 국가(케
이프 베르데, 코모로스, 모리셔스, 적도 기니)와 통제 변수 중 GDP 대비 
세수 자료가 제공되지 않는 열 국가(차드, 지부티, 에리트리아, 가봉, 리니 
비사우, 말라위, 모리타니아, 모잠비크, 소말리아, 스와질랜드)를 제외하고 
총 32개국이 분석에 포함되었다.205) 1991년부터 2010년까지 32개국의 국
가-연도 단위의 사례 수는 307개이다. 

205) 회귀 분석에 포함된 국가는 다음과 같다. 앙골라, 베냉, 보츠와나, 부르키나 파소, 
부룬디,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콩고공화국, 코트디부아르, 
에티오피아, 감비아, 가나, 기니, 케냐, 레소토,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리, 나
미비아, 니제르, 나이지리아, 르완다, 세네갈, 시에라리온, 남아프리카 공화국, 수단, 
스와질랜드, 탄자니아, 토고,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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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이터 및 변수 설정 

1) 종속변수 

앞에서 정의한 것과 같이 내전은 국가의 수도를 통치하고 있는 정부
에 대해 반 정부 세력이 계획성을 가지고 무력을 동원하여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1,000명이 넘고, 적어도 한 해에는 1,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전쟁 종결 후 전쟁 행위자들이 같은 정치적 단위 내에서 살
아가는 경우를 일컫는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많은 내전에 관한 자료들이 있지만 
본 연구는 PITF 자료를 가장 신빙성이 있는 자료라고 판단하였다. 널리 
인용되는 UCDP/PRIO의 내전 자료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UCDP/PRIO  
자료는 매년 1,000명 이상의 사망자를 야기한 무력 분쟁만 내전으로 정의
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내전이라고 생각되지만 UCDP/PRIO 데이터에
는 포함되지 않은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사례의 누락은 아
프리카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으므로 본 연구는 UCDP/PRIO 대신 PITF 
자료를 참고하기로 한다. PITF는 오픈된 데이터 소스 뿐 아니라 각 지역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여 빠지는 사례가 없도록 하였다.  

PITF는 종족 내전, 혁명 내전, 정치적 퇴보, 집단 학살에 대한 자료
를 제공하는데, 이 중 종족 내전과 혁명 내전을 합쳐 전체 내전 자료를 얻
을 수 있다. 전체 내전 뿐 아니라 종족 내전, 혁명 내전을 따로 분석하는 
것 또한 의의가 있으므로 본 연구는 종속 변수를 전체 내전, 종족 내전, 
혁명 내전 세 가지로 나눈다. 그리고 종속 변수에 따라 설명 변수의 영향
력이 달라지는지 살펴본다. 

종속 변수의 값은 내전 발발 유무를 나타낸다. 국가-연도 단위에서 
해당 연도에 내전이 발발했으면 1, 발발하지 않았으면 0의 값을 매긴다. 
부연 설명하면, 앙골라는 1975년부터 2003년까지 내전을 겪었는데, 내전 
발발은 1975년에만 관측할 수 있고, 이후에는 지속된 것이므로 1976년부
터 2003년까지 종속변수의 값은 0이다. 물론, 평화 시기에 종속변수의 값 
또한 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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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명 변수 

본 연구의 설명 변수는 앞에서 개발한 이론에 의거하여, 대중 차원
과 엘리트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대중 차원에서는 일반 
대중들에 대한 종족 차별이 심할수록 내전 발발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가
설을 수립할 수 있다. 앞에서 수립한 불만 이론에 따르면 종족 차별이 횡
행하면 종족 집단 내부에서는 유대가, 외부에서는 배타심이 강화되기 때문
에 종족 갈등이 심화된다. 종족 갈등이 심화되면 종족 집단은 잠재적으로 
반군 모집의 장이 되기 때문에 내전 발발 위험이 증가한다. 

본 연구는 프리덤하우스의 자유도를 구성하는 두 요소 중 시민의 자
유(civil liberty)를 사용하여 대중 차원에서의 종족 차별을 추정한다. 이 
지표는 종족 차별을 직접적으로 포착하는 지표라고 할 수는 없다.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시민의 자유는 네 가지 측면을 포착하고 있다. 첫째, 표현
과 신념의 자유(Freedom of Expression and Belief), 둘째, 집회 결사의 
자유(Associational and Organizational Rights), 셋째, 법에 의한 통치
(Rule of Law), 넷째, 개인의 자율성과 권리(Personal Autonomy and 
Individual Rights)이 네 가지 측면이다. 총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 지표
는 일반 대중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종족 차별을 직접적으로 측정하
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때문에 변수의 타당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
다. 그러나 종족 차별을 측정하는 다른 대안적 지표가 없으며,206) 앞에서 
본 라이베리아 사례를 통해 민주주의 수준과 종족 차별 정도는 비슷한 추
세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민주주의 지표로 전반적 종족 
차별의 정도를 추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지표가 현상을 직접
적으로 포착하지는 못한다는 한계를 감안하고 회귀 분석 결과를 해석해야 
할 것이다.  

206) ‘위험에 처한 소수(minority at risk)’ 데이터를 대안적 지표로 고려할 수 있다. 
위험에 처한 소수 데이터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불만을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종족 차별을 개념적으로 더 잘 포착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최근의 
지표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중 30개의 국가들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고, 
2004년에서 2006년까지 3년의 데이터만 제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회귀 
분석에는 부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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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표는 1부터 7까지의 값을 가진다. 1은 가장 자유로운 상태, 7
은 가장 자유롭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이 지표로 종족 차별 
정도를 추정하므로 1은 종족 차별이 없는 상태, 7은 종족 차별이 가장 심
한 상태를 나타낸다.  

가설1 : 일반 대중들에 대한 종족 차별이 심할수록 내전 발발 가능
성이 증가한다. 

또한, 행정부의 핵심 권력에서 특정 종족 엘리트들이 체계적으로 차
별을 받으면 내전 발발 위험이 증가한다. 종족의 엘리트들은 동족 구성원
들이 차별받는 것과는 별개로 자신들이 직접적으로 핵심 권력으로부터 배
제되었을 때, 혹은 핵심 권력으로 접근하는 진로가 막혔을 때 정부에 대한 
불만을 품는다. 따라서 핵심 권력에 대한 접근이 종족 정체성에 근거하여 
이루어질 때, 배제된 종족의 엘리트들은 종족 집단을 동원해 내전을 일으
키려는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다.  

핵심 권력 배분에서 종족 차별이 이루어지는 지는 EPR 데이터를 통
해 알 수 있다. EPR 데이터는 행정부와 같은 핵심 권력의 분배에서 각 종
족의 지위(status)를 보여주는데, 이 자료를 회귀 분석에 사용하기 위해서
는 본 연구의 이론에 맞게 EPR 데이터를 국가-연도 단위로 바꾸어 재코
딩 해야 한다. 먼저, 해당 연도에 한 종족이라도 ‘차별(discriminated)’ 혹
은 ‘무력(powerless)’ 상태에 있으면 엘리트 차원에서 종족 차별이 이루어
지는 것으로 판단하여 1로 코딩하고, 어떤 종족도 ‘차별’이나 ‘무력’ 상태
에 처하지 않은 경우에는 0으로 코딩하였다. EPR 데이터 코드북에 따르면 
‘무력’ 상태는 뚜렷한 차별적 조치 없이 권력으로부터 배제된 것을 의미한
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핵심 권력으로부터의 배제 그 자체를 차별로 보기 
때문에 무력 또한 차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보조적으로 뚜렷
한 종족 차별 조치가 있었던 경우만 권력으로부터의 배제로 보는 관점에
서도 코딩하여 두 가지 코딩 방법에 따라 분석 결과가 달라지는지 살펴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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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2 : 핵심 권력에서 특정 종족 엘리트들이 배제되면 내전 발발 
가능성이 증가한다. 

또한, 본 연구는 종족 엘리트들이 배제되어 불만을 가지게 되면 이
들이 대중을 동원하여 내전을 일으킨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배제된 엘리트가 소속된 종족의 규모 또한 중요할 수 있다. 즉, 배제된 인
구 규모가 큰 경우에는 동원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많기 때문에 내전이 
발발할 가능성이 더 높은 반면, 인구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동원할 
수 있는 인구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내전 발발 위험이 적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핵심 권력의 분배에서 종족 차
별이 일어나는지 뿐만 아니라 종족 차별을 받는 종족의 규모까지 고려하
였다. 종족 규모는 전체 사회를 1로 보았을 때 해당 종족이 차지하는 규
모를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종족 규모를 엘리트 
차원에서의 종족 차별 유무에 대한 이항변수와 곱한 변수를 완성하였다. 
이 변수를 통해 엘리트 차원의 종족 차별 유무를 알 수 있으며, 차별 받는 
종족의 규모를 알 수 있다.   

가설3 : 배제된 엘리트의 종족 규모가 크면 내전 발발 가능성이 증
가한다.  

3) 통제 변수 

독립 변수 외에도 다음과 같은 통제 변수를 고려하기로 한다. 먼저, 
생활수준을 고려한다. 콜리어와 회플러,207) 피어론과 레이틴208)은 내전은 
기대 효용 함수(expected utility calculation)의 결과라고 주장하였다. 잠
재적 반군은 전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계산하며, 기회비용 또한 
고려한다. 내전 발발 이전의 생활수준은 내전에 대한 기회비용이다. 따라

207) Collier and Hoeffler, 1998, pp. 563–73. 
208) Fearon and Laitin, 2000, pp. 84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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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내전 발발 이전의 생활수준이 높으면 기회비용이 높으므로 반군에 동
참할 유인이 적다. 반면 생활수준이 낮으면 기회비용이 낮기 때문에 동참
할 유인이 많다. 

생활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는 세계은행의 유아 사망률(infant 
mortality)을 사용한다. 생활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가장 널리 사용하는 지
표는 GDP이지만 GDP는 민주주의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선상의 문제(problems of collinearity)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피
하기 위해 삼바니스209)는 인당 에너지 소비량으로 생활수준을 측정하였고, 
PITF 5차 보고서는 아동 사망률을 사용하였다.210) 세계은행의 아동 사망
률은 1000명 중 한 살이 되기 전에 사망한 영아의 수를 나타낸 것이다. 
종합하면, 유아 사망률이 높을수록 내전으로 인한 기회비용이 낮으므로 내
전이 발발할 가능성이 증가할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경제 성장률 또한 내전에 대한 기회비용을 측정하는 중요한 변수이
다. 경제성장률이 높으면 경제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기 때
문에 내전에 대한 기회비용 또한 크므로 내전에 대한 유인은 적다. 반면, 
경제성장률이 낮을 경우에는 기회비용이 작기 때문에 내전 발발 가능성이 
증가할 것이다. 경제성장률은 세계은행의 GDP 성장률 지표로 측정한다. 
연도별 GDP 성장률은 현지 고정 화폐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시장 가격의 
성장 비율을 측정한 것이다. 

천연 자원도 내전 발발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이다. 천연 자
원과 내전 발발의 관계는 탐욕 이론과 불만 이론 두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탐욕 이론에 따르면 풍부한 천연 자원은 내전에서 승리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많다는 것, 무기 보급, 군량미 조달이 용이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천연 자원은 내전으로 인한 이익은 증가시키고 
비용은 감소시키기 때문에 합리적 행위자의 내전 참전을 유도한다. 반면, 
불만 이론에 따르면 천연 자원이 풍부한 많은 국가들은 천연 자원을 제대

209) Sambanis, 2001, p. 269.
210) Jack A. Goldstone, Robert H. Bates, David L. Epstein, Ted Robert Gurr, 

Michael B. Lustik, Monty G. Marshall, Jay Ulfelder, and Mark Woodward, 
2010, pp. 190–208. 



- 101 -

로 관리하지 못해 천연 자원으로부터 수혜를 입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간의 간극을 조성한다. 이러한 간극이 불만을 일으키기 때문에 내
전이 발발할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논리는 다르지만 탐욕 이론과 
불만 이론은 모두 천연 자원이 풍부하면 내전 발발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천연 자원과 내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세계은행에서 제
공하는 GDP 대비 천연 자원 지대 지표를 사용한다. 

다음으로 종족 다양성을 고려할 수 있다. 동족끼리는 노동력, 연대
감, 정당성 등을 쉽게 확보할 수 있다. 때문에 종족다양성이 높은 사회는 
그렇지 않은 사회보다 쉽게 반군을 동원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
은 종족과 내전 발발은 선형의 관계가 아닐 가능성을 제기한다. 종족이 다
양할수록 내전 발발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두 종족으로 양극화
되어 있을 때 내전이 발발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이다. 한 사회 내 종
족이 매우 많으면 동원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의 수가 적으므로 대규모 내
전을 일으키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종족이 지나치게 많으면 다양한 선호
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적을 규정하기 어렵고, 연합 세력을 구축하기도 
어렵다.211) 따라서 두 종족으로 양극화 되어 있을 때 내전 발발 위험이 가
장 높을 것이다.212) 종족 분열도는 포즈너의 ‘정치적으로 중요한 종족’ 지
표를 사용한다. 이 지표는 0부터 1까지의 값을 가지며, 0에 가까울수록 동
질적이고 1에 가까울수록 이질적인 인구 구성을 나타낸다.213) 

인구 또한 중요한 변수이다. 반군의 지도자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인구가 많을수록 동원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많기 때문에 내전을 일으키
기 용이하다. 때문에 인구가 많을수록 내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
이다. 인구는 세계은행의 국가별 총 인구 자료를 참고한다. 이 변수는 값
이 매우 크기 때문에 회귀 분석에서는 로그를 취한다. 

211) De Soysa, 2002, pp. 395–416. 
212) Collier and Hoeffler, 1999.  
213) PREG 보다 더 널리 사용되는 지표로는 알레지나 외의 학자들이 개발한 분열도

(fractionalization data)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 회귀식에 PREG와 분열도 두 
지표를 대체 사용해 보았으나 회귀 분석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 비록, 알
레지나의 분열도를 사용하면 사례 수는 증가하지만 PREG가 ‘정치적으로 중요한 종
족’이라는 개념을 더 잘 포착해 타당성이 높은 지표이기 때문에 PREG를 사용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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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평화 자체가 내전 발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평화 연수와 
내전 발발의 상관관계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독립한
지 오래된 국가일수록 내전 발발 위험으로부터 자유롭다.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 직접 통치를 한 기간이 짧으면 정체가 불안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
문에 내전 발발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반면, 독립한지 한 지 오래된 경우 
정체가 안정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전 발발 가능성이 낮을 것이다. 

둘째, 내전이 종결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경우 내전 발발 위험이 
높을 것이다. 내전으로부터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국가에서는 군비 축
소(disarmament), 동원 해제(demobilization)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 무기를 회수하고, 반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재사회화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내전은 경제·사회 인프라 구조를 
파괴하기 때문에 내전을 겪은 국가들은 경제 성장이 더디다. 탐욕 이론에 
따르면 암울한 경제 상황은 내전 참전에 대한 기회비용은 감소시키고 유
인은 증가시키기 때문에 내전이 또 다른 내전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평화 연수는 내전이 발발하지 않은 국가는 독립 이후 평화가 유지된 
연수를, 내전이 발발하였지만 종결된 국가는 내전 종결을 기준으로 평화가 
유지된 연수를 코딩하였다. 내전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0을, 코딩하였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전쟁 중인 이웃 국가 수를 고려할 수 있다. 전
쟁 중인 이웃 국가와 내전 발발은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첫
째, 이웃 국가가 전쟁 중일 경우 이웃 국가를 통해 무기를 공수하기가 쉽
기 때문에 내전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것은 아프리카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국경이 엄격하게 관리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이 더 두
드러질 가능성이 있다. 둘째, 이웃 국가가 종족 내전을 겪고 있을 경우 같
은 종족 집단으로 구성된 이웃 국가에 종족 간 갈등이 전이되어 내전 발
발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내전 중인 이웃 국가가 많을수록 내
전 발발 가능성이 증가할 것이다. 내전 중인 이웃 국가의 수는 각 국가별 
이웃 국가를 모두 나열할 후, 내전 중인 이웃 국가 수를 국가-연도 단위 
별로 코딩하였다. 이 변수의 최대치는 6이고, 최소치는 0이다. 

지금까지는 내전의 또 다른 당사자인 정부를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
나 정부는 반군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정부가 강할 경우에는 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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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 이것은 곧 반군
이 부담할 비용이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전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한정되어 있는데 비용이 상승하면 내전이 발발할 가능성은 낮아진
다. 반면, 정부가 약할 경우에는 반군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내전 발발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정부의 역량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세계은행의 
GDP 대비 세수 비중 지표를 통해 정부의 역량을 측정한다. 

그 외에 내전 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냉전이 있다. 그러
나 본 연구에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기존 연구에서 냉전은 두 가지 이유로 
내전 발발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고려되었다. 첫째, 냉전 시기에 미국과 소
련이 상대 진영에 속한 제 3세계 국가 내의 반군을 지원해 이들로 하여금 
대리전을 치르게 함으로써 내전을 촉발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냉전 종결 
이후 전 세계의 전쟁 양상이 완전히 바뀌면서 내전 발발이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어론과 레이틴은 최근의 내전은 1940년, 50년, 60년대
를 거치면서 내전이 점차 축적된 결과이지 냉전 종결 이후에 갑자기 증가
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였고,214) 본 연구의 회귀 분석에서는 연구 대상에 
냉전 이전 시기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제하였다. 지금까지 수립한 가설
을 바탕으로 다음 장에서는 실증 분석 결과를 해석한다. 

3. 실증분석 결과 

1) 분석 모형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내전 발발 여부는 0과 1의 값을 가지는 
이분변수(binary variable)이므로,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logistic 
regression analysis model, 이하 로짓 분석)을 사용한다. 로짓 분석은 

214) Fearon and Laitin, 2003, pp. 7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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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경우와 같이 종속변수가 이산변수(discrete variable)일 때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대표적인 
모델이다. 독립 변수의 값이 종속 변수의 값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모든 독립 변수는 1년 뒤의 종속 변수의 값에 대응시켜 1년 지체 
효과(lagged effect)를 살펴보고자 한다.215) 

2) 분석 결과 및 함의

<표 6-2>는 전체 내전이 종속 변수일 때 독립 변수가 다른 네 가지 
모형216)을 검증한 로짓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각 모형에는 32개국, 총 
307개의 사례가 포함되었다.  

먼저, 모형 1의 독립 변수는 대중 차원에서의 종족 차별, 엘리트 차
원에서의 종족 차별, 그리고 그 둘 간의 상호 관계이다. 이 중 엘리트 차
원에서의 종족 차별은 95% 신뢰 수준에서 유의미하다. 그리고 이 독립 변
수는 종속 변수와 양의 상관관계인데, 이것은 엘리트들에 대한 종족 차별
이 심할수록 내전 발발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외에 대중 
차원에서의 종족 차별, 엘리트와 대중 차원에서의 종족 차별의 상호 관계
는 유의미하지 않다. 

215) 종속변수가 시계열 이진 변수(time series binary variable)일 경우 국가별 더미 
변수를 만들어 한 국가 내의 고정 효과(fixed effect)를 통제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사례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 모형에서는 채택하지 않았
다. 

216) 마지막으로 엘리트와 대중 간의 상호관계를 없앤 모형도 검증해 보았으나 이 모
형에서는 천연자원, 인구, 평화연수는 90% 수준에서 유의미하지만 엘리트 차원에서
의 종족 차별이 미치는 영향력이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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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대중 차원의 종족 차별 0.00470 
(0.01226)

-0.00259
(0.00972)

-0.00227
(0.01030)

대중 차원의 종족 차별
(제곱)

0.00062
(0.00167) 

엘리트 차원의 종족 차별
(광범)

0.14376*
(0.06814)

0.09274*
(0.04113)

엘리트 차원의 종족 차별
(협소)

0.14057 .
(0.07215)

엘리트 차원의 종족 차별
* 인구 비율

-0.00882
(0.20264)

엘리트 차원의 종족 차별
* 대중 차원의 종족 차별

-0.02778
(0.01700)

-0.01979
(0.01593)

-0.00334
(0.00209)

-0.01418
(0.03504)

유아사망률 0.00081 .
(0.00044)

0.00112*
(0.00048)

0.00082 .
(0.00044)

0.00059
(0.00044)

경제성장률 -0.00303
(0.00192)

-0.00280
(0.00191)

-0.00321 .
(0.00193)

-0.00275
(0.00193)

천연자원 0.00135 . 
(0.00072)

0.00162*
(0.00071)

0.00131 .
(0.00071)

0.00185*
(0.00080)

종족 다양성(제곱) 0.00014 
(0.06043)

0.00708
(0.05853)

-0.00104
(0.06033)

0.01356
(0.05883)

log 인구 0.02193*
(0.01006)

0.01805 .
(0.01007)

0.02125*
(0.00984)

0.01123
(0.00956)

평화연수 0.00122 .
(0.00071)

0.00145*
(0.00066)

0.00122 .
(0.00071)

0.00048
(0.00066)

전쟁 중인 이웃 국가 수 0.00731
(0.00942)

0.00154
(0.00949)

0.00757
(0.00939)

0.01347
(0.00905)

세수 -0.00032
(0.00106)

-0.00068
(0.00104)

-0.00030
(0.00106)

-0.00078
(0.00107)

상수 -0.45684*
(0.18957)

-0.39529*
(0.18537)

-0.43769*
(0.17840)

-0.21105
(0.16772)

관측수 307 307 307 307
국가수 32 32 32 32

<표 6-2>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 p < 0.001, ‘**’ p < 0.01, ‘*’ p < 0.05, ‘.’ p < 0.1

主: 모든 값은 소수점 여섯 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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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통제 변수로는 유아사망률, 
천연자원, 인구수, 평화연수가 있다. 유아사망률과 천연자원은 90% 신뢰
수준에서 유의미하며, 유아사망률이 높을수록, 천연 자원이 풍부할수록 내
전 발발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인구수는 95% 신뢰수준
에서 유의미한데, 인구가 많을수록 내전 발발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가설을 
뒷받침한다. 마지막으로 평화연수는 90% 신뢰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독립한지 오래되었을수록, 평화가 오래될수록 내전 발발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앞의 예상을 벗어난다.  

이 결과는 라이베리아와 같이 독립 이후 134년 동안의 평화를 유지
하다 내전이 발발한 예외적인 사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 전반의  
경향이었다. 평화가 길어질수록 내전 발발 위험이 증가하는 원인에 대해서
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지만, 내전을 이미 겪었던 국가의 경우 평화협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불만이 증대되어 내전이 재발하는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모형 2에서는 엘리트 차원의 종족 차별에 대한 지표가 모형 1과 다
르다. 모형 1에서는 특정 종족의 엘리트가 권력에서 장기간 배제된 경우
에는 뚜렷한 종족 차별 근거가 없을 때도 종족 차별이라고 간주하였다.217) 
반면, 모형 2에서는 권력의 핵심에서 특정 종족 엘리트가 장기간 배제되
었지만 차별의 증거가 없는 경우는 종족 차별이라고 보지 않았다. 즉, 모
형1보다 모형 2에서 사용한 엘리트 차원의 종족 차별에 대한 지표가 더 
협소하다. 그 결과 각 변수의 유의 수준에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모형 1
에서 유의미하게 나온 변수들이 모형 2에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왔고, 
방향성 또한 일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술하자면, 모형 2에서도 엘리트
들이 종족 차별을 심하게 받을수록, 유아사망률이 높아질수록, 천연자원이 
풍부할수록, 인구가 많을수록, 평화연수가 길어질수록 내전 발발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모형 1의 결과가 지지되었다.  

모형 3은 대중 차원의 종족 차별을 측정하는 ‘시민의 자유’ 지표를 
제곱하였다는 점에서 모형 1과 차이가 있다. 이것은 이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이차 함수의 관계에 놓여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본 

217) 종족 차별의 근거 유무는 EPR 데이터에 의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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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이론을 구성하는 가설인 대중 차원에서의 종족 차별이 내전을 야
기한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본 연구의 이론은 종족 차별로 
인해 불만이 고조되면 내전 발발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
면 대중 차원의 불만과 민주주의 수준은 일차함수 관계일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시민의 자유’ 지표를 대중 차원의 종족 차별이 아니라 
민주주의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라고 보면 ‘시민의 자유’와 내전의 
관계는 뒤집어진 U자라고 생각할 수 있다. 민주주의 수준이 매우 낮을 때
는 정부가 잠재적 반란 세력이 옴짝달싹할 수 없도록 억압한다. 반면, 민
주주의 수준이 매우 높을 때는 사회에 극심한 불만을 가진 세력이 형성되
지 않는다. 따라서 민주주의 수준이 낮을 때와 높을 때는 내전 발발 위험
이 낮다. 반면, 중간의 국가들은 내전 발발 위험이 높을 것이다. 

이러한 논리적 근거에 기반을 두고 모형 3를 검증하였으나 그 결과
는 모형 1과 유사하다. 내전 발발 가능성은 엘리트 차원에서의 종족 차별
이 심할수록, 유아사망률이 높을수록, 천연자원이 풍부할수록, 평화연수가 
길수록 증가한다. 다만 모형 3에서는 모형 1과 달리 경제성장률이 90% 
신뢰도 수준에서 유의미하다. 경제성장률은 내전 발발과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성장률이 낮을수록 내전 발발 위험이 높아진다는 
앞에서 세운 가설에 부합한다. 

모형 4는 엘리트 차원에서 종족 차별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대
신, 종족 차별이 있을 때 차별로 인해 배제된 종족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
하는 비중을 고려한 변수를 독립 변수로 넣은 것이다. 권력으로부터 배제
된 엘리트들이 불만을 품게 되었을 때, 자신의 종족만으로도 반군을 일으
킬 수 있을 만큼 그들의 종족이 충분히 크다면 대중을 쉽게 동원할 수 있
을 것이고, 그로 인해 내전 발발 위험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반면, 종족 
차별을 받는 엘리트의 종족이 충분히 크지 않다면 다른 종족과 연합을 도
모해야하기 때문에 내전을 일으키는 데 더욱 큰 위험이 따르게 되며, 내전 
발발 위험 또한 감소한다. 따라서 전체 인구 대비 종족 인구의 비율을 고
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모형 4에서는 어떤 독립 변수도 유의미하지 않
으며, 천연자원이 풍부할 때 내전 발발 위험이 증가한다는 가설만 95% 신
뢰도 수준에서 뒷받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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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은 종속 변수가 <표 6-2>와 다르다. <표 6-3>에서 모형 1
의 종속 변수는 종족 내전, 모형 2의 종속 변수는 혁명 내전이다. 각 모형
에는 32개국, 총 307개의 사례가 포함되었다. 이와 같이 종속 변수에 따
라 회귀 분석을 검증해 보는 까닭은 종속 변수에 따라 설명 변수의 영향
력이 다를 것이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종족 내전을 종속 변수로 하는 모형 1에서는 엘리트에 대한 종족 차
별이 심하면 내전 발발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가설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엘리트 종족 차별 변수가 95% 신뢰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
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주의 수준은 내전 발발에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 대중들이 종족 차별을 심하게 받을수록 내
전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본 연구의 가설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그 외에는 경제성장률, 천연자원, 인구가 종족 내전 발발에 영향을 
미친다. 종족 내전은 경제성장률이 낮을수록 발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설명은 95% 신뢰 수준에서 유의미하다. 또한, 종족 내전은 천연자원이 
풍부할수록 발발 가능성이 증가한다. 이 설명은 90% 신뢰 수준에서 유의
미하가 때문에 영향력이 매우 강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자료의 제한
으로 인해 사례 수가 적기 때문에 고려할 가치가 있다. 마지막으로, 종족 
내전은 인구가 많을수록 발발할 위험이 높아진다. 이 변수는 99% 신뢰수
준에서 유의미하다.  

혁명 내전을 종속 변수로 하는 모형 2에서는 유아사망률만이 유의미
한 영향력이 미치는 결과가 나타났다. 유아사망률이 높을수록 혁명 내전이 
발발할 가능성을 증가한다는 설명은 95% 신뢰 수준에서 유의미하다. 그러
나 그 외에 변수들은 유의도가 검증되지 않았다. 이를 통해 혁명 내전의 
종류에 따라 발발 원인이 다르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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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1 모형 2
종속 변수 종족 내전 혁명 내전

대중 차원의 종족 차별 0.00169
(0.00880)

0.00301
(0.00891)

엘리트 차원의 종족 차별
(광범)

0.10050*
(0.04897)

0.04328
(0.04956)

엘리트 차원의 종족 차별
* 대중 차원의 종족 차별

-0.01894
(0.01222)

-0.00885
(0.01237)

유아사망률 0.00017
(0.00032)

0.00064*
(0.00032)

경제성장률 -0.00303*
(0.00138)

-0.00001
(0.00140)

천연자원 0.00089 .
(0.00051)

0.00046
(0.00052)

종족 다양성
(제곱)

-0.02245
(0.04343)

0.02259
(0.04395) 

log 인구 0.02127**
(0.00723)

0.00066
(0.00732)

평화연수 0.00052
(0.00051)

0.00070
(0.00052)

전쟁 중인
이웃국가 수

0.00127
(0.00677)

0.00604
(0.00685)

세수 0.00008
(0.00076)

-0.00040
(0.00077)

상수 -0.36680**
(0.13630)

-0.09004
(0.13790)

관측수 307 307
국가수 32 32

<표 6-3> 종족 내전과 혁명 내전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 p < 0.001, ‘**’ p < 0.01, ‘*’ p < 0.05, ‘.’ p < 0.1

主: 모든 값은 소수점 여섯 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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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짓 회귀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전체 내전을 종속 변수로 하였
을 때, 정부가 타 종족 엘리트에 대해 배타적인 전략을 취할 경우 내전이 
발발할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즉, 정부가 핵심 권
력 배분에 있어서 다른 종족 엘리트들을 차별하면 내전이 발발 위험이 증
가한다. 그러나 정부가 대중들에 대해 종족 차별을 하면 내전 발발가능성
이 증가한다는 가설과 엘리트와 대중 간의 상호 관계 또한 뒷받침되지 않
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대중 차원에서의 종족 차별을 추정하기 위해 사
용한 민주주의 지표는 간접적으로 밖에 종족 차별을 포착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위의 분석 결과를 통해 ‘엘리트-대중 상호 이론’이 
일반화될 수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부차적으로 종족 내전과 혁명 내전의 원인이 다를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설명 변수 중 하나인 엘리트에 대한 배타적 전
략은 혁명 내전 보다는 종족 내전을 더 잘 설명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엘
리트에 대한 배타적 전략이라는 것이 대통령이 행정부 혹은 그 외 핵심 
권력을 동족으로 채우고 다른 종족을 배제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
문에 갈등은 종족 사이에 형성된다. 이러한 갈등이 내전으로 이어지는 것
이기 때문에 내전 또한 종족 내전의 형태를 띠는 것이 논리적으로도 타당
하다. 이러한 점에서 종족 내전은 불만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4. 소결 

이 장에서는 종속 변수인 내전을 정의하고 구체적으로 사용할 데이
터를 언급하였다. 또한 설명 변수와 통제 변수를 설명하고 가설을 도출하
였으며, 가설을 검증할 데이터를 언급하였다. 그리고 로짓 분석 모형을 사
용하여 종속변수와 설명변수, 통제변수 간의 상관관계 및 통계적 유의도를 
도출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본 연구에서 수립한 핵심 가
설 중 일부는 지지하고 일부는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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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트에 대해 종족 차별을 할 경우에는 내전 발발 가능성이 증가하지만 정
부가 대중들에 대해 종족 차별을 할 경우, 그리고 엘리트와 대중의 상호 
관계에 의해서는 내전 발발 가능성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
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대중 차원의 종족 차별을 변수가 직접
적으로 추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온 결과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이론을 일반화 할 수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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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결론 

1. 요약 및 정리 

본 논문은 “내전 발발의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하고자 하
였다. 내전 발발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불만 이론을 경시하고, 반군을 구
성하는 엘리트와 대중 두 행위자 중 한 행위자에만 초점을 맞추어 왔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는 종족 다양성이 높고, 종족
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집단인 국가가 많다. 이러한 국가에서는 정치적 수
단으로써 종족 차별을 종종 이용하지만, 종족 차별은 차별 받는 집단의 불
만을 야기하여 내전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엘리트와 대중 
두 행위자 모두 불만을 가지고 있을 때 내전이 발발한다는 가설을 제시하
였다.

본 연구의 이론을 검증하기 위해 과정 추적 방법을 사용하여 라이베
리아 사례 연구를 하였다. 사례 연구 분석 시기는 라이베리아 독립 이후부
터 현재까지, 분석 단위는 라이베리아의 각 정권들이었다. 우선, 대중 차
원에서의 종족 차별을 살펴보면, 아메리코-라이베리아인 정권과 사무엘 도 
정권에서는 종족 차별이 매우 심하였다. 찰스 테일러 정권에서는 이전 정
권들에 비해 종족 차별이 다소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종족 차별이 있었음
을 알 수 있었다. 이후 규드 브라이언트 정권이나 엘렌 존슨 설리프 정권
에서는 대중들에 대한 차별을 찾아볼 수 없었다. 

한편, 엘리트 차원을 살펴보면, 아메리코-라이베리아인 정권에서 대
부분의 토착민 출신 엘리트는 핵심 권력을 쥘 수 없었지만 일부 엘리트는 
‘피후견인 체제’를 통해 권력에 접근할 수 있었다. 도 정권과 테일러 정권
은 다른 종족 엘리트가 핵심 권력에 접근할 수 없도록 차별하였기 때문에 
권력으로부터 배제된 엘리트들은 불만을 품게 되었다. 반면 브라이언트 정
권과 설리프 정권은 모든 종족이 핵심 권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엘리트의 불만을 사지 않았다.

엘리트-대중 두 행위자를 종합하면, 아메리코-라이베리아인 정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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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토착민 일반 대중들은 심한 차별을 당하였기 때문에 정부를 전복하려
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소수 엘리트에게는 핵심 권력에 접
근할 수 있는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엘리트들은 내전을 일으키려는 이
해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도 정권 하에서는 엘리트와 대중 두 행위
자 모두 심한 종족 차별을 받았다. 때문에 도 정권 하에서는 내전이 일어
날 것이라고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 이후 테일러 정권에서 대중들에 대한 
종족 차별은 일부 개선되었다. 그러나 테일러 정권 하에서도 군부 장악이
나 ‘캠프 존슨 로드 작전’과 같은 사건을 통해 종족 차별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권력으로부터 배제된 엘리트들은 대중들의 불만에 불을 
지폈고, 그 결과 내전이 발발하였다. 반면, 브라이언트 정권과 설리프 정
권은 엘리트-대중 두 행위자 모두 차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전이 발
발하지 않았다.   

이러한 발견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엘리트-대중 상호 관계 이론’의 
일반화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로짓 회귀 분석을 시도하였다. 회귀 분
석 결과는 ‘엘리트-대중 상호 관계 이론’을 부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엘리트에 대한 종족 차별은 유의미하게 내전 발발 가능성을 증
가시키지만, 대중에 대한 종족 차별은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 내전을 종족 내전과 혁명 내전으로 구분하
여 회귀 분석한 결과, 내전의 종류에 따라 내전 발발 원인이 달라졌다. 종
속 변수가 종족 내전일 때 엘리트에 대한 종족 차별은 유의미하였다. 반
면, 종속 변수가 혁명 내전일 때 엘리트 혹은 대중에 대한 종족 차별은 유
의미하지 않았고, 천연 자원만 유의미하였다.  

2. 본 연구의 함의 및 후속 연구의 가능성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함의가 있다. 첫째, 내전 발발을 설명하는 
데 상대적으로 경시되었던 불만 이론을 재조명하였다. 내전 발발 결정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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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정량적 방법으로 분석하고자 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지표나 종족 다양성에 대한 지표만으로 불만 이론의 설명력을 알아
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불만 이론으로 종족 다양성이 높은 국가들이 많은 
아프리카 내전을 설명하는 데 있어 핵심은 종족 차별이다. 종족 간 정치
적·경제적 차별이 일어나면 종족 내부의 결속력이 강해지고 외부에 대한 
배타성이 강해지면서 종족 간 갈등이 심화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
는 비록 정량적 연구에서 대중들이 겪는 종족 차별 수준을 추정할 수 있
는 대안적 지표를 찾지는 못하였지만 엘리트들이 겪는 종족 차별 수준은 
EPR 데이터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또한, 라이베리아 사례 연구에서 예
와 사건들을 통해 각 정권의 종족 차별 정도를 진단함으로써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의 한계에서 일보 나아갈 수 있었다.    

둘째, 엘리트-대중 상호 관계라는 이론을 새로이 제시함으로써 내전 
발발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기존 내전 연구에서는 엘리트의 역할이 별로 
주목받지 못했고, 아프리카 내전 연구에서서는 대중의 역할이 별로 주목받
지 못했다. 본 연구는 엘리트와 대중, 두 행위자 중 어느 하나가 내전에 
참여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 내전은 발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에 입각
하여 엘리트-대중 상호 관계 이론을 개발하였다. 

셋째, 회귀 분석 결과를 통해 아프리카 내전 중에서도 종족 내전과  
혁명 내전을 각각 설명할 수 있는 변수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물론, 현실에서 내전은 복합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종족 내전과 혁명 내
전이라는 구분이 현실을 모두 반영하지 못하고 다소 왜곡할 수도 있다. 그
러나 내전을 그 특성에 따라 구분하면 내전 이론 정교화에 기여할 수 있
고, 또한 종족 차별과 같은 새로운 변수의 설명력을 발견하는 데 용이할 
수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내전을 특성에 따라 분류하여 설명해 보려는 
시도는 추후에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방법론적 측면에서 사례 연구를 통해 이론을 개발하고, 이 이
론을 회귀 분석을 통해 일반화 가능성을 모색해 보았다는 점에서 방법론
적 절충을 모색하였다. 다섯째, EPR 데이터가 기여하는 점이 많지만 여전
히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EPR 데이터에 따르면 
아메리코-라이베리아 정권 하에서 아메리코-라이베리아인들은 권력을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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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하였으며, 토착민들은 줄곧 차별 받았다. 그러나 사례 연구를 통해 드러
나듯 토착민들은 ‘피후견인 제도’를 통해 권력에 접근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EPR 데이터는 2004년에 처음 만들어졌고, 여러 번의 수정을 거쳐 
2009년에 3.0버전으로 향상되었지만 여전히 향상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반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정부의 대중들에 
대한 종족 차별을 추정할 수 있는 지표를 찾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 회
귀 분석에 사용한 프리덤하우스의 자유도는 종족 차별을 직접적으로 측정
하는 지표가 아니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유도는 대중 차원의 종
족 차별이라는 개념을 일부 포괄하고 있을 수는 있으나 그 외의 많은 다
른 현상들 또한 포함하고 있다. 즉, 변수의 타당성을 보장할 수 없다. 때
문에 회귀 분석을 통해 이론의 중범위 이론 가능성을 엄밀히 검증했다고 
보기 어렵다. 본 연구의 이론의 일반화 가능성은 검증되지는 못한 채로 의
문 속에 남아 있다. 현재는 ‘위험에 처한 소수(Minority at Risk: 이하 
MAR)’ 데이터가 본 연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과 가장 근접한다. 그
러나 MAR 데이터는 2004년에서 2006년까지만 코딩되어 있다. 본 연구의 
이론의 일반화 가능성을 정량적으로 검증해 보기 위해서는 더 긴 시기의 
종족 차별을 측정하는 데이터가 필요하다.  

또한, 내전 발발을 설명하는 ‘엘리트-대중 상호 관계 이론’을 보여주
는 표의 각 셀이 사례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과정 추적 방법을 통해 사례를 정권별로 나누고, 각 정권 하에서 엘리트-
대중 각각 행위자가 받는 차별 정도를 고려하여 표에 배정하였다. 그러나 
라이베리아 사례가 9개의 셀을 모두 충당하지는 못하였다. 때문에 라이베
리아 사례로 뒷받침할 수 없는 셀은 논리적 사고만을 통해 내전 발발 위
험을 유추하였다. 이러한 한계는 추가적인 사례 연구를 통해 개선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엘리트-대중 상호 관계 이론’을 통해 내전 발발에 엘리
트가 대중에 비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메리
코-라이베리아인 정권과 테일러 정권이 이러한 발견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대중들이 정부를 전복하려는 강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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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들이 어떻게 대중들이 내전이라는 고비용 선택지로 이끄는지는 여전히 
미궁 속에 남아 있다. 따라서 엘리트는 대중들을 동원하는 데 어떻게 성공
하는 가가 본 연구에서 남는 질문이고 추후 연구되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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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revisits the determinants of civil war with focus 
on the Sub-Saharan African Region. This paper is differentiated 
from previous research in its assumption that the level of ethnic 
discrimination, which can foster grievance along the line of 
ethnic identity, can differ in the elites and the public, unlike the 
previous research assuming that the interest of the elites and the 
public are the same. In this frame of separate condition of the 
elites and the public, civil war occurs when both actors from 
different groups of social hierarchy are motivated to stage a war. 
This captures the reality of Sub-Saharan Africa with their high 
concentration of ethnic diversity and neopatrimonialism.

This paper develops a theory by delving into a single case 
study of Liberia. Liberia is the most-likely case of greed theory 
and appropriate for process tracing method. The period of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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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spans from the independence of Liberia to the present. 
The unit of analysis is regimes of Liberia. First and foremost, 
this thesis examines the level of ethnic discrimination to 
approximate the level of grievances of the public. Grievance 
among the public was widespread in Americo-Liberian regimes 
and Samuel Doe’s regime, but it was mitigated in Charles 
Taylor’s regime. Even though general trend shows that ethnic 
discrimination in Taylor’s regime was not as severe as previous 
regimes, some evidences proves there was some ethnic 
discrimination in Taylor’s regime. On the other hand, no clear 
indication of ethnic discrimination was found in Gyude Bryant’s 
regime and Ellen Johnson Sirleaf’s regime. 

Ethnic Power Relations data is used to measure the severity 
of ethnic discrimination against the elite class. In 
Americo-Liberian regimes, indigenous people could not generally 
acquire key positions of governments, but ‘ward system’ allowed 
a small gate for indigenous people to obtain such positions which 
mitigated their grievances. Doe’s regime and Taylor’s regime 
clearly excluded elites from other ethnic groups by preventing 
them from gaining power. As a result, these outraged elites 
staged a civil war in these two regimes. On the other hand, 
Bryant’s regime and Sirleaf’s regime did not exclude ethnic 
groups from political power, so they did not experience 
grievances from elites.

Considering the elites and the public in synthesis, 
indigenous people in Americo-Liberian regimes had motivation to 
subvert a government because they experienced severe 
discrimination. However, elites were unlikely to lead a rebel 
group because they could access key positions of the 
government. Under Doe’s regime, both the elites and the public 
experienced severe ethnic discrimination, so civil war was not an 
unexpected outcome. In Taylor’s regime, ethnic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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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ng the public was not as severe as that of previous regimes. 
However, incidents such as domination of the army and 
‘Operation Camp Johnson Road’ support for the existence of 
ethnic discrimination caused the grievances among the public to 
result in civil war with enraged elites who were exempted from 
key positions because of their ethnicity. On the other hand, 
Bryant’s regime and Sirleaf’s regime did not discriminate against  
elites or the public, so civil war was prevented in these regimes.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examined all over Africa to 
test their generalizability. The result of simple logistic regression 
partially support ‘elite-public interaction theory.’ The result 
shows that the grievance of the elites has a significant influence 
on civil war while ethnic discrimination of the public does not 
show any correlation with civil war. However, this might have 
been caused by poor measurement of ethnic discrimination in the 
public because quantitative data directly capturing ethnic 
discrimination level is not currently available. Hence, developing 
the indicator of ethnic discrimination in the public remains as a 
subsequent research task. 

Keyword: civil war, sub-Saharan Africa, ethnic discrimination, 
inclusive/exclusive patrimonialism, elite-public interaction
Student Number: 201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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