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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민주주의가 건강결과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보기 위하여 1995년부터 2015년까지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제3의 민주화 물결은 1986년 필리핀을 필두로 아시아 전역

에 확대되면서 민주주의의 확산과 혼합체제의 증가를 가져왔다. 혼합체

제는 민주주의 체제로 이행하지도, 전형적인 권위주의로 회귀하지도 않

는 안정성을 보이며 하나의 독립적인 체제로 분류되고 있다. 본 연구는

권위주의로부터의 탈피를 민주주의로 구분하는 기존의 이분법적인 접근

방식으로는 제3의 민주화 물결 이후에 나타난 정치체제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혼합체제를 독립적으로 분류하여 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 아시아지역의 전반적인 건강 향상에도 불구하고 영아

사망률의 국가 간 격차는 여전히 감소하지 않았으며 이는 정치 체제에

따라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 민주주의 체제로 분류되는 ‘자유’ 국가는 영

아사망률의 수준이 가장 양호하였으며 민주주의와 건강향상 간에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또한 시민적 자유로 불리는 ‘참여’가 건강향상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반면 혼합체제로 분류되는 ‘부분적 자유’ 국가에서

는 영아사망률의 격차가 가장 높았으며 정치적 자유와 시민적 권리 모두

영아사망률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아시아지역에서

민주주의는 건강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민주주의, 정치적 변화 등 정치사회적 측면과 건강에 관

한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정치체제에 따라 인구집단 수준의 건강상태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계량적인 방법으로 분석한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주요어: 민주주의, 건강, 정치체제, 참여, 아시아

학 번: 2016-22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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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건강은 사회경제적 요인에 비해 정치와 쉽게 연결되지 않는다. 세계보

건기구(2008)에 따르면 건강은 사람의 출생과 성장, 생활, 노동, 노화의

조건과 같은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social determinants of health)에 의

해 결정된다. 이러한 요인은 돈, 권력, 자원의 분포에 따라 결정되며 불평

등한 분포는 사람이 살아가는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환경의 조건에 불공

정성(unfairness)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건강의 불평등을 일으킨다

(WHO, 2008; 김창엽 외, 2015). 밤브라 외(2005)에 따르면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특정 그룹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자원과 권력을

소유하는 불평등한 분포를 가지는데 이는 앞서 정의한 대로 건강의 불평

등을 초래할 수 있다.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은 정치적 개입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동시에 정책을 결정하는 정치적인 활동에 영향을 주기도 한

다. 또한 건강권은 정치적, 사회적 노력에 의해 획득한 보편적인 인권이

자 시민권으로서 정치적인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건강을 정치적으로 인

식하는 것이 중요하며 건강과 정치를 연결하는 요인을 가시화하고 나아

가 정치를 건강의 핵심문제로 삼을 필요성이 있다.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로는 소득 및 교육과 같은 주로

건강의 사회경제적 요인에 집중한 반면 건강의 정치적 요인에 관한 연구

는 상대적으로 적고 유럽과 북미에서조차 부족한 실정이다(Klomp &

Haan, 2009; Navarro, 2008). 최근 건강과 정치에 관한 체계적 문헌고찰 연

구에 따르면 복지국가 31건, 민주주의 26건, 정치적 변화 10건, 세계화 6건으

로 총 73건의 연구가 이루어졌다(Muntaner et al, 2011). 정치가 건강에 미치

는 영향이 사회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복잡성으로 인해 정치, 권력, 이념

이 사람들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방식에 대한 논의를 어렵게 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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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된다(Navarro & Shi, 2001; Muntaner, 2002; Bambra & Scott -Samuel, 2005).

건강과 정치에 관한 연구들 가운데 민주주의는 여러 가능한 형태의 정

치체제 중 하나로 많은 사회와 국가가 추구해 온 제도이다(Dahl, 1973;

Huntington, 1991).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민주주의는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Lake & Baum, 2001; Franco et

al, 2004; Besley & Kudamatsu, 2006). 이와 같은 경향은 민주주의가 오래

된 국가들의 역사적 경험을 비추어 볼 때 그리고 논리적인 차원에서 보

더라도 민주주의 체제가 비민주체제에 비해 소수의 정치권력이 다수의

국민으로 이동하고, 그 결과 다수의 건강에 유리한 정책을 편다는 이론

적 설명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Acemoglu & Robinson, 2005; 김창엽,

2013).

그러나 1970년대 중반부터 제3세계 국가들로 확산되어 나타난 제3의

민주화 물결(Huntington, 1991)은 민주주의가 오래된 국가에서 관찰되었

던 기존의 이론적 시각과는 상이한 혼합된 결과1)를 나타냈다. 제1차 세

계대전 종전까지 이루어진 제1의 민주화 물결과 제2차 세계대전 후 서구

식민통치의 종식과 함께 일어난 신생독립국들이 민주화를 이룬 제2의 물

결과 달리 1970년대 이후부터 남유럽, 남미, 동유럽, 아시아에서 나타난

제3의 민주화 물결은 민주주의와 혼합체제(hybrid regime)의 확산을 가

져왔다(Huntington, 1991). 혼합체제란 민주주의와 전형적인 권위주의의

중간에 자리 잡은 체제로 경쟁적 권위주의(competitive authoritarianism),

선거 권위주의(electorial authoritarianism), 결손 민주주의(defective

democracy)로 불리며 하나의 독립된 범주로 분류하는 시각이 등장하였

다(Diamond 2002; Levitsky & Way, 2002; Schedler, 2006; 오창헌, 2009). 따

라서 전형적인 권위주의로부터의 전환을 민주주의 체제로 규정하는 기존

1) 민주주의로 이전한 사회주의 국가(Adeyi et al. 1997), 예방접종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저소득국가(Gauri & Khaleghian, 2002), 영유아사망률에 관한 저소득

국가의 연구(Ross, 2006)에서 민주주의와 건강간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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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분법적인 접근방식은 제3의 민주화 물결로 인해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을 설명하기에 미흡하다는 점에서 혼합체제로 분류하여 분석하는 연

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제3의 민주화 물결 이후 지리적으로 근접하고 비교적 유사한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는 라틴 아메리카나 동유럽에 비해 정치·경제·문화적으로

다양성을 지닌 아시아지역에서 민주주의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이

다뤄지지 않았다(김웅진 외, 2005). 아시아는 자유와 권리보다 질서와 규

율을 더 중시하는 ‘아시아적 가치’(Zakaria, 1994)와 개인주의보다는 집단

주의적이고 위계질서를 중요시하는 유교와 회교를 민주화의 장애물이라

규정하는 일부의 주장으로 인해 아시아지역에서의 민주주의에 대한 편견

을 심어주기도 하였다(Huntington, 1991).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6년 필

리핀을 필두로 한국의 1987년 6월 항쟁 등 제3의 민주화 물결이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아시아에서 일어난 민주주의의 확산은 2000년대부

터 지연되는 추세를 보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민주화가 역전되면서 회귀

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Kurlantzick, 2014). 따라서 제3의 민주화 물결

이후 아시아 지역에서 민주주의 흐름의 변화가 반영한 연구가 필요하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1995년부터 2015년까지 아시아지역 국가를 대상으로 민주주

의가 건강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세부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주주의와 건강에 관한 이론들을 검토한다.

둘째, 아시아지역에서 민주주의가 건강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

로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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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민주주의 정의 및 측정

민주주의에 대한 합의된 정의와 개념을 찾기는 어렵다. 민주주의의 개

념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며 크게 절차적(procedural) 정의와 실질적

(substantive) 정의로 구분할 수 있다. 절차적 정의가 민주적 절차에 집

중하는 반면 실질적 정의는 정책의 내용과 결과에 초점을 맞춘다. 민주

주의의 경험적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특정 현상을 분석하기에 민주주의

에 대한 어떤 정의가 더 유용한지를 고려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학자들

은 광의의 실질적 정의에 비해 절차적 정의가 연구 목적에 부합하다고

의견을 모으며 절차적 정의 내에서도 최소한의 구성요소를 어떻게 규정

하는지에 따라 세분화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Diamond et al, 1989;

Huntington 1991; Collier & Levitsky 1997; Coppedge et al, 2011).

절차적 정의로 널리 사용되는 정의로 달(Dahl, 1973)이 다두정 에서

제시한 여덟 가지 기준2)이 있다. 달((Dahl, 1973; Dahl, 1989)의 정의에

따르면 민주주의의 핵심은 ‘경쟁’과 ‘참여’로, 자유롭고 공정하며 경쟁적

인 선거, 표현의 자유, 출판의 자유 및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해당하는

시민적·정치적 자유의 보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민주주

의에 대한 최소한의 정의로 달(Dahl, 1973)의 절차적 정의를 사용하고자

한다.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만큼이나 적절한 지표의 선정 또한 중요하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지표에 의해 측정되며 서로 다른 기관을 통해 측정된

여러 지수들이 존재한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민주주의 지표로는 프리덤

하우스와 Polity IV가 있다(Kekic, 2007; Bochsler & Kriesi, 2013; Högström,

2) ①선거에서 투표할 권리, ②후보자로서 선출될 권리, ③정치 지도자가 지지와

투표획득을 위해 경쟁할 권리, ④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⑤결사의 자유, ⑥표현

의 자유, ⑦정보의 대안적 요소, ⑧공공정책 결정을 위한 제도가 투표 및 선호

의 다양한 표현에 의존한다(Dahl,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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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3). 다이아몬드(1996)에 따르면 프리덤하우스4)의 ‘자유’ 등급이 민주

주의의 경험적 지표로서 적합하다고 주장한다. 프리덤하우스(2015)는 자

유롭고 공정한 선거에 의해 정부가 성립되는 체제와 정치적 권리 및 시

민적 자유가 보장된 광의의 선거민주주의(electoral democracy)를 민주주

의의 최소기준으로 간주하였다. 이는 앞서 정의한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

한 최소한의 정의를 충족하는 개념으로 본 연구에서 민주주의를 측정하

는 지표로 활용하였다. 이 지표는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적인 방법

론적 논의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강점이 있으며 민주주의 지표를

구성하는 정치적 권리(political rights)와 시민적 자유(civil liberties)에

대한 세부 지표를 공개하며 이를 점수화5)한다.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

유는 각각 1점(자유로운)에서 7점(자유롭지 않은) 사이의 점수를 부여하

며 정치적 권리는 자유롭고 경쟁적이며 공정한 선거, 정치적 다원주의와

참정권의 보호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시민적 자유는 표현의 자유, 집회결

사의 자유, 법치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두 지표의 평균은 자유등급

(free rating)으로 분류되며 자유등급은 ‘자유’(free, 1.0～2.5) 국가, ‘부분

적 자유’(partly free, 3.0～5.0) 국가, ‘비자유’(not free, 5.5～7.0) 국가로

분류한다(Freedom House, 2015).

1970년대 중반 제3세계에서 일어난 민주화 물결은 민주주의의 확산과

3) 프리덤하우스와 Polity Ⅳ 민주주의 지표의 상관관계는 0.875(158개국, 2009

년도)로 매우 높으며 두 지표가 경험적 연구에 사용될 때 유사한 결과를 기대

할 수 있다(Högström, 2013).

4) 프리덤하우스는 1972년부터 매년 전 세계 195개 국가와 15개 영토의 민주주

의를 평가하는 세계 자유보고서(Freedom in the World Report)를 발간하는 비

당파적 기구이다.

5) 정치적 권리에 해당하는 10개의 세부 지표는 선거과정(Electoral Process), 정치

적 다원주의와 참여(Political Pluralism and Participation), 정부의 기능(Functioning

of Government)이며, 시민적 자유(Civic liberty)는 15개의 세부 지표로 표현의 자유

(Freedom of Expression and Belief), 결사의 권리(Associational and Organizational

Rights), 법치(Rule of Law), 개인의 자율성 및 개인의 권리(Personal Autonomy

and Individual Rights)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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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자유

국가

부분적 자유

국가

비자유

국가

총 국가수

(백분율)

1972 44(29%) 38(25%) 69(46%) 151(100%)

1975 40(25%) 53(34%) 65(41%) 158(100%)

1980 51(31%) 51(31%) 60(37%) 162(100%)

1985 56(34%) 56(34%) 55(33%) 167(100%)

1990 65(40%) 50(30%) 50(30%) 165(100%)

1995 76(40%) 62(32%) 53(28%) 191(100%)

2000 86(45%) 58(30%) 48(25%) 192(100%)

2005 89(46%) 58(30%) 45(24%) 192(100%)

2010 87(45%) 60(31%) 47(24%) 194(100%)

2015 86(44%) 59(30%) 50(26%) 195(100%)

함께 혼합체제(hybrid regime)가 증가하는 새로운 경향을 나타냈다

(Carothers 2002; Diamond, 2002). 혼합체제는 민주체제로 이행하지도,

전형적인 권위주의로 회귀하지도 않는 안정성이 관찰되면서 대부분의 혼

합체제가 일시적이거나 과도적인 현상이 아님을 보여주었다(Carothers

2002; 오창헌 2009). 프리덤하우스(2015)에 따르면 1970년대 중반 제3의

민주화물결 이후 ‘자유’ 국가의 수뿐만 아니라 ‘부분적 자유’ 국가의 수가

증가하였으며 그 비율이 안정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혼합체제

는 민주주의와 전형적인 권위주의에 대한 정의와 측정방식에 의해 영향

을 받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프리덤하우스의 ‘자유’ 국가를 민주주의 체

제로 ‘비자유’ 국가를 권위주의 체제로 구분하며 민주주의와 전형적인 권

위주의의 중간에 위치한 ‘부분적 자유’ 국가를 혼합체제로 간주하였다.

[표 1] 전 세계 자유 등급별 변화 추이

출처: 프리덤하우스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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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주주의 이론 및 선행연구

민주주의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많은 연구결과가 있다

(Franco et al, 2004; Acemoglu & Robinson, 2005; Besley & Kudamatsu,

2006; Navarro et al, 2006; Mackenbach, 2013). 민주주의는 보통의 사람들

사이에서 선거를 통해 뽑힌 대표성(representation)을 가진 사람이 통치

하기 때문에 다른 유형의 체제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보건

과 교육 등의 공공서비스 지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있다

(Moon & Dixon, 1985; Navarro et al, 2001; Acemoglu & Robinson,

2005; McGuire, 2010). 멜쩌와 리차드(1981)에 따르면 정치권력이 소수에

집중된 권위주의 체제에 비해 민주주의 체제는 참정권의 확대로 인해 권

위주의 체제에서 배제되었던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이 새로운 정치세력으

로 등장하고 유권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게 되면서 정치권력을 평등하

게 분배하는 특성을 보이며 평등한 권력이 보다 평등한 분배를 만든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부는 다수를 차지하는 국민의 요

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더욱 평등한 분배가 발생하

게 되면서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Meltzer & Richard,

1981).

또한 민주주의는 정기적인 선거를 통해 책임감이 없는 정부에 불이익

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정당성과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중의

요구와 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책무성(accountability)을 가진다

(Ruger, 2005; Besley & Kudamatsu, 2006). 센(1992)의 민주주의와 기근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기근은 주로 외부로부터 식민통치를 받는 지역이나

단일정당 국가 또는 군사 독재하의 나라에서 발생한다. 센은 기근을 식

량부족이 아닌 식량의 분배문제로 정의하는데,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국

가는 독재와 같은 강력한 권위주의 체제에 비해 선거에서 이겨야 하고

공공의 비판에 직면해야하기 때문에 기근과 여타의 재난을 막기 위한 조

치를 취할 유인이 강하다고 주장한다(Sen, 1992; Sen, 2000).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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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는 정기적으로 정치 지도자를 교체하고 정책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비판과 반대의견에 대한 표현을 수용하는 통로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 안정에 기여한다(Huntington, 1991).

한편 민주주의 경험의 축적이 평등한 분배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는 연구들이 있다(Muller, 1988; Gerring et al, 2006; Huber et al,

2006). 장기간 유지되는 민주주의 체제는 정치인들로 하여금 정당을 조

직하고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는 한편 건강과 복지증진 정책을 지지하는

시민사회의 발달을 통해 평등한 삶에 대한 시민들의 규범과 수준이 높아

지게 된다(Huber et al, 2006; Gerring et al, 2006). 또한 민주주의 체제

에서 언론은 현실에 대한 지식과 정보 전달을 통해 평화와 안전을 지키

는 인센티브로 작용하는 반면 독재정권에서는 정부의 광범위한 검열로

인해 중요한 공공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논쟁이 일어나지 못하며 대부분

의 정책이 권력의 옹호자나 지배 계층의 특수한 이해관계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합의와 근거중심의 공공 정책이 강조되기 어렵다(Sen 1999:

Safaei, 2006).

마지막으로 민주주의는 일련의 기회를 창출해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치적 권리와 시민권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필요에 대한 관심을 표현할 기회를 제공한다(Sen, 2000; Dahl, 2008). 이

는 센(Sen, 1993)이 주장하는 능력(capability)과 긴밀하게 연결된다. 능

력이란 가능한 기능의 집합 중에서 특정한 기능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이자 가능성을 말한다(Sen, 1993; 김창엽, 2015). 예를 들어 질병에 걸린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자신이 가치 있다고 판단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적극적 자유가 제한된다면 이것을 능력의 결핍이라고 할 수 있

다. 다시 말해서 능력이란 스스로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과정

에 참여하는 것이 삶의 본질적인 가치이자 능력으로, 정치적 권리와 시

민권을 통해 스스로가 권력을 가지는 일련의 기회를 창출해낼 수 있다는

것이다(Sen, 2000; Dahl, 2008). 정치적 권리와 시민권을 효과적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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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예로 문맹률이 낮은 인도의 한 지역에서 이루어진 연구에 따르면

공공토론이 높은 출산율의 감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데 개방된 토론

을 통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건강에 영

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Sen,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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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자료원

본 연구는 횡단면 자료와 시계열 자료가 혼합된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아시아지역에서 민주주의가 건강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시아지역 국가의 범위는 세계은행(World Bank)을 기준으로 아시아태

평양지역 38개국, 남아시아 8개국으로 총 46개 국가로 한정하였다. 건강

결과로는 기대수명과 영아사망률을 종속변수로 선정하였으며 기존의 문

헌 고찰을 통해 종속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를 통제변수로 선정

하였다(Ross & Wu, 1995; Franco et al, 2004; Brady, 2005; Gerring et al,

2006; Safaei, 2006; Ulriksen, 2012). 설명변수인 민주주의는 1995년부터

2015년까지 프리덤하우스의 민주주의 지표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상 국가는 주요 설명변수인 민주주의 지표가 없는 7개

의 국가6)와 종속변수 지표가 없는 대만을 제외한 총 38개 국가로, 1995

년부터 2015년까지 21년간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6) 민주주의 지표가 없는 제외된 7개 국가는 괌, 뉴칼레도니아, 마카오, 미국령

사모아, 북마리아나군도,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홍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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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국가 소득군 인구수

남아시아 네팔 저소득국 28,656,282

몰디브 중고소득국 409,163

방글라데시 중저소득국 161,200,886

부탄 중저소득국 787,386

스리랑카 중저소득국 20,966,000

아프가니스탄 저소득국 33,736,494

인도 중저소득국 1,309,053,980

파키스탄 중저소득국 189,380,513

아시아태평양 나우루 중고소득국 12,475

뉴질랜드 고소득국 4,595,700

동티모르 중저소득국 1,240,977

라오스 중저소득국 6,663,967

마셜군도 중고소득국 52,994

마이크로네시아 중저소득국 104,433

말레이시아 중고소득국 30,723,155

몽골 중저소득국 2,976,877

미얀마 중저소득국 52,403,669

바누아투 중저소득국 264,603

베트남 중저소득국 91,713,300

북한 저소득국 25,243,917

브루나이 고소득국 417,542

사모아 중고소득국 193,759

[표 2] 대상 국가 및 주요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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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국가 소득군 인구수

아시아태평양 솔로몬군도 중저소득국 587,482

싱가포르 고소득국 5,535,002

인도네시아 중저소득국 258,162,113

일본 고소득국 127,141,000

중국 중고소득국 1,371,220,000

캄보디아 중저소득국 15,517,635

키리바시 중저소득국 112,407

태국 중고소득국 68,657,600

통가 중고소득국 106,364

투발루 중고소득국 11,001

파푸아뉴기니 중저소득국 7,919,825

팔라우 고소득국 21,288

피지 중고소득국 892,149

필리핀 중저소득국 101,716,359

한국 고소득국 51,014,947

호주 고소득국 23,789,338

총 38개국 　 　

출처: 세계은행 (2015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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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변수

1) 종속변수

가. 영아사망률

영아사망률은 당해 출생 1,000명당 1세 미만의 사망수로 국민의 건강

상태를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통계이다(WHO, 2015). 또한 빈곤에 대한

국가 간 비교연구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지표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반영한다. 본 연구에서는 World Bank

Open Data를 활용하였다.

나. 기대수명

기대수명은 한 사람이 특정 연도에 해당 국가에서 일반적인 연령별 사

망률을 경험한다고 가정할 때 생존할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연수로 국민

의 건강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이다(WHO, 2015). 기대수명은 인

구 분포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서로 다른 연령 구조를 가진 인구

집단 간의 비교에 적절하다. 본 연구에서는 World Bank Open Data를

활용하였다.

2) 설명변수

본 연구에서 설명변수인 민주주의는 프리덤하우스 지표를 활용하였다.

프리덤하우스는 민주주의를 정치적 권리(political rights)와 시민적 자유

(civil liberties)라는 세부 지표로 분류하며 각각 1점(자유로운)에서 7점

(자유롭지 않은) 사이의 점수를 부여한다. 두 지표의 평균은 자유등급

(free rating)이라 부르며 ‘자유’(free, 1.0～2.5) 국가, ‘부분적 자유’(partly

free, 3.0～5.0) 국가, ‘비자유’(not free, 5.5～7.0) 국가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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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om House, 2015). 본 연구에서 ‘자유’ 국가를 민주주의 체제, ‘부분

적 자유’ 국가를 혼합체제, ‘비자유’ 국가를 권위주의 체제로 간주하였다.

3) 통제변수

기존의 문헌을 검토하여 주요 종속변수인 기대수명과 영아사망률에 영

향을 주는 변수를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인구학적 변수로는 인구수와

도시인구 비율을 포함하였으며, 통제변수로는 국민 1인당 GDP, 1인당

의료비 지출, 여성의 초등교육 이수율, 체제 축적기간을 선정하였다(Ross

& Wu, 1995; Franco et al, 2004; Brady, 2005; Gerring et al, 2006; Safaei,

2006; Ulriksen, 2012). 1인당 의료비 지출은 민간과 공공영역의 지출을 포

함한 총 의료비이며, 1인당 GDP와 1인당 의료비 지출은 분석에서 로그

(log)값을 활용하여 자료의 비대칭도(skewness)를 보정하였다. 1인당 의

료비 지출은 WHO Global Health Expenditure Database를 활용하였으

며 자료의 통일성을 위해 1인당 의료비 지출을 제외한 모든 통제변수는

World Bank Open Data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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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유형

변수 변수 설명
변수

형태
출처

종속
변수

기대수명 출생시 기대수명 연속형
World Bank
Open Data

영아

사망률
영아사망률 (인구 천명당) 연속형

World Bank
Open Data

설명
변수

민주주의

자유 국가 (1.0～2.5)

부분적 자유 국가 (3.0～5.0)

비자유 국가 (5.5～7.0)

범주형
Freedom
House

통제
변수

인구 총 인구수 (인구 십만명 단위) 연속형
World Bank
Open Data

도시

인구율
도시 인구 비율(%) 연속형

World Bank
Open Data

소득
log (1인당 GDP)

(in constant 2010 US$)
연속형

World Bank
Open Data

의료비
지출

log (1인당 총 의료비 지출)

(in constant 2010 US$)
연속형

WHO
Global Health
Expenditure
Database

여성
초등교육
이수율

여성 초등교육 이수 비율

(% of relevant age group)
연속형

World Bank
Open Data

체제
축적기간

체제 축적기간 (년 단위) 연속형
Freedom
House

[표 3] 주요 변수 및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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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모형 및 방법

본 연구는 횡단면 자료와 시계열 자료가 혼합된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1995년부터 2015년까지 아시아지역에서 민주주의가 건강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모형 1, 2는 다음과 같다.

영아사망률   기대수명
 민주주의  통제변수  오차항
 국가  연도  국가별 더미  시간더미

패널분석은 횡단면 분석과 달리 모형에서 제외된 변수(omitted

variables) 및 측정오차에 대한 문제를 보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한 설명변수와 종속변수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는데 더 많은 표본을 이용

하여 효율적인 추정량을 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별 더미변수

 및 시간 더미변수 를 활용한 고정효과(Fixed Effect)모형과 확률

효과(Random Effect)모형을 통해 설명변수에서 누락된 각 국가의 기술

수준, 제도 등과 같은 국가별 이질성과 전 세계적 보건추세와 같은 시간

적 특수성을 반영하였다. 연구모형 1과 관련하여 모델(1), 모델(2)를, 연

구모형 2와 관련하여 모델(3), 모델(4)를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패

널 개체의 관찰되지 않는 이질성(heterogeneity)을 모형에서 통제함으로써

기존연구에서 제기되었던 분석방법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마지막

으로 하우스만 검정(Hausman test)을 통해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

형 중 적절한 모형을 선택하였다. 하우스만 검정은 두 모형의 추정량의

값이 체계적인 차이를 발생하는지를 제시하는 검정으로 검정통계량의 p

값이 0.01보다 작게 나오면 1%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이 기각되고 고정

효과모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민인식 & 최필선,

2012). 분석에 쓰인 통계 패키지는 Stata 14.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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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관측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영아사망률 777 32.66 23.83 2 106.3

기대수명 719 69.37 6.45 53.06 83.84

민주주의* 794 1.15 0.81 0 2

인구수
(십만명 단위) 798 947.31 2715.51 0 .09 13712.20

도시화비율 798 45.53 25.80 10.90 100

1인당 GDP 748 8298.03 13469.98 246.06 54800.37

1인당
의료비 지출 588 501.66 979.37 3 6047

여성 초등교육
이수율**

424 93.91 19.76 12.85 188.67

체제 축적기간 794 8.99 6.12 0 21

Ⅳ. 연구 결과

1. 기초분석

분석에 포함된 아시아지역의 대상 국가 수는 민주주의 지표가 없는 7

개국7)과 종속변수 지표가 없는 대만을 제외한 총 38개국이다. 아시아지

역에서 네팔, 북한, 아프가니스탄은 저소득국이며 7개의 고소득국가(뉴질

랜드, 브루나이, 싱가포르, 일본, 팔라우, 한국, 호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중저소득국가 혹은 중고소득국가에 해당한다.

[표 4] 변수별 특성

* 민주주의는 0=비자유 국가, 1=부분적 자유 국가, 2=자유 국가 순이다.

** 데이터가 누락된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의 경우, 초등교육이 의무교육이기에 초등

교육 이수율을 100%으로 임의 적용하였다.

7) 제외된 7개 국가는 괌, 뉴칼레도니아, 마카오, 미국령 사모아, 북마리아나군

도,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홍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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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기구(2016)에 따르면 아시아지역은 2000년 이후 영아사망률의

급격한 감소와 기대수명의 증가, 깨끗한 식수에 대한 접근성 등 보건의

많은 분야에서 진전을 이루었다. 본 연구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시아

지역의 모든 국가에서 시간의 변화에 따라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영아사

망률이 감소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 영아사망률 추이 (1995～2015년)

[그림 2] 기대수명 추이 (1995～2015년)

영아사망률의 경우 1995년을 기준으로 일본과 싱가포르에서 인구

1,000명당 각각 4.1명, 3.9명으로 가장 낮은 반면 동티모르와 아프가니스

탄에서 각각 106.3명, 103.3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낮은 수준의 국가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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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등급 빈도 백분율 누적

자유 국가 330 41.56 41.56

부분적 자유 국가 257 32.37 73.93

비자유 국가 207 26.07 100

합계 794 100

26배 이상의 격차를 나타냈다. 2015년을 기준으로 영아사망률은 인구

1,000명당 동티모르 43.9명, 아프가니스탄 54.9명으로 선행 연구와 동일한

50% 이상의 극적인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영아사망률의 급격한 감

소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영아사망률을 가진 일본(인구 1,000명당 2명)

과의 격차는 약 27배로 1995년에 비해 국가 간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오

히려 소폭 상승한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기대수명은 1995년을 기준으로 기대수명이 가장 낮은 아프가니스

탄이 53.06세에서 2015년 63.3세로 10년이 증가하였다. 기대수명의 향상

은 영아사망률의 급격한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대수

명이 가장 높은 국가인 일본의 경우 1995년 79.54세에서 2015년 4년이

연장된 83.84세를 나타냈다. 기대수명의 국가 간 격차는 1995년 26년에

비해 2015년 20년으로 6년이 감소하였다.

아래의 [표 5]는 프리덤하우스의 민주주의 자유등급을 분석한 결과이

다. 1995년부터 2015년까지 자유등급의 변화를 민주주의 점수에 따라 ‘자

유’(1.0～2.5점) 국가, ‘부분적 자유’(3.0～5.0점) 국가, ‘비자유’(5.5～7.0점)

국가로 분류하였다. 총 38개 국가 중 ‘자유’ 국가, ‘부분적 자유’ 국가 그

리고 ‘비자유’ 국가의 백분율은 각각 42%, 32%, 26%로 ‘자유’ 국가의 비

율이 가장 크고, ‘부분적 자유’ 국가가 ‘비자유’ 국가에 비해 차지하는 비

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5] 아시아지역의 민주주의 자유등급 비율 (1995～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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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자유등급 2015년도 자유등급

자유
국가

부분적
자유 국가

비자유
국가

자유
국가

부분적 자유
국가

비자유
국가

나우루 네팔 라오스 나우루 네팔 라오스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몰디브 뉴질랜드 동티모르 미얀마

마셜군도 방글라데시 미얀마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베트남

마이크로네시아 스리랑카 베트남 마이크로네시아 (몰디브) 북한

몽골 싱가포르 부탄 몽골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바누아투 인도 북한 바누아투 (부탄) 아프가니스탄

사모아 태국 브루나이 사모아 (솔로몬군도) 중국

솔로몬군도 통가 아프가니스탄 (인도) 스리랑카 캄보디아

일본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일본 싱가포르 (태국)

키리바시 파푸아뉴기니 중국 키리바시 (인도네시아) 　

투발루 피지 캄보디아 (통가) 파키스탄

팔라우 필리핀 투발루 파푸아뉴기니

한국 팔라우 피지

호주 한국 필리핀

호주

14개국 12개국 11개국 15개국 14개국 9개국

[표 6] 아시아지역의 민주주의 자유등급 국가별 비교

* ( )는 자유등급 간 변동이 있는 국가

아시아지역에서 국가별 자유등급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2015년을 기

준으로 ‘자유’ 국가, ‘부분적 자유’ 국가 그리고 ‘비자유’ 국가의 수는 각

각 15개(40%), 14개(37%) 그리고 9개(23%)로 [표 5]에서 나타난 민주주

의 자유등급의 비율과 비슷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1995년도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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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2015년 ‘자유’ 국가의 수는 1개국, ‘부분적 자유’ 국가는 2개국으로 증

가하였으며 ‘비자유’ 국가에서 2개국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동티모르는 신생 독립국가로 2002년 추가되었다. 자유등급 간 변동이 가

장 많았던 ‘부분적 자유’ 국가 중 몰디브, 부탄, 솔로몬군도, 인도네시아

에서 자유등급간의 변동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솔로몬군도와 인도네시아

는 프리덤하우스의 1972년도를 기준으로 ‘부분적 자유’ 국가였기에 실제

로 자유등급이 이동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몰디브와 부탄 두 국가

만이 ‘비자유’ 국가에서 ‘부분적 자유’ 국가로 자유등급의 변동이 있었다

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선행연구를 통해 혼합체제가 민주체제

로 이행하지도 또는 전형적인 권위주의로 회귀하지도 않는 안정성을 가

진다는 사실과 일치한다. ‘

[그림 3] 아시아지역의 국가별 민주주의 추이 (1995～2015년)

[그림 3]은 1995년부터 2015년까지 아시아지역의 국가별 민주주의 추

이를 나타낸다. 2000년과 2005년을 전후로 민주주의 지표의 변동이 잦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21년간 민주주의가 나은 방향으로 발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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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몰디브, 부탄, 인도, 통가로 4개인 반면 네팔, 솔로몬군도, 인도네

시아, 피지, 필리핀 등 많은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회귀하는 현상을 나타

냈다. 아프가니스탄과 태국에서는 민주주의가 역전되면서 전반적으로 아

시아지역에서 민주주의가 감소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건강결과와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인구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는 영아사망률과 기대

수명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주의 수준이 높

은 국가에서 기대수명에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영아사망률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도시화의 정도, 소득수준, 의료비지출, 여성의

초등교육 이수율, 체제 축적기간이 높은 국가에서 기대수명에 양의 상관

관계를 가지며 영아사망률에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상관분석을

통해 가장 높은 상관계수(–0.8962)를 나타낸 변수는 기대수명과 영아사

망률이었다. 상관계수가 높은 경우 다중공선성의 우려가 있으나 두 변수

는 개별적인 종속변수로 활용할 예정이기에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두 종

속변수 외에 도시인구율과 1인당 GDP의 상관계수는 0.8285, 1인당 GDP

와 1인당 의료비지출의 상관계수는 0.9020으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변수간의 상관계수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공선성 여부

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 모형별 분산팽창계수(VIF)를 확인하였으며 모든

연구 모형에서 평균 VIF가 10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변수 간 다중공

선성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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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수명
영아
사망률

민주주의 인구수
도시
인구율

1인당
GDP

1인당
의료비
지출

여성
초등교육
이수율

체제
축적
기간

기대수명 1.0000

영아사망률 -0.8962* 1.0000

민주주의 0.2809* -0.3376* 1.0000

인구수 0.0156 0.0620 0.0966* 1.0000

도시인구율 0.7054* -0.5485* -0.3437* -0.0814 1.0000

1인당 GDP 0.8674* -0.7990* -0.3624* -0.1148* 0.8285* 1.0000

1인당
의료비 지출 0.8526* -0.7383* -0.4421* -0.1370* 0.7878* 0.9020* 1.0000

여성 초등교육
이수율

0.5451* -0.6335* -0.2236* -0.0738 0.3796* 0.4651* 0.4805* 1.0000

체제 축적
기간

0.3895* -0.3044* 0.0670 0.0477 0.2480* 0.2358* 0.3914* 0.2377* 1.0000

[표 7] 건강결과와 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

* p-value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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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패널분석 결과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민주주의가 영아사망률과 기대수명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한 결과를 [표 8]에 제시하였다. 연구모형 1은 아시아지역에서

민주주의가 영아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으로 총 38개 국가 중 영아사망률

데이터가 누락된 북한을 제외하였으며 통제변수에서 누락된 국가를 제외

한 총 35개국을 대상으로 균형패널자료(Balanced panal data)를 활용하

였다.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squared값은 0.76으로 분석 대상에

대해 약 76%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변수인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체제를 ‘자유’ 국가, 혼합 체제를 ‘부분적 자유’ 국가, 권위주의

체제를 ‘비자유’ 국가로 정의하였으며 ‘비자유’ 국가를 준거집단으로 삼아

분석하였다.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모델(1)에서 ‘자유’ 국가와 ‘부분적 자유’ 국가에

서 모두 영아사망률에 음의 부호를 가지며 유의하였다. 이는 ‘자유’ 국가

와 ‘부분적 자유’ 국가의 경우 ‘비자유’ 국가에 비해 영아사망률이 감소하

는 것을 시사한다. 통제변수인 인구수, 도시인구율, 1인당 GDP, 1인당

의료비지출, 여성의 초등교육 이수율의 경우영아사망률에 모두 음의 부

호를 가졌으나 1인당 GDP와 여성의 초등교육 이수율에서만 유의하게

영아사망이 감소하였다. 국가별 고정효과와 시간더미를 사용하여 설명변

수에서 누락된 각 국가의 기술수준 및 제도와 같은 국가별 이질성과 연

도별 특수성을 반영하였으며 이질성(heterogeneity)을 통제한 후에도 추정

결과의 견고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체제 축적기간을 통해 국가별 체제

변동을 보정한 모델(2)에서는 모델(1)과 달리 ‘자유’ 국가에서만 영아사망

률의 감소에 유의하였다(coef= -4.3754, p<0.10). 1인당 의료비 지출의 경

우 영아사망률에 양의 부호를 가지며 모델(1)과 달리 방향이 전환되었으

나 유의하지 않았다. 유의한 결과를 나타낸 변수로는 1인당 GDP와 여성

의 초등교육 이수율로 모델(1)과 동일한 방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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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모형 2는 민주주의가 기대수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로 총

38개 국가 중 기대수명 데이터가 누락된 4개국(나우루, 마셜군도, 투발

루, 팔라우)을 제외하였으며 제외된 국가 모두 민주주의 수준이 높은 ‘자

유’ 국가에 해당하였다. 또한 통제변수에서 누락된 국가를 제외한 총 31

개국을 대상으로 연구모형 1과 동일한 방식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

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squared값이 0.88로 분석 대상에 대해 약

88%의 높은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모델(3)에서 ‘자유’ 국가와 ‘부분적 자유’ 국가 모

두 기대수명에 양의 부호를 가지며 유의하였다. 이는 ‘자유’ 국가와 ‘부분

적 자유’ 국가의 경우 ‘비자유’ 국가에 비해 기대수명이 증가하는 것을

시사한다. 인구수, 도시인구율, 1인당 의료비지출에서 기대수명에 음의

부호를 가졌으나 유의하지 않았으며 1인당 GDP에서만 유의하게 기대수

명이 증가하였다. 체제 축적기간을 통해 국가별 체제 변동을 보정한 모

델(4)에서는 연구모형 1과 동일하게 ‘자유’ 국가에서만 기대수명의 증가

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coef=0.9813, p<0.10). 모델(3)과 달리 모델(4)

에서는 1인당 GDP와 여성의 초등교육 이수율 모두 기대수명에 양의 부

호를 가지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적절한 모형 선정을 위해 고정효과(fixed effect) 모형과

확률효과(random effect)모형에 대한 하우스만 검정(hausman test)을 실

시하였다. 검정결과 Prob>chi2=0.000으로 1%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이

기각되어 고정효과 모형을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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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모형 1. 영아사망률 연구모형 2. 기대수명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Coef.
Robust
Std. Err. Coef.

Robust
Std. Err. Coef.

Robust
Std. Err. Coef.

비자유 국가 (ref)

부분적 자유 국가 - 5.4083** 2.2103 - 3.9807 2.3895 0.9099* 0.4565 0.8155

자유 국가 - 5.4325** 2.0405 - 4.3754* 2.2838 1.0512** 0.5102 0.9813*

인구수 - 0.0031 0.0019 - 0.0031 0.0020 - 0.0005 0.0004 - 0.0005

도시인구율 - 0.3924 0.2652 - 0.3522 0.2688 - 0.0079 0.0561 - 0.0111

1인당 GDP -14.5184*** 4.4786 -14.8025*** 4.4676 2.9734*** 0.9597 3.0017***

1인당 의료비 지출 - 0.2154 1.5998 0.2999 1.5031 - 0.3645 0.4307 - 0.3983

여성초등교육이수율 - 0.1824*** 0.0631 - 0.1822*** 0.0614 0.0289 0.0104 0.0288***

체제 축적기간 　 　 0.2007 0.1572 　 　 - 0.0133

Constant 192.6517*** 26.4147 188.8896*** 27.9839 44.2818*** 5.9235 44.4730

sigma_u 21.0868 19.8773 3.6425 3.6870

sigma_e 3.0089 2.9766 0.5756 0.5758

rho 0.9800 0.9781 0.9756 0.9762

국별·시간 고정효과 Yes Yes Yes Yes

R-sq within 0.7603 0.7662 0.8813 0.8816

R-sq between 0.5377 0.5365 0.6125 0.6043

R-sq overall 0.6246 0.6214 0.7332 0.7263

국가수 35 35 31 31

[표 8] 민주주의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 p-value < 0.10 ** p-value < 0.05 *** p-value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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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민주주의 지표를 구성하는 정치적 권리(political rights)와 시

민적 자유(civil liberties)가 영아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전체 국가, ‘자

유’ 국가, ‘부분적 자유’ 국가 및 ‘비자유’ 국가로 분석한 결과를 [표 9]에

제시하였다.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는 각각 1점(자유로운)에서 7점(자유롭지

않은) 사이의 점수로 측정된다. 정치적 권리는 자유롭고 경쟁적이며 공

정한 선거와 정치적 다원주의 및 참정권의 보호와 같은 권리를 기준으로

측정하며, 시민적 자유는 표현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법치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측정한다. 정치적 권리(political rights)의 경우 자유의

수준이 높은 1에 해당하는 국가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하며 경쟁적

인 정당 활동이 보장된다. 한편 정치적 권리의 수준이 낮아질수록 정치

가 부패하고 정당과 야당의 기능이 제한되며 선거과정에서 결함이 발생

한다. 정치적 권리가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하는 7의 경우 내전 혹은 정

부의 억압으로 매우 제한된 정치적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극단적인 폭

력 또는 군벌에 의한 통치로 고통 받을 수 있다. 시민적 자유(civil

liberties)의 경우, 자유의 수준이 높은 1에 해당하는 국가는 표현의 자유

와 집회의 자유 및 교육과 종교의 자유를 포함한 다양한 차원의 시민적

자유를 누린다. 또한 독립적인 사법부를 통한 법의 지배를 보장하며 여

성 및 소수 그룹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기 위해 노력하는 법적 시스

템을 갖추고 있다. 한편 시민적 자유의 수준이 낮아질수록 언론의 독립

성과 노동조합 활동의 제한, 소수 집단 및 여성에 대한 차별이 심해지는

제한된 시민적 자유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의

점수 격차는 2점을 넘지 않으며 정치적으로 억압된 국가의 경우 일반적

으로 발달된 시민사회 및 시민적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는 언론의

자유와 법의 지배와 같은 시민적 자유 없이 정치적 권리를 유지하는 것

이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어렵기 때문이다.

전체 국가 및 자유등급별 영아사망률에 대한 기초분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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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을 기준으로 ‘자유’ 국가에서 영아사망률이 가장 낮은 국가는 인구

1,000명당 최소 2명에서 최대 43.6명으로 나타났다. ‘부분적 자유’ 국가는

인구 1,000명당 최소 2.1명에서 최대 65.7명, ‘비자유’ 국가에서는 인구

1,000명당 최소 8.5명에서 최대 54.9명으로 나타났다. ‘부분적 자유’ 국가

의 경우 영아사망률이 가장 높은 국가와 낮은 국가 간의 격차는 약 31배

로 가장 컸으며, 가장 격차가 적은 곳은 ‘비자유’ 국가로 약 6배였으나

영아사망률의 수가 ‘자유’ 국가에 비해 높고 ‘부분적 자유’ 국가에 비해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전체 국가를 대상으로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정치적 권리는 그 영향이

일정하지 않으나 가장 높은 정치적 권리에 비해 권리의 수준이 낮아질수

록 영아사망률에 양의 부호를 가지나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시민

적 자유는 모든 수준에서 영아사망률에 양의 부호를 가지며 유의하였다.

즉 정치적 권리에 비해 시민적 자유가 영아사망률에 미치는 상관계수의

크기와 통계적 유의성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통제변수인 인

구수, 도시인구율, 1인당 GDP, 여성의 초등교육 이수율의 경우 모두 영

아사망률에 음의 부호를 가지나 연구모형 1, 2와 동일하게 1인당 GDP와

여성의 초등교육 이수율에서 유의하게 영아사망이 감소하였다.

‘자유’ 국가의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정치적 권리의 분포는 1～5점, 시

민적 자유는 1～3점대로 정치적 권리가 영아사망률에 양의 부호를 가지

나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시민적 자유는 영아사망률에 양의 부호를 가

지며 전체 국가 대상의 추정결과와 비슷한 양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

냈다. 이는 시민적 자유가 낮아질수록 영아사망률이 증가함을 시사한다.

한편 통제변수의 경우 1인당 GDP와 여성의 초등교육 이수율에서 유의

한 결과를 나타내던 기존의 결과와 달리 ‘자유’ 국가에서 소득은 더 이상

건강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여성의 초등교육 이수율은 인구수, 도시인구

비율과 함께 영아사망률에 음의 부호를 가지며 유의하게 영아사망률이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부분적 자유’ 국가의 경우 정치적 권리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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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는 2～7점, 시민적 자유는 3～6점대로 두 지표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통제변수의 경우 도시인구율, 1인당 GDP, 1인당 의료비 지출, 여성 초등

교육 이수율에서 영아사망률에 음의 부호를 가지나 1인당 GDP에서만

유의하게 영아사망률이 감소하였다. ‘부분적 자유’ 국가에서 체제 축적기

간은 오히려 영아사망률이 증가하는 양의 방향을 가지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비자유’ 국가의 경우 정치적 권리는 5～7점, 시민

적 자유는 4～7점대로 다른 국가와 달리 정치적 권리에서 영아사망률에

음의 부호를 가지며 유의하였으나 정치적 권리가 낮을수록 영아사망률의

감소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의 경우 여성의 초등교육 이수율에

서 영아사망률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유의하였으며 ‘부분적 자유’ 국가와

반대로 체제 축적기간이 늘어날수록 영아사망률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유

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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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국가 ‘자유’ 국가 ‘부분적 자유’ 국가 ‘비자유’ 국가

　 Coef.
Robust
Std. Err. Coef.

Robust
Std. Err. Coef.

Robust
Std. Err. Coef.

Robust
Std. Err.

정치적 권리 1 (ref) 　 　 (ref)

정치적 권리 2 1.2108 1.8477 2.9302 1.9310 (ref)

정치적 권리 3 1.1256 2.1907 1.6284 1.9285 - 0.0017 2.5272

정치적 권리 4 1.2643 2.2429 0.2439 2.7895

정치적 권리 5 - 1.1131 2.4269 - 0.5375 4.3589 - 1.3979 2.8540 (ref)

정치적 권리 6 4.1007 3.2659 0.5985 3.7423 -22.5317* 10.0575

정치적 권리 7 3.9683 3.3089 2.8967 5.8913 -28.4945* 11.8030
시민적 자유 1 (ref) (ref)

시민적 자유 2 11.6770*** 3.9960 8.0760* 4.4164

시민적 자유 3 13.0615** 5.0123 12.3346** 5.5747 (ref)
시민적 자유 4 14.3828*** 5.0634 1.3694 1.0081 (ref)
시민적 자유 5 14.1573*** 5.0912 0.9339 2.0303 1.9898 5.4860
시민적 자유 6 10.7394** 4.8838 0.0000 (omitted) 0.0000 (omitted)
시민적 자유 7 0.0000 (omitted) 0.0000 (omitted)

인구수 - 0.0025 0.0021 - 0.0068*** 0.0015 0.0039 0.0140 0.0037 0.0115

도시인구율 - 0.3470 0.2665 - 0.4649* 0.2454 - 0.4000 0.3638 0.7981 0.5907

1인당 GDP -16.2456*** 4.7872 - 9.8598 5.8314 - 9.0324*** 2.3309 - 8.2121 13.1530

1인당 의료비 지출 1.0435 1.5164 0.5135 1.5747 - 2.0692 2.1824 1.0483 4.9816

여성초등교육이수율 - 0.1825*** 0.0602 - 0.0513** 0.0198 - 0.1042 0.0654 - 0.4067** 0.1356

체제 축적기간 0.2519 0.1501 - 0.0775 0.1931 0.5920** 0.2028 - 1.2524** 0.4647

Constant 181.5118*** 27.6246 142.7507** 54.38763 132.8916*** 20.6407 136.3566* 68.3255

sigma_u 22.4324　 27.4696 15.6965 35.2255

[표 9]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가 영아사망률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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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ma_e 2.9111 1.6234 2.4168

rho 0.9854 0.9965 0.9768

국별·시간고정효과 　Yes 　Yes 　Yes

R-sq within 0.7833 0.8872 0.8458

R-sq between 0.4957 0.0673 0.5255

R-sq overall 0.5865 0.1574 0.5617

국가수 35 14 14

* p-value < 0.10 ** p-value < 0.05 *** p-value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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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고찰

1.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본 연구는 1995년부터 2015년까지 아시아지역 국가를 대상으로 민주주

의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정치·경제·문화

적으로 다양성을 지닌 아시아지역에서 민주주의는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시아지역은 영아사망

률의 감소, 기대수명의 증가 등 많은 진전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의 건강

불평등은 여전히 컸다. 영아사망률은 빈곤의 대리지표로서 아시아지역에

서 영아사망률의 국가 간 격차가 1995년 약 26배였던 것에 비해 2015년

약 27배로 격차가 유지되었으며 오히려 소폭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경제개발협력기구(2016)에 따르면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에서 영

아사망률이 높았으며 미얀마와 캄보디아의 경우 저소득층의 영아사망률

이 고소득층에 비해 4배 이상 높았다. 이와 같은 건강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국가 내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

요하다. 민주주의는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이 정치적 평등을 통해 스스로

의 일상과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권력과 자원, 돈의 분배에 참여하는 일

련의 기회를 창출해낼 수 있다. 따라서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우

리가 살아가는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환경의 조건이 갖는 불공정성

(unfairness)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기존의 민주주의와 권위주의라는 이분법적 접근과 달

리 혼합체제를 따로 분류하여 분석함으로써 몇 가지 중요한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는 민주주의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체제별로 다른 양

상을 나타낸다는 점이다. 민주주의 체제로 정의되는 ‘자유’ 국가와 혼합

체제인 ‘부분적 자유’ 국가는 권위주의 체제인 ‘비자유’ 국가에 비해 낮은

영아사망률과 높은 기대수명을 나타냈다. 그러나 체제의 안정성을 확보

한 결과 오로지 ‘자유’ 국가에서만 민주주의가 건강에 유의한 결과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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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민주주의의 발전이 건강에 더 나은 영향을

미치는 것과 일치한다(Acemoglu & Robinson, 2005; Besley & Kudamatsu,

2006; Navarro et al, 2006; Mackenbach, 2013). ‘자유’ 국가는 다른 유형의

국가에 비해 영아사망률이 가장 낮았으며 민주주의를 측정하는 세부 지

표 중 시민적 자유가 영아사망률에 유의한 요인으로 작동하였다. 달

(Dahl, 1973; Dahl, 1989)은 민주주의를 ‘경쟁’과 ‘참여’라는 두 가지 차원

으로 정의하는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경쟁’은 필요조건이나 실질적인 민

주주의 제도의 실행에 있어서 법치와 시민의 참여 없이는 제대로 실현되

기 어렵다. 제3의 민주화 물결 이후 탄생한 국가들의 경우, 경쟁적이고

보편적인 선거와 참여라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기준을 충족하는 제도와

형식은 갖추어 있으나 그것을 이행하는 것에 상당한 간극이 발견되었다

(Zhu et al, 2001; Kaufman et al, 2002; Diamond et al, 2008). 선거를

통해 정권의 교체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다수의 국가에서 엘리트와 족

벌 중심의 정권이 유지되면서 국민의 요구가 정책 결정 과정에 효율적으

로 반영되지 못하고, 효과적인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작동하는 책무성

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정치적 평등과

참여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채 냉전의 국제질서와 자본주의에 대한 이

해관계에 의해 민주주의를 형식적으로 수용하거나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국가에서도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 다시 말해서

민주주의는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닌 문제의 변화를 누구의 관점과 힘으

로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를 주목하는 체제이다. ‘자유’ 국가에서 시민

적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인 ‘참여’를 통해 이루어진다. 정치적으로 안

정된 민주주의 체제에서 평등한 삶에 대한 시민들의 규범과 수준이 높아

지게 되고 건강과 복지증진 정책을 지지하는 시민사회의 참여가 활발해

짐으로써 건강에 영향을 준다는 해석이 가능하다(Huber et al, 2006;

Gerring et al, 2006). 또한 민주주의 체제에서 참정권이 확대되면서 권위

주의 체제에서 배제되었던 소외계층이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참여하게 되

면서 보다 평등한 정치권력을 구성하고 그 결과로 평등한 분배를 만든다

는 주장과 일치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Meltzer & Richard,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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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지역에서 ‘자유’ 국가에 해당되는 국가로는 인도, 몽골, 사모아, 한

국 등이 있으며 중저소득국가에서 고소득국가까지 다양한 소득 분포를

나타냈다. 이는 경제성장이 도시화와 교육의 확대 및 중산층의 증가를

가져오고 이러한 변화가 민주화 이행을 위한 선행조건이라는 소위 ‘경제

적 근대화’ 이론과 불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냈다(Prezeworski, 1991;

Hellman, 1998). 민주주의의 발전이 경제성장만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

며 다면적 차원의 특성이 작동한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자유’ 국가와 ‘부분적 자유’ 국가에서 나타나는 민주주의가 건강

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는 아시아지역에서 제3의 민주화 물결 이후 증가

한 혼합체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근거가 된다. 기존의 연구는 민

주주의 체제와 권위주의 체제라는 이분법적 분석을 통해 ’부분적 자유’

국가를 ‘자유’ 국가 혹은 ‘비자유’ 국가로 혼합하여 분석하거나 권위주의

정권에서의 탈피가 곧 민주주의로 이행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시각이 있

었으나 지난 21년간 ‘부분적 자유’ 국가에서 변동이 있던 국가는 단 두

개 국가로 혼합체제가 민주화의 과정이 아닌 별도의 체제로서 안정성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부분적 자유’ 국가라는 별도의

분류를 통해 민주주의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분적 자유’ 국가의 경우 영아사망률의 격차가 가장 컸으며 ‘자유’ 국가

와 달리 체제의 축적기간이 증가할수록 영아사망률이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건강이 정치적 개입과 환경에 영향을 받는 사

회적 결정요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나 상대적으로 안정된 권

위주의에 비해 정치적 불안과 갈등, 무력 분쟁, 국제적 위기에 취약한 모

습을 보이는 특성이 있는 혼합체제의 경우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Hewitt et al 2008).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건강의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알려진 소득과

교육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나 정치체제에 따라 인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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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유’ 국가의 경우 소득은 더 이상 영아사망률에 유의하지 않았으나 ‘부

분적 자유’ 국가에서 소득은 영아사망률 감소에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소득은 일반적으로 가난한 나라에서 건강과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공공정책이 잘 갖추어 있지 않은 저개발국의 경우 소득이 조금만 높아져

도 깨끗한 물과 위생환경의 개선을 통해 기대수명이 증가한다(Marmot,

2015). 경제개발협력기구(2016)에 따르면 아시아지역에서 보건의료비 중

공공부문의 비중은 2012년 기준 48.1%로 OECD 평균인 72.7%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 필요한 보건의료에 대한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저소득국가 및 저소득층 대상의 연구에서 소득자체에 대

한 관심보다는 소득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며

공공부문 서비스와도 연결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공공지

출의 증가는 건강 수준의 향상으로 연결된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

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저개발국가의 공공비용 증가가 저소득층의 복지

증진과 상관관계가 없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관계를 나타냈다(Gerring et

al, 2006). 로스(2006)에 따르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위주의 국가보다 공

공지출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혜택이 중산층과 상위계층에게 돌

아가는 불평등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본 연구에서 공공지출을 변수로 사

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하기에 제약이 있으나 향후 국가별 공공비용

범주에 따른 건강상태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 중 하나인 여성의 교육은 건강향상뿐만 아니라 민

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으로 알려져 왔다. 마멋(2015)에 따르면 교

육의 핵심은 교실에서 몇 년을 보내는지가 아닌 충분한 정보와 지식, 삶

에 대한 통제력, 사회의 문화와 가치를 배우고 지역공동체에 참여하게

하는 능력, 정치적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하는

점이라고 주장한다. 교육은 여성의 역량강화에 기여함으로써 스스로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하는 민주주의를 가능하

게 하며 동시에 자신과 가족의 건강 향상에 기여하는 사회적인 효과가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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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한계 및 의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계량적인 방법을 통한 국가 간 비교연구를 연구방법으로 채택하

였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건강에 미치는 복잡한 현상을 설명하기에 충분

하지 않다. 민주주의는 단편적이고 직선적인 관계로 발전하고 퇴보하지

않으며 민주주의의 다양한 유형과 요소에 따라 발전 내지 심화가 이루어

질 수 있다. 따라서 국가의 정치권력의 분권화, 정치참여의 정도, 빈부격

차나 사회적 차별, 공공비용의 범위 등 다양한 변수를 포함한 질적·양적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민주주의의 다양한 요소가 건강에 미치는 경로와

구조에 관한 적합한 프레임워크를 찾지 못한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프리덤하우스의 민주주의 지표가 가지는 한계가 있다. 프리덤하우스의

지표는 광의의 선거 민주주의를 민주주의의 최소의 기준으로 측정하고

있으나 다양한 유형의 민주주의를 구분해내지 못한다는 제한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자료의 누락으로 인한 과소추정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분석

에 사용된 794건의 자료 중 누락된 자료를 제외한 348건만이 분석에 활

용되었으며 누락된 국가의 대부분이 ‘부분적 자유’ 또는 ‘비자유’ 국가일

경우가 높기 때문에 과소추정의 가능성이 있다.

위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정치체제를 고정불변의 진

리가 아니라 시간과 환경의 흐름과 따라 변화하는 추세를 반영했다는 점

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민주주의와 건강간의 연결고리

를 확인하는 시작단계에 불과하며 향후 다양한 방식의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민주주의가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경로와 구조를 밝힐 필요성이 있

다. 특히 민주주의를 경험하지 않은 국가 및 신생민주주의 국가에서 민

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발전을 위한 더욱 활발한 연구가 필요하며 본 연

구를 통해 건강과 정치를 연결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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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Democracy

on Health Outcomes in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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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democracy on health outcomes in

Asia using panel data from 1995 to 2015. The third wave of

democratization led by the Philippines in 1986 has spread throughout

Asia, resulting in the proliferation of democracy and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hybrid regimes. The hybrid regime is classified as a

regime with the stability that shows neither the transition to a

democracy nor a return to typical authoritarianism. Since the existing

dichotomous approach that equates the separation from

authoritarianism with a democracy can not properly reflect the change

of political regime after the third wave of democratization, this study

took into account a separate hybrid regime. The results show that

despite the rapid improvement of health in Asia, the gap in infant

mortality rates among countries did not decrease and it varied

according to the political regimes. The ‘free' countries classified as a

democratic regime showed the lowest level of infant mortality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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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 democracy had a significant association with improvement in

health. Also, ‘participation', which is called civil liberties, was an

important factor. On the other hand, infant mortality rate was the

highest in ‘partly free' countries, which are classified as a hybrid

regime, while political rights and civil liberties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conclusion,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democracy is

an important factor affecting health outcomes in Asia. Building upon

previous literature on sociopolitical aspects and health, this study

shows that population level health can vary according to the political

diversity.

Keywords: Democracy, Health, Political Regime, Participation,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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