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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보건의료 ODA에서 수원국 거버넌스의 효과와 역할

-HIV/AIDS 원조와 수원국의 부패통제 및 책무성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보건정책전공

이 화 영

보건의료 해외원조의 효과성에 대한 거버넌스, 특히 수원국에서의 부패

와 민주적 책무성의 중요성은 당연 명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서술적 차원의 논의에만 머물러 있었으며, 원조 효과성과의 연결이 구

체적인 측정의 단계로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더군다나 거버넌스가 어떠한 

다른 제반 조건들과 동반되어 효과를 나타내는지에 대한 고민은 실증적 차

원이 아닌 담론적 차원에서도 매우 부족하였다. 

본 연구는 보건의료 해외원조 특히 Human Immunodeficiency 

Virus/Acquired Immunodeficiency Syndrome(HIV/AIDS)의 대응에서 수원국의 

부패 통제와 민주적 책무성의 효과와 역할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

다. 이를 위해 두 가지의 연구과정을 거쳤는데, 우선 이론적 검토를 위하여 

거버넌스와 보건의료 해외원조에서의 거버넌스, 또한 그 중에서도 부패와 

민주적 책무성을 중심으로 개념의 흐름을 정리를 하였고, 본 분석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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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HIV/AID 질병의 임상적·역학적 특성, 그리고 HIV/AIDS 발생의 원인 요

인과 HIV/AIDS 원조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그 중에서도 부패 통제와 책

무성 제고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다. 다음으로 수원국 정부의 부패 통제와 

민주적 책무성 수준이 HIV/AIDS원조가 유병률과 발생률이라는 건강성과에 

대해 가지는 효과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변수들 간의 관계가 잘 반

영된 dynamic panel System-Generalized Method of Moments(GMM)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HIV/AIDS 수원국에서 낮은 HIV/AIDS 유

병률이라는 결과조건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떠한 필요조건들이 있고, 수

원국의 부패통제와 민주적 책무성이라는 거버넌스가 다른 요인들과 어떻게 

결합되어 그러한 결과 조건을 형성하는가에 대하여 Fuzzyset/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Fs/QCA)을 통하여 규명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거버넌스가 원조효과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HIV/AIDS의 건강성과 지

표에 따라 그리고 거버넌스의 차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부패의 통제

는 HIV/AIDS의 유병률에 대하여 독립적인 효과로도, 교호작용으로도 유의

하지 않았고, 원조 변수를 포함한 다른 통제변수들도 유병률에 대하여 유

의한 효과가 없었던 반면 HIV/AIDS 발생률에 대하여는 독립적인 효과를 보

였다. 즉 부패의 통제는 원조 변수의 효과를  상승시켜주거나 상쇄시켜주

는 작용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책무성도 부패의 통제와 유사하게 HIV/AIDS

의 유병률에 대한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발생률에 대하여는 원조와의 

교호작용 변수가 음의 계수로서 5%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즉 책무성이 일정

수준 이상인 국가에서는 책무성의 점수가 높을수록 원조가 HIV/AIDS 발생

률을 낮추는 효과는 더 커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원조가 증가할수록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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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려 발생률을 증가시키는 악영향이 커지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이상 수치를 제외한 분석, 결측값을 대체한 후의 분석, 인권변수를 포함한 

분석 등 다양한 민감도 분석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충분조건 검증결과를 통해 살펴본 낮은 HIV/AIDS 유병률을 

만들어 내는 원인조건 조합의 분석에서는 인종언어분화수준과 이슬람교 비

율이 낮고, 1인당 Gross National Income(GNI)는 높으며, 소득불평등은 낮

고, 여성의 교육불평등 수준이 낮으며, TV보유 가구비율과 보건의료지출비

율·피임도구 사용비율이 높고, 거버넌스 수준이 낮은 조합, 그리고 인종언

어분화수준과 이슬람교 비율이 낮으며, 1인당 GNI는 높으며 소득불평등은 

높으며, 여성의 교육불평등수준이 낮으며 TV 보유 가구 비율과 피임도구 

사용비율이 높고 거버넌스 수준이 높은 조합이 낮은 HIV/AIDS라는 조건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첫 번째 요인에서는 거버넌스의 수준이 높

지 않더라도, 다른 모든 요인들의 조건이 좋다면, 특히 불평등 수준이 낮으

면 HIV/AIDS의 유병률이 낮을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국가적 

맥락을 살펴보았을 때 이러한 조건이 형성되기는 어렵고, 또한 실제로도 

사례국가의 수가 적은 것으로 보아 이러한 조합으로서 낮은 HIV/AIDS라는 

조건이 형성되는 것은 현실에서 나타나기 쉽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원인 조건의 조합에서는 이슬람 비율과 소득불평등 요인이 

HIV/AIDS의 건강성과에 단독으로 작용할 때와는 반대의 방향성으로 조합이 

되었고 또한 높은 보건의료 지출비율이라는 조건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

는 이 두 가지 조건이 좋지 않더라도, 그리고 보건의료 지출비율 조건에 

상관없이 거버넌스가 좋다면 이 요인에서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정책적 함의를 지닌다. 우선, 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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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에서 거버넌스의 효과성에 대하여 그간의 연구 중 가장 변수들 간의 

관계가 잘 반영된 측정단계로 제고하였고, 더욱이 구체적인 질환영역에서

의 효과를 분석한 것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또한 부패의 통제

와 책무성은 같은 거버넌스의 요소라고 하더라도 원조의 효과성으로 나타

나는데 작용하는 양상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원조와 책무성의 

유의한 교호작용을 통해 단순한 원조액의 증가는 수원국의 거버넌스 수준

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확보되지 않는다면 HIV/AIDS의 건강성과로 연결되기

가 어렵다는 정책적 함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거버넌스의 특성과 

양상을 잘 파악하는 것은 수원국에 대한 거버넌스의 조건부 원조 혹은 거

버넌스 자체를 위한 원조의 전략 수립 시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낮은 HIV/AIDS 유병률에 필요한 조건, 그리고 관련된 요

인들의 결합인과구조를 Fs/QCA를 통하여 처음으로 분석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원조의 효과성은 다른 요인들과 전혀 관련이 없이 좋은 거버넌스 

만으로 제고시킬 수는 없으므로 거버넌스와 다른 요인들과의 결합적 요인

들을 분석하는 것은 중요하다. 분석 결과, 정책시행에 있어 사회의 단결,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불평등 수준은 다른 요인들보다 HIV/AIDS의 건강성

과에 더욱 중요함이 확인되었고, 사회경제적 요인이 건강성과에 필요한 조

건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되어 이러한 사회경제적 제반 요건의 개선에 대한 

노력이 선행 혹은 동시에 같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주었

다. 또한 좋지 않은 거버넌스를 다른 원인조건들로 상쇄하는 것 보다는 건

전한 거버넌스가 다른 원인조건들과의 결합을 통하여 낮은 HIV/AIDS라는 

조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더 용이하고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경로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는 HIV/AIDS의 유병률 문제는 어느 한 가지 

요인에만 정책적 처방을 한다면 효과가 없거나 매우 미미할 것이며 거버넌

스 제고에 더욱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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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결과로 나타난 거버넌스의 특징과 양상을 고려하여 부패 통제

와 민주적 책무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수준으로 

제시해보는 것이 남은 숙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보건의료해외원조, 거버넌스, 부패, 책무성, dynamic panel 

GMM, Fs/QCA

학번 : 2010-30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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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보건의료원조(Development Assistance for Health)란 ‘개발도상국에서 건

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개발 원조를 제공하는 것을 일차적 목적으로 하는 

기관에 의해서 특정 개발원조의 채널을 통해 이루어지는 재정적 혹은 현물 

기여’라고 정의된다(IHME, 2011). 

2009년 시점의 개발도상국1)의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84%, 전 세계 질병

부담의 92%를 차지하였던 반면 Gross Domestic Product(이하 GDP)는 약 

29%, 보건의료 지출은 약 26%만을 차지하였다(Moon & Omole, 2013). 이러

한 개발도상국들의 보건의료 문제점들에 대하여 글로벌 차원에서 매우 많

은 관심들을 보여 왔는데, 이는 국제적인 재정 지원과 그에 관여하는 주체

들이 놀라울 만큼 증가한 현상을 보아도 충분히 알 수 있다. Institute for 

Health Metrics and Evaluation(IHME)의 자료에 따르면 1990년에는 약 57억 

US$, 2001년, 108억 US$, 그리고 최근인 2012년에는 약 281억 US$가 보건

의료 영역의 원조에 지원되어 지난 20년 동안 보건의료 해외원조는 약 5배 

이상의 양적 성장을 하였다(IHME, 2012)[그림 1]. 특히 2000년대 중반 이래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경제적·재정적 위기로 인해 전반적인 원조 액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보건의료 공

적개발원조는 2000년 10억 US$에서 2009년 40억 US$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였다(세계은행, 2012). 또한 이러한 원조의 양적 성장과 관심의 증가로 

Bill & Melinda 재단과 같은 큰 영향력을 지닌 주체들이 지속적으로 새로이 

1) 여기서의 개발도상국이란 세계은행 기준의 저소득, 중등소득 국가들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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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현을 하고, 예산지원·대금교환인도(Cash on Delivery)2) 등과 같은 새로

운 원조의 형태, 민관협력과 같은 제도적 형태가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져 

왔다.

그림 1. 여러 원조 채널을 통한 보건의료 해외원조, 1990-2010.
(출처 : IHME, 2010)

 

2) 이는 수원국들이 달성한 구체적인 성과만큼만 원조를 해주는 원조양식으로 사후 조건부
와 유사한 개념이지만, 원조액의 지불이 어떠한 사전 정책과도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에
서 다르다. 경제학용어로 경제학에서는 ‘대금교환인도방식’ 혹은 ‘상품인도결제방
식’이라고 하나, 개발원조 영역에서는 통용되는 적절한 한국어가 없어 경제학 용어를 
그대로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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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보건의료 해외원조를 중심으로 투입되는 재원, 관련되는 주체들

의 규모·다양성의 막대한 성장과 진화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에서의 건

강성과의 개선은 매우 미미하였고, 여전히 질병은 근절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어, 원조의 효과성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었고, 곧 원조의 효과성(aid 

effectiveness)이라는 단어는 국내·외 원조 사회에서 통용되는 용어 중 거

의 중심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되었는데, 이러한 원조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 중의 하나로 거버넌스가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다. 

사실상 원조 효과성에서 거버넌스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꽤 일찍 시작되

었다. 1989년 세계은행은 수많은 아프리카의 개발 문제에는 거버넌스의 위

기가 원인이라고 선언을 하면서(세계은행, 1989), 개발원조의 실패에 대한 

원인으로 거버넌스를 지목하였었다. 이후 2003년 로마에서 열린 고위급 포

럼(High Level Forum: HLF)을 시작으로 원조 효과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

를 시작하였고, 2005년 파리선언에서는 실제적이고 더욱 견고한 내용을 바

탕으로 한 원조 조화(aid harmonization) 기전을 제시하여 원조의 효과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계획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파리 선언에서는 원조의 조화

와 협력 이외에도 부패의 문제, 투명성과 상호 책무성(mutual 

accountability)과 같은 좀 더 추가적인 거버넌스 이슈를 명백히 제시하였

다.

학계에서 논의되었던 원조의 효과성에 있어 거버넌스는 주로 수원국의 

거버넌스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었고 특히 계량적 분석을 토대로 하는 경험

적 문헌들에서는 더욱 그렇다. 원조의 효과성은 경제개발 원조 영역에서 

가장 활발히 논의가 되어 왔고, 이에 여러 경험적 논문들에서도 경제 발전

에 대한 원조의 효과성을 계량적으로 입증하고자 하는 많은 노력들이 있었

는데, 그 결과는 일관되지 않았고 크게 세 가지의 모순되는 흐름을 보였다. 

첫 번째는 원조는 경제발전을 이루어내지 못한다는 결과이고(East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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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Easterly, Levin & Roodman, 2004; Rajan & Subramanian, 2005; Clar, 

Doces & Woodberry, 2006), 두 번째는 원조는 무조건적으로 경제를 발전

시킨다는 결과이며(Hansen & Tarp, 2000 ; 2001), 마지막으로는 원조는 수

원국의 좋은 정책, 거버넌스 혹은 좋은 제도적 기반 하에서만 경제발전을 

가져온다는 결과의 흐름이다(Burnside & Dollar, 2000; 2004; Collier& 

Dollar, 2002). 아직도 이러한 원조의 효과성에 대하여는 학계에서 확고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고 있으나, 이러한 실증적 입증에 대한 학문적 논란

과는 별도로 거버넌스는 원조의 효과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명

제는 거의 통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000년 UN의 ‘Millennium Declaration’에서는 이른바‘좋은 거버넌스

(good governance)’3)는 국가의 경제발전과 빈곤 감소에 필수라고 한 바 

있고(United Nations, 2000), 2005년의 Commission for Africa에 의해 발간된 

보고서에서도 개발의 성공가능성을 높이는 데에 있어 다른 활동들에 대한 

중요한 보완적 요인으로서 거버넌스와 제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Commission for Africa, 2005). 또한 미국 정부의 양자기구인 Millennium 

Challenge Corporation은 ‘좋은 거버넌스’가 입증된 국가에만 재정 지원

을 하겠다고 선언하 바 있는데, 이러한 모든 움직임들은 거버넌스가 개발 

영역에서 모든 개념의 핵심에 있고 재원의 지출과 사업시행의 중심에 있다

는 것을 입증한다. 

이처럼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US Millenium Challenge 

Account’와 같은 실제 원조사업의 시행에서 거버넌스의 개선을 조건으로 

하는 원조가 시행되어져 오기도 하였고(Nowels, 2003), 세계은행이 1996년 

~ 2000년대 초반, 95개 국가에서 시행하였던 약 600개 이상의 거버넌스 관

3) 여러 문헌들에서는‘'좋은 거버넌스'’가 일종의 고유명사처럼 통용되고 있어, 이를 한국
어로 옮기는 것이 무리가 있을 수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좋은 거버넌스’로 번역하
여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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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프로그램과 이니셔티브에 그리고 50개국에서 거버넌스와 공공영역의 개

혁을 위한 프로그램에 관여를 하기도 한 바와 같이(Development 

Committee, 2000), 거버넌스 개선 자체를 위한 원조가 이루어지기도 하였

다. Perin & Attran(2003)은 경제발전을 위한 원조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원

조영역에서도 이러한 거버넌스의 조건부 원조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거버넌스에 대한 이러한 국제사회의 신념에 비하여 이를 실증적

으로 입증한 연구는 영역을 막론하고 매우 드물며, 보건의료 원조 영역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건강 성과지표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수원국의 거버넌스 이외에도 매우 다양한 요소들이 

존재하여 거버넌스의 온전한 효과를 가려내기가 어렵고, 또한 건강성과지

표가 원조 혹은 거버넌스에 역으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가 성립하기도 하는 

등 거버넌스가 건강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가 단순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실증적 연구를 위한 자료의 한계도 있다. 따라서 보건의료 해외원조

에서의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은 대체로 서술적 논의에 머물러 있었으며, 

구체적인 측정의 단계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특정 질환영역에서

의 건강 성과에서 거버넌스의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구조의 복잡성이 가능한 잘 반영될 수 있는 

계량분석 모델을 적용하여 보건의료 해외원조, 그 중에서도 HIV/AIDS에 대

한 해외원조의 효과성에서 수원국의 거버넌스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원조와 경제성장은 꽤 멀게 연결되어 있어 유의한 관계

를 찾아내기가 쉽지는 않은 반면 보건의료 해외원조는 상대적으로 그보다

는 가까운 연결고리를 보이기 때문에(Mishra & Newhouse, 2009) 유의한 

관계를 탐색해내는 것은 상대적으로 덜 어려울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건강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매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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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하며 이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하지만은 않는다. 수원국이 아무리 좋

은 거버넌스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 반드시 그것만으로 좋은 건강성과가 나

타날 수 있는 충분조건은 아니며, 여러 가지 다른 요인과 특정 방식으로 

결합하는 조건이 될 때 좋은 성과를 이끌어 낼 것이다. 이러한 결합적 조

건에서 나타나는 거버넌스의 효과는 일반적인 고전적 계량분석으로는 탐지

할 수 없다. 계량적 분석에서 자료를 접근하는 기본적 개념은 모든 원인변

수들은 결과변수들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 즉 독립변

수들은 다른 변수의 값이나 수준에 관계없이 결과변수에 영향을 미치며 주

어진 독립변수가 다른 독립변수와 어떤 조합 하에서도 동일한 효과를 가진

다고 가정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결합적 인과관계에서의 거버넌스

의 효과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배열적 사고(configurational thinking)을 가지

고 접근을 하는 새로운 분석 방법이 필요하며 이것이 바로 Ragin(1994)이 

제안한 퍼지셋 질적 비교분석(Fuzzy-set/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이하 Fs/QCA)이다. 

결합적 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어떠한 정책적 개입이 어떠한 조건하에서 

가장 결정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정책적 측면

에서 매우 유용하다. 본 분석에서는 HIV/AIDS 수원국에서 HIV/AIDS의 유병

률을 낮추는데 반드시 필요한 필요조건을 찾고, 어떠한 조건들의 조합이 

상대적으로 낮은 HIV/AIDS 유병률 국가들을 설명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

다. 본 분석은 확률적 Fs/QCA을 수행하였다.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모두 5개의 장으로 구성되며, 각 장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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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에서는 이 연구의 필요성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였으며, 본 연구

를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를 설명한다. 이어 제 2장에서는 연구문제와 관련

된 이론적 논의들을 큰 그림에서 살펴본다. 첫 번째 절에서는 거버넌스에 

대하여 논의를 한다. 다시 자세히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겠지만, 거버넌스는 

간단하게 몇 문장으로 정의가 되기 어려울 만큼 광범위한 개념이며, 국가

수준, 하위국가 수준(sub-national), 지역 수준, 혹은 조직 수준과 같은 여러 

‘수준(level)’의 거버넌스가 있고, 보건의료 영역, 교육영역과 같이 각 수

준에서도 여러 ‘대상(sector)’이 있으며, 또한 각 수준과 영역에서도 효

율성, 책무성, 부패와 같은 여러 가지 ‘차원(dimension)’의 거버넌스가 있

다. 

1절의 첫 번째 단원에서는 우선 광의의 거버넌스 개념을 정리하고, 거버

넌스의 여러 수준, 대상, 차원을 살펴본 후, 본 연구의 초점이 보건의료 해

외원조에서 수원국의 거버넌스인 만큼 국가라는 수준과 보건의료 영역이라

는 대상에 초점을 맞추어 더욱 자세히 들여다본다. 하지만, 수원국 내에서 

정부 차원의 거버넌스는 하위 조직 차원들의 거버넌스와 불가분의 관계이

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논의도 같이 진행하였다. 이후 두 번째 단원에서는 

더 범위를 좁혀 해외원조, 그중에서도 보건의료 해외원조의 거버넌스를 설

명하고 또한 그중에서도 부패와 책무성이라는 차원의 거버넌스에 대하여 

자세히 논의한다. 

2절에서는 이후 이 연구에서 실증적 분석의 대상이 되는 HIV/AIDS 원조 

영역에 대한 이론적 배경들을 살펴보았다. 우선 첫 번째 단원에서는 

HIV/AIDS이라는 질환의 역학적 특성과, 임상적·사회경제적·문화적 발생

요인들에 대하여 정리하고, 이어 국제사회에서 시행되어져 왔던 혹은 현재 

시행되어지고 있는 HIV/AIDS에 대한 대응 프로그램, 성과 등에 대하여 살

펴보며, 세 번째 단원에서는 HIV/AIDS 원조 영역에서의 부패통제와 책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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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원인, 사례, 대응방법 등에 대한 논의를 한다. 

3장에서는 HIV/AIDS 원조와 거버넌스에 대한 국가 데이터를 이용하여 

HIV/AIDS의 원조에서 수원국의 부패통제와 책무성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

석한다. 기존의 분석 난점을 보완한 Dynamic Panel System-Generalized 

Method of Momements(GMM)을 이용하여  HIV/AIDS 원조가 HIV/AIDS의 유

병률·발생률이라는 성과로 나타나는 데에 있어 거버넌스가 독립적인 혹은 

교호적 효과를 가지는지를 살펴본다.

4장에서는 역시 부패통제와 책무성이라는 거버넌스와 HIV/AIDS의 유병률

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과의 결합인과구조에 주목하여, Fs/QCA를 

통해 HIV/AIDS 유병률이라는 건강성과에 유의한 조건들을 분석한다.  

마지막 5장은 본 논문의 결론이다. 먼저 본 논문의 연구내용을 요약하고, 

이론적·정책적 수준에서 본 논문이 어떠한 함의를 갖는지를 논할 것이며,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점을 제시를 한다. 



- 9 -

제2장 이론적 논의 

제1절 거버넌스 

거버넌스는 굉장히 광범위한 개념으로 그간 개념화에 대한 무수한 시도

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아직 학문적인 합의나 일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거버넌스를 수준(level), 영역(target 혹은 sector), 

차원(dimension)으로 분류하는 접근법으로 정리를 하였다. 거버넌스의 정의

가 광범위하고, 보건의료 해외원조에 관여하는 주체들도 매우 많고 다양한 

만큼 거버넌스는 매우 많은 수준과 차원에서 논의될 수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원국이라는 국가 수준, 해외원조, 그 중에서도 보건의료 해외

원조영역, 그리고 부패통제와 책무성이라는 차원의 거버넌스에 초점을 맞

추었다. 

1. 거버넌스/국가거버넌스/해외원조거버넌스

1) 거버넌스와 국가거버넌스

거버넌스란 개념은 매우 광범위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고, 그 개념에 

대한 논의는 매우 오래되었으면서도 아직 그 정의에 대한 학문적인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개념상의 모호성으로 인해 거버넌스가 논의될 때 

그것이 조직의 구조나 행정적 절차를 의미하는 것인지 혹은 관리기술 내지

는 정책의 기조를 의미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은데, 거버넌스라

는 용어가 온전히 사용되기 이전의 논문들에서 거버넌스를 국정관리, 통치

양식, 국가경영 등과 같은 용어로 다양하게 번역하여 옮겼던 사례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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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개념의 모호성을 알 수 있다.  

많은 연구들에서 혹은 많은 기관들에 의해서 거버넌스에 대한 정의는 다

양하게 시도되어져 왔지만, 정의를 제시하였던 기관들마다 정의가 다를 뿐 

아니라 심지어 같은 기관 내에서도 다른 정의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세계은행의 2007년 한 전략보고서에서는‘공무원·공공 기관이 공공

정책을 형성하고 공공의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력을 획득하고 

행사하는 방식’이라고 좁은 범위에서 정의한 바가 있으나 2010년 웹페이

지에 게시된 거버넌스는 ‘일련의 규칙 내에서 행해지는 통치자의 규칙’

과 같이 비교적 폭넓게 정의가 되어 있다. 또한 거버넌스에 대한 정의를 

시도한 문헌들은 처음부터 명확한 논의의 범위에 대하여 제시하지 않은 채 

서로 다른 대상과 차원을 논의하고 있기도 하다. 즉 일부 문헌에서는 거버

넌스를 구조와 절차 등을 포함한 광의의 개념으로 논의를 하는가 하면 대

부분의 문헌에서는‘정부’와 동의어로 인식하여 설명을 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거버넌스를 논의할 때에 처음부터 명확히 거버넌스의 개념에 

대한 범위를 한정하는 언급이 없이 자연스럽게 국가 혹은 정부와 동일시하

여 논의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국제기구들과 학자들은 더 광범위한 

정의를 제시하였는데[표 1], Weiss(2000)는 여러 기관들에서 제시한 7개의 

거버넌스 정의를, OECD(2009)는 또 다른 17개의 정의를 종합하여 정리하

기도 하였다.  

우선 거버넌스를 광의의 개념으로 논의한 문헌들을 살펴보면 앞에서 언

급하였듯이 거버넌스를 특정한 문제의 해결방법이라는 관점보다는 조직·

사회체제·국가전체 등과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법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파악하였다. 이때의 정의는 대부분 누가 어떠한 

종류의 권한을 소유하는지, 또한 구성원들 사이에 어떠한 권리와 의무관계

가 존재하는지를 규정하는 것이다(Newman, 2001). 사실상 국가를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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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관련된 모든 것을 아우르는 매우 광범위

한 개념이 정통의 개념으로서의 거버넌스의 정의이다(Te Puni Kōkiri 홈페

이지 발췌)4). 이명석(2006)은 거버넌스를 ‘공통의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

적 조정 방법’으로 정의하였고, 이와 유사하게 Rosenau(1995)와 Lynn , 

Heinrish & Hill(2001)은 거버넌스의 출발점은 구성원들의 권리, 의무 등을 

규정하는 ‘법에 의한 지배(rule of law)’라고 하였다. 

UNESCAP5)

(2009)

의사결정 과정과 의사결정이 시행되는 과정이며 이는 기업, 국가, 

지역, 국가 간 혹은 사회의 각기 다른 영역 간 상호작용에 적용할 

수 있음

Institute on 

governance6)

사회·조직을 운영하는 기술, 즉 사회·조직의 방향성·역할에 대

한 결정을 하는 운영의 전략적 측면에 대한 것

UNDP7)

(2000)

사회적·정치적·경제적 차원을 모두 포함한 거버넌스는 가정·마

을·지방정부·국가·혹은 전 세계와 같은 모든 수준의 인간경영

에서 작동을 함

표 1. 국제기구들의 거버넌스에 대한 정의

이러한 방식으로 개념화된 거버넌스는 공식적인 제도 이외에도 정책 결

정·집행과 관련된 다양한 참여자들의 결정과 비공식적인 영향력 등으로 

이루어진다. 즉 거버넌스란 공동의 관심사를 해결하기 위해 공식적인 제도

4) Te Puni Kōkiri :뉴질랜드의 마오리 족 개발을 담당하는 부처(http://www.tpk.govt.nz/en/se
rvices/effective/거버넌스/).

5)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Pacific. 

6) ‘공공영역에서의 거버넌스 발전’을 미션으로 하여 1990년에 캐나다를 기반으로 설립
된 독립적이고 비영리적인 공익기관   

7)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이는 기업 거버넌스, 참여 거버넌스, 글로벌 거
버넌스, 지역 거버넌스 등을 모두 포함하는 매우 광범위한 개념의 거버넌스를 언급한 것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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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비공식적인 제약 하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의 결

과라는 의미이다(강창현, 2002 ; 배웅환, 2002). Commission on Global 

governance8)도 거버넌스를 ‘공공·민간의 영역에서 개인과 조직들이 그

들의 공동의 일들을 관리하는 방식들의 집합체’라고 정의하면서, 어떤 규

칙이나 법에 대한 준수를 집행하기 위해 권한이 부여된 공식적인 통치제도 

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제도들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하였다(Commission 

on Global governance, 1995). 이러한 광범위한 거버넌스에 대한 정의를 종

합하여 볼 때 거버넌스란‘여러 수준, 대상에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식적, 비공식적 조정방법’으로 정의를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거버넌스를 광의의 개념이 아닌 특정한 조직 

내지는 대상과 관련된 문제 해결 기제로 파악하고 정의하는 경우도 존재하

는데(이명석, 2002), 특히 이 중에서도 ‘국가’라는 조직에 범위를 국한하

여 논의를 하는 경우가 흔하다. 국가라는 조직으로 범위를 좁혀 초점을 맞

춘 거버넌스는 비교적 정의가 덜 모호한데, 이명석(2006)은 ‘정부의 역

할·운영체제·또는 사회적 문제의 해결방식 등의 변화’로, Campbell et 

al(1991)는‘사회구성원들의 행동을 조정하는 정치·경제적 절차’라고 정

의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정의들도 여전히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측

면이 남아 있다.

국제기구들은 광범위한 거버넌스의 개념에 더하여 국가수준의 거버넌스

에도 관심을 가지며 나름의 정의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국제기구들을 포함

하여 기타 문헌들에서 정의된 국가 거버넌스의 정의를 다음 [표 2]와 같이 

정리하였는데, 이를 살펴보면 동일하게 국가를 대상으로 하면서도, 일부는 

8) 1992년 UN 사무총장 Boutros Boutros-Ghali의 전적인 지지에 의해 설립된 조직으로 현재 
스웨덴의 수상 Ingvar Carlsson과 전(前) Commonwealth Secretary-General인 Shridath Ra
mphal가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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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를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접근방식으로 이해하기도 하고, 또 일부는 

재무, 인사, 정보, 자산관리, 목표관리 등 정부조직의 관리방법으로 다르게 

파악하고 정의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Ingraham & Donahue, 2000 ; 

Ellwood, 2000). 예를 들면 International Monetary Fund(IMF)는 전자의 개념

으로 거버넌스를 정의하고 있는 반면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OECD)와 세계은행은 후자에 초점을 맞추어 

거버넌스를 파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HIV/AID의 원조효과성에서 거버넌

스의 역할에 대한 계량적 분석과 Fs/QCA 분석을 이용한 거버넌스의 원인

조건조합의 분석에서 사용한 세계은행의 Worldwide Governance 

Index(WGI)도 후자의 개념을 담은 국가 거버넌스 개념으로서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방식이라기 보다는 정부 혹은 정부 관련된 조직들의 총체적인 관

리방법 측면에서의 거버넌스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국가 수준의 거버넌스는 가치중립적 틀로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리고 다양한 언어로 표현이 되어왔지만, 적어도 다음 세 가지의 공통의 

요소는 대부분 명백히 들어있다. 즉 행사되는 힘(내지는 권력), 국가, 사회 

등의 집합적 사안의 관리, (힘 혹은 권력을 통해 행해지는)절차에 대한 개

념화이며, 거버넌스는 이러한 중심개념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

과 수준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Kooiman,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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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들에서 제시한 정의

UNDP

(1997)

시민과 그룹들이 그들의 관심을 분명히 표현할 수 있고, 그들의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그들의 의무를 이행하고 그들 간

의 차이를 중재할 수 있는 기전·절차·제도로 구성되어 있는, 

모든 차원에서 국가의 사안을 관리하기 위한 경제적·정치적·행

정적 권위의 행사

IMF
공공의 제도가 공공사안(Public affair)들을 지위하고, 공공의 재원

을 관리하는 절차

OECD

(1995)

사회적·경제적 개발을 위한 재원의 관리와 관련하여 사회가 통

제력을 발휘하고 정치적 권력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지배자와 

지배당하는 자간의 관계의 특성 및 혜택의 분배를 결정하고, 경

제 운영자들이 활동을 하는 환경을 결정하는 공권력의 역할을 망

라하는 개념

세계은행 한 국가의 권위가 발휘되는 전통과 제도(Kaufmann et al. 1999)

Institute on 

governance

공적인 관심사와 관련하여 권력이 행사되고, 시민들의 의견이 제

시되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방법을 결정하는 전통·제도 혹

은 절차

문헌들에서의 정의

Pierre

(2000)

사회체제의 조정(coordination)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 사회체제 

조정과정에서의 정부의 역할에 관련된 것으로 정의. 

Williams

(2001)

사회 전체적 차원에서의 방향잡기, 또는 방향성 안내(directing), 

즉 국가전체적인 차원에서의 정책목표 조정, 정책결정, 정책 평가 

및 환류 등 소위 메타평가(meta-policy)

Lynn et 

al(2001)

공적인 방법으로 비용이 충당되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을 제한·

처방·허용하는 법률·규칙·사법적 결정 및 행정적 처리 체제

(regime)

Rosenau

(1995)

민중에 기반을 하든, 글로벌 차원이든 거버넌스는 정부의 활동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또한 형성된 목표, 발효된 지시, 추구

되는 정책의 형태로 명령들이 흐르는 모든 많은 다른 채널들을 

포함하는 개념

표 2. 국제기구/문헌들에서 제시한 국가 거버넌스 개념에 대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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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혹은 국가거버넌스의 정의가 이러하다면 과연 좋은 거버넌스란 

무엇일까? 거버넌스를 흔히 정부 혹은 국가와 동일시하여 정의를 하듯 

‘좋은 거버넌스’도 역시 국가수준에서의 좋은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많다. 물론 국가 차원의 ‘좋은 거버넌스’를 그 수준에서만 머물러 이해

하지 말고 공식적인 정부·부속 하위 조직들을 포함하면서도 이를 뛰어넘

는 차원으로 개념화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가장 근본적이고 일차적 조직이라는 점은 중요한 사실이다. 왜냐하면 사회

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기업 혹은 자발적 조직들을 위한 인센티브 구조

뿐만 아니라 공공재를 제공을 결정하는 것은 대부분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

이다(Weiss, 2000).  거버넌스의 개념이 그러한 것처럼 ‘좋은 거버넌스’

도 그 개념이 점점 더 널리 사용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의 윤곽은 불

분명하며, 개발 관계자들도 명확하고 실용적인 정의를 명확히 하지 못하고 

있다. Santiso(2001)은 ‘좋은 거버넌스' 는 의사결정과 공공정책의 형성 과

정에서 더 많은 조건을 필요로 하며, 단순한 공공영역의 역량에 더하여 공

공정책의 시행을 위한 합법적이고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체제를 창출할 수 

있는 규칙까지 요구하는 개념이라고 하였다. 이는 공적업무를 투명하게, 책

무성을 가지고 그리고 참여적이고 평등한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을 의미하

며, 이를 위해서는 공공정책 의사결정에서의 참여, 법에 의한 지배, 독립적

인 사법권, 권력의 수직적·수평적 분리를 통한 제도적인 견제와 균형, 효

과적인 감독기구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Weiss(2000)는 ‘좋은 거버넌스’를 촉진시키는 활동들은 가장 바람직하

지 못한 두 가지 특성들을 감소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라고 하였는

데, 그 하나는 정부가 대표성을 지니지 못하는 특징,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비 시장체제의 비효율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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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원조에서의 거버넌스

거버넌스의 개념화에 관해, 본 분석에서 논의의 초점이 되는 국가수준의 

국제개발영역의‘좋은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 또한 매우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앞에서 언급한 Weiss(2000)의 좋은 거버넌스의 개념을 국제개발영역

에서 국가수준의‘좋은 거버넌스’로 설명을 한다면 바로 수원국의 정부가 

그들의 국민들 이익을 대표하지 못하는 행위들, 그리고 개발원조 사업이 

시장경제의 논리에 의해 운용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효율성, 이 

두 가지를 감소시키는 것이 해외원조 환경에서 수원국의‘좋은 거버넌스’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해외원조의 효과성에서 특히 수원국이라는 국가차원의 거버넌스가 

가장 핵심적 중요성을 지니기는 하나, 해외원조는 한 국가 내에서 한정된 

사안이 아닌 만큼 이 영역에서의 거버넌스를 논하자면, 국가 차원의 거버

넌스를 벗어난 국가 간, 혹은 전 지구적 차원에서의 거버넌스, 즉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를 제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거버넌스와‘좋은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는 매우 오래 전부터 지속되어 

온 반면,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는 2000년 들어서야 시작이 되었다. 

사실상 글로벌 거버넌스도 또한 애초에 명확한 개념에서 출발한 것은 아니

었고 국제개발의 영역에서 출발한 것도 아니었다. 글로벌 거버넌스의 기원

은 유럽국가 대부분이 유로를 채택하고 공동의 방위·안보 정책을 추구하

는 반면 유고슬로비아와 같은 국가는 내분을 하는 것과 같이 사회의 상호

작용, 권력 유형의 통합과 분열이 동시에 발생하는 혼란이 나타나기 시작

하였고, 또한 새로이 확장되기 시작하는 정보·커뮤니케이션 시장, 네트워

킹 등으로 인해 유형을 구분하기 힘든 세상을 형성하기 시작하면서(Weiss, 

2000), 이러한 세상의 거버넌스를 담아내기 위해 시작되었다. Weiss(2000)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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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거버넌스’는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의 다이내믹스를 기

술할 수 있는 정확한 약칭적 용어를 찾지 못하여 쓰는 단어라는 점에서 

‘탈냉전시대(post-cold war)’라는 단어와 유사한 경우라고 하기도 하였

다.

작금의 국제 사회는 더 이상 과거의 단순한 국가들의 집합체가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여, 비 국가 활동 주체들이 증가하고 있고 그들의 

힘과 중요성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글로벌 거버넌

스는 이러한 변화하는 환경에서 권력과 통제 기전의 위치를 이동시키고 있

으며 이는 정치 체제 뿐만 아니라 경제·사회 체제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Rosenau, 1995).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차원의 거버넌스와 글로벌 차원의 거버넌스의 논리

적 연결고리는 공공재를 제공하는 집합적 행위(collective action)의 문제9)를 

푸는데 있다. 지금까지는 국내 정치 체제와 국제적 체제 모두에서 국가가 

바로 가장 주요한 구조적 영역이었다. 즉 집합적 행위는 국가라는 범위 내

에만 위치해 있고, 국가 내에서 시행되어져 온 것이다. 하지만, 세계화

(globalisation)와 함께 도래한 다양한 상호작용들은 국가 내에서의 권력, 국

가의 정책 형성능력, 정책 이행에서의 효율성을 잠식하여 약화시켰고, 국가 

내·외의 정치에서 집합적 행위의 성격에 큰 영향력을 가져왔다(Cerny, 

1995). 시장 활동이 강화되고 경제조직들이 점점 복잡해짐에 따라 국가라

는 정치적 구조의 규모가 더 이상 적절한 범위의 공공재를 제공할 수 없게 

되어 세계화는 국가 기반의 집합적 행위의 효율성을 약화시켰다. 이처럼 

글로벌 거버넌스는 국가 수준의 거버넌스와는 뚜렷이 구분되는 개념이기는 

9) ‘집합적 행위’란 그들의 상태를 개선시키고,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집합에 의해 취해지는 행동. ‘집합적 행위 문제’란 다양한 개인들이 모
두 특정 행동으로부터 혜택을 받지만, 어느 한 개인이 혼자서 해결하거나 감당할 수 없
는 비용이 드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러한 것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 방법으로서 이를 집
합적 행위로 수행하여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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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Weiss, 2000). 또한 글로벌 거버넌스가 국가 수준의 거버넌스에 영

향력을 미칠 수 있는 연결성은 존재한다. 

정부 간 조직들은 더 이상 국가들의 통제 하에 있지 않으며, 국내·국제 

비정부기구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권력과 자원들을 더 많이 획득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글로벌 공공재의 제공과 관련된 집합적 행위의 문

제들은, 국가 내 배경에서보다 더욱더 개념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려

운 난제가 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국제 개발원조에서 글로벌 거버넌스

가 가지는 난제로 연결된다. 보건의료 해외원조에서의 환경도 마찬가지이

다. 국가라는 주체 이외에 여러 가지 비 정부기구 주체들의 활동이 증가하

고 있고, 국가들도 이들의 중요성, 협력적 관계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그 방

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들은 한 국가라는 범위가 아닌 다국적 성격을 띄

기도 하다. 또한, 국가들의 연합체, 혹은 다자개발기구, 은행 등과 같은 국

가범위를 뛰어넘는 조직들의 활동이 점점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실제로 개발영역에서의 글로벌 거버넌스는 매우 치열한 논쟁의 주제이

다. 하지만 국가들이 그들의 집합적인 개발 노력들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

로 만들 것인지 이러한 결정들을 고착시킬 것인지에 대해 합의를 찾는 것

은 매우 어려운 일인데(Killen, 2010). 2009년 재정적·경제적 위기에 대한 

대응의 조정자로서 G2010)의 출현은 게임의 흐름을 바꾸어 놓기는 하였으

나, 아직 그들의 국제개발 의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포함해야 하는지, 어

떠한 임무를 다른 기구에 넘겨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들이 완전히 이루어지

10) 1999년 9월에 개최된 국제통화기금(IMF) 총회에서 G7과 신흥시장이 참여하는 기구를 
만드는 데 합의하여 같은 해 12월 창설되었다. 'G'는 영어 '그룹(group)'의 머리글자이고, 
뒤의 숫자는 참가국 수를 가리킨다. 회원국은 미국·프랑스·영국·독일·일본·이탈리
아·캐나다 등 G7에 속한 7개국과 유럽연합 의장국에 한국을 비롯한 아르헨티나·오스
트레일리아·브라질·중국·인도·인도네시아·멕시코·러시아·사우디아라비아·남아
프리카공화국·터키를 포함하는 신흥시장 12개국을 더한 20개국이다(출처 : 두산백과).   



- 19 -

지 않았다. 

HIV/AIDS라는 질환은 특히 보건의료 해외원조에서 이러한 글로벌 거버넌

스가 강조되는 영역으로, 2015년까지 목적을 달성해야할 MDG11) 하나로 설

정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집합적이고 협력적인 노력이 시행되고 있다. 

Marcelo(2007)은 HIV/AIDS의 대응에서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 및 제도의 결

핍, 충분하고 신뢰성 있는 재정적 재원에의 제한된 접근성, 지적재산권 제

도가 HIV/AIDS 치료를 위한 약물에의 접근성에 대해 가지는 효과, 이 세 

가지가 바로 글로벌 거버넌스 차원에서 가장 전략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라

고 하였다. 즉 글로벌 거버넌스가 국가수준의 민주적 책무성에도 어느 만

큼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보건의료 해외원조 거버넌스 : 부패의 통제/책무성 

거버넌스를 정부 혹은 정부와 같은 정치적 조직체가 부여받는 법적 권리

라는 용어와 동일하게 인식되었던 논의의 흐름 한편에 국제관계 관계자 혹

은 국제공무원들은 거버넌스라는 용어를 그 이상의 범위에 적용하여 왔다. 

1989년 세계은행은 아프리카의 개발 문제에는 거버넌스의 위기가 있다고 

선언을 하면서, 개발원조의 실패에 대한 원인으로 거버넌스를 논의 선상에 

올려놓기 시작하였다(세계은행, 1989). 이후 2005년 파리 선언에서 수원국

의 주인의식이 강조되면서 원조의 양식이 공여국의 간섭이 많이 관여되는 

‘프로젝트’ 방식에서 수원국의 우선순위를 존중하고 수원국에게 재량권

11) Millenium Development Goal. 2000년 9월 뉴욕 국제연합 본부에서 개최된 밀레니엄서미
트에서 채택된 빈곤 타파에 관한 범세계적인 의제이다. 당시에 참가했던 191개의 국제
연합 참여국은 2015년까지 빈곤의 감소, 보건, 교육의 개선, 환경보호에 관해 지정된 8
가지 목표를 실천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주요 내용으로 ①극심한 빈곤과 기아 퇴치, ②
초등교육의 완전보급, ③성평등 촉진과 여권 신장, ④유아 사망률 감소, ⑤임산부의 건
강개선, ⑥에이즈와 말라리아 등의 질병과의 전쟁, ⑦환경 지속 가능성 보장, ⑧발전을 
위한 전 세계적인 동반관계의 구축을 들 수 있다(출처 :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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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많이 부여하는 ‘예산지원(Budget support), 영역별 접근법(Sector wide 

approach : SWAPs)’으로 바뀌어 갔고 이로 인해 공여국들에게 수원국의 

거버넌스는 더욱 중요해졌다(Hyden, 2008).

이처럼 국제개발 영역에서‘좋은 거버넌스'가 중요한 요소가 된 이래로 

‘좋은 거버넌스’에 대한 담론은 개발원조를 받는 수원국에서의 정책들로 

연계가 되었다. 즉 공여국들은 수원국들의 거버넌스 개혁, 좀 더 구체적으

로 수원국의 정치적 민주화, 경제적 자유화와 같은 프로그램들을 지원해 

왔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원조를 배분함에 있어 거버넌스의 질을 고려해아 

한다는 주장에 따라 '좋은 거버넌스'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양자·다자 원

조에 대한 논의에서 분리될 수 없는 정치적·경제적 조건부가 되었다. 원

조를 배분함에 있어 거버넌스의 질이 하나의 기준이 되면서 많은 기관과 

문헌들에서는 국가들의 거버넌스를 평가하고 측정하려는 노력이 있었고, 

거버넌스와 경제성장과 같은 주요 성과지표간의 관계를 밝혀내려는 시도들

이 있었다.

그렇다면 다시 해외원조에서의 좋은 ‘거버넌스’란 무엇일까?  사실상 

‘좋은 거버넌스'라는 용어자체는 국제개발 영역에서 공공기관들이 공적업

무들을 어떻게 수행하고 공적 재원을 어떻게 관리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 

처음 사용되었던 용어로(UNESCAP, 2009), 세계은행은 1996년 이래로 '좋은 

거버넌스'를 개발전략의 핵심 요소로 인정함으로서 정책의 영역을 넓혀왔

다. 좋은 거버넌스 개념의 도입에 대해 일부에서는 개발에 대한 경제적·

정치적 나열 혹은 새로운 조건부(conditionality)를 숨기는 일종의 ‘눈속임

(fig leaf)’라고 주장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거버넌스'의 도입

은 개발에 대한 이해를 넓혔고, 국제개발 사회에서 논의의 의제를 바꾸어 

놓았다고 할 수 있다.

해외원조에서의 ‘좋은 거버넌스’는 그 개념을 특정 거버넌스의 차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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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하여 제시하고 있다. United Nations(UN)의 산하기구들, 여러 다자 개

발은행들 그 외 기타 European Union(EU), IMF, OECD와 같은 기구들은 저

마다의 ‘좋은 거버넌스’의 정의를 하여 제시를 하였는데, 이와 같은 다

자기구들의 ‘좋은 거버넌스’ 논의의 중심에는 항상 개발과의 연결성이 

있었다. 사실상 ‘좋은 거버넌스’ 논의의 기원은 다자기구들에 의해서 시

작되었고 특히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계은행이 그 선두에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다자기구들은 건전한 거버넌스는 그 자체로 ‘좋은 것’이

기도 하지만, 또한 개발을 촉진시키기도 한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다자기구들의 정의는 초점을 두고 있는 부분에 따라 명확하게 두 부류로 

구분이 된다. 첫 번째로 주로 다자 개발은행들에 의한 정의로 경제적·관

리 측면에 초점을 둔 ‘좋은 거버넌스’이고, 두 번째는 UN과 EU의 접근

법으로 정치적 이슈에 더욱 초점을 ‘좋은 거버넌스’이다. 하지만 이렇게 

다른 정의들 사이에서도 대략적으로 7개의 핵심 요소로 정리될 수 있는 공

통점이 있는데, 이는 1) 민주주의와 대표성, 2) 인권 3) 법의 지배 4) 효과

적·효율적인 공공관리 5) 투명성과 책무성 6) 개발자들의 목적 7) 다양한 

정치·경제 정책, 프로그램, 제도이며, 각 다자기구들은 이 중 약간씩 강조

하는 바가 다를 뿐이다. 

세계은행은 개발과 '좋은 거버넌스'의 연결성을 명확히 언급하면서 투명

성과 책무성을 특히 강조하였고(World bank, 2007), UNDP는 참여, 투명성, 

책무성, 효율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평등을 좋은 거버넌스의 특징으로 지

목하였다(UNDP, 1997). Hyden et al(2004)은 '좋은 거버넌스'는 참여, 공정

성, 효율성, 책무성, 투명성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즉 투명성과 책무성은 

좋은 거버넌스에서 공통적으로 꼽히는 요소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관심의 초점인 보건의료 해외원조에서의 좋은 거버넌

스는 해외원조에서의 좋은 거버넌스와 보건의료 영역에서의 좋은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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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집합인 부분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를 들여다보고자 한다면 이러한 

해외원조에서의 '좋은 거버넌스' 정의에 더하여 보건의료 영역에서의 ‘좋

은 거버넌스’는 어떻게 정의되고, 어떠한 틀을 가지며 적용될 수 있는지

를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보건의료 자체가 가지는 특성들, 즉 구성요소들의 이질적인 특성, 매우 

가변적이고 예측이 어려운 보건의료 수요, 효과적인 서비스 전달 보장을 

위해 관여되는 다양한 주체들, 모니터링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도구의 제

한성 등은 모두 보건의료 영역에서의 거버넌스를 정의하고 측정하는 데에 

어려움을 주는 요소들이다(Lewis, 2006). 보건의료 서비스도 정보의 비대칭, 

역 선택, 도덕적해이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 실패와 같은 다른 재화 

혹은 서비스와는 다른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이러한 실패를 바로잡기 위

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공 서비스로서 전달, 재정지원을 하거나 혹은 

공공·민간기구가 규제를 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개입을 하는데,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규제보다는 공공 서비스로서의 제공을 선택하기 때문에 개

발도상국에서는 공공 보건의료 시스템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의 역할은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에 매우 중요하다. 

 Lewis(2006)는 보건의료 영역에서의 거버넌스를 다음 도식을 이용하여 

개념화 하였다. 

health outcome = (L,K.G)

L : 의사, 간호사 등을 포함한 모든 의료 인력

K : 재정을 포함한 제반시설 장비, 다른 고정자산 등

G : 거버넌스 혹은 제도의 질

한 국가의 건강성과는 자본, 노동, 거버넌스가 일체화되어 나타나며, 이 

중 거버넌스는 독립적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지만, 나머지 두 요소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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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악화 혹은 상승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Savedoff(2011)는 보건의료에서의 거버넌스에 대한 합의된 정의를 찾고자 

하는 시도를 하였는데 거버넌스는 가장 광범위한 수준인 정치적 주체 측면

에서부터 시작하여 이차적으로는 공공정책 수준에서 그리고 특정 기관 수

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에서 분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려움을 내포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사실상 이러한 어려움은 보건의료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나타날 수 있으며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것이

다. 

Brinkerhoff & Bossert(2008)는 보건의료 거버넌스를 ‘사회 주체들 간의 

역할과 의무를 분배하고, 그들 간의 상호작용을 형성하는 규칙’이라고 정

의하면서 주체들 간의 관계를 강조하고 주체들로 하여금 사회가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 수행을 하도록 이끄는 유인기전에 관심을 가졌고, 

Savedoff(2011)은 ‘조직, 개인, 그리고 그들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

적,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제도적 요인들의 조합’으로 정의를 하면서, 

구체적인 조직이나 개인을 분석 단위로서 하지 않는 거버넌스 개념은 배제

하였는데, 이는 건강영역에서는 누구의 행위가 영향을 받는 것인지에 관하

여 명확성이 부족하면 논의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보건의료 해외원조의 거버넌스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많은 수준과 

차원이 관여를 하여 구성이 되겠지만, 바로 앞에서 설명한 보건의료 거버

넌스와 해외원조 거버넌스에서 여러 국제기구와 학자들이 중요하다고 제시

한 거버넌스의 차원을 동시에 고려하였을 때, 보건의료 해외원조에서 가장 

중요한 차원을 꼽아볼 수 있을 것이다. Kaufmann et al(2005)은 국제개발과 

관련된 거버넌스의 차원을 6가지로 압축하여 제시한 바가 있는데, 이 중에

서도 세계은행은 부패의 통제와 책무성을 빈곤감소를 위한 원조에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았고, 실제로도 이를 위한 많은 이니셔티브들을 시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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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 Lewis(2006)은 WGI가 제시한 거버넌스의 6가지 차원에서 보건의료 

서비스 전달에 특별한 관련성을 가진 요소는 책무성, 정부의 효율성, 그리

고 부패의 통제라고 하였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좋은 거버넌

스’의 가장 중요한 차원도 투명성과 책무성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따라서 

보건의료 해외원조에서의 수원국의 부패의 통제와 책무성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부패와 책무성은 서로 독립적인 개념이 아니라 얽혀있는 개념이다. 특히 

책무성이 그러한 특성이 강한데, 책무성을 개선시키면 부패수준, 정부의 효

율성 수준을 상승시키는 작용을 할 수도 있다. WGI 구축의 선구자인 

Kaufmann et al(2005)도 여섯 가지 거버넌스 지표들을 서로 상호배타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하지만 또한 책무성이 반드

시 부패의 통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처럼 동의어도 아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별도로 구분을 하여 설명을 하고자 한다.

부패는 ‘사적 이익을 위하여 공직을 이용하는 것(Bardhan, 1997)’, 혹

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공직에 있는 자가 정부 소유물을 판매하는 것

((Shleifer & Vishny, 1993)’이라고 정의된다. 부패는 다른 차원의 거버넌

스보다는 상대적으로 직관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족벌주의

(nepotism), 연고주의(cronyism), 정부 관료들 간의 뇌물, 공적 구매(public 

purchasing)와 감독에서의 불규칙성 등 모두 부패의 개념에 포함된다.  

부패는 해외원조 영역에서도 심각한 문제이다. Transparency 

International(이하 TI)12)는 부패를 MDG 달성을 방해하는 요인이며 국제사

회가 MDG의 목적달성에 이미 벗어난 일차적 원인 중 하나로 꼽았다(TI, 

12) TI는 국제개발에서 기업과 정치적 부패를 모니터하고 공개하는 비정부기구로서 1993년
에 독일에서 비영리기구로서 설립되었다. 현재 매년 Corruption Perceptions Index(CPI)라
고 하는 부패인식지수를 측정·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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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부패는 자원이 의사결정자들의 책무성이 없이 상당한 자유재량에 

의해 이동이 되는 환경에서 흔히 발생하는데, 원조가 바로 이러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즉 원조는 수원국의 정부 혹은 국민에게 재화나 용역이 시장

가격에서 훨씬 하회(下廻)하여 제공되고, 또한 그를 분배하는데 매우 많은 

재량권이 주어지기 때문이다(Tavares, 2003).  

이처럼 해외원조 영역에서 자원에 대한 책무성의 소재가 불분명하게 이

동하는 특성에 보건의료 영역의 정보 비대칭, 시장실패로 인한 정부의 개

입 등과 같은 요인이 더해져서 보건의료 해외원조의 부패 발생가능성을 한

층 더 높이기 때문에 부패의 통제는 충분히 논의되고 다루어져야 할 거버

넌스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 국제사회의 공여국들 사이에 증가되었던 반부패 

문제에 대한 관심과, 그를 위해 시행되던 다양한 프로그램은 사실상 2000

년대 중반 이후 다시 그 우선순위가 느슨해졌고, 공여국들이 시행하는 프

로그램과 전략들은 부패 문제들을 조금씩 외면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반부

패문제는 인식제고 단계에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활동 지향적인 단계로, 

공급자 측의 협소한 공적영역의 관리에서 모든 수요자와 관련 이해당사자

들을 둘러싸는 의제로 이행해가지 못하였다. 부패의 통제는 파리선언에서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아크라 고위급 포럼(Accra HLF)에서는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하였는데, 이는 정치적적으로 민감한 거버넌스와 부패에 대한 논의

를 다루는 것보다는 투명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입맛에 맞으며 이러

한 투명성에 대한 논의는 가맹국들은 유지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Kaufmann, 2009).

책무성도 또한 보건의료 해외원조에서 부패의 통제와 함께 가장 중요한 

거버넌스로 꼽히면서 부패의 개념과 맞물려 논의가 되어야 할 차원의 거버

넌스이다. 책무성은 통치를 하는 사람(the rulers)과 통치를 받는 사람(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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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d)간의 관계이며(Schdler & Diamond, 1999). ‘second-order 

responsibility’ 즉 이차적 의무라고 표현될 수 있다. 이는 책임성

(Responsibility)과는 다른 개념으로, 우리가 무언가에 ‘책임이 있다

(responsible)’고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하여 ‘관리를 할(take care of) 의무

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 반면, ‘책무성이 있다(accountable)’고 

하는 것은 ‘이러한 책임을 다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의무

(responsibility to be able to show)’를 의미하는 것이다(Wenar, 2006). 

Grant & Keohane(2005)은 책무성을 ‘어떤 주체가 다른 주체들로 하여금 

일련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그들이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그들의 의무

를 이수하는지를 판단하여 그러한 의무가 충실히 이행되지 않았을 때 제제

를 가할 권리’라고 정의한 바 있다. 

사실상 이러한 책무성 관계는 업무를 위임하고 위임받는 관계인 주인-대

리인 관계의 틀에서 발생된다. 이화영 & 강민아(2013)는 국제개발 협력에

서 이슈가 되고 있는 수원국 내부의 책무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

고 있다. 수원국과 수원국 국민들 간에는 주인-대리인의 관계가 성립되는

데 이들 간의 정보와 선호도의 불균형으로 인해 대리인인 수원국 정부가 

주인의 바라는 바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지는 않으리라는 불신이 있기 때

문에 책무성을 부여하는 것이고, 대리인들은 그들의 주인에게 주인의 선호

도에 따라 의무를 다 했다는 확신을 주기 위하여 주인에게 책무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즉 책임성을 넘어선 개념인 책무성은 주인이 대리

인으로 하여금 그들의 의무를 수행하도록 잘 하도록 유도하고, 대리인들은 

주인에게 그들이 의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확신을 주어 이에 기반한 계

획과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며 정책이 잘 작동하는지 여부를 알려주는 등의 

역할을 한다(Winters, 2010). 

책무성은 그를 부여하는데 있어서 비용이 들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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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강조가 되는 이유는 그를 상회하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Edwards & Hulme, 1995). 책무성은 단순히 책무성을 부여한 이들의 선호

만 충족시키는 혜택 이외에도 의무를 부여받은 이들이 의무를 다했음을 보

여주기 위해 그들의 행동이 더욱 가시적인 절차를 따르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들이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하나의 유인기전처럼 작용을 하며, 책무성을 

부여한 이들에게 그들이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확신을 제공하여 그러한 

맥락 하에 계획을 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그들의 행동이 철저한 검토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외부 압

력이나 비평에 더 노출이 되도록 하여 체계적인 검토를 거친 좋은 행동양

식(practice)을 확산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며(Wenar, 2006), 그들

의 행동이 더욱 일관성 있고 효율적이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단순한 도덕적 

측면에서의 타당성뿐만 아니라, 효율성 증진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여

겨진다(Alexander, 2013). 하지만 이러한 책무성의 요구는 대리인들이 그들

의 활동을 근본적인 업무를 추구하는 대신 관료적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데 급급하도록 할 수도 있는 단점도 있다는 점도 항상 명심하여야 한다

(Steer & Wathne, 2009).   

책무성은‘책임을 다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의무’이기 때문에 

‘누가’ ‘무엇을’‘누구에게’라는 질문이 항상 동반된다. 따라서 보건

의료 해외원조 영역의 책무성을 논하려면 관련되는 주체들의 특성 및 관계

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져야 한다. 

우선 수원국의 보건부는 보건의료 해외원조의 책무성에서 가장 주요 주

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들은 스스로 다른 정부 부처에게 혹은 시

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책무성을 보여야 하는 의무도 있지만, 보건의료 공급

자들에게 책무성을 지우기도 하는 등 그 자체가 여러 책무성의 연결망 대

상이기 때문이다. 보건부 장관은 정부의 뜻을 받들어야 하고 의회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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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직접적으로 또한 대중에게는 간접적으로 책무성을 가져야 한다. 또한 

보건부는 공공·민간의료 공급자 등을 포함한 많은 다른 주체들에게 규제

력을 지닌 모니터링, 법의 시행 등을 통하여 예산, 실행 계획, 시설, 장비

관리, 구매, 계약, 정책, 계획 규제, 질 관리 기능 등의 많은 영역에서 감독

권을 발휘할 수 있다(Brinkerhoff, 2003). 

규제 및 집행관련 기구들, 예를 들면 반 부패기구, 회계기구, 헌법 재판

소, 옴부즈맨 오피스 등도 책무성에 관여되는 중요한 주체 중 하나이다. 이

들은 공적 자금이 적절히 사용되었는지 재정운용이 잘 되었는지 등을 감시

하고, 또한 그에 관련된 보고서들을 공공에게 공개함으로서 정보 제공의 

역할도 한다. 그들은 또한 시민들에게 기구들의 성과 혹은 권력의 남용 등

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여 알리기도 하고 또한 때때로 성과의 실패 혹은 

재정의 부패 사례를 알기 위하여 시민들의 정보에 어느 정도 의존해야 하

는 것과 같이 시민들과도 연결고리를 가진다(Schedler, 1999). 하지만 주요 

수원국인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는 이러한 기구들이 존재하기 어렵고 또

한 존재한다고 해도 제대로 기능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말라위, 탄자니

아, 우간다에서의 감사기구들을 분석하였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기구들

은 의회에 직접적으로 보고하지 않는 행태를 보이거나, 감사의 범위가 매

우 좁은 등 의무 자체를 잘 이행하지 않고 있고, 재정적· 인적 역량 자체

가 부족하며 자율성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Wang & Rakner, 2005).

의회는 한 국가에서 공적 재정이 어떻게 이용되는가에 대하여 정부의 행

정조직에게 책무성을 지우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예산에 관한 입법을 

승인하고 정부가 세금을 올리거나 그 수입을 어디에 사용할 지를 승인하

며, 회계 감사를 분석한다. 하지만, 이 역시 제도적·정치적 역량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에서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Agora-Parliament website ‘Parliament & Aid-effectiveness 발췌)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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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해외원조 사업은 전국보다는 지역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

은데,  사업의 성사, 착수 혹은 큰 계획은 중앙정부에 의한다 할지라도 시

행과정에서의 크고 작은 의사결정과 재량권은 지방정부가 발휘를 하는 경

우가 많기 때문에 지방정부 관료들 또한 책무성 관계에 중요한 주체이다.

책무성은 감독에서부터 재정적 책무성(supervisory - fiscal accountability)

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Grand & Keohane, 2005), 종종 해외원조

에서의 책무성을 논할 때 재정 영역에 초점을 맞춘 편협하고 기계적인 정

의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Brinkerhoff(2003)은 책무성에 대하여 재정적 

책무성, 성과 책무성, 정치적·민주적 책무성이라는 세 가지 범주로 제시를 

하였다. 재정적 책무성이란 재원의 할당·지급·이용의  추적·보고에 관

한 것이고, 성과 책무성이란 합의된 성과 목표에 대하여 달성된 성과를 증

명하고 설명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정치적·민주적 책무성은 정부가 선

거약속을 이행하고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며 사회의 필요와 관심에 반응을 

하는 제도, 절차와 관련이 있다. 

보건의료 해외원조에서 최근 가장 강조가 되는 것은 수원국 정부의 이른

바‘내부책무성(domestic accountability)’이다. 수원국 정부는 주인-대리인

의 관점에서 볼 때 두 주인에 대한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즉 자신들

을 대신하여 자신들의 돈을 수원국 국민들에게 합리적인 원조를 배분해 줄 

것을 위임하는 공여국과, 또한 자신들을 대신하여 원조에 대한 혜택을 골

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위임하는 수원국의 국민이다. 이 두 주인 중 

궁극적인 주인은 수원국의 국민이지만, 재원을 제공하는 주체는 공여국이

고 실제로 사업을 시행하는 수행기관의 선택도 수원국의 국민이 아닌 공여

국 측에서 하며, 또한 좋지 않은 성과에 대한 제제도 공여국 측에서 발휘

한다. 이로 인해 수원국 정부는 수원국의 주인에게보다 공여국 측에 더 책

13) http://www.agora-parl.org/resources/aoe/parliamentsandaideffec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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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성을 보이려는 경향이 있는데, 원조의 궁극적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원국 정부로 하여금 공여국 측의 주인보다는 자국의 국민들

에게 가능한 더 책무성을 갖도록 하는 것, 즉 이른바 ‘내부책무성

(domestic accountability)’에 충실하도록 하는 것이다(이화영 & 강민아, 

2013). 

책무성, 특히 이와 같은 수원국 국민과 정부 간의 관계에 내무적 책무성

이 형성이 되려면 투명성(transparency), 답변능력(answerability), 강제성

(enforceability)라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져야 한다. 투명성은 국민들이 

정부가 약속한 책임(commitment), 그리고 그들이 그러한 약속을 지켰는가

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며, 답변능력이란 국민들이 

정부에게 그들의 행동에 대한 타당한 이유(justification)을 제공하도록 요구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제성은 국민들이 만약 정부가 특정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을 경우 제제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Hudson, 

2009). 이러한 요건들은 바로 WGI에서 측정하고 있는 민주적 책무성 개념

과 연계된다.

본 연구의 분석에서 사용한 WGI의 voice & accountability는 정부를 선택

하는데 있어 국민 참여의 폭, 표현과 집회의 자유와 같이 정부의 활동에 

대해 시민이 미치는 효과와 제도적 영향력 그리고 외부 책무성을 의미한

다14). 이는 정치 체계, 이러한 체계의 실용성, 미디어의 독립성, 정부에 대

한 신뢰도를 통하여 측정하여 국민이 어느 정도로 정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반영할 수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으며, 앞의 

Brinkerhoff(2003)의 분류기준으로는 정치적·민주적 책무성에 가장 가까운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Lewis(2006) 이를 보건의료 영역의 배경에서 설명

을 하였는데 즉 voice & accountability는 주민 혹은 지역사회로 하여금 보

14) 이 개념에 대해서 3장, 4절 3. 변수의 선정 부분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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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의사결정과 감독에 관여를 하도록 하는 거버넌스라

고 하였다.

민주적 책무성이란 시민들과 정부의 관계에서 시민들이 그들의 정부로 

하여금 책무성을 지우도록 하는 것 즉 시민, 정당, 의회 혹은 다른 민주적 

주체들이 공공의 정책을 결정, 시행하고 책임을 지는 공직자들에게 피드백

을 주거나 보상을 하고 혹은 제제를 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의미

한다. 민주적 책무성이 잘 기능을 한다면 정부가 시민들의 이익을 잘 대변

하여 일을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Jelmin & Kristina, 

2012). 

 이러한 수원국 내부의 민주적 책무성 시스템의 주요 구성 요인으로 선

거, 시민사회(감시, 공적 숙의, 탄원 등), 대중매체 등이 있다(OECD/DAC, 

2013). 선거는 대중들에게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정부로 하

여금 그들의 지난 행동들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한다. 정부는 유

권자들이 심판을 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 선거에서 시민들에 의해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정책들을 선택하도록 하는 작

용을 한다(Przeworski et al, 1999).

미디어의 자유 또한 내부적인 민주적 책무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

부로 하여금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충실하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은 시

민들이 모여서 정보를 공유하고 공공의 이슈에 대하여 진지하게 논의를 할 

수 있는 공론의 장(public sphere)이 얼마나 잘 기능을 하는가 여부에 달려

있다. 이 때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주요 이슈들을 조명하며, 공공의 

논의를 촉진하고, 정부와 비정부 주체들에게 책무성을 지니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대중매체이다. 개발도상국인 수원국에서 시민들의 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무반응성(unresponsiveness), 지방 제도들의 책무성 부족 등이 

흔하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현상의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는 바로 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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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핍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 제공역할을 하는 대중매체는 시민들을 고무

시켜 정부를 책무성 있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대중매체는 모든 수준의 

책무성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면서 사회 내에서 다른 책무성의 가시성과 효

율성을 극적으로 제고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OECD/DAC, 2013).

시민의 참여 역시 정부에게 책무성을 지우는 중요한 수단인데, 여기서의 

시민의 참여는 단순히 선거에의 참여를 넘어선 정책과 의사결정에의 참여

를 의미한다.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는 정부의 지출과 정책의 우선순위를 

바꾸고, 관료들을 시민들에게 더 반응성이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효율성

을 높인다(Wampler & Avritzer, 2004).  개혁적인 정부는 초기 정책형성 단

계에서부터 정책 이행의 감독에까지 정책의 다양한 단계에서 시민들이 직

접적으로 참여하기를 권장하며(Wampler & Avritzer, 2004), 시민들을 단순

히 정부 공직자들이 만들어낸 정책의 사용자 혹은 선택자 혹은 그들의 

‘고객’으로서가 아니라 정책을 형성하고 만드는 이들로 간주한다

(Gaventa. 2006). 

이러한 시민의 참여에는 시민사회 조직(Civil society organization : CSO)

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시민사회조직이란 국민들이 공유된 관심과 

가치를 중심으로 모일 수 있는 국가와 일반 국민 간에 존재하는 공간이며

(Hudson, 2009). 비정부기구, 노동조합, 씽크탱크 등과 같은 좀 더 공식적인 

형태에서부터, 커뮤니티 기반의 조직, 문화그룹 등과 같은 좀 더 비공식 형

태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DFID, 2007). 아크라에서 열렸던 제 3차 고위급 

포럼에서도 시민사회조직은 원조사업을 트레킹하고 모니터링하는데 관여를 

해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면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시민사회조직은 시

행기준의 설정, 정부의 시행 혹은 나태를 조사하고 노출시키는 것, 그에 대

한 답을 요구하고 궁극적으로 제제를 가하는 것과 같이 정책 싸이클의 모

든 단계에서 책무성의 추진요인이 될 수 있다(DFID,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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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조직은 한 쪽 측면에서는 정책 과정을 관찰하고 비판을 가하는 

감시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책과정에서 시민사회의 

대표들이 전문가로서 정책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거나 정부의 대리

인들, 국제 공무원들 등과 밀접하게 일을 하는 심의자(deliberator)으로서의 

역할도 한다. 이렇게 시민사회조직이 가지는 감시인, 혹은 심의자로서 두 

가지 다른 역할은 종종 조화되기 어려울 때도 있다. 감시인으로서의 시민

사회조직의 기능은 규제기관에 대하여 공공의 통제를 강화하는 역할오서 

동시에 이는 믿을만한고 신뢰할만한 협상 파트너로서의 역할과는 조화되지 

않는다. 

제2절 HIV/AIDS 

HIV/AIDS는 1981년에 처음 질환이 발견된 이래로 인간의 역사에서 가장 

치명적이면서도 사회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으로, 현재 통용되

는 사회개발 지표들과 가장 연관될 수 있는 질환이며, 전 세계적인 질병 

분포 양상을 나타내기에 충분히 오랜 시간 인류와 함께 해온 질병이다

(Josef, 1996). 본 절에서는 이러한 HIV/AIDS 질환의 역학적 특성과 여러 가

지 사회·문화·경제적 발생요인들에 대해 논의하고 국제사회에서의 

HIV/AIDS에 대한 대응 노력들을 간단히 살펴본다.

1. HIV/AIDS 질환의 역학 및 발생 요인

2012년의 World Health Organization(WHO)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3,500만 인구가 HIV에 감염되어 있으며 이는 2001년 이래로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약간의 감소를 보였다. 이러한 HIV/AIDS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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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에는 두 가지 큰 특징적 분포를 보인다. 첫 번째는 일반 국민들 사이

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모계전염이 많은 ‘광범위하고 높은 유병률 

지역(Generalized, high prevalent countries)’이다. 이는 거의 대부분 사하

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이며, 아이티와 파푸아 뉴기니와 같은 일부 기타 국

가들이 여기 속한다. 두 번째는 대부분 정맥주사약물사용자(Intravenous 

drug users : 이하 IDUs), 상업적 성매매종사자, 동성연애자와 같은 위험군

에만 감염이 되는‘집중된 저 유병률 지역(concentrated, low-prevalent 

countries)’이다(Cohen et al, 2008).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은 가장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 전 

세계 발생률과 유병률의 2/3, 사망률의 1/3을 차지한다. 남 아프리카 지역

에서는 HIV/AIDS의 영향으로 기대수명이 20~30년이나 감소하고 가정과 인

구구조가 파괴되었으며, AIDS 고아가 증가하였다. 

물론 항바이러스 약물 치료의 지속적인 확대를 포함하여 HIV/AIDS에 대

응하고자 하는 국제적인 노력으로 HIV/AIDS로 인한 사망률과 관련 질환들

은 감소를 보이기도 하였다. HIV/AIDS의 발생률은 1990년대 말 최고조에 

이르렀다가 이후로 아주 점진적인 감소를 보여 왔는데, 이러한 감소는 질

병의 자연사라기보다는 이러한 국제적 노력의 결과일 것이다. 하지만, 질병

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의 숫자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고, 증가하는 세계 

인구를 고려하면 HIV/AIDS 발생률은 감소하고 있을지라도 절대적인 증가하

는 곳도 많다(WHO, 2008). 또한 소아에서의 HIV 예방과 치료는 아직도 많

은 과제를 남겨놓고 있다. 20007년 통계에 의하면 HIV를 가지고 살아가는 

어린이는 약 210만 명이고, 42만 명의 어린이가 새로 감염이 되었으며, 29

만 명의 어린이가 사망을 하였다. 유아 감염의 90% 이상은 모계감염으로 

인한 것인데, 만약 어떤 중재를 해주지 않는다면 HIV에 감염된 모성에게서 

태어난 아기의 20~45%는 이미 감염이 되어서 태어나게 된다. 하지만 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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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중재가 있다면 이러한 감염률을 5%미만으로 낮출 수 있다. 

HIV는 레트로바이러스(Retrovirus)라 불리는 바이러스 종에 속하며, 주로 

신체의 면역 기능의 주요 부분을 담당하는 T-림프구라 불리는 백혈구를 

공격하는 기능을 한다. HIV는 HIV-1과 HIV-2, 두 개의 주요 유형이 있는데 

HIV-1이 더 흔하고 HIV-2보다 약 3배 정도 더 쉽게 전파된다. 면역기능의 

파괴로 점점 감염에 저항하지 못하게 되고 기회감염을 발생시키며 이렇게 

신체의 방어기능이 약해짐에 따라 증상이 단독 혹은 다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피로, 허약, 설사, 지속적 체중감소, 중추신경계의 손상 등과 

같은 경미한 증상에서 시작하여 결핵, 뇌수막염, 폐포자충 폐렴, 암과 같은 

심각한 질병이 발현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증상은 질병의 진행과 관해를 

반복하다가 결국 사망에 이른다. HIV에 감염된 어린이는 대부분 5세 이전

에 사망한다(Loewenson & Whiteside, 1997). 

이러한 HIV/AIDS는 임상적 특징에서도 그렇지만 전파양식, 그리고 경제

적 사회적 요인들의 영향력 등과 같은 주요 특징들로 인해 다른 유행성 전

염병이나 질병과는 다른 독특한 질환으로 인식된다. 우선 HIV는 수년에 이

르기도 하는 긴 잠복기라는 임상적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감염

되어도 본인은 수년 동안 증상이 없이 생활하기도 하나, 다른 이들에게 감

염을 야기한다. 또한 HIV/AIDS는 두 개의 특정 연령그룹에서 많이 나타나

는데, 유아 그리고 20~40세 사이의 성인이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여성이 남

성보다 약간 더 많이 감염되고, 또한 남성보다 더 어린 나이에 감염되고 

발병되는 임상적 특성을 지닌다. 

HIV/AIDS가 빠르게 전파되는 주요 이유 중의 하나는 전파양식 때문이다. 

HIV는 주로 세 가지 경로를 통하여 전파되는데, 첫 번째는 성관계를 통해

서이다. 남아프리카의 경우 감염의 80% 이상이 이 경로를 통해 발생한다. 

두 번째는 모성감염으로, 감염된 여성에서 태어난 유아의 1/3이 감염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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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추산되고, 출생이전에 이미 태반으로 감염이 되거나, 출생과정에서 

혹은 모유수유를 통해 감염이 될 수 있다. 이 경로는 총 HIV감염의 약 

15%를 차지한다. 마지막으로 오염된 혈액 혹은 혈액 부산물을 통하여 혹은 

정맥주사 도구15)들을 같이 사용하게 됨으로써 혈류로 직접적으로 감염되는 

경로이다. 

이러한 HIV/AIDS의 발생 및 전파에는 행태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요인

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HIV/AIDS는 단순한 건강 이슈 이

상이며, 질병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회문화적 배경 맥락

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많은 연구들에서 다양한 개인적(individual), 혹

은 개인 간(interpersonal), 사회적, 환경적 요인들은 HIV 감염 위험성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 왔다. 개인적 요인에는 연령, 자존감, 

성경험 연령, 예방적 행동을 시행하는 자기효능(self-effectiveness), 성적 

정체성, 약물의 사용과 같은 행태적 요인 등이 있고, 개인 간 요인에는 성 

평등, 여성에 대한 권한부여, 파트너의 지위, 성 파트너와 예방적 조치를 

협상하는 능력 등의 문화적, 사회경제적 요인 이 포함된다. 문화적, 환경적 

15) 최근 코카인이 HIV/AIDS의 발병률을 높인다는 연구들이 있다. 이는 마약 사용자들이 위
험한 성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행태적 경로뿐만 아니라 코카인의 성분 
자체가 가지는 효과 때문인데, 이에 대한 정확한 기전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코카인의 
성분 중의 하나인 leavamisole이 설명되지 않는 무과립구세포증(agranulocytosis : 특정 
유형의 백혈구 결핍증)을 야기하기 때문이라는 가설이 있다. levamisole은 미국 마약 단
속국에 의해 압수된 코카인 샘플의 대다수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이 야기하는 무과립
구 세포증은 호중구의 절대수치가 500/µL 이하인 것으로 정의되며, 감염 합병증이 발생
했을 때에는 이환률과 사망률이 상당히 높이게 된다. 이러한 코카인 약물중독자들은 
HIV/AIDS의 감염위험률이 높아진다는 여러 입증된 사실들이 있다. 예를 들어 Tyndall 
MW et al.(2003) 코카인 자체가 실험동물과 세포 모델에서 즉 생체 내에서(in vivo), 그리
고 실험실 내에서(in vitro) 면역 제어 효과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고, 또한 Spittal 
PM etal(2002)은 코카인 사용자들과 HIV 감염과의 관계를 고위험적인 성적 행태라는 요
인을 배제한 후 조사하였는데, 여성에서는 10.6:1 , 남성에서는 3.3: 1이라는 승산비(odds 
ratio)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언급한 바와 같이 아직 코카인이 HIV/AIDS을 야기하는 정확
한 기전이 밝혀지지 않았고, 기존의 HIV/AIDS 발생요인에 대한 문헌들에서 활발히 논의
된 바가 없다. 더군다나 이러한 코카인 사용자 비율에 대한 국가데이터는 존재하지 않으
며, 이러한 행위는 음성적인 곳에서 이루어지므로 이러한 데이터가 존재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분석 자체에는 반영되지는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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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에는 성욕·성적 행동에 대한 문화적·종교적 신념, 문화적으로 금지

된 성별에 따른 규범들, 게이, 약물사용자, 상업적 성매매 종사자,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젊은이들과 같은 특정인구 층의 소외 등을 들 수 있다(NHI 

홈페이지 발췌)16). 

 우선 HIV의 전파는 개인의 행동적 요인들이 중요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

에 개인들에게 상담, 문제해결 및 행동의 변화에 대한 스트레스 인지 접근

법을 제공하고, HIV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기술들을 가르쳐줌으로써 

특정 대상 인구에서 HIV의 위험도를 높이는 행위를 감소시킬 수 있다. 자

발적 상담 및 검사(Voluntary counseling and testing : VCT)는 특히 HIV에 

감염된 사람들, 그리고 혼외관계를 가지는 사람들에서 위험적 행동요인들

을 감소시킨다는 사실은 명확히 증명되어져 왔다(UNFPA, 2002). 또한 문화

적 요인 중 종교요인으로는 이슬람교 여부가 HIV/AIDS의 발생에 영향을 미

친다. 이슬람의 결혼에 관한 규약에서는 남성들이 배우자를 4명까지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고 상대적으로 쉽게 이혼할 수 있도록 하기는 하나, 혼외 

성관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으로부터 보호되어지는 부분이 

다처제로부터 발생하는 위험보다 더 크다. 혼외 성관계를 금지함으로서 혼

전 성관계, 상업적 성관계, 그리고 동성 간의 성관계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알콜소비는 좀 더 위험한 성적 행태를 야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슬람에

서는 이러한 알콜소비도 금지하기 때문에 HIV 전파를 감소시키는 방향으

로 작용을 한다. 또한 포경수술은 HIV 전파를 감소시키는데, 모든 이슬람

인들은 포경수술을 모두 시행하므로 HIV 감염률이 낮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이슬람교라는 종교적 요인은 HIV 발생률 혹은 유병률을 낮추는 방

향으로 작용을 한다(Gray, 2004). 

HIV/AIDS는 여느 질병보다 사회경제적 위치, 즉 사회·경제적 불평등 속

16) http://www.niaid.nih.gov/topics/hivaids/research/prevention/Pages/SocialScience.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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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깊이 뿌리박힌 질환중의 하나이다(Perry, 1998). 사회경제적 위치는 개

인 혹은 그룹의 사회적 입지 혹은 사회적 계층으로 개념화되는 것으로 교

육, 수입, 직업이라는 지표의 조합으로 종종 측정되곤 한다. 사회경제적 상

태에 따라 자원의 배분·접근성에서 불평등이 나타나게 되며, 사회경제적 

상태는 연구, 실제적 시행, 교육, 활동 등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고려되

는 요인이다(APA 홈페이지 발췌).17)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 

층에서 HIV/AIDS는 불균형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는데, 이미 많은 연구들

에서 사회경제적 지위와 HIV/AIDS의 관련성은 이미 명확히 입증되어져 왔

다(Rabkin et al, 2004). 또한 사회경제적 지위는 일단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고 난 이후의 개인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다. 사회경

제적 지위가 낮고 재원이 부족한 사람들은 치료의 선택이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지위는 HIV 감염과 치료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우선 HIV 감염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살펴보면, 사회경제적 자본이 결

핍된 이들은 더 이른 나이에 성적활동을 시작하고, 콘돔사용 빈도가 낮은 

등의 더 위험한 행태를 하게 되기 때문에 HIV의 감염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다(Adler, 2006). 특히 낮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여성들은 삶의 스트레

스가 더 높고 더 위험한 성적 파트너를 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 

높은 연관성을 보인다(Ickovics et al, 2002).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로 인한 

불안정한 거주환경은 약물 사용, 불안전한 성적 행태 등과 관련되어 있으

므로 HIV감염에 대한 위험도를 높인다(Aidala et al, 2005). Culhane et 

al(2001)은 집이 없거나 불안정한 거주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더 안정적인 

주거환경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HIV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계량

적 분석으로 증명한 바 있다. 또한 불안정한 주거환경은 환경독성과 위험

17) http://www.apa.org/pi/ses/resources/publications/factsheet-hiv-aids.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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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여 신경정신학적 기능손상 위험도를 높인다. 이

는 HIV에 감염된 사람들이 바이러스가 중추신경계에 가지는 효과들에 대

하여 더욱 취약하게 만들어 인지기능 저하와 치매 발생을 높인다((Satz, 

1993)

한편 사회경제학적 지위는 이러한 HIV의 예방적 측면에 더하여 치료 측

면에도 영향을 미친다. 우선 기본적으로 사회경제적 위치는 HIV 치료에 대

한 접근성을 결정하게 된다. 건강보험과 예방적 서비스에의 접근성은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은 이들과 낮은 이들 간의 건강 불균형에 가장 주요한 기

여 인자이다.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거나 Highly Active 

Antiretroviral Therapy(HAART)와 같은 HIV/AIDS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

을 가능성이 낮다(Wood et al., 2002). Joy et al(2008)은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지닌 개인은 더 부유한 환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치료의 시작이 

늦고 따라서 생존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 

이와 같이 사회경제적 지위는 감염 기회 및 감염 이후의 치료에도 영향

을 미치기 때문에 이는 당연히 HIV/AIDS 건강성과로도 연결이 된다. 즉 낮

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지닌 HIV 감염환자들은 사망률과 이환율이 높은데, 

Cunningham et al(2005)은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HIV/AIDS로 인한 조기

사망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입증한바 있다. 또한, Schechter et al(1994)는 

환자 대조군 연구를 통해 더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지닌 사람들은 HIV 

감염이 더 늦게 진행된다는 것을 입증하였는데, 이러한 차이는 연구의 모

든 환자들은 전 국민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었고, 연구 내에서 동일한 

표준 질병관리 요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치료에 대한 접근성으로 설명될 

수 없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영향을 받는 다른 요인들 즉 숙주-원인균-환경

간의 상호작용, 혹은 심리사회적 요인과 영양적 요인들이 이러한 차이와 

관련이 있다고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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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HIV로 인해 사회경제적 지위가 영향을 받는 관계가 성립하기도 

한다. HIV 감염이 되면 한 개인의 일하는 능력과 소득 능력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지위에 부정적 영향을 가진다. Rabkin et al(2004)은 

HIV/AIDS를 가진 남성의 고용상태 및 고용 시간에 대한 유형과 예측인자를 

종단연구를 통해 조사하였는데, 이 연구에서 HIV를 가진 인구의 45%는 실

업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HIV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기능이 손상을 받

고, 질병에 대한 치료로 인해 직장생활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규 고용을 

어렵게 만들고, 고용된다 하더라도 직장 내에서 차별을 받아 결국은 자발

적인 혹은 강요된 사직을 하게 된다(Dray-Spira et al, 2003 ; Kass et al, 

1994). 또한 HIV/AID가 사회경제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경로로는, 

HIV에 감염된 어린이들은 종종 감염되지 않은 아이들보다 인지기능의 결

핍이 많이 나타나(Martin et al, 2006), 이후 삶에서 학습 능력과 돈을 버는 

능력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로이다. 이와 같이 사회경제적 지위

는 HIV/AIDS 예방·치료·건강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사회경제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게 된다. 

2. HIV/AIDS 대응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 

2000년대에 들어서 보건의료 원조의 많은 부분이 재단 혹은 글로벌 펀드

와 같은 새로운 조직으로부터 출연되었는데, 이러한 기금의 대부분은 특정

질병 혹은 특정 중재사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HIV/AIDS

는 그 질병의 심각성으로 인해 집중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되었는데, 

2000~2004년간 일차의료에 투입된 원조는 거의 절반으로 감소하였던 반면, 

HIV/AIDS에 투자된 보건의료 원조 액수는 약 2배가 되었다(Global 

monitoring report,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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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이에 앞서 HIV/AIDS가 전 세계적인 유행병으로 퍼지기 시작할 때 

즈음부터 비정부기구와 지역사회 기반의 조직들(community-based 

organizations : CBOs)은 지역사회 그룹, 지방 당국과 최전선에서 이미 

HIV/AIDS에 대한 일을 하여왔다. 이들의 역할은 정부, 공여국, 국제기구들

에 의해 인정을 받기도 하여 이들로부터 일부 지원을 제공받기도 하였지

만, 더 큰 규모의 주체들이 이들 비정부기구, 지역사회 기반 조직들의 경험

을 배우려고 하거나 혹은 그들에게 더 큰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구축하

거나 하려 하지는 않았다(Collins & Rau, 2000). 하지만 개별 지역사회들은 

정부가 인식하지 못하는 곳에서 놀라울 정도로 AIDS에 대해서 활발히 대

응을 하고 있었다(Schoofs, 1999)

이들이 운영해 온 HIV/AIDS 예방, 치료, 질병 영향의 경감(mitigation)을 

위한 효율적 이니셔티브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이들은 소외된 계층들을 

대상으로 활동을 하였다. 즉 법, 관습, 사회적 규범 등에 의해 낙인화된 게

이, 정맥주사약물사용자, 성 매매 산업종사자, 성전환자들과 같은 소외된 

계층과 접촉을 하고 이들과 신뢰관계를 형성한 후 이들에게 기본적 의료서

비스 및 음식, 쉴 곳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두 번째로 HIV/AIDS로 

영향을 받은 가구들을 도왔다. HIV/AIDS의 유병률이 높은 동남아프리카 국

가에서는 HIV/AIDS로 부모를 잃은 아이 즉 ‘AIDS 고아(AIDS orphans)’들

에 대한 보고가 많으며, 이들을 입양한 가구들을 지원해주는 대규모 프로

그램이 시행되고 있다. 세 번째로 장례식을 돕고, 소득 활동, AIDS 고아들

의 학비, 의료비 등을 지원해줄 수 있는 지역사회 저축 제도(community 

savings schemes)등과 같이 HIV/AIDS로 영향을 받은 지역사회의 경제를 도

왔다. 네 번째로, 효과적인 ‘동료교육(peer education)’프로젝트와 같은 

혁신적인 예방사업을 하였다. 즉 사회 혹은 직업군 내에서 신뢰를 얻는 한 

구성원이 자신이 속한 그룹의 구성원들에게 HIV/AIDS에 대한 정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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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 국제기구 등에 정책 권고를 하고 의사결

정자들을 반응하게 만들고 동원하는 정책 및 지지(advocacy)활동을 하였다

(Collins & Rau, 2000). 

초기에는 이렇게 작은 지역사회 주도의 활동이다가 2000년 MDG의 하나

로 정의되어 온 이래 HIV/AIDS에 대한 국제적인 재원의 동원이 시작되어 

재원과 주체들이 몰리기 시작하고 그러한 여세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

어져오고 있다. 다음 [표 3]은 구체적인 HIV/AIDS의 MDG와 그에 대한 현

재 진척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2001년 UN 총회의 HIV/AIDS에 대한 “special session declaration of 

commitment”는 HIV/AIDS 대응 범위에 대한 중요한 변화의 시작이었다

(UN General Assembly, 2001). 이 선언 이후 많은 정치적 약속들, 사회적 

움직임, 재원의 증가가 이어졌고, 2003년 WHO의 “3 by 5”18)라는 이니셔

티브가 개시되었으며(WHO, 2003), UN의 “President’s Emergency Plan 

for AIDS Relief(PEPFAR)”가 발효되었다. 

비록 “3 by 5”의 대상자인 중저소득 국가의 3백만 인구들이 2005년까

지 치료를 받는다는 목표는 계획보다 2년 후에야 달성되었지만, 이러한 경

험은 자원이 제한된 환경에서 HIV라는 전 세계적 유행병을 공공의료 원칙

과 포괄적인 접근법을 이용해서 다루는 것이 실현가능함을 증명하였고, 또

한 실질적으로 HIV/AIDS의 이환율과 사망률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이 입증된 

사례였다(WHO, 2006; Gilks et al, 2006). 

18)“3 by 5”initiative는 UNAIDS와 WHO에 의해 2003년에 시작된 일종의 국제적 목표로
서, 2005년까지 중-저소득국가의 HIV/AIDS를 가지고 살아가는 3백만 인구들에게 항바이
러스 치료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이는 필요로 하는 모든 이에게 HIV/AIDS 예방과 치료
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인권으로 확립하고자 하는 목표를 향한 하나의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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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get 6.A: 2015년까지 HIV/AIDS를 반으로 낮추고 HIV/AIDS 전파를 역전한다. 

하위

목표

6.1. 15-24세 사이의 HIV 유병률 감소

6.2 고위험군의 성관계에서 콘돔 사용

6.3 HIV/AIDS에 대한 포괄적이고 정확한 지식을 가진 15-24세 인구 비율

6.4 10-14세의 비(非)고아 대비 고아의 학교 등록비율 

진척

사항

Ÿ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새로운 HIV 감염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하지만, AIDS 사망이 감소함에 따라 HIV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숫

자가 더 많아지고 있고, 여전히 지속적으로 매년 2.5백만 명 환자가 

새로이 감염되고 있음 

Ÿ 콘돔의 사용을 포함하여 HIV 전파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젊은 층에

서 매우 낮음 

Ÿ AIDS의 영향력을 경감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학교에 등록하는 

HIV/AIDS 고아들이 더욱 증가하고 있음 

Target 6.B: 2010년까지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에게 HIV/AIDS 치료에 대한 보편

적 접근을 가능하도록 한다.

하위

목표 
6.5 항 바이러스 약물 치료를 받는 진행된 HIV 감염자의 비율

진척

사항 

Ÿ 2011년까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지만, HIV 감염자들의 치료접근성

은 모든 지역에서 증가하였음. 

Ÿ 2011년 말, 8백만 명이 HIV에 대한 항바이러스 치료를 받고 있었고 

이는 2010년 12월에서부터 총 1.4백만 명이 증가한 것임. 또한 2011년 

말에는 11개국이 항바이러스 치료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달성하였음. 

표 3. MDG HIV/AIDS 목표 및 진척사항

이에 대한 성과로 2007년 12월 즈음, 치료가 필요한 970만 인구의 약 

31%인 중·저소득국가 약 300만 명의 HIV 감염자들이 항바이러스 치료를 

받고 있었고, 모계감염 예방을 위한 HIV 양성 임산부들에 대한 항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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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의 범위는 2004년 9%에서 2007년 33%로 증가를 보였다(WHO, 2008). 

무엇보다“3 by 5”의 가장 중요한 성과중의 하나는 AIDS의 대응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촉발시켰다는 점이다. 특히 G8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HIV/AIDS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에 노력 약속을 이끌어 냈다(WHO, 2006).  

현재까지의 경험으로 판단컨대 이렇게 확대된 프로그램의 전달 및 지속

성에 가장 큰 장에가 되는 점은 수원국의 보건의료 체계와 기반시설의 부

족이다(WHO, 2013). 이는 질병에만 국한된 원조지원 프로그램이 전체적 체

계 강화에 도움이 되는지 혹은 방해가 되는지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으

며, HIV/AIDS 예방, 치료, 관리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달성하려는 노력은 

보건의료 체계의 약점을 해결하려는 노력과 상호 강화되는 방식으로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이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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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거버넌스가 보건의료 ODA의 효과에 미치는 영

향 : HIV/AIDS 원조를 중심으로

제1절 연구의 의의 

HIV/AIDS의 맥락에서 거버넌스를 논의하는 것은 바로 좋은 거버넌스는 

질병의 발생이나 유병률의 흐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토하는 것

을 의미한다. 앞의 1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보건의료 영역을 포함하여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의 효과성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어

왔으며 이러한 논쟁의 연장선상으로 원조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즉 꾸준히 증가하는 원조에 대해 

왜 국가마다 다른 성과를 보이는지에 대해 고민이 시작되었는데, 여러 학

자들은 원조의 효과성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 중에, 원조 

재원을 분배하고 소요하는 수원국 정부의 역량의 역할, 즉 수원국의 거버

넌스를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꼽기 시작하였다. Lewis(2006)은 MDG의 목

표에서 영아사망률의 감소는 정부가 제도적 요소에 관심을 갖지 않고서는 

달성할 수 없다고 하였고, 마찬가지로 다른 여러 학자들도 만약 원조를 운

용하는 제도들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단순히 원조의 액수를 증가

시키는 것은 원하는 성과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주장을 해왔다

(Burnside & Dollar, 2004; Collier& Dollar, 2002; Wright,2008). 이제 개발도

상국에서의 이른바‘좋은 거버넌스’는 개발원조에서의 목적이자 동시에 

하나의 조건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처럼 원조의 효과성에 있어서의 거버넌스 명제는 중요성에 대

한 인식이 증가하고, 꽤 직관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지할 수 있는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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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분석은 거의 행해진 바가 없다. 더군다나 HIV/AIDS라는 특정질환에 국

한된 연구는 더욱 그러하며, 그나마 기존에 연구된 몇몇 문헌들은 

Bassolé(2010)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거버넌스의 수준을 변수로서 고려하지 

않았다. 

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거버넌스

가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가 단순하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이러한 구조의 복잡성이 가능한 잘 반영될 수 있는 모델을 적용

하여 보건의료 ODA, 그 중에서도 HIV/AIDS에 대한 해외원조의 효과성에서 

거버넌스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HIV/AIDS라는 질환의 역학적 특성, 원조에서의 역사 및 배경은 앞의 2장 

2절에서 자세히 설명한 바가 있다. HIV/AIDS는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야기

하고 있는 질병부담으로 인해 더 새로운 의학기술, 더 많은 재원, 그리고 

근거를 기반으로 한 효과적인 정책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2000

년 MDG 중의 하나로 HIV/AIDS의 퇴치가 포함이 되었다는 것은 그 중요성

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HIV/AIDS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점점 증가하여 국제개발과 사회정책의 가장 선두 의제가 되어 왔으며, 이

에 HIV/AIDS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자금지원도 극적인 증가를 보여 왔다[그

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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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International HIV Assistance from Donor Governments(출처: ates J et al, 2013)

HIV/AIDS라는 질병은 발생규모와 그로 인한 질병부담이 큰 만큼 그에 대

응을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복잡하고 재원 집약적인 작업이다. 따라서 

부패 발생의 잠재성도 높다. 또한, 많은 자금과 숙련되고 헌신적인 인력,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일관된 정책 이행이 필요한데, Waal(2003)은 

HIV/AIDS 정책을 고안하고 시행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옵션과 딜레마가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정책 결정을 내리며, 결정된 정책을 장기간 지속적으

로 효과적으로 시행하는 모든 과정은 견고한 민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하

였다. 즉 이는 충분히 정보를 가진 대중들 간의 논의, 그리고 민주적인 의

사결정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것이 없이 시행되는 정책은 정치

적 환경이 변한다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면서 HIV/AIDS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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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에서의 민주적 책무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즉 HIV/AIDS의 대응에 있어 중요한 거버넌스 차원으로 바로 부패와 책무

성이라는 요소를 꼽을 수 있다. 효과적인 책무성 시스템은 HIV/AIDS 관련 

서비스에의 접근성 및 질 제고, 평등한 서비스의 전달을 개선시키고 더불

어 부패 통제의 수준 제고와 같은 다른 거버넌스의 차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이기 때문에 HIV/AIDS에 대한 대응에서 중요한 사회적 

정의(Social justice) 이슈이다. 책무성을 가져야 하는 주체는 HIV/AIDS 정책

에 관여하는 많은 이해관계자들이며, 이 중 수원국의 정부는 그들의 국민

에게 봉사하는데 가장 일차적인 책임을 지니고, 자국의 HIV/AIDS 정책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과 주인의식을 가지기 때문에 책무성 노력의 가장 중심

이 되는 주체라고 할 수 있다(Collins et al, 2008). 

HIV/AIDS는 MDG의 달성에 대한 관심으로 비교적 HIV/AIDS원조에 관련

된 자료들이 많이 축적되어 있는 편이며, 원조 사업이 가장 대규모로 활발

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질환 중의 하나이므로 거버넌스의 효과가 잘 드러날 

수 있다고 예측된다. 

본 분석은 구체적으로 HIV/AIDS의 건강성과를 개선에서 HIV/AIDS ODA의 

효과를 결정하는데 부패의 통제와 책무성이라는 변수를 통해 거버넌스의 

역할을 보고자 한다. 즉 거버넌스의 수준을 달리 했을 때 HIV/AIDS의 원조

가 유병률과 발생률이라는 건강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보고

자 하는 것이다. 본 분석의 전개는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거버넌스가 건강성과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를 계량적 분석에

서 어떻게 담아냈는가를 검토하기 위하여 거버넌스가 (HIV/AIDS에 한정되

지 않은) 건강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의 분석문헌들을 검토하였

고, 또한 거버넌스 요인 이외에  HIV/AIDS의 건강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

른 경험적으로 입증된 요인들을 찾기 위하여 HIV/AIDS의 건강성과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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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는 (거버넌스에 한정되지 않은) 요인 분석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였

다. 3절에서는 HIV/AIDS 원조에서 부패통제와 책무성이 어떻게 연관이 되

어 영향을 미치는지, 그 영향경로와 사례 대하여 선행문헌을 중심으로 이

론적 탐색을 한다. 4절과 5절에서는 본 연구의 가설과 분석방법들을 기술

하였으며 6,7절에서는 분석 결과와 본 분석의 함의들을 기술하였다. 

제2절 선행 연구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역을 막론하고 해외원조 효과성에서 거버넌

스의 역할을 계량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매우 드물며, 이는 보건의료 영역

에서도 다르지 않다. 본 분석에 대한 이론적 배경 그리고 모형 및 변수 설

정을 위해 크게 두 가지 흐름의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는데, 첫 번째는 한 

국가의 건강성과 지표에 (즉, 보건의료 해외원조의 효과성에 한정된 것이 

아닌) 거버넌스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이고 두 번째는, HIV/AIDS의 

성과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즉 거버넌스에 한정된 것이 아닌)을 분석

한 연구들이다.

1. 국가의 건강성과에 대한 거버넌스의 영향 연구 

거버넌스와 건강 성과와의 연결성을 분석한 문헌의 대부분들은 단순한 

횡단자료를 위한 회귀분석이거나 도구변수를 이용한 TSLS(Two Stage 

Least Square)를 수행한 문헌들이다. 가장 기본적인 횡단 다변량 분석을 수

행한 연구로는 Hanf et al(2011)이 178개국의 2008년 자료를 가지고 부패가 

그 국가의 아동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문헌이다. 이때 부패의 지

표는 TI의 2008 Corruption Perception Index(CPI)19)를 이용하였으며, 분석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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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부패는 아동사망률에 유의한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SLS 분석을 수행한 문헌은 Kaufman et al(1999)와 Gupta et al(2000)의 

연구도 있다. Kaufman et al(1999)은 거버넌스의 영향에 대한 초기의 연구

로서 WGI의 6개의 거버넌스 지표와 1인당 소득, 영아 사망률, 성인의 문해

력이라는 세 개의 성과지표와의 연관성을 152개 국가를 대상으로 1997, 

1998년도의 두개년도 자료만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각 모든 

거버넌스 지표는 영아사망률에 대하여 강한 음의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Gupta et al(2000)의 연구는 89개국의 1985, 1997년, 두개년도 자료를 가지

고 다양한 지표를 이용하여 분석을 하였다. 기본분석으로는 Political Risk 

Service/International Country Risk Guide(PRS/ICRG)20)를 이용하였고, 세계

은행의 부패지표도 추가적으로 분석하였으며, TI/CPI도 결과의 민감도를 테

스트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건강성과 종속변수로는 영아·유아사망률, 조산

사 동반출산 비율, 백신접종률, 저체중 출산율 지표를 이용하였으며, TSLS

에서 도구변수는 1인당 수입의 초기 값, 개신교(Protestant)의 비율, 민주주

의 기간을 사용하였다. Ordinary Least Square(OLS)와 TSLS의 분석 결과 

모두 세 가지의 부패지수 지표가 유아사망률, 영아사망률, 저체중 출산률과 

유의한 부정적 상관관계를 보여서 부패의 통제와 건강성과 간의 확고한 관

련성을 입증하였다. 

한편 최종 성과변수가 아닌 홍역백신 접종률과 5세 미만 접종률이라는 

중간지표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 문헌으로는 Lewis(2006)의 연구가 있다. 거

버넌스 지표는 세계은행의 WGI를 이용하였는데, 정부의 효율성, 책무성, 

부패통제의 세 요소만을 종합한 지표와, 정부의 효율성 지표만 이용했을 

때의 각각의 결과를 OLS 분석을 통해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 종속변수를 

19) CPI에 대하여는 3장 5절 3. 변수의 선정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20) 이 지표에 대하여는 3장 5절 3. 변수의 선정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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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역백신접종률로 하여 분석하였을 때에는 전반적으로 정부의 효율성이 종

합지표보다 백신접종률의 차이를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이에 

대해 저자는 백신의 접종은 상대적으로 간단한 기술이며, 이를 잘 수행하

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정부의 역량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예측될 수 있는 결과라고 해석하였다. 5세미만 사망률에 대한 결과에서는 

여성의 교육수준의 대리 변수를 무엇으로 하는가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

왔는데, 여성의 교육 수준을 초등학교 졸업자 비율로 하였을 때는 거버넌

스 변수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평균 교육 년 수로 하였을 때에는 유의하였

다. 본 분석에서와 같이 원조의 효과성에서의 거버넌스 역할을 보고자 하

는 분석에서는 HIV/AIDS의 원조가 국가마다 HIV/AIDS의 예방, 치료, 혹은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중간지표만

을 이용한다면 원조의 효과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이처럼 거버넌스의 직접적인 영향력을 탐색할 때에는 국가의 보건의료 사

업의 맥락을 잘 파악하여 선정을 한다면 중간지표를 결과변수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거버넌스의 독립적인 효과를 탐색한 앞의 두 분석과는 달리 Wagstaff & 

Claeson(2004)는 보건의료 지출과의 교호작용을 통하여 거버넌스의 여러 수

준에서 정부 보건의료 지출에 따른 MDG 성과의 탄력성을 조사하였다. 주

요변수들을 로그화한 후 OLS와 TSLS를 적용하였고, 거버넌스는 세계은행

의 Country Policy and Institutional Assessment(CPIA)21), 결과변수는 5세미

만 사망률, 모성사망률, 5세미만 저체중아동 비율, 결핵사망률을 이용하였

21) CPIA는 국가의 정책과 제도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세계은행에 의해 만들어진 진단적 
도구이다 이 지표는 국가의 통제권 이외의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성과보다
는 통제권 이내의 주요 요인들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의 정책과 
제도적 틀이 어느 정도로 지속적 성장과 빈곤 감소, 원조의 효과적인 사용을 돕는가를 
측정한 것으로 전체적인 종합 점수와 CPIA를 구성하는 16개의 기준에 따른 점수가 각각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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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석결과 보건의료 지출은 거버넌스가 건실한 국가, 즉 이 분석에서는 

CPIA 지수가 3.25 이상인 국가에서만 5세 미만 사망률을 감소시켰다. 평균

적으로 거버넌스 수준이 좋은 국가일수록 탄력성의 절대 값이 증가하였는

데, 이는 거버넌스가 좋을수록 보건의료 지출이 여러 가지 건강성과에 대

해 가지는 영향력은 더 크고, CPIA가 중·저 점수를 보이는 국가들에서 보

건의료 지출을 더 한다고 해도 유아사망률을 감소시키리라고 기대하지 않

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Rajkumar & Swaroop(2008)도 또한 공공 보건

의료 지출이 그 국가의 건강성과에 미치는 영향에서 거버넌스가 어떠한 역

할을 하는지를 교호작용을 통하여 분석한 연구로, 거버넌스는 ICRG 지표의 

구성요소에서 정치적 위험지표 중 부패와 관료의 질을 이용하였고, 국가의 

건강성과에 대한 대리지표로는 5세 미만 사망률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1990년과 1997년 두 개년도의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거버넌스 지표와 GDP 

대비 공공보건의료지출 변수의 교호작용효과를 모델에 포함하여 다변량 

OLS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두 거버넌스 지표 모두 직접적인 영향

은 유의하지 않았으나, 보건의료 지출과 거버넌스의 교호작용은 유의한 것

으로 분석되었다. 즉 공공의료 지출이 아동 사망률을 낮추는 효과는 거버

넌스의 수준이 높을수록 더 커진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Dietrich(2011)는 

보건의료 원조에서의 거버넌스 역할을 교호항을 이용하여 분석한 첫 문헌

으로 종속변수로서 최종 건강성과지표를 사용하지 않고, 중간지표인 공공

의료시스템의 질을 이용하였는데, 이를 나타내는 대리지표로서 

DTP(Diphtheria/Tetanus/Pertussis) 3종 백신 접종률, 즉 DPT의 세 번째 접

종을 완료한 1세 유아의 비율을 사용하였다. 또한, 거버넌스 지표로  ICRG

의 정치적 위험도 구성요인 중 부패 지표를 사용하였으며, 시계열 횡단자

료를 가지고 수원국의 식민지 역사, 즉 이전의 영국 혹은 스페인 식민여부

를 도구변수로 하여 two-step GMM estimation 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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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석 결과 부패와 보건의료 원조 변수는 유의한 양의 계수로 산출되었

고, 거버넌스와 보건의료 원조의 교호작용 변수는 유의한 음수로 산출되어 

보건의료 해외원조가 수원국의 기본적 재화와 서비스의 제공을 개선하는데 

미치는 효과는 부패한 국가에서 더 크다는, 기존의 예측과는 다른 방향의 

결과가 산출되었다. 이에 대한 이유로서 저자의 해석이 주목할 만한데, 즉 

부패한 국가는 더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영역에서 지대추구 행위

(rent-seeking)를 하기 위해 공여국에 순응하는 비용(compliance cost)이 비

교적 낮은 보건의료 영역에서는 공여국을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

이라고 해석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은 각각의 분석 의의와 함의를 지니고 있지만, 대

부분이 1개년 혹은 몇 개년도의 시계열 횡단자료를 이용한 분석으로서 변

수의 내생성과 같은 변수간의 구조를 잘 반영하지 못한 분석법들이다. 

2. HIV/AIDS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연구

Over(1998)은 개발도상국 도시에서 HIV/AIDS 유병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서 사회경제적 변수들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수행하였다. 종속변

수는 HIV/AIDS 유병률로서, 비선형적구조의 변수에 선형회귀분석을 적용하

기 위해 log[y/(C-y)]로 변환을 해 주었다. 도시의 고위험군/저위험군과 같

은 하위그룹의 결과를 별도로 그리고 병합한 형태로 모두 제시하였으며 결

과는 다음과 같다. 가난과 소득의 불평등은 HIV/AIDS의 전파를 촉진시키

고, 남·녀 간의 소득 혹은 문맹률에서의 불평등도 HIV/AIDS의 전파를 촉

진시킨다. 군인인구 비율이 높은 나라는 HIV/AIDS의 높은 감염률을 보여 

군대 내에서의 콘돔 사용 장려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HIV 유병률에 종교적 요인 특히 이슬람교의 영향력에 초점을 맞추어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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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을 시도한 연구로서는 Gray(2004)의 문헌이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혼외 

성관계금지, 동성 간의 성관계금지와 같은 이슬람교의 교의는 HIV의 성적 

접촉에 의한 전파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에 따라 이슬

람교도는 비(非)이슬람교도보다 더 낮은 HIV 유병률을 보일 것이라는 가설

을 검증하였다. 38개국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지역 국가들의 이슬람교도 

비율, 도시인구비율, 년 간 1인당 구매력, 첫 AIDS 발생년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HIV/AIDS 유병률을 종속변수로 하여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분석 결

과 이슬람교도의 비율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HIV/AIDS 유병

률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Tsafack(2007)의 연구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성 불평등과 

HIV/AIDS와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서술하고 계량적으로 분석한 문헌이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42개국 패널자료를 이용하였고 역시 비선형

성을 교정하기 위하여 로짓 변환한 HIV/AIDS의 유병률을 종속변수로 하였

으며, 지역 더미변수를 포함한 모델과 그렇지 않은 두 가지 모델의 로짓회

귀분석을 하였다. 성 불평등 관련 변수로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 여성의 

학교 등록비율, 출산휴직 혜택이라는 세 가지 변수를 이용하였는데, 지역 

더미변수를 포함하지 않았던 모델에서는 분석 결과 성 불평등 관련 변수들

은 HIV/AIDS 유병률의 중요한 결정요인이었다. 하지만 여성의 경제활동 참

여율 변수는 예측과는 반대로 양의 방향성을 보여주었는데, 저자는 경제적 

활동은 여성들에게 생활비를 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바이러스

에 접할 위험성에 노출될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하였다. 성 불평등 변수는 다른 이론적 혹은 실증적 문

헌들에서도 HIV/AIDS의 유병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입증된 바 있기 

때문에 본 분석에서도 포함하고자 하였는데, 이 문헌에서 사용하였던 세 

가지 변수 중 패널분석으로 이용할 수 있을 만큼의 풍부한 자료가 마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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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는 변수는 여성의 학교 등록비율 변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남성대비 여성의 학교 등록 비율을 남녀의 불평등 수준에 대한 대리

지표로서 이용하였다. 

한편 DelaCruz(2010)는 앞의 문헌들과는 역의 관계, 즉 HIV 유병률이 사

회경제적 변수인 1인당 소득의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HIV에 대한 도구변

수를 이용한 TSL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때 HIV의 유병률에 대한 도

구변수로 이슬람교도 비율, 인종분화 수준, 도시인구비율, 의료서비스에 대

한 접근성의 대리변수로서 HDI(Human Development Index)22), ICRG의 정치

적 위험도, 총 이주 지수(net migration index)를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HIV/AIDS 유병률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이슬람교도 비율, 인종 분화수준, 

HDI, 공공의 기반시설(infrastructure)이 5%의 유의 수준에서 유의하게 산출

되었으나, HIV/AIDS는 경제 성장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가설은 유의하지 않

았다. 저자는 HIV/AIDS로 인한 노동력 성장률의 감소는 실제로 HIV/AIDS 

유행의 초기단계에서는 소득의 감소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는 해석을 하였다. 이 분석에서는 이처럼 HIV/AIDS의 경제적 변수에 대한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게 산출되었으나, 저자는 이에 대한 해석을 단정적으

로 하지 않았으며 기존의 문헌들에서도 HIV/AIDS의 사회경제적 위치에 대

한 부정적 영향은 이론적으로 잘 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3장 

분석에서도 이러한 역의 관계를 인정하고 그러한 가정 하에 모델을 수립하

였다. 

 HIV/AIDS의 영역에서 거버넌스의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처음이자 

유일한 연구로는 Bassolé(2010)의 문헌이 있다. 90개국의 횡단자료를 가지

고 로짓변환된 HIV/AIDS의 유병률을 종속변수로 하여 OLS 회귀분석을 수

22) Human development index는 기대수명, 교육, 소득에 대한 종합적 통계지표로서 국가들
을 인간개발 측면에서 네 개의 층으로 서열을 매긴다. 이는 1990년 파키스탄과 인도의 
경제학자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UN development programme에 의해 공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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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였으며, 거버넌스는 WGI의 정부의 효율성, 부패의 통제, 법의 통제 세 

가지 지표를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세 거버넌스 지표는 모두 HIV/AIDS과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 연구는 기존의 연구 중 유일하게 

HIV/AIDS 질병 영역에서 거버넌스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였는데, 저자 스스

로도 이 분석의 결과는 내생성으로 인한 편의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명

심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듯이 분석 방법론상에서 변수들의 구조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였다는 단점을 남기고 있다. 

 Yogo et al(2012)는 보건의료 해외원조가 평균기대수명·HIV 유병률·영

아사망률이라는 건강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이 분석의 한 

가지 결점은 해외원조에 대한 자료는 보건의료 정책, 행정적 관리, 의학교

육과 트레이닝, 의학연구와 의료서비스 등을 모두 포함한 전반적인 보건의

료 원조 데이터로서 세계은행의 자료를 이용하였는데, 종속변수를 

HIV/AIDS 유병률로 하였을 때에도 HIV/AIDS에 대한 원조로 영역을 좁히지 

않고, 전반적인 원조 데이터를 이용하였다는 점이다. 변수의 내생성을 고려

하여 도구변수를 이용한 TSLS를 시행하였으며, 분석 결과 보건의료 원조는 

사하라 이남 지역의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건강성과를 개선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1인당 원조가 1달러 증가할 때마다 기대수명은 0.14년 증가하

고, HIV 유병률은 0.05가 감소하며 영아사망률은 0.17%가 감소하였다. 하지

만 분쟁 이후 국가와 안정된 국가 간의 건강성과 차이를 설명하지는 못하

였다. 

제3절 HIV/AIDS의 원조에서의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적 고찰 

본 절에서는 앞의 2장에서 논의한 보건의료 해외원조에서의 부패 통제와 

책무성이 HIV/AIDS 원조 영역에서 어떠한 특성으로 어떤 경로를 통하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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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고 그에 대하여 어떠한 노력들이 있는지를 살펴본다. 

1. HIV/AIDS 원조에서의 부패

HIV/AIDS 예방과 치료와 관련하여 발견되는 부패는 보건의료의 다른 영

역 내에서 발생하는 부패와 크게 다르지는 않다(Seedat, 2011). 우선 보건

의료 영역에서 나타나는 부패가 건강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장의 보건의료 해외원조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서도 언급하였

듯이 보건의료 영역은 시장실패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는

데, 이러한 정부의 개입의 이른바 ‘부산물’로서 부패가 나타나게 된다

(Acemoglu & Verdier, 2000). 이러한 부패는 몇 가지 경로를 통하여 보건의

료 서비스의 전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건강성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첫 번째로 부패는 서비스의 가격을 상승시키고 정부의 서비

스 질과 양을 감소시키며(Shleifer & Vishny, 1993), 두 번째로 부패로 인해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가 감소됨으로서 악영향을 미친다(Erlich & Lui, 

1999). 세 번째로는 부패로 인해 정부의 수입이 누수가 되므로 전체적인 

재원이 감소하고 이는 곧 보건의료 서비스에 이용될 재원 감소로 이어져서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Shleifer & Vishny, 1993; Hindriks et al, 

1999). 이렇게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게 되면 사람들은 이러한 서비스를 이

용하는 것을 한층 더 꺼리게 되고 따라서 그에 대한 지불의사도 감소하게 

되며, 이는 다시 세수(稅收)를 감소시켜 정부의 공공서비스 제공능력을 감

소시키는 악순환을 만든다. 이러한 경로는 보건의료 해외원조에서도 마찬

가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인데, 부패로 인한 원조 프로그램의 서비스 질 

저하는 수혜자들의 이용 의사를 저하시키고 성과를 떨어뜨리며, 이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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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여의지 저하로 나타나게 된다.

정부의 부패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연결 고리에 의해 정부의 공공의료서

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나면 결국 국민들은 민간 서비스를 찾는 

동기가 형성되는데 민간의료서비스 시장이 크지 않은 국가들에서는 결국 

공공의료서비스에서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지대추구의 기회만 증가시키며 

정부 관료들이 임의 재량권을 더욱 자주 휘두르게 되는 환경이 조성된다. 

민간의료시장이 잘 형성되어 있는 국가라 하더라도 빈곤층은 민간의료서비

스에 대한 지불능력이 없기 때문에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게 되고 

결국 이러한 모든 것들은 국민의 건강 수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Gupta et al, 2000). 사실상 원조 수원국인 개발도상국에서는 원조를 통해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이외에 찾을 수 있는 다른 대안적 서비스로 민간시장 

뿐 아니라 공공의료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들은 다른 대안 없이 피해를 고

스란히 떠안게 된다.

보건의료 영역에서 부패의 유형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Lewis(2006)는 보

건의료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패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였

는데, [표 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보건의료 영역은 심각한 정보의 비

대칭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특성으로 인해 부패의 기회가 많다. 

Lewis(2006)은 23개의 개발도상국에서 공직, 경영가들, 일반 대중을 대상으

로 부패영역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한 바가 있는데 몰도바, 슬로바키아, 타

지키스탄은 보건의료 영역을 가장 부패한 영역으로 꼽았고,  방글라데시, 

인도, 스리랑카는 두 번째 부패한 영역으로 그리고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

탄, 마다가스카, 모로코에서는 가장 부패한 4개의 영역 중 하나로 인식을 

하고 있었다. 또한 USAID(2002)의 부패인식 조사에서도 보스니아, 헤르체고

비나, 불가리아, 마세도니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몬테네그로는 응답자의 

45~55%가, 알바니아, 세르비아는 71-71%가 의사들 내에서의 부패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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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연해 있다고 응답을 하였고(Vitosha/USAID, 2002),  남아시아를 대상으로 

했던 서베이 조사에서도 보건의료 영역에서의 부패에 대한 유사한 인식도

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Thampi, 2002). 

지금까지 설명한 전반적인 보건의료 영역에서의 부패는 HIV/AIDS 영역에

서도 크고 작은 그리고 다양한 형태로 치료와 예방에서 모두 나타난다

(Seedat, 2011).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HIV/AIDS 예방·치료와 관련하여 

발견되는 부패는 보건의료의 다른 영역 내에서 발생하는 부패와 크게 다르

지는 않다. 하지만, HIV/AIDS에서는 질환의 규모, 질환에 따라붙는 낙인 그

리고 치료에 필요한 약물의 높은 비용 등으로 인해 문제의 부패의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재원의 적절한 사용이 보장될 수 있는 부패통제 

기전을 확보하지 않고 예산의 규모만 늘린다면 부패에 대한 기회만 더욱 

제공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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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1. 의료서비스 전달 인력 

부재

(결근)

보건의료 인력들의 결근은 공공의료 영역에서 잘 측정되지 않는 만성

적 문제이며 환자들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매우 떨어뜨리고

(McPake et. al., 1999; Lewis, Eskeland and Traa-Valarezo, 2004; 

Narayan, 2000), 서비스의 질을 감소시키며(McPake et. al., 1999; 

Lewis, La Forgia and Sulvetta, 1996), 부패와 연관이 있다(DiTella and 

Savedoff, 2001). 보건의료 인력들은 다양한 이유들로 결근을 하는데, 

많은 부분이 그들의 급여를 받거나, 공급품 혹은 약물은 공급받아오기 

위해 도시로 출장은 간다던가 하는 합법적 이유이기도 하지만, 또한 

일부 인력들은 본분과는 다른 일을 위해 결근을 하기도 한다. 이는 실

제적으로 사적 이익을 위한 공직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부패이다. 

공직의 

매매

관직을 팔고 진급을 위해 뇌물을 요구하는 행태는 새로이 고용되거나 

진급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고용되고 진급되기 위해서 재원을 찾아

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부패를 창출해 낸다. 이는 공공 보건의료 영

역에서는 중요한 부패의 한 행태이지만, 보건의료 원조 사업에서는 발

생가능성이 높지 않다. 

2. 물품 : 관리실패 및 부패

의약품 

관리와

 누출 

약물 관련 서비스 영역에서는 서비스의 질과 약물의 가용성 사실상 

거의 동의어처럼 인식되고 있다.

가장 취약한 부분이 조달 과정, 특히 성과와 질 모니터링 부족, 회

계·정치적 간섭이고, 또한 재고관리, 보안과 정보 시스템이 특별히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유통과정에서도 부패에 취약하다. 약물은 민간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통과정에서 ‘누출

(leakage)’이 발생하기 쉽다. 이로 인해 공공영역의 약물은 더욱 부족

하게 된다. 가장 은밀하고 탐지하기 어려운 부분이 기준미달의 약물의 

수입, 약물의 재포장, 낮은 질과 가격의 약물로의 대치, 서비스 공급지

점에서의 약물의 절취(pilfering)과 같은 약물의 부정조작이며, 이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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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하나, 무지, 규제와 법의 부족 등으로 

인해 문제의 기원을 추적하기가 매우 어렵다. 

환자의 

현물공

금

환자가 직접 침대시트, 붕대 등과 같은 기본적 공급품이나, 심지어 약

물을 가져오거나 구입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공급망

부패

부정이득, 계산서 조작 등은 공공영역의 물품 공급과정에서 발생하는 

흔한 부패의 형태이며 보건의료 영역도 예외는 아니다. 정부의 국고에

서 보건부, 공급자 단위로, 또한 공급자 단위 내에서 자금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공적·사적 이익을 위해 자금의 유용이 발생을 하고, 입찰, 

지불 과정에서 자금의 오용이 발생할 수 있다. 

3. 자금의 흐름

공적자

금 

누수

공공의 재원이 국민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점인 병원과 같은 ‘최

전선 지점(front line)’에 제대로 도달을 하는가는 보건의료 시스템이 

작동을 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세계은행은 public expenditure 

tracking studies (PETS)를 통하여 이러한 자금의 누출 정도를 측정하

려는 노력을 처음으로 시도한 바가 있고, Lindelow et al (2005)의 연구

에서도 가나, 페루, 우간다에서 70%이상, 탄자니아에서는 40$ 정도의 

누출이 있어, 매우 심각함을 보여주었다. 

비공식

적

지불 

‘비공식 적인 지불(informal payment)’이란 ‘개인 혹은 기관에 속

한 공급자에게 공식적인 지불 채널 이외에 현물, 현금을 지불하는 것 

혹은 보건의료 시스템에서 지불해주도록 되어 있는 현물·현금을 지

불하는 것’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Lewis, 2000, 2002). 구체적으로 좀 

더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혹은 더 좋은 더 많은 서비스를 받기 위

해 의사, 간호사 혹은 다른 의료인들에게 은밀히 주는 대가이다. 이는 

공공의료 서비스 시스템 내에 암시장을 형성하는데, 이는 물론 경영능

력의 부족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부패의 한 형태이며, 매우 만연해 

있다. 

표 4. 보건의료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패(Lewis,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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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예방의 영역에서는 [표 5]에서 제시하는 부패의 영역에 따르면 자

금의 흐름 부분에서 부패가 많이 발생된다. 즉 사용되지 않았던 재화, 시행

되어지지 않았던 예방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재원의 

오용이 발생할 수 있다(Taylor & Dickinson, 2005). 특히 이는 인식제고 프

로그램이나 HIV/AIDS가 그 환자 가족에게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력을 감

소시키고자 하는 프로그램들에서 많이 발생한다. 또한 병원의 공급품을 전

달하는 절차에서도 부패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멸균된 주사기와 같

은 병원의 공급품들이 병원에 공급될 때, 부패한 병원 직원들이 비공식적

인 대가를 요구하여 그 결과로 비 멸균된 주사기의 사용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HIV의 전파 위험을 높이게 된다((Parliamentary Strengthening 홈페이

지 발췌23)). 

HIV/AIDS의 치료영역에서는 부패 발생의 가능성은 예방 측면보다 한층 

더 높다. 이는 바로 고가의 HIV/AIDS 치료약 때문인데, 약물의 생산, 조달, 

분배 과정의 어느 시점에서도 유용될 가능성이 있다. 

고위층 수준에서는 부처의 장관이 치료를 위해 배정된 자금을 횡령하거

나 혹은 때때로 치료약 자체를 횡령하여 비공식 시장에 판매를 하는 행태

로 나타난다. 비공식 약물 시장은 환자, 부처의 관계자, 보건의료 전문가 

등에 의해 약물들이 은밀하게 공급되는데, 많은 환자들은 사회의 낙인으로

부터 자유롭고 또한 기다림이 없이 더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할 수가 있다

는 점이 비공식 시장을 이용하게 하는 유인요인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HIV/AIDS의 약물 치료는 2가지 이상의 병용요법을 해야 하고 용량을 준수

해야 하는 엄격함이 필요한 약인 반면 이러한 비공식 시장에는 이러한 병

용요법, 용량, 부작용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는 이들이 거래를 하므로, 결

23) Parliamentary Strengthening. Unit 9: Corruption and HIV/AIDS’, http://www.parliamenta
rystrengtheni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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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치료가 비효과적이 되거나 부작용이 발생하여 위험에 처하게 하고, 결

국 바이러스의 약물에 대한 저항성만 높여놓게 된다(Taylor, 2005). 

HIV/AIDS 치료 단계의 중간 수준에서 발생하는 부패로는 뇌물 요구·수수

이다. 일부 HIV/AIDS 환자들은 무료 혹은 보조금이 지원되는 치료프로그램

에 등록되기 위해 경제적 혹은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더 심각한 질병단계에 있는 환자들을 배제시키게 되어 더욱 질병을 악화시

킨다(Statement by CSO, 2005). 또한 뇌물을 주는 환자에게도 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비스에 대한 이용의지를 저하시킨다(Azarfar, 

2008). 이처럼 HIV/AIDS의 치료에 예방 영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패 행태

들은 결국 HIV/AIDS의 건강성과에 미치게 된다. HIV/AIDS 질환 관련 부패 

발생에 연루되는 기관과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표 5]. 

영역 관련 조직 부패 범위

HIV 예방

‑ 정부부처 및 반정부조직

‑ 국제 및 국내 비정부기구, 

지역기반, 종교기반 단체

‑ 국제, 양자, 다자, 공여기관

‑ 조직간 비협조

‑ 낮은 책무성 : 현금의 흐름, 조

달, 주식보유, 공급품의 분배

‑ 정부, 비정부기구 조직 간 혹은 

조직 내 낮은 행정력

‑ 실존하지 않는 허구 비정부기구

치료 및 

환자 케어

‑ 정부부처 및 반정부조직

‑ 국제 및 국내 비정부기구, 

지역기반, 종교기반 단체

‑ 국제, 양자, 다자, 공여기관

‑ 병원과 클리닉 

‑ 낮은 책무성 : 조달, 수입 등록절

차, 약물, 의약품 장비의 절도

‑ 직원의 급여

‑ 취약한 환자 

모니터링 

및 측정 

‑ 기록의 조작, 지연

‑ 부적절한 지표

표 5. HIV/AIDS 관련 부패 발생 가능성 영역(출처 : TI Working Paper #2(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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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AIDS 영역에서 가장 크게 발생한 부패사례는 Global fund에 의해 보

고된 사례이다. 미디어를 통해 밝혀진 것은 2011년 2월이지만, Global Fund

는 2010년에 이미 네 개의 아프리카 국가에서 발생한 약 3,400만 달러에 

달하는 부패사례를 공개적으로 보고를 하였었다. 예를 들어 잠비아의 

Global Fund 책임자는 잠비아 보건부에게 주었던 원조금 중 약 800만 달러

가 사라진 것을 보고하였고 이후 Office of Inspector General(OIG)는 1,200

만 달러가 설명되지 않게 지출이 되었고, 100만 달러 액수의 공여물품이 

전달되지 않은 사례를 보고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 시점에서 이러한 부

패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으며 결국 2010년 11월 

스웨덴은 2011년의 Global Fund에 공여를 약속한 2,500만 달러를 유보하게 

되었고 잠비아 정부의 관리 하에 있던 1억 4천만 달러를 UN에 이전을 하

게 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Dimboni, 2010). 

세계은행의 지원을 받았던 케냐의 사례도 부패의 최악의 시나리오를 보

여주는 사례 중 하나이다.  케냐는 “Decentralized reproductive health & 

HIV/AIDS projects”에 주어졌던 21개의 계약들 중 5.2백만 달러의 가치에 

이르는 13개의 계약에서 시행과정중 부패와 남용이 관여된 것이 밝혀졌다. 

또한 KHADREP(Kenya HIV/AIDS Disaster Response Project)에서도 약 72%

의 재원이 남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케냐는 그 이전에도 NACC(National 

AIDS Control Council)에서의 부패가 보고된 적이 있었다. NACC는 

KHADREP 펀드에 대한 통제권이 있는 위원회로, 2003년 NACC의 수장이 

다른 공무원들보다 7배나 높은 급여를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이후 수

년 동안 고위공무원들은 NACC를 그들의 개인적 부당이익 수단으로 사용

해왔다는 것이 밝혀졌다(Tanui & Ng'ang'a, 2006). 

짐바브웨의 경우도 투명하지 않은 HIV/AIDS 재정관리가 문제가 된 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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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2000년 이후 AIDS세(稅)((AIDS levy)로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그들 총 

수입의 3%를 국가 AIDS 위원회(National AIDS Council)에 의해 관리되는 기

금에 기여를 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통해 매년 약 2000만 달러의 재원이 

징수되었지만, 그 기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누가 혜택을 받았는가에 대

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아 결국 2005년 감사가 시행되었으며 대규모의 부패

가 드러나게 되었다(Guma, 2009). 

2. HIV/AIDS 원조에서의 책무성 

HIV/AIDS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서 책무성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거버

넌스 개념이지만 정확하게 정의된 바가 거의 없다. 사실상 HIV/AIDS에서의 

책무성의 개념은 전반적인 책무성의 개념과 동일선상에 있다. 즉, 목적, 약

속, 의무에 대한 진척들이 평가되어지고, 이러한 영역에서의 행동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공적인 방식으로 책무성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효율적인 책무성은 HIV/AIDS 관련 프로그램의 성과 측정에 대한 필요성

을 점점 더 요구하고 있고, 이는 재정적 측면뿐 만이 아니라 모든 다른 투

입물 측면에서의 성과에서도 그러하다. 그러나 책무성은 판단을 내리기 위

한 것 자체가 궁극적 목적이 아니며 책무성 부여를 통해, 외부 비평들이 

책임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일들을 지속적으로 개선시키도록 하거나 혹은 

책무성 기전이 낮은 성과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함에 의해서 대응방법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것이다(Collins et al, 2008). 책무성이 없으면 아무도 일

의 수행에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고, 또한 작업을 평가하는 기준도 없으며 

공공 약속은 빈 약속과 같아지게 된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든 책무성은 항상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책무성을 지

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수반한다. 그렇다면 HIV/AIDS 원조 영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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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답을 지니는지 고민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누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는 정부, 국제기구 등을 포함한 다양한 

주체들이 책무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다른 보건의료 영

역에서도 그렇듯 수원국의 정부는 그들의 국민을 위해 봉사를 해야 할 의

무가 있고 지속적인 서비스 체제 부장에 관여를 해야 하며, 그들의 국가적 

대응에 모든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책무성 노력의 주요 초점이 

되고 주체가 된다(Collins et al, 2008). 

수원국 정부의 주인의식은 지속가능하고, 책무성 있는 보건의료 시스템

을 구축하는데 있어 성공의 중요한 요소이다. 만약 정부와 정부의 하위 시

행기구들이 HIV/AIDS의 대응에 대한 주인의식의 중심지(locus)가 된다면 다

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국가의 HV/AIDS 계획과 시행에 참여할 수 있고, 다른 

국가 독립적 기구들이 책무성을 지니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 재원, 자율성들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는 Global 

Fund financing, design of IHP(The International Health Partnership)과 같은 

최근의 보건의료 원조에서 중요한 테마가 되어왔다.

수원국의 정부기관들은 우선 그들이 만든 특정 이행 약속(commitment), 

예를 들면 해외로부터 원조수준, 혹은 HIV/AIDS 치료를 받는 사람들의 수

에 대한 목표 등에 대하여 책무성을 지닐 필요가 있고, 혹은 다른 이들에 

의해 지워지는 의무들에 대하여 책무성을 지녀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Collins et al, 2008). 개발도상국, 선진국에서 모두 보건의료 이슈는 정치 

캠페인에 뚜렷하게 색깔을 띄며, 이는 최근에 더욱 그러한 경향이 있다. 의

료시설을 건립하고 적정한 가격의 약물을 제공하는 것은 선거에서 지지 기

반을 마련하는 데에 있어 정치인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옵션이 될 수 있다

(Brinkerhoff, 2003). 

사실상 HIV/AIDS 질환 30년 역사에서 관련 주요 주체들은 그들의 약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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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하지 못하고, 대상자의 요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책무성의 부족을 

보여 왔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 많은 다양한 책무성 프로젝트들이 등

장을 하였고, 이러한 노력들의 대부분은 HIV/AIDS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이행 수준, 정부정책의 적절성, HIV/AIDS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의 수

준과 같은 수원국의 책무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Collins et al, 2008). 이 

중 HIV/AIDS 영역에서 가장 널리 인정받고 있는 책무성 프로젝트로 

UNGASS DoC(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Special Session Declaration 

of Commitment on HIV/AIDS)’이다. 이는 수원국 내에서의 정책 변화, 서

비스 전달 확장에 대한 다양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또한 이러한 목

적을 위해 진행되는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요구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

로 2001년에 처음 개발되어 189개 UN 회원국들의 승인 이후 시행되고 있

다. 

2001년 이래로 United Nations & AIDS(UNAIDS)는 각 국가들이 UNGASS

의 약속들에 대한 진척사항을 측정· 보고하는 것을 원활히 위하여 이른바 

일련의‘핵심지표(core indicator)’를 배포하였고 2006년에는 189개국 중 

115개국이, 2008년에는 그보다 더 많은 국가들이 이 지표에 기반을 하여 

UNAIDS에 국가진척사항에 대한 보고서(Country Progress Reports)를 제출

하였다(Mathers et al, 2009). 이러한 UNGASS DoC에 초점을 맞추어 책무성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하위 프로젝트들도 많이 개발이 되었고, UNGASS와

는 별도로 현재도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모니터링 노력들도 있는데 다음 

[표 6]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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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GASS와 연계되어 HIV/AIDS의 책무성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프로젝트(Collin et al. 2008)

CARE International
UNAIDS는 각 수원국들에게 시민사회와 연계하여 일할 것을 권고하였는데, 이에 CARE International은 각 수원국에서의 시민

사회 경험에 대한 서베이를 시행하여 보고함(www.careinternational.org.uk/?lid=2996)

GESTOS
시민사회조직인 GESTOS는 브라질에서 DoC의 여러 영역에서의 진행상황과 난점과 같이 이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검토하는 

일련의‘UNGASS Forums’를 만듦(www.laccaso.org)

PANOS PANOS는 방글라데시, 에티오피아, 라트비아, 파키스탄, 스리랑카에서 DoC 이행 평가 연구를 수행.(www.panos.org.uk/global)

Public Health 

Watch

OSI Public Health Watch program은 세네갈, 우크라이나 등에서 각 수원국이 DoC에 얼마나 준수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보

고서 발간(www.soros.org/initiatives/health/focus/phw)

UNGASS와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HIV/AIDS 원조의 책무성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Collin et al. 2008)

AIDS Accountability 

International

UNGASS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다른 목표에 대한 정부의 진행수준을 측정하는 ‘과학적 기반의 독립적 평가 도구’를 개발

하고 있는 프로젝트

CEGAA*
예산 모니터링을 통하여 HIV/AIDS 서비스를 둘러싼 책무성을 개선시키는 일을 함. 즉 예산 모니터링에 대한 교육, 가이드제

시, 등을 하며 수원국의 HIV/AIDS 계획의 예산 수립 등을 도움 

Human Rights 

Watch
수원국에서 HIV 전파를 악화시키는 인권침해에 대한 보고를 함

ITPC** Missing 

the Target reports 

수원국의 HIV/AIDS 서비스 전달에서의 주요 장애를 분석하고, 수원국, 다자기구, 양자기구들에게 권고사항을 제시하는 

‘Missing the Target’이라는 보고서를 출간

The World AIDS 

Campaign

수원국 정부 리더가 AIDS 치료, 예방의 보편적 접근에 대한 약속 이행에 대한 책무성을 보이도록 하기 위해 시민사회가 어떠

한 노력을 하는가에 대한 ‘Universal Access Campaigner’s Update’를 발간

* Center for Economic gorvernance and AIDS in Africa    ** The International Treatment Preparedness Coalition

표 6. 책무성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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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특정 이행 약속에 대한 책무성 이외에 HIV/AIDS에 대한 대응

에서 중요한 것은 수원국 정부가 그들의 국민들에 대하여 지니는 민주적 

책무성이다. 앞의 2장 1절에서도 설명을 하였듯이 수원국 내부의 민주적 

책무성 시스템 주요 구성 요인으로 선거, 시민사회(감시, 공적 숙의, 탄원 

등), 대중매체 등이며, 본 연구의 분석에서 사용한 책무성 지표인 WGI의 

voice & accountability가 측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와 같은 민주적 책무

성의 가장 핵심적 구성요소인 언론의 자유, 선거 참여는 위기상황을 국민

에게 투명하게 드러내고 지도자로 하여금 그에 대한 대응을 피할 수 없도

록 만드는 유인기전으로 작용하여(Sen, 1999) HIV/AIDS에 대해서도 긍정적

인 정책 대응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Hsu, 2004; Patterson, 2001)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면 HIV/AIDS에 대한 정부의 활동을 잘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을 하게 된다. 민주주의에서 언론과 저널리즘의 임무는 권력에 

있는 사람들의 무능력, 부패, 비효율성, 위험행위, 잘못된 통치

(misgovernance)를 노출하는 것이듯, HIV/AIDS 대응에서 정부가 저지르는 

부패, 나태 등을 대중에게 알리어 빠른 대응을 취하도록 부추길 수 있을 

것이다. Iwokwagh(2011)는 나이지리아 언론들이 특정 기간 동안 나이지리

아 정부의 부패와 관련된 내용에 어느 만큼의 빈도와 중요성을 두고 다루

었는가를 측정하였는데, 그 결과 언론들은 중요한 부패 이슈를 전면에 다

루지 않았고, 또한 부패의 가장 중요한 측면인 법적, 행정적 부패에 대하여 

무시하거나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다. 나이지리아는 WGI 지표에서 부패통

제 수준이 하위 10%를 차지할 만큼 부패가 만연한 국가인데 이처럼 미디

어가 자유롭게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도 만연한 부패에 기여하는 한 원인

이 될 것이다.  Iwokwagh는 언론은 부패의 모든 측면을 전체적으로 접근

하여 부패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동원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예방적 기전 혹은 징벌 조치를 제안하는 모니터링 기능을 해야 한다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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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였다.

시민들이 정부와 정책의 선택에 참여할 수 있고 표현과 집회의 자유가 

있으며 언론이 자유롭다는 것은 시민사회의 힘이 강하는 의미이다. 시민단

체가 힘을 지니고 표현과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는 환경에서는 시민사회들

이 집단 시위(mass protest), 시민 불복종 운동(civil disobedience), 탄원

(petitions) 등과 같은 수단을 통하여 정부의 HIV/AIDS 대응에서의 부패 혹

은 나태에 대하여 불만족을 표현하고 저항할 힘을 가질 수 있다. HIV/AIDS

에 대한 대응에서 시민사회가 이러한 힘을 발휘하였던 예로 

TAC(Treatment Action Campaign)가 있다(Willan, 2004). TAC는 HIV/AIDS감

염자들에게 서비스를 지원하고 치료와 관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1988년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에 설립된 시민사회 조직으로 267개의 지점

과 16,000명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남아프리카에서 

HIV/AIDS감염자들을 위한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위한 가장 주도적인 

시민사회조직이다.

TAC는 1998년 이래로 각 국가에서 정부로 하여금 보건의료 서비스 전달

에 대하여 책무성을 지도록 하고 정부의 공식적인 AIDS 부정(denialism)24)

에 대하여 반대 운동을 하였으며 주요 제약회사들에게 좀 더 지불 가능한 

가격에 치료 약물들을 제공하도록 이의를 제기하였다. 또한 HIV/AIDS에 대

하여 지역사회의 리더쉽을 일구는 작업도 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모계 전

염 예방 프로그램, 항바이러스 치료 프로그램 등과 같은 생명과 직결적으

로 연결되는 정책들이 가능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TAC 웹사이트 

발췌)25) 이러한 예는 바로 민주적 책무성이 HIV/AIDS 건강성과로까지 영향

24) 불편한 진실에 맞서기를 피하는 방법으로 현실을 부정하는 것을 의미(출처 : Janet 
Maslin (November 4, 2009). "Michael Specter Fires Bullets of Data at Cozy Antiscience 
in 'Denialism'". New York Times.)

25) http://www.tac.org.za/community/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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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시민 사회 역할은 또 다른 경로로서도 HIV/AIDS의 건강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HIV/AIDS 자금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캠페

인이 필요한데 이는 시민들의 활발한 활동과 국제적 활동가들의 연대가 필

요한 작업이다. HIV/AIDS에 대한 대응은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집약적인 작

업이며 많은 돈과 숙련되고 헌신적인 인력을 필요로 하므로 항상 재원과 

인력은 부족하기 마련인데, 이에 대한 확대 요구는 시민사회들의 힘이 동

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민사회의 참여는 재원 

규모를 증가시켜 더 포괄적이고 다양한 사업을 가능하게 하여 HIV/AIDS 건

강성과에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참여 효과는 호주의 성공사례에서도 볼 수 찾아 볼 

수 있다. 호주에서는 HIV는 Ottawa Health Promotion Charter26)를 행동모

델로 삼아 포괄적이고 전략적으로 성공적인 관리를 해왔는데, 그러한 성공

에 대한 요인으로 재정 지원을 받아 꾸준히 적극적인 HIV/AIDS 연구를 이

어왔다는 점과 HIV/AIDS 대응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는데 있어 관련된 지

역사회 및 지역사회 기반의 조직27)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졌기 때문

으로 평가된다(PHAA, 2011). 이와 같은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쉽 접근법으로 

HIV/AIDS 감염자들의 경험 정보가 정책 및 프로그램들에 반영되었고, 또한 

정책이 개인 혹은 지역사회의 그 요구에 반응성을 지니도록 해주었다

(UNAIDS, 2007).

한편 HIV/AIDS가 민주적 책무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역의 관계가 

26) 1986년 WHO에 의해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건강증진에 대한 척 국제 컨퍼런스에서 
동의가 이루어진 국제 협정의 이름으로 2000년까지 “모두를 위한 건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제기구, 국가, 지역사회간의 일련의 활동들을 시작하였다. 

27) 예를 들자면 Australian Federation of AIDS Organisation, the National Association of 
People Living With HIV/AIDS, the Australian Injecting and Illicit Drug User's League, 
and the Scarlet Alliance (representing Australian sex workers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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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되기도 한다. HIV/AIDS는 모든 개발영역에서의 기술적 기반을 고갈시

키고 사회의 생산성과 시민들의 삶 보장 역량을 감소시킨다. 이러한 손실

로 인해 제도들이 약화될 수도 있으며, 결국 거버넌스의 질에 영향을 미친

다(Strand, 2004).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HIV/AIDS는 선거과정 자체

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 즉 HIV/AIDS에 감염된 사람들의 대부분은 유

권자 연령의 범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유권자 명단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게 

되고 과연 선거 날 HIV/AIDS로 아픈 사람들이 혹은 간병인이 HIV/AIDS 환

자를 돌보기 위해 선거 장소까지 갈 수 있는지의 문제가 발생을 한다. 따

라서 이러한 사람들을 위한 선거 기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민

주적 선거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이들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여 

선출된 지도자들로 인해 이는 다시 HIV/AIDS 건강성과를 악화시키는 악순

환이 발생되게 된다.   

이처럼 민주적 책무성이 HIV/AIDS의 건강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반대로 

HIV/AIDS가 민주적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동시성(simultaneity)이 

있는 상황에서는  HIV/AIDS가 민주적 거버넌스를 무너뜨리게 되면 이는 다

시 HIV/AIDS의 건강성과를 한층 더 악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기 

때문에(Waal, 2003) 더욱 중요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HIVAIDS 환자, 그들의 간병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선거기전이 작

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IRIN 웹싸이트 

발췌)28)  

3. HIV/AIDS 원조에서의 정치적 헌신도(political commitment)과 인권 

28) 
http://www.irinnews.org/report/36852/south-africa-hiv-aids-threatens-to-undermine-democ
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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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HIV/AIDS의 대응에서 아직 실증적으로 입증된 바는 없지만, 

HIV/AIDS의 건강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이 되는 거버넌스로서 정치적 

헌신도와 인권 보호수준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한창이며, 여러 문헌들을 

통해 이에 대한 이론적 정립도 비교적 잘 정리가 되어 있다. 

정치적 지도자들의 헌신도는 여러 국가들의 이른바 ‘성공사례’들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요인으로(Meda et al, 1999; Oliveira-Cruz et al, 2004; 

Parkhurst & Lush, 2004) ‘정치적 지도자들이 위기를 인정하고 정치적 반

대에 직면해 있는 상황일지라도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 좀 더 간단히 설명하자면 ‘정부의 최고지도자들이 AIDS를 국가 

어젠다의 우선순위로 올려놓고자 하는 의지’를 의미한다(No author 

commented. 2004). 

이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다른 정책적 요구, 다른 정책 방안을 필요로 

하는 특정 유형의 프로그램이나 혹은 정부의 통제권 외의 여러 가지 문맥

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역학적 성과지표와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솔직

하고 열린 논의를 통해 정책적 응답을 만들고, 시민사회주도 운동에 도움

이 되는 환경을 형성하여 궁극적으로 행동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 하지

만, 이러한 정치적 헌신도와 HIV/AIDS의 건강 성과와의 관계에 대하여 이

론적 논의를 펼친 문헌들은 비교적 많은 반면 경험적으로 입증한 연구는 

없었다. 

또한 최근 인권 보호 수준도 HIV/AIDS에 대한 대응에서 매우 주요한 영

향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인권에 대한 존중이 결핍되면 HIV/AIDS의 전

파를 부추기고 질병의 영향력을 더욱 한층 악화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고 또한 한편 역으로 HIV/AIDS는 인권의 실현을 막는 서로 부정적인 상

호작용 관계가 있다. 

인권이 HIV/AIDS의 건강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몇 가지로 설명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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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첫 번째로 HIV 감염에 대한 취약성을 결정함으로서 영향력을 미친

다(Gruskin & Tarantolal, 2008). 인권 존중 수준이 낮으면 약물사용자, 성매

매 종사자, 남성 동성연애자와 같은 고위험군, HIV 감염자, 여성, 아동등과 

같은 이들에 대한 낙인, 차별이 심하고, 이들에게 권한이 부여되지 않아, 

HIV 감염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예방적 조취나 HIV에 관련된 이슈들을 

논의하는 환경에서 배제되어 질병에 대한 취약성을 증가시킨다. 차별은 이

들은 소외시키고 예방 서비스로부터 멀어지게 하며 위험적 행동을 증가시

킨다. 반면 인권이 존중되어 동등한 치료와 차별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

는 환경은 이러한 HIV에 감염된 이들이 HIV의 접근성에 장벽을 극복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증자료들이 있다. 

두 번째로 또한 인권이 존중되면 기본적인 HIV 예방, 치료, 관리 서비스

를 받을 수 있는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한다. 낙인과 차별은 감염된 사

람들이 의료 혹은 사회 서비스를 접촉하려는 의지를 저하시키는 반면 사람

들이 만약 그들이 차별을 맞닥뜨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면 치료를 

구하러 더욱 서비스를 찾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인권 기반의 대응은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프로그램의 

고안과 시행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지역사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더 실질

적인 정책의 고안을 가능하게 함으로서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증가시킨

다. 또한 개인과 지역사회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국가의 대응이 그들에게 

적절한 구체적 요구를 다룰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끈다. 

개인 혹은 지역사회가 그들의 권리를 실현시킬 수 있는 곳, 즉 HIV 감염

자들에 대한 열린 그리고 지지적 환경이 존재하는 곳, 차별로부터 보호받

고 존엄성을 가지고 대우를 받으며 치료, 관리에 대한 접근이 제공되는 곳, 

AIDS에 대한 낙인이 없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그들의 상태에 대해 알기 위

해 검사를 한층 더 받으려고 하게 되고, 또한 양성으로 진단받게 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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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도 치료와 심리사회적 지지를 받으려는 노력을 하고, 다른 이에게 전파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조치를 취함으로서 자신 스스로에게 혹은 다른 이에

게 HIV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게 되는 것이다. 

호주의 HIV/AIDS 대응 성공사례에서도 인권의 보호는 중요한 기여요인이

었다. PHA(Public Health Association)는 HIV 감염자들의 인권을 매우 중요

하게 여겼는데, 즉 HIV 감염자들도 포괄적이고 적절한 보건의료 서비스, 

재정적 지원 등에 대해 다른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HIV의 말기단계 환자들도 무료 치료 및 생명연장 치료에 대해 거

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고 실천을 하였다(PHAA, 2011).

1980년대는 인권과 HIV/AIDS와의 관련성을 정의하는데 매우 중요했던 시

기였다. 이 시기에는 인권, HIV/AIDS 감염자들에 대한 이해 및 그들과의 연

대, 인권보호에 대한 요구가 WHO의 첫 대응전략에 명백하게 구체화되었

기 때문이다. 또한 공공보건 전략을 인권과 관련하여 구상을 하면서 국제

법에까지 연결이 되었고, 이는 국가들로 하여금 국제법 하에서 책임과 책

무성을 가지도록 하는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되었다(Mann et al, 1994).

제4절 분석연구의 가설 

본 연구는 HIV/AIDS ODA와 거버넌스 그리고 HIV/AIDS의 건강성과 간의 

관련성을 탐색하는 연구이다. 즉 HIV/AIDS ODA와 HIV/AIDS 건강성과 간의 

관련성이 거버넌스에 의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는 것으로 앞에서 

언급한 원조의 효과성에 대한 세 가지 주장, 즉 원조의 무효과성, 원조의 

무조건적 효과성, 그리고 원조는 좋은 제도적 기반을 조건으로 하여 효과

가 나타난다는 조건적 효과성 주장 중에서 마지막 주장을 지지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HIV/AIDS에 대한 ODA를 받은 모든 국가들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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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분석하였으며, 연구를 위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거버넌스가 좋은 국가일수록 HIV/AIDS ODA가 HIV/AIDS 성과에 미치는 효

과는 더 크다.

가설 1) 부패의 통제가 잘 되는 국가일수록 HIV/AIDS ODA가 HIV/AIDS 유

병률을 낮추는 효과는 더 크다.

가설 2) 부패의 통제가 잘 되는 국가일수록 HIV/AIDS ODA가 HIV/AIDS 발

생률을 낮추는 효과는 더 크다.

가설 3) 책무성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HIV/AIDS ODA가 HIV/AIDS 유병률

을 낮추는 효과는 더 크다.

가설 4) 책무성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HIV/AIDS ODA가 HIV/AIDS 발생률

을 낮추는 효과는 더 크다.

제5절 분석 방법

1. 연구 모형 

거버넌스 변수 이외에 통제변수로 사용되는 HIV/AIDS의 건강성과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들은 앞에서 제시한 HIV/AIDS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기존의 선행문헌들을 검토하여 이론적·실증적으로 모두 관계성이 

입증된 변수들을 선택하였다. 즉 각 문헌들에서 통제변수로 사용된 변수들 

중 두 문헌 이상에서 사용되어졌던 변수들 중에서 이론적 근거가 뒷받침될 

수 있고 분석이 가능할 만큼 이용 가능한 데이터가 존재하는 변수들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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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HIV/AIDS 원조 효과성에서 거버넌스의 역할 분석 모델

출하였다. 

  

부패와 책무성이 HIV/AIDS의 건강성과에 그리고 HIV/AIDS의 건강성과가 

민주적 책무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앞의 3절 이론적 탐색에서 이미 설

명을 하였다. 부패가 HIV/AIDS의 건강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상대적

으로 직관적이며, 예측하기 어렵지 않다. 본 분석에서 사용된 WGI의 voice 

& accountability는 여러 책무성 중에서도 민주적 책무성에 초점을 맞추어 

측정한 지표이다. 민주적 책무성은 지도자로 하여금 개입을 하도록 하는 

피할 수 없는 인센티브를 만들어 HIV/AIDS에 대한 긍정적인 정책 대응을 

촉진하고, HIV/AIDS 자금의 확대를 위한 활동의 촉진제가 되어 HIV/AIDS의 

건강성과에 영향을 미친다(Sen, 1991). 

또한 최근 거버넌스의 중요성 인식으로 거버넌스의 질을 기준으로 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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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배분하기도 하면서, 거버넌스가 보건의료 원조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가 

성립하기도 한다. 거버넌스가 다른 영역을 포함한 전반적인 영역에서의 원

조를 결정한다는 연구도 있지만 특히 Fielding(2011)의 연구는 거버넌스 특

히 책무성의 개선은 더 많은 원조를 이끌어 낸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종교적 요인 중 특히 이슬람교도의 비율도 여러 가지 경로로 HIV/AIDS의 

건강성과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이슬람의 결혼에 관한 규약에서

는 남성들이 배우자를 4명까지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고 상대적으로 쉽게 

이혼할 수 있도록 하기는 하나, 혼외 성관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

한 부분으로부터 보호되어지는 부분이 다처제로부터 발생하는 위험보다 더 

크다. 혼외 성관계를 금지함으로서 혼전 성관계, 상업적 성관계, 그리고 동

성 간의 성관계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또한, 알콜소비는 좀 더 위험한 성적 

행태를 야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슬람에서는 이러한 알콜소비가 금지되

어 있기 때문에 HIV 전파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을 한다. 포경수술도 

또한 HIV 전파를 감소시키는데, 모든 이슬람인들은 포경수술을 모두 시행

하므로 HIV 감염률이 낮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이슬람인들은 HIV 발

생률 혹은 유병률과 음의 상관관계를 가질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경로 중 포경수술의 시행이 이슬람교와 낮은 HIV/AIDS 유병률의 관계를 설

명하는 가장 명확하고 주요 요인이다.

한편, 인종의 분화는 국가 내에서 HIV감염에는 좋지 않은 방향으로 영향

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예측된다. 인종이 다양한 사회는 정책 입안자들 간

에 의견충돌이 일어나기 쉬워 제도의 질과 경제성장을 방해하기 때문에, 

HIV/AIDS의 건강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Alesina et al, 2003). 

Svensson(2000)은 원조를 많이 받는 국가들은 대부분 부패수준이 심한데, 

이는 해당 국가의 사회적 그룹 내에서 지대추구에 대한 경쟁이 심한 곳에

서만 그러하다고 주장하였고, 이때 지대추구에 대한 경쟁은 인종 간에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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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심하다고 하였다. Sullivan(1991)의 연구에서는 이 지대추구에 대한 경쟁 

정도를 ‘가장 큰 그룹에 속하는 인구의 비율’이라는 대리변수로 측정하

였는데, 이때 그룹의 기준을 인종, 언어, 혹은 종교 등 그 국가의 분열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예를 들어 어떤 국

가 분열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인종 때문이라면, 그 국가에서‘가장 다수

를 차지하는 인종 인구의 비율’을 지대추구에 대한 경쟁 정도의 척도로 

측정을 한 것이다.

실업률이 높고 급여가 낮을 때 상업적인 성매매에 종사하는 인구수가 많

아지는데, 이러한 상업적 성매매는 HIV/AIDS의 유병률·발생률을 증가시킨

다. 이러한 개념을 담아내려면 실업률 혹은 평균임금수준의 변수가 적절하

겠지만, 적절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1인당 GNI를 대리변수로 사용하

였다(Over, 1998).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생물학적, 사회적, 문화적, 생리학적 이유들로 인

하여 HIV/AIDS의 감염에 더욱 민감하다. 특히 여성이 경제적으로 취약하면 

금전적 목적으로 성매매를 하기 쉬워지고, 자신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가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된다. 상업적 성매매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여성

이 더 많기 때문에 남·녀 간의 경제적 불평등은 이러한 성매매 공급률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상업적인 성매매에서는 남성들의 콘돔 사용률이 낮

고, 심지어 콘돔 사용을 하지 않기 위해 더 많은 보수를 지불하기 때문에 

여성이 안전하지 못한 성관계에 노출되기 쉽게 만든다. HIV/AIDS가 만연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지역에서는 15~19세 미혼여성의 약 38%가 금전적인 

목적으로 성매매를 한 경험이 있다는 보고가 있기도 하다(Tsafack, 2007). 

이처럼 남·녀 간의 경제적 불평등은 HIV/AIDS의 전파의 중요한 결정인자 

중 하나이지만, 직접적으로 남·녀간의 경제적 불평등을 나타내는 국가별 

지표는 없다. 가능한 자료로 남·녀간 평균 임금격차에 대한 자료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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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겠으나, 이 자료는 OECD 국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대부분 저개발 국가인 HIV/AIDS 원조 수원국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이 자료는 경제적 활동에 종사하는 남·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데, 경제적 활동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상업적 성매매에 관여하지 않을 만

큼의 경제적 수입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이들 사이의 남·녀 경제

적 차이는 의미가 없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이에 대한 대리지표로서 

남·녀 간의 1·2차 교육 등록비율을 이용하였는데, 여성의 1·2차 교육 

등록비율이 낮다는 것은 적절한 직업을 가질 기회가 낮고 또한 임금이 더 

낮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 경제적 요인들은 또한 HIV에 의해서 역으로 영향을 받게 된

다. 즉 HIV 감염이 되면 한 개인의 일하는 능력과 소득 능력에 제한을 받

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상태가 낮아지게 되는 부정적 영향을 가진다

(Rabkin, 2004).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앞의 2장 2절의 발생요인에서 자

세히 설명을 하였다.

성에 관련된 주제들은 많은 국가들에서 금기시되는 경향이 있어 많은 젊

은이들은 안전한 성문화, 위험한 성에 대한 거부 스킬과 같은 정보를 충분

히 얻지 못하며, 이러한 정보의 부족은 HIV 감염의 위험성을 높인다. 40개

국을 대상으로 하였던 한 설문조사에서는 젊은이들의 절반 이상이 HIV가 

전파되는 경로에 대하여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었다((Tsafack, 2007). 이러

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나타낼 수 있는 변수로서 기존의 대부분의 문헌

들은 TV 보유가구의 비율을 변수로 이용하였는데, 기존 연구들은 횡단면 

분석이어서 이 변수의 이용이 가능하였지만, 패널분석을 수행하기에는 결

측치가 많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가장 가까운 개념이고, 또한 최근의 정

보화 경향을 고려했을 때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다 잘 측정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인터넷 사용자비율 변수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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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지출은 해당 국가 국민의 전반적인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므로 기존의 HIV/AIDS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던 모

든 문헌들에서는 이 변수를 포함을 하였다. 이 변수는 건강상태에 의해 역

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내생성을 보이는 변수이기도 하다(Filmer & 

Pritchett, 1997). 

이러한 변수 이외의 앞에서 이론적으로 고찰을 하였던 정치적 헌신도, 

혹은 정치적 리더쉽이라는 변수의 모델링 가능성을 탐색해보았다. 이 변수

는 책무성 혹은 부패의 통제와 완전히 상호배타적인 개념은 아닌 것으로 

추측될 수도 있는데, 정치적 리더쉽이 강하다면 책무성이 제고될 수 있고 

부패의 통제가 더 잘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제변수로서의 가능성

을 탐색해 보았는데 Omitted Variable Bias(OVB)가 발생하려면 다른 독립변

수 즉 여기서는 부패 통제나 책무성변수들과 상관관계가 있으면서 종속변

수와도 상관관계가 입증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존 문헌에서 정치적 헌신도

에 대한 지표로서 사용하였던 AIDS Program Effort Index(API)와 WGI 부패

의 통제, 책무성 지표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보았는데, 분석 결과 상관

성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 따라서, 정치적 헌신도는 추후 

HIV/AIDS의 건강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분석 대상으로서는 의미

가 있을 수 있겠으나, 본 분석에서 입증된 하나의 통제변수로서 포함할 근

거는 없었다. 

부패통제_2000년 책무성_2000년 부패통제_2000년 책무성_2003년

API_2000년 0.2458(0.1369) -0.1036(0.5357)

API_2003년 0.1994(0.1523) 0.1325(0.3442)

표 7. 정치적 헌신도(API)와 부패통제/책무성과의 상관관계

이와 같은 변수들의 관계를 고려하여 [그림 3]와 같은 분석모델을 구축

하였으며, 일부 독립변수들의 내생성을 고려한 변수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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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거버넌스와 HIV/AIDS원조, HIV/AIDS의 건강성과 간

의 관계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2. 분석 기법 

본 분석에서는 첫 번째 탐색적 분석으로 모든 국가-년(country-year) 관

찰 자료를 병합한 자료셋을 가지고 충분한 통제변수를 포함하여 OLS를 수

행하였다. 그 다음 본 분석으로서 국가 고정효과를 가정한 동적 패널자료 

모형에 기반하여 System-GMM을 이용하여 분석을 하였으며, 결과의 확고

성(robustness)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조건을 달리한 민감도 분석

을 수행하였다.

1) Specification of the variables

각 변수들의 로그 변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변수들의 왜도 및 첨도를 

살펴보았다. 변수를 로그화 변환을 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우선 변수

의 단위에 상관없이 변화율, 혹은 변화의 탄력성(elasticity)를 보기 위하여 

변환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으로는 변수들이 양수이면서 분포가 치우

친 형태일 때 CLM(Classical Linear Model)의 가정을 더욱 가깝게 충족시키

기 위해 변환을 하는 것이다. 또한 로그변환은 변수의 분포 범위를 많이 

줄여주어, 결과가 이상 수치(outlier)에 덜 민감하도록 해주기도 한다

(Wooldridge, 2012). 

왜도 값은 -∞에서 ∞까지 값을 가질 수 있으며 0에 가까울수록 좌우 대

칭인 분포를 의미하고 (-)값이면 왼쪽 꼬리가 긴, (+)값이면 오른쪽 꼬리가 

긴 형태를 의미한다. 첨도는 분포의 중앙 부분이 얼마나 뾰족한지, 다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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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꼬리 부분이 얼마나 두터운지를 나타내는 통계량으로 첨도가 3에 가

까우면 정규분포에 가깝고, 3보다 크면 정규분포보다 꼬리 부분이 더 두텁

고, 3보다 작으면 더 가는 것을 의미한다. 

설명 변수 중 거버넌스 지표인 부패와 책무성은 수치의 범위가 –2.5 ~ 
2.5로 음수의 값이 포함되어 있고, 인종 분화 수준 변수도 0의 수치를 포함

하고 있어 로그변환이 불가능하였고, 완벽한 정규분포는 아니었으나 왜도

가 –1과 1 사이로 심한 치우침을 보이지 않았으므로 변환을 하지 않고 원

자료 그대로 분석을 하였다. [표 8][표 9]은 이 세 변수를 제외한 변수들에 

대해서 원자료 그대로, 그리고 이들을 로그변환 한 후의 왜도와 첨도를 비

교하여 제시한 것이다. 유병률, 발생률, 원조 변수, 그리고 1인당 GNI와 인

터넷 사용인구 비율 변수는 변환 이후 분산을 크게 감소시키거나 혹은 2 

이상의 왜도 개선을 보였으므로 로그변환을 해주었다. 하지만, 이외의 변수

들은 왜도가 개선되면 첨도가 정규분포에서 멀어지거나, 첨도가 개선되면 

왜도가 정규분포에서 멀어지는 결과가 나와 전반적으로 로그화의 의미가 

없었다. . 

 이 중에서 HIV/AIDS의 유병률 변수는 기존 문헌들에서 제시한 바와 같

이 단순 로그화가 아닌 로짓 변환을 해주었다(Tsafack, 2007; Over, 1998; 

Bassolé, 2010). 특정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인구의 비율은 일반적으로 S-

형태의 곡선, 즉 처음에는 천천히 시작하여 가속화되다가 안정점에 이르는 

형태를 보이는데(world bank, 1997), 이러한 비선형 구조를 가진 변수에 선

형 회귀분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로지스틱 변환이 제일 적절하다. 따라서, 

결과변수인 HIV/AIDS 유병률은 기존 문헌에 따라 다음과 같이 로지스틱 변

형 방식으로 변형을 시켜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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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n


 ----------------  Eq(1) 

우선 관찰된 유병률 값의 최대값보다 더 큰 어떠한 값을 유병률의 최대 

혹은 한계값(C)라고 가정을 한 후29) 위의 식과 같이 변형을 시켜준다. 

HIV/AIDS 발생률은 역시 기존 문헌들에서 공통적으로 수행하듯 로그변환을 

해주었다. 이러한 로그-로그 변환에서는 계수를 탄력성으로 해석을 하여야 

하며, 또한, 초기 유병률이 높을 때 원조의 증가가 결과변수에 미치는 영향

이 더 크게 한다. 

2) Specification of the model

n Ordinary least square 

원조의 효과성에 관해 시계열 패널구조의 자료를 이용하여 OLS 분석을 

시행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비교적 긴 기간의 자료들을 이용한 연구에

서는 년 간 수치들의 변동성을 감소시키고, 측정오류를 감소시키기 위해 

연간 자료들의 4년 혹은 5년 단위의 평균 수치를 이용하였고, 반면, 길지 

않은 기간의 자료들을 이용한 일부 연구들에서는 연간 수치를 그대로 이용

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01 ~ 2010년 데이터를 사용했으므로, 이

는 4 혹은 5년 단위로 나누기가 적절치 않았고, 상대적으로 그다지 길지 

않은 기간이기 때문에 평균 수치를 이용하지 않고 국가-년 단위의 자료를 

그대로 분석에 이용하였다. 즉 OLS에서의 분석 단위는 국가-년

29) 일부 문헌에서는 C를 100으로 놓고 변환하기도 하였는데, 본 분석에서는 C값을 데이터
셋의 최대값인 28.2에 0.1을 더한 28.3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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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year)이다.

ln ln  ln    ln  ·     

----------  Eq(2)

‑ Outcomert-1 : r 국가의 전년도 성과변수 

‑ Frt-1 : r국가의 전년도 HIV/AIDS 원조액수 

‑ Grt-1 : r국가의 전년도 거버넌스 

‑ Xrt-1 : r국가의 전년도 기타 통제변수들 

‑ εrt : random error term

 

결과변수의 시차변수는 이른바 ‘conditional convergence effect’를 통

제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모델에 포함하였다. 즉 이미 HIV/AIDS 유병률이 

어느 정도 통제되어 있는 국가보다 더 만연해 있는 국가에서는 HIV/AIDS 

원조나 거버넌스의 효과가 더 많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

려하여, 해당 국가의 초기 유병률 개념으로서 포함한 것이다(Mishra & 

Newhouse, 2009). 또한, 설명변수가 건강성과로 나타나기까지의 시차를 고

려하여 다른 통제변수들도 한 년도 과거변수를 이용하였다(Dietrich, 2011).  

본 분석의 가설은 HIV/AIDS 원조가 HIV/AIDS의 건강성과에 가지는 효과

는 거버넌스 수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가장 관심의 초

점인 거버넌스에 따른 원조의 효과, 즉 HIV/AIDS원조와 거버넌스의 건강성

과에 대한 조건적 효과(conditional effect)를 측정하기 위하여 원조와 거버

넌스의 교호항을 모델에 포함하였다. 이는 해외원조가 좋은 정책을 가진 

국가에서 경제성장에 더 강한 영향력을 가지는가를 분석하였던 Burnside 

& Dollar(2000)의 논문과 공적 지출이 건강성과 혹은 교육성과에 미치는 영

향에서 거버넌스의 역할을 측정하였던  Rajkumar & Swaroop(2008)의 논문

에서와 동일한 접근법이다. 거버넌스가 HIV/AIDS 건강성과에 가지는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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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적 효과를 모두 측정하기 위해 거버넌스 변수는 원조변수와의 교호작

용 항과, 단독적인 독립적인 항을 포함하는 두 가지 모델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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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AIDS 

Prevalence
HIV/AIDS aid Enroll ratio Share of Muslim GNI per capita

Health 
expenditure

Share of 
internet user 

전 후 전 후 전 후 전 후 전 후 전 후 전 후

Variance 42.44 4.02 63.91 2.14 145.99 0.02 1,335.75 7.26 12,383,784.97 0.85 2.86 0.08 72.11 2.67 

Skewness 2.40 0.98 10.99 0.24 -0.92 -1.16 1.12 -0.18 2.15 0.27 0.53 -0.26 2.45 -0.32 

Kurtosis 4.83 0.93 153.31 0.03 -0.10 0.58 -0.42 -1.54 5.68 -0.87 0.18 0.03 7.32 -0.60 

표 8. 종속변수를 유병률로 하였을 경우 변수들의 로그변화 전·후의 분산/왜도/첨도 

HIV/AIDS 

Incidence
HIV/AIDS aid Enroll ratio Share of Muslim GNI per capita

Health 
expenditure

Share of 
internet user 

전 후 전 후 전 후 전 후 전 후 전 후 전 후

Variance 0.80 2.52 92.44 2.21 141.29 0.02 1,125.10 4.70 13,366,270.42 0.89 3.28 0.10 58.17 2.58 

Skewness 2.15 0.24 9.52 0.08 -0.64 -0.83 1.16 -0.56 2.59 0.58 0.55 -0.32 3.59 -0.20 

Kurtosis 3.92 -0.95 111.56 -0.09 -0.68 -0.32 -0.15 -0.86 7.93 -0.5
6 0.26 0.11 16.95 -0.49 

표 9. 종속변수를 발생률로 하였을 경우 변수들의 로그변화 전·후의 분산/왜도/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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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Dynamic Panel System-GMM with fixed effect 

위와 같은 OLS는 여러 가지 이유로 결과가 편향될 가능성을 지닌다는 

점은 기존의 원조 효과성에 대한 계량 분석적 연구들을 통해 잘 알려진 사

실이다. 우선 첫째로, 만약 독립변수가 결과변수의 관찰되지 않은 부분과 

상관관계가 있을 때에는 편향된 결과를 가져온다. 특히 만약 건강성과지표

가 좋지 않을수록, 즉 HIV/AIDS 유병률이나 발생률이 높을수록 더 많은 원

조를 혹은 더 적은 원조를 받게 되는 것과 같이 결과변수가 다시 설명변수

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원조의 효과성의 OLS 추정치는 편향될 것이다.  

최근 원조가 성과기반의 원조, 조건부 계약에 기반한 원조로 바뀌어 감

에 따라,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이는 국가에 원조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거

나, 원조 액수 자체를 더욱 많이 지원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이와는 반대

로, 일부 상황에서는 더욱 안 좋은 건강성과 지표를 보이는 국가들에게 더 

많은 공여를 하기도 한다. 어떠한 방향으로 건강성과지표가 원조에 영향을 

미치는가는 일치된 결론이 제시되지 않고 또한 경우와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으나, 본 분석에서의 결과지표인 건강성과 지표는 대체로 역의 방

향으로 원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즉 건강성과가 좋지 않을수록 더 많은 

공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많은 문헌들에서 밝혀진 바가 있다(Killick, 

1997; Pietrobelli, 1992).  또한 거버넌스도 원조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

과도 있는데(Alesina & Weder, 1999), 즉 거버넌스가 좋을수록 더 많은 원

조가 공여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 편향의 요인으로는 측정오류이다. 원조에 관한 자료는 공여

국에 의해 보고되기 때문에 측정오류는 수원국의 특징과는 상호관련성이 

없고, 원조의 효과성을 한층 더 낮게 추산하도록 한다. 만약 원래 참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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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한다면 

               
    --------------------------- Eq(3)

으로 표시될 수 있고 측정오류는 다음과 같이 표시될 수 있다

               
  ------------------------------- Eq(4)

여기서는 이 공여국들이 보고한 원조액수이고 
은 공여된 실제 원조

액수이며 관찰할 수 없는 값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실제 값이 아닌 관찰된 

값으로 OLS를 수행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온 것인가는 측정오류에 대해서 

어떻게 가정을 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우선 측정오류 이 관찰된 값 

과 상관관계가 없고 실제 값 
과 상관관계가 있다면 이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Eq 5]. 

cov( ) = 0---------------------------------------- Eq(5)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처럼 이러한 측정오류가 관찰되지 않은 참값과는 

상관관계가 없고[Eq 6] 측정된 값과 상관관계가 있을 때 즉 과 이 상

관관계가 있을 때이다[Eq 7].


  = 0--------------------------------------- Eq(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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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q(7)

마지막으로 이러한 내생성과 측정오류 문제 이외에도 이른바 ‘포함되지 

않은 변수로 인한 문제(omitted variable problem)’이 있다. 다시 말해 

HIV/AIDS 유병률 혹은 발생률과 같은 한 국가의 건강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과 경로는 매우 다양한데, 국가마다 다를 수 있는 이러한 요

인을 모두 통제했는가에 대해 확신을 할 수 없다.  

이러한 내생성 문제와 포함되지 않은 변수의 문제, 그리고 측정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편향되지 않은 추정을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으로 도구변

수 분석법이 있으며, 이는 기존의 원조와 경제성장과의 관련성을 연구하였

던 문헌들에서도 많이 이용된 분석법이다(Burnside & Dollar; 2000 ; 

Hansen & Tarp, 2000). 하지만, 조건을 만족시키는 도구변수를 찾기는 쉽

지 않으며, 이러한 문헌들에서는 항상 도구변수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다(Rajan & Subramanian, 2005). 

다음 [표 10]는 원조와 경제성장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기존문헌들에서 

사용했던 도구변수들인데, 이러한 도구변수들이 모두 완전히 외생적이지는 

않다. 우선 내생변수의 시차 값을 도구변수로 사용하는 경우, 종속변수에 

계열상관이 있다면, 외생성이 보장되지 않게 된다. 아무리 기존 문헌들에서 

4년 동안의 평균치를 분석단위로 사용하였어도 계열 상관의 가능성은 여전

히 높다고 평가되는데, 즉 4년 전에 경제성장을 침체시켰던 요인이 현재의 

경제성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측되는 것은 어렵지 않기 때문이

다. 본 분석에서도 년 단위를 그대로 분석단위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러

한 계열 상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만약 이러한 시차변수들을 도구변수로 

사용한다면 외생성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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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policy’와 같은 다른 설명변수의 시차변수를 도구변수로 사용하

는 경우도 문제가 있다. 즉 이는 동기간의 ‘policy’는 경제성장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지만 지난 policy 시차변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같은데, 이 또한 이론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으며, policy 변수는 관찰

되지 않은 문화적, 사회경제적인 국가고정효과(country specific effect)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기존의 연구에서 지적된 바도 있다

(Easterly, 1997; Temple, 1998). 게다가 policy 자체도 내생적이라 연구결과

가 있다(Alesina & Rodrik, 1994; Persson & Tabellini, 1994). 

이처럼 도구변수를 이용한 TSLS 분석은 도구변수 선정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가 있으며, 또한 HIV/AIDS의 건강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제되

지 못한 다른 포함되지 못한 변수들의 문제들은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채

로 남아있게 된다. 종속변수가 경제성장이 아닌 HIV 성과변수라고 할지라

도 상황은 동일하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독립변수의 내생성과 측정오류

문제를 다룰 수 있고, 완전히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OBV를 해결 할 수 

있는 국가고정효과를 도입하여 Dynamic Panel GMM estimator를 적용하였

다.  

ln lnlnln· 

--------- Eq(8)

‑ Outcomert-1 : r 국가의 전년도 성과변수 

‑ Frt-1 : r 국가의 전년도 원조 

‑ Grt-1 : r 국가의 전년도 거버넌스 

‑ Xrt-1 : r 국가의 전년도 기타 통제변수들 

‑ sr : 결과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시간불변적인 country-fixed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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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사용된 도구변수

Bunside & 

Dollar(2000)

Ÿ Dummy for Egypt

Ÿ Franc zone dummy

Ÿ Central America dummy

Ÿ ln(population)

Ÿ policy*ln(population)

Ÿ policy*ln(population)2

Ÿ policy*ln(initial GDP/capita)

Ÿ policy*ln(initial GDP/capita)2

Ÿ Arms imports(t-1)*policy

Hansen & 

Tarp(2000) 

Ÿ Dummy for Egypt

Ÿ Arms imports(t-1)

Ÿ Policy(t-1)

Ÿ Policy2(t,t-1)

Ÿ policy*ln(population)

Ÿ policy*ln(initial GDP/capita)

Ÿ policy*ln(initial GDP/capita)2

Ÿ policy*aid(t-1)

Ÿ policy*aid2(t-1)

Ÿ aid(t-1)

Ÿ aid2(t-1)

Clements 

et al(2004)

Ÿ Egypt dummy

Ÿ Arms imports

Ÿ policy2

Ÿ policy2(t-1)

Ÿ policy*ln(population)

Ÿ policy*ln(initial GDP/capita)

Ÿ policy*ln(initial GDP/capita)2

Ÿ aid(t-1)*policy(t-1)

Ÿ aid2(t-1)*policy(t-1)

Ÿ log repayment(t-1)*policy(t-1)

Ÿ Aid(t-1)

Ÿ Aid2(t-1)

Ÿ Log repayment(t-1)

Ÿ Policy(t-1)

표 10. 기존문헌들에서 사용된 도구변수들(Rajan & Subramanian, 2005 발췌)

동적 패널 모형(dynamic panel model)이란 종속변수의 시차값(lagged 

value)를 설명변수로 포함한 패널 모형으로 다음 Eq(9)와 같이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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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될 수 있다. 

      
   ---------------Eq(9) 

이러한 식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우선 첫 번째로 앞의 분석 모형에서 설

명한 바와 같이 우선 오차항 를 고정효과로 가정하고 within 추정량을 

구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에 대한 within 변환을 시

행하게 되면     
이 설명변수가 되고 오차항은  

가 된다. 

그런데, 에는   항이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변수  

   
와 상관관계가 발생하게 되어 편의가 발생한다.

또 한 가지 방법으로 1차 차분 모형(first-differencing)모형을 이용해서 

추정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        가 

설명변수가 되고  ∆       가 오차항이 되는데,  

     ≠ 이므로 결국에는 이 경우에도  ∆  과 ∆  가 상

관관계를 가지게 되어 편의가 발생한다. 

확률효과 모형으로 추정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확률효과모형에

서는 이 제거되지 않아 위의 식에서     ≠이 되어 일치추정량

을 추정할 수 없다. 

따라서 동적패널모형에서 일치추정량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우선 오차항 

를 제거하는 고정효과 모형 혹은 1차 차분 모형을 선택한 후, 설명변수

의 내생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도구변수 추정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 

때 고정 효과모형에서의 도구변수를           과 같이 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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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과거 값을 사용하는 경우, 오차항    에서  는 의 과거 값으

로 구성되어 있어 도구변수들과 상관관계가 존재하게 되어 도구변수의 조

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반면, 1차 차분을 해 준 다음 과거 값을 도구변수

로 이용하여 추정하는 것은 일치추정량을 얻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즉 1차 

차분모형에서는 ∆     로서 t와 t-1시점의 오차항으로만 구성되

어   이후 시점의 변수는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1차 차분에서의 2단계 도구변수 추정법보다는 일반적으로 GMM 방

법을 많이 이용하며, 일반적으로 도구 변수의 수가 내생적 설명변수의 수

보다 많은 과대식별(over-identified)모형에서는 GMM 추정치가 더 효율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민인식 최필선, 2009). 

동적 패널모형에서의 GMM 분석은 두 가지 유형이 있다. 둘 다 도구변수

로서 시차 값을 이용하는 것은 공통이지만 Arellano & Bond 추정법이라고

도 불리우는 difference-GMM estimator는 차분 방정식에서 도구변수로서 

    과 같은 종속변수의 수준(level)값을 사용하는 것이고, Blundell 

& Bond 추정법이라고도 불리우는 system-GMM 추정법은 여기에 더하여 

수준 방정식(level equation)에서 도구변수로서 종속변수의 수준 값에 더하

여 1차분변수의 시차 값(lagged value), 즉 

∆          ∆         의 값을 도구변수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ln lnlnln·     

------- Eq(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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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 ∆ln∆ln∆ ∆ln·

∆∆ ∆

 

---Eq(11)

‑ Outcomert-1 : r국가의 이전 기간 동안의 성과변수 

‑ Frt-1 : r국가의 이전 해의 원조 

‑ Grt-1 : r국가의 이전 해의 거버넌스 

‑ Xrt-1 : r국가의 이전 해의 여러가지 통제변수들 

‑ sr : 결과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시간불변적인 country-fixed effect

본 분석의 모델에 기반하여 difference-GMM과 system-GMM을 설명하자

면 difference-GMM estimator는 두 번째[Eq 11] 방정식과 같이 차분 방정

식에서 종속변수의 차분 변수인 ln    과 ln   를 도구변

수로 이용하여 예측을 하는 것이고, system-GMM estimator는 이에 더하여 

첫 번째 방정식[Eq 1]과 같은 수준방정식에 차분 변수의 시차값, 즉 

∆ln  ln  ln 와  

∆ln  ln  ln 을 도구변수로 추가로 이용한 

이 두 가지 방정식에 기반하여 적절히 가중치된 moment condition set을 

풀어 계수를 예측하는 것이다.  

두 방법은 각각의 제한점이 있다. Difference-GMM 추정법은 종속변수가 

지속적인 효과를 가질 때(persistent), 즉 설명변수로 사용한 종속변수의 시

차변수 계수가 1에 가까울 때에는 약한 도구변수(weak instrument)문제를 

겪는데, 이런 경우에는 System-GMM이 추가적인 도구변수를 이용하기 때

문에 이 방법이 더 효율적인 것으로 인식되고는 있다(Blundell & Bond, 

2000). 하지만, System-GMM 추정법도 또한 상향 편의성(upward bias)이 나

타나는 문제가 있다(Hauk & Wacziarg,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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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는 System-GMM 추정법이 추가적인 변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difference-GMM 추정법보다  더 효율적이고 정확한 추정으로 알려져 있으

므로 본 분석에서는 System-GMM 추정법을 적용하였다(Blundell & Bond, 

2000). System-GMM은 다음과 같이 수준 방정식과 차분방정식의 적률조건

을 방정식체계로 만든 목적함수를 최소화하도록 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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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차분방정식의 도구변수 벡터이고, 는 레벨방정식 도구

변수 벡터이다. 차분 방정식에서의 오차항은 아래와 같이 항상 1계 자기상

관이 존재함이 쉽게 증명될 수 있다. 따라서, 가중치 행렬 W는 차분방정식

에서 1계 자기상관이 존재하는 문제를 고려하여 구성하게 된다. 

∆∆            


Dynamic panel GMM 추정은 Difference-GMM 추정법과 System-GMM 추

정법 모두 도구변수의 수가 내생적 설명변수의 수보다 많은 과대식별 추정

이다. 따라서 GMM 추정을 할 때에는 이러한 과대식별 조건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모든 결과에는 Sargan test를 시행하였는

데, 이는 즉 다음과 같은 귀무가설은 검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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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0  : 선택된 모든 도구변수들이 오차항과 상관관계가 없다. 

즉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되면 과대식별 모형이 문제가 있는 것이다. 

Difference-GMM의 추정에서는 도구변수로        를 사용하는

데, 이 때   가 도구변수로서 적절한 이유는   ∆   이 성립

하기 때문이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는 1계 자기상관이 존재하게 

되는데, 만약 2계 자기상관도 존재하게 되면 ∆∆  ≠이 되고, 

따라서  ∆  ≠이 되어  가 도구변수로서 적절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오차항의 제 2계 자기상관여부에 대한 검정도 필요하다. 1계 

자기상관이 존재하기 때문에 AR(1) 검정에서는 귀무가설을 기각해야 하지

만 레벨 방정식의 오차항 가 서로 독립이면 AR(2)에서는 귀무가설을 기

각하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AR(1), AR(2) 검정도 시

행하였다. 모든 분석은 Stata 11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변수의 선정 

OLS와 GMM분석 모두 종속변수 및 모든 설명변수는 2001-2010년 데이터

를 이용하였는데, 이 시기는 HIV/AIDS 퇴치가 2000년 MDG의 하나로 선정

된 이후 국제사회에서 HIV/AIDS 퇴치를 위한 노력이 좀 더 체계적이고 조

직적으로 이루어진 시기여서 거버넌스의 역량이 드러날 수 있는 시기이며, 

원조의 효과성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진 시기이기 때문이다. 또한 동적패널 

분석을 하기 위한 자료의 가용성이 높은 기간이기도 하다.

1) 거버넌스 변수들에 대한 고찰 및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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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거버넌스를 측정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는

데, 그 이유로는 우선 첫 번째로 국제적인 투자가 증가하고 있어 투자대상

국의 사회적·물질적 인프라, 재산권의 보호, 공공서비스들이 투자자의 수

요를 충족시켜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Maurseth, 

2008). 또한, 경제학과 개발학의 하위영역에서 이러한 거버넌스에 대한 관

심이 증가한데 대하여 나타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밑

바탕에는 거버넌스를 가능한 객관적이고, 비교가능하게 측정하여 활용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거버넌스를 개선시킬 수 있다는 믿음과 목적이 있었기 때

문일 것이다. 즉 어떤 국가가 적절한 실천을 하였는지를 조사하고 '좋은 

거버넌스'가 부족한 곳에는 그를 위한 지원하여 개선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 

현재까지 많은 거버넌스 지표들이 개발되어져 왔지만, 보건의료 영역을 

비롯하여 특정 영역에 대한 지표들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Brassard(2009)가 개발도상국에서의 원조거버넌스를 측정하려는 시도를 한 

바가 있기는 하나 이는 원조에서 중요한 거버넌스의 차원을 찾아내어 그것

을 직접 측정했던 것이 아니라 좋은 혹은 나쁜 원조 거버넌스로 인해 나타

나는 결과로 나타나는 성과들을 측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Brassard(2009)는 원조 거버넌스는 양적·질적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면서, 양적평가는 극빈자들에게 도달하는 원조비율, 기술원조의 

양, 양질의 서비스에 접근성을 가진 인구비율 등을 측정할 것을 제시하였

는데 즉 엄밀히 말하면 원조 거버넌스의 측정이 아니라 평가라고 할 수 있

다. 하지만 이러한 질적인 측정을 설명하면서 필요한 거버넌스의 차원을 

연결하여 설명을 하였는데, 질적인 평가는 표현의 자유 및 참여(voice and 

participation), 목표 달성의 질(quality of targeting), 혁신적 역량(innov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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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acity), 효율성(effective)과 같은 네 가지 영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거버넌스가 반영된 성과의 측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보건의료 영역 거버넌스의 측정도 거의 전무하다. 그 동안 이루어져 왔

던 보건의료 영역에서의 거버넌스 측정은 광범위한 거버넌스 측정의 한 구

성요소로서 이루어진 경우이거나,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진 경우이라 하

더라도 대부분 단발성이고 대상이 협소하여 성과와의 연결성을 분석하기 

위한 국가 간 비교자료로 이용하기는 어렵다, 전자의 경우는 세계은행의 

CPIA가 그 유일한 예이고, 후자는 Murray & Evans(2006), 라틴 아메리카의 

공공병원 의료 인력들을 대상으로 기관 내에서의 부패의 종류와 빈도, 그

리고 부패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는 직업군 등에 대한 조사를 한 Tella et 

al(2001) 등의 예가 있다. 따라서 보건의료 영역의 거버넌스 질을 반영할 

수 있는 대리 지표를 검토하여 볼 필요가 있으며, 본 단원에서는 여러 기

관들에서 수집·조사하여 공개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패·책무성지수에 대

해서 설명한다. 

n 부패의 통제 지표

부패의 통제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는 대부분 실제적인 사실보다는 인식에 

기반한  지표들이다. 거버넌스의 측정에서 인식에 기반한 자료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첫째로, 지표를 사용하게 되는 투자자, 공여자 등은 인식에 

기반을 하여 행동을 취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거버넌스 영역에서는 

사실상 인식기반의 데이터보다 더 나은 대안이 없다. 특히 부패의 영역이 

가장 그러한데 부패는 일반적으로 고의적으로 숨겨지는 스캔들 혹은 법적 

기소, 조사 등에 의해서만 드러나는 불법적 행위이기 때문에 보고된 뇌물 

수수 사례, 부패와 관련되어 기소된 사례 숫자와 같은 견고한 경험적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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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만을 기반을 하여 부패의 절대적 수준을 평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TI 

홈페이지 발췌)30). 세 번째로 만약 그러한 객관적인 혹은 사실기반의 데이

터가 이용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데이터들은 종종 공식적인 기록상의 

법률적 개념을 담은 것이고 현장에 존재하는 현실과는 상당히 다르다. 

Kaufmann et al(2005)는 사업 진출 규제의 부패에 대한 법률상 자료와 사

실상 측정에서 이 둘 간의 차이는 매우 크다는 것을 설명한 바 있다. 이처

럼 인식조사는 가시적인 데이터를 얻을 수 없거나 신뢰성이 없는 경우에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으며 부패는 일반적으로 직접적인 데이터를 수집하

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개념이다(Lewis, 2006). 

우선 첫 번째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WGI‘s Control of Corruption31)이 

있다. 이는 세계은행에 의해 개발된 거버넌스 지표로서 voice and 

accountability; political stability and lack of violence; government 

effectiveness; regulatory quality; rule of law; and, control of corruption 와 

같이 6개의 하위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패의 통제는 바로 이 여섯 가

지의 하위지표 중의 하나이다. 지표는 6가지 하위지표에 대한 개별 데이터

와 이 여섯 가지를 병합한 하나의 지표 모두를 제시해주고 있다. 

31개의 다른 기관으로부터 생산되는 37개 자료원으로부터 추출된 수백 

개의 지표들을 통합한 것으로 다양한 산업 정보제공자, 비정부기구, 다자기

구 그리고 여러 공공영역의 기관들의 주관적 평가 및 회사와 가정의 설문

조사를 자료원으로 하고 있다. 

WGI를 개발할 때 특히 초점을 맞추었던 부분은 개별 자료원들의 국가의 

범위나 지표의 질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여러 지표로부터 가능한 많은 정

보를 이끌어 내는 방법으로 지표들을 병합하는 방법론을 만들어내는 것이

30) http://www.transparency.org/cpi2012/in_detail
31) http://info.worldbank.org/거버넌스/wgi/index.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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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렇게 개발되어져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병합 방법론은 지표들에 

대한 신뢰구간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이는 지표 사용자들로 하여금 지표가 

얼마나 정확한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점이 있다. 

 WGI는 1996년부터 자료가 제공되고 2002년까지는 2년에 한 번씩, 2002

년부터는 매년 발표가 되고 있다. 이 지표는 가격통제, 부적절한 규제 등과 

같은 시장의 자유를 해치는 공공정책들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친산업적

인 방향으로의 편의(pro-business bias)’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 계산된 

수치의 신뢰구간이 측정단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커서 국가 간의 매우 

작은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되기 쉽다는 점 등 많은 지적을 

받고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널리 사용되는 지표 중의 하나이

다.

부패 통제라는 하위 지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실이 아닌 응답

자의 인식에 기반을 하여 조사를 한 지표이며 엘리트계층 혹은 사적인 이

익에 의해 정부가 휘둘리는 정도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부패를 모두 포함

하여 사적인 이득을 위해 공권력이 얼마나 발휘되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도를 조사한 것이다. –2.5~2.5의 범위로 제시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

수록 부패통제가 잘되는 국가, 낮을수록 부패 수준이 높은 국가를 의미한

다. 

이 지수를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매년 전 세계의 평균이 동일하다

는 가정 하에 지수를 재조정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지표는 해당년도

의 국가 간의 상대적 위치, 시간에 따른 상대적 위치를 비교하기에는 유용

하지만, 거버넌스의 전 세계적인 평균적 추세를 보기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점이 있다. 하지만 개별적 자료원의 시계열 자료원을 검토하였을 때 

전 세계적 평균의 변화흐름이 거의 없었고 이는, 국가의 상대적 위치의 변

화가 절대적 위치의 변화와 다르기 않을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국가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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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어떤 지역의 거버넌스의 평균에서 시간적 흐름을 비교하는데 큰 무리

가 없을 것이다. 

WGI 다음으로 많이 이용되는 지표로는 Transparency International(TI)'s 

Corruption Perception Index(CPI)32)이 있다. 이는 국가의 공공 영역이 얼마

나 부패한 것으로 인식되는지에 근거하여 국가들을 점수화하고 순위를 매

기는 지수로서 10~15개 이상의 다양하고 신뢰성 있는 거버넌스·비즈니스 

환경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으로부터 수집된 부패의 평가 및 설문조사

를 병합한 종합지수이며, 이들은 해당 국가의 거주자일수도 있고 아닐 수

도 있다. 이들의 자료원으로부터 자료를 병합할 때에는 각 자료원들이 TI

의 자료의 질 수준을 충족시키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 자료원의 방법론

들을 모두 검토를 하며, 국가 당 적어도 3개 이상의 자료원이 있는 국가만

을 포함한다.

이 지표는 2011년까지는 0~10의 척도로 점수화되었었으나 2012년부터 

0~100의 척도로 전환하였고, 0이 가장 부패한 국가, 100이 가장 깨끗한 국

가로 인식되는 것을 나타낸다. 1995년부터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점점 

조사대상자 국가 수를 늘려, 2000년에는 91개국의 자료만 제공되었던 반면 

가장 최근의 자료인 2013년에는 175개국이 포함되었다. 

이 지표의 단점으로는 뇌물을 받는 사람(bribe taker)에만 초점을 맞추고 

뇌물을 준사람(bribe maker)과 그러한 환경을 조장한 사람(enabler)을 배제

했다는 점, 서구의 부패 개념을 적용하기 때문에 편향되어 있고, 조사대상

자의 샘플링은 산업영역에 치중을 하여 조사대상에 여성과 가난한 사람들

이 배제된 점 등이 있다. 또한, 공공 영역의 부패에 대한 인식 지표이기 때

문에 국가 전체 혹은 사회전체, 민간영역의 부패수준에 대한 결정적인 판

단을 하는데에는 적합하지 않다. 

32) http://www.transparency.org/research/cpi/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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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I는 부패인식도를 기반으로 국가들에 순위를 매기는데 이러한 순위자

료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부패수준의 변화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 즉 이러

한 순위자료를 시간에 따른 변화를 평가하고 흐름을 예측하는 데에 사용해

서는 안 되는데, 한 국가의 순위의 변화는 절대적인 부패수준의 변화가 아

니라 다른 국가의 순위 변화 혹은 자료에 새로운 국가의 추가 등으로 인한 

것일 수 있다. 개별 국가 혹은 전 세계의 부패수준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

해서는 원 점수를 이용해야 한다. 

Political Risk Service(PRS) group33)이 구축한 International Country Risk 

Guide(ICRG) Corruption34)도 광범위한 국가를 대상으로 오랜 기간 동안의 

자표가 축적된 지표 중 하나로서 자료가 유료이므로 접근성이 좀 떨어지기

는 하나 주로 해외 투자자와 대출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로 사용된다. 

161개국에 대하여 세 가지 영역의 위험도 즉 정치·경제·재정적 위험도

를 병합한 지표로 정치적 위험도는 12개, 경제·재정적 위험도는 각각 5개

씩 총 22개의 하위 지표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정치적 위험지수에는 100

점, 재정적, 경제적 위험지수에 각각 50점이 할당된다. 정치적 위험도의 평

가는 관련 정보들의 주관적 분석으로 구성되는 반면 재정, 경제적 위험지

수는 객관적 자료를 기반으로 만들어진다. 종합 점수는 이 세 개 영역의 

포인트를 합한 후 2로 나누어 총 0에서 100까지 이르는 포인트로 나타내어

지며, 80~100은‘매우 낮은 위험군’, 0~49.9는 ‘매우 높은 위험군’으로 

그룹화 된다. 자료는 1984년부터 매년 공개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약 146개

국의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이 중 정치적 위험 영역의 12개의 구성요소 

중 부패와 관료의 질이 포함되어 있다[표 11]. 

33) 국제적 비즈니스 운영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도를 심층 분석 하고자 하는 산업영역의 
의뢰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재정적/경제적/정치적 위험도를 평가한 정보를 제공
해주는 영리기관

34) http://www.prsgroup.com/CountryData.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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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RG의 부패 지표는 과도한 패트로니지, 연고주의, 고용할당(job 

reservation), 비밀스러운 당의 재정지원, 정치와 산업 간의 의심스러운 밀

착된 연계와 같은 실제적인 혹은 잠재적인 부패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이는 

대중의 불만족, 국가 경제의 비효율적인 통제, 암시장의 활성화를 야기하여 

외국인들의 투자에 잠재적 위험이 되기 때문이다.  

Sequence Component Point

1 Government stability 12

2 socioeconomic conditions 12

3 Investment Profile 12

4 Internal Conflict 12

5 External Conflict 12

6 Corruption 6

7 Military in Politics 6

8 Religious Tensions 6

9 Law and Order 6

10 Ethnic Tensions 6

11 Democratic Accountability 6

12 Bureaucracy Quality 4

Total 100

표 11. ICRG-정치적 위험도 하위지표

이 지표의 단점은 국제적 비즈니스를 위한 평가 지표이기 때문에 정치적 

체제 내에서의 부패만을 측정한다는 것이다. 정치적 부패는 경제적·재정

적 환경을 왜곡시킬 수 있고 사람들이 능력보다는 패트로니지(patronage)를 

이용하여 권력의 자리에 앉게 함으로써 정부와 산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

며, 정치적 절차에 불안정성을 가져오기 때문에 외국인의 투자에 매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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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이 되기 때문이다. 이 자료의 또 하나의 큰 단점은 무료로 공개되지 않

는다는 점이다. 

각 국가의 연구팀과 저널리스트들로부터 개방성(openness)·책무성을 평

가하여 전 세계의 거버넌스와 부패 경향을 추적하는 독립적이고 비영리적

인 조직인 Global integrity35) 에 의해 조사·발표되는 Global integrity's 

index는 권력의 남용을 막고 공공의 완전성(integrity) 증진을 위한 기전의 

존재여부 및 효율성, 시민들의 정부에 대한 접근성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290개 이상의 integrity indicator를 병합하여 생성되며, 1) Civil Society, 

Public Information and Media 2) Elections 3) Government accountability 4) 

Administration and Civil Service 5) Oversight and Regulation 6) 

Anti-Corruption and Rule of Law의 6개의 주요 카테고리들과 23개의 하위 

카테고리로 나뉜다. 

2004년, 2006~2011년도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포함하는 국가의 범위

가 년도마다 다른데, 2004년에는 26개국, 2006년에는 43개국, 2007년에는 

55개국, 2008년 58개국, 2009년 39개국, 2010년 31개국, 2011년 31개국으로 

포함 범위가 넓지는 않다. 이 지표가 다른 지표와 다른 점은 단순히 부패

에 대한 인식수준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패통제기전 즉 부패를 막기 

위한 법, 규제, 조직의 존재 여부, 이런 기전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이러한 

기전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접근성도 평가한다는 점이다.

본 분석에서는 이 중 자료의 가용성과 분석의 이론적 개념과의 일치성 

등을 고려하여 WGI의 부패의 통제수준 지표를 기본분석에서 사용하였으

며, 민감도 분석으로는 TI/CPI의 지수를 이용하였다.

n 책무성 수준 측정 지표

35) http://www.globalintegrity.org/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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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성 지표에서도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WGI는 친산업적인 편의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가장 널리 사용되는 지표이다. 역시 –
2.5~2.5의 범위에서 측정을 하고 있으며 약 215개국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WGI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은 앞의 WGI’s Control of Corruption 부분에 

자세히 설명하였다. WGI의‘voice and accountability’는 ‘시민들이 그들

의 정부를 선출하는데 참여 정도,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며, 이는 재정·성과·민주적 책무성 중 민주적 

책무성에 초점이 맞추어진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사실상 WGI의 각 하위항목에서의 개념은 정확한 이론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있기는 하다. 부패의 통제 지표는 사적이익을 위해 공직이 

얼마나 휘둘려지는가를 측정한 것으로 물론 제한점이 없지는 않으나 부패

에 대한 정의로 비교적 널리 사용되고 받아들여지는 개념으로 크게 모호하

지는 않다. 하지만 나머지 하위지표들은 이론이 없거나 현존하는 이론과는 

단절된 요소를 측정하고 있는데 voice & accountability도 이러한 개념을 

다루는 이론적 문헌들은 있으나 WGI는 이러한 이론적 문헌들과 관련도 없

고, 부합하지도 않는다(Thomas, 2009). 

 정치학에서 voice라는 용어는 Hirchman의 ‘Exit, Voice and loyalty’라

는 고전적인 문헌으로부터 유래된 것이다. Hirschman은 voice를 “ 다양한 

저항과 행동을 통해서, 혹은 관리에서의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고위 관직들에 대한 어필을 통해서, 또는 직접적으로 관리 

책임에 있는 이들에게 개인적 혹은 집합적 탄원을 통해서, 이의가 있는 정

부의 사안에 대하여 피하지 않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모든 노력”으로 정의

하였다(Hirschman, 1970). 따라서 voice는 사실상 책무성, 정부를 선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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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혹은 다른 정치적 자유와 동의어가 아니며 또한 그들 간에는 잘 알려

진 혹은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 관계가 성립되어 있지도 않다

(Thomas, 2009). 

다음 [표 12]은 voice and accountability 지표를 산출하는데 사용된 자료

원과 각 자료원에서 측정된 개념들이다. 일부 학자들은 아래 [표 12]에서의 

voice & accountability를 측정하기 위해 병합된 자료원 변수들 중 일부의 

적합성에 대하여 의문을 품기도 하였지만, 대부분 공통적으로 공직자들의 

책무성, 언론의 자유, 시민사회의 참여도, 민주적 책무성 등을 측정하고 있

다. 

ICRG도 또한 민주적 책무성(democratic accountability)을 측정하고 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치적 위험도의 12개 하위 항목 중의 하나이며, 

이는 정부가 얼마나 그들의 국민들에게 반응적인가(responsive)를 측정하는 

것이다. 점수는 다음과 같은 각 국가의 거버넌스 유형에 따라 점수가 부과

되며[표 13]. 146개국을 대상으로 1984년~2014년 사이의 데이터가 존재한

다. 하지만 이 지표는 WGI의 자료원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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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측정된 개념

EIU ‑ 권력의 순종적 이동/기득권/공직자들의 책무성/인권/집회의 자유

FRH

‑ 시민 자유: 발언,집회,시,종교의 자유/동등한 기회/과도한 정부 간섭

‑ 정치권 :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대표성 있는 입법부, 정당, 소수정

당에 대한 존중 등 

FRP ‑ 언론의 자유

GCS

‑ 신문은 검열 혹은 보복 두려움 없이 선택한 기사를 게재할 수 있음

‑ 정부관료가 정책 혹은 계약 선택시 연고가 많은 회사를 선호함.

‑ 입법, 감독 기구로서의 국회/의회의 효율성 

‑ 수동적인 발언

GWP ‑ 선거의 정직성에 대한 신뢰

HUM
‑ 국내·외 여행의 제한/정치적 참여 자유/인종, 정치·종교적 신념 

때문에 투옥된 사람이 있는지/정부의 검열

IPD

‑ 정치적 권리, 정치제도의 기능/언론의 자유/집회의 자유/시위의 자유

/소수(인종, 종교, 언어 등)에 대한 존중/경제영역에서 공소의 투명성

/경제정책의 투명성(회계, 세금, 환율 등)/공공 조달 계약 및 공공서

비스의 위임/이동·정보의 자유 등

PRS

‑ 정치에서의 군사력 : 정치에의 군사력 개입은 책무성을 감소시키고 

위험을 나타냄.

‑ 민주적 책무성 : 정부가 국민에게 얼마나 반응성이 있는지 

RSF ‑ 언론의 자유 지수 

WMO

‑ 제도의 지속성 : 정치 시스템이 얼마나 성숙하고 잘 구축되었는가

‑ 대표성 : 국민과 조직이 정치시스템 내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얼마나 

낼 수 있는가

EIU : Economist Intelligence Unit   FRH :Freedom House  FRP : Freedom of the Press

GCS : World Economic Forum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GWP : Gallup World Poll  

HUM : Cingranelli Richards Human Rights Database and Political Terror Scale

IPD : Institutional Profiles Database PRS : Political Risk Services International Country Risk Guide

RSF : Reporters Without Borders Press Freedom Index

WMO : Global Insight Business Conditions and Risk Indicators

표 12.  voice and accountability 자료원 중 representative source(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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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ng Democracy 

1. 정부/행정부가 2임기를 연속적으로 하지 않음

2. 법에 의해 결정되는 입법·행정부에 대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절차 존재

3. 정부의 세 요소인 입법, 사법, 행정 간의 견제와 균형 기전 존재

4. 독립적 사법부의 존재

5. 헌법 혹은 다른 법적 보장을 통해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기전

6. 실제적으로 활동을 하는 하나 이상의 정당, 여당의 존재

Dominated Democracy 

1~5번은 상동. 

6. 하나 이상의 활동적인 정당의 존재 

De-facto One-Party State 

1. 연속적으로 두 임기 이상의 정부/행정부, 혹은 정치적/선거 시스템이 특정 정

부/행정부의 거버넌스 지배를 보장하기 위해 고안되거나 왜곡된 국가

2. 헌법 혹은 법률로 보장된 정기적 선거

3. 비정부 정치적 단체의 활동 제한 

De jure One-Party state 

1. 법률상으로 하나의 지배정당이 존재

2. 법적으로 인정되는 야당의 부재

Autarchy 

1. 선거에 의하지 않고 군사력 혹은 승계받은 권력으로 인한 한 그룹 혹은 한 

사람에 의한 국가의 지배, 

표 13. ICRG-democratic accountability에서의 국가유형

도시만을 대상으로 책무성을 측정한 지표로서 Urban governance Index36)

가 있다. 이 지표는  Global Urban Observatory와 the Global Campaign on 

Urban governance가 공동으로 개발하였으며 전 세계 24개 도시를 대상으

로 조사하였으며. 2005년 한 해만 조사된 지표이다. 

지표의 구조는 좋은 도시 거버넌스의 다섯 가지 핵심 원리를 반영하고 

이다. 즉 효율성(effectiveness), 평등(equity), 참여(participation), 책무성

36) http://www.unhabitat.org/content.asp?typeid=19&catid=25&cid=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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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untability), 안보(security)이 그것이다. 여기서 다시 책무성은 투명성

(transparency), 완전성(integrity), 반응성(responsiveness), 부패(corruption)의 

하위지표로 구성되는데, 투명성은 계약, 입찰, 예산, 회계에 대하여 지방 

정부가 공식적이고 접근 가능한 자료집을 발행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반

응성은 더 상위의 정부에 의한 통제가 있는지를 평가하며 완전성은 시민들

의 행동수칙이 있는지 시민들이 컴플레인을 할 수 있는 기제가 있는 여부

를 평가하고, 부패는 보고된 부패사례를 조사하는 기구가 있는지 공직자들

이 그들의 수입과 재산을 공개하는지 여부, 독립적 회계기구가 있는지를 

평가한다. 

본 분석에서는 가장 광범위한 자료원과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WGI의 

voice and accountability 지표를 이용하였다. 

n 인권 수준 지표 

민감도 분석에서 통제변수로서 포함을 하였던 인권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조사대상 및 조사 기간에서의 포괄성이 큰 

Cingranelli-Richards (CIRI) 인권지수를 이용하였다. 이는 각 국가의 정부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다양한 인권에 대하여 어느 수준으로 존중을 하는지

를 평가한 것으로 195개국을 대상으로 15개의 인권을 양적으로 측정한 지

표이다. 자료는 1981년부터 측정되기 시작하여 2011년까지 공개되어 있으

며 매년 측정된다. [표 14]는 CIRI가 측정하고 있는 15개의 인권과 그 의미

를 보여주고 있다. 각 항목은 0~2의 점수로 측정되며 0이 가장 낮은 인권, 

1이 가장 존중받는 인권 수준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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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항목 의미

실종(Disappearance) 정치적 동기의 가능성으로 사람이 사라졌으며 희생자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

법적 절차에 따르지 않은 살인

(Extrajudicial Killing)
법 절차 없는 정부 관료에 의한 살해. 정부에 의해 교시된 민간인에 의한 살인도 포함. 

정치적 투옥

(Political Imprisonment)

그들의 발언이나 정부 정책이나 지도자에 대한 비폭력적 반대, 종교적 신념, 비폭력적 종교의식 등

으로 인하 정부 관료에 의해 투옥되는 것을 의미. 

고문(Torture)
정부 관료에 의해 혹은 정부 관료에 의해 선동된 민간인에 의해 정신적, 신체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고의적으로 가하는 것을 의미 

집회 & 결사

(Assembly & Association)

자유롭게 집회를 하고 정당, 노동조합, 문화조작 혹은 다른 특정 이익집단의 형태로 다른 사람과 결

사를 할 권리를 의미 

해외이주(Foreign Movement) 국민이 국가를 떠나고 돌아올 수 있는 자유

국내이주(Domestic Movement) 자국 내에서 여행할 자유

발언(Speech) 발언, 언론의 자유가 정부의 검열에 의해 영향을 받는 정도. 

선거에서의 자기결정권 

(electoral self- determination) 

시민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하여 어느 정도로 정치적 선택의 자유와 법적 자유를 누릴 수 있

는지, 또한  그들을 통치하는 법과 관료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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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항목 의미

종교(religion)
시민들이 그들의 종교적 신념을 실행하고 발휘하는 자유가 얼마만큼 실제적인 정부의 제한을 받는

지를 의미 

노동자의 권리

(Workers' Rights)

노동자는 그들의 직장에서 결사의 자유가 있고 그들의 고용주와 집합적으로 협상을 할 권리가 있

음. 노동자들이 이러한 권리를 얼마나 누리는지를 측정하는 것. 

여성의 경제권

(Women's Economic Rights)

동등한 일에서 동등한 보상/남편 혹은 남성 친척의 동의 없이 고용 및 직업선택의 자유/ 남편 혹은 

남성 친척의 동의 없이 유급 고용이 될 권리/고용 및 승진에서의 동등한 대접/직업의 안정성(산후휴

가, 실업수당 등)/비차별/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하지 않을 권리/야근할 권리/위험 직업권으로 분류된 

직업에서 일할 권리/권대 혹은 경찰로 일할 권리 

여성의 정치권

(Women's Political Rights)

선거할 권리/공직에 출마할 권리/선출 혹은 임명된 공직을 맡을 권리/정당에 가입할 권리/관료들에

게 탄원할 권리 

여성의 사회권

(Women's Social Rights)

동등한 유산을 받을 권리/남성과 동등함을 기반으로 결혼할 권리/해외 여행할 권리/여권을 획득할 

수 있는 권리/아이 혹은 남편에게 시민권을 부여할 권리/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

사법부의 독립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사업부가 다른 부처 혹은 군사력의 통제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가를 의미

표 14. CIRI 측정 요소 및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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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속변수 

종속변수로 사용될 수 있는 변수들로는 다음 [표 15]과 같은 최종성과 

변수와 중간지표변수들이 있다. 중간지표들은 최종성과지표보다는 조금 더 

반영되는 경로의 거리가 가깝다는 장점이 있지만, 여러 가지 원조 사업 중 

일부만의 결과를 담고 있다. HIV/AIDS 관련 원조는 국가마다 다른 형태의 

사업이 행해지는데, 가령 말라위와 같은 국가의 경우 포경수술과 같은 예

방 사업이 대부분을 이루는데 만약 항바이러스 약물의 치료범위와 지표가 

사용된다면 이 국가에서는 원조의 효과가 잘 반영되지 못하는 것이다.

Gauri & Leiberman(2004)의 연구에서도 AIDS에 대한 정치적 헌신도 지표

로서 ‘배포되는 콘돔의 수’를 이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Green(2003)은 

그러한 지표는 다른 방법으로 예방정책을 시행한 국가들에서의 정치적 헌

신도를 정확히 측정하지 못한다고 비판한 바가 있다. 또한 위의 [표 15]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중간지표는 10년 동안의 자료를 가지고 패널 분석을 하

기 에는 자료의 가용성이 매우 떨어진다. 

최종성과지표는 중간지표보다는 조금 더 반영되는 경로의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지만, 어떠한 종류의 원조사업이든지 궁극적으로는 최종성과지표

로 반영될 수 있으며 기존 원조의 효과성, 혹은 HIV/AIDS 성과지표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분석연구의 대부분에서도 최종 성과지표를 영아사

망률 혹은 HIV/AIDS 유병률과 같은 최종성과지표를 이용하였으므로 이론적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최종 성과지표인 HIV/AIDS 유병률과 발생

률을 결과변수로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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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지표 자료원 및 가용성 

최종

지표

HIV/AIDS 발생률 Ÿ WHO, UN, 세계은행

HIV/AIDS 유병률 Ÿ WHO, UN, 세계은행

HIV/AIDS 사망률
Ÿ WHO : 2001,2006,2012년의 자료만 존재 

Ÿ UN : 예측된 사망자 수만 보고. 

중간

지표

진행된 

HIV감염자들에서의 

항바이러스 치료율 (%)

Ÿ 자료원 :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 

Ÿ 자료의 가용성 : 119개국에 대한  

2009-2011년 기간 자료 존재 

고위험군에서의 

콘돔 사용률(15-49)(%)

Ÿ 자료원 : 세계은행

Ÿ 자료의 가용성 : 119개국에 대한  

2009-2011년 기간 자료 존재 

Ÿ 자료원 : UN

Ÿ 자료의 가용성 : 176개국에 대한 자료가 

있으나 본 연구의 분석 기간인 2002-2010

년 동안에는 각 국가별로 2-3개 정도의 

자료만 존재

포괄적 HIV/AIDS 

정보를 지닌 15-24세의 

비율(%)

Ÿ 자료원 :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Ÿ 자료의 가용성 : 104개국에 대한  

2007-2011년 중 한 개 년도 자료만 존재. 

1만 명당 

검사/상담 시설 비율 

Ÿ 자료원 : World Health Organization

Ÿ 자료의 가용성 : 149개국을 대상으로 

2009, 2010년 두 개년도 자료만 존재.

표 15. 결과변수로 사용가능한 지표들의 자료 가용성 및 타당성 

HIV/AIDS 유병률은 세계은행의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15~49세의 성인 중 

HIV/AIDS에 감염된 인구의 비율로 단위는 %이다. HIV/AIDS 발생률은 

UNAIDS가 2012년에 발표한 ‘UNAIDS Report on the Global AIDS 

Epidemic’의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15~49세의 성인 중 HIV/AIDS의 발생한 

사람들의 비율로 단위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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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버넌스 변수 이외의 설명변수들

HIV/AIDS 원조변수는 IHME의 HIV/AIDS 지불액수(disbursement)자료를 이

용하였으며, 2010년의 고정 달러 값으로 변환한 1인당 원조 액수 값을 이

용하였다. IHME의 자료는 원조 지불액수를 국가별로 공적(public)/민간

(private)/다자지원(multi)으로 나누어 보고하고 있는데, 공적자금이란 국가

의 재정으로부터 공여된 기금을, 민간자금은 민간영역에서 공여된 기금

을37) 다자지원은 세계은행, 유럽연합, 지역개발은행, 기금 등의 다자기구로

부터 지원된 기금을 의미하며, 이 연구의 전체적 틀이 ODA에 한정하고 있

기 때문에 민간자금은 제외하고 공적자금과 다자지원기금만을 대상으로 분

석하였다. 

인종분화 수준 변수는 Norwegian Social Science Data Services(NSD)에서 

공개하고 있는 자료를 이용하였다38). 이는 Alesina et al(2003)이 수집하여 

2003년에 공개한 자료로서 한 국가 내의 인종, 언어, 종교적 이질성을 각각 

측정한 것으로 이 중 인종의 분화 변수만 추출하여 이용을 하였다. 하지만, 

이 자료는 각 국가마다 한 해의 수치만 보고하고 있었는데, 이 자료가 이

용 가능한 가장 적절한 자료이므로, 이 역시 인종의 구성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가정 하에 모든 년도의 수치를 동일하다고 가정하였고, 따라서 

패널 분석에서는 국가 고정효과로 간주하여 포함하지 않았다. 또 하나의 

문화적 변수로서 이슬람교도 비율 변수는 Pew Research Center39)에서 제

공하는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단위는 %이다. 이 자료는 1990년, 2010년의 

37) 이 자료에서는 다른 민간기관들로부터의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BMGF(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으로부터 공여된 기금으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38) Available from : http://www.nsd.uib.no/macrodataguide/set.html?id=16&sub=1
39) Available from : http://features.pewforum.org/muslim-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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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와 2030년의 예측치만 제공하고 있는데, 이 자료가 가장 이용할 수 있

는 최선의 자료이므로 이 중 2010년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1990년에서 

2010년까지 20년 동안 각 국가마다 이슬람교도 비율의 변화율은 다음 [표 

16]과 같다. 대부분의 국가가 5% 미만의 변화율을 보였고, 10% 이상의 변

화율을 보였던 국가는 총 232개 국가 중 12개국인데 이 중 4개 국가(아제

스바이잔, 기니,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만이 본 분석의 최종 데이터셋

에 포함되어 2002~2010년 동안 이슬람교 비율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가

정이 무리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2010년의 데이터를 동일하게 사용

한 점이 크게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 변수도 차

분의 과정을 거치는 패널 GMM분석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사회경제적 변수로서 1인당 GNI는 세계은행의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구

매력지수를 이용하여 국제달러(international dollar)로 환산된 단위이다. 

1·2차 교육등록 남/녀 비율 또한 세계은행의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공립/

사립학교의 1차·2차 교육에 등록한 남성대비 여성의 비율을 의미한다. 단

위는 %이다. 인터넷 사용자 비율 변수도 세계은행의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단위는 인구 100명당 인터넷 네트워크에 접근성을 가진 사람의 수이다.

마지막으로 GDP대비 보건의료 지출비율도 세계은행의 자료로서, 공공과 

민간 보건의료 지출을 모두 합한 수치로, 예방·치료 보건의료 서비스, 가

족계획 프로그램 등을 모두 포함한 것이며, 식수와 위생을 위한 비용은 포

함되지 않았다. 단위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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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변화율 Country 변화율 Country 변화율 Country 변화율

Afghanistan 0 Macau 0 Egypt 1.5 Senegal 1.9

Albania 12.1 Madagascar 0.2 El Salvador 0 Serbia -1.9

Algeria -0.1 Malawi -3.2 Equatorial  Guinea 1.3 Seychelles 0.6

American Samoa 0 Malaysia 12.4 Eritrea -2.1 Sierra Leone 21.5

Andorra 0.6 Maldives -1.5 Estonia -0.5 Singapore -0.5

Angola 0.6 Mali -1.2 Ethiopia 1 Slovakia 0

Anguilla -0.1 Malta 0.1 Faeroe  Islands 0 Slovenia 0.9

Antigua $ Barbuda 0.1 Marshall Islands 0 Falkland  Islands 0 Solomon  Islands 0

Argentina 1.1 Martinique 0 Micronesia 0 Somalia -0.4

Armenia -3.5 Mauritania 0.2 Fiji -1.7 South  Africa 0.1

Aruba 0.2 Mauritius 0.3 Finland 0.6 South  Korea 0.1

Australia 1 Mayotte 0.8 France 6.5 Spain 1.6

Austria 3.6 Mexico 0 French  Guiana -0.1 Sri  Lanka 0.5

Azerbaijan 20.3 Moldova 0.3 French  Polynesia 0 St.  Helena 0

Bahamas 0 Monaco 0.2 Gabon 6.4 St. Kitts and Nevis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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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변화율 Country 변화율 Country 변화율 Country 변화율

Bahrain -0.6 Mongolia -5.1 Gambia 8.3 St.Lucia 0

Bangladesh 2.1 Montenegro 2.5 Georgia -1 St.Pierre & Miquelon 0.1

Barbados 0.8 Montserrat 0 Germany 1.8 St.Vincent & Grenadines 0.7

Belarus 0.1 Morocco 0.9 Ghana 1.1 Sudan -0.6

Belgium 3.3 Mozambique 9.8 Gibraltar -2.9 Suriname 1.9

Belize 0 Namibia 0.1 Greece 2.2 Swaziland -0.3

Benin 4 Nauru 0 Greenland 0 Sweden 3.2

Bermuda 0 Nepal 0.6 Grenada 0 Switzerland 3.5

Bhutan 0 Netherlands 3.2 Guadeloupe -0.3 Syria 5.8

Bolivia 0 Netherlands Antilles 0 Guam 0 Taiwan -0.4

Bosnia-Herzegovina -1.2 New  Caledonia -0.9 Guatemala 0 Tajikistan 21.9

Botswana 0.2 New  Zealand 0.7 Guinea 15.2 Tanzania -0.1

Brazil 0 Nicaragua 0 Guinea Bissau 4.8 Thailand 1.7

Ecuador 0 Saudi  Arabia -1.9 Libya -1.4 Luxembourg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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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변화율 Country 변화율 Country 변화율 Country 변화율

Guyana -1.8 Timor-Leste -5.2 Isle of Man 0.1 Uganda 1.5

Haiti 0 Togo 0.8 Israel 3.6 Ukraine 0.7

Honduras 0 Tokelau 0 Italy 1.1 United  Arab Emirates -11

Hong Kong 0.3 Tonga 0 Ivory Coast -1.8 United  Kingdom 2.6

Hungary 0.1 Trinidad  and Tobago -0.1 Jamaica 0 United  States 0.2

Iceland 0 Tunisia 0.8 Japan 0 Uruguay 0

India 2.9 Turkey 0.3 Jordan 2 Uzbekistan 2

Indonesia 0.9 Turkmenistan 14.8 Kazakhstan 5.6 Vanuatu 0

Iran 0.1 Turk& Caicos Islands 0 Kenya 1 Vatican  City 0

Iraq 2.9 Tuvalu 0 Kiribati 0 Venezuela 0.1

Nigeria 0.3 Republic of Macedonia 11.8 Puerto Rico 0 Panama -3.8

Niue 0 Reunion 1.8 Qatar -13.1 Papua  New Guinea 0

North Korea 0 Romania 0.1 Republic of Congo 0.5 Paraguay 0

Mariana Islands 0.2 Russia 2.5 Peru 0 Zimbabwe 0

Norway 1.7 Rwanda -0.6 Philippines 0.5 Liechtenstein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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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변화율 Country 변화율 Country 변화율 Country 변화율

Oman 0 Samoa 0 Pitcairn Islands 0 Lithuania -0.1

Pakistan -0.6 San  Marino 0 Poland 0 Portugal 0.5

Palau 0 Sao Tome & Principe 0 Croatia 0.2 Yemen 0

British Virgin Islands 0.3 Denmark 2 Cuba 0 Zambia 0

Brunei -15.3 Djibouti 7 Cyprus 22.4 China 0.3

Bulgaria 0.3 Dominica 0.1 Czech Republic 0 Colombia -0.3

Burkina Faso 4.4 Dominican  Republic 0 Comoros -0.1 Wallis  and Futuna 0

Burma(Myanmar) 2.2 Kuwait -5.3 Congo 0.1 Palestinian  territories -0.5

Burundi 0.6 Kyrgyzstan 33.1 Cook Islands 0 Vietnam -0.8

Cambodia -0.8 Laos 0 Costa  Rica 0 U.S.  Virgin Islands 0

Cameroon -4 Latvia 0 Central African Republic 0.9 Kosovo 3.9

Canada 1.7 Lebanon -0.3 Chad 1.8 Ireland 0.5

Cape Verde -1.7 Lesotho 0 Channel  Islands 0 Niger -0.4

Cayman Islands 0.1 Liberia -1.6 Chile 0 Western  Sahara -0.3

표 16. 1990-2010년간의 국가별 이슬람교 비율의 변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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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분석 결과

1. 기초통계 분석 

[표 17]는 각 변수들의 요약통계를 정리한 것이다. 종속변수는 2001~2010

년 데이터의 요약통계이며, 설명변수들은 시차 변수를 이용하였으므로, 

2000~2009년 데이터의 요약통계가 된다. 종속변수를 유병률로 하였을 경우

와, 발생률로 하였을 경우 자료의 가용성의 차이로 인해 관찰 자료의 수가 

달랐다. 하지만 부패의 통제와 책무성은 결측치가 동일한 국가와 년도에서 

발생하였으므로, 거버넌스를 달리함에 따라서는 관찰자료의 수가 달라지지 

않았다. 

종속변수를 유병률로 한 경우와 발생률로 한 경우 전체 관찰치 수는 다

르지만 설명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는 거의 유사하였고, 특히 최소·최대 

값은 동일한 변수들도 많았다. 따라서, 각 변수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

은 관찰치 수가 더 많은 종속변수를 유병률로 했을 경우의 설명변수 요약

통계를 위주로 기술을 하였다.

우선 종속변수인 15~49세 인구의 HIV/AIDS의 평균 유병률은 3.87%이다. 

이는 UNAIDS가 ‘Concentrated HIV epidemic’을 국가의 유병률이 성인 

인구의 1%이하일 때로, 그리고‘Generalized HIV epidemic’을  1% 이상일 

때로 정의한 사실에 비추어볼 때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WHO Websit

e)40).  20% 이상의 유병률을 보인 국가로는 보츠나와, 레소토, 스와질랜드, 

짐바브웨이며 모두 남아프리카 지역에 위치하는 국가이다. 또 다른 종속변

수인 15~49세의 성인 HIV/AIDS 발생률의 평균은 0.57%이며, 3% 이상의 높

은 발생률을 보인 국가는 보츠나와, 스와질랜드이다. 

40) Available from : http://www.who.int/hiv/topics/surveillance/2ndgen/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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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의 통제지수는 -2.5~2.5 범위로 점수화되는데, 평균 점수는 –0.47로 

전 세계 모든 국가의 평균치가 해마다 –0.03 ~ 0.00 내의 범위에 있음을 감

안할 때 전 세계의 215개국의 평균치보다 낮았다. 이는 본 분석대상인 

HIV/AIDS의 원조를 받았던 69개 국가들은 대부분이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이

기 때문인 것으로 예측된다. 대부분의 년도에서 1.2 이상의 점수로 상대적

으로 좋은 거버넌스를 보였던 국가는 바바도스와 칠레이고, 2개년도 이상

에서 –1.3이하의 낮은 점수를 보였던 국가는 라오스, 나이지리아, 차드이다. 

책무성 지수 역시 -2.5~2.5 범위로 점수화될 수 있으며 평균 점수는 –0.39
이다. 215개국의 평균치가 해마다 0 ~ 0.02 내의 범위에 있음을 감안할 때 

전 세계의 평균치보다 역시 낮았다. 대부분의 년도에서 1 이상의 점수로 

상대적으로 좋은 거버넌스를 보였던 국가는 부패의 통제 지수와 동일하게 

바바도스와 칠레이고, 역시 대부분의 년도에서 -1.6 이하로 낮은 책무성을 

보였던 국가는 라오스였다.  

연간 평균 1인당 HIV/AIDS 원조액은 2.56$이고, 보츠와나가 가장 많은 액

수를 지원받았는데 2007, 2008년에는 각각 약 14$, 28$의 지원을 받았다가 

특히 2009년에는 집중적인 지원을 받아 1인당 122$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미비아도 4개년동안, 스와질랜드가 3개년동안 1인당 10$ 이상

의 지원을 받았고, 그 이외의 대부분의 국가는 대부분의 기간 동안 1인당 

10$ 미만의 HIV/AIDS 원조액을 지원받았다. 

이슬람 비율은 평균 약 25.50%로, 모로코, 말리, 모리타니, 니제르, 세네

갈, 타지키스탄은 5개년 이상에서 90% 이상의 비율을 보여 가장 이슬람교

도의 비율이 높은 국가였고, 약 15개 국가가 5개년도 이상에서 5%미만의 

비율을 보여 특정 일부국가에서만 높은 비율을 보이는 양상을 보였다. 평

균적인 인종 분화수준은 0.55로 코모로가 0으로 거의 단일 인종으로 이루

어진 국가였고, 우간다가 0.9이상의 수치를 보여 가장 인종 분화가 높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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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였다. 

1인당 GNI는 평균 약 3,412.9 $였고, 2개 년도에서 2만 $ 이상을 보인 국

가는 바베이도스가 유일하였으며, 브룬디와 에디오피아가 각각 5개, 2개 년

도에서 500$ 미만의 수치를 보여 가장 낮았다. 공립/사립학교의 1차·2차 

교육에 등록한 남성대비 여성의 비율은 평균 91.44% 수준으로 평균적으로

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적은 등록률을 보였다. 5개년도 이상에서 100% 이

상, 즉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등록률을 보였던 국가는 아르헨티나, 아르

메니아, 보츠와나, 카보베르데,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리소토, 몰도

바, 나미비아, 니카라과, 수리남, 타이이다. 인구 100명 중 인터넷 네트웍에 

접근성을 가진 평균 사람 수는 약 5.83명이었고, 바베이도스와 칠레가 각각 

3개년 동안 접근자수가 30명 이상으로 가장 높았고, 타지키스탄, 에티오피

아는 각각 2개년동안 1명 미만의 접근자 수치를 보임으로서 가장 낮은 국

가였다. 

평균 GDP대비 보건의료지출 비율은 약 5.97%였다. 브룬디, 몰도바가 각

각 3개 년도에서 10% 이상의 지출비율을 보여 가장 높았고, 콩고 공화국, 

인도네시아가 각각 3개, 4개 년도에서 3%이하의 지출율을 보여 가장 낮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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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Obs Mean Std. Dev. Min Max Obs Mean Std. Dev. Min Max

유병률 데이터셋 발생률 데이터셋 

종속변수 

HIV/AIDS 유병률 333 3.87 6.55 0.10 28.10  

HIV/AIDS 발생률 212 0.57 0.90 0.01 4.11  

설명변수 

Voice & Accountability 333 -0.39 0.69 -1.82 1.24 212 -0.44  0.62 -1.57  1.22  

Corruption 333 -0.47 0.58 -1.45 1.45 212 -0.53 0.52 -1.33 1.32 

Aid($) 333 2.56 7.99 0.02 122.03 212 3.43 9.61 0.02 122.03  

Enrol ratio(%) 333 91.95 12.18  55.86  112.69  212 91.44  11.89  60.90  112.69  

Ethnic fractionalization 333 0.55 0.24 0.00 0.93  212 0.59 0.22 0.06 0.93  

GNI per capita($) 333 3412.88 3550.10  420.00  21970.00  212 3,052.78  3,655.99  420.00  21,970.00  

Health expenditure/GDP(%) 333 5.97 1.70 2.13 11.80  212 5.99 1.81 2.13 11.80  

Share of Internet user(%) 333 5.83 8.34 0.02 56.07 212 4.64 7.63 0.02 56.07  

Share of Muslim(%) 333 25.50 35.52  0.09 99.80  212 27.22 33.54 0.09 99.00 

표 17. 종속변수를 유병률로 분석하였을 때의 기초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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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LS 분석 결과

 우선 Eq(2)에서 제시된 모델에 따라 단면 회귀분석으로 탐색적 분석을 

하였다.   앞에서 설명한 거버넌스 변수를 포함한 설명변수를 가지고 

HIV/AIDS의 유병률과 발생률 수준에 대하여 다변량 회귀분석으로 예측을 

하였다. 

1) 부패의 통제

종속변수를 HIV/AIDS의 유병률로 분석하였을 경우 총 관찰치 수는 333

개, 발생률로 분석하였을 경우는 212개로, [표 18]는 부패의 통제의 효과에 

대한 Eq(2)의 OLS 추정치를 제시하는 표이다. (1)과 (2)열은 종속변수가 

HIV/AIDS의 유병률일 경우 교호작용항을 포함하지 않았을 때와 포함하였을 

때의 결과이다. 교호작용항을 포함하지 않았던 모델 분석 결과에서는 부패 

통제 변수만이 5%의 유의수준에서 HIV/AIDS의 유병률에 유의하게 음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거버넌스가 원조의 수준과는 관련 

없이 독립적으로 HIV/AIDS의 유병률을 감소시키는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다른 변수들은 로그화를 함으로써 변수의 단위와 상관없

이 탄력성으로 해석해주어야 하지만 부패의 통제 변수는 로그화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를 해야 한다. 즉, 부패 통제 점수가 1점 증가하

면, HIV/AIDS의 유병률은 약 0.041%가 감소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HIV/AIDS 유병률에 대한 원조와 부패 통제와의 교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아, 

부패의 통제 수준에 따라서 HIV/AIDS 원조가 HIV/AIDS의 유병률에 미치는 

효과는 다르지 않았다. 교호작용을 포함하였던 모델((2)열)에서도 부패 통제 

항만이 음의 계수로 유의하게 산출되었는데, 이는 즉 HIV/AIDS 원조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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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즉 원조를 받지 않는 국가에서도 부패의 통제는 HIV/AIDS 유병률을 낮

추는 효과를 갖는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3),(4)열은 HIV/AIDS의 발생률을 종속변수로 하였을 때의 부패 통제의 효

과에 대한 결과이다. HIV/AIDS 발생률에서는 유병률보다 많은 변수들에서 

유의성을 보였는데, 교호작용항을 포함하지 않은 모델인 (3)열에서는 

HIV/AIDS 원조, GDP 대비 보건의료지출비율, 인터넷 접근성을 가진 인구비

율, 이슬람교도 비율이 1%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부패의 통제변수는 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른 변수들의 수준이 변하지 않을 

때 부패의 통제 점수가 1점 증가하면 HIV/AIDS의 발생률은 약 0.052%가 감

소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 부패 통제와 HIV/AIDS 원조의 교호작용항도 유

의하였지만, 양의 계수를 보여 예측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부패의 통제는 HIV/AIDS의 건강성과를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HIV/AIDS 원조와의 교호작용은 유의하지 않거나, 모호

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부패의 통제를 비롯하여 분석에 포함된 여타 통제

변수들은 HIV/AIDS 유병률 및 발생률 변이의 약 99.4 ~ 99.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책무성

역시 모델 (1)과 (2)는 종속변수를 유병률로 하여 교호작용항을 포함하지 

않았을 때와 포함하였을 때의 결과를 보여준 것이다. HIV/AIDS 원조 변수

는 양의 계수로 산출되었으나 유의하지는 않았고, 책무성은 음의 계수로 

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즉 책무성 지수가 1점 상승하면 HIV/AIDS 유병률

은 약 0.048%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는 부패의 통제 지수 1

점 상승의 효과와 거의 비슷하였다. 교호작용항을 포함하였을 때 HIV/A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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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와 책무성 지수와의 교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다. 역시 마찬가지로 교

호작용항을 포함한 모델에서도 책무성 지수 단독 항은 음수의 계수로 유의

하게 나와 HIV/AIDS 원조를 받지 않은 국가에서도 책무성은 HIV/AIDS의 유

병률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종속변수가 AIDS/HIV 발생률일 때에는 책무성은 직접적인 영향도, 

교호작용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책무성 지수를 비롯하여 분석

에 포함된 여타 통제변수들은 HIV/AIDS 유병률 및 발생률 변이의 약 99.4 

~ 99.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러한 OLS 분석은 HIV/AIDS라는 변수의 내

생성을 고려하지 않은 모델이고, 또한 모델링되지 않은 어떠한 국가 특이 

고정효과가 존재할 수도 있다. 즉 여기서의 OLS 분석 결과는 편의되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원인관계에 대한 입증으로 온전히 해석할 수가 없

다. 따라서 결과에 확신을 얻기 위하여 이러한 효과들을 고려한 동적 패널

모형을 이용한 System-GMM 분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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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 HIV/AIDS Prevalence HIV/AIDS Incidence

모델 : 
Without interaction

(1)

With interaction

(2)

Without interaction

(3)

With interaction

(4)

β SE β SE β SE β SE

lagged prevalence(logit) *0.974 0.005 *0.974 0.005  

lagged incidence(ln) *1.026 0.008  *1.028 0.008  

Aid(ln) 0.006 0.007 0.007 0.007 *-0.038 0.008 *-0.033 0.008 

Enroll ratio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Ethnic fractionalization 0.003 0.041 0.001 0.041 -0.078 0.058 -0.082 0.058 

GNI per capita(ln) 0.008 0.018 0.003 0.019 -0.011 0.019 -0.021 0.020 

Health Expenditure 0.002 0.005 0.002 0.005 *0.016 0.006 *0.017 0.006 

Share of internet user(ln) -0.005 0.009 -0.003 0.010 *0.038 0.010 *0.042 0.010 

Share of Muslim 0.001 0.004 0.001 0.004 *0.021 0.007 *0.020 0.007 

Corruption **-0.041 0.016 **-0.040 0.016 **-0.052 0.023 -0.013 0.029 

Aid(ln) * Corruption 0.006 0.009 **0.024 0.011 

constant -0.275 0.171 -0.247 0.176 -0.162 0.190 -0.119 0.189 

Observations 333 333 212 212

R-squared 0.996 0.996 0.996 0.994

* Significant at the 1% level
** Significant at the 5% level 

표 18. 원조효과성에서 부패 퉁제의 영향 : Cross-sectional OLS analysis 



- 129 -

종속변수 : HIV/AIDS Prevalence HIV/AIDS Incidence

모델 : 
Without interaction

(1)

With interaction

(2)

Without interaction

(3)

With interaction

(4)

β SE β SE β SE β SE

lagged prevalence(logit) *0.973 0.005  *0.973 0.005  

lagged incidence(ln) *1.021 0.008  *1.021 0.008  

Aid(ln) 0.005 0.007 0.005 0.007 *-0.040 0.008 *-0.041 0.008 

Enroll ratio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Ethnic fractionalization 0.027 0.041 0.023 0.042 -0.047 0.059 -0.041 0.061 

GNI per capita(ln) 0.006 0.017 0.004 0.018 -0.026 0.018 -0.024 0.018 

Health Expenditure 0.004 0.005 0.004 0.005 **0.014 0.006 **0.014 0.006 

Share of internet user(ln) -0.001 0.009 0.000 0.010 *0.042 0.010 *0.041 0.010 

Share of Muslim 0.000 0.004 0.000 0.004 **0.018 0.007 **0.018 0.007 

Accountability *-0.048 0.013 *-0.047 0.013 -0.022 0.016 -0.031 0.026 

Aid(ln) * Accountability 0.003 0.007 -0.004 0.010 

constant -0.310 0.167 -0.292 0.173 -0.048 0.180 -0.067 0.186 

 

Observations 333 333 212 212

R-squared 0.996 0.996 0.994 0.994

* Significant at the 1% level
** Significant at the 5% level 

표 19. 원조효과성에서 책무성의 영향 : Cross-sectional OLS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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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ynamic Panel System-GMM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자료의 10년이라는 기간은 거시경제적 분석을 

하기에 충분히 긴 기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25년의 HIV/AIDS의 역사에 

비추어 볼 때 또한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은 아니며, 2001~2010년은 

HIV/AIDS의 퇴치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반영될 수 있는 기간이 포함되

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HIV/AIDS 유행병의 진화과정에서, 그 양상에 영

향을 줄 수 있는 결정인자들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기간이라고

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2000년대 초에 HIV/AIDS의 유병률, 발생률에 영

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2010년에 동일하게 영향력을 가지지는 않을 것

이며, 또한 여전히 영향력을 가지는 요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영향력의 크

기도 달라질 것이다. 

종속변수의 시차변수를 설명변수로 사용한다면, 그 변수는 구조상 내생

변수가 된다. 이러한 본질적 내생성을 해결하면서 변수들의 영향력을 예측

할 수 있는 방법으로 GMM을 이용하여 분석을 하였다.  

1) 부패의 통제 

[표 21]의 (1),(2)열은 부패의 통제가 HIV/AIDS의 원조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HIV/AIDS의 유병률을 종속변수로 하여 교호작용을 포함하지 않았을 

때와 포함한 모델을 System-GMM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 것이다. 부패

의 통제는 HIV/AIDS 유병률에 대하여 독립적인 효과로도 유의하지 않았고, 

교호작용도 유의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HIV/AIDS 원조 변

수도 유의한 효과가 없었다. 

종속변수를 HIV/AIDS 발생률로 하여 교호작용을 포함하지 않았던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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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열)에서는 HIV/AIDS 원조변수와 부패의 통제변수가 1%수준에서 유의하

였고 계수가 음의 방향을 나타내어 원조와 부패의 통제는 발생률을 독립적

으로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이는 교호작용을 포

함하여 분석을 하였을 때에도 거의 유사한 경향을 보였고 교호작용은 유의

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HIV/AIDS원조와 부패의 통제는 각각 

다른 변수의 변화가 동일할 때 HIV/AIDS 발생률에 미치는 영향이 일정하

며, 두 변수가 서로의 효과를 상승시켜주거나 상쇄시켜주는 효과는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계수 크기만을 가지고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HIV/AIDS 원조 액수가 1% 상승할 때 다론 조건이 동일하다면, HIV/AIDS의 

발생률을 약 0.066%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었고, 부패의 통제지수는 1점

이 상승하면 발생률을 약 0.24%를 감소시켜준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과대식별 검정을 위한 Sargan-test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선택된 

모든 도구변수들이 오차항과 상관관계가 없다. 즉 과대식별이 적절하다’

는 귀무가설에 대한 가설검정인데, 네 가지 모델 모두에서 P-value가 0.05 

이하로 모두 5%의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이 기각이 되는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Allerano & Bond(1991)은 오차항 에 이분산성이 존재하는 경우에

는 Sargan-test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즉 오차항이 동분산성 

가정을 충족한 상태에서 만약 위처럼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된다면 모형설

정 자체를 다시하거나 도구변수 선정을 다시 할 것을 고려해야 하지만, 이

와 같은 경우에서는 귀무가설 기각이 실제로 과대식별 조건이 적절하지 않

아서인지, 이분산성 때문인지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도

구변수의 수가 패널그룹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도 Sargan-test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민인식 & 최필선, 2009). 본 분석에서는 종속변수를 

유병률로 한 경우 교호작용 포함하지 않은 모델과 포함한 모델의 도구변수 

수가 각각 32, 33개이고 패널그룹의 수는 56개로 후자의 문제는 없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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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생각되지만 오차항의 이분산성 여부가 확실하지 않으므로 여전히 

Sargan-test의 결과를 확실히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종속변수를 발생률로 

한 경우에는 도구변수의 수가 36, 37개로 패널그룹의 수인 34보다 많기 때

문이 이러한 문제로 인해 Sargan-test의 신뢰성이 의심될 수도 있다. 

자기상관 검정 결과를 보면 유병률을 종속변수로 한 모델에서는 1계 자

기상관이 없다는 귀무가설은 5% 유의수준에서 모두 기각되나, 2계 자기상

관 귀무가설은 기각되지 못하여, 1계자기상관은 존재하지만 2계 자기상관

은 모두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책무성

책무성의 효과분석에서도 종속변수를 HIV/AIDS 유병률로 분석을 하였을 

경우에는 거버넌스와 원조 변수를 포함한 모든 변수들이 유의하지 않았던 

반면 종속변수를 발생률로 하여 분석을 한 경우에는 결과의 양상이 달랐는

데, 교호작용을 포함하지 않았던 모델((3)열)에서는 원조변수와 책무성변수

가 음의 계수로 1% 수준에서 유의하였고 인터넷 사용자 비율 변수가 5%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교호작용을 포함한 모델((4)열)에서도 역시 원조변

수와 인터넷 사용자 비율 변수가 각각 1%, 5% 수준에서 유의하였고, 원조

와 책무성의 교호작용 변수가 음의 계수로 5%에서 유의하였다.  

다음 [표 20]은 교호작용이 유의하였던 HIV/AIDS의 발생률에 대한 

HIV/AIDS의 효과가 각각 다른 책무성 수준, 즉 책무성의 평균에서 한 표준

편차를 가감한 수준일 때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표로 나타낸 것이다. 각기 

다른 수준의 거버넌스에서 HIV/AIDS원조가 HIV/AIDS 발생률에 가지는 총 

효과는 Eq(12)와 같이 계산될 수 있는데 이러한 식에 [표 17]에서 산출된 

HIV/AIDS 원조변수의 계수 및 책무성의 기초통계량을 대입하여 아래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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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값을 산출한 것이다.    

∆  

∆ 
   ·  ------- Eq(12)

-  : HIV/AIDS 원조변수의 계수 

-  : HIV/AIDS 원조변수와 거버넌스 교호작용항의 계수 

- : 거버넌스 지수

  

종속변수 HIV/AIDS 발생률 

거버넌스 accountability 

거버넌스 수준
-2STD - 1 STD 평균 + 1 STD 

-2.296 -1.058 -0.439 0.181

Aid의 효과 0.0054 -0.059 -0.091 -0.123 

표 20. 책무성 수준을 달리했을 때 HIV/AIDS 발생률에 대한 원조의 효과

 [표 20]은 매우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준다. 책무성의 수준이 평균에서 

한 표준편차 평균보다 한 표준편차 낮거나, 평균, 혹은 한 표준편차가 높은 

수준에서는 모두 원조의 액수가 높아질수록 발생률을 낮추는 결과를 나타

내지만, 평균에서 두 표준 편차 낮은 수준에서는 오히려 원조가 증가할수

록 발생률은 높아진다는 결과를 보인다. 즉 책무성 점수가 어느 수준이하

로 낮아지면 원조가 HIV/AIDS 발생률을 낮추는 흐름이 방향을 달리하여 발

생률을 높이는 효과로 나타난다고 해석될 수 있다. 이는 Hsiao & 

Heller(2007)의 제도적 역량과 인력이 결여된 원조는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주장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발생률을 낮추다가 높이게 되는 책무성

의 수준을 계산해보면 약 WGI의 지표에서 –2.1923 정도의 수준이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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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GI의 2012년 책무성 지수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가장 하위 4개 국가 에

리트레아, 북한, 소말리아, 투르크매니스탄에 해당된다.

Dynamic Panel system-GMM 분석 결과를 전반적으로 종합하여 볼 때 결

과변수를 유병률로 한 경우에는 거버넌스 요인에 상관없이, 즉 부패의 통

제든 책무성이든 거버넌스의 유의한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원조 

변수도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결과변수가 발생률이었을 때에는 

부패의 통제 수준이 원조와 관계없이 유의한 독립적인 효과를 보였으며 책

무성 변수는 HIV/AIDS 원조변수와 유의한 교호작용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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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 HIV/AIDS Prevalence HIV/AIDS Incidence

모델 : 
Without interaction

(1)

With interaction

(2)

Without interaction

(3)

With interaction

(4)

β SE β SE β SE β SE

lagged prevalence(logit) *0.938 0.028  *0.942 0.029  

lagged incidence(ln) *0.924 0.060  *0.930 0.060  

Enroll ratio 0.004 0.009  0.003 0.009  -0.008 0.007  -0.008 0.007  

GNI per capita(ln) 0.069 0.116 0.081 0.117 -0.031 0.153 -0.028 0.155 

Aid(ln) 0.009 0.019 -0.002 0.022 *-0.066 0.017 *-0.066 0.022 

Health Expenditure 0.013 0.020 0.011 0.020 -0.016 0.017 -0.016 0.017 

Share of internet user(ln) -0.012 0.028 -0.020 0.029 *0.077 0.027 *0.076 0.027 

Corruption 0.064 0.096 0.079 0.098 *-0.238 0.071 *-0.235 0.073 

Aid(ln) * Corruption -0.032 0.031 0.002 0.030 

constant -1.143 0.666 -1.114 0.670 0.767 0.944 0.730 0.949 

Sargan-Hansen test : Over-id test  0.0006  0.0011   0.0016   0.0017

A-R(1) : Serial correlation test 0.0353 0.0326  0.0089 0.0098 

A-R(2) : Serial correlation test 0.8468  0.8699 0.6310 0.6272 

No of instrument(No of group) 32(56) 33(56) 36(34) 37(34)

No of observations 219 219 142 142

* Significant at the 1% level
** Significant at the 5% level

표 21. 원조효과성에서 부패통제의 영향: Dynamic Panel System-GMM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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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 HIV/AIDS Prevalence HIV/AIDS Incidence

모델 : 
Without interaction

(1)

With interaction

(2)

Without interaction

(3)

With interaction

(4)

β SE β SE β SE β SE

lagged prevalence(logit) *0.938 0.029 *0.942 0.029 

lagged incidence(ln) 　 　 *0.924 0.058 *0.913 0.057  

Enroll ratio 0.003 0.009 0.003 0.009 -0.004 0.006 -0.005 0.006  

GNI per capita(ln) 0.082 0.117 0.087 0.118 0.001 0.153 -0.022 0.151 

Aid(ln) 0.012 0.019 0.005 0.021 *-0.094 0.016 *-0.114 0.019 

Health Expenditure 0.010 0.020 0.010 0.020 -0.002 0.017 -0.004 0.016 

Share of internet user(ln) -0.011 0.028 -0.014 0.029 **0.065 0.027 **0.067 0.026 

Accountability 0.066 0.107 0.065 0.107 *-0.242 0.071 *-0.192 0.075 

Aid(ln) * Accountability -0.021 0.027   **-0.052 0.030 

constant -1.145 0.667 -1.111 0.673 0.047 0.993 0.411 0.997 

Sargan-Hansen test : Over-id test   0.0007  0.0010  0.0012  0.0015

A-R(1) : Serial correlation test 0.0316 0.0295  0.0104 0.0220 

A-R(2) : Serial correlation test  0.6039 0.4061  0.5312 0.5270

No of instrument(No of group) 32(56) 33(56) 36(34) 37(34)

No of observations 219 219 142 142

* Significant at the 1% level
** Significant at the 5% level

표 22. 원조효과성에서 책무성의 영향 : Dynamic panel System-GMM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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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감도 분석 

앞에서 제시한 기본분석들의 결과들은 여타의 분석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의 변수들의 불확정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변수들의 조

건변화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본

분석들의 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건을 달리

한 네 가지 분석을 수행하였다. 첫 번째로 이상수치를 제외한 분석 결과, 

부패의 통제 변수를 WGI와는 다른 지수를 이용했을 때의 결과, 결측값을 

지닌 변수들을 대체하여 분석하였을 때의 결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제변

수로서 인권변수를 포함하였을 때의 결과이다.

1) 이상수치 제외

Dfbetas는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된 개별변수에 대한 회귀계수와 제거된 

관찰치를 가지고 계산된 회귀 계수와의 차이를 계산한 것으로 그 관찰치의 

영향력을 평가하는 통계적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dfbetas가 0보다 크다면 그 관찰치는 slope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0보다 작다면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다. 이상

수치로 간주하는 기준값(cut-off value)은   (이 때 n은 관찰치의 개

수)으로서 dfbetas가 이보다 크다면 영향력 있는 이상수치라고 간주를 하게 

된다. 

본 분석에서는 관심변수인 각각 유병률과 발생률의 시차변수(lagged 

prevalence)에 대한 dfbetas로 산출하였다. 이 변수를 기준으로 이상수치를 

가려낸 이유는 유병률과 발생률의 시차변수가 전반적인 결과의 경향과 크

게 벗어나는 수치라는 의미는 유병률과 발생률이 그 다음해의 유병률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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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률과 크게 다르다는 의미이고, 이는 전반적인 경향에서 벗어나 해당년도

에만 발생한 특별한 원인에 의해서 유병률과 발생률이 급격히 변화를 했다

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각 유병률과 발생률을 종속변수로 하는 데이터셋에서  을 초과하는 

값을 이상수치 값으로 선정한 결과, 유병률을 종속변수로 하는 데이터셋에

서는 21개의 값이, 발생률을 종속변수로 하는 데이터셋에서는 12개의 값이 

부적절한 영향력을 미치는 이상수치로 인식되었다. 이들을 제외한 후의 분

석은 [표 23][표 24]와 같다. 이상수치를 제외한 분석에서도 유병률에 유의

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없었다. 발생률을 종속변수로 하였을 때에도 

유의수준에서만 약간 변화가 있었을 뿐 유의하게 산출된 변수는 기본분석

에서의 결과와 동일하였다. 

2) 부패의 통제 지수 : CPI

부패 통제 수준 변수를 CPI로 분석을 하였을 경우에도 여전히 마찬가지

로 유병률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는 없었다. 종속변수를 발생률로 

한 경우에 HIV/AIDS의 원조 변수와 부패 통제변수 단독 항이 각각 1%, 5% 

%수준에서 유의하였고, HIV/AIDS 원조와 교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다[표 

25]. 



- 139 -

종속변수 : HIV/AIDS Prevalence HIV/AIDS Incidence

모델 : 
Without interaction

(1)

With interaction

(2)

Without interaction

(3)

With interaction

(4)

β SE β SE β SE β SE

lagged prevalence(logit) *0.961 0.014 *0.961 0.015 

lagged incidence(ln) 　 　 　 　 *1.070 0.044 *1.052 0.045 

Enroll ratio 0.006 0.004 0.006 0.004 -0.008 0.004 -0.009 0.004 

GNI per capita(ln) -0.056 0.057 -0.057 0.058 0.193 0.123 0.217 0.122 

Aid(ln) 0.001 0.008 0.001 0.009 **-0.039 0.016 *-0.047 0.018 

Health Expenditure 0.009 0.009 0.010 0.009 -0.014 0.014 -0.014 0.014 

Share of internet user(ln) -0.009 0.021 -0.008 0.021 **0.048 0.019 **0.042 0.019 

Corruption -0.029 0.043 -0.031 0.044 *-0.253 0.054 *-0.299 0.065 

Aid(ln) * Corruption 0.002 0.013 -0.030 0.025 

constant -0.365 0.356 -0.364 0.359 -0.730 0.755 -0.854 0.747 

No of observations 196 196 128 128

* Significant at the 1% level
** Significant at the 5% level

표 23. 원조효과성에서 부패통제의 영향 : 이상수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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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 HIV/AIDS Prevalence HIV/AIDS Incidence

모델 : 
Without interaction

(1)

With interaction

(2)

Without interaction

(3)

With interaction

(4)

β SE β SE β SE β SE

lagged prevalence(logit) *0.957 0.013 *0.954 0.013 

lagged incidence(ln) 　 　 　 　 1.017 0.037 0.998 0.037 

Enroll ratio 0.007 0.004 0.007 0.004 -0.002 0.004 -0.003 0.004 

GNI per capita(ln) -0.069 0.056 -0.074 0.056 0.086 0.111 0.110 0.110 

Aid(ln) 0.002 0.008 0.005 0.009 *-0.064 0.014 *-0.076 0.015 

Health Expenditure 0.009 0.009 0.010 0.009 0.000 0.013 -0.002 0.013 

Share of internet user(ln) -0.007 0.021 -0.005 0.021 *0.047 0.018 **0.040 0.018 

Accountability -0.006 0.045 -0.015 0.046 *-0.267 0.054 *-0.344 0.062 

Aid(ln) * Accountability 0.010 0.014 **-0.052 0.021 

constant -0.293 0.359 -0.274 0.359 -0.621 0.688 -0.678 0.683 

No of observations 196 196 128 128

* Significant at the 1% level
** Significant at the 5% level

표 24. 원조효과성에서 책무성의 영향 : 이상수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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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 Prevalence Incidence

모델 : 
Without interaction

(1)

With interaction

(2)

Without interaction

(3)

With interaction

(4)

β SE β SE β SE β SE

lagged prevalence(logit) *0.936 0.032  *0.940 0.033  

lagged incidence(ln) 0.946 0.044  0.945 0.043  

Enroll ratio 0.000 0.010  -0.003 0.011  -0.012 0.010  -0.007 0.010  

GNI per capita(ln) 0.040 0.130 0.075 0.135 0.098 0.134 0.037 0.135 

Aid(ln) 0.011 0.027 0.080 0.062 *-0.091 0.024 *-0.183 0.059 

Health Expenditure 0.016 0.023 0.008 0.024 -0.001 0.020 0.003 0.020 

Share of internet user(ln) -0.028 0.036 -0.032 0.037 0.022 0.032 0.019 0.031 

Corruption(CPI) 0.026 0.059 0.035 0.060 **-0.117 0.051 **-0.121 0.050 

Aid(ln) * Corruption -0.019 0.015 0.612 0.577 0.027 0.016 

constant -0.620 0.654 -0.631 0.663 0.616 0.562 

Sargan-Hansen test : Over-id test   0.0918   0.148   0.1068   0.1114

A-R(1) : Serial correlation test  0.0943  0.0841   0.0687 0.0760

A-R(2) : Serial correlation test  0.8234 0.7761 0.1814 0.1293

No of instrument(No of group) 32(55) 33(55) 31(33) 32(33)

No of observations 167 167 107 107

* Significant at the 1% level
** Significant at the 5% level

표 25. HIV/AIDS 유병률 및 발생률에 대한 원조 효과성에서 부패 통제의 영향 : 부패지수를 CPI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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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측값의 대체 

결측값을 대체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으려면 우선 결측값들의 분포 

패턴을 파악해야 한다. 결측값이 발생하는 유형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졸업, 사망 등으로 인한 사회적·자연적 과정에 따라 자연스럽게 

탈락(attrition)되는 경우이고 두 번째로는 특정한 특성을 지닌 응답자에게

만 질문이 주어지는 경우 때문이다. 세 번째로는 패턴이 없는 무작위적 결

측값이고 마지막으로는 응답자가 특정 이유로 응답을 거절하는 이유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결측값이 발생할 때 결측값들은 다음[표 26]와 같이 분류

할 수 있다. 

결측값 유형 설명

Missing Completely at 

Random(MCAR)

즉 결측값이 완전히 무작위적으로 발생한 경우로 x, y

값과 관련이 없는 경우

Missing at 

Random(MAR)

결측값이 어느 정도 무작위적으로 발생한 경우로, 결측

값이 y값에는 관련성이 없으나 x값에 따라 발생한 경

우. 예)서비스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소득에 대해 

응답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Missing not at 

Random(MNAR)

결측값이 결측값 자체에 따라 발생한 경우. 예) 고소득

인 사람이 소득에 대해 응답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표 26. 결측값의 유형

하지만 사실상 분석을 수행할 때 우리는 실제로 결측값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유형인지를 100% 확신할 수 없다. MCAR 여부에 대한 

t-test가 가능하기는 하나 완전히 정확하지는 않고, 많은 경우 결측값 자료



- 143 -

들을 MCAR이나 혹은 MAR로 가정하기는 하나 실제로 MNAR인 경우도 종

종 존재한다. 하지만 MNAR 자료로 MAR분석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결측의 방향을 간접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다른 측정된 변수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고소득인 사람들이 소득에 대한 질문에 덜 응답

을 하는 경향이 있으나, 교육년수 혹은 투자 횟수와 같은 측정된 변수들을 

가지고 결측의 패턴을 예측할 수 있다. 

결측치의 패턴을 파악하였으면, 가장 적절하고 가장 편의를 적게 일으키

는 분석법을 결정하여야 하며, 다음 [표 27]과 같은 방법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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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etion Methods

Listwise 

deletion

이 방법은 모든 데이터가 있는 관찰치만 가지고 분석하는 방법으로 

단순하고 분석간 비교가 용이한 장점이 있지만, n수가 감소하여 검

정력이 줄어들고 모든 정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를 

많이 잃는 것이며, 결측값이 MCAR이 아닐 때는 편의가 발생한다. 

pairwise 

deletion

관심변수가 존재하는 관찰치만 가지고 분석하는 방법으로 가능한 많

은 관찰치과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분석마다 사

용된 샘플이 다르므로 결과를 비교할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다.

Single Imputation Methods

Mean/mode 

substitution

결측값을 샘플의 평균으로 대체하는 법으로 모든 관찰치를 다 이용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관찰치 간의 변이성(variability)을 감소

시키며 covariance와 correlation을 약하게 한다. 

dummy variable 

method 

결측치에 대한 모든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결과에 

편의가 생기고 이론에 밑바탕을 둔 분석법이 아니다. 

single 

regression

결측값을 회귀분석을 통해 예측된 점수로 대체하는 것이다. 관찰된 

자료로부터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분산이 줄어

든다는 단점이 있다. 

Model-Based Methods

Maximum 

Likelihood

가장 높은 log-likelihood를 보이는 변수 값을 찾아 대체하는 것으로 

log-likelihood를 계산하는 데에 모든 정보를 이용한다는 장점이 있고 

MCAR/MAR의 경우는 편의되지 않는 방법이나, SE가 하향편의하는 

경향이 있다. 

Multiple 

imputation

특정 회귀모델을 이용하여 결측값으로 대체된 데이터셋이 여러 개 

만들어져서 각 데이터셋으로 분석을 수행하고, 결과가 병합되어 하

나의 예측치로 나오는 과정을 거치는 방법이다. 각 결측치에 대해 

몇 개의 결측치가 형성되기 때문에 변이성이 좀 더 정확하다는 장점

이 있으나 모델이 잘못 지정되었을 때 에러의 여지가 있고, 코딩과

정이 좀 번거롭다는 단점이 있다. 

표 27. 결측값이 있는 데이터의 분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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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complete  incomplete imputed  total

Enroll ratio 750      385 385 1135

GNI per capita(ln) 1041     94 94 1135

Health Expenditure 1088     47 47 1135

Share of internet user(ln) 1074     61 61 1135

표 28. 본 분석에서의 결측치 패턴

본 분석에서도 그러하지만 하나의 변수가 아닌 여러 가지 변수들에서 결

측치가 발생하여 동시에 대체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을 때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위의 [표 27]에서 제시된 방법에서 모델기반의 방법인 multiple 

imputation을 이용하였다.  

Stata에서 제공하는 결측치 multiple imputation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한 가지는 한 관찰치가 여러 변수에서 일관되게 결측이 발생한 경우

에 사용하는 것이고(mi impute monotone), 또 한 가지는 결측이 불규칙하

게 발생하는 경우 사용하는 방법이며(mi impute mvn), 반복적인 MCMC를 

이용하는 것이다(Schafer, 1997). 

거버넌스 변수와 종속변수인 HIV/AIDS 성과변수는 결측치가 상대적으로 

적고 가장 정확성을 기해야 하는 변수이기 때문에 이 두 변수를 제외하고 

아래와 같은 나머지 네 가지 독립변수들에 대하여 대체과정을 수행하였다

[표 28].  

분석 결과는 다음 아래 [표 29][표 30]과 같다. 기본분석의 결과 그리고 

앞의 두 가지 분석의 결과와 동일하게 역시나 유병률을 종속변수로 한 경

우에서는 유의한 변수가 없었다. 

종속변수를 발생률로 한 경우, 기본분석에서는 부패 통제 변수가 단독항

으로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었었으나, 결측값을 대체한 데이터셋의 분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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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HIV/AIDS 원조 변수는 여전히 5%수

준에서 유의하였다. 책무성 변수는 역시 기본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교호

항으로는 1% 수준에서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호항 

계수의 방향성과 크기는 거의 유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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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 HIV/AIDS Prevalence HIV/AIDS Incidence

모델 : 
Without interaction

(1)

With interaction

(2)

Without interaction

(3)

With interaction

(4)

β SE β SE β SE β SE

lagged prevalence(logit) *0.916 0.009 *0.919 0.009 

lagged incidence(ln) *0.931 0.017 *0.929 0.017 

Enroll ratio 0.000 0.001 0.000 0.001 0.000 0.001 0.000 0.001 

GNI per capita(ln) -0.029 0.025 -0.030 0.026 -0.014 0.037 -0.012 0.036 

Aid(ln) 0.005 0.007 -0.003 0.009 *-0.058 0.008 *-0.066 0.014 

Health Expenditure 0.002 0.007 0.002 0.007 -0.008 0.008 -0.008 0.008 

Share of internet user(ln) -0.012 0.011 -0.013 0.011 *0.045 0.011 *0.042 0.012 

Corruption 0.064 0.035 0.057 0.036 -0.016 0.047 -0.009 0.048 

Aid(ln) * Corruption -0.015 0.011 -0.014 0.017 

constant 0.032 0.208 0.044 0.212 -0.095 0.291 -0.103 0.288 

No of observations 648 648 450 450

* Significant at the 1% level
** Significant at the 5% level

표 29. 원조효과성에서 부패의 통제의 영향 : 결측값의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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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 HIV/AIDS Prevalence HIV/AIDS Incidence

모델 : 
Without interaction

(1)

With interaction

(2)

Without interaction

(3)

With interaction

(4)

β SE β SE β SE β SE

lagged prevalence(logit) *0.925 0.009 *0.925 0.009 *0.930 0.016 *0.928 0.016 

lagged incidence(ln)

Enroll ratio 0.000 0.001 0.000 0.001 0.000 0.001 0.000 0.001 

GNI per capita(ln) -0.025 0.026 -0.024 0.025 -0.013 0.036 -0.011 0.036 

Aid(ln) 0.004 0.007 -0.001 0.008 *-0.058 0.008 *-0.084 0.010 

Health Expenditure 0.004 0.007 0.003 0.007 -0.009 0.008 -0.007 0.008 

Share of internet user(ln) -0.012 0.011 -0.013 0.011 *0.045 0.012 *0.036 0.012 

Accountability -0.015 0.035 -0.020 0.035 -0.001 0.044 0.003 0.043 

Aid(ln) * Accountability -0.009 0.009 *-0.053 0.013 

constant -0.031 0.207 -0.034 0.207 -0.094 0.291 -0.097 0.282 

No of observations 648 648 450 450

* Significant at the 1% level
** Significant at the 5% level

표 30. 원조효과성에서 책무성의 역할 : 결측값의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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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권 변수 포함 

인권변수와 HIV/AIDS 건강성과의 이론적 상관관계는 많이 논의되었고, 

실제 원조사업에서도 인권의 보호를 바탕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고안되어 

시행되기도 하였으나 실증적 입증이 부재하여, HIV/AIDS 건강성과에 영향

을 미친다고 견고한 경험적 입증과 이론적 바탕 하에 선택된 사회·경제

적, 문화적 변수들만 포함하였던 기본분석에서는 통제변수로서 포함하지 

않았다. 하지만 인권을 나타내는 지표인 CIRI와 부패통제, 책무성과의 상관

관계 탐색 결과 유의하면서 높은 상관성을 보였고. 특히 WGI의 책무성과

는 0.9 이상의 매우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따라서 민감도 분석으로 이러한 

인권변수를 통제변수로 포함하여 결과를 제기하였다. 

책무성 부패의 통제

CIRI 0.9098(0.0000) 0.6924(0.0000)

표 31. 인권 수준과 부패의 통제/책무성간의 상관관계(2001~2010의 평균수치) 

부패의 통제의 효과는 발생률을 종속 변수로 한 경우에서는 기본분석에

서와 유의성 수준만 약간 변화하였을 뿐 유의한 변수와 계수의 방향성은 

동일하였다. 하지만 종속변수를 유병률로 하였을 경우에 변화가 있었는데, 

기존의 기본분석과 다른 민감도 분석에서 어떠한 변수도 유의하지 않게 산

출되었던 결과가 CIRI 인권변수는 HIV/AIDS 유병률에 유의한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산출되었다. 책무성의 효과분석 결과도 마찬가지이다. 발생률

을 종속 변수로 하였을 때에는 기본분석에서와 유의한 변수, 유의수준도 

동일하게 산출되었으나, 유병률에 대한 효과에서 CIRI 인권변수가 5% 수준

에서 유일하게 산출되는 결과의 변화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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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부패의 통제와 책무성이 HIV/AIDS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분석에서의 결과와 거의 다를 바 없이 산출되어 결과는 여전히 robust

한 것으로 판단할 있었다. 



- 151 -

종속변수 : HIV/AIDS Prevalence HIV/AIDS Incidence

모델 : 
Without interaction

(1)

With interaction

(2)

Without interaction

(3)

With interaction

(4)

β SE β SE β SE β SE

lagged prevalence(logit) 0.944 0.028 0.947 0.028 

lagged incidence(ln) 0.924 0.060 0.932 0.060 

Enroll ratio 0.005 0.009 0.005 0.009 -0.006 0.007 -0.006 0.007 

GNI per capita(ln) 0.041 0.116 0.050 0.117 -0.072 0.161 -0.059 0.161 

Aid(ln) 0.008 0.019 -0.002 0.022 *-0.068 0.017 *-0.075 0.021 

Health Expenditure 0.018 0.020 0.016 0.020 -0.019 0.018 -0.020 0.018 

Share of internet user(ln) -0.031 0.029 -0.038 0.030 *0.078 0.029 **0.075 0.029 

CIRI human right **-0.012 0.006 -0.012 0.006 0.000 0.006 0.000 0.006 

Corruption 0.058 0.096 0.073 0.098 *-0.234 0.072 **-0.256 0.102 

Aid(ln) * Corruption  -0.030 0.031 -0.012 0.035 

constant -0.822 0.684 -0.796 0.688 0.845 0.984 0.766 0.991 

No of observations 219 219 142 142

* Significant at the 1% level
** Significant at the 5% level

표 32. 원조효과성에서 부패통제의 영향 : CIRI 인권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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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 HIV/AIDS Prevalence HIV/AIDS Incidence

모델 : 
Without interaction

(1)

With interaction

(2)

Without interaction

(3)

With interaction

(4)

β SE β SE β SE β SE

lagged prevalence(logit) 0.944 0.029  0.948 0.029  

lagged incidence(ln) 0.925 0.058  0.904 0.058  

Enroll ratio 0.004 0.009  0.004 0.009  -0.001 0.007  -0.004 0.007  

GNI per capita(ln) 0.053 0.117 0.056 0.118 -0.046 0.161 -0.063 0.158 

Aid(ln) 0.010 0.019 0.001 0.021 *-0.098 0.017 *-0.115 0.018 

Health Expenditure 0.015 0.020 0.015 0.020 -0.005 0.017 -0.010 0.017 

Share of internet user(ln) -0.030 0.029 -0.035 0.029 **0.066 0.029 **0.066 0.029 

CIRI human right **-0.012 0.006 **-0.013 0.006 0.000 0.006 0.000 0.006 

Accountability 0.062 0.105 0.062 0.105 *-0.240 0.072 *-0.336 0.085 

Aid(ln) * Accountability -0.026 0.027 **-0.063 0.032 

constant -0.823 0.684 -0.752 0.692 0.139 1.034 0.585 1.039 

No of observations 219 219 142 142

* Significant at the 1% level
** Significant at the 5% level

표 33. 원조효과성에서 책무성의 영향 : CIRI 인권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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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고찰  

1. 분석의 요약 및 해석

거버넌스와 원조 효과성의 관련성에 대한 논의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원조의 효과성이 단지 원조의 액수가 아니라 그 재원이 어떻게 집행되고 

분배되는가를 결정하는 거버넌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믿을 만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하지만, 이를 계량적으로 증명해 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데 이는 HIV/AIDS는 단순히 바이러스가 공기 혹은 음식물을 통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전파모드를 가지고 있으며 여러 가지 사회·문화·경

제적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특성으로 인해 계량적 증명에서 더욱 고려해

야 할 것이 많다는 점도 한 가지 어려움의 요인이기도 하다. 

분석 결과의 첫 번째 특징으로는 OLS 분석과 System-GMM 분석은 유의

한 변수들과 변수들의 계수의 크기가 다르게 산출되었다. OLS에서는 발생

률보다는 유병률에 더 유의한 효과를 보인 반면, System-GMM분석에서는 

발생률에 더 유의한 효과를 보였고 책무성 변수가 더욱 그러하였다. 만약 

국가 고정효과와 설명변수들의 내생성이 큰 문제가 아니라면 OLS와 

System-GMM 분석 결과를 비교했을 때 산출된 계수들은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하지만, 본 분석에서는 그렇지 않았고 이는 결국 내생성과 국가고정

효과는 사소한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개발도상국들에서 본 모

델에 변수로서 포함되지 않은 각 국가들이 본래 지닌 재능, 문화적·사회

경제적 특징 등은 매우 다양하고 이들은 본 모델에 포함된 여러 가지 변수

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주목할 점은 System-GMM 분석 결과 거버넌스가 원조의 

HIV/AIDS 발생률에 대하여 가지는 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부패 통제는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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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효과로, 책무성은 원조변수와 교호작용으로 유의하게 관찰되었고, 원

조변수 자체도 유의한 효과를 보였으며, 이는 여러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서도 견고하게 나타났던 반면 유병률에 대한 효과성에서 거버넌스가 가지

는 유의한 영향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타 변수들도 그러하였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데 대한 해석은 매우 조심스러우나. 한 가지 제안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다음과 같다. 분석기간인 2001년 이전에 이미 

HID./AIDS를 가지고 있는 유병자가 많이 축적되어 있었고41), 원조의 대부

분은 HIV/AIDS의 치료보다는 HIV/AIDS의 예방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1년

이라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는 유병률이라는 건강성과로까지 반영되지

는 못하고 새로 발생하는 신환(New patient)을 감소시키는 효과로만 나타

났기 때문이라고 해석될 수 있겠다. 또한 HIV/AIDS 치료도 완치가 아닌 생

41) 세계은행의 자료를 이용하여 시간별 HIV//AIDS 유병률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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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연장의 성격이므로 사망률을 줄이기는 하나 기존의 환자는 비 환자로 전

환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HIV/AIDS 유병환자는 오히려 더 증가시키는 방향

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UN Human rights 홈페이지 발췌)42).

HIV/AIDS 원조가 HIV/AIDS 발생률에 대하여 가지는 효과에서는 부패 통

제, 책무성 모두 HIV/AIDS의 발생률을 저하시키는 유의한 효과가 있었는

데, 부패 통제는 원조를 어느 정도 공여받았는가에 상관없이 단순 비례적 

효과를 가지는데 비하여 책무성은 그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원조의 효과가 

더욱 커지는 교호작용이 있었다는 점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부패는 음지에서 드러나지 않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개

선되는 것은 사실상 드러나기가 어려워 부패의 수준이 개선됨에 따라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상승효과(boost)가 일어나기 어렵지만, 반면 

책무성이란 ‘책임을 다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의무(responsibility to 

be able to show)’로 정의될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Wenar, 2006) 기본

적으로 그 수준이 개선되면 눈에 드러나는 가시적인 성격의 거버넌스이므

로, 책무성 수준이 높아진다면 원조 개발사업 시행에서의 다른 영역들도 

이른바 지렛대 효과(leverage effect)를 받아 한층 시행의 질이 높아지는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 

책무성의 개념은 가시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요구

에 되도록 빠르게 반응하고,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투자

보다는 단기수명의 투자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는 반면, 부패의 통제

는 제도·조직의 근본적인 구조에 대한 개혁이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기 까지는 좀 더 오랜 시간을 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해석의 

가능성은 Huntington(1968)에 의한 이론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는데, 그는 

민주주의는 강한 책무성 특성 때문에 대중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어서 장

42) http://www.ohchr.org/EN/Issues/HIV/Pages/HIVIndex.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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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투자, 기본적인 투자에는 제한된 재원만을 투입하고, 즉각적인 소비

(immediate consumption)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책무성이 WGI의 책무성 지표 기준으로 약 –2.29점 이하일 때는 오히려 

원조는 발생률을 높여서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Kosack(2003)의 분석과도 유사한 결과이다. Kosack(2003)의 분석은 원조가 

삶의 질 개선에 미치는 효과성에서 민주주의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역

시 본 분석과 마찬가지로 교호작용 항을 포함하여 도구변수를 이용한 

TSLS로 분석을 하였는데, 이 분석에서도 민주주의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

했던 Polity Ⅵ가 0점 이상일 때에만 원조가 삶의 질을 개선하고, 0점 이하

일 때에는 오히려 원조는 삶의 질을 악화시킨다는 결과가 산출되었다. 이

는 거버넌스가 좋지 않은 국가에서는 오히려 원조는 수원국의 원조 의존성

을 증가시키고, 부패의 기회만 증가시켜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기존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책무성이란 다른 거버넌스와 모두 연관이 되고, 다른 거버넌스 차원들을 

뒷받침하는 개념인 만큼 누군에겐가 자신의 의무를 입증해야 할 책임감이 

부족하다면, 이는 부패로도 나타날 수 있고, 정부의 효율성 감소로도 나타

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효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책무성이 

낮은 국가에서는 원조로 인한 재정이 풍부해지면, 그러한 재원을 유용 및 

남용·오용할 기회만 증가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적 혹은 남·녀 불평

등이 심해지는 결과를 나타낼 수 있고 이는 HIV/AIDS의 건강성과에 더 역

효과를 나타내는 방향으로 조건이 형성되기 쉽기 때문에 책무성이 낮을수

록 원조의 부정적 효과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경제수준을 나타내는 1인당 GNI는 발

생률과 유병률에 대한 효과에서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원조 변수는 발생률에 대하여 1% 수준에서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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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hra(2009)는 기존의 원조의 경제성장에 대한 효과에 대한 수많은 분석들

에서 결국 원조가 경제발전에는 큰 효과가 없었다는 결과들이 있었던 반면 

보건의료 원조는 건강성과를 증진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나타낸 것

은 경제성장이 건강성과를 설명하는데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설명한 바 

있는데 이러한 주장과 맥락을 같이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 연구의 이론적 ·정책적 함의 

본 분석은 우선 특정 질병영역에서 ODA, 거버넌스, 건강성과의 관계를 

분석한 첫 연구로서, 본 분석이 이론적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

다. 우선 HIV/AIDS 원조가 1년이라는 시차를 두었을 때 HIV/AIDS의 건강성

과에서 발생률에 대해서는 유의한 효과를 보였으나, 유병률에 대하여는 유

의한 효과가 없었다, 즉 원조는 비교적 단시간 내에 성과로 나타날 수 있

는 발생률을 낮추는 데에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간의 지속적인 효과로 나

타날 수 있는 유병률을 낮추는 데 가지는 효과는 모호하였다. 

거버넌스 또한 유병률에 대하여는 단독적으로도, 원조와 교호작용으로도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 않았으나 발생률에 대하여는 부패의 통제는 단독적

으로 유의한 효과를 가졌고 특히 책무성은 원조와의 교호작용을 보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이상수치를 제외한 분석, 결측값을 대체한 분석, 그리고 인

권 변수를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던 민감도 분석에서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

지 않았다. 이는 즉 원조의 건강성과 특히 HIV/AIDS 발생률에 대한 효과에

서 중요한 요인은 거버넌스 환경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이 분석의 구체적인 결과는 HIV/AIDS 원조는 책무성이 건실한 국가에서

는 HIV/AIDS의 발생률 감소에 효과적일 것이며, 책무성 수준이 높을수록 

이러한 HIV/AIDS 원조가 발생률감소에 가지는 효과성은 점점 커질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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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 그리고  책무성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는 원조는 오히려 HIV/AIDS의 

건강성과를 높이는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낼 수도 있다는 점을 제시해준다. 

일부 회의론적 학자들이 원조는 수원국의 경쟁력에 역으로 영향을 주고, 

원조에 대한 의존성을 높이며 좋은 정책을 채택하고자 하는 동기를 감소시

킨다고 하였던(Rajan et al, 2005; Younger, 1992)의 주장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단순한 원조액의 증가는 만약 수원국의 거버넌

스 수준이 확보되지 않다면 HIV/AIDS의 건강성과로 연결되기가 어렵고, 따

라서 거버넌스 제고를 위한 노력이 원조사업에 선행 혹은 동반되어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것이다. 

 본 분석은 특히 세 요소간의 관계, 특히 같은 거버넌스일지라도 부패의 

통제와 책무성이라는 다른 차원의 거버넌스는 다른 양상으로 HIV/AIDS 건

강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그리고 그러한 각 거버넌스가 유병률과 발

생률이라는 건강성과의 유형에 따라 미치는 영향도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

는데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정책적 함의로 연결될 수 있는데, 

HIV/AIDS의 원조에서 좀 더 집중해야 할 영역이 어떤 부분인가, 거버넌스 

제고를 위한 노력에서 어느 만큼의 시간성을 두고 계획해야 하는가, 거버

넌스 제고를 위한 원조 평가시에 어느 부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가 

등을 고찰을 새로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제시한다. 

부패 통제도 또한 원조의 효과성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HIV/AIDS의 발생률 감소에 유의하게 독립적으로 영향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사실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HIV/AIDS 영역은 재

원이 많이 집중되는 영역인 만큼 부패의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부패의 통

제는 HIV/AIDS 건강성과 제고에 중요한 한 요소임은 시사해준다.  

책무성의 개념은 다른 거버넌스 요소와 뚜렷하게 구별되는 하나의 독립

적인 요소라기보다는 다른 모든 거버넌스들 간을 연결시켜주는 가교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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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는 모든 거버넌스을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한다. 즉 책무성은 높아지면 

그에 따라 부패의 통제를 비롯한 다른 거버넌스의 요소들도 같이 상승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이는 파리선언의 5대원칙에도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현재 국제사회에서도 강조되고 있고 관심의 화두가 되고 있는 개념으로 원

조의 효과성을 위해서는 책무성의 제고에 좀 더 집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이다. 여기에 부패의 통제를 위한 노력도 책무성 제고를 위한 전략과 함께 

이루어진다면 더욱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거버넌스의 효과성에 대한 중요성과는 달리 2000년 이래 

유병률 분석대상 국가였던 69개국의 매년 평균 부패지수와 책무성 지수를 

살펴보면 그다지 희망적이지는 않았다[표 34]. 부패통제 지수와 책무성지수

는 모두 계속적으로 악화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러한 경향이 아마도 지

속적인 원조에도 HIV/AIDS가 근절되지 못하는 많은 요인 중 한 가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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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corruption accountability

2002 -0.428 -0.413 

2003 -0.424 -0.392 

2004 -0.460 -0.409 

2005 -0.476 -0.436 

2006 -0.460 -0.409 

2007 -0.452 -0.421 

2008 -0.445 -0.438 

2009 -0.472 -0.450 

2010 -0.474 -0.449 

2011 -0.449 -0.433 

-0.500 

-0.480 

-0.460 

-0.440 

-0.420 

-0.400 

-0.380 

-0.360 

score

year

분석대상국가의거버넌스 trend

corruption accountability

표 34. 분석대상국가의 거버넌스 변화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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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의 한계점 및 추후 연구과제

이 분석은 HIV/AID에 대한 원조에서 거버넌스의 효과를 분석한 기존에 

거의 전무한 영역의 분석을 처음으로 시도하였다는 가치가 있고, 기존의 

유사한 분석들 중에서 가장 변수들의 경로가 잘 반영된 분석이기는 하나, 

추후 보완될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본 분석은 HIV/AIDS의 건강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라고 

판단되는 변수들 중 기존 분석에서 유의성을 보였던 변수들로 가능한 엄격

히 통제를 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적절하게 측정된 자료의 부재로 정확히 반

영되지 못한 변수들이 있다. 즉 불평등 지수를 나타내는 Gini 계수와 여성

의 피임도구 사용비율의 자료는 패널 분석을 시행할 만큼 지속적인 기간 

동안의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그나마 존재하는 자료도 국가마다 측정 년

도가 일관되지 않았으며, 분석기간인 2001~2010의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국가별로 1~2개 년도의 측정치밖에 존재하지 않아, 분석 시행 자체가 불가

능할 만큼 자료가 부실하였다. 기존의 HIV/AIDS 성과측정 관련 문헌들 중

에서 횡단면 분석을 하였거나, 4~5년 단위로 평균 수치를 사용하였기 때문

에 변수로 포함되는 것이 가능한 문헌들이 있었으나 본 분석에서는 

country-year가 분석단위였으므로 포함이 불가능하였다. 

두 번째로는 본 모델에서는 내생성과 국가 고유의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변수들을 통제하기는 하였으나, 결과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고유

의 요인들 중 시간 변화적 요인들이 남아 있을 수 있다. 특히 HIV/AIDS의 

건강성과에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 문화적 요인, 즉 인종의 분화정도, 이슬

람교도의 비율 등은 자료의 불충분으로 분석기간인 2001~2010년이라는 기

간 동안에는 한 국가 내에서 이러한 자료의 수치라 크게 변화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이를 국가고정효과로 가정하고 분석을 하였고,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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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추정을 한 결과 소수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변동이 없었음을 확인하기는 하였지만, 추후 충분하고 정확한 자료가 가용

해진다면 변수로 포함하여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분석은 거버넌스 환경이 HIV/AIDS의 건강성과에 대한 원조의 효과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를 탐색한 첫 시도인 만큼, 이러한 이유들을 감안하

였을 때 이 분석은 가설을 확증하기 위한 분석이라기보다는 추후 가설을 

더 만들어내어 추가적인 분석을 이끌어내기 위한 분석이라고 여겨질 필요

가 있고, 변수들이 방향성 및 전체적인 경향 파악은 큰 의의가 있으나 계

수의 크기에 큰 초점을 맞추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하지만, HIV/AIDS의 건강

성과에서 거버넌스의 역할에 대한 매우 부족했던 그간의 연구 중 가장 분

석상의 난점을 많이 보완한 신뢰성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원조, 부

패와 책무성이라는 거버넌스, 그리고 HIV/AIDS의 건강성과 간의 관련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책무성 변수로서 WGI의 민주적 책무성 지표를 이용하였는

데, 이는 시민들이 얼마나 정치적 과정에 참여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측정

한 변수로 앞에서 설명한 Brinkerhoff(2003)의 책무성 분류에 따르면 정치

적/민주적 책무성이 주가 되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적 책무성은 개발의 성공여부와 매우 연관성이 큰 중요한 측면이다. 

Fukuda-Parr(2002)은 특히 민주적 거버넌스가 개발을 촉진시키는 것을 강

조하고, 그 경로에 대하여 주장을 설명한 바가 있다. 그는 정치적 자유와 

국민의 삶을 형성하는데 관련된 여러 가지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

는 것은 기본적인 권리이며 그 자체로서 개발의 한 부분이라고 강조하였

고, 자유로운 언론은 정치인들이 기근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더욱 강한 

동기부여를 준다고 하였다. 또한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는 국민들이 정책

가들로 하여금 좀 더 사회적·경제적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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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압력을 줄 수 있도록 하며, 그들의 우선순위를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개발을 촉진시킨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지표는 책무성의 전

반적인 개념을 다 담고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개발 촉진과 관련성이 있는 

측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분석상 혹은 이론상의 무리는 없다. 그렇다 할

지라도 추후 재정적 혹은 성과 책무성과 같이 좀 더 포괄적인 책무성을 측

정한 지표가 이용가능해진다면 이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는 것도 좋은 진전

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1년이라는 시차를 두었을 때 거버넌스를 포함하여 여러 가

지 변수들의 HIV/AIDS 유병률에 대한 효과가 모호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이론에 기반을 둔 모델을 설정하여 시차를 달리하여 본다던가 하는 추가적 

분석을 통하여 탐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계량적 분석에서는 이러한 수원국 거버넌스의 제고 방법에 

대해서까지 제안해주지는 못한다. 따라서 이러한 계량적 연구는 반드시 좀 

더 실제 경험에 바탕을 둔 연구로 보완된다면 좀 더 유용하고 실제적인 함

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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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HIV/AIDS 수원국에서 거버넌스와 HIV/AIDS의 

건강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결합적 요인 연구 

제1절 연구의 의의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보건의료 해외원조의 효과성에 대한 국제사

회의 관심은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고, 이제 개발도상국에서의 

이른바‘좋은 거버넌스’는 개발원조에서의 목적이자 동시에 하나의 조건

이 되었다. 따라서, 방법론도 다 다르고 드물기는 하나, 거버넌스의 효과성

을 실증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연구들이 시작하였다. 

본 연구의 3장에서는 이에 변수들의 내생성을 고려한 Dynamic panel 

System-GMM model을 적용하여 HIV/AIDS에 대한 원조의 효과에서 수원국

의 거버넌스의 역할을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하지만, 원조에 영향을 미치

는 모든 요인들이 그렇듯 거버넌스도 반드시 단독으로 작용하지는 않으며 

다른 요인들과 전혀 관련이 없이 좋은 거버넌스 만으로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시킬 수는 없다. 

HIV/AIDS 원조도 당연히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져야 한다. HIV/AIDS

에 대한 대응이 2000년 UN의 MGD 중의 하나로 포함이 되면서 HIV/AIDS에 

대한 국제사회의 자금유입이 증가되었고, HIV/AIDS 질병퇴치 노력의 성과

에 중요한 맥락적 요인(contextual factor)들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

작하였다(UNAIDS, 2006; Bor, 2007; Parkhurst & Lush,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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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HIV/AIDS의 건강성과에 작용하는 요인들(출처 : Bor, 2007)

Bor(2007)는 그의 연구에서 개발도상국의 HIV/AIDS에 대한 정부의 대응

에서 ‘정치적 헌신도(political commitment)의 역할’을 분석하면서 [그림 

4]과 같은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즉 HIV/AIDS 건강성과는 정권의 유형과 

안정성, 관료들의 역량과 같은 거버넌스 요인들과 경제적 발전수준, 사회경

제적 요건, 성 불평등과 같은 맥락적 요인들이 정치적 충실도, 정부의 정책

과 개입, 그리고 최종 HIV/AIDS의 성과로 나타나기까지의 단계 단계마다 

개입을 하여 상호작용을 하면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요인들의 복합적 결합작용 구조에도 불구하고 HIV/AIDS에 대한 

대응에서의 거버넌스에 대한 기존 문헌들은 이러한 결합작용 구조를 고려

한 거버넌스의 효과보다는 고전적 통계방법론을 이용한 계량적 접근이거나

(Bassolé, 2010; DelaCruz, 2007; Tsafack, 2007), 소수의 사례를 깊게 분석하

는 사례연구들이었다(Campbell, 2010; Parkhurst & Lush, 2003; Meda et al, 

1999; Oliveira-Cruz et al, 2004). 이는 HIV/AIDS 뿐만 아니라 건강성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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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는 모두 그러하다.

지금까지 사회과학에서 이러한 고전적 계량분석과 사례연구가 주를 이루

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많은 연구자들이 이러한 연구방법들의 한계

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대안적 방법에 대한 고민으

로, 계량분석과 사례연구의 절충적 방법으로서 두 방법론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Fs/QCA이 고안되어 이용되어지고 있다. 물론 Fs/QCA는 기본적 

개념 측면에서의 장점과는 별도로 방법론상에서 더욱 더 보완·발전되어야 

할 부분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Fs/QCA는 분명 기존 고전적 계량분석이나 

사례연구에서의 다루지 못하는 개념을 다루는 방법론이며, 현재 사회과학

에서 유일하게 결합적 원인조건의 효과성을 탐색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유

일한 방법론이다.   

 Fs/QCA는 고전적 계량분석법과는 자료들을 접근하는 기본적 개념 자체

를 달리한 분석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실제적으로 사회과학 연구에서 활

용도도 고전적 계량분석과는 다르다.  Fs/QCA와 기존의 계량분석법의 자

료접근법에서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기존의 계량분석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변수들의 모든 변이

(variation)는 결과변수와 동등하게 관련성을 가진다고(relevant)가정을 한다. 

즉 다시 말하면 변수들의 전체 범위에서 발생하는 모든 변이는 모두 의미 

있는 것으로 간주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득 수준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두 국가에 대하여 퍼지셋 분석에서는 큰 차이를 두지 않는 ‘선진

국’이라는 집합으로 분류를 하지만, 기존의 계량분석에서의 개념은 이 두 

국가 중 더 높은 소득수준의 국가가 더 선진국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

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대학을 1년 마친 사람과 2년 마친 사

람의 1년의 교육 년 수 차이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집합에서는 의미가 

없지만, 고전적 계량분석에서는 이러한 1년의 차이는 고등학교 3년을 마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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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2년을 마친 사람의 1년의 차이와 동등하게 다루어 분석을 하는 것

이다. 본 분석에서의 예를 들자면 HIV/AIDS의 원조를 받았던 국가를 대상

으로 하여 ‘거버넌스가 좋은 집합’이라는 정의를 하였을 때, 이 집합에 

대한 소속 점수는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하여 정의한‘거버넌스가 좋은 

집합’에서의 소속점수와는 다를 것이다. 즉 집합을 달리함에 따라 국가들 

간의 거버넌스 차이를 다르게 다루는 반면 고전적 계량분석에서는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거버넌스 점수 1점의 차이는 동일한 차이로 받아들이게 된

다. 

이처럼 고전적 계량분석은 모든 숫자들을 액면가 그대로 인식하고 그 사

례를 들여다보고 그러한 차이가 결과변수에 관련이 혹은 의미가 있는 차이

인지 아닌지에 대한 질문은 하지 않는 반면 Fs/QCA에서는 결과변수에 가

지는 의미에 따라 이러한 차이를 다르게 다룬다(Ragin, 2008)

두 번째로는 고전적 계량 분석연구에서 원인변수들은 결과변수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으로 접근을 한다. 즉 특정 원인변수가 

결과변수에 가지는 효과는 다른 원인변수들의 값에 관계없이, 그리고 다른 

원인변수들과의 조합에 관련 없이 모두 같다고 가정을 한다. 주어진 원인

변수의 순 효과(net effect)를 추정하기 위해서 결과변수를 설명하는 원인

변수의 부분 중 겹치는 부분 즉 상관관계 부분은 제외하기 때문에 원인변

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클수록 각 변수들의 순 효과는 작아진다. 물론 고전

적 계량분석에서도 교호작용으로서 변수를 조합하여 모델링하고 유의성을 

검증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각 변수들의 조합 효과를 고려하기는 하지만 만

일 원인조건의 조합이 많아지면 이를 모두 모델링하기가 어려워지고, 또한 

교호작용은 어느 한 쪽 변수가 제로일 때는 다른 변수를 아무리 증가시켜

도 효과가 없다는 결론이 제시되는데 이에 대한 논란도 있다. 이와는 반대

로 Fs/QCA에서의 배열적 사고(configurational thinking)에서는 원인조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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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결과조건을 만들어내기 위한 공동협력적 관

계로 인식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계량분석법에서는 여러 가지 이론을 기반으로 결과

에 영향을 미친다고 여겨지는 잠재적 원인변수들의 리스트를 만들어 이들 

중 가장 중요한 변수가 무엇인가, 각각의 변수가 가지는 영향력의 크기는 

어떻게 다른가를 평가하고, 각각의 원인변수는 그 자체로 결과변수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다고 가정을 한다. 반면 Fs/QCA에서는 같은 결과라도 다른 

원인의 조합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다는 가정을 하는 것이고, 실제 현실에

서는 원인조건의 조합이 그다지 다양하지 않음도 고려를 한다(Ragin, 

2008). 

이러한 다른 특성들을 고려하였을 때 고전적 계량분석법은 일반적으로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측정하고, 각 변수들의 상대적인 설명력을 평

가하며 사례들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에는 유용하지만(Ragin 2008), 특

정 요인이 어떤 다른 요인과 다른 방식으로 결합을 할 때 좋은 결과 성과

를 이끌어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불가능하다. 

또한 Fs/QCA는 사회과학 연구에서의 다른 한 쪽을 차지하고 있는 사례

연구와도  차별성이 있다. 사례연구는 계량연구들과는 달리 질적인 속성을 

다룰 수는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례수가 적기 때문에 일반화의 한계가 

있고 이 또한 결합적 요인을 분석하는 데는 부적합하다.

거버넌스의 효과성에 대하여 이처럼 기존의 고전적 계량분석, 그리고 사

례연구와는 다른 사고를 가지고 자료를 다루는 방법으로 분석하여 볼 필요

가 있을 것이며, 이에 본 분석에서는 Fs/QCA를 통하여 HIV/AIDS 수원국에

서 HIV/AIDS의 유병률을 낮추는데 반드시 필요한 조건을 찾고, 어떠한 조

건들의 조합이 상대적으로 낮은 HIV/AIDS 유병률 국가들을 설명하는지 살

펴보고자 한다. Fs/QCA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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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우선 사례수가 47개로 회귀분석을 할 경우 사례수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으며 질적 방법으로 사례분석을 하기 에도 역시 많은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가 바로 Ragin(2008)이 제안한 질적·양적분석의 가

교역할을 하는 Fs/QCA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이다.  

 또한, Fs/QCA의 가장 유용한 특징 중의 하나는 결과조건이 여러 가지 

원인조건의 조합에 의해 발생할 때 즉, 다양한 원인적 “recipe”로부터 발

생하는 경우, 이러한 원인조건들의 결합인과관계(conjunctural causation)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Ragin, 2008). 

Ragin(2008)은 계량적 분석의 밑바탕이 되는 사고를‘순 효과적 사고(net 

effect thinking)’이라고 칭하였다.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고전적 계량분

석에서는 독립변수는 다른 변수의 값 혹은 수준에 관계없이 결과변수의 수

준 혹은 확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으로, 이는 순효과의 

추정을 가산의 원리(additivity)의 가정에 기반하여, 주어진 독립 변수가 결

과변수에 가지는 순 효과는 다른 독립변수의 어떤 값, 혹은 어떤 조합에서

도 동일하다는 것을 가정하여 추정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Fs/QCA는 ‘배

열적 접근법’위주의 사고를 기반으로 한다. 즉 사례들은 여러 원인조건들

이 여러 방식으로 조합되는 특성을 가지는데, 이러한 다른 조합의 결과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것을 평가하려면 원인과 결과의 구체적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들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계량적 분석의 순효과적 분석에서는 할 수 없다(Ragin, 2008). 

본 연구는 HIV/AIDS 원조, 거버넌스 자체가 건강성과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다른 원인조건과 어떤 양상으로 결합하여 건강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앞서 고전적인 변수중심의 

계량적 분석을 통해서는 원인변수가 결과에 미치는 독립적 영향력만을 분

석할 수 있었고, 변수간의 결합적 영향력은 그와는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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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Fs/QCA를 이용하여 낮은 HIV/AIDS 유병률이라는 

결과조건을 형성하는 원인조건의 조합들을 분석하였다. 본 분석은 fs/QCA

중에서도 확률적 fs/QCA분석을 수행하였으며 퍼지셋 점수화 및 진실표는 

fs/QCA 2.0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확률적 원인조건들의 정은  Stata 11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제2절 선행연구 검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HIV/AIDS 건강성과에 대한 거버넌스를 포함한 

여러 가지 변수들의 결합적 요인들의 영향을 분석한 선행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선행연구 검토 부분에서는 HIV/AIDS 대응에 있어 수원국의 거

버넌스에 대한 기존의 문헌들, 즉 이론적 탐색, 계량분석, 사례연구 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는데,  HIV/AIDS에 대한 수원국 거버넌스의 계

량적 분석에 대한 검토는 2장의 계량분석 부분에서 제시를 하였으므로, 이 

절에서는 HIV/AIDS에 대응에 있어 수원국의 부패 통제 수준과 책무성 수준

이 영향력을 나타내었던 사례분석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을 하였다. 하지만, 

그 마저도 수원국에서의 부패 혹은 책무성에 초점을 맞춘 정식 논문의 사

례연구는 찾을 수가 없었고, 교과서 혹은 조사보고서 등과 같은 형태의 보

고서만 몇 편 존재하였다. 

HIV/AIDS는 앞에서도 언급하였듯 기술과 재원집약적인 대응을 필요로 하

는 질병이기 때문에 부패의 잠재성이 크고, 책무성의 역할 또한 크다. 우선 

HIV/AIDS 수원국에서 나타난 부패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나이지리아는 세

계은행의 WGI 하위항목인 부패 통제 지표에서 하위 약 90% 전후의 순위

를 보일 정도로 전반적인 영역, 계층에서 부패가 만연해 있는데 그 중에서

도 보건의료 영역은 더욱 심하다. 특히 정부 관료에 의해 착복되거나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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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 상당한 금액의 재원은 대부분 해외원조의 형태이거나 혹은 국제금

융기구로부터 빌린 차관들이었는데, 이러한 부패로 인해 HIV/AIDS에 사용

될 수 있었던 재원들이 누수가 되어 HIV/AIDS 질병 만연을 한층 더 부추기

게 되었다(Olaitan, 2003). 심지어 구체적으로 HIV/AIDS 퇴치를 목적으로 할

당되었던 기금인 Petroleum Trust Fund(PTF)까지도 유용이 되었다. 이러한 

이유들로 HIV/AIDS 퇴치사업을 위한 기금이 부족하게 되어 사업 시행이 어

렵게 되었고, 게다가 대부분의 공공병원, 그리고 일부 사립병원에서 의약품 

및 의료장비들을 빼돌리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짐바브웨도 또한 WGI의 부패통제 지표에서 하위 95%를 보일만큼 부패

의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국가로 악화되는 경제상황으로 인

해 현지 의료인력들에 의한 부패행위가 심하며 이로 HIV/AIDS 환자들의 의

약품에 대한 접근성이 심각하게 저해를 받고 있다. YMCA에 의해 수행된 

‘Transformative Masculinity’ 연구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짐바브웨 정

부는 HIV/AIDS의 치료에 관한 국제사회의 권고사항과 절차에 완전한 순응

을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면에, 항바이러스 치료제를 받기 위해 의료시

설의 간호사와 의료 인력들로부터 뇌물을 강요받는다고 하였다(Davis, 

2011). 

Awio(2007)은 HIV/AIDS 대응에서의 책무성에 관한 연구를 하였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 : NPM)을 보완하기 

위한 접근법으로 우간다 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역사회 기반의 HIV/AIDS 

프로그램의 잠재성에 대하여 연구를 하였다. 우간다의 지역사회 기반 

HI/AIDS 프로그램은 상향식의 책무성 틀 내에서 운영되고 있었으며, 이는 

지역사회가 예산책정, 프로그램 시행, 보고, 감독, 감사활동 등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은 상호 책무성, 다중 책무성

(multiple accountability)관계는 NPM 유형의 개혁에서 공식적인 통제기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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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해줄 수 있다. 

제3절 분석 방법

1. Fs/QCA에 대한 이론적 탐색

사회과학에서 퍼지셋의 활용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비교연구에서의 유형화 및 군집분석이다. 이는 퍼지셋이 부분적

인 소속(membership)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유형(kind)과 동시

에 정도(degree)에 대한 차이까지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유형분류를 

위한 방법론으로 활용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결합적 인과관계를 밝히려는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이것이 바로 Fs/QCA로 알려져 있다(Kvist, 

1999). 본 연구의 목적은 거버넌스는 어떤 다른 요인과 결합할 때 건강성

과 지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이 되는가를 탐색하기 위한 것이므로, 

두 번째 목적을 염두에 두고 Fs/QCA를 수행하고자 한다. 

Fs/QCA는 불리언 방법(Boolean method)에 기반한 QCA가 발전된 형태라

고 볼 수 있지만 또한 큰 차이점도 있다. 기존의 QCA가 0(absent)과 

1(present)만으로 구성된 전통적(classic or crisp)집합을 활용한 것이라면, 

퍼지셋은 0과 1이라는 이분법적 개념을 넘어서서 그 두 범위 내에서 다양

한 정도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석에서 정보 손실을 최소화 하였

다는 점이다(최영준, 2009). 이 절에서는 Fs/QCA 결과 해석을 이해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몇 가지 개념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1) 일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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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충분조건에서의 일관성

일관성이란 특정 결과를 나타내는 사례들 중에서 주어진 원인 혹은 원인 

조합을 가진 사례의 비율을 의미한다. 즉 결과 집합에 대한 소속점수를 Y

축으로 하고 원인조건 혹은 원인조건 조합에 대한 소속점수를 X축으로 하

여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일관성은 그래프의 주대각선과 겹치거나 위쪽에 있

는 사례들의 비율로 정의될 수 있다. 대각선의 좌측 상단쪽(upper-left)에 

있는 사례들은 결과 조건 발생을 위한 필요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X 원인조건 이외의도 다른 원인 조건의 작동으로 

인해서 결과 집합의 소속점수가 높은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관성 점

수는 충분조건을 평가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일관

성은 가능한 1에 가까워야 하며 0.75이하일 때는 집합관계가 존재하다고 

주장하기가 어렵다고 통용된다. 즉 만약 사례의 75% 이상이 주 대각선의 

좌측상단에 위치할 때 연구자는 원인조건 혹은 원인조건의 조합 X는 ‘거

의 항상(almost always) 결과조건 Y의 충분조건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 

퍼지셋 소속점수를 이용하여 집합이론적 일관성을 측정하는 간단한 방법

은 일관성 있는 원인조건 혹은 원인조건 조합의 소속점수 합을 모든 원인

조건 혹은 원인조건조합의 소속점수를 합한 것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일관성 (Xi≤Yi) = ∑[min(Xi,Yi)]/∑(Xi)

그리고 이러한 방법에서 한층 더 정교해진 일관성 측정방법이 있는데, 

이는 일관되지 않은 원인조건 혹은 원인조건도 아예 일관성 점수 산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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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하지 않고, 결과조건과 일관되는 부분만큼만 분자에 더해주는 것이다

(Ragin, 2008). 

n 필요조건에서의 일관성

원인조건이 필요조건인가를 평가할 때에도 동일한 공식을 적용할 수 있

다. 원인 조건이 필요조건이 되려면 결과조건의 예들이 원인조건 예들의 

하위집합을 구성해야 하는데, 이는 결과집합의 소속점수가 원인조건의 소

속점수보다 일관되게 동일하거나 낮아야 함을 의미한다. X와 Y의 그래프

에서 보자면 충분조건과는 다르게 대각선의 우측 하단(lower-right)부분에 

있는 사례들이 필요조건을 구성하게 되는데, 그들의 결과집합의 소속점수

가 낮은 것은 다른 원인 조건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필요조건

도 아래와 같은 공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일관성 (Yi≤Xi)= ∑[min(Xi,Yi)]/∑(Yi)

2) 설명력

설명력은 일관성과는 또 다른 개념으로 반대의 개념은 아니지만, 일관성

이 높으면 설명력이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는 일종의 트레이드 

오프(trade-off)가 있다. 따라서 설명력은 집합관계가 일관성이 있다는 것을 

정립한 후에 고려하는 것이 합당하다. 

n 충분조건에서의 설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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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조건에서의 설명력은 한 원인조건 혹은 원인조건의 조합이 해당 결

과조건을 만드는 여러 가지 경로 중 어느 만큼의 비중을 차지하는가 하는 

개념이다. 전통적 집합(crisp set)을 예를 들어 설명을 한다면, 아래와 같이 

가난 여부와 고등교육여부에 대한 표에서, 고등 교육이라는 원인조건은 매

우 높은 일관성(=147/(147+5))=0.967을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가난하지 않을 

수 있는 많은 방법 중 이러한 원인 조건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147/(4,373+147))=0.0325로 매우 낮다. 즉 고등 교육은 가난을 피하는 방법 

중 중요한 경로는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다(Ragin, 2008). 

낮은 교육수준 높은 교육수준
가난하지 않음 a. 4,373 b. 147

가난함 c. 675 d. 5

이러한 관계를 아래 [그림 5]와 같이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다면 설명력

은 이 그림에서 두 집합의 겹치는 부분으로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Overlap = ∑[min(Xi,Y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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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설명력 개념을 나타내는 벤다이어그림

a 영역 : 낮은 교육수준이면서 가난하지 않은 사례
b 영역 : 높은 교육수준이면서 가난하지 않은 사례
c 영역 ; 낮은 교육수준이면서 가난한 사례
d 영역 : 높은 교육수준이면서 가난한 사례

이 겹치는 부분은 퍼지셋의 일관성을 산출할 때의 분자와 동일하며, 위 

그림의 큰 집합의 크기는 전통적 집합에서 결과를 나타내는 모든 사례의 

수이므로 결과집합에 대한 소속점수의 합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퍼지셋에

서의 설명력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나타내어 질 수 있다. 

설명력 (Xi≤Yi)= ∑[min(Xi,Yi)]/∑(Yi)

n 필요조건에서의 설명력

설명력의 산출은 또한 결과조건이 원인조건의 하위조건인 필요조건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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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도 적용될 수 있다. 여기서의 주요 초점은 사소한(trivial) 혹은 사소하

지 않은 필요조건(non-trivial necessary condition)을 가려내는 것인데, 즉 

필요조건의 중요성(importance) 혹은 관련성(relevance)을 평가하는 것이다. 

사소한 필요조건은 결과조건을 보이지 않은 사례에서도 너무 많이 나타나

는 경우이다. 이러한 필요조건으로서의 원인조건의 중요성 혹은 관련성의 

측정을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설명력 (Yi≤Xi)= ∑[min(Xi,Yi)]/∑(Xi)

필요조건에서도 우선 하위집합관계가 일관성이 있는지를 확립한 이후에 

관련성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3) Calibration & Fuzzyset membership score

앞에서 설명한 일관성과 설명력의 개념을 생각할 단계 이전에 우선은 각 

원인조건들에 대한 소속점수가 결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calibration’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은 연구자에 의한 해당 집합에 대

한 개념화, 정의, 라벨링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단계에서 명백하고 

투명한 외부 기준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Calibration을 위해서는 우선 대상 집합의 특성에 대한 정확한 명시

(specification)가 필요하다. 똑같은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더라도 선진국 집

합과, 중진국 집합에 대한 각 데이터들의 소속점수는 다를 것이기 때문이

다. 집합의 특성을 명확히 결정한 이후에는 0.95 0.5, 0.05의 소속점수에 해

당하는 세 개의 기준점을 설정해야 한다. Fs/QCA의 창시자인 Ragin(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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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러한 기준점 설정 과정에서 표준점수와 같은 산술적인 방법으로 퍼지

셋 점수를 산출하는 것은 가장 최후의 방법으로 남겨두고, 가능하면 실질

적인 지식에 근거하여 연구자가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임의로 정할 것

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연구자가 설정한 주관적인 기준에 대하여 비판을 

받아들일 열려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Ragin, 2008) 

각 결과조건 및 원인조건을 지수화 한 이후 이를 0에서 1 사이의 퍼지셋 

점수로 변환해야 하는데 이 때 중요한 것은 질적 변화가 일어나는 기준점

으로서 0(퍼지 집합에 완전히 속해있지 않는 상태), 0.5(퍼지집합에 완전히 

소속되지도 벗어나지도 않은 모호한 상태), 1(즉 퍼지집합에 완전히 소속되

어 있는 상태) 이 세 가지이다. 

4) Configuration 

원인조건의 조합에 대한 명제의 검증은 기존 계량경제학적 모델에서는 

원인조건들을 교호작용으로 모델링을 하여 이것이 종속변수에서의 설명되

는 변이에서 유의한가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시행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계

량경제학적 모델에서의 단점은 고차원의 교호작용, 즉 4차원의 상호작용과 

같은 경우 필요로 하는 데이터가 많아지고 복잡해진다. 또한 

‘multiplicative interaction’에서 한 변수가 영(0)일 때의 해석이 모호해진

다. 

Fs/QCA에서는 만약 원인 조건이 4개일 때는 한 개의 원인조건, 두 개의 

원인조건의 조합들(6개), 세 개의 원인조건의 조합들(24개), 그리고 네 개의 

원인조건의 조합들을 모두 비교해 볼 수 있다. 즉 이들 원인조건 조합들의 

소속점수를 계산하고 결과조건의 소속점수와 비교하여, 각각의 일관성과 

설명력을 비교해볼 수 있다. 그런데 만약 많은 원인조건의 조합과 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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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수의 원인조건의 조합의 일관성과 설명력이 비슷하다면, 이론적·실

질적 근거에서 더 복잡한 원인조건을 선택하는 것이 선호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일관성과 설명력을 비교하는 경우, 유의수준을 미리 정하여 놓고 

특정 기준 값(benchmark value)과 크기를 비교하여 볼 수도 있다. 즉 예를 

들면 ‘0.93이라는 일관성 점수는 0.05의 유의수준과 N수 50을 가정할 때, 

0.75라는 기준 값보다 유의하게 더 큰가?’ 와 같은 유형의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Ragin, 2008). 이와 같은 집합이론적 분석에 확률적 

분석을 결합시키는 것은 매우 유용하며 본 분석에서도 이러한 확률적 분석

을 시행하였다.   

5) 진실표(Truth table)

진실표는 특정 원인조건의 포함·제외를 모두 고려하여 이론적으로 가능

한 모든 원인조건의 조합을 고려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인조건의 수가 K

일 때에는 2k개의 배열이 생성된다. 진실표를 만드는 목적은 원인조건의 

조합과 결과조건간의 명백한 연결고리를 밝혀내기 위한 것이다. 진실표의 

배열에서 충분조건을 통과한 원인조건 조합은 ‘bottom-up’형태로 좀 더 

이론적으로 간소화될 수 있는데 즉 네 개 원인조건 조합도 결과조건이 존

재하고, 세 개의 원인조건의 조합도 결과조건이 존재하면 그 하나의 원인

조건 차이는 이러한 결과의 발생에 관련이 없는 조건이라고 판단될 수 있

다. 

진실표를 만들어 각 사례의 소속점수를 채운 후의 주요 작업은 각 코너

당 소속점수가 0.5이상이 되는 사례를 어떤 수를 기준으로 관련성이 있는 

사례 혹은 나머지(remainder)사례로 나눌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를 

한계 사례수(number of cases threshold)라고 하며 나머지로 분류된 코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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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적 사례가 부족한 원인조건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 한계사례수를 

결정할 때는 총 사례의 수, 원인조건의 수, 각 사례에 대한 연구자의 친숙 

정도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Ragin, 2008). 

이렇게 경험적으로 관련이 있는 원인조건의 조합이 찾아지면 그 다음 작

업은 각 원인조건 조합의 일관성을 평가하고, 퍼지 집합이론적 일관성의 

기준이 될 기준값(cutoff value)을 결정하는 것이다. 만약 일관성을 내림차

순으로 정리를 한 후 점수가 갑자기 낮아지는 구간이 있다면, 이러한 간격

은 일관성 있는 그리고 일관성이 없는 원인조건조합을 쉽게 구분할 수 있

는 근간을 제공한다(Ragin, 2008). 

6) 반사실적 사례들(Counterfactual Cases) 

결과 해석 시에는 나머지(remainder)를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나머지를 다루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오류

(false)로 인식하여 해석에 포함하지 않고 제외하는 것으로, 즉 이는 반사실

적 사례(counterfactual case)를 완전히 제외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른바 

‘don’t care‘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머지를 잠재적인 단순화 가정

(simplifying assumption)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반사실적 사고

(counterfactual thought)를 하여 결과가 존재하거나 혹은 존재하지 않는 것 

중 최종 답(solution)을 더 단순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다. 

나머지는 N수가 작을 때는 아주 흔히 생기는데,  N수가 크더라도 피하기

는 쉽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제한된 다양성(limited diversity)은 자연발생

적 사회현상 연구에서는 드물지 않고 흔하게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방식의 단점은 불필요하게 결과가 복잡해 질 수 있다는 것인 반면 두 

번째 방식인 반사실적 사고의 이용은 비현실적으로 결과가 간소화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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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이다. 

이러한 반사실적 사고에는 또한 쉬운 반사실적 사고와 어려운 반사실적 

사고가 있다. 전자는 이미 결과조건으로 이끄는 원인조건이라고 생각되는 

배열에 어떤 한 가지 조건을 더해도 여전히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를 추측

하는 것으로 이는 상대적으로 쉽다. 하지만, 반대로 이미 결과조건으로 이

끄는 원인조건 조합인 것에서 하나가 불필요하다고 가정하여 그 조건을 빼

도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를 추측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려우므로 어려운 

반사실적 사고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두 개념은 엄격하게 이분법적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연속성상에 있는 개념이며, 반시설적 사고는 이론과 

실질적 지식에 기반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해석 방법에 기반하여 충분조건의 검증은 반사실적 사고를 전혀 

허용하지 않는 ‘complex solution’과 허용하는 ‘parsimonious solution’ 

그리고 두 가지에 더하여, 이 두 극단적 성격의 중간 정도인 

‘intermediate solution’이 있다. 

2. 분석 모형 

앞에서 제기한 연구 질문에 따라 본 분석의 연구 모형은 다음 [그림 6]과 

같이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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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Fs/QCA 분석 모형

건강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검토를 한 결과, 

각 연구들에서 요인들을 다소 다르게 범주화하고 있었지만, 광범위하게 사

회적(경제적), 문화적, 행태적 요인, 건강관련 요인으로 분류될 수 있었다. 

Yale Journal of Medicine & Law(2009)에서는 건강성과를 결정하는 것은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요인들의 상호작용이라고 설명을 하였고, Los 

Angeles County Department of Health(2013)의 보고서에서는 건강의 결정

요인을 교육, 소득, 고용 등을 포함하는 사회경제적 요인, 흡연, 식이, 불안

전한 성관계 등을 포함하는 행태적 요인, 의료시설에 대한 접근성,의료의 

질 등을 포함하는 임상적 관리(clinical care)요인, 주거, 공기 등을 포함하

는 환경요인으로 분류한 바 있다. 또한, Morales et al(2002)는 히스패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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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회경제적, 문화적, 행태적 요인으로 

분류하여 조사를 한 바가 있고, San Francisco Department of Public 

Health(2003)의 연간보고서에서는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소득수

준, 소득분포, 주거, 인종 등을 포함하는 사회적 요인, 공기의 질 등을 포

함하는 환경적 요인, 흡연, 식이 등을 포함하는 행태적 요인, 그리고 마지

막으로 보험 보장성, 산전관리 등을 포함하는 의료에의 접근성으로 나누어 

설명을 하였다.

본 연구의 앞장의 고전적 계량분석을 위하여 검토를 하였던 HIV/AIDS의 

성과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선행연구들로부터 추출되어 선정된 변

수들을 바탕으로, 위의 문헌들에서 검토된 요인들의 개념화 및 범주화를 

적용하여 [그림 6]과 같은 모형을 구축하였다. 

본 분석은 HIV/AIDS의 공적 개발원조를 공여받은 국가들에서 거버넌스는 

어떤 원인조건들과의 조합으로 HIV/AIDS의 건강성과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로 수행되는 연구이므로, 앞에서 검토된 건강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범주에 거버넌스 요인을 포함하였다. 각 변수의 선정근거

는 3장·5절의 3.변수의 선정에서 설명된 것과 동일하다.

다만 계량분석에서는 문화적 요인 중 인종-언어 분화수준변수에서 자료

의 불충분으로 인해 인종의 분화변수만 이용하였으나, 본 Fs/QCA에서는 

2001 ~ 2010년의 평균자료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언어분화수준의 변수도 포

함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인종과 언어분화수준을 병합하여 이용하였다. 인

종의 분화는 정책 입안자 및 시행자들 간의 의견충돌 가능성을 높여, 건강

정책을 비롯한 정책의 질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HIV/AIDS의 건강성과에 좋

지 않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의료 공급자가 다른 인종의 환자에 

대한 문화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짐으로 인해 장애가 생길 수도 있다. 

언어의 장벽은 사회의 여러 층에서 장애를 가져오는데, 이 역시 정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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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들 간의 장벽을 형성하며 환자와 의료공급자간의 의사소통에 장애를 

가져온다. 환자와 의료공급자간의 의사소통은 의료서비스 전달과정에서 매

우 중요한데 이 과정에서 언어의 장벽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장애가 생기면 

결국 의료의 질의 저하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Morales et al, 2002). Alesina 

et al(2003)은 이러한 인종과 언어의 분화수준을 각각 그리고 두 지표를 하

나의 수치로 병합한 지표를 공개한 바가 있다. 또한 역시 계량 분석시에는 

자료의 불충분으로 포함할 수 없었던 소득불평등 지수인 Gini 계수도 포함

할 수 있었다.

안전한 성문화, 위험한 성에 대한 거부 스킬과 같은 정보의 부족은 HIV 

감염의 위험성을 높이기 때문에((Tsafack, 2007), 기존의 문헌들에서는 이러

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나타낼 수 있는 변수로서 TV 보유가구의 비율을 

변수로 이용하여 이러한 요인을 반영하였었다. 앞의 계량분석에서는 이 변

수의 많은 결측치로 인하여, 대신 인터넷 사용자비율을 대리변수로 이용하

였지만, 본 Fs/QCA분석에서는 평균 수치를 이용하기 때문에 TV 보유가구 

비율 변수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류에서 포함

되었던 건강 행태적 요인과 임상적 관리요인을 합쳐서 건강관련 요인 범주

로 분류를 하였다. HIV/AIDS의 전파는 대부분의 감염성질환에서처럼 음식

물이나 공기가 아닌 성적 접촉에 의한 전파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성적 행

태는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는데 이러한 행태적 요인 중 기존에 경험적 

문헌으로 입증된 요인으로는 안전한 성관계, 즉 피임도구의 사용 비율이 

있다. 이 변수 또한 자료의 불완전성으로 계량분석에서는 포함되지 못하였

던 변수였으나, 본 Fs/QCA 분석에는 포함하였다. 또한 임상적 관리는 의료

에 대한 접근성과 예방적 차원의 관리를 의미하는데, 이에 대한 대리지표

로서 GDP 대비 보건의료지출비용 변수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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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거버넌스 요인은 기존 문헌들에서 HIV/AIDS에 대한 원조 프

로그램 사업수행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논의되어졌던 부패와 책무성을 

하나의 요인으로 지수화하여 사용하였다. 

분석을 수행함에 있어서 거버넌스 요인과 같이 다른 요인들도 지수화한 

후 문화적, 사회경제적, 건강관련 요인들로 더 크게 범주화함으로써 원인조

건을 간소화하여 분석을 할 것을 고려하기도 하였으나, 그러한 지수화과정

은 각 범주에서 하위요인들이 차지하는 상대적 중요성 등과 같은 정확한 

이론적 근거가 필요하다. 이는 이는 새로운 하나의 연구를 필요로 할 만큼

의 많은 작업이 필요한 부분이며, 단순화된 작업을 통해 하려고 한다면 주

관적 의견이 많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각 범주 내에 포함된 요인

들이 그 범주를 설명하는 모든 요인을 아우르고 있는(exhaustive) 것은 아

니기 때문에 범주화를 수행하지 않고 원인조건들을 개별적으로 모두 다 포

함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3. 연구문제

위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도출되는 연구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HIV/AIDS 수원국에서 거버넌스는 낮은 유병률의 조건요인인

가

[연구문제 2] 거버넌스의 어떠한 조건조합이 HIV/AIDS 수원국에서 낮은 유

병률을 설명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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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 자료 

1) 연구 대상과 기간 

분석은 2001~2010년 사이에 HIV/AIDS에 대한 공적 개발원조를 공여받은 

47개 국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다음 [표 35]와 같다. 분석 기간은 앞의 고

전적 계량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2001~2010년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그 이

유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0년 HIV/AIDS 퇴치가 MDG의 하나로 선

정 된 이후 국제사회에서 HIV/AIDS퇴치를 위한 노력이 좀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원조의 효과성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진 시기이기도 

하며, 또한 해외원조에서의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이론을 바탕으로 본격

적으로 이루어진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이다(Burnside & Dollar, 2004 ; 

Putzel, 2003 ; Lewis, 2006). 

데이터는 이 기간 동안의 평균 수치를 이용하였는데 그 이유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퍼지셋 분석의 각 결과조건과 원인조건의 속성들은 수치

를 이용하여 양적으로 점수화되기는 하지만, 그 본질적 목적은 조건들의 

질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어느 한 특정 시점의 수치를 이용하

였을 때에는 속성에 대한 본질적 특성이 아닌 특이적 상황으로 인한 이상

적 수치가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좀 더 긴 기간의 평균 수치를 이용한다

면 이러한 효과를 평균화할 수 있기 때문에 특이적 효과를 없앨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변수들 중 일부는 매년 조사가 이루어져 있지 않아 어느 평균

수치가 아닌 한 개 년도만을 이용하였을 때에는 이러한 변수들의 결측치로 

인해 부득이하게 다른 년도의 자료를 이용할 수 밖에 없어 변수마다 동일

한 조사 시기 자료를 이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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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1인당 원조 국가명 1인당 원조  

Armenia 0.871 Lesotho 7.227 

Azerbaijan 0.207 Morocco 0.115 

Benin 1.366 Moldova 0.798 

Burkina Faso 0.941 Madagascar 0.370 

Belarus 0.443 Mali 0.997 

Bolivia 0.349 Mongolia 0.613 

Bhutan 0.402 Mozambique 4.869 

Chile 0.192 Mauritania 0.221 

Cote d'Ivoire 1.933 Malawi 4.406 

Cameroon 0.711 Niger 0.318 

Congo, Rep. 0.841 Nigeria 1.209 

Congo. Dem. Rep. 0.555 Nepal 0.522 

Costa Rica 0.102 Peru 0.270 

Dominican Republic 1.406 Philippines 0.147 

Ecuador 0.154 Paraguay 0.206 

Ethiopia 1.986 Rwanda 6.915 

Georgia 0.837 Senegal 1.010 

Ghana 1.337 El Salvador 0.855 

French Guiana 0.891 Swaziland 15.148 

Honduras 1.533 Chad 0.528 

Indonesia 0.138 Tanzania 3.767 

India 0.094 Uganda 4.763 

Kenya 4.748 South Africa 4.761 

Cambodia 2.923 

표 35. Fs/QCA 분석대상국 및 1인당 HIV/AIDS 원조액수

2) 분석 자료 

각 원인조건과 결과조건에 대한 자료원은 앞의 계량분석 부분과 동일하

다. 하지만 본 Fs/QCA 연구에서는 2001~2010년의 평균수치를 이용하기 때

문에, 국가-년 단위의 분석을 시행하였던 계량 분석에서는 관찰수치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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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으로 포함될 수 없었던 소득불평등지수 변수와 피임도구 사용비율 변수

를 포함할 수 있었고, HIV/AIDS에 대한 정보접근성 변수로 인터넷 사용자 

비율이 아닌 TV 보유가구 비율 변수를 이용할 수 있었다. 앞의 [그림 6]에

서 제시하였던 하위요소들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변수들과 그 자료원을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변수에 대한 더욱 자세한 설명은 앞의 [3장. 5절. 분

석방법의 3.변수의 선정] 부분을 참조하면 된다. 

원인 조건의 하위요소 사용지표 자료원

책무성 Voice & Accountability 세계은행

부패 Control of Corruption 세계은행

종교 이슬람교도 비율 Pew Research Center

인종-언어분화 수준 인종-언어 분화수준 Alesina et al(2003)

남·녀 경제적 불평등 남·녀 1·2차 교육 등록 비율 세계은행

소득불평등 Gini 계수 세계은행

경제적 수준 1인당 GNP 세계은행

정보에 대한 접근성 TV 보유가구 비율 세계은행

불안전한 성관계 피임도구 사용비율 세계은행

임상적 관리 GDP대비 보건의료지출 비용 세계은행

결과조건 사용지표 자료원

HIV/AIDS의 건강성과 HIV/AIDS 유병률 세계은행

표 36. 하위요소를 나타내는 지표 및 자료원

 

5. 개념별 요소 지수화 및 퍼지셋 점수화

기존 퍼지셋 분석을 이용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연구자마다 매우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였다. 국내의 각 연구에서 퍼지셋 점수 산출시 이용한 방법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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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섭

(2007) 

적절한 이론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부득이하게 표준점수를 이용

한 상대적 거리를 이용하였다. 우선 각 요소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요소들의 표준점수를 다음과 같이 산출하였

다. 

- 표준 점수 표준 편차
개별 점수  평균

 이 값들은 대부분의 값이 평균을 중심으로 표준편차 3 단위 안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러한 논리를 이용하여 퍼지셋 점수를 다음과 같

이 산출하고, 평균을 중심으로 –3 표준편차를 넘어서는 값에 대해서

는 0의 값을 +3 표준편차를 넘어서는 값에 대해서는 1의 값을 부여

하였다.

- 퍼지셋 점수 

표준 점수  

류연규

(2008)

하위개념들의 구성요소 지수를 적절한 가중치를 주어 합산한 하위요

소의 지수를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표준정규분포 z의 값으로 

환산한 후 다시 적절한 가중치를 주어 합산하여 지수화하였음. 이후 

중위수를 분기점(crossover point)로 설정하여 퍼지셋 점수로 전환하

였다.   

김영미

(2008) 

지수 값에 0.5를 곱한 후 중위 값을 분기점으로 삼는 방식을 선택하

였다. 

김수완

(2010)

자료들의 평균값을 분기점으로 설정하였으며, 변수가 왼쪽으로 치우

쳐 있던 하나의 변수에 대해서만 중위 값을 분기점으로 이용하였다. 

조아라

(2011)

노동시장 정책레짐의 세 가지 속성 중 실업보호 관대성과 고용보호

의 엄격성에서는 연구자의 지식을 기반으로 퍼지셋 점수를 설정하였

으며, 노동시장정책의 적극성에 대하여는 최대, 중위, 최소값을 이용

하여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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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연 외

(2012)

각 변수들의 질적 고정점을 사례 간 상대적 값으로 설정하여, 최대

값, 최소값, 그리고 중위값을 사용하였다

정해식

(2012)

측정 지표를 정규화방법을 이용하여 지수화 하였는데, 여러 가지 정

규화 방법 중에서도 최소-최대 전환(Min-Max Normalization Methods)

를 이용하였다. 이 방법은 극단 값이나 이상 값이 존재할 경우에는 

값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지만, 지표 간 간격이 적은 경우에는 통합

지수의 영향력을 Z-score 전환보다 높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OECD & EC Joint Research Center, 2008).

- 지표 값이 클수록 긍정적인 경우: 

 maxmin

min

- 지표 값이 작을수록 긍정적인 경우: 



 maxmin

max

이렇게 전환되면 모든 지표는 0~1의 값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지수

화를 시킨 후 각 변수에서 최대값을 완전한 소속기준점, 최소값을 

완전한 비소속의 기준점, 그리고 중위 값을 분기점의 기준으로 하였

다. 단 1인당 국민소득 변수는 최대값을 완전한 소속기준점으로 할 

경우 분기점 이상의 국가들이 대부분 0.5에 근접하는 값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완전한 소속의 기준점으로 ‘중위 값 + 표준편차 단

위’로 설정하였다. 

김보람 외

(2012)

‘괜챦은 일자리’라는 개념을 구성하는 다섯 가지 지표, 즉 소득, 

근로시간, 고용보장, 양성평등, 사회보장에 대하여 모두 연구자의 질

적 지식에 근거하여 퍼지점수를 산출하였다.

이동선

(2013)

각 변수들의  최대값, 최소값, 그리고 중위값을 각 퍼지셋 집합의 최

대값(0.95), 최소 값(0.05), 전환 값(0.5)으로 사용하였다

표 37. 기존 연구들에서의 퍼지셋 점수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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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Ragin(2008)은 질적 구분 점의 설정은 자료 내

부에 근거하기보다는 실질적인 연구자의 지식에 바탕을 두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만약 다른 연구자를 설득할 수 있을 만

큼 확고한 이론을 근거로 할 수만 있다면 타당성을 더 확실히 확보할 수는 

있는 방법이지만, 연구에서 다루는 주요 원인조건들 중에서는 어느 수준이 

충분히 결과조건 퍼지집합에 속한다고 혹은 속하지 않는다고 정의할 수 있

는가에 대한 이론적 기준이 잘 구축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는 매우 어려운 작업이며, 또한 한다고 하더라고 주관적 개입에 대한 비판

의 가능성이 항상 열려있게 된다. 따라서 많은 연구자들이 자료의 구조를 

고려한 통계적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위의 [표 37]에서 퍼지셋 분

석을 이용했던 기존의 연구들을 보더라도 연구자의 질적 지식에 근거하기 

보다는 자료의 내부적 구조를 고려한 통계적 기준점을 이용한 연구들이 대

부분이었다.  

본 연구에서도 각 변수들에 대한 질적 고정점을 결정하기 위한 이론적 

기반이 충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국가들 내에서의 상대적 위치를 고려하

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이론적 논의를 밑바탕으로 한 

본 저자의 판단에 따르는 방법과 통계적 특징에 의한 분기점을 이용하는 

방법 두 가지 중 각 변수별로 더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접근법을 적용하였

다. 다음은 각 변수들의 퍼지셋 점수화 과정에서의 질적 고정점 선정에 대

한 설명이다.

1) HIV/AIDS 유병률

HIV에 감염되어 있는 모든 국가들은 더 이상의 질병 전파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위해서는 역학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HIV 전파 양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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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정보가 구축되어 있다면 국가들이 HIV를 모니터하고, 예방을 위한 활

동들을 계획하고 평가하는데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하

여 WHO & UNAIDS에서는 HIV/AIDS의 질병에 대하여 다음 [표 38]과 같이 

분류를 하였다(UNAIDS, 2006).

이러한 분류 기준에 비추어 HIV/AIDS의 유병률 데이터의 분포 양상을 해

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세계은행의 HIV/AIDS자료에서 유병률의 분포 

양상을 살펴보면 [표 39] [그림 7]과 같이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5%미만이며 일부 약 13%의 국가에서만 5%이상의 유병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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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정 의 

Low level 

epidemic

HIV/AIDS가 어떤 하위 인구집단에서도 유의한 수준으로 전파되

지는 않은 경우를 의미하며 이런 경우는 HIV/AIDI 감시 체제는 

대체로 고위험군의 행태에 초점을 맞춘다(UNAIDS, 2006). 

Concentrate 

epidemic 

HIV/AIDS가 감염 고위험군 하위 그룹에서 5% 이상의 유병률을 

보이지만 바이러스가 일반 국민들에서 유행하지는 않는 상태이

다. 이러한 경우 추후 HIV/AIDS의 양상은 취약군들의 규모, 이러

한 감염군과 일반국민들 간의 접촉 빈도와 접촉의 성격, 등에 따

라 달라진다(Anderson, 1991). 이 경우 HIV 감시체제는 고위험군

에서의 감염을 모니터링 하고 고위험군과 일반 국민들과의 접촉

에 특별히 초점을 맞춘다. 또한, 일반 국민들 중 고 위험성 성적 

행태를 보이는 젊은 층도 모니터링을 한다. 

Generalized 

epidemic  

일반 국민의 1-5%의 유병률을 보이는 경우로, 이러한 수준의 유

병률은 HIV가 유행병(epidemic)으로 옮겨 가기에 충분한 sexual 

networking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다. 성매매 관련 종사

자와 성매매를 하는 이들과 같은 가장 고위험군들도 HIV감염 위

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위험도를 가진 일반적인 

하위인구그룹들, 예를 들면 미혼 남·녀, 성 매매를 정기적으로 

이용하지는 않는 기혼 남·녀 들의 행태도 신규 감염의 많은 부

분을 차지한다. 이런 경우 감시체제는 일반 국민의 감염 및 위험 

행태를 모니터링 하는 것에 집중을 하며, 출산 전 임산부의 HIV 

감시도 한다. 

Hyper

endemic  

이는 HIV가 일반 국민들에 이미 널리 퍼져있는 상황, 즉 성인 인

구의 15% 이상 전파되어 있는 경우로 정의한다. 

표 38. UNAIDS의 HIV/AIDS 감염국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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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centiles 유병률 Percentiles 유병률 Percentiles 유병률

1% 0.1 25% 0.28 90% 6.52

5% 0.1 50% 0.84 95% 14.59

10% 0.1 75% 2.13 99% 25.41

표 39. HIV/AIDS 유병률 자료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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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HIV/AIDS 유병률 분포 양상

UNAIDS(2006)의 고도유행국(Hyperendemic)의 기준인 유병률 15%는 전체 

국가들의 유병률의 상위 95% 수준이었다. 따라서, 이 기준을 HIV 발병률이 

낮은 국가에 대한 완전한 비소속의 기준점으로 하였다. 또한 UNAIDS(2006)

의 HIV 전반적 유행국가(generalized epidemic)와 저발생국(low level)을 가

름하는 기준인 1%를 퍼지셋 소속점수의 분기점(crossover point)로 설정하

였는데, 이는 본 데이터셋에서 유병률의 중위수인 0.84% 수준과 대략적으

로 유사하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낮은 HIV/AIDS 유병국’이라는 집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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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상 완전한 소속이 되려면 사실상 유병률은 0%이어야 하나, 그러한 국

가는 존재하지 않고, 또한 본 분석의 대상 국가는 HIV/AIDS의 원조를 받은 

국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평균보다는 수치가 높을 수밖에 없

으므로 0%를 완전한 소속의 기준점으로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어떤 수치를 완전한 소속의 기준점으로 정할지에 대한 명확한 다른 이론적 

근거도 존재하지도 않으므로, 자료 내에서의 상대적 위치를 고려하여 결정

하였는데, 완전한 비소속의 기준점이 상위 5% 수준이 기준이었으므로 

HIV/AIDS의 유병률이 낮은 집합의 완전한 소속의 기준점은 하위 5% 수준

인 유병률 0.1%으로 결정하였다. 

2 ) 거버넌스 지수 – 부패의 통제/ 책무성 

거버넌스는 앞의 이론적 검토에서 언급하였듯 부패의 통제와 책무성을 

하위요인으로 구성하고, 각각에 0.5의 가중치를 두어 지수화하였다. 

거버넌스 = 0.5 × Corruption + 0.5 × Accountability

세계은행의 WGI는 –2.5~2.5 범위 내에서 점수화되는 지수로 조사 대상이 

되는 전 세계 212개국들은 [표 40]에서와 같이 가장 거버넌스가 좋은 국가

와 좋지 않은 국가는 점수의 범위가 비교적 넓고 정규분포 양상을 보인다. 

WGI는 좋은 거버넌스와 그렇지 않은 거버넌스의 이론적 기준을 별도로 제

시하지 않고 있으며,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다른 이론적 근거도 없다. 따

라서, 국가들 간의 상대적 위치를 고려한 퍼지셋 점수화가 필요한데, 이 때 

또 한 가지 고려해야 할 것은 전체국가 내에서의 상대적 위치를 고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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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분석대상으로 추려진 47개국 내에서의 위치를 고려한 점수화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거버넌스 지표는 전체 조사대상국인 212개국에서보다 분석 대상 국가인 

HIV/AIDS 원조 공여국 내에서는 더 좁은 범위의 점수분포를 보이는데, 이

런 경우 만약 전체 국가를 대상으로 하였을 때의 기준으로 퍼지셋 점수를 

설정한다면, 거버넌스가 좋은 국가 혹은 좋지 않는 국가에 소속된 사례가 

매우 드물게 될 것이다. 

전체국가(212개국) Fs/QCA 분석 대상국(47개국)

control of 

corruption

voice and 

accountability

거버

넌스

control of 

corruption

voice and 

accountability

거버

넌스

평균 -0.002 0.003 0.001 -0.530 -0.415 -0.473

최소 -1.73 -2.19 -1.859 -1.290 -1.600 -1.295

최대 2.46 1.63 2.044 1.400 1.080 1.240

표 40. 데이터셋 별 거버넌스 지수의 분포 

 

따라서, 분석 대상 국가 내에서의 상대적 위치를 기반으로 하여 퍼지셋 

점수화를 해 주었는데, 즉 최대값을 거버넌스가 좋은 국가라는 집합에 대

한 완전소속 점수, 중위수를 교차점, 최소값을 완전 비소속 점수로 설정하

였다. 다만 퍼지셋 점수로 변환을 하였을 때 점수가 좀 더 양 극단으로 분

포하도록 유도하여 집합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 0.95의 기준점은 지수화 

점수 중 최대값에 0.95의 가중치를 주어 사용하고, 최소값에 0.95의43) 가중

치를 준 값을 0.05의 기준으로 삼았다(상지윤, 2010)

43) 상지윤(2010)에서는 원점수가 모두 양수이므로 최소값에 1.05로 가중치를 주었으나, 거
버넌스 지표의 경우 –2.5~2.5의 범위를 보이므로, 점수를 양극단으로 분포시키기 위해서
는 최소값에도 0.95를 곱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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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종-언어분화 정도

인종 언어분화 수준은 해당 국가에서 무작위로 두 사람을 추출하였을 

때, 두 사람이 다른 인종, 언어 그룹에 속할 확률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념

적으로 1은 모든 해당 국가의 사람이 다른 인종·언어그룹에 속한다는 의

미이고 0은 모든 국민이 동일한 인종 ·언어 그룹이라는 의미이다. 

 개념적으로도 1일 때가 완전한 분화, 0인 경우가 완전한 단일화의 개념

이고 또한 데이터의 양상이 0~1이 고른 분포를 보이기 때문에, 변수의 최

대값을 완전한 소속의 기준 값, 최소값을 완전한 비소속의 기준점으로, 중

위 값을 전환점으로 설정하였다. 앞에서와 같이 0.95의 기준점은 지수화 점

수 중 최대값에 0.95의 가중치를 주어 사용하고, 최소값에 1.05의 가중치를 

준 값을 0.05의 기준으로 삼았다. 

4) 이슬람 교도 비율 

이슬람교도는 특정 국가에 집중되어 있는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분포가 

고르지 않은 양상을 보인다. 데이터가 제시되어 있는 총 232개의 국가 중

에서 0.1% 미만의 이슬람교도 비율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47개국으로 약 

20%였고, 107개국 즉 약 46%에서 이슬람교도의 비율은 1% 미만이었으며, 

약 13%인 32개국 국가에서는 95%이상이, 3%인 8개국에서는 99%이상이 이

슬람교도였다. 20~70%의 비율을 보이는 국가는 전체 232개국 중 19개국 밖

에 되지 않았다[그림 8][표 41]. 이러한 분포 양상은 전제 자료의 대상국인 

232개국의 분포와 HIV/AIDS 수원국을 대상으로 한 본 분석의 대상국인 47

개국의 분포양상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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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국가(206개국) Fs/QCA 분석 대상국(47개국)

평균 22.24 25.18 

최소값 0.09 0.09 

최대값 99.9 99.90 

표 41. 데이터셋 별 이슬람교도 비율의 분포(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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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이슬람교 비율의 분포 양상

변수의 최대값을 완전한 소속의 기준값, 최소값을 완전한 비소속의 기준

점으로, 중위값을 전환점으로 설정하였고, 앞에서와 같이 0.95의 기준점은 

지수화 점수 중 최대값에 0.95의 가중치를 주어 사용하고, 최소값에 1.05의 

가중치를 준 값을 0.05의 기준으로 삼았다.

5) Gini Index 

지니 계수는 인구의 누적비율과 소득의 누적 점유율 사이의 상관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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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는 로렌츠 곡선에서 소득분배가 완전히 평등하다고 가정했을 때의 

기울기가 1인 대각선과 실제 현실의 소득분포 곡선 사이의 면적을 A, 로렌

츠 곡선 하방의 면적을 B라고 했을 때, A/(A+B)라는 공식으로 구해진다. 따

라서 완전 평등하다면 0, 완전 불평등한 상태라면 1이 될 것이다. 본 분석

에서 사용한 세계은행의 자료는 여기에 100을 곱하여 퍼센트의 개념으로 

나타내었다. 

개념적인 측면에서는 완전한 소속 점수는 1, 완전한 비소속 점수는 0이

어야 하나 [표 42]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현실적으로 이러한 사회는 존재

하지 않는다. 가장 평등한 국가의 지니계수는 27.8이었고, 가장 불평등한 

국가의 지니계수는 65.8이었다. 본 분석대상 국가들만을 추려냈을 때의 지

니계수의 분포 양상도 전체 국가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따라서, 분석대상국가에서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불평등 국가라는 집합의 

완전한 소속·비소속의 기준점으로 설정하였고, 왜도가 약 0.72로 분포의 

치우침이 크지 않아 평균과 중위수가 큰 차이는 없었으나, 중위수를 기준

점으로 하였다.

전체국가(116개국) Fs/QCA 분석 대상국(47개국)

평균 41.4 43.6

최대값 65.8 65.3

최소값 27.8 28.0

표 42. 전체국가와 최종 데이터셋 국가와의 Gini 계수의 분포 비교

 역시, 0.95의 기준점은 지수화 점수 중 최대값에 0.95의 가중치를 주어 

사용하고, 최소값에 1.05의 가중치를 준 값을 0.05의 기준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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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1·2차 학교 등록비율 

1·2차 학교 등록비율은 약 40%의 국가들에서 100% 이상의 수치를 보인

다, 즉  이는 40%의 국가에서 학교에 등록하는 여자 아이의 비율이 남자 

아이보다 더 많다는 의미이다. 이 변수는 남·녀의 평등정도에 대한 대리

변수로서 수치가 높을수록 남성에 대한 여성의 불평등 수준은 상대적으로 

좁아진다고 해석될 수는 있지만, 정확히 어느 정도의 수치가 완전한 남·

녀 평등이며, 어느 수준이 불평등한 국가라고 규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

론적 기준은 없다. 

212개국의 전체 국가에서의 분포와 HIV/AIDS 수원국만을 대상으로 하였

을 때의 분포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이 변수도 앞의 변수와 

마찬가지로 최대값, 최소값, 중위값을 완전한 남녀 평등국가라는 집합의 기

준점으로 이용하여 퍼지셋 점수화를 하였다. 100% 이상의 수치에서도 수치

가 더 높아질수록 여성과 남성의 불평등 수준은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으므로 100% 이상의 수치를 동일하게 간주하지 않고 그대로 이용하

였다. 

전체국가(212개국) Fs/QCA 분석 대상국(47개국)

평균 96.2 92.4 

최대값 53.4 62.1 

최소값 108.8 106.7 

표 43. 전체국가와 최종 데이터셋 국가와의 남·녀 1·2차 학교 등록비율 분포 비교

7) 1인당 G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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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은 해마다 경제수준을 기준으로 국가들을 저소득, 중저소득, 중

상소득, 고소득 국가로 분류하기 위한 목적으로 1인당 GNI를 이용한다. 그

런데, 이 1인당 GNI는 매년 변하며, 따라서 분류된 그룹의 국가 구성도 매

년 바뀐다. 이러한 기준을 퍼지셋 점수화의 기준점으로 이용하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본 분석의 데이터가 한 시점의 자료가 아니라 2002~2010

년의 평균 자료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준도 이러한 데이터의 속성을 반

영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저소득 국가의 기준은 2002년의 1인당 GNI를 기준으로 $735였으며 2010

년의 1인당 GNI 기준으로는 $1,005였고, 중저소득 국가의 기준은 2002년의 

1인당 GNI로 $ 736~$2,935, 2010년의 기준으로는 $1,006~$3,975이었다. 중

상소득 국가의 기준은 2002년 1인당 GNI기준으로는 $2,936~$9,076, 2010년 

1인당 GNI기준으로는 $3,976~ $12,275이었고, 고소득 국가는 2002년 1인당 

GNI기준으로는 $9,077이상, 2010년 1인당 GNI 기준으로는 $12,275 이상이

었다(World bank, 2004; World bank, 2012).

따라서 본 분석의 데이터를 분류하고자 할 때, 이 두 양끝시점 기준의 

평균점을 각 경제수준 그룹의 기준점으로 삼았으며 다음과 같다.

2002년 GNI 기준 2010년 GNI 기준 평균 

저소득(low-income) <735 <1,005 < 870

중저소득(lower-middle) 736 ~ 2,935 1,006~3,975 871 ~ 3,455

중상소득(upper –middle) 2,936~9,076 3,976~12,275 3,456 ~ 10,675

고소득(high-income) > 9,077 > 12,275 > 10,676

표 44. 각 시점에서의 경제적 수준 구분(단위 : $)

이런 기준으로 분류를 하면 고소득 국가가 1개국, 중상 소득국가는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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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중저소득국은 25개국, 저소득 국가는 6개국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처럼 

본 분석의 데이터셋에 포함된 국가들은 HIV/AIDS의 원조를 받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소득의 분포는 전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

로 한 경우보다 하위에 위치하게 된다. 예를 들면 2013년의 국가 분류에서 

전체 세계은행의 대상국인 214개국 중 저소득 국가는 36개국, 중 저소득 

국가는 48개국, 중상 소득국가는 55개국, 고소득 국가는 75개국으로 각각, 

17%, 22%, 26%, 35%의 비율을 보였고, 다른 년도에서도 이러한 비율이 크

게 다르지 않는 반면, 본 분석의 47개 대상국에서는 각각 13%, 53%, 32%, 

2%의 비율을 보였다.

따라서 여기서의 퍼지집합의 고소득 국가의 개념은 일반적인 고소득 국

가의 개념보다는 조금 낮게 상정하였다. 즉 분석대상 국가들 중 1인당 GNI

가 최대값을 보이는 국가는 칠레로 2002년과 2010년의 고소득국가 평균기

준치인 $10.675보다는 큰 $13,243인데 이는 칠레가 HIV/AIDS 원조를 받은 

47개국 들 중 유독 높은 값을 보이는 이상수치로, 두 번째로 높은 국가와 

$400의 큰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두 번째 높은 GNI 값을 완전 소속점수인 

0.95으로 하였다. 그 이외에 교차점은 데이터셋의 중위값을 이용하였으며, 

완전 비소속 퍼지셋 점수인 0.05의 기준은 데이터셋의 최소값으로 선정하

였다. 

8) TV 보유 가구 비율 

이 변수도 또한 어느 수준이 되어야 충분히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가진 

국가로 판단될 수 있고, 어느 수준이 되어야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셋 내에서의 상대적 위치를 고려하여 퍼지셋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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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화를 해야 한다. 

TV 보유 가구 비율도 경제적 수준에 영향을 많이 받는 지표이기 때문에, 

1인당 GNI 지표에서와 마찬가지로 전체국가를 대상으로 했을 때와 분석 

대상국인 47개국간의 최대 TV 보유가구 비율과 최소 TV 보유 비율의 범

위는 비슷하나, 전체적인 평균에서는 큰 차이를 보였다[표 45]. 

전체국가(113개국) Fs/QCA 분석 대상국(47개국)

평균 68.68 44.5 

최대값 2.3 2.3 

최소값 99.8 95.7 

표 45. 전체국가와 최종 데이터셋 국가와의 TV보유가구수 비율의 분포 비교(단위:%)

 

따라서. 분석 대상 데이터 셋 내에서의 상대적 위치를 고려하여 퍼지셋 

점수를 산정하였는데, 앞의 Gini 계수 및 1·2차 학교 등록비율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지수화 한 후 최대값, 중위값, 최소값을 각각 완전 소속점수, 교

차점, 완전 비소속 점수로 설정하였다. 

9) 보건의료 지출 비율 

보건의료 지출 비율도 고지출 국가, 저지출국가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

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으며, 학문적 영역 혹은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어

떠한 분류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변수도 상대적 위치를 고려

하여 퍼지셋 점수화를 해주었는데, 전체국가를 대상으로 한 데이터셋과 

HIV/AIDS의 수원국만을 대상으로 한 본 분석의 데이터셋들의 변수 분포를 

비교하여 보면, 전체적인 평균과 최소값은 유사하나 GDP대비 보건의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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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을 가장 많이 한 국가들의 수치에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HIV/AIDS의 원조를 받은 국가들내에서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완전 소속·완전 비소속의 기준점으로 설정하였으며, 중위수를 

전환점으로 설정하였다.

전체국가(189개국) Fs/QCA 분석 대상국(47개국)

평균 6.51 5.92

최소값 2.13 2.40 

최대값 17.19 10.13 

표 46. 전체국가와 최종 데이터셋 국가와의 보건의료지출비율의 분포 비교(단위:%)

10) 피임도구 사용 비율 

피임도구 비율도 보건의료 지출 비용과 마찬가지로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으며, 학문적 영역 혹은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어떠한 

분류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150개국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을 때와, 

HIV/AIDS 수원국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을 때의 분포는 크게 다르지 않았

다. 역시 분석 대상국가를 기준으로 하여 최대값, 최소값, 중위수를 퍼지셋 

점수의 기준점으로 설정하였다. 

전체국가(150개국) Fs/QCA 분석 대상국(47개국)

평균 47.44 42.39 

최소값 3.8 3.80 

최대값 88.53 88.53 

표 47. 전체국가와 최종 데이터셋 국가와의 피임도구 사용비율의 분포 비교(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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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기준들로 산출한 각 원인조건들의 퍼지셋 집합에 대한 소속점

수 기준 값들을 정리하면 다음 [표 48]와 같다.

소속점수 기준값

1(완전한 소속) 0.5(전환점) 0(완전한 비소속)

유병률 0.1 1 15,1

거버넌스지수 1.18 -0.5 -1.23

인종언어분화수준 0.88 0.61 0.12

이슬람비율 94.91 5.1 0.09

1인당 GNI 9,777 2,467 649

Gini계수 62.00 42.45 29.40

남·녀 1·2차학교 등록비율 101.33 97.54 65.15

TV보유 가구비율 90.88 37.9 2.42

보건의료지출비율 9.62 5.58 2.52

피임도구 사용비율 84.10 44.3 3.99

표 48. 각 요인들의 결과집한 퍼지셋 소속점수 기준값

제4절 결 과 

1. 퍼지셋 점수

세 가지 기준점을 설정한 이후 이를 퍼지셋으로 calibration을 하여 퍼지

셋점수로 전환하였다. 퍼지셋 점수의 전환은 외부기준에 의해 calibration하

여야 하며, 이는 직접적 방법, 간접적 방법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본 분

석에서는 이후의 충분조건, 결합조건에 대하 확률적 분석은 STATA 11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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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나 퍼지셋 점수 전환은 FsQCA 2.0을 이용하였는데, 이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직접적 방법을 이용한다. 

직접적 방법의 과정을 본 분석에서 사용된 1인당 GNI 데이터의 7개국 

자료만 가지고 간단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표 49]. 직접적 방법은 세 

가지 질적 고정점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우선 첫 번째로 각 수치와 전환점

과의 편차를 구한다([표 49]의 세 번째 열). 본 분석에서 설정한 1인당 GNI

가 높은 국가집합에 대한 전환점은 중위수인 $2,467이기 때문에 각 1인당 

GNI와 $2,467의 차를 구해주면 된다. 

스칼라는 전환점보다 높은 수치의 국가들에서는 완전한 소속점수의 log 

odds인 3과 완전한 소속 기준점에 해당하는 수치와 전환점과의 편차의 비

로 나타내고, 전환점보다 낮은 수치의 국가들에서는 완전한 비소속점수의 

log odds인 –3과 완전한 비소속 기준점에 해당하는 수치와 전환점과의 편

차의 비로 나타내어진다.44)

Ÿ 완전한 소속점수의 log odds = LN{0.95/(1-0.95)} = 3

Ÿ 완전한 비소속 점수의 log odds = LN{0.05/(1-0.05)} = -3

Ÿ 전환점보다 높은 수치의 국가들에서의 스칼라 : 3/(9,777-2,467) = 0.00041

Ÿ 전환점보다 낮은 수치의 국가들에서의 스칼라 : 3/(649-2,467) = 0.00165

이처럼 산출된 스칼라를 전환점과의 편차 값과 곱해주어 log odds metric

으로 전환해준다. 즉 이는 각 1인당 GNI값을 1인당 GNI가 높은 국가집합

에 대한 소속점수의 log odds를 반영하는 값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할 수 

44) 1인당 GNI의 완전한 소속기준점은 $9.777, 완전한 비소속기준점은 $649로 설정하였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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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세 개의 질적 고정점을 통해 외부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반영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log odds값을 다음과 같은 

산식을 이용하여 퍼지셋 점수로 전환을 해준다.

퍼지셋 점수 = exp(log odds)/[1+exp(log odds)]

국가 1인당 GNI 전환점과의 편차 스칼라 곱셈 퍼지셋점수

Benin 1,322 -1,145 0.00165 -1.89 0.13 

Burkina Faso 1,118 -1,349 0.00165 -2.23 0.10 

Belarus 9,777 7,310 0.00041 3.00 0.95 

Bolivia 3,794 1,327 0.00041 0.54 0.63 

Bhutan 3,947 1,480 0.00041 0.61 0.65 

Chile 13,243 10,776 0.00041 4.42 0.99 

Cote d'Ivoire 1,696 -771 0.00165 -1.27 0.22 

표 49. 1인당 GNI 수준이 높은 국가집합에 대한 퍼지셋 점수의 calibration

다음 [표 50]는 분석 대상 국가들의 각 원인조건에 대한 퍼지셋 소속점

수를 정리한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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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거버넌스
인종-언어

분화수준

이슬람교 

비율

1인당

GNI

지니

계수

남·녀 1·2차 

학교 등록비율

TV 보유 

가구수

보건의료 

지출 비율 

피임도구 

사용비율 

HIV/AIDS 

유병률 

Armenia 0.35 0.05 0.05 0.72 0.12 0.98 0.95 0.30 0.68 0.95

Azerbaijan 0.08 0.96 0.95 0.78 0.12 0.79 0.95 0.57 0.63 0.94

Benin 0.62 0.66 0.18 0.13 0.29 0.05 0.22 0.26 0.12 0.48

Burkina Faso 0.59 0.86 0.63 0.1 0.35 0.17 0.10 0.72 0.11 0.48

Belarus 0.06 0.05 0.05 0.95 0.03 0.55 0.96 0.63 0.89 0.91

Bolivia 0.57 0.05 0.05 0.63 0.91 0.63 0.79 0.46 0.76 0.9

Bhutan 0.68 0.08 0.05 0.65 0.50 0.62 0.75 0.38 0.61 0.95

Chile 0.96 0.05 0.05 0.99 0.83 0.74 0.96 0.73 0.74 0.91

Cote d'Ivoire 0.06 0.74 0.31 0.22 0.59 0.06 0.50 0.35 0.09 0.31

Cameroon 0.1 0.61 0.13 0.29 0.31 0.23 0.22 0.33 0.22 0.3

Congo,Rep. 0.1 0.1 0.05 0.5 0.68 0.31 0.25 0.04 0.50 0.36

Congo.Dem.Rep. 0.1 0.11 0.05 0.5 0.68 0.31 0.25 0.04 0.50 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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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거버넌스
인종-언어

분화수준

이슬람교 

비율

1인당

GNI

지니

계수

남·녀 1·2차 

학교 등록비율

TV 보유 

가구수

보건의료 

지출 비율 

피임도구 

사용비율 

HIV/AIDS 

유병률 

Costa Rica 0.9 0.05 0.05 0.95 0.74 0.96 0.95 0.91 0.97 0.92

Dominican republic 0.6 0.05 0.05 0.85 0.76 0.97 0.90 0.48 0.86 0.5

Ecuador 0.45 0.05 0.05 0.87 0.82 0.89 0.95 0.78 0.89 0.79

Ethiopia 0.14 0.72 0.27 0.05 0.05 0.16 0.06 0.26 0.10 0.42

Georgia 0.58 0.54 0.09 0.65 0.41 0.58 0.95 0.92 0.61 0.95

Ghana 0.75 0.59 0.12 0.13 0.51 0.42 0.27 0.49 0.16 0.45

French Guiana 0.07 0.93 0.89 0.07 0.35 0.09 0.09 0.54 0.06 0.47

Honduras 0.43 0.05 0.05 0.58 0.92 1.00 0.81 0.87 0.83 0.64

Indonesia 0.5 0.94 0.91 0.58 0.11 0.64 0.81 0.06 0.75 0.93

India 0.71 0.58 0.11 0.5 0.12 0.36 0.60 0.19 0.69 0.9

Kenya 0.39 0.52 0.07 0.15 0.69 0.45 0.17 0.24 0.46 0.22

Cambodia 0.11 0.11 0.05 0.19 0.36 0.29 0.72 0.61 0.52 0.5



- 210 -

국가 거버넌스
인종-언어

분화수준

이슬람교 

비율

1인당

GNI

지니

계수

남·녀 1·2차 

학교 등록비율

TV 보유 

가구수

보건의료 

지출 비율 

피임도구 

사용비율 

HIV/AIDS 

유병률 

Lesotho 0.69 0.05 0.05 0.27 0.82 1.00 0.10 0.90 0.43 0.01

Morocco 0.51 0.96 0.96 0.63 0.41 0.30 0.87 0.45 0.80 0.95

Moldova 0.44 0.06 0.05 0.53 0.16 0.97 0.92 0.97 0.85 0.8

Madagascar 0.64 0.08 0.05 0.07 0.62 0.47 0.15 0.14 0.31 0.76

Mali 0.66 0.95 0.93 0.08 0.19 0.13 0.21 0.67 0.06 0.49

Mongolia 0.65 0.4 0.06 0.56 0.14 1.00 0.93 0.50 0.78 0.95

Mozambique 0.59 0.64 0.16 0.05 0.65 0.23 0.08 0.62 0.11 0.1

Mauritania 0.35 0.96 0.95 0.33 0.41 0.81 0.20 0.39 0.07 0.77

Malawi 0.5 0.56 0.10 0.05 0.44 0.76 0.05 0.83 0.42 0.07

Niger 0.39 0.96 0.95 0.05 0.32 0.08 0.06 0.34 0.10 0.64

Nigeria 0.14 0.81 0.47 0.22 0.63 0.26 0.30 0.61 0.09 0.36

Nepal 0.31 0.37 0.06 0.1 0.28 0.20 0.30 0.50 0.48 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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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거버넌스
인종-언어

분화수준

이슬람교 

비율

1인당

GNI

지니

계수

남·녀 1·2차 

학교 등록비율

TV 보유 

가구수

보건의료 

지출 비율 

피임도구 

사용비율 

HIV/AIDS 

유병률 

Peru 0.67 0.05 0.05 0.85 0.79 0.70 0.85 0.33 0.89 0.86

Philippines 0.57 0.5 0.06 0.58 0.55 0.98 0.81 0.12 0.60 0.95

Paraguay 0.27 0.05 0.05 0.68 0.85 0.76 0.89 0.79 0.92 0.93

Rwanda 0.28 0.12 0.05 0.07 0.84 0.93 0.05 0.86 0.34 0.38

Senegal 0.64 0.95 0.94 0.2 0.32 0.39 0.55 0.50 0.08 0.79

El Salvador 0.66 0.05 0.05 0.8 0.73 0.70 0.90 0.73 0.87 0.69

Swaziland 0.21 0.05 0.05 0.71 0.80 0.45 0.45 0.72 0.64 0.01

Chad 0.04 0.84 0.59 0.09 0.35 0.04 0.05 0.33 0.05 0.38

Tanzania 0.54 0.7 0.23 0.1 0.25 0.50 0.06 0.36 0.25 0.25

Uganda 0.31 0.56 0.09 0.07 0.57 0.47 0.06 0.91 0.16 0.23

South Africa 0.85 0.1 0.05 0.93 0.97 0.84 0.76 0.90 0.76 0.03

표 50. 각 변수들의 퍼지셋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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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실표 

어떠한 원인조건들의 조합이 결과조건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자가 직

접 기존 지식을 바탕으로 조합을 생성하여 검증을 할 수도 있지만, 진실표

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도 있다. 앞에서도 이론적 탐색 부분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진실표는 모든 원인조건의 가능한 조합을 보여주는 것으로 원인

조건이 k개일 경우, 2k개의 원인조건의 조합이 형성되어 행으로 제시된다.

본 분석에서는 원인조건의 수가 9개이기 때문에 총 256개의 조합이 생성

되었다. 이렇게 생성된 원인조건의 조합에 각 사례들이 분배가 되는데, 이

때 각 사례에서 해당 원인조건에 대한 소속점수가 0.5이상이면 그 원인조

건에 소속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사례의 분배 결과로 원인조건의 조합에 해당하는 사례의 수가 낮

거나 없다면 그 원인조건의 조합은 현실에서는 실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다는 해석이 가능하며, 그러한 원인조건의 조합을 결과조건과 연결하여 평

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따라서 이때 연구자는 상대적으로 사례가 적은 

원인조건의 조합을 가려내는 기준치(frequency threshold)를 설정해야 한다. 

즉 몇 개의 사례수를 기준으로 하여 원인조건의 조합이 결과조건과 관련이 

있는가(relevant) 혹은 그렇지 않은가(remainder)를 결정할 것인가를 설정해

야 하는 것이며 나머지(remainder)로 분류된 원인조건의 조합은 경험적 사

례가 부족한 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을 결정할 때에는 총 사

례 수, 원인조건의 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례

수가 많지 않을 때에는 1 혹은 2를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 2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따라서 7개의 원인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249개의 조합은 경험적 

사례가 부족한 나머지로 분류를 하였다. 다음 [표 51]는 본 분석에서 하나 

이상의 사례를 보이는 원인 조건의 조합들만 제시한 진실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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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인종-언어

분화수준

이슬람교도 

비율

1인당

GNI

지니

계수

남·녀 1·2차 

학교 등록비율

TV 보유 

가구 수

보건의료 

지출 비율 

피임도구 

사용비율 
사례수  일관성

0 1 1 0 0 0 0 0 0 4 0.816 

0 0 0 1 1 1 1 1 1 3 0.916 
1 0 0 1 1 1 1 0 1 3 0.942 

1 0 0 1 1 1 1 1 1 3 0.955 
0 1 1 0 1 0 0 1 0 2 0.835 

1 1 1 0 0 0 0 1 0 2 0.853 
0 0 0 1 0 1 1 1 1 2 0.954 

0 0 0 0 1 1 0 1 0 1 0.762 
1 0 0 0 1 1 0 1 0 1 0.768 

0 0 0 1 1 0 0 1 1 1 0.836 
1 1 0 1 1 1 1 1 1 1 0.840 

1 1 1 0 1 0 0 1 0 1 0.849 
0 1 1 0 1 0 0 0 0 1 0.859 

1 1 1 0 0 0 0 0 0 1 0.866 
1 1 1 0 1 0 0 0 0 1 0.877 

0 1 1 0 0 0 0 1 0 1 0.878 
1 0 0 0 1 0 0 0 0 1 0.906 

0 0 1 0 0 1 0 0 0 1 0.949 
0 0 0 0 0 0 1 1 1 1 0.952 

0 0 0 1 0 1 1 0 1 1 0.954 
1 0 1 1 0 1 1 1 1 1 0.980 

0 0 1 1 0 1 1 1 1 1 0.982 
1 0 1 1 0 0 1 0 1 1 0.989 

표 51. 결과집합에 대한 원인조건 집합의 진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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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필요조건 검증 

 본 분석에서는 확률적 필요조건 검증을 수행하였다. 검증 기준은 ‘거

의 항상 필요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almost always necessary(0.80)’과 

‘대체로 필요적’으로 해석되는 ‘usually necessary(0.65)’, 그리고‘가끔 

필요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necessary more often than no(0.50)’의 

기준이 있는데 이 중‘대체로 필요적(usually necessary, 0.65)’의 기준을 

사용하였다. 이는 원인조건의 퍼지셋 점수가 결과조건이 퍼지셋 점수보다 

큰 사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65% 이상일 경우를 필요조건으로 파

악하는 것이다. p-value는 0.05의 기준을 사용하였다. 

원인조건 사례수 비율 p 원인조건 부정 사례수 비율 p

GO 22 0.47 0.008* go 23 0.49 0.417

EL 23 0.49 0.239 el 23 0.49 0.006*

MU 23 0.49 0.581 mu 23 0.49 0.280 

GN 21 0.45 0.000*  gn 23 0.49 0.279

GI 23 0.49 0.287 gi 23 0.49 0.000*

EN 23 0.49 0.033*  en 23 0.49 0.871

TV 23 0.49 0.000* tv 23 0.49 0.022*  

HE 22 0.47 0.162 he 22 0.47 0.006*

CO 23 0.49 0.581 co 23 0.49 0.280

AC : 책무성지표

EL : 인종-언어분화수준

GI : Gini 계수

HE : 보건의료지출비율

CR : 부패지표

MU : 이슬람 비율

EN : Enrol Ratio

CO : 피임도구 사용비율

GO : 거버넌스지표

GN : 1인당 GNI

TV : TV보유가구비율

표 52. HIV/AIDS 낮은 유병률의 필요조건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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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결과 위의 [표 52]와 같이 HIV/AIDS의 유병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

가들은 거버넌스 수준이 높고, 인종분화수준이 낮으며, 1인당 GNI가 높고, 

소득불평등이 낮으며 여성의 교육불평등 수준이 낮고, 보건의료 지출비율

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필요조건 검증결과는 반드시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결과를 통하여 공통적 원인조건을 추출하는 과정이

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눈에 띄는 결과는 낮은 보건의료지출 비율이 필요조건

으로 분석되어 기존의 연구결과들과는 약간 다르게 나왔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해석은 조심스럽게 해야 할 것이나 한 가지 가능성은 보건의료관련 

지출은 전반적인 국민건강상태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각 국가마다 

보건의료 관련 지출에서도 중점을 두는 분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인과관계가 모든 개별 질환에서도 그러하지는 않을 수도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HIV/AIDS는 해외원조로부터 유입되는 재원이 많아 이로 인

해 국가 재정 자체에서 HIV/AIDS에 투입하는 재원이 감소하는 즉 HIV/AIDS 

ODA가 국가 보건의료 재정 투입을 밀어내는 이른바 “crowding out”현상

이 나타날 수 있다. 국가의 재정으로 유입되지 않은 HIV/AIDS의 원조의 비

율도 높기 때문에 이들은 보건의료 지출 비용으로 계상되지 않을 수도 있

기 때문이다. 이는 낮은 보건의료지출 비율이 필요조건으로 분석된 데 대

한 가능성들이며, 좀 더 많은 원인 경로의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충분조건 검증 

충분조건은 원인조건의 집합이 결과조건 집합의 하위집합이 되는 경우이

다. 본 분석에서는 낮은 유병률을 보이는 국가들을 설명하는 아홉 가지 원

인조건이 배열을 이루고 있다고 가정하는데, 이때 충분조건이 되는 원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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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배열은 하나가 아니라 둘 이상이 될 수도 있다(Wagemann & 

Schneider, 2010).  다시 말해 유병률이 낮은 조건을 이끌어내는 원인 경로

는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충분조건 검증

은 필요조건 검증과 마찬가지로 확률적 기준에 의해 일관성 값의 기준을 

0.80으로 설정하고 유의수준 0.05 이하로 유의한 배열을 선정하였다. 

[표 53]은 이러한 조건하에 분석된 결과이다. 낮은 HIV/AIDS라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두 가지의 원인경로와 각 원인조건 조합이 낮은 HIV/AIDS 수준

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개별적인 설명력, 다른 원인경로와 구분되는 각 원

인경로의 독자적 설명력 범위를 의미하는 구분설명력, 그리고 결합식의 일

관성을 보여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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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일관성
개별

설명력

구분

설명력
사례국 

~인종언어분화수준*1인당GNI*~Gini계

수*남녀학교등록비율*TV보유가구비율

*보건의료지출비율*피임도구사용비율 

*~이슬람비율*~거버넌스지표

0.954 0.210  0.051
벨라루스, 

몰도바

~인종언어분화수준*1인당GNI*Gini계

수*남녀학교등록비율*TV보유가구비율

*피임도구사용비율*~이슬람비율*거버

넌스지표

0.950 0.315  0.156

볼리비아,칠

레, 코스타리

카,페루,엘살

바도르

총 설명력(Total coverage)=0.366    

결합식의 일관성(Solution Consistency)=0.957  

표 53. 원인조건 조합의 충분조건 검증 :

HIV/AIDS의 유병률이 낮은 조건을 만들어내는 조합은 첫 번째는 인종언

어분화수준이 낮고, 1인당 GNI가 높으면서 불평등 지수는 낮고, 남성에 대

한 여성의 교육 불평등이 낮고, TV보유 가구 비율과 보건의료 지출비율이 

높고, 피임도구 사용비율이 높으면서 이슬람비율이 낮으며, 거버넌스 수준

은 낮은 조합이고 여기에는 벨라루스와 몰도바가 해당이 된다.

사례국가들의 HIV/AIDS에 대한 국가적 맥락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벨라루스는‘Global Fund to Fight HIV/AIDS, Tuberculosis and 

Malaria’로부터 재원을 지원 받아 2004~2009년에 UNDP와 벨라루스 정부

가 “Prevention and Treatment of HIV/AIDS in the Republic of Belarus”

라는 공동의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벨라루스에서는‘정맥주사 사용자’

들이 주요 감염원이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는 이러한 약물사용자들을 위

한 카운슬링 활동, 즉 약물사용자들에게 전반적인 의학적 심리적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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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고, 여성 성매매 종사자들과 같은 취약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프로그램도 구축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매우 성공적으

로 평가되어 2015년까지 지속적인 지원이 약속되어 있다.45)  

벨라루스는 2002~2005년에는 평균 8.2%의 성장률을 보였고, 2006년에는 

10%에 도달할 정도로 2002년 이래로 빠른 경제적 성장을 이루고 있다. 벨

라루스는 구(舊)소비에트 공화국 중의 하나로 친 시장적 개혁이 늦고 덜 

개혁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중앙 유럽의 체제전환 선진 국가

만큼이나 불평등의 수준이 낮다. 이렇게 벨라루스가 낮은 불평등 수준을 

보이는 이유는 몇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첫째로 벨라루스인들은 상대적

으로 균일한 기술과 교육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낮은 불평등을 나타내

는 내재적 특징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벨라루스 정부는 구 소비에트 

공화국 시절의 사회적 보장제도의 대부분을 폐지하였던 우크라이나와 러시

아와는 달리 많은 부분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서 불평등 수준을 낮게 유지하

였다. 세 번째로 가장 큰 소비에트 공화국 시절의 기업을 민영화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임금 체제에 의해 보장이 되었다(Yemelyanau, 2009). 이에 

더하여 벨라루스는 포괄적인 사회보장과 기본적인 보건의료·교육 서비스

도 독립이래로 매우 안정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높은 부패수준, 정치적 자유의 부족, 비정부기구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전의 부족 등으로 인해 거버넌스는 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World bank Report, 2007). 2000년대 중반 벨라루스는 부패가 특히 악화되

었는데 2005년 주요 정부 간부들이 부패로 인해 투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관들은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의 재정비를 행하지 않

았고, 대통령은 정부의 운영에 관련된 정보의 많은 부분들을 1급 비밀로 

함으로서 정부의 책무성은 오히려 더 악화가 되었다. 독립적 시민사회조직

45) 출처 : UNDP Belarus. Available from : http://undp.by/en/undp/focus-areas/a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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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지속적으로 정부에 의해 압력을 받아 사라졌는데, 2003 ~ 2004년 동

안 손꼽히는 56개의 비정부기구들이 폐지가 되었고 새로이 형성된 비정부

기구들의 90% 이상이 등록을 거부당할 정도로 비정부기구들에 대한 자유

가 보장되지 못하였다. 미디어들에 대한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몇몇 선

두적인 위치의 독립적 신문들이 의회 및 총 선거에 앞서 발간이 정지당했

고 국가 소유의 언론들도 지속적으로 여당,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들을 공

격하면서 선거에 앞서 다양한 의견을 피력하는 데에는 거의 관심을 보여주

지 않았다(Freedom House: Nation in transit 발췌, 2005).46) 

이런 낮은 거버넌스 수준에도 불구하고, 빠른 경제성장과 낮은 소득불평

등, 국민들도 매우 만족한다고 평가되는 광범위한 공공서비스의 제공 등의 

요건이 바로 낮은 HIV/AIDS 유병률 조건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추측된다.

몰도바는 WGI의 부패통제 지표 순위에서 하위 20% 내외를 차지할 정도

로 부패의 수준이 매우 높다. 몰도바의 이러한 부패문제는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단시간에 발생한 문제가 아닌 수십 년 동안 전염적으로 퍼져나

가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초기단계인 1984~1994년에는 행정 시스템, 지휘

시스템으로부터 시작하였는데, 이 시기에는 최고층 관료들 내에 단단한 연

계가 있어 비록 부패한 사람들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부패 행위의 

규모와 차원은 매우 광범위하였다. 이후 단계인 1995 ~ 2000년에는 점점 

시장 시스템으로 퍼져나갔으며, 자본의 축적 거래가 상당히 증가를 하였다

(Carasciuc, 2002). 

몰도바에서의 부패의 원인은 법적, 제도적,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정치

적 영역에서 다양하다. 우선 법의 영역에서 부패의 원인은 논란이 많고 시

대에 뒤떨어진 법 자체 때문이며, 경제영역에서의 부패는 공무원에 대한 

낮은 임금, 임금의 체불 때문이다. 정치영역의 부패 원인은 전체주의 정권

46) http://www.freedomhouse.org/report/nations-transit/2005/belarus#.U6ADtU09JZ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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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회복하려는 일부 그룹의 숨겨진 정치적 야망 때문이며 사회 영역에서의 

부패 원인은 낮은 공무원들의 윤리적 가치와 대중 매체의 개입이 불충분하

며 부패에 대하여 관대하기 때문이다. 이 중 사회 영역에서의 부패는 국민

들에게 추가적인 비공식적 세금 부담을 안겨주어 그들 자신을 스스로 보호

할 수 있는 정치력을 가지지 못하는 사회의 가장 취약계층에서 강한 부정

적 영향력을 가진다. 이러한 사회영역에서의 부패는 또한 보건의료에 할당

될 자금을 빨아들여 국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Carasciuc, 2002). 

하지만 이러한 부패의 만연과 낮은 언론의 자유와 같은 민주적 책무성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몰도바는 비교적 낮은 HIV/AIDS 유병률을 유지하고 있

는데, HIV/AIDS 유병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인 조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몰도바는 1991년 소비에트 연방으로부터 독립을 한 이후 큰 경제적 타격

을 겪었고 그 결과 보건의료 지출을 포함하여 정부의 공공지출은 감소한 

적이 있으나, 그 이후 취업이민이 증가하고 그러한 이주노동자들로부터의 

송금(remittance)은 전체 GDP의 약 30%를 차지할 만큼 몰도바의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것들이 2000년 이후 10년 동안 꾸준한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하여, 2001~2008년 사이에는 실질적인 GDP 성장률이 

약 6.4%를 보였으며, 이로 인해 전체적인 재정의 증가와 사회적 지출이 증

가할 수 있었다(EC DG ECFIN team,2013).    

이 때 보건의료 영역의 지출도 상당한 증가를 하였는데 이로 인해 소비

에트 연합의 붕괴 이후 급격히 악화되었던 영아사망률이 많이 감소하였고 

기대수명도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될 수 있었다(EC DG ECFIN team,2013). 

[표 54]는 1990년대 말부터 2010년까지의 몰도바 경제성장률과 영아사망률 

추이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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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사망률

(per 1,000 live)

기대수명 1인당 

GDP

GDP

실질성장률남성 여성

1998 17.6 64 71.4

1999 18.2 63.7 71 321

2000 18.3 63.9 71.2 354 2.1

2001 16.3 64.5 71.7 407 6.1

2002 14.7 64.4 71.7 458 7.8

2003 14.4 64.5 71.6 548 6.6

2004 12.2 64.5 72.2 720 7.4

2005 12.4 63.8 71.7 830 7.5

2006 11.8 64.6 72.2 952 4.8

2007 13.8 65 72.6 1,232 3

2008 13.5 65.6 73.2 1,694 7.9

2009 13.1 65.3 73.4 1,524 -6

2010 11.6 1,630 6.9

표 54. 1998-2010의 영아사망률, 기대수명(출처 :Statistical Yearbook of the Republic of 
Moldova, Moldova Economic Trends N 1(Q1) 2011, Socio-Economic Development of 
Moldova in 2010,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and HDR 2007/8/ ）

몰도바는 2003년에 IDA(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가 재정지

원을 하는 ‘AIDS control project’가 개시되어 HIV/AIDS를 위한 제도적 

역량 구축과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고 HIV/AIDS에 대한 예방적 조치 규모를 

증강하며, HIV 감염자들의 치료, 관리, 지지를 개선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

공하였다(World bank website 발췌)47). 이러한 프로젝트에 대한 노력의 결

과로 HIV 감염자들의 기대수명이 안정이 되었고 HIV의 모계감염이 90% 이

상 감소하였으며 젊은이 층과 정맥주사 사용자간의 HIV 전파율이 감소하

였다. 

이러한 여건들과 국제사회의 HIV/AIDS 대응에 대한 노력이 몰도바의 낮

47) http://web.worldbank.org/WBSITE/EXTERNAL/EXTABOUTUS/IDA/0,,print:Y~isCURL:Y~cont
entMDK:22311261~menuPK:4754051~pagePK:51236175~piPK:437394~theSitePK:73154,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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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거버넌스의 질이라는 악조건 영향을 상쇄시켜 낮은 HIV/AIDS 유병률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추측될 수 있다. 하지만, 이 두 국가는 소비에트에

로부터 독립하여 체제전환을 거치면서 빠른 경제적 성장을 보이면서도 경

제적 격차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던 매우 드문 사례로 현실에서 나타나기는 

매우 어렵다.  

두 번째 원인조건의 조합으로는 인종언어분화수준이 낮고, 이슬람비율이 

낮으며, 1인당 GNI와 불평등 지수도 높고, 남성에 비한 여성의 교육 불평

등이 낮으며, TV보유 가구 비율이 높고, 피임도구 사용비율이 높으면서 거

버넌스가 좋은 조합으로 볼리비아, 칠레, 코스타리카, 페루, 엘살바도르가 

이러한 사례에 해당이 된다. 첫 번째 원인조건의 조합과 비교를 하였을 때, 

불평등 지수의 요인 조건과 거버넌스 요인조건이 변하였고 높은 보건의료 

지출비율이라는 원인조건이 포함되지 않았다. 즉 이는 거버넌스가 좋다면 

불평등 지수가 좋지 않더라도, 그리고 보건의료지출이라는 요인의 조건에 

상관이 없이 HIV/AIDS 유병률을 낮게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볼리비아는 HIV/AIDS가 감염 위험도가 높은 주요 인구 층 즉 동성과 성

관계를 맺는 남성들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러한 동성 성관계자 그룹의 유

병률이 11.6%에 이를 정도로 감염이 집중되어 매우 불균형적인 감염양상을 

보인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약 0.2%의 낮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다

(USAID, 2008),

볼리비아는 산림, 탄화수소, 희귀광물등과 같은 자원이 풍부한 국가로 지

난 2000년대 들어 이러한 천연자원으로 인한 수입의 덕택으로 거시적 경제

성과가 매우 많은 개선을 보였다. 하지만 비공식 경제가 사회에서 아직도 

매우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공식 경제의 결과로 사회보장에 

대한 불평등한 접근성, 특정 그룹에서의 높은 빈곤률 등 불평등이 큰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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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TI, 2011). 

볼리비아는 사실상 본 분석에서 거버넌스가 좋은 국가라는 집합의 퍼지

셋 점수가 0.57로서 교차점을 가까스로 넘긴 수준으로 거버넌스가 아주 좋

은 편에 속하지는 않는다. 특히 볼리비아는 WGI의 부패 통제 지수에서 

2005년까지는 하위 20% 수준에 머무를 정도로 2000년대 중반까지 부패 통

제 수준이 좋지 않았다. 특히 사법부, 경찰, 행정이 가장 부패한 제도적 영

역으로 인식되고 있었으며,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풍부란 천연자원에 

경제가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더욱 더 부패를 부추기는 요인이다. 하지

만, 볼리비아는 그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해왔는데, Evo 

Morales48)는 부패에 대하여 ‘zero tolerance’를 선언하고 강건한 제도

적·법적 틀을 만들었고,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WGI의 지수에서 하위 

40% 수준으로 개선을 보이기도 하였다. 반면 민주적 책무성 수준은 2000년

대 초기부터 많이 제고되었다. 여러 가지 정책에 지역사회의 참여가 상당

히 증가하였고, 지역사회의 요구에 대한 지방정부들의 전반적인 반응성도 

매우 높아졌다. 지역사회들은 여러 가지 절차에 대하여 꽤 잘 알고 있고 

그들 자신의 내부적 싸이클을 준비하며 그들의 후보자가 지방 정부 관료로 

선출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Netherlands, 2012). 

볼리비아 정부의 HIV/AIDS에 대한 초기 대응은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하

였다. HIV/AIDS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재원의 배분이 고르지 못하였고, 지

속성이 없었다. 이는 볼리비아의 전 인구의 약 70%에만 도달하는 보건의료 

시스템상의 제한점, 그리고 볼리비아 보건의료 재정을 필요로 하는 더욱 

긴급한 다른 전염성질환들 때문이었는데,49)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리비아 

48) 2005년 처음으로 민주적으로 선출된 볼리비아의 대통령. 
49) 출처 : http://en.wikipedia.org/wiki/HIV/AIDS_in_Bolivia



- 224 -

그림 9. Chile의 부패통제 수준(출처 : 세계은행) 

정부는 HIV/AIDS에 맞서 대응하고자 하는 정치적 노력을 꾸준히 하였고, 

2007년에는 국방부, 보건체육부(Ministry of Health and Sports), 국방총사령

관(the Commander-In-Chief of the Armed Forces)들이 HIV/AIDS 예방을 

위한 ‘Adoption of Attitudes and Practices’를 시행할 것에 동의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질병에 대한 대응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이 적절한 수준의 거버넌스, HIV/AIDS 대응에 대한 꾸준한 노력, 

꾸준한 경제성장 등과 같은 조건이 비공식적 경제로 인한 불평등과 같은 

부정적인 조건의 효과를 상쇄하여 낮은 HIV/AIDS 유병률이라는 조건을 만

들어내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겠다. 

칠레는 1984년 HIV 유행병이 처음 시작되었다. 칠레는 라틴 아메리카에

서 가장 덜 부패한 국가 중의 하나로 꼽히는데 아래 [그림 9]에서도 볼 수 

있듯이 1996년 시점에 이미 부패는 높은 수준으로 통제가 되고 있었고 그 

이후에도 약간의 개선을 또한 보여주었다(Martini, 2010).  

칠레는 또한 언론과 발언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가끔 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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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죄, 혹은 모욕죄가 저널리스트들을 침묵하게 만들어 대중의 저항을 불

러일으키기도 하지만, 2008년 정보의 자유에 관한 법을 시행하였고 대중들

은 이러한 시행을 대체로 만족스럽게 여기고 있으며(freedom house 홈페이

지 발췌)50) 전반적으로 시민들의 참여, 언론의 자유가 매우 잘 보장되어 

있는 편으로 본 분석에서 측정하고 있는 거버넌스의 수준이 비교적 높다. 

또한 칠레는 광대한 금속 생산지 특히 구리의 생산지로서 GDP가 지속적으

로 성장하여 왔다(Council on Hemispheric Affairs 웹싸이트 발췌).51) 이처

럼 풍부한 광물자원으로 인한 경제성장, 높은 부패통제와 민주적 책무성 

수준과 같은 조건들이 OECD중 가장 높은 불평등 수준이라는 부정적 요소

의 효과를 상쇄하여 낮은 HIV/AIDS 유병률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예측

된다. 

코스타리카의 HIV/AIDS는 위험 성적 행태를 나타내는 그룹에 집중되어 

있고 초기단계로 여기질 만큼 유병률이 높지는 않다. 감염의 약 84% 정도

는 성관계를 통한 전파이며, 사실상 항바이러스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이 

넓어진 이후로 AIDS 유병률과 사망률은 감소하였고, 유병률은 안정적인 추

세를 보여왔다. 

코스타리카는 최근 국가 채무, 인플레이션, 생활비의 증가로 인해 경제 

성장이 저지되기는 하였으나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상대적으로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해온 국가 중의 하나이다(Freedom house 

홈페이지 발췌)52). 또한 중앙아메리카 지역에서 항바이러스 치료제에 보편

적 접근성을 가진 유일한 국가로 1998년 HIV/AIDS에 대한 일반법을 통과시

켰고 HIV/AIDS의 치료프로토콜과 감염의 임상적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개발되고 지속적으로 수정되어 왔다. 또한 1998~1999년에 의회는 HIV/AIDS 

50) http://www.freedomhouse.org/report/freedom-press/2013/chile#.U3V0SU09JZQ

51) http://www.coha.org/the-inequality-behind-chiles-prosperity/
52) http://www.freedomhouse.org/report/freedom-world/2013/costa-rica#.U3XQyE09K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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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자들을 차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승인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정부의 HIV/AIDS 대응을 위한 정치적 헌신도도 매우 높았고, 치료와 예방 

간의 균형을 잘 맞추면서 효과적으로 대응을 꾸준히 하여왔다(WHO 홈페

이지 발췌)53). 

코스타리카의 형평적인 보건의료 시스템도 낮은 유병률에 기여를 했던 

요인중의 하나이다. 근본적으로 수십 년간 꾸준히 보건의료 영역의 개혁에 

적절하고 효율적인 투자를 해 왔고, 그 결과 모든 계층의 인구를 보장할 

수 있는 보편성, 결속력(solidarity), 형평성의 주요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보건의료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으며, 이것이 HIV/AIDS 프로그램의 성공

에 탄탄한 기반이 될 수 있었다. 사실상 두 번째 원인 조건의 조합에서는 

보건의료 지출 비율은 낮은 HIV/AIDS이라는 결과조건을 만들어 내기 위한 

원인 조건의 조합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즉, 나머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보

건의료 지출비율의 수준에 상관없이 낮은 HIV/AIDS 유병률이라는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적절하게 보건의료 

영역에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당연히 HIV/AIDS

의 통제에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거버넌스 수준도 또한 높다. 선거민주주의 국가로서, 2010년의 대통령 선

거는 공정하고 자유로웠다고 평가되며, 세계은행의 책무성지수도 상위 75% 

수준으로 언론의 자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유, 참여에 대한 보장 수준

이 평균 수준을 훨씬 상회한다. 코스타리카의 미디어들도 일반적으로 정부

의 간섭에서 자유로운 편이며, 인터넷 접근도 제한되어있지 않다. 또한 집

회와 모임의 자유가 헌법에 의해 보장되어 있고 많은 비정부기구들이 활발

히 활동하고 있다(Freedom house 홈페이지 발췌). 

이러한 안정적인 경제수준과 삶의 질, 높은 민주적 책무성 수준, 적절한 

53) http://www.who.int/hiv/HIVCP_CRI.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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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지출과 효율적인 사용, 정부의 HIV/AIDS 대응에 대한 꾸준한 노

력과 정치적 리더쉽등이 낮은 HIV/AIDS 유병률이라는 조건을 만들어 낼 수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마지막으로 페루의 국가적 맥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페루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성적 전염질환에 ‘증상에 기반한 접근법(syndromic 

management approach)54)을 채택한 첫 국가이자, 모계감염에 대한 예방적 

치료를 제공한 첫 국가이다. 페루도 또한 성적 전염성질환 예방에 대한 전

략이 안데스 지역에서 모델로 불리울 정도로 성공적이었으며, 2000년 

UNAIDS가 페루의 HIV/AIDS 예방 프로그램을 세계에서 가장 최고 중 하나

로 인용할 정도로 HIV/AIDS 대응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컸고 성과가 큰 것

으로 평가된다. 2007년에는 HIV/AIDS를 포함한 성적 전염병 예방과 통제를 

위한 2007~2011년간의 전략적 다부문 계획이 고안되어 교육부, 여성·사회

부와 같은 다른 영역들도 보건부와 협력하여 HIV/AIDS 예방을 위한 청소년

과 어린이들의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페루는 전반적으로 부패의 통제 수준이 세계은행의 WGI 부패지수에서 

2001~ 2010년간 평균 약 –0.2654의 점수를 보였으며 전체 약 220개 국가 

중 중위 수준으로 좋지는 않다. 그 동안 반 부패노력이 있기는 하였으나 

정책들의 일관성이 매우 부족하였으며 국가차원의 반부패 정책이 특별히 

없었다. 대부분의 반 부패정책은 과거에 발생하였던 고위급들의 부패 통제

에 집중이 되어 있었고, 일상생활에서의 부패(everyday corruption)는 그에 

54) 성적 전염성질환들을 원인적 진단을 하는 것은 시간과 재원이 많이 들고, 치료에 대한 
접근성도 떨어져서 문제점이 많다. 또한 여러 이용 가능한 진단기들의 민감도, 특이도도 
다 다르기 때문에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고, 개발도상국들에서는 그러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증상에 기반한 접근법이 개발되었
는데, 이는 집단의 일관된 증상을 확인하여 그러한 증상을 야기하는 원인에 대한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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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응하는 정도의 대응이 없었다. 특히 공공영역에서의 조달과 관련된 대규

모의 부패는 매우 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GAN 웹싸이트 발췌)55). 하지

만 페루는 민주적 책무성 수준이 높다. 세계은행의 책무성 지수에 의하면 

2001~2010년 동안 평균적으로 0점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의 책무성을 나타

내고 있고 전체 약 220개 국가 중에서 약 상위 75% 순위를 보인다. 

페루의 책무성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Fujimori의 권위주의적 정권의 

몰락이었고, 그 다음으로 시민과 정부 간 책무성에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그로부터 2년 후인 분권화법의 시행이었는데, 이는 현재 내부적 책무성에 

대한 현재 법적 기반을 닦아준 일련의 진보적인 법들의 가장 첫 발걸음이

었다. 이는 시행에 있어서 제한점들, 즉 법에 대한 낮은 순응도, 지방당국

들의 정치적 의지 결여, 지방당국과 시민사회들의 의무·절차·법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인해 완벽한 성공은 아니었지만, 많은 진전과 개선을 보

였다.

분권화 법은 여러 지역단위에서 자율적 행정 기구들을 만들 수 있게 하

였고 분권화 그 자체로도 정부를 시민들에게 더 가깝게 함으로서 책무성을 

촉진시켰지만, 또한 시민들의 의무적 참여를 증가시키고 더 구체적인 책무

성 기전을 거버넌스 프로세스 내에 구축하였다. 가장 책무성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기전으로는 지방정부가 적어도 1년에 두 번 공공 포럼을 개최

한 것인데, 이를 통해 그들의 활동 및 성과에 대하여 보고를 하고, 시민들

이 개발정책과 우선순위 설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OECD/DAC, 2012). 이러한 강한 민주적 책무성과 적절한 부패의 통

제가 앞에서 언급한 훌륭한 HIV/AIDS의 대응이 더욱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이끈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페루는 2002~2008년 약 6.8% 수준의 경제적 성장을 누렸

55) http://www.business-anti-corruption.com/country-profiles/the-americas/peru/snapshot.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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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이는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률이었다. 2009년 경제적 위

기는 성장률을 다소 감소시켰지만 2010년에도 여전히 6.3%의 경제성장률을 

보였으며(IMF,2010) 1인당 GDP도 2002년 약 $2,121에서 2008년 약 $4,477

로 2배 이상의 성장을 보였다(World Bank, 2010).  하지만 이러한 경제성장

의 결실은 동등하게 누려지지 않았는데 2010년 Human Opportunity inde

x56)는 페루의 경제적 불평등 수준을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에서 가장 끝에

서 다섯 번째로 서열을 매겼으며 이는 라틴아메리카 평균을 훨씬 밑도는 

수치이다. 페루인들 스스로도 그들의 약 10% 정도만이 페루의 부의 분배가 

‘공정’혹은 ‘매우 공정’하다고 응답을 할 정도로 불평등에 대한 인식

이 높다(de Barros, 2009). 

이처럼 페루의 강한 민주적 책무성과 적절한 부패의 통제, 빠른 경제성

장, 선구자적인 성적전염성질환에 대한 대응 방법의 선택과 대응 등이 서

로 결합적으로 작용을 하여 경제적 불평등과 같은 부정적 요인들의 효과를 

상쇄한 결과로 낮은 HIV/AIDS 유병률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예측된

다.

위와 같은 사례국가들은 결과 집합, 즉 HIV/AIDS 유병률이 낮은 집합에 

대해 다음 [표 55]과 같은 소속점수를 보인다. 

국가 결과집합 퍼지셋점수 국가 결과집합 퍼지셋점수

벨라루스 0.91 몰도바 0.8

볼리비아 0.9 칠레 0.91

코스타리카  0.92  페루 0.86

엘살바도르 0.69

표 55 유병률 국가의 결과집합 퍼지셋점수

56) 세계은행에서 조사한 19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불평등 수준 측정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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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벨라루스와 몰도바가 가지는 조건의 조합은 일관성이 0.95, 설

명력이 0.21이고 두 번째 조합은 일관성이 0.95, 설명력이 0.32이다. 이 두 

조합 중 첫 번째 조합은 거버넌스가 낮다는 것이 결합조건의 한 요건을 구

성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조합을 보면 

거버넌스와 이슬람교도 비율 이외에 거의 모든 원인조건들이 계량분석 문

헌들을 포함한 기존문헌들에서 HIV/AIDS의 유병률을 낮추는 조건이라고 입

증되었던 방향으로 산출되었다. 즉 인종언어분화수준이 낮으면 국가 내에

서 분쟁·지대추구 성향이 적고 의사소통이 잘되어 HIV/AIDS 원조관련 사

업시행이 원활해 낮은 유병률로 이어질 수 있으며. 1인당 GNI 즉 경제수준

이 높으면 성매매에 종사하는 인력이 낮기 때문에, 낮은 HIV/AIDS로 이어

진다. 불평등 지수가 낮으면 여성의 남성에 대한 불평등 수준도 낮아져서 

여성이 남성으로부터의 성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이 높아지

므로, HIV/AIDS 유병률이 낮고, 남성에 대한 여성의 낮은 교육 불평등도 역

시 낮은 여성의 경제적 불평등으로 해석되어 여성이 성매매에 종사할 가능

성이 낮다는 의미이다. TV보유 가구 비율이 높으면 정보에 접근성이 높아

져 HIV/AIDS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접할 수 있어 스스로 질병으로부터 보

호할 수 있는 수단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 HIV/AIDS의 유병률을 낮추고, 

보건의료 지출비율이 높고 피임도구 사용비율이 높으면 역시 HIV/AIDS의 

전파를 예방할 수 있다. 

즉 이러한 여타조건들이 HIV/AIDS 유병률을 낮추는 방향의 조건을 가지

고 있다면, 이슬람 비율이 낮고 거버넌스가 좋지 않아도 HIV/AIDS의 유병

률을 낮출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사례국가

는 두 국가로 두 번째 조건조합의 사례보다는 훨씬 적어서 이러한 상황이 

현실에서 나타날 가능성은 낮다. 실제로 빠른 경제성장은 빈부의 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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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하기 쉬워, 경제성장과 낮은 불평등 이란 조건을 동시에 가지기는 어

렵다.

반면 두 번째 결합조건에서는 첫 번째 결합 조건으로부터 Gini 계수와 

거버넌스의 조건이 변화하였는데, 즉 다른 조건은 동일하면서 Gini 계수가 

높다는 조건이 추가되었고, 보건의료지출에 대한 조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기초하여 첫 번째 결합조건과 비교하여 설명하자면, 거버넌스가 좋다

면 불평등 조건이 안 좋더라도, 또한 굳이 높은 보건의료지출이라는 조건

이 포함되지 않더라도 원조를 통한 HIV/AIDS의 유병률을 낮출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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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성 값 ≒ 0.954, 설명력 값 ≒0.210 

일관성 값 ≒ 0.950, 설명력 값 ≒0.315 

그림 10. 원인경로에 따른‘낮은 HIV/AIDS 유병률’

두 원인경로에서 대부분의 사례들은 대각선 축의 위쪽 부분에 놓여 있어 

높은 일관성을 보인다[그림 10]. 일부 국가들이 대각선 축의 아래 부분에 

위치하고 있음을 볼 수 있지만, 이들 사례는 각 원인조합의 이론적 진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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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HIV/AIDS의 유병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국가들이다. 하지만, 이들 국가

들도 대각선 축과 가까이 위치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론적 진술과 크게 배

치되는 사례는 아니다,  

제5절 결론 

1. 연구의 요약 

본 연구는 HIV/AIDS 원조를 받은 국가를 대상으로 HIV/AID의 유병률이 

어떠한 조건하에서 낮아질 수 있는지를 비교 분석한 것이다. 연구를 위해 

살펴본 원인조건은 문화적 요인인 인종분화 수준, 이슬람교 비율, 사회경제

적 요인인 1인당 GNI, Gini 계수, 남녀 1․2차 등록비율, TV보유가구 비율, 

건강관련 요인인 1인당 보건의료지출비율, 피임도구 사용비율, 그리고 마지

막으로 본 분석의 관심요인인 부패와 책무성이라는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거버넌스 요인이다. 

우선 필요조건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필요조건의 검증기준을‘대

체로 필요적’이라고 할 수 있는 0.65의 기준을 사용하였을 때, 높은 거버

넌스, 낮은 인종분화 수준, 높은 1인당 GNI, 낮은 소득불평등, 낮은 남녀 

교육 불평등, 낮은 보건의료지출비용이 대체로 필요한 조건이었다. 즉 문화

적 요인으로 이슬람교의 비율보다는 낮은 인종분화 수준이 필요조건으로 

분석되었는데, 즉 정책시행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사회의 단결,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HIV/AIDS 건강성과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이다. 사회경제적 요인의 하위요인인 1인당 GNI, 소득 불평등인 GINI계수, 

1인당 TV보유가구비율, 남녀 불평등 수준은 모두 필요조건으로 나타났다. 

다른 질환에서와 마찬가지로 HIV/AIDS에서도 사회경제적 요인은 좋은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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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에 필요한 조건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낮은 보건의

료지출 비율이 필요조건으로 분석되어 기존의 연구결과들이 예측한 결과와

는 다르게 나왔는데, 이에 대한 해석은 조심스럽게 해야 할 것이다. 높은 

보건의료 지출은 전반적인 국민의 건강수준을 높일 수는 있으나 모든 구체

적인 질병영역에서 그러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보건의료 계정에서 잡히지 

않는 HIV/AIDS 해외원조 지원이 높을 가능성 등의 많은 원인 경로의 분석

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충분조건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낮은 HIV/AIDS 유병률에 대

한 적합한 원인조건의 조합을 가진 국가는 벨라루스, 몰도바, 볼리비아, 칠

레, 코스타리카,  페루, 엘살바도르였다. 첫 번째  벨라루스, 몰도바가 가진 

원인조건의 조합은 인종언어분화수준과 이슬람교 비율이 낮고, 1인당 GNI

는 높으며 소득불평등은 낮고, 여성의 교육 불평등수준이 낮으며 TV 보유 

가구 비율과 보건의료지출비율, 피임도구 사용비율이 높고 거버넌스 수준

이 낮은 조합이다. 두 번째 볼리비아, 칠레 등의 국가가 가진 조합은 인종

언어분화수준이 낮고 이슬람교 비율이 높으며, 1인당 GNI는 높으며 소득불

평등은 높으며, 여성의 교육불평등수준이 낮으며 TV 보유 가구 비율과 피

임도구 사용비율이 높고 거버넌스 수준이 높은 조합이다. 이에 해당하는 

각 사례국가들을 살펴본 결과, 나름대로 낮은 HIV/AIDS 유병률이라는 조건

을 형성하지 위한 조건들의 국가적 맥락을 가지고 있었다.

두 조합의 원인조건들 사이에는 소득불평등, 거버넌스 수준이라는 요건

에서 차이가 있었고, 높은 보건의료 지출이라는 요인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나머지 문화요인의 두 가지 하위요인, 소득불평등을 제외한 사회경제적 요

인의 세 가지 하위요인, 피임도구 사용비율은 두 원인조건의 조합에서 공

통이었던 요인으로 이들은 어떤 요인조건의 결합에서든 꼭 포함되는 요인

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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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요인에서는 거버넌스의 수준이 높지 않더라도, 다른 모든 요인

들의 조건이 좋다면 HIV/AIDS의 유병률이 낮을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두 번째 조건보다는 사례국가의 수가 적은 것으로 보아. 

이러한 조합이 현실에서 나타나기는 쉽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두 번째 

원인 조건의 조합에서는 이슬람비율과 소득불평등 요인이 HIV/AIDS의 건강

성과에 단독으로 미치는 영향과는 반대의 경향으로 조합이 되었고, 보건의

료 지출이라는 요인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이 두 가지 요인이 좋지 않

더라도, 또한 보건의료 지출이 높던지 낮던지에 상관없이 거버넌스가 좋다

면, 이 요인에서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

다. 

2. 이론적 ․ 정책적 함의 

이 연구는 HIV/AIDS의 건강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분석 연구 중에서 퍼지

셋 분석을 이용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이론적 측면의 함의를 지닌다. 

기존의 해외원조의 성과에 거버넌스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험적 분석연

구들은 모두 고전적 계량분석을 이용한 분석이었고, 그나마도 HIV/AIDS원

조가 HIV/AIDS의 건강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Ragin(2008)에 의하면 복잡한 사회현상들은 단독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어떤 결과가 산출되기 위해서는 하나 이상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개념을 도입하여 분석할 수 있는 

것이 Fs/QCA이다. 질병의 발생은 과거 자연과학적 이론에 의해서만 지배

되어 오다가 최근에는 질병을 전체주의 관점(holistic perspective)에서 바라

보면서, 질병을 결정하는 많은 사회학적 요인들로 관심이 넓어지고 이들의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한 결정인자로 인식되어져 오고 있다. 특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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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AIDS라는 질환은 전파형태 등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한 특성이 강하

고, 해외원조라는 재원을 통한 중재를 하기 때문에, 많은 요인들이 한층 더 

복합적으로 작용을 할 것이라 추측된다. 따라서 Fs/QCA 방법론을 통한 분

석 접근이 필요하였고 타당한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분석은 정책적 측면에서도 함의를 지닌다. 다양한 조건들을 어

떻게 조합할 때 유병률을 낮출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HIV/AIDS

의 유병률을 낮추는데 필요한 다양한 결합적 인과관계를 밝혀낼 수 있었기 

때문에 각 변수들의 종합적인 고찰이 가능하고, 어떤 국가가 HIV/AIDS 유

병률의 저하에 필요한 조건을 어떠한 맥락으로 가지고 있었는지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준다. 

충분조건의 검증 결과가 낮은 HIV/AIDS 유병률이 단일한 원인조건의 영

향이라기보다는 여러 요인의 결합인과관계에 의해서 발생하다는 점은 

HIV/AIDS의 수원국에서 HIV/AIDS 유병률을 낮추기 위한 정책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즉 HIV/AIDS의 유병률 문제는 어느 한 가지 요인에만 정책적 

처방을 한다면 효과가 없거나 매우 미미할 것이라는 것이다. 즉 무조건 보

건의료지출 비율을 높인다거나, 국민들에게 HIV/AIDS에 대한 정보를 준다

고 그것이 전반적인 HIV/AIDS의 유병률 저하로 이어지지 않으며, 보건의료

지출이 투입된 비용이 높은 부패로 누수될 수도 있고, 아무리 1인당 GNI수

준이 높아 경제적으로 풍요하다고 하더라고 남녀의 불평등이 높으면 여성

이 성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효과가 

상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책의 수립과 수행시 여러 제반 요건들을 개

선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동시다발적인 접근이 요구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거버넌스와 경제적 불평등, 보건의료 지출 수

준이다. 다른 사회·경제적 요인들과 문화적 요인들은 기본적으로 모든 조

건의 조합에서 HIV/AIDS유병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포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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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지만, 앞의 세 가지 요인은 일종의 트레이드 오프를 보였다. 분석의 결

과에 비추어볼 때 거버넌스가 좋지 않은 경우에도 다른 조건들이 좋다면, 

특히 경제적 불평등 수준이 낮고 보건의료에 높은 비율의 지출을 하는 사

례에서는 HIV/AIDS 유병률을 낮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하지만, 국가들의 맥락적 분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체제의 전환 이후 빠른 

경제적 성장을 보이면서도 경제적 불평등의 수준을 낮게 유지하는 것을 현

실에서 실현시킨다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거버넌스의 수준을 제고하는 

것이 국가의 HIV/AIDS에 대한 대응전략의 효율성을 함께 증진시킬 수도 있

고, 더 현실적인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의 한계 

본 분석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고전적 계량분석에서도 마찬가지이듯 모든 분석의 질을 높이

는 기본 조건은 충분한 양질의 데이터 확보이다. 본 분석에서 고려한 원인

조건에 대한 데이터가 모두 완벽하게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HIV/AIDS 원조를 받은 총 118개 국가 중 47개 국가만의 자료가 추려졌고, 

이러한 자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Fs/QCA를 사용하였다. 본 분석의 

자료는 일시적 수치의 변동의 효과를 없애고 각 변수에 대한 국가들의 본

질적 속성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2001~2010년의 평균 자료를 이용하였는

데, Gini계수, TV 보유 가구 비율은 매년 측정되지 않고 도중에 결측치가 

많아, 총 두 세 년도만의 평균 수치가 들어간 국가들도 존재한다. 또한 인

종언어 분화수준과 이슬람교 비율은 최근의 수치가 존재하지 않아 과거의 

수치에서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는 가정으로 과거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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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HIV/AIDS를 포함하여 건강성과를 결정하는 요인들은 매우 많고, 

복합적이다. Fs/QCA의 특성상 더 많은 변수들을 고려하기에는 사례 수에 

비하여 조합이 너무 방대해져 불가능하였고, 또한 변수들을 개념화하여 더 

적은 수의 상위요인으로 묶기에는 개념의 차이가 존재하고 이론적 근거가 

부족하였다. 추후 좀 더 많은 요인들을 포함하는 대신 이들을 탄탄한 이론

적 바탕 하에 개념화하여 좀 더 상위수준으로 범주화한 후 분석을 해보는 

것도 좋은 시도가 될 것이다. 

이러한 한계점으로 인하여 본 분석의 연구 결과를 통해 너무 과도한 일

반화를 추구하여서는 안 된다. 위에서 설명한 한계점을 후속연구에서 극복

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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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고찰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해석 

본 논문은 보건의료 해외원조에서의 거버넌스의 역할과 효과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세 가지의 연구과정을 거쳤는데 첫째, 우

선 보건의료 해외원조에서의 거버넌스, 그 중에서도 부패와 책무성을 중심

으로 개념의 흐름을 정리를 하였고,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HIV/AIDS의 임

상적·역학적 특성, 그리고 행태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요인들과, 

HIV/AIDS 원조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기존문헌 및 관련 기구들의 보고

서를 검토함으로서 조사하였다.

두 번째로는 수원국 정부의 거버넌스가 보건의료 해외원조의 효과성의 

미치는 영향, 좀 더 구체적으로 수원국 정부의 부패의 통제와 민주적 책무

성 수준이 HIV/AIDS원조의 효과성에 미치는 역할을 계량분석을 이용하여 

측정하고자 하였다. 세계은행의 WGI 중 부패의 통제와 책무성 지수를 이

용하였고, HIV/AIDS 대응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집중되었던 2001-2010

년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또한 기존의 분석 문헌들을 참고하여 실증적, 이

론적 입증이 확고한 통제변수들을 선정하였으며, 변수의 내생성 및 측정오

류로 인한 편의를 통제하는 방법인 dynamic panel System-GMM 방법을 이

용하여 분석을 하였다. 

세 번째, HIV/AIDS 원조국들에서 낮은 HIV/AIDS 유병률이라는 결과조건

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조건들이고, 수원국의 부패통제

와 책무성이라는 거버넌스와 다른 요인들과의 어떠한 조건결합이 충분조건

인지를 Fs/QCA을 통하여 규명하였다. 역시 이 분석에서도 WGI의 부패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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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책무성지수를 이용하였고, 2001!2010년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거버넌스라는 개념은 수준과 대상이 다양하고 다차원적인 매우 광

범위한 개념이며 따라서, 짧은 몇 문장으로 정의될 수 없는 개념이었다. 종

종 거버넌스가 국가에 대한 거버넌스와 동의어로 인식되어 논의되는 것이 

흔하나, 정통적인 정의는 모든 조직(organization)을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관련된 모든 것을 아우르는 매우 광범위한 개념이다. 거버넌스는 여러 수

준, 영역, 차원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는데, 보건의료 해외원조의 거

버넌스에 관여하는 주체들은 매우 다양하나 가장 중심이 되는 주체는 수원

국 정부였으며, 부패와 책무성이라는 차원의 거버넌스가 중요하였고, 

HIV/AIDS 해외원조에서도 유사하였다.  

두 번째 부패의 통제와 책무성이 HIV/AIDS원조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OLS와 dynamic panel System-GMM 분석법을 통하여 측정한 결과이다. 두 

분석 모두 기본분석에서는 독립변수들이 결과변수로 나타나기까지의 시차

를 고려하여 1년의 시차변수를 이용하였다. 우선 OLS 분석에서는 부패의 

통제는 HIV/AIDS 유병률과 역의 관계를 보이며 5% 수준에서 유의하였지만 

HIV/AIDS 원조와의 교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아서 부패의 수준에 따라 

HIV/AIDS의 원조가 HIV/AIDS의 유병률에 미치는 효과는 다르지 않았다. 결

과변수를 HIV/AIDS 발생률로 하여 분석을 한 경우 부패통제는 역시 5%수

준에서 유의하였고 교호작용항도 유의하기는 하였으나 계수가 양의 방향으

로 산출되어 예측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OLS 분석에서는 부패

의 통제는 HIV/AIDS의 건강성과를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

나, HIV/AIDS 원조와의 교호작용은 유의하지 않거나 모호한 결과를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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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OLS분석에서 책무성은 결과변수를 HIV/AIDS 유병률을 하였을 때 음의계

수로 1% 수준에서 유의하였고 교호작용은 역시 유의하지 않았다. HIV/AIDS 

발생률을 결과변수로 하였을 때에는 책무성은 단독적으로도 교호작용으로

도 유의한 효과가 없었다. 

하지만, 이러한 OLS 분석은 변수의 내생성과 측정오류 혹은 국가고정효

과로 인한 편의의 가능성이 고려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원인관계에 대한 

신뢰성 있는 해석이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효과를 고려한 동적 패널모형

을 이용한 System-GMM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 분석에서도 기본분석에서

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1년의 시차를 두어 분석을 하였다. 그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패의 통제는 HIV/AIDS의 유병률에 대하여 독립적인 효과로도 교호작용

도 유의하지 않았고, 원조 변수를 포함한 다른 통제변수에서도 유의한 변

수가 없었다. 반면 HIV/AIDS 발생률을 종속변수로 한 경우 교호작용을 포

함하지 않았던 모델에서는 HIV/AIDS 원조변수와 부패통제 변수가 1% 수준

에서 유의하였고, 교호작용항을 포함한 경우 교호작용항은 유의하지 않았

으며, HIV/AIDS 원조 변수와 부패통제 변수는 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즉 

HIV/AIDS 원조와 부패의 통제는 다른 변수의 변화가 동일할 때 HIV/AIDS 

발생률에 미치는 영향은 일정하며, 두 변수가 서로 효과를 상승시켜주거나 

상쇄시켜주는 효과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책무성도 부패의 통제와 유사하게 HIV/AIDS의 유병률에 대한 효과는 유

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종속변수를 발생률로 하여 분석을 하였을 경우 교

호작용항을 포함하지 않은 모델에서는 HIV/AIDS 원조변수와 책무성 변수가 

1% 수준에서 유의하였고,  원조와 책무성의 교호작용항을 포함한 분석에서 

교호작용 변수가 음의 방향으로 5%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이는 책무성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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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WGI의 책무성 지표 기준으로 –2.29 수준 이상일 때에는 책무성이 높은 

국가일수록 원조가 HIV/AIDS 발생률을 낮추는 효과는 더 커지지만. 그 이

하인 국가에서는 원조가 증가할수록 오히려 발생률을 증가시키는 악영향이 

커진다고 해석될 수 있다.   

전반적으로 결과를 종합하면 거버넌스는 1년 이후의 HIV/AIDS 유병률에 

유의한 효과가 없었고, HIV/AIDS 원조도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결과변수를 1년 시차를 둔 HIV/AIDS 발생률로 분석을 한 경우 부패의 통제

는 독립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가졌으며 책무성은 HIV/AIDS 원조와 유의한 

교호작용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이상수치를 제외한 분석과 결측값을 대

체한 후의 분석, 인권 변수를 통제변수로 포함하였을 경우 등과 같은 민감

도 분석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셋째, 부패의 통제와 책무성이라는 거버넌스와 다른 요인들의 어떠한 결

합조건이 HIV/AIDS의 유병률을 낮추는지 확률적 Fs/QCA를 통해 분석한 결

과이다. 연구를 위해 살펴본 원인조건은 문화적 요인인 인종분화 수준, 이

슬람교 비율, 사회경제적 요인인 1인당 GNI, Gini 계수, 남녀 1 ․ 2차 등록

비율, TV보유가구 비율, 건강관련 요인인 1인당 보건의료지출비율, 피임도

구 사용비율,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분석의 관심변수인 부패와 책무성이라

는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거버넌스 지표를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필요조건에서 검증기준을‘대체로 필요적’이

라고 할 수 있는 0.65의 기준을 사용하였을 때, 높은 거버넌스, 낮은 인종

분화 수준, 높은 1인당 GNI, 낮은 소득불평등, 낮은 남녀 교육 불평등, 낮

은 보건의료지출비용이 대체로 필요한 조건이었다. 즉 문화적 요인으로 이

슬람교의 비율보다는 낮은 인종분화 수준이 필요조건으로 분석되었고 사회

경제적 요인의 모든 하위요인은 필요조건으로 나타났다. 

충분조건 검증결과를 통해 살펴본 낮은 HIV/AIDS 유병률에 대한 적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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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조합은 인종언어분화수준과 이슬람교 비율이 낮고, 1인당 GNI는 

높으며 소득불평등은 낮고, 여성의 교육 불평등 수준이 낮으며 TV보유 가

구비율과 보건의료지출비율, 피임도구 사용비율이 높고, 거버넌스 수준이 

낮은 조합이다. 두 번째는 인종언어분화수준이 낮고 이슬람교 비율이 높으

며, 1인당 GNI는 높으며 소득불평등은 높으며, 여성의 교육 불평등수준이 

낮으며 TV 보유 가구 비율과 피임도구 사용비율이 높고 거버넌스 수준이 

높은 조합이다.

첫 번째 요인에서는 거버넌스의 수준이 높지 않더라도, 다른 모든 요인

들의 조건이 좋다면 특히 소득 불평등 수준이 낮고 보건의료 지출 비용이 

높다면, HIV/AIDS의 유병률이 낮을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여

기에 해당하는 국가적 맥락들을 살펴보았을 때에 이러한 조건이 형성되기

는 어려움을 알 수 있었고, 실제 분석 결과 사례국가의 수가 적은 것으로 

보아. 이러한 조합이 현실에서 나타나기는 쉽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두 

번째 원인 조건의 조합에서는 이슬람비율과 소득불평등 요인이 HIV/AIDS의 

건강성과에 단독으로 미치는 영향과는 반대의 경향으로 조합이 되었고, 높

은 보건의료 지출비율이라는 조건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 두 가지 요인

이 좋지 않고 보건의료 지출비율이라는 조건이 꼭 포함되지 않더라도 거버

넌스가 좋다면 이 요인에서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해

석이 가능하다 .

 

제2절 연구의 함의

1. 연구의 이론적 함의

그 동안 보건의료 해외원조의 효과성에서 거버넌스 역할의 중요성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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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명제로 인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술적인 논의에만 머물러 있었거나 

혹은 변수의 특성이 적절히 반영되지 못한 분석이었다. 본 분석은 거버넌

스가 보건의료 원조의 효과성에 가지는 영향에 대하여 그간의 연구 중 가

장 분석상의 난점을 많이 보완한 측정단계로 확장을 시켰다. 더욱이 구체

적인 질환영역에서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첫 번째로 원조 효과성에 대한 거버넌스의 역할의 계량분석 통해 몇 가

지 주목할 만한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원조와 거버넌스의 교호

작용이 모두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거버넌스 변수의 방향성은 거의 일관되

어 역시 거버넌스 환경은 원조의 건강성과에 대한 긍정적 효과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OLS와 dynamic panel 

System-GMM 분석의 결과가 다르게 산출되어 변수들의 내생성과 country 

specific effect가 사소한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었으며, 1년이라는 시차를 

두었을 때 원인변수들은 HIV/AIDS의 유병률보다는 원조의 예방적 측면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발생률 감소에 대해 더 큰 효과를 보였고, 부패의 

통제보다는 가시적인 성격의 책무성이라는 거버넌스의 효과가 더 명확하다

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책무성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는 원조의 액수

가 증가할수록 수원국의 건강 성과에는 오히려 악영향을 나타냈는데 이는 

기존의 거버넌스의 조건적 효과 관점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둘째, 낮은 HIV/AIDS 유병률과 관련된 요인들의 결합인과구조들을 처음

으로 분석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원조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들이 

그렇듯 거버넌스도 독립적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즉, 다른 요인들과 전혀 

관련이 없이 좋은 거버넌스 만으로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시킬 수는 없다. 

따라서, 거버넌스와 다른 요인들과의 결합적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

다. 분석의 결과 다른 원인들이 좋은 조건일 때 특히 경제적 불평등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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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낮고 보건의료 지출 비율이 높다면 거버넌스의 수준이 높지 않더라도 

낮은 유병률이라는 조건을 만들어낼 수는 있었다. 하지만, 안정된 경제수준

을 유지하면서도 낮은 소득 불평등을 유지한다는 조건이 형성되기는 사실

상 어렵다. 분석 결과에서도 사례 국가의 수가 드물게 나타나 현실에서는 

존재하기 쉽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또한 거버넌스가 건전한 국가에

서는 국가의 불평등 수준이 좋지 않더라도 그리고 보건의료 지출비율이라

는 조건이 반드시 포함되지 않더라도 낮은 유병률이라는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Fs/QCA를 통한 조건조합의 분석은 낮은 

유병률 조건을 만들어 내는 원인조건조합들의 사례국가들이 어떠한 국가적 

맥락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실마리를 던져준다.  

2. 연구의 정책적 함의 

지금까지의 원조효과성에서 거버넌스의 역할에 대한 실증적 분석들은 그 

영향력의 유무확인 수준에 그쳤을 뿐, 어떻게 정책으로 반영하는가에 대하

여 제시해주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본 분석의 결과는 거버넌스 제고

를 위한 정책 고안 시 혹은 거버넌스 제고 노력에 대한 평가 시 고려될 수 

있는 시사점을 던져준다.

3장의 분석결과에서 거버넌스의 어떠한 건강성과에 대한 원조의 효과성

인가에 따라 영향력 여부가 달랐다. 즉 HIV/AIDS 유병률에 대한 효과성에

서는 어떠한 영향도 나타내지 못했지만, HIV/AIDS 발생률에 대한 효과성에

서는 거버넌스가 단독적으로 혹은 원조와의 교호작용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원조의 대부분은 HIV/AIDS의 예방에 집중되어 있고 약물치료도 

HIV/AIDS의 완치가 아닌 질병의 진행을 유보시키는 것일 뿐이므로 1년이라

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는 유병률까지 반영되지는 못하고 신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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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로만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해석될 수 있겠다. 이러한 결과는 단기간의 

거버넌스 제고 노력에 대한 평가로서 HIV/AIDS 유병률이라는 지표를 판단

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또한 동일한 건강성과에 대한 원조의 효과성이라 할지라도 거버넌스의 

차원에 따라 다른 양상을 나타내었다. 즉 부패의 통제는 HIV/AIDS의 발생

률에 대한 효과에서 원조의 수준에 상관없이 동일한 단순비례적 효과를 나

타낸 반면 책무성은 원조의 수준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지는 교호작용을 나

타내었다. 이는 책무성이라는 개념이 기본적으로 그 수준이 개선되면 눈에 

드러나는 가시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책무성 수준이 높아진다면 다른 차원

의 거버넌스들도 이른바 지렛대 효과(leverage effect)를 받아 한층 원조사

업 시행의 질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원조의 효과성을 위한 거버넌스 제고 노력에서 다른 차원의 거버넌스에 더

하여 책무성에 대한 노력은 근본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WGI 지수 기준으로 약 –2.19 이하의 수준에서는 

원조의 증가가 발생률의 증가라는 부정적 효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서 원조사업은 반드시 거버넌스 제고에 대한 노력이 반드시 선행 혹은 동

반되어야 함을 시사하였다.

본 분석의 결과는 HIV/AIDS 원조의 효율성을 위한 거버넌스 제고 노력에

서 혹은 거버넌스 제고 자체를 위한 원조사업에서 좀 더 집중해야 할 영역

이 어떤 부분인가 그리고 어느 만큼의 장기적 안목으로 어떠한 효과를 기

대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찰을 새로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제시한다. 특히 

책무성의 개념은 다른 거버넌스 요소와 뚜렷하게 구별되는 하나의 요소라

기보다는 책무성이 높아지면 그에 따라 부패의 통제를 비롯한 다른 거버넌

스의 요소들도 같이 상승되는 연결 내지는 밑받침 역할을 한다. 따라서, 부

패의 통제를 위한 노력에서도 책무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동반한다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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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원하는 수준에 도달하거나 혹은 더 높은 수준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

로 예측된다. 

4장에서 Fs/QCA를 통해 낮은 HIV/AIDS 유병률이라는 건강성과에 필요조

건들을 분석한 결과, 문화적 요인으로 이슬람교의 비율보다는 낮은 인종분

화 수준이 필요조건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정책시행에 있어 사회의 단결,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HIV/AIDS의 건강성과에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

해준다. 또한 다른 질환에서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회경제적 요인이 건강성

과에 필요한 조건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이러한 사회경제적 제반 요건

의 개선에 대한 노력은 기본적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상기시켜주었다. 

여러 결합요인들의 충분조건검증의 결과는 거버넌스 단독으로만 좋은 

HIV/AIDS 건강성과를 달성하기 어렵고, 다른 요인들과 결합적으로 작용하

여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 요인에만 정책적 처방을 하는 것

은 효과가 없거나 매우 미미하며, 여러 요인들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접근

에 힘써야 할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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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및 제언

거버넌스, 그 중에서도 본 연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패와 민주적 책

무성이라는 차원의 거버넌스는 많은 경로를 통해 건강성과에 영향을 미친

다. 보건의료 서비스의 전달과 급여는 몇 단계에 걸쳐 이루어짐에 따라 부

패도 공공의사-환자, 병원-지불자, 병원-공급자 등과 같이 다층적으로 나타

날 수 있고, 이들은 명백하게 직·간접적으로 건강성과를 악화시킬 수 있

음은 여러 문헌에서 주장되고 입증된 바가 있다. 한편 민주적 책무성은 시

민, 정당, 의회 등이 공공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 이들에 대하여 여러 방법

으로 보상 혹은 제제를 가하는 피드백을 제공하여 공공 서비스와 재화의 

전달이 국민의 우선순위에 따라 이루어지게 하고, 올바로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한다. 민주적 책무성이 잘 작동하는 국가에서는 또한 언론이 자유롭

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 등에 대하여 견제와 균형이 잘 이루어져 지대추구 

행위가 감소하고 더 합리적인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구하게 되며 국가가 더 

많은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국민의 건강성과로 연결된다.  

본 연구는 거버넌스의 제고 방법은 논의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

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부패의 통제 및 책무성 제고를 위한 

노력, 구체적인 전략을 고민해 보는 것은 추후 연구과제가 될 수 있을 것

이나, 본 연구 결과로부터 도출된 사실을 근간으로 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선 부패의 방지를 포함한 다른 차원의 거버넌스 제고를 위해서는 여러 

수준에서의 책무성을 높이는 기전이 도입되어져야 한다. 책무성은 다른 차

원의 거버넌스와 서로 엮여있는 개념으로 이 자체로도 원조 효과성을 높여

주지만, 다른 차원의 거버넌스 제고를 돕는 효과가 있다. 책무성 중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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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책무성은 부패로 인해 가장 고통을 받는 국민들이 개발 계획이 결

정되고 개혁 의제가 결정될 때 직접 참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서 부

패 통제를 위한 노력을 돕는 중요한 개념이다, 이러한 국민들은 어떤 공공 

서비스가 가장 부패를 겪고 있고, 어느 곳에서 부패가 가장 그들을 고통 

받게 하는지를 잘 알기 때문이다(TI, 2006). 

 최근 원조 국제사회에서 강조되고 있는 수원국의 ‘주인의식’은 이러

한 거버넌스 제고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원조를 통해 들어오는 재원, 

그리고 시행되는 일련의 프로그램들이 온전히 자신들을 위한 것, 자신들이 

혜택을 받고 자신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라는 근본적인 의식이 있다면 

당연히 부패는 감소되고 책무성은 자연스레 높아질 것이다. 주인의식 고취

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수원국 국민들이 적절한 정보를 보유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이다. 수원국 국민들은 무지한 경우가 많아 수동적이게 되는데 

이런 환경에서 주인의식이 고취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수원국 국민들이 그

들에게 주어지는 프로그램들에 대하여 정확히 누가, 언제, 무엇에 대하여 

혜택이 주어지는지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잘 교육을 받고 인지

를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측면들을 수원국의 내부적 노력과 역량만으로 끌어올리

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공여국, 다자기구등과 같은 국제사회의 도움이 

필요하며, 이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꾸준히 거버넌스를 평가하

여 문제점 발견과 개선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사실상 기존의 거버넌스 지표들은 거버넌스를 평가함에 있

어 영역과 개념이 포괄적이고 이념적이며 측정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사실인데, 특정 서비스 영역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영역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문제 지향적인 

측정도구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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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기존에 다소 포괄적으로 제안되었던 부패의 통제와 책무성 제고

방안을 추후의 연구를 통하여 HIV/AIDS라는 맥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

고, 본 분석에서 나타난 거버넌스의 특징과 양상을 고려하여 더 구체적이

고 실질적인 수준으로 제시해보는 것이 남은 숙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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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 초록

Effects and Roles of Governance of 

Recipient Countries o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for Health

- Focusing on Control of Corruption and Accountability of 

Recipient Countries in HIV/AIDS Aids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보건정책전공

이 화 영

Although importance of governance on effectiveness of development 

assistance for health, especially, control of corruption and accountability 

of recipient countries, is widely recognized around the world, there has 

only been descriptive level of discussions without specific measurements. 

In addition, there has never been any discussion on with what other 

conditions, governance shows effects on effectiveness of aid.

This study aims to research roles and effects of governance, 

specifically, control of corruption and accountability of recipient countries, 

in national response to HIV/AIDS through foreign aid. For this, two studies 

were performed. First study is to measure effects of control of co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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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accountability in the effectiveness of HIV//AIDS aid on HIV/AIDS 

outcomes such as prevalence and incidence using dynamic panel 

system-GMM. The other study is to investigate using Fs/QCA what factors 

are necessary for low HIV/AIDS prevalence and with what other factors, 

control of corruption and accountability forms low HIV/AIDS prevalence. 

Results is as follows. 

First, effects of governance on aid effectiveness are dependent on type 

of HIV/AIDS outcomes and dimensions of governance. Control of 

corruption has neither significant independent nor interactive effect on 

prevalence and any other control variables do not show significant effect 

on prevalence.  In other words, control of corruption has no synergetic 

or offsetting effect with aid. However, effect of accountability on 

incidence is significant at 5% level showing negative coefficient while 

accountability on prevalence is the same as control of corruption. This 

means that higher the accountability level is, greater the effect of 

lowering HIV/AIDS incidence become, in countries with an accountability 

above certain level while more aid raise the incidence of HIV/AIDS below 

certain level of accountability. This result is robust from various 

sensitivity analyses. 

Lastly, Sufficiency test through Fs/QCA shows two combination of 

factors can constitute ‘low HIV/AIDS prevalence’condition. First 

combination of factors is  low share of ethnolinguistic fractionalization 

and Muslim, high GNI per capita, low inequality of income and fem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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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high share of house with TV and health expenditure, high 

share of condom use and low governance. Second combination is low 

share of ethnolinguistic fractionalization and Muslim, high GNI per capita 

and income inequality, low inequality of female education, high share of 

house with TV and condom use and high governance. 

First solution means that if all other conditions are favourable, 

especially, level of inequality is low, those countries can have‘low 

HIV/AIDS prevalence’condition, even if level of governance is not high. 

However, national contexts of examplary  countries shows that this 

combination of conditions is difficult to happen in real world. In fact, the 

number of countries meeting showing this combination is low. On the 

other hand, second solution shows that good governance can offset 

negative effect of low share of Muslim and high level of income 

inequality on HIV/AIDS prevalence.   

This study have implications in terms of theoretical and policy 

perspective.  First of all, this study raised the level of discussion about 

effect of governance in health aid from just descriptive discussion to 

specific measurement stage. Especially, this study is the first time to 

analyze the effect of governance in aid for specific disease. Another 

remarkable point is that control of corruption and accountability shows a 

different characteristics in influencing on HIV/AIDS outcome. 

Accountability is interactive with aid while control of corruption has 

independent effect, indicating that mere expansion of fund scale for 

HIV/AIDS can not be linked to good HIV/AIDS outcomes unless certain 

level of governance is prerequisite. Good understanding of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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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governance can be helpful when establishing strategies for aid 

conditioned on good governance or aid for governance itself.

In addition, this study is the first to investigate necessary condition and 

conjunctural causation for low HIV/AIDS prevalence using Fs/QCA. 

Analyzing combination of other factors with governance is very important 

attempt because aid effectiveness cannot be levelled up only by good 

governance. 

The result of this analysis reconfirms once more that consolidation of 

society, good communication within society, low inequality are more 

important than any other factors and all sub-factors in socioeconomic 

category are important conditions for HIV/AIDS prevalence, which means 

that effort for improving general socioeconomic conditions is accompanied 

before or simultaneously with aid.  Although “not-good governance” 

condition can also make low HIV/AIDS prevalence, offset by other good 

conditions, this is less feasible in real world than making ‘low HIV/AIDS 

prevalence’ condition with good governance. This result implies that 

improving governance is more practical path to low HIV/AIDS prevalence 

and policy intervention on mere certain one point may not be effective. 

Based on characteristics of each dimensions of governance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more specific and practical efforts for raising level 

of control of corruption and accountability can be planned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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