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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경제성장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의 체제 안정성에 따

른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자료는 1976년부터 2015년까지 151개

국가의 자료를 활용했다. 3가지 인권지표의 주성분 분석으로 도출

된 제 1 주성분을 인권 변수로 활용했고, Freedom House의

Freedom Status 변수를 이용해 체제 안정성을 분류했다. 분석결

과, 우선 40년간의 장기적 분석에서 경제 수준이 높은 국가가 인

권 수준도 높다는 결과를 확인했지만, 체제 안정성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개별 국가의 고정효과를 통제했을 때는 안정적 억압 국가

에서 경제성장의 효과가 약했다. 장기 관계는 경제수준이 높은 국

가가 인권수준도 높다는 결론만을 보여준다. 따라서 경제 수준이

변할 때 인권 수준은 어떻게 변하는지 보기 위해 단기적인 고정효

과 모형을 이용했다. 그 결과 억압적 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된

국가에서는 경제성장이 인권에 미치는 효과가 약하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반면, 안정적인 자유 국가에서는 차이가 나지 않았

다. 마지막으로 체제 안정성이 변할 때, 어떤 차이가 나는지를 확

인하기 위해 이중차분 모형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유의미한 결과

가 도출되지는 못했다. 전체적인 결과는 억압적인 체제가 안정적

으로 오래 유지된 국가에서는,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경제성장

이 인권 개선으로 이어지는 효과가 약화되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주요어 : 인권, 경제성장, 체제, 안정성, 민주주의, 고정효과

학 번 : 2014-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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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체제 안정성에 따라 경제성장이 인권에 미치는 영

향이 다른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1948년 유엔이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한 이후, 인권은 국제사회의 규범

으로 성장해 왔다. 인권은 하나의 단일한 권리가 아니라 여러 권리들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크게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사회적․경제적․문화

적 권리’로 구분 할 수 있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는 신체의 자유, 표

현의 자유, 참정권 등이 포함되며, ‘사회적․경제적․문화적 권리’에는 노

동할 권리, 교육 받을 권리 등이 포함된다. 특히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사회적․경제적․문화적 권리’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

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과 ‘경

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을 통해, 규약에 가

입한 국가에서 실질적인 효력을 가진다.

이처럼 국제 사회에서 인권의 중요성이 커지는 동안, 인권 상황에 영

향을 미치는 요소는 무엇인지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다. 이 연구들은

인권 상황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 중,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는 대체로

인권을 개선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민주적 제도에서는 국가 권력을 시

민의 통제 아래 두기 때문에, 시민을 향한 인권 억압적 행위들이 발생하

기 어렵다. 또한 민주적인 제도란 국민들의 요구에 잘 응답하는 체제를

의미하므로, 민주적 국가일수록 통치수단으로 억압적 방식을 선택할 가

능성이 적다.(Henderson, 1991) 한편, 경제성장은 절대적 빈곤으로부터

탈출하고 시급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여 식량권, 주거권 등 사회 경제

적 권리를 증진한다. 이처럼 경제성장을 통한 국민의 복리 증진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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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인권은 개선 될 수 있으며, 이는 국가의

책무이기도 하다.

국가의 역할은 인권 개념의 이론적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인권은 인간

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권리다. 그리고 권리 소유자

(Right Holders)가 인권을 요구할 때 그것을 받아 들여야 할 의무의 담

지자(Duty-Bearers)는 대부분의 경우 국가가 된다. 그런데 국가는 인권

을 보장하는 주체지만, 정 반대의 행위도 할 수 있다. Mitchell and

James(1988)에 따르면, 국가는 경찰과 군대를 조직해 시민을 지키지만,

시민을 죽이고 고문하며 투옥하기도 한다. 이러한 일이 가능한 이유는

국가의 특성 중 한 가지가 물리적 폭력을 독점한 집단이기 때문이다.1)

국가가 독점한 폭력은 국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며, 국내

의 사적인 폭력을 규율하기 위해 이용된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국

가가 독점한 폭력이 권력 유지를 위해 국민을 향하기도 한다. 따라서 국

가는 인권을 보장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지만, 동시에 인권을 침해하는

주체가 될 가능성도 있다.

현실에서도 인권 신장의 책무를 다하는 국가가 존재하는 반면, 인권

침해의 주체가 되는 국가도 존재한다. 경제성장과 정치체제는 이처럼 상

이한 국가별 인권 상황의 원인으로 이해되지만, 각 요소의 영향은 독립

적으로 연구되어 왔다. 또한 정치체제는 주로 민주주의와 독재로 구분했

는데, 이는 제도적 절차를 기준으로 한 분류로서 한계를 지닌다. 제도적

변화가 사회적 환경에 큰 영향을 주긴 하지만, 그 영향으로 인한 사회

변화는 오랜 기간에 걸쳐 발생한다. 그리고 동일한 민주적 절차를 가진

국가일지라도, 민주적 질서가 사회 곳곳에 잘 반영된 국가와 그렇지 않

은 국가의 환경은 엄연히 차이가 난다. 또한, 민주주의든 독재든 그 체제

가 오랜 기간 잘 운영되어 왔다면, 안정적인 체제라는 점에서는 동일한

특징을 가진다. 이를 반영해 본 연구에서는 경제성장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두면서, 그 영향의 정도가 체제 안정성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분석한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사회경제적 조

1) Weber, Max. "직업으로서의 정치, 전성우 역."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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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이 어떻게 인권에 영향을 주는지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이를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한다. 3장에서는 실증분석을 위한 모형과 분석 자료

를 소개한다. 4장에서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마지막 5장에서는 의미와

한계점을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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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선행 연구 및 이론적 배경

제 1 절 선행 연구

경제와 인권의 관계는 인권 상황에 영향을 주는 사회경제적 요소들을

탐색하는 연구에서 주로 드러났다. 대부분의 연구는 경제성장과 민주주

의가 인권 상황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선행연구는 민주

적인 정부일수록 인권 억압적 수단에 덜 의존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

다.(Davenport, 1996; Maoz et al, 1993) 그리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모

두 인권을 개선하지만, 경제성장 보다 민주주의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Poe et al, 1994; Landman et al, 2009) 경제성장이 인권에 영

향을 주는 여러 요인 중 하나라는 실증 연구는 다수 존재한다. 그러나

어떠한 과정을 거쳐 경제성장이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중점을 둔 실

증 연구는 많지 않고, 이론적 논의만 일부 존재한다.

Mitchell and James(1988)은 경제와 인권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론적 가설을 제시했다. 첫째는 Robert McNamara의 입장으로 경제적

근대화는 정치적 안정을 불러오며, 그 결과 인권 상황이 개선된다. 따라

서 더 가난한 국가일수록 인권 남용이 발생할 확률이 증가한다. 반면

Samuel Huntington의 주장은 이와 반대되는데, 첫 째로 가난한 국가는

시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저항도 하지 않을 정도로 가난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불안정할 이유가 없다. 게다가 경제가 성장하면 과거

의 제도는 버리고 새로운 제도로 바뀌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원활하지

않으면 오히려 경제가 성장할수록 정치적 불안정은 심해진다. Mitchell

and James의 실증분석 결과에서는 Humtington의 이론보다는

McNamara의 이론이 더 맞는 것으로 나타났다.

Henderson(1991)은 사회경제적 조건이 정치적 억압과 어떤 관계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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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지 연구했다. 국가와 국민은 국가의 경제적 책무를 알고 있으므로,

경제적 문제를 다루지 못하는 정부는 권력 유지를 위해 억압에 의존한

다. 또한 빠른 경제성장은 인플레이션과 불균형한 분배를 가져오므로, 억

압정책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반면 경제수준이 높으면 대중들

이 만족하므로 억압 정책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실증 분석 결

과,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가설과 일치했으며 Pooling Regression을

통한 분석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이 논문의 분석

방법인 Pooling Regression의 한계와, 경제 성장률과 경제 수준을 함께

독립변수로 이용해, 공선성 등의 문제가 존재한다.

Easterly et al.(2006)은 대량 살상이 경제성장, 민주주의와 어떤 관계

를 갖는지 연구하기 위해 1820년부터 1998년까지의 국가별 자료를 이용

해 분석했다. 이론적 가설로, 경제성장은 교육수준과 사회 집단 간의 관

용을 향상한다. 또한 노동생산량 증가로 인해 인간 생명의 가치를 증진

한다. 그러나 동시에 경제성장이 가져온 기술의 발전으로, 대량살상을 위

한 비용이 더 적게 들 수 있다고 보았다. 민주주의와 같은 좋은 제도는

기술 발전이 국민들을 해하는데 제약을 줄 수 있지만, 동시에 민주적인

절차로 다수가 소수자에 대한 대량 살상에 동의하는 결과를 낼 수도 있

다. 분석 결과 대량살상의 발생은 1인당 소득과 역 U자 관계를 가지며,

민주주의 수준이 높을수록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이 인권을 신장한다는 이론은, 경제성장을 위해 단기간은 인

권을 억압할 수 있다는 논리로 발전하기도 했다. 정영선(1999)에 따르면,

한국과 싱가폴 같은 동아시아 권위주의 국가들은, 경제성장이 가속화되

면 절대적 빈곤 뿐만 아니라 상대적 빈곤도 해결 될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 국가들은 경제성장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시민적․정치적 권리’가 경

제성장을 저해한다면, 권리는 단기적으로 희생될 수 있다는 인권흥정논

리를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흥정 논리는 권위주의적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 되었을 뿐, 급속한 경제성장 이후에도 인권실상은

열악했다. 또한 경제성장은 절대 빈곤으로부터는 탈피했지만, 상대적 빈

곤은 해결 못했고 교육을 제외한 정부의 사회투자 또한 열악한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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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았다.

한편, 정치경제학에서는 경제 변수와 정치 변수간의 관계가 제도, 문

화 등 사회 체제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였다. 이를 보이기

위해 식민지 경험 유무와 어느 국가의 식민지였는지 여부가 많이 활용

되었다. 예를 들어, 영연방(The Commonwealth)출신 국가들은 상대적으

로 민주주의적인 가치를 잘 보호한다. 반면 스페인과 포르투칼은 착취적

인 식민 지배 정책을 폈고 이는 식민지의 소득 분배 불평등 심화라는 결

과를 낳았다. Acemoglu et al(2000)에 따르면, 식민지로 정착한 유럽인들

이 식민지의 초기 체제에 영향을 주고 그 영향이 현재의 체제에까지 영

향을 준다. 식민 모국의 제도와 착취 정책에 따라, 식민지의 제도가 재산

권 보호 등을 중시하는 형태로 발전하기도 했고 억압적인 형태로 발전하

기도 했다. Landman and Larrizza(2009)는 이베리안 반도 식민지 경험

여부를 소득불평등의 도구변수로 활용해 분석하기도 했다. 식민지 여부

를 활용한 연구들은 국가별로 상이한 사회 문화적 특성이 경제변수와 정

치 변수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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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이론적 배경

경제성장의 효과가 체제 안정성에 따라 차이난다는 가설과 선행연구

들의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정과 정부의 정책 선택 모형

을 설정한다.

가정 1) 정부는 지지를 얻기 위한 경제성장과, 저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력을 정책 수단으로 이용한다.

가정 2) 안정적인 억압 체제는 불안정한 체제보다 폭력적 수단의 비

용이 작다.

여기서 폭력적 수단은 인권을 억압하므로, 폭력적 수단의 증가와 인권

억압 증가는 같은 개념으로 사용한다. 정부의 목표는 두 가지 정책 수단

을 이용해,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도를 극대화 하는 것이다. 정부는

제한된 가용 자원 내에서 두 가지 정책 수단을 선택하며, 각 정책에 들

어가는 비용은 정부의 능력, 제도, 각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반응

등에 의해 결정된다. 두 정책에 의해 결정되는 지지도는 다음과 같은 모

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

 A = F(T,E), F′>0, F″<0

Subject to T +  =
 ,

where, A : 지지도

; T : 폭력적 수단

; E : 경제적 수단

 : 폭력적 정책의 비용

;  : 경제 정책의 비용

;  : 가용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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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모형에는 암묵적으로 많은 가정들이 존재한다. 한 예로, 위 모형은

폭력적 수단이 지지도에 미치는 효과가 체감적으로 증가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정한 임계점 이상으로 폭력적 수단이 사용될 경우, 혁명

과 같은 큰 저항으로 지지도가 하락하고 체제가 바뀔 수도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체제가 안정적으로 잘 관리된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므로,

폭력적 수단을 적절한 수준까지 이용하는 경우만 살펴보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위 모형은 몇 가지 함의를 준다. 우선 다른 조건

이 일정하다면, 폭력적 수단의 비용 이 작을수록 T의 이용 비율이 커

진다. 1국가의 이  , 2국가의 이 이며  <  인 상황을 생각

해 보자. 그러면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1국가에서는 2국가보다 폭력적

수단에 더 의존하기 쉽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 가까울수록 폭력적 수

단에 덜 의존한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민주주의 국가일

수록 정부가 폭력적인 정책을 행할 때 국민들의 저항이 심해진다. 따라

서 폭력적인 정책의 비용이 높아져, 상대적으로 폭력적 수단에 덜 의존

하게 된다. 극단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폭력의 비용이 매우 높다면,

사실상 폭력적 수단은 사용할 수가 없다.

위 모형은 경제성장으로 인해 인권이 개선되는 관계를 설명하는 목적

으로는 부족하다. 하지만 정부의 능력, 경제 여건의 호조 등으로 경제 성

장의 비용이 감소하면 경제적 수단이 증가하고 폭력적 수단은 감소하는

상황을 설명할 수 있다. 경제적 수단의 비용이 감소한 결과, 폭력적 수단

을 경제적 수단으로 대체하면 경제적 수단이 증가하고 폭력적 수단은 감

소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가정 3) ≡-∂

∂



> 1

가정 4) 안정적인 억압 체제는 비안정적인 체제보다 가 작다.

 > 1이면 경제적 수단의 비용이 감소할 때, 경제적 수단의 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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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고 폭력적 수단의 이용은 줄어든다. 또한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





> -





> 1 이면, 경제적 수단의 비용이 감소할 때 1국

가에서는 폭력적 수단이 더 적게 감소한다. 또한, 경제적 수단이 동일한

양으로 증가해도 1국가에서 폭력적 수단이 더 적게 감소한다. 반면, 폭력

적 수단의 비용이 큰 국가에서의 효과는 예상하기 어렵다. 폭력적 수단

의 비용이 큰 국가에서는 경제상황이 좋아질수록 인권 개선의 효과는 더

크다. 그러나 폭력적 수단의 비용이 극단적으로 높고, 초기부터 폭력적

수단의 사용이 거의 없었다면 경제성장에 따른 개선 효과는 거의 나타나

지 않는다. 애초에 개선될 여지가 적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구 유럽 국가

들은 1970년대 초기부터 이미 높은 인권 수준을 유지해 왔다. 본 연구의

분석 시기인 1970년대부터 인권수준이 높았던 국가에서는, 경제성장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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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분석자료 및 실증분석 모형

제 1 절 분석자료

분석 자료는 국가별 자료를 이용했다. 1976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40

년간의 자료를 활용했으며, 1976년 이후 계속해서 독립 국가로 유지된

151개 국가를 대상으로 했다.

보통 집계 자료는 행위 주체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상쇄효과가 편의

를 일으키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인권 연구에서는 인권의 특성과

관련해 자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집계 자료의 한계를 감안하더라

도, 인권을 연구하는데 있어서는 미시적 데이터에 비해 국가별 데이터가

가지는 장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인권 연구에 국가별 데이터가 가지는

첫 번째 장점은, 인권 침해가 기본적으로 국가 폭력, 또는 다수의 권력에

의한 폭력이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별 사건을 측정하는 것이

인권 침해 현황을 잘 측정한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장점은 인권의 보

편성에 기인한다. 지역적, 문화적 특성 그리고 인권 개념에 대한 무지로

인해, 개인은 자신에게 가해지는 인권 남용 현상을 당연한 것으로 인지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 인권침해로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인권 억압이

벌어진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객관적인 인권 수준을 측정하는 목적으로

는, 개인 설문 자료보다는 국가별 인권 수준 데이터가 적합하다.

1. 인권 지표

인권의 계량적 연구에서는 인권 측정 방법과 자료 존재 여부가 중요

한 문제이자 한계가 된다. 인권을 측정하는 방식은 크게 3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각 국가의 인권 침해 사례들을 취합하는 ‘사건 기반 방식’이

다. 두 번째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인권 침해 수준을 수치화 하는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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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기반 평가’가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설문조사’ 방식이 있다.(Landman, 2004) 1970년대 이후 많은 연구자들의

노력으로 여러 인권지표들이 축적 되었다. 널리 활용되는 인권 지표로는

Political Terror Scale, Freedom House의 지표들, 인간개발지수 등이 있

다. 개인 설문조사 자료인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 Survey)에서도 인

권을 묻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Landman과 Larizza는 여러 인권 지표들의 인자분석(Factor analysis)

을 통해 도출된 인자 점수(Factor score)를 인권 지표로 사용했다. 이렇

게 만들어진 지표는 서열 변수를 연속 변수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

다.(Landman et al, 2009) 또한 인자분석을 통해 여러 지표가 가지는 편

의도 보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3가지 인권 지표의 주성분분석으로

도출된 제 1 주성분을 인권 변수로 활용한다. 분석에 사용된 인권 지표

는 다음과 같다.

1. Political Terror Scale of Amnesty (PTSA)

2. Political Terror Scale of States of America (PTSS)

3. Civil Liberty scale of Freedom house (Freedom house)

PTS는 미국의 원조를 받는 국가가 국제인권기준을 위반하는지를 조

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미국의 원

조대상국인 59개 국가만 조사 했으나, 지금은 대상을 전 세계로 넓혀 조

사하고 있다. PTS지표 산정을 위한 데이터는 Amnesty International과

U.S State Department의 연간 인권 보고서에 기초하며 간혹 Human

Rights Watch 보고서도 이용된다. 지표는 5점 척도로 구성되며 5에 가

까울수록 인권 침해가 만연한 국가로 분류된다.2)

Freedom house의 Civil Liberty scale은 7점 척도로 표현되며, 1에 가

까울수록 표현의 자유, 결사, 종교의 자유 등이 보장되는 국가를 의미한

다.3)

2) http://www.politicalterrorscal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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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표는 분석의 편의를 위해 1에 가까울수록 더 낮은 인권 수준이

되도록 도치했다. 결측치는 결측치가 존재하는 해의 이전 값과 이후 값

의 평균치로 대체했다. 최종적인 인권 점수는 –3.61에서 2.23까지의 값

을 가지며, 평균 0, 표준편차 1.49의 값을 가진다. 또한 도출된 인권 지수

는 원자료의 분산을 74% 설명한다.

2. 그 외 주요 변수

경제성장 지표는 World Bank의 일인당 GDP에 로그를 취한 값을 사

용했다.

민주주의 수준을 나타내는 변수는 Polity Ⅳ 데이터의 Democracy 변

수를 사용했다. Democracy 변수는 민주적 요소를 나타내는 Democ 변수

값에서 독재적 요소를 나타내는 Autoc 값을 뺀 변수다. -10점부터 10점

까지의 값을 가지며 10에 가까울수록 더 민주적인 국가로 이해된다.4) 근

대화 이론에 따르면, 경제성장은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져오고 민주주의

의 발전이 인권의 개선을 가져온다. 따라서 민주주의 수준을 통제하기

위해 Democracy 변수를 이용한다.

체제 안정성 분류를 위한 각 국가의 자유도는 Freedom house의

Freedom Status변수를 이용했다. Freedom Status 변수는 1점부터 7점까

지 국가의 자유도를 등급화 한다. 그리고 1점부터 2.5점까지를 Free, 5.5

점부터 7점까지를 Not Free, 그 중간을 Partly Free로 구분한다.

3) https://www.freedomhouse.org/report/freedom-world-2015/methodology#.UuEq87Qo71I

4) Polity Ⅳ User Manuel available at http://www.systemicpeace.org/inscrdata.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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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실증분석 모형

1. 체제 안정성 분류

Freedom House는 시민적 권리와 정치적 권리가 보장 받는 정도에 따

라 국가의 상태를 Free, Partly Free, Not Free의 세 가지 상태로 보고하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변수를 활용하여 국민의 자유가 보장되는 상

태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지속되었는지를 분류한다. 오랜 기간 Free 수준

을 유지한 국가는 자유가 보장되는 문화가 강해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저항이 클 것이다. 반면 오랫동안 Not Free 수준을 유지한 국가의 국민

들은 상대적으로 인권 침해에 둔감할 것이다. 따라서 분석 기간 동안 계

속해서 Free 수준을 유지한 국가를 ‘안정적인 자유 국가’, Not Free 수준

을 유지한 국가는 ‘안정적인 억압 국가’로 분류한다. 그 외의 국가들은

‘비안정적 국가’로 분류한다.

본 연구에서 체제 안정성을 분류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작위적일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1976년부터 2015년까지 40년 동안 Not Free 수준

을 유지한 국가를 안정적 억압 국가로 분류할 경우, 39년 동안 Not Free

를 유지하고 1년만 Partly Free상태였던 국가는 비안정적 국가로 분류된

다. 이 경우, 분석 과정에서 안정적 억압에 가까운 국가가 비안정적 국가

로 분류되며 편의가 생긴다. 분석 기간 중 몇 년 이상을 동일한 상태를

유지해야만 안정적인 체제인지에 대한 견해는 다를 수 있으므로, 분류의

작위성이라는 한계를 완전히 극복하기 어렵다. 다만, 분석기간 동안 계속

해서 한 가지 상태를 유지한 국가만을 안정적인 국가로 분류하는 것은,

가장 극단적인 분류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즉 분석 결과는 가장 극단

적인 방식으로 분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온 결과라는 의미를 가진다. 또

한 분류기준을 조금씩 완화한 후, 동일한 분석을 수행해 전체적인 경향

성을 확인하는 방법도 같이 이용했다. 이를 통해 체제 안정성 분류 방식

에 의한 한계를 완화했다.



- 14 -

[그림 1]은 40년을 기준으로 안정적 자유 국가, 안정적 억압 국가, 비

안정적 국가로 분류 후, 각 그룹의 평균적인 인권 추세와 1인당 로그

GDP 추세를 보여준다.

[그림 1] 인권지수와 경제성장 추세

안정적 억압 국가와 비안정적 국가에서는, 인권과 1인당 로그 GDP의

증감이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안정적 자유국

가에서는 두 변수의 증감 움직임이 차이가 난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안

정적 자유국가에서 인권 지수의 측정 오차를 의심해 볼 수 있다. 그림에

서 보면, 안정적 자유국가, 비안정적 국가, 안정적 억압 국가 순으로 인

권과 1인당 로그 GDP의 값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안정적 자유 국가에

속하는 국가가 대부분 높은 인권 수준을 유지했다면, 더 이상 개선의 여

지는 없고 감소할 수만 있다. 인권지수는 고정된 최댓값을 가지므로, 안

정적 자유 국가의 분석 결과는 한계를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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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모형

우선 인권과 경제성장 간의 장기적 추세를 보기 위해, 각 변수의 40년

간 평균값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그리고 10년 단위의 평균값들로 구

축한 패널 데이터를 이용해서도 추정했다.

40년간 평균값을 이용한 분석에 쓰인 회귀모형은 다음과 같다.

(1)  =  +   + Democracy + 

(2)  =  +   + Free + Not Free +

Free* + Not Free* +

Democracy + 

여기서 Log GDP는 World Bank 1인당 GDP의 로그값이며,

Democracy는 민주주의 수준을 통제하기 위한 Democracy 변수다. Free

는 안정적인 자유 국가 더미이며 Not Free는 안정적인 억압 국가 더미

다. (1) 모형을 통해 경제성장과 인권의 관계가 기존 연구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2) 모형을 통해 안정적인 국가들에서 경제성장이 인권에 미치

는 효과가 다른지 확인한다.

10년 단위 평균값으로 구성된 패널 데이터는 고정효과 모형을 이용했

다.

(3)   =  +    +   +  +  + 

(4)   =  +    + Free*   +

Not Free*    +   +  +  + 

여기서 는 지역 고정효과, 는 시간 더미이다. 이모형은 국가별로

내재된 시간불변 요소와, 특정 시기에 모든 국가에 영향을 끼친 요인을

통제하고 장기적 효과를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연간 데이터로 단기적인 효과를 보기위해, 다음과 같은 고정

효과 모형을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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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Log   + Free*  +

Not Free*  +   +  +  +  

고정효과 모형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국가 고유의 특성을 통제

해 내생성 문제를 해결한다. 동시에, 고정효과 모형은 변수들의 변동 간

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식(5)의 계수 추정치는 다음의 식(6)의 계수

추정치와 동일하기 때문이다.

(6) = 
 + Free*
 + Not Free*

 +


 + 

Where,  = (  
)

 = (   
)

 = (    )

 = ( - )

여기서  ,
 ,
 ,

는 기간 T 동안 각 변수의

평균값이다. 본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높은 경제수준의 국

가는 인권 수준이 더 높은가를 보려는 것이 아니다. 국가 내에서 경제수

준의 변동에 따른 인권 수준의 변동을 보고자 하는 것이다. 고정효과 모

형은 이러한 목적에 적합하다. (4)식과 (5)식은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여

준다. (4)식은 40년 동안의 평균과, 매 10년 동안 평균의 차이를 보여주

지만, (5)식은 40년 동안의 평균과 매년도의 차이를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체제의 안정성이 변화될 때의 효과를 보기 위해 이중차분

모형을 이용했다. 1986년부터 1995년까지, 1996년부터 2005년까지 변수의

평균값으로 구축한 패널 자료를 이용해 체제 안정성 변화에 따른 효과를

확인한다. 이 분석에서는 안정적 억압 국가와 비안정적 국가 자료만을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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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 Log    + Democracy + D1 + D2 + D3 +

D1*Log   + D2*Log   + D3*Log    +

 +  +  

       

       

       

여기서 D1은 비안정적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바뀐 국가 더미, D2는 안

정적 상태에서 비안정적으로 바뀐 국가 더미, D3는 안정적 억압 상태를

계속 유지한 국가 더미다. 이중 차분 모형은 안정적 억압 국가와 불안정

적 국가의 차이뿐만 아니라, 20년 동안 계속 안정적이었던 국가와, 이전

10년 동안은 안정적이었지만 이후 10년 동안은 불안정한 국가의 차이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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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분석결과

제 1 절 장기 관계

[표 1]은 1976년부터 2015년까지 각 변수의 평균값을 이용한 회귀분석

결과다. 우선 40년 동안 같은 상태를 유지한 국가를 안정적인 국가로 분

류 했다. 그리고 35년 이상, 30년 이상 같은 상태를 유지한 국가를 안정

적인 국가로 분류 후 같은 분석을 수행했다.

[표 1] 1976-2015 장기 회귀 분석

VARIABLES 40년 35년 30년

Log GDP 0.35***
(0.05)

0.26***
(0.06)

0.35***
(0.05)

0.21***
(0.06)

0.35***
(0.05)

0.20***
(0.06)

Free -0.01
(2.20)

0.002
(1.870)

-2.53*
(1.32)

Not Free 1.72
(1.57)

-0.40
(1.22)

-0.27
(1.12)

Free*Log GDP 0.10
(0.22)

0.13
(0.19)

0.39***
(0.14)

Not Free*
Log GDP

-0.30
(0.21)

-0.04
(0.16)

-0.08
(0.15)

Democracy 0.09***
(0.01)

0.04***
(0.02)

0.09***
(0.01)

0.02
(0.02)

0.09***
(0.01)

0.20***
(0.06)

Constant -3.12***
(0.41)

-2.47***
(0.47)

-3.12***
(0.41)

-2.06***
(0.48)

-3.12***
(0.41)

-1.90***
(0.48)

Observations 130 130 130 130 130 130

R-squared 0.56 0.62 0.56 0.65 0.56 0.67

주1. 괄호 안은 표준편차

주2. * 10% 수준, ** 5% 수준, *** 1% 수준에서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

이 분석은 단순히 40년 동안 평균적인 경제수준이 높았던 국가가 인

권 수준도 더 높았음을 보여준다. 기존 연구와 마찬가지로 경제 수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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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수준은 인권에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

나 체제 안정성에 따른 경제성장의 효과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다. 즉, 안정적인 국가에서도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인권 수준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안정적 국가의 기준을 바꾸더라도 결과에 큰 차

이는 없었다.

[표 2]는 1976년부터 1985년, 1986년부터 1995년, 1996년부터 2005년,

2006년부터 2015년까지 각 기간 동안 변수들의 평균값을 이용해 구축한

패널 데이터를 고정효과 모형으로 추정한 결과다.

[표 2] 10년 평균 패널 추정

VARIABLES 40년 35년 30년

Log GDP
0.41***
(0.11)

0.63***
(0.14)

0.41***
(0.11)

0.60***
(0.15)

0.41***
(0.11)

0.64***
(0.15)

Free*Log GDP
0.04

(0.29)
0.04

(0.26)
-0.004
(0.247)

Not Free*
Log GDP

-0.52***
(0.20)

-0.44**
(0.20)

-0.52**
(0.20)

Democracy 0.07***
(0.01)

0.07***
(0.01)

0.07***
(0.01)

0.07***
(0.01)

0.07***
(0.01)

0.07***
(0.01)

Observations 468 468 468 468 468 468

R-squared 0.16 0.18 0.16 0.17 0.16 0.18

주1. 괄호 안은 표준편차

주2. * 10% 수준, ** 5% 수준, *** 1% 수준에서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

고정효과 추정 결과에서도 경제와 민주주의는 유의하게 나온다. 그러

나 단순 회귀 분석과 다르게, 안정적 억압 국가에서는 경제성장의 효과

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내재된 시간 불변 요소를 통제

하면, 안정적인 억압 국가와 비안정적 국가 간에는, 경제성장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다름을 확인 할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매 년도

의 자료를 활용해 단기적인 효과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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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단기 관계

[표 3]은 1976년부터 2015년까지의 데이터를 이용한 고정효과 모형이

다. 1절에서는 장기적 효과를 보기 위해 분석 기간 동안의 평균값을 이

용했지만, 여기서는 단기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 연간 데이터를 모두 이

용했다.

[표 3] 1976-2015 고정효과

VARIABLES 40년 35년 30년

Log GDP 0.67**
(0.05)

0.63***
(0.05)

0.65***
(0.05)

Free*GDP -0.05
(0.10)

-0.05
(0.09)

-0.08
(0.09)

Not Free*GDP -0.58***
(0.07)

-0.45***
(0.07)

-0.49***
(0.07)

Democracy 0.065***
(0.003)

0.065***
(0.003)

0.064***
(0.003)

Observations 4892 4892 4892

R-squared 0.13 0.12 0.12

주1. 괄호 안은 표준편차

주2. * 10% 수준, ** 5% 수준, *** 1% 수준에서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

분석 결과 경제성장은 여전히 인권에 양의 효과를 보인다. 그리고 안

정적 억압 국가에서는 비안정적인 국가에 비해 경제성장이 인권에 미치

는 효과가 크게 떨어짐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안정적 자유 국가에

서는 비안정적 국가와 유의한 차이가 없다.

지금까지 분석은 30–40년의 긴 기간 동안 동일한 상태를 유지한 국

가를 안정적인 국가로 분류 했다. 장기간이 아닌 5년 동안의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안정적인 체제를 유지한 국가에서도 경제성장의 효과가 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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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5년 단위로 동일한 분석을 했다.

[표 4]는 5년 단위로 안정적인 체제를 유지한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

가의 결과를 보여 준다.

[표 4] 5년 단위 고정효과

VARIABLES 76-80 81-85 86-90 91-95

Log GDP 1.45***
(0.34)

-0.42
(0.45)

1.72***
(0.37)

2.39***
(0.45)

Free*GDP -0.16
(0.80)

1.86**
(0.80)

-0.44
(0.82)

0.58
(0.83)

Not Free*
Log GDP

-1.1**
(0.53)

0.52
(0.59)

-1.96**
(0.87)

-1.35**
(0.54)

Democracy 0.06***
(0.01)

0.09***
(0.01)

0.05***
(0.01)

0.06***
(0.01)

Observations 518 574 599 624
R-squared 0.11 0.17 0.08 0.14

VARIABLES 96-00 01-05 06-10 11-15

Log GDP 1.22***
(0.35)

-0.74
(0.46)

0.48
(0.48)

1.48***
(0.32)

Free*GDP -1.27*
(0.65)

1.70**
(0.71)

-0.90
(0.70)

-0.01
(0.71)

Not Free*
Log GDP

-0.79*
(0.46)

1.20**
(0.55)

-0.30
(0.67)

-1.90***
(0.62)

Democracy 0.03***
(0.01)

0.04***
(0.01)

0.01
(0.01)

0.05***
(0.01)

Observations 636 649 650 642
R-squared 0.04 0.03 0.005 0.07

주1. 괄호 안은 표준편차

주2. * 10% 수준, ** 5% 수준, *** 1% 수준에서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

5년 단위로 경제성장이 인권에 미치는 효과를 본 결과, 1981년에서

1985년, 2000년에서 2010년까지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경제성장이 인권과

양의 관계를 가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안정적 억압 국가에서 나타나

는 차이도 대부분의 기간 동안 유의하게 나타났다. 앞의 분석들과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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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게 안정적 자유 국가에서도 1981–1985년, 1996–2000년, 2001–2005

년 동안 비안정적 국가와 차이가 났다. 다만, 1996년에서 2000년 까지만

음의 값이 나왔고, 나머지 기간은 비안정적 국가보다 경제성장의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왔다.

5년 단위 분석에서도 분류 기준을 낮춰 4년 이상 한 상태를 유지한

국가를 안정적 국가로 분류한 후 동일한 분석을 했다. 분류의 문제와 관

련하여 5년 단위 분석은 앞의 분석들과는 다른 분류의 문제점이 있다.

만약 분석기간 5년 동안 Not Free 상태를 유지했지만, 바로 다음 해에

Free 상태로 바뀌고 계속해서 그 상태가 유지된다면, 5년 동안 안정적이

었다고 볼 수 있는가의 문제다. 체제 안정성이 단기간에 급변하는 성질

이 아니라면, 이런 국가들은 분석 기간의 마지막 1 –2년에도 체제가 안

정적이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따라서 분석 기간 5년의 전후 2년,

총 9년 동안 계속해서 동일한 상태를 유지한 국가들을 안정적인 국가로

분류해 동일한 분석을 시행했다. 이 방식은 [표 4]의 분류 방식보다는 더

엄격한 방식을 적용한 것이다. 결과는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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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4년 기준, 9년 기준 5년 단위 고정효과

VARIABLES
76-80 81-85 86-90 91-95

4년 4년 9년 4년 9년 4년 9년

Log GDP 1.34***
(0.36)

-0.20
(0.46)

-0.09
(0.43)

1.99***
(0.41)

1.78***
(0.38)

1.31**
(0.55)

2.41***
(0.42)

Free*GDP 0.29
(0.78)

1.09
(0.78)

0.82
(0.85)

-0.86
(0.79)

-0.49
(0.82)

1.57*
(0.87)

0.92
(1.04)

Not Free*
Log GDP

-0.87*
(0.52)

0.29
(0.60)

0.26
(0.58)

-1.96***
(0.74)

-2.01**
(0.83)

0.18
(0.63)

-1.37***
(0.52)

Democracy 0.06***
(0.01)

0.09***
(0.01)

0.09***
(0.01)

0.05***
(0.01)

0.05***
(0.01)

0.06***
(0.01)

0.06***
(0.01)

Observations 518 574 574 599 599 624 624

R-squared 0.11 0.16 0.16 0.08 0.08 0.13 0.14

VARIABLES
96-00 01-05 06-10 11-15

4년 9년 4년 9년 4년 9년 4년

Log GDP 1.28***
(0.35)

1.28***
(0.35)

-0.57
(0.46)

-0.12
(0.41)

0.40
(0.49)

0.41
(0.49)

1.45***
(0.32)

Free*GDP -1.40**
(0.65)

-1.21*
(0.65)

0.95
(0.71)

0.40
(0.72)

-0.74
(0.70)

-0.83
(0.70)

0.10
(0.70)

Not Free*
Log GDP

-0.87*
(0.46)

-0.93**
(0.46)

1.02*
(0.56)

0.39
(0.54)

-0.20
(0.67)

-0.19
(0.67)

-1.79***
(0.62)

Democracy 0.03***
(0.01)

0.03***
(0.01)

0.04***
(0.01)

0.04***
(0.02)

0.01
(0.01)

0.01
(0.01)

0.05***
(0.01)

Observations 636 636 649 649 650 650 642

R-squared 0.04 0.04 0.02 0.02 0.004 0.004 0.07

주1. 괄호 안은 표준편차

주2. * 10% 수준, ** 5% 수준, *** 1% 수준에서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

분류 기준을 달리 해도 전체적인 분석 결과는 크게 차이나지 않았다.

다만, 1991–1995년에 4년을 기준으로 분류한 결과는 위의 결과와 다르

게 안정적 억압체제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이 기간에 안

정적 자유 국가에서는 유의미한 양의 효과가 나타난다. 전체적으로 안정

적 자유 국가는 1996–2000년을 제외하고는 유의미한 차이가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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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이중차분모형

이중차분모형을 이용하면, 10년 동안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한 국가가

비안정적으로 변할 때, 계속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한 국가와 어떤 차이

가 나는지를 비교할 수 있다. 앞의 분석에서 안정적 자유 국가는 비안정

적 국가와 큰 차이가 없는 것이 확인 되었다. 따라서 이중차분모형에서

는 안정적 국가 자료는 제외하고, 비안정적 국가와 안정적 억압 국가만

을 이용해 분석한다. 3장에서 제시한 이중차분모형 식 (7)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도식화 할 수 있다.

[표 6] 이중차분 모형

Not Free = 1 Not Free = 0

Not Free-1 = 1
안정적 억압 유지

()

안정적 억압체제에서

비안정적 체제로 변화

()

Not Free-1 = 0

비안정적 체제에서

안정적 체제로 변화

()

비안정적 체제 유지

본 연구의 관심은 경제성장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므로, 기울기 더미

만을 고려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안정적 억압 체제 유지 : ( + )Log GDP

안정적 체제에서 비안정적 체제로 변화 : ( + )Log GDP

비안정적 체제에서 안정적 체제로 변화 : ( + )Log GDP

비안정적 체제 유지 : Log 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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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위해 1986 – 2005년, 1991 –2010년, 1996 –2015년으로 20년

씩 세 시기로 나누었다. 각 시기에서 다시 전기 10년과 후기 10년 동안

변수들의 평균을 이용해 데이터를 구축했다. 그리고 구축한 데이터로 식

(7)을 이용하여 이중차분 모형을 추정했다.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이중차분 모형 결과

VARIABLES 1986-2005 1991-2010 1996-2015

Log GDP 1.05***
(0.40)

0.19
(0.34)

0.52
(0.43)

Democracy 0.04*
(0.02)

0.10***
(0.02)

0.09***
(0.03)

D1
-0.04
(1.26)

-0.80
(1.43)

-0.32
(3.01)

D2
-0.57
(0.94)

1.29
(1.00)

-0.16
(3.52)

D3
6.17**
(2.80)

-0.71
(2.53)

-1.30
(3.43)

D1*Log GDP 0.0003
(0.1550)

0.08
(0.17)

0.03
(0.41)

D2*Log GDP 0.12
(0.14)

-0.21
(0.15)

-0.12
(0.51)

D3*Log GDP -0.96**
(0.43)

0.08
(0.34)

0.18
(0.44)

Observations 160 155 149
R-squared 0.17 0.28 0.22

주1. 괄호 안은 표준편차

주2. * 10% 수준, ** 5% 수준, *** 1% 수준에서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

1991–2010년, 1996–2015년의 기간은 민주주의 변수를 제외하고는 모

든 변수가 유의하지 않다. 1986–2005년의 기간은 더미 변수 간의 교호

항이 유의하게 나타난다.

1986–2005년의 결과를 기준으로 다음 3가지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안정적 상태를 유지한 국가와, 안정적 상태에서 비안정적 체제

로 바뀐 국가의 차이는 D3 – D2 =  -  = -1.08이 된다. 즉, 안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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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유지된 국가는 비안정적으로 바뀐 국가보다 경제성장의 영향이 감

소한다.

둘째, 비안정적 상태를 유지한 국가와 비안정적 상태에서 안정적 상태

로 바뀐 국가의 차이는 - = - = -0.003이 된다.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안정적 상태로 변할 때 경제성장의 효과가 더 커졌다.

셋째,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았던, 안정적인 국가와 비안정적인 국가의

차이는 D3 =  = -0.96이 된다. 안정적 억압 국가에서는 비안정적 국가

보다 경제성장의 효과가 작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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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본 연구는 경제성장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체제안정성에 따라 차이

가 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장기적으로 경제수준이 높은 국

가가 인권 수준도 높다는 기존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를 확인했고, 이

결과는 체제 안정성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했다. 국가별로

내재된 고유 효과를 통제했을 때도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은 인권에 영향

을 미치며, 안정적인 억압 국가에서는 그 정도가 약했다. 그러나 안정적

인 자유 국가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인권과 경제성장의

단기적인 변동을 보기 위해 수행한 고정효과 모형에서도, 경제성장은 인

권에 영향을 미치며 안정적인 억압 국가에서는 그 효과가 약화 되었다.

분석 기간을 5년 단위로 짧게 보았을 때도, 대부분의 시기에 동일한 결

과가 확인 되었다. 마지막으로 체제 안정성이 변한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의 차이를 보기 위해 이중차분 모형을 설정했지만, 대부분의 변수가

유의하지 않게 나왔다. 이를 감안하고 1986년에서 2005년까지의 자료를

통해 보았을 때, 안정적인 국가일수록 경제성장의 효과가 감소한다는 결

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억압적 체제를 안정적으로 잘 유지해 온 국가에

서는,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경제성장이 인권 개선으로 이어지는 효

과가 약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정부가 지

지도를 올리기 위해 폭력적 수단과 경제적 수단을 선택하는 모형을 제시

했다. 이에 따르면, 폭력적 수단을 이용하는 비용이 적을수록 정부는 폭

력에 의존하고, 이는 인권 억압으로 이어진다. 시민들이 폭력적 수단을

무감각하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저항하지 않는다면, 폭력에 들어

가는 비용은 감소한다. 또한 시민에게 향하는 폭력을 제제할 수 없는 제

도일수록 폭력의 비용은 감소한다. 억압적 체제를 안정적으로 잘 관리해

온 국가의 시민들은 억압적 상황을 당연하게 받아들여, 폭력의 비용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 또한 오랜 기간 억압적 체제를 잘 유지해 온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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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폭력적 수단을 사용하는 능력이 뛰어나, 폭력적 수단의 비용을 감소

할 수 있다.

억압적 체제에서는 경제가 성장해도 인권개선으로 잘 이어지지 않는

다는 결과는, 경제가 성장하면 인권도 자연스레 향상 될 것이라는 주장

의 위험성을 시사한다. 또한, 이 결과는 경제 성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사회적 환경 때문에 감소함을 의미한다. 경제성장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혜택을 고루 누리기 위해서는, 폭력적 수단의 비용이 높은 체제

로 변화해야 한다. 반면 안정적인 자유 체제의 결과들은 유의하지 않고

일관되지 않게 나왔다. 이는 인권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의 한계가 원인

으로 보인다. 따라서 인권지수를 활용한 국가 간 비교에서는, 이들 국가

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사려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체제 안정성을 분류하는 방법의 작위성은 본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국가별로 체제 안정성을 분류할 수 있는 개선된 방법을 찾는 것이 향후

연구에서 필요하다. 또한, 통제변수가 부족하다는 점도 한계로 남는다.

고정효과 모형을 이용해 시간불변 요인을 통제했지만, 시간에 걸쳐 변동

하는 원인 변수가 잠재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분석과정에서 이들 변수

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못했다. 그 이유로는 이용 가능한 자료의 부족

함과 이론의 부재를 들 수 있다. 자료의 예로 불평등 변수가 있다. 많은

연구는 불평등이 심할수록 인권 상황이 악화된다고 나온다. 그러나 다수

국가를 대상으로 불평등 수준을 나타내는, 신뢰성 있고 비교 가능한 자

료가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경제성장이 불평등을 강화하는지 약화하는

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경제성장이 어떠한 과

정을 거쳐 인권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경제성장과

인권개선은 당위적으로 성취해야 하는 가치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 둘의

매커니즘에 대한 관심은 부족했다. 이론이 부족한 상황에서 통제변수를

아무렇게나 포함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근대화 이론에 기

반해 민주주의 변수만을 포함했다. 경제성장과 인권의 매커니즘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발전되면 더 나은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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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국가 분류

40년 35년 30년

안정적

자유 국가

Australia, Austria,

Bahamas, Barbados,

Belgium, Botswana,

Canada, Costa Rica,

Denmark, Finland,

France, Greece,

Iceland, Ireland,

Israel, Italy,

Jamaica, Japan,

Luxembourg, Nauru,

Netherlands, New Zealand,

Norway, Portugal,

Sweden, Switzerland,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of America

Cyprus,

Malta,

Mauritius,

Spain,

Trinidad &

Tobago

Argentina,

Dominican

Republic,

Grenada,

India,

Uruguay

관측수 28 33 38

안정적

억압 국가

Cameroon, Chad,

China,

Congo(Democratic Republic),

Cuba, Equatorial Guinea,

Iraq, Laos,

Myanmar, North Korea,

Rwanda, Saudi Arabia,

Somalia, Vietnam

Afghanistan,

Algeria,

Angola,

Cambodia,

Libya,

Mauritania,

Oman,

Syria

Brunei,

Guinea,

Iran,

Sudan,

관측수 14 22 26

주1. 35년, 30년은 40년에서 추가된 국가만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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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기술 통계량

인권지수 1인당 Log GDP Polity2

평균 0 8.23 1.547

표준편차 1.49 1.584 7.266

최솟값 -3.613 4.749 -10

최댓값 2.23 11.89 10

1분위 -1.051 6.905 -7

3분위 1.212 9.55 9

관측수 6040 5315 5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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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mpact of Economic

Growth on Human Rights

Jeon Huncheol

Department of Economic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analyzes the difference in the impact of economic

growth Human Rights based on institutional stability. The data

used for the analysis is cross-country data from 151 country

from 1976 to 2015. Human Rights variable is derived from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of three Human Rights index. For

classification of institution stability, Freedom Status variable in

Freedom House is us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With

regards to the long-run relationship for 40 years, the states

with higher level of economic status show higher level of

Human Rights. But there is no difference based on institutional

stability. After controlling country specific effect, ‘Stable Not

Free’ states show weaker impact of economic growth on

Human Rights. The long-run relationship only shows states

with higher economic level have higher Human Rights level.



- 34 -

Hence, to analyze relationship between each variable’s

fluctuations, panel fixed effect model is used. As a result, in

‘Stable Not Free’ states, the impact of economic growth on

Human Rights is weak. On the other side, there is no

difference among ‘Stable Free’ states. Finally, to identify the

difference in the effect based on change in institutional status

within a state, Difference-in-Difference model is used. But the

result is insignificant. Overall result implies that economic

impact on Human Rights of the institution which maintains

repression stably for a long time is relatively weaker than other

institutions.

keywords : Human Rights, Economic growth, Institution,

Stability, Democracy, Fixed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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