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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천년개발계획(MDGs) 시행 이후 개발도상국에 필요한 개발의 만능열쇠
로 이른바 ‘바람직한 거버넌스(good governance)’가 주목받아 왔다. 그러나
본 연구는 현실에서 거버넌스와 빈곤이 강력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을 반
증가능성에 기반하여 ‘빈곤감소를 위한 거버넌스 개선’이라는 정책논리가 이
론적, 실증적 적실성이 있는지를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국제개발협력에서 논의되는 거버넌스의 의미를 다차원적
인 거버넌스의 개념으로 재정의하였다. 그동안 국제개발협력에서 거버넌스를
논할 때 신제도주의 경제학에 기반하여 법치주의와 부패통제를 중심으로 논
의해 왔다. 또한 국제기구의 신자유주의적 거버넌스 논의에서는 국가를 배제
한 채 신공공관리적 행정개혁을 추진하거나 경제정책 운용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거버넌스를 좁게 정의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의 거버넌스 논의는 달라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선진국에서는 20세기
말 새로운 행정현상으로서 국가의 역할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거버넌스가 출
발하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국가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그렇게 할
의지조차 없는 취약국가(the fragile state)인 현실 속에서 거버넌스 논의가 이
뤄지고 있다. 이러한 개발도상국의 맥락에서 정의되는 거버넌스란 “국가의
능력(state’s capability)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정치적, 행정적, 사법적 제도 전
반을 관리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는 신제도주의 경제학에 기반하여
개인의 행위를 변화시키는 기제로서 제도를 인식하거나, 국제기구의 신자유
주의적 경향에 의해 제도운영의 주체인 국가를 간과하고 있는 기존 논의의
이론적 협소함을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였다.
이러한 다차원적 거버넌스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개발도상국 98개국을 연
구대상으로 거버넌스가 실제 빈곤감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거버넌스를 정치제도 측면의 거버넌스(political governance), 행정제도 측면의
거버넌스(administrative governance), 사법제도 측면의 거버넌스(judicial
governance)로 구분하고 3가지 범주 하에서 다시 6개의 하위개념으로 구분하
여 각각의 변수와 빈곤율의 관계를 패널분석을 통해서 검증하였다. 독립변수
는 거버넌스 논의를 촉발시킨 세계은행(World Bank) 연구자들이 개발한
World Governance Indicator를 사용하였으며, 종속변수인 빈곤율은 MDG의
제1 정책목표인 절대적 빈곤율, 즉, 1일 $1.25 이하 생활 인구비율을 사용하
였다. 또한 다차원적으로 빈곤을 측정하고자 하는 최근 논의를 반영하여 인
적자원능력의 박탈정도를 측정한 인적자원빈곤율 또한 분석에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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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의 시간적 범위는 2002년부터 2009년까지 8개년도 패널데이터로 구성하
여 분석하였다.
먼저 정치제도 측면의 거버넌스는 정치참여와 책임성(voice and
accountability), 정치적 안정성(political stability)을 그 하위 변수로 보았다. 빈
곤층의 정치참여가 활발할수록 정치인들이 빈곤층에 대해 가지는 정치적 책
임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빈곤감소가 일어날 것이라고 보는 이론적 주장에 근
거하여 빈곤율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많은 최빈국들이 정치체제의 불
안정성으로 인해 빈곤상태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논의에 근거하여 정치적 안
정성이 확보되면 빈곤이 감소할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그 영향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단 하나의 거버넌스 변수, 즉, 정치참여와 책임성이 증가할수록 빈
곤율이 감소하는 관계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행정제도 측면의 거버넌스는 정부효과성(government effectiveness)과 정
부규제능력(regulatory quality)이 빈곤감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았다.
정부효과성이란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빈곤
층에게 직접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결정능력과 집
행능력이 갖춰져 있을 때 빈곤율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기에 이에 기반하
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정부효과성이 정부의 직접적 역할을 강조하는 입장이
라면 정부규제능력은 정부가 경제정책과 규제정책을 통해 시장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빈곤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분석결과
정부효과성과 정부규제능력은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는데, 다만 정부효과성의
경우 빈곤율과 음(-)의 방향이라는 것만 확인하였다.
한편 그동안 바람직한 거버넌스 논의에서 핵심은 법치주의(rule of Law)와
부패통제(control of corruption) 등의 사법제도 측면의 거버넌스였다. 그런데
여러 가지 분석모형을 통해서 검증해 보았을 때, 법치주의와 부패통제는 빈
곤감소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다. 두 변수 모두 일관되게 통계적으로 유의
한 수준에서 빈곤율과 양(+)의 방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개발
도상국에서 부패의 정치경제학을 논의한 선행연구들은 개발도상국의 부패 문
제는 특유의 구조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맥락에 맞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의 결과 역시 개발도상국의 맥락에서 법치주의와 부패에
관한 논의를 전개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나아가 지역별, 사회경제발전 수준별로 거버넌스와 빈곤의 관계를 탐색하
여 발전단계별로 거버넌스와 빈곤감소의 관계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논증하
였다. 먼저 지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을 때 최빈국이 위치하고 있는 서남
아시아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국가들에서는 거버넌스의 영향력이 유효하
지 않았다. 또한 저개발국가(LDCs)와 그 밖의 개발도상국으로 구분하여 보았
을 때에도 저개발국가에서는 거버넌스가 빈곤감소에 기여하는 것을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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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었다. 이러한 역설적인 결과는 결국 거버넌스와 빈곤감소의 관계가 일
정 소득수준 이상의 국가에서만 유의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경제성장
과 빈곤감소의 관계에서 거버넌스가 조절변수로 작용하는지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경제성장과 빈곤감소가 동시에 선형관계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며 각
발전단계별로 거버넌스의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거버넌스와 빈곤감소의 뚜렷한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이것이 바람직한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분석결과의 일차적 원인은 국제기구와 관련 분야 연구
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WGI 데이터 자체가 인식조사라는 점과 구성타당성에
서 한계가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거버넌스 평가지표를 개선해야 하
며 새로운 지표를 개발할 시에는 특히 행정제도 측면의 거버넌스를 측정하는
지표가 정부의 정책결정 및 집행능력을 적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
야 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현재 국제사회의 거버넌스 담론 자체에 대해 근본
적 재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비판하였다. 거버넌스의 중심에 국가를 놓고 논
의를 복원해야 하며, 개발도상국 내부에서 거버넌스 개혁의 원동력을 찾을
수 있는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거버넌스 개선을 통
해 빈곤을 감소시키겠다는 MDG의 정책논리가 한계가 있으므로 사회구조적
접근을 통해 저개발국가의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있는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
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또한 분석결과에 기반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의 맥락에서
빈곤을 감소시킬 수 있는 ‘pro-poor governance’란 무엇인지 제안하고 개발
도상국에서 거버넌스 개선을 통해 경제성장과 빈곤감소가 이뤄질 수 있는 메
커니즘을 제시하였다. Pro-poor governance의 핵심 주장은 첫째, 정치제도
측면의 거버넌스 개혁에서 출발하여 행정제도 측면의 거버넌스 개혁 그리고
나아가 장기적으로 사법제도 측면의 거버넌스 개혁으로 이어지는 연결순서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둘째, 발전단계별, 국가별 거버넌스 개선전략을 고민해
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기존의 바람직한 거버넌스가 하향적, 연역적, 일
괄적 추진이었다면 새로운 pro-poor governance는 상향적, 귀납적, 단계별 추
진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본 연구가 제안한 pro-poor governance가 이론적, 현실적 정합성이 있는
지를 탐색하는 사례연구로서 필리핀의 최근 거버넌스 개혁과정을 살펴보았다.
거버넌스의 와해로 만성적 빈곤의 덫에 빠진 필리핀은 최근 빈곤감소를 위한
거버넌스 개선을 국정운영의 제1과제로 설정하고 개혁을 추진 중이다. 1986
년 민주화 이후 필리핀의 전반적인 거버넌스 개혁을 개괄한 뒤 최근 실시되
고 있는 빈곤감소를 위한 거버넌스 개혁의 정책과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치제도 측면의 거버넌스 개혁으로부터 출발하여 행정제도측면의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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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과 사법제도 측면의 거버넌스를 개혁으로 이어지는 pro-poor governance
의 연결메커니즘을 확인하였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거버넌스 개선을 통해 빈곤감소를 이룩하겠다는 개발도상국 정치리더의 정치
적 의지라는 점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개발도상국의 맥락에서 거버넌스를 연구함으로써 이론적 논의
를 확장하였고 거버넌스와 빈곤의 관계에 대해 새로운 증거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가 있다. 또한 현재 MDGs 종료 이후 국제개발협력의 새
로운 목표를 정하기 위해 Post-2015 논의가 진행 중인데, 빈곤감소를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거버넌스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며, 보다 구조적인 접근이 필
요하다는 점을 제시했다는 데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가 있다.

주요어: 거버넌스, 빈곤, 새천년개발계획(MDGs), 제도, 경제성장, 국제개발협
력, 필리핀, 패널분석
학번: 2008-3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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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바람직한 거버넌스는 빈곤을 감소시키고 개발을 촉진하는 단 하나의,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good

governance

is

perhaps

the

single

most

important factor in eradicating poverty and promoting development)”. 1998년
당시 UN 사무총장이었던 코피 아난(Kofi Annan)은 세계 정상들 앞에서
이렇게

연설한

바

있다.

1990년대

말

이후

국제개발협력을

집행하는

기관들은 바람직한 거버넌스를 달성하는 것 그 자체를 정책목표로 설정함과
동시에 보다 상위의 정책목표인 빈곤감소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가에서 거버넌스 개혁을 추구해왔다. 특히 2000년대
들어

새천년개발계획(MDGs)의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더욱

시행과

함께

활성화되었다.

국제사회에서
UN의

189개

바람직한
회원국들은

2015년까지 전 세계 빈곤율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제1 목표로 삼고,
초등교육 확대와 보건환경 개선 등 8개 분야에 걸쳐 개발목표를 합의하였다.
각국이 MDG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를 위한
최우선 정책과제로서 거버넌스를 개선하는 것이 강조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하는 국제기구와 공여기관(donor agency)들은 원조의
결과로서 거버넌스 개혁을 강조하기도 했고 나아가 수혜국을 선정하는
전제조건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최근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양자간
공여기관들이 원조수혜국을 선정하는 기준으로서 바람직한 거버넌스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듯 국제개발협력 사회는 거버넌스 개선을 통해
빈곤이 감소될 수 있다고 강하게 확신하고 있다. 최근 MDG 제1 목표인
1

빈곤감소율이 기대 이하로 느리게 진행되는 원인을 다름 아닌 거버넌스의
실패로 돌리고 있는 연구들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기인한다(United Nations
Millennium Project, 2005).
이처럼 개발협력 현장에서 바람직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각광받은
것과 동시에 학자들 사이에서도 많은 논쟁이 진행되어 왔다. 그 기원은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한

신제도주의

경제학파(New

Institutional

Economics)에서 유래하였다. North(1990)가 제도가 안정되었을 때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 이래 양자간 관계에 대해 이론적으로 설명하려는
다양한 연구들이 있었고, 실증연구를 통해 변수간 관계를 검증한 연구들이
축적되었다. 예를 들어, 1990년대 후반 이후 제도의 질(institutional quality)과
경제성장이 인과관계가 있음을 밝힌 연구들이 연이어 발표되었다 (Acemoglu,
Simon, & James, 2001; Knack & Keefer, 1995; Rodrik, Subramanian, &
Trebbi, 2004). 제도가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는 이러한 이론에 기반하여
개발협력

현장에서

개발도상국의

거버넌스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공여기관들이 바람직한 거버넌스를 강조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반응도 있었다. 서구 선진국가의 경험에 기반하여 특정한
통치구조와 국정운영방식을 상황이 전혀 다른 개발도상국에게 강요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이 비판의 요지였다(Chhotray & Stoker, 2009, p.
97).

나아가

거버넌스

개선의

당위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과연

개발도상국의 현실에 비춰볼 때 거버넌스 개선을 통해 빈곤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연구들은

거버넌스와

개발의

관계를

논함에

있어서

발전(development)을 단지 경제발전(economic development)과 동의어로 보고
거버넌스의 개선이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주로 연구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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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거버넌스가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은 다를 수 있다. 때문에
거버넌스와

경제성장에

관한

이론적

연구들과는

별도로

거버넌스와

빈곤감소에 관한 이론적 연구를 진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Varshney, 2000).
실제로 거버넌스와 빈곤감소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또는 실증적으로 탐색한
연구가 많지 않은 가운데(Khan, 2009), 구체적으로 어떤 측면의 거버넌스가
빈곤감소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개발도상국에서 거버넌스를 개선하는 것이
빈곤감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특히

다자간

국제기구와 양자간 공여기관들이 수많은 거버넌스 개선과제들을 동시에
제안하는 가운데 이를 받아들이는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제한된 예산과
불완전한 행정능력 때문에 어떤 분야의 거버넌스를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중요하다(Grindle,

2007).

수준까지
본

개선해야

연구가

하는지에

주목하는

부분이

대한
바로

판단이
이것이다.

개발도상국의 맥락에서 과연 거버넌스가 가장 중요한 빈곤감소 수단인가?
거버넌스와 빈곤의 관계는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어떤 경로를
통해 거버넌스 개선과 빈곤감소가 연결될 수 있는가? 수많은 제도개혁에
대한 요구가 부과되는 가운데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거버넌스 과제는 무엇인가? 이러한 연구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첫째,

본

논문은

거버넌스의

개념을

국제개발협력 연구와 개발도상국의 맥락에 맞게 정의하고, 과연 거버넌스
개선을 통해서 빈곤감소를 이룰 수 있을 것인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비교정치연구와 신제도주의 경제학 논의에 기반하여
정치제도 측면의 거버넌스와 사법제도 측면의 거버넌스를 강조해왔다. 또한
다차원적인 거버넌스 중에서 단 하나의 측면에만 주목하는 연구들이 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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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었다.

본

연구는

dimension)인

기존

개념이라고

연구와는
전제하고,

달리

거버넌스를

이들이

다차원적(multi-

실질적으로

빈곤감소에

기여하는지 여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거버넌스를 정치, 행정,
사법제도 측면의 거버넌스로 재정의한 뒤 개발도상국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빈곤감소와의 인과관계를 실증분석한다.
둘째,

기존

연구에

대한

비판적

접근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개발도상국의 거버넌스 개선과 빈곤의 관계에 관한 새로운 이론적 탐색을
시도한다. 이를 위해 거버넌스 개혁이 개발도상국의 빈곤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거버넌스

개혁이

가능한지를

사례연구를 통해 살펴본다. 계량연구만으로는 개발도상국 내부의 메커니즘을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사례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거버넌스 개선과 빈곤감소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문제를 제기하게 된 배경에는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위해
국제기구나

선진국으로부터

이전된(policy

transfer)

수많은

빈곤감소

정책들이 과연 그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있다. 그동안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는 개발경제학에서 제시한 이론적 근거에 기반하여
수많은 정책적 처방이 이루어졌다. 경제개발중심의 발전, 사회개발중심의
발전이 변증법적 정-반-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패러다임의 변화를 거쳐왔다.
각각의 패러다임에 근거하여 많은 프로젝트(project)와 프로그램(program)과
정책(policy)이 집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빈국의 빈곤감소율은 매우
낮은 속도로 개선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히려 지난 수십 년 동안 개발도상국,
저개발국가의 발전을 돕기 위해서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었지만 오히려
악화일로를 거듭하고 있다. 최근에는 심지어 왜 빈곤국가는 더 빈곤해지고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다룬 저서와 논문들도 쏟아지고 있다(Collier, 2007;
Easterly, 2006; Moyo, 2009; Reinert,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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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15년을

기한으로

새천년개발계획(MDGs)이

종료되고

이후

국제개발협력의 개발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소위 ‘Post-2015’ 또는
‘Post-MDGs’에 대한 논의가 현재 활발히 진행 중이다. 본 연구는 MDG 이후
빈곤감소를

위한

핵심적인

정책논리(policy

rationale)로서

강조되어

온

거버넌스 개선이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봄으로써 Post2015 논쟁에서 빈곤감소를 위한 새로운 정책대안을 탐색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개발학(development study)와 사회정책 연구(social policy study)
그리고 정책학(public policy theory)의 경계에 있는 연구다. 이 세 학문영역의
교집합이 이뤄내는 학문적 프리즘을 통해 저개발국가의 빈곤감소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자 한다. 나아가 거버넌스 개선이 개발의
전제조건인지, 결과인지 또는 과정인지를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거버넌스가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첫째, 빈곤과
거버넌스에 관한 이론들을 검토한다. 제2장에서 신제도주의 경제학 기반
위에서 정립되고 국제기구의 신자유주의 논의에 힘입어 확산되어 온 기존의
거버넌스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뒤, 개발도상국의 맥락과 국제개발협력
연구에 맞게 거버넌스를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재정의한다. 또한 빈곤감소와
거버넌스를 연계하여 논의한 선행연구를 검토함으로써 과연 거버넌스 개선이
빈곤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 이론적 가능성을 탐색한다.
둘째, 거버넌스가 빈곤과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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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바람직한 거버넌스 논의를
강조하기 시작한 2000년대 이후 자료를 이용하여 가설검증을 시도할 것이다.
선진국을 포함하지 않고 개발도상국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총 98개국에
대해 2002년부터 2009년까지 거버넌스 변수와 빈곤율 변수를 패널데이터로
구성하여

그

인과관계를

검증할

것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선진국을

실증분석 대상에 포함할 경우 제도와 경제성장의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규명되지만

개발도상국만을

분석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다(Khan, 2006). 따라서 본 연구는 거버넌스와 빈곤의 관계가
특히

개발도상국의

맥락에서도

여전히

유효한가를

탐색해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개발도상국만을 실증분석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이러한

실증분석의

내용을

제3장과

제4장에서

제시한다.

핵심적인

독립변수인 거버넌스 변수는 세계은행(World Bank) 연구팀이 개발한 World
Governance Indicator(WGI) 자료를 이용하여 구성한다. WGI는 1996년 처음
발표된 이래 전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각국의 거버넌스 실태를 평가한
지표이다. 초기에는 2년 단위로 지표를 발표했으나 2002년부터는 1년 단위로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이를 이용하여 정치, 행정, 사법제도 측면의
거버넌스 변수를 구성하도록 한다. 종속변수인 빈곤율은 개발도상국에서
극단적 빈곤(extreme poverty)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절대적 빈곤의 개념에
주목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1일

$1.25

미만으로

생활하는

인구의

비율(Poverty headcount ratio at $1.25 a day)을 활용한다. 또한 소득이 아닌
인적능력 박탈의 차원에서 빈곤을 측정한 인적자원빈곤율 (Human Poverty
Index)을 활용하여 다양한 빈곤지표와 거버넌스의 관계를 분석해본다. 양자간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통제변수는

개발경제학의

분석모형에서

사용하는 주요 사회경제적 변수들을 활용한다. 빈곤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국가별 경제발전수준 및 사회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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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들은

World

Development

Indicator

데이터로부터

추출하여

분석에

이용하고자 한다.
거버넌스와 빈곤감소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패널분석(Panel Analysis)
중에서

고정효과모형(Fixed-effects

Model),

확률효과모형(Random-effects

Model) 등을 통해 분석한다. 이 중에서 각 국가별로 관찰할 수 없는 특성을
통제하기 위해서 고정효과모형(Fixed-effects Model)을 통해 분석한 결과를
중심으로 변수간 관계를 살펴본다. 또한 대상국가들을 지역별, 경제사회발전
수준별로 집단을 구분하여 추가적으로 분석하여 통계결과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시도할 것이다.
셋째,

실증분석

결과에

대한

보완적

논의로서

제5장에서는

탐지적

사례연구를 통해서 빈곤감소를 위한 거버넌스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
사례연구의 대상은 최근 거버넌스 개선을 통해 빈곤감소를 이룩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필리핀으로 선정하였다. 필리핀은 2010년 현 아키노(Aquino)
대통령 집권 이후, 거버넌스 개선을 통해 빈곤감소를 이루겠다는 것을 제1의
국정목표로

선언하고

다양한

개혁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위

중소득

국가(lower-middle income)인 필리핀은 마르코스 독재기간 동안의 거버넌스
실패가

어떻게

빈곤을

초래하는지를

보여준다.

동시에

최근의

사례는

거버넌스 개혁을 통해 빈곤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필리핀의

거버넌스

개혁과정과

법령자료,

국제기구

보고서

현지조사를

통해

빈곤현황에

등의

대한

문헌자료를

국가빈곤방지위원회(NAPC)

연구는

활용한다.
및

정부보고서,
또한

필리핀

사회복지개발부(DSWD)

정부관계자, 국제기구, 학계, 시민사회 등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여 관련
자료를 확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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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제1절 빈곤의 개념과 측정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 국제기구 아시아 본부들이 밀집한 만달루용 씨티
(Mandaluyong City)나 부유층을 주 고객으로 하는 마카티 씨티(Makati City)의
쇼핑몰은 서구 어느 나라의 쇼핑센터 부럽지 않은 시설을 갖추고 있고, 그
안에는 비싼 가격표를 매달고 있는 명품들이 가득하다. 그러나 외국인 거주
지역의 호텔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구도심인 퀘존 시티(Quezon City)를 향하
면 풍경은 달라진다. 정부 부처 건물들이 밀집해 있는 퀘존 시티로 가는 도
로 양 옆은 판자촌이 즐비해 있다. 퀘존 시티를 벗어나 택시에서 내려 다시
지프니(jeepney)를 타고, 지프니도 가지 않는 곳을 트라이씨클(tricycle)을 타
고 들어가면 전혀 다른 필리핀이 있다. 상수도와 화장실을 나눠 쓰는 것은
흔한 일이고 흙바닥이나 다름 없는 단칸방에서는 여러 식구들이 칼잠을 잔다.
이렇게 택시, 지프니, 트라이씨클을 차례로 갈아타고서야 갈 수 있는 마닐
라 외곽 칼라쿤 시티(Calacoon City)의 한 마을, Barangay 177. 그러나 마을회
관(Barangay center)에 모인 주민들은 물질의 결핍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의
라틴 아메리카’라는 별명답게 필리피노(Filipino) 특유의 낙천적인 삶을 영위
하고 있다. 그들은 환하게 웃으면서 자식들 학교 보내는 얘기를 자랑스럽게
하고,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데 있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스스
럼 없이, 오히려 당당하게 얘기한다. 궁색한 살림살이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수공예품이 전시된 마을회관 내 가게에서는 스스로 만든 제품을 판매하여 소
득원을 창출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설명한다.
앞서 말한 필리핀의 생활모습은 대부분의 저개발국가에서 마주하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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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과 유사하다. 이처럼 ‘빈곤(poverty)’이라고 묘사되는 생활상태는 모든 나
라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다. 비단 저개발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21세기 최
첨단 도시 뉴욕이나 런던에도 빈곤은 여전히 존재한다. 한국에도 서울의 최
상급 주거지역인 강남 타워팰리스 10분 거리에 판자촌 구룡마을이 있다. 그
곳은 필리핀 마닐라 외곽지역에서 본 집들과 상태가 크게 다를 바 없다. 오
히려 구룡마을 사람들에게서는 필리핀 사람들의 얼굴에서 볼 수 있었던 자족
을 함유한 웃음이라곤 찾아볼 수 없고 몇 갑절 더 삶에 찌들어 있는 모습이
다. 저개발국가의 도시빈민들과 서울의 도시빈민들의 모습을 동시에 상상해
볼

때,

우리는

무엇이

빈곤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

물질의

궁핍

(destitution)을 빈곤이라고 해야 하는지 상대적인 부족(want)을 빈곤이라고 해
야 하는지 빈곤의 개념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에 대해 다시 고민하게 된다.
이렇듯 저개발국가에도, 개발도상국에도, 선진국에도 빈곤은 존재한다. 그
리고 그 모든 국가들에서 빈곤은 용인할 수 없는 사회악으로 반드시 근절되
어야 할 대상으로 지칭되고 있다. 그런데 빈곤이 근절(eradication)되어야 할
사회현상이라고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근대화 이후 불과 200여 년의 일이다
(Ringen, 2007). 근대화 이전에는 빈곤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지
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빈곤은 반드시 퇴치해야 할 대상이 된 것이다.
빈곤을 근절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할 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바로 ‘이 사회
에 얼마만큼의 빈곤이 있는가?’ 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런데 구체적인 수치로
서 빈곤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빈곤의 개념에 대한 정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개발도상국의 빈곤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논문이므로 먼저 이론적인 차원에서 빈곤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
다. 이하 본 절에서는 첫째, 빈곤의 개념을 둘러싼 담론들을 해제하고, 둘째,
개발도상국에서 빈곤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즉, ‘국제빈곤선(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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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verty Line)’ 에 대한 논의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여러 가지 빈곤 개념의
정의와 특징들을 파악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사용할 빈곤 개념에 대해 탐색하
고자 하는 목적에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1. 다양한 빈곤의 개념

빈곤은 특정한 생활 상태를 묘사 혹은 규정하는 개념이다(정원오, 2008).
빈곤은 규정되어 진다는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개념이라는 주장도
있다(Alcock, 1993; 정원오, 2008 재인용). 사회현상이 기본적으로 주관적일
수밖에 없지만 특히 빈곤은 근절되어야 할 대상이라는 점을 전제로 용인될
수 없는(unacceptable) 빈곤상태의 기준을 규정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개념화
되었기 때문에 더욱 주관적이고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빈곤에 대한 몇 가지 다른 정의들이 존재한다. 사회발전에 따른 시대상을 반
영하고 논쟁적인 이슈에 대응하면서 빈곤에 대한 정의 역시 진화하여 온 것
이다. 이하에서는 소득접근법(income approach)인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
곤,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인적자원

접근법(human

capability approach),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
다.

1)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빈곤의

개념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구분법은

절대적

빈곤(absolute

poverty)과 상대적 빈곤(relative poverty)으로 나누는 것이다. 빈곤을 측정하
고자 하는 노력이 본격화된 것은 1900년대 초로서 라운트리(Rowntree)의
1901년 저작 <빈곤: 도시생활에 관한 연구(Poverty: A study of town life)>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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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영국의 빈곤층의 인구 수를 측정하기 위해서 빈곤선
(poverty line)을 제시하였다. 당시만 하더라도 기근(famine)으로 인해 고통 받
는 극빈층이 많았기 때문에 빈곤의 정의로서 ‘영양학적 욕구를 충족할 수 없
는 상태’를 1차적 빈곤(primary poverty)이라고 규정하였다(이주하, 2011). 그
는 빈곤가구란 ‘가구의 소득(earning)으로 육체적 효율성(physical efficiency)
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필품(necessities)을 살 수 없는 가구’라고
정의하였다(Rowntree, 1901). 따라서 빈곤선(poverty line)을 계산하고 빈곤인
구를 측정하기 위해서 식품영양학(nutrition) 연구의 도움을 받았다. 즉, 육체
적 효율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칼로리를 먼저 계산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생필품을 구입하는 비용을 계산하여 빈곤선을 산출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절대적 빈곤은 생존(subsistence)을 위해 필요한 물질적인 것
들이 결여된 상태, 즉, ‘궁핍(destitution)’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100여년이 지난 지금, 빈곤연구에 괄목한 만한 성과들이 있었지만
빈곤을 구체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여전히 절대적 빈곤의 개념을 활용한 방
식을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많은 나라의 경우 빈곤율(poverty ratio)을
산출함에 있어서 빈곤선(poverty line) 이하의 소득을 가지는 사람을 전체인
구 수로 나눈 값을 빈곤율로 정의 내리고 있다. 이 때 빈곤선의 기준으로 먼
저 최저생계비를 산출하고 그 이하를 빈곤인구라고 명명하는데 이것이 바로
절대적 빈곤의 개념에 기반한 계산방식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최저생
계비 계측에 있어서 4인 가족 기준 한 가구가 최저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수
적인 물품들을 구매하고자 할 때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여 그것을 기준으로
빈곤선과 빈곤가구를 결정하고 있다.
한편 이 같은 절대적 빈곤의 개념은 20세기 초 빈곤 개념을 객관화함으로
써 학문적 성과와 더불어 실천적 처방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였지만 20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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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반 이후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세계대전 이후 서구 유럽에서 복지
국가가 등장한 이후에도 여전히 빈곤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근로빈곤
층(working poor)이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나아가 풍요 속에서 상대적으로
빈곤감을 느끼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절대적 빈곤 개념의 정태적 측면(static)
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비판 위에서 상대적 빈곤 개념이 태동되
었다. Peter Townsend는 ‘상대적 박탈(relative deprivation)’ 개념을 처음으로
주장하였다(Townsend, 1962, 1979). 그에 따르면 빈곤은 정태적 개념이 아니
라 동태적(dynamic) 개념이고 단지 물질적 측면(material)뿐만 아니라 사회 구
성원으로서 감정적인 측면(emotional)까지 연계하여 개념화하여야 한다. 빈곤
이란 사회문화적 차이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는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신동면, 2008). 따라서 타운센트는 상대적 빈곤이란
“사회 구성원으로서 평균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원(resource)이 결여된
상태”를 빈곤이라고 규정하였다(Townsend, 1962). 이 때 자원은 물질적인 측
면뿐만 아니라 교육, 건강 등을 모두 포괄하는데, 타운센트가 상대적 박탈을
측정하기 위해 의식주뿐만 아니라 건강, 교육, 주거환경, 근로조건, 가족생활,
여가, 사회적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회적 박탈지표를 도출하였고, 오늘날 많
은

유럽

국가들이

이러한

상대적

빈곤의

개념과

사회적

박탈(social

deprivation)지표를 채택하고 있다. 앞서 말한 사회적 박탈지표는 차치하고 소
득만을 고려하는 경우라도 빈곤선을 중위소득의 50% 혹은 60% 이하 가구라
고 정의할 때도 바로 이와 같은 상대적 빈곤 개념을 적용하여 계산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대적 빈곤의 개념 역시 결국 구체적으로 빈곤을 측
정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기준선에 대비하여 측정해야 하는데 이를 임의적
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개념적 한계가 있다(정원오, 2008).

12

2) 빈곤의 다차원성: 인적능력 박탈과 빈곤
그런데 위와 같은 절대적, 상대적 빈곤은 모두 공히 물질적(material)인 측
면을 중심으로 빈곤을 규정하는 소득접근법(income-approach)이다. 반면에
이러한 관점을 넘어서 인적 능력(human capability)을 중심으로 빈곤을 정의
하고 측정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다. 이는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Amartya
Sen의 논의에 기반하고 있다. Sen은 기본적으로 개발을 인간의 자유를 향상
시키는 것(development as freedom)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빈곤을 단
지

소득이

낮은

것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기본적인

잠재능력의

박탈

(deprivation of capability)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en, 1999, p. 87).
소득이 낮은 것은 단지 수단적(instrumental)인 것에 불과하고 보다 본질적
(intrinsic)인 문제는 개인의 잠재적 능력이 박탈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빈곤을
논함에 있어서 삶의 질을 평가할 때 흔히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측면만 보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물질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사람이 갖게
되는 능력이다. 즉, 빈곤을 측정하기 위해 생활수준(standard of living)을 평
가할

때

그

기준을

재화(commodity)나

그

재화가

창출하는

특성

(characteristics)으로 재단하기보다는 궁극적으로 그 재화를 이용하여 사람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persons’ capability to function)을 중시하여 빈곤
1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Sen, 1983) .

1

원문에서 Sen은 자전거를 이용하여 이를 설명하고 있다. 자전거가 상품(commodity)

이고 이는 교통수단이라는 특성(characteristics)이 있는데, 이를 이용하에 됨으로써
사람들은 이동할 수 있는 능력(capabilities)를 갖게 되고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
동을 통해 만족감을 느끼는 효용(utility)이 창출된다. 기존의 경제학자들이 효용의 개
념을 근간으로 하여 학문을 발전시켜 왔는데 Sen은 효용이 물질에서 나오는 것이 아
니라 그 물질을 사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인간의 능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논의의 장(場)을 물질이 아닌 인간의 능력에 대한 관심으로 이동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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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 빈곤이나 상대적 빈곤 개념 공히 빈곤을 측정하는 데는 유용하지
만 빈곤의 원인에 대해 설명하거나 그에 기반한 해법을 제시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반면 인적자원 접근법은 빈곤을 유발하는 원인에 대해 주목하였
다는 점에서 기존 접근법과 차이가 있다. 또한 인적자원 접근법은 빈곤을 단
순히 소득이 아니라 인적자원의 관점에서 정의함으로써 빈곤퇴치를 위한 국
제개발협력의 목표에 있어서 프레임 자체를 변화시켰다. 기존의 소득접근법
의 프레임으로만 인식하게 된다면 개발의 목표는 절대적 빈곤을 퇴치하기 위
해 소득을 증대시키는 데 집중하게 된다. 그러나 인적자원 접근법에 기반하
게 되면 빈곤감소를 위한 개발의 궁극적인 목표를 인적자원을 향상시키는 것
으로 재구성하게 된다. Sen의 이러한 주장은 실제로 국제개발협력 의제의 패
러다임이 변화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UNDP는 소득접근법에
대비되는 빈곤지표로서 인적자원빈곤지수(Human Poverty Index, HPI)를 제안
하였다. 빈곤율을 교육(education), 보건(health), 삶의 질(living standards)과
같은 세 가지 기준에 의하여 그 박탈정도를 측정한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지표는 빈곤을 국제적인 수준에서 비교하기 위해서 상대성을 확보하면서 동
시에 빈곤측정기준의 다차원성을 확대하여 빈곤을 평가하였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

3) 빈곤의 동태적 과정: 사회적 배제
이처럼 최근의 빈곤에 대한 담론에서 빈곤을 정적인 개념 보다는 동태적
인 개념으로 파악해야 하며 단지 소득뿐만 아니라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이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왔다. 이 같은 배경에서 등장한 논의가 바로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라는 개념이다. 빈곤을 바라보는 새로운 분석틀
로서 1980년대 이후 유럽 국가들의 사회정책에서 이론적 기초로 활용되어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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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념은 1970년대 프랑스에서 유래하였다(De Haan, 2000; Lenoir, 1974). 이
개념이 프랑스에서 처음 제기되었을 때는 기존의 빈곤이나 실업 등 전통적인
사회문제를 다루기 위한 제도의 수혜대상에서 배제된 집단(단지 빈곤층 뿐만
아니라 장애인, 노인, 학대아동, 약물중독자, 자살자 등)을 일컫기 위한 목적
이 있었다. 이후 사회적 배제에 대한 담론이 확장되면서 주로 ‘관계(relation)’
에 초점을 두고 장애인, 비숙련 노동자, 이민자, 청년 실업자 등이 사회적으
로 단절되는 과정을 지칭하는 개념이 되었다. 이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던
유럽 국가들 사이에 사회적 배제라는 개념이 이론적·실천적으로 확산되었고,
특히 1997년 암스테르담 조약을 통해서 유럽연합이 추구해야 할 목표로서 채
택된 이후 ‘빈곤에 영향을 미치거나 빈곤에 의해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현상
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강신욱, 2006).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적 배제 개념의 모호성과 포괄성에 대해 비판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
러나 기존의 빈곤(poverty), 혹은 박탈(deprivation)이라는 개념에 비해 보다
동태적이고, 다차원적이고, 사회구성원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특성을 갖고 있
기 때문에(Berghman, 1995), 사회정책의 이론적 논의와 여러 국가들의 정책
결정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또한 이를 단순히 정책목표의 레토릭(rhetoric)으
로 활용하는 것에서 진일보하여 구체적으로 지표화하여 정책에 적용하고자
하는 노력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다른 무엇보다 사회적 배제란 개념은 빈곤의 개념을 평등과 시민권과 연
관하여 논의할 수 있도록 개념을 확장시켰다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
(Saunders, 2003; 강신욱 2006 재인용). 사회적 배제는 경제적 측면에서 노동
시장으로부터의 배제, 사회적 측면에서 시민권의 부족, 정치적 측면에서 의사
결정과정으로부터의 배제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될 수 있기 때문이다
(Berghman, 1995; Levitas, 1999; 강신욱 외, 2005; 이주하, 2011). 이러한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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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하여 개발학 분야 및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현장에서도 새로운 빈곤담
론으로 사회적 배제란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특히 1995년 코펜하겐에서
열린 사회개발정상회의(World Summit for Social Development)에서 최초로 사
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사회적 통합(social integration/inclusion) 논의가
시작된 이후 많은 공여기관들이 이를 정책목표로 활용하고 있다. 개발분야의
정책대상이 되는 집단들이 바로 사회적으로 배제된 빈곤층이고, 나아가 여성,
환경 문제등과 같이 공여기관들이 관여하는 다층적 이슈(cross-cutting issue)
에도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개념이기 때문에 각광받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빈곤의 개념을 둘러싼 이론적 논의들을 살펴보았다. 소득접근법
에서 출발한 빈곤에 대한 담론은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의 개념을 거쳐
이를 극복하려는 시도로서 인적자원 접근법이 제기되었고, 최근에는 사회적
배제라는 개념 또한 이론적으로 발전하였다. 그런데 빈곤에 대한 기존 논의
들은 대체로 선진국의 사회현상에 기반하고 있으며 또한 동일한 사회에 살고
있는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여 논의되는 개념이다. 즉, 빈곤을 구체적으로 측
정함에 있어서 준거점이 되는 빈곤선(poverty line)은 사회구성원으로서 평균
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빈
곤이 상대적이라고 할 때, 준거집단은 같은 사회 구성원이며 그 준거점에 기
반하여 빈곤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하지만 국제개발협력에서 논의되고 측정되는 빈곤은 개발도상국 내부의
사회현상인 동시에 발전 수준이 낮은 여러 국가들을 동시에 포괄하는 기준이
어야 한다. 이처럼 전 세계의 빈곤을 동시에 비교하는 논의로 확장할 경우
어떻게 빈곤을 정의하고, 측정하며, 처방할 수 있을 것인가? 혹은 소득 수준
이 높은 선진국의 빈곤과 소득 수준이 낮은 저개발국가의 빈곤을 어떻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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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비교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역시 어려운 문제이지만 학자들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도전과제이다(Ringen,

2007).

이런

점에서

국제빈곤선

(international poverty line)에 대한 논의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개발도상국 빈곤의 측정: 절대적 빈곤 퇴치를 위한 국제빈곤선

빈곤을 측정한다는 것은 사회현상을 파악하는 일인 동시에 사회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정책목표를 설정하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국
제개발협력에서 빈곤을 정의하고 측정할 때는 국제사회가 공동의 노력을 통
해

특히,

저개발

국가에서의

빈곤을

근절하기

위해서

수용불가능

(unacceptable)한 빈곤을 어떻게 합의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빈곤을 논의할 필
요가 있다. 바로 이 때문에 상대적 빈곤의 이론적 기여와 유용성에도 불구하
고 절대적 빈곤(absolute poverty)에 먼저 주목해야만 한다. 다만 그 절대적
수준을 평가하는 구성요소에 있어서 단지 소득으로만 빈곤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회적 자원에 대한 접근권까지 포괄하는 구성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찍이 Sen(1983)은 빈곤이란 개념에는 절대적인 핵심요
소(absolute core)가 있으며, 가령 기본적인 영양을 섭취할 욕구(need), 질병으
로부터 벗어날 욕구, 안전하게 거주할 욕구, 의복을 갖출 욕구, 이동할 수 있
는 욕구, 기초적인 교육을 받을 욕구, 기본적으로 수치심 없이 살아갈 욕구
등이 그러한 핵심적인 요소라고 하였다. 또한 유사한 관점에서 코펜하겐 세
계사회개발 정상회의(Copenhagen Declaration of the World Summit for
Social Development)에서는 절대적 빈곤의 개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
였다. 이에 따르면 절대적 빈곤이란,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욕구(basic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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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심각한 결핍이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음식, 안전한 식수, 위
생시설, 보건시설, 교육과 정보 등과 같이 소득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에 대
한 접근권까지를 포괄하여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없는 상태
를 절대적 빈곤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한 사회 내에서 빈곤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여 빈곤을 정의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둘 때, 빈곤의 스펙트럼
을 극단적 빈곤(extreme poverty), 중위의 빈곤(moderate poverty), 상대적 빈
곤(relative poverty)로 구분할 수 있다(Sachs, 2005, p. 45). 극단적 빈곤이란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구(needs)를 충족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만
성적 기아를 비롯하여 기본적인 의식주의 부족은 말할 것 없고, 의료시설 이
용 불가, 식수 및 위생시설 부재, 교육기회가 결여된 상태를 의미한다. 중위
의 빈곤이란 이상의 기본적인 요구가 충족되기는 하지만 겨우 그 욕구를 채
울 뿐인 상태를 말한다. 또한 상대적 빈곤이란 선진국의 빈곤 논의에서 흔히
정의되는 바와 같이 소득뿐만 아니라 문화생활, 의료, 교육 등이 부족한 것을
의미하며 나아가 사회적 이동의 기회가 차단되는 것까지를 내포한다. 이렇게
구분할 때 극단적인 빈곤이란 다른 두 가지의 빈곤과는 달리 개발도상국에만
존재한다(Sachs, 2005). 국제개발협력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공동의 노
력을 통해 지구상에서 근절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빈곤이 바로 이와 같은 극
단적 빈곤이며 이는 세계정상들이 합의한 절대적 빈곤의 개념과도 일치한다.

1) 소득 측면에서 절대적 빈곤
절대적 빈곤, 극단적 빈곤을 위와 같이 정의한다면, 과연 전 세계에서 이
런 절대적인 빈곤에 처해 있는 인구를 산출하기 위해서 기준선을 어떻게 정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가 남는다. 먼저 소득측면에서 절대적 빈곤의 측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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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을 제시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답을 찾는 과정에서 제시된 기준이 바로
‘하루 $1.25 이하로 생활하는 인구($1.25 per day per person)’ 이다. $1.25 빈
곤선은 일견 단순해 보이지만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탄생하였다. 앞서 빈곤
의 정의에 대한 논의에서 살펴보았듯이 빈곤은 국내적(national)으로 결정되
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비교를 하더라도 이러한 국내적 차원에서의 빈
곤과 연계하여 정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배경에서 국제빈곤선(international
poverty line) 역시 국가별 빈곤선(national poverty line)에 기반하여 탄생하였
다. 1990년 World Development Report를 작성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
한 나라 15개 국가의 국가별 빈곤선(national poverty line)을 평균한 결과 ‘$1
2

a day’ 빈곤선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 이 빈곤선이 2000년 MDG의 제 1목표
로서 2015년까지 전 세계에서 1일 $1 미만으로 생활하는 인구를 절반으로 줄
이기로 합의하는 기본이 된 것이다. 이후 전 세계에서 극단적인 빈곤에 처한
인구를 계산하는 기준, 즉 국제빈곤선으로 이용되고 있다. 2008년에는 2000년
대 들어서 확보된 개발도상국의 많은 가구조사자료(household survey data),
인구조사(census

data)

등을

활용하고

2005년

기준

구매력평가

환율

(Purchasing power parity exchange rate) 등을 고려하여 빈곤기준선을 재계
산한 결과 $1.25 기준선이 새롭게 합의되었다. 이 역시 전 세계에서 가장 가
난한 15개 국가의 빈곤선의 평균값으로 산출되었다(Ravallion, Chen, &
Sangraula, 2008).
그런데 $1.25 기준선에 대해 그 수준의 적정성과 개념적 협소함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것이 사실이다. 첫째, $1.25 기준선은 극단적 빈곤층이 최저생
활만을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정도 수준의 생활을 영위하게 된
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빈곤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둘째, 과연
2

1990년 기준으로 모든 개발도상국의 빈곤선을 평균한 값은 $2 a day 빈곤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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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빈곤선을 이렇게 단일한 하나의 빈곤선으로 결정해야 하는가의 문제
도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예를 들어 World Bank 출신의 개발경제
학자 Lant Pritchett은 $10 빈곤선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지나
치게 낮은 빈곤선을 지양해야 하며 나아가 개도국의 극빈가구에도 보다 높은
삶의 질을 보장하려면 빈곤선을 $10와 같이 더 높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Alexander, 2012).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의 빈곤에 대한 연구를 위해 활용가
능한 데이터를 고려해 볼 때, 1일 $1.25 미만 생활인구의 비율은 비교연구를
위해 가장 유용한 지표 중에 하나이다. 또한 빈곤선이 측정의 수단이자 동시
에 정책목표라는 점에 비춰볼 때 1990년대 말부터 국제사회에서 극단적 빈곤
을 퇴치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합의된 국제빈곤선으로서 $1.25 빈곤선을 사용
하여 왔고, 특히 MDG의 목표로서 추구되어 온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우
선적으로 $1.25 빈곤선을 이용하여 빈곤율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인적자원 측면에서 절대적 빈곤
한편 소득접근법에 기반한 절대적 빈곤지표에 추가하여 본 연구는 빈곤의
개념을 확장하여 적용한 인적자원빈곤지수(Human Poverty Index) 또한 연구
에 활용할 것이다. 인적자원접근법에 기반한 빈곤지표 역시 개발도상국에서
절대적 빈곤을 퇴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만 소득접근법과
달리 개발도상국의 맥락에서 인적능력(human capability)을 갖추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중심으로 지표를 계량화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본
연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개발도상국의 절대적 빈곤을 퇴치하기 위하여
빈곤수준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하는 점인데, 인적자원빈곤지수 역시 용인
할 수 없는 수준에서의 절대적 빈곤을 규명하려고 한 점에서 본 연구의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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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일치하는 점이 있다. 다만 빈곤을 소득이 아닌 인적자원을 이용하여 측정
하였다는 것과 결과로서의 절대적인 빈곤이 아니라 그러한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관점에서 제안되었다는 점이 차이
가 있다.
인적자원빈곤지수(HPI)를

산출하기

위해서

교육

분야는

문맹율(adult

illiteracy rate), 보건분야는 기대수명(life expectancy), 삶의 질 분야는 식수부
족(water source) 및 저체중영아(underweighted children) 인구비율을 이용하
여 가중치를 고려한 뒤 빈곤율을 백분율로 계산하였다. 그런데 HPI 측정은
2007년 지표까지 공개된 이후 지표산출이 중단되고 2010년부터는 삶의 질과
관련된

보다

많은

기준들을

추가하여

다차원빈곤지수(Multidimensional

Poverty Index, MPI)로 지표를 개량하여 발표하고 있다(Oxford Poverty and
Human Development Initiative, 2013). MPI는 인적자원개발지수와 마찬가지로
인간 능력(capabilities)과 관련된 교육, 보건, 삶의 질 세 개 분야의 지표를 활
용하여 빈곤지수를 만들어낸다. 2012년부터는 세부적인 항목을 추가하여 진
일보한

MPI를

발표하고

있는데,

교육분야에서는

평균교육연한(years

of

schooling), 출석율(child school attendance)을 기준으로 하며, 보건분야는 영
아사망율(child

mortality),

영양상태(nutrition),

삶의

질

분야에서는

전기

(electricity), 위생시절(improved sanitation), 식수(improved drinking water), 집
의

마루상태(flooring),

요리에

사용하는

연료(cooking

fuel),

자산(asset

ownership) 등을 파악하여 박탈 정도를 측정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빈곤을 HPI 혹은 MPI를 통해 측정하고자 하는 이 같은
시도들은 빈곤의 다차원적인 원인을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이라는 점에서 바
람직한 시도이다. 그러나 HPI의 경우 2007년까지의 자료만 있고 MPI의 경우
현재까지는 일부 국가들(22개국)에 대한 시계열 자료만 구축되어 있으며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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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개도국(109개국)을 대상으로는 하는 평가자료는 2012년 이후 단 한 차례
그 평가지수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고자 하는 본 연
구에 주요지표로 활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상에서 개발도상국에서의 절대적 빈곤 퇴치를 위한 두 가지 빈곤지표에
대해 정리하였다. 빈곤을 측정하는 이유는 이를 근절하기 위함이며 국제개발
협력에 투입되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빈곤을 근절하기
위한 1차적인 목표를 국제빈곤선($1.25 per a day) 이하 인구의 비율을 줄이
는 것이고, 그 이후 2차적인 목표로서 빈곤의 심도(depth)를 줄이는 것, 즉
빈곤격차비율(Poverty gap ratio)을 줄이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궁
극적으로는 다차원적인 빈곤과 인적자원능력을 고려하여 MPI와 같은 지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거버넌스와 빈곤의 관계를 연구함에 있어서 MDG
의 제1 정책목표이기도 한 국제빈곤선 이하로 생활하는 빈곤인구의 비율이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우선적으로 주목하고자 한다. 동시에 인간의 능력을 발
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을 고려하고 있
는 HPI 또한 보완적으로 연구에 활용하고자 한다.

22

3

제2절 바람직한 거버넌스(good governance) 에 대한 이론적 접근

1.

국제개발협력연구를 위한 거버넌스 개념 재정의

거버넌스는

지난

20여년간

행정학에서

가장

많이

논의된

개념

중

하나이다. 비단 행정학뿐만 아니라 정치학, 비교정치 및 국제관계 연구,
사회학, 경영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거버넌스를 연구해왔다. 세계화와
민주화의 영향으로 사회가 급변하면서 국가의 통치방식과 기업의 운영방식,
사회의

작동방식이

변화하였는데

이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개념으로

거버넌스가 주목받아 왔다. 그런데 이처럼 변화하는 현실을 포착하고 새로운
현상을 설명하는 것으로부터 거버넌스 논의가 출발하였기 때문에 논자에
따라

다양한

뜻으로

사용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이론적으로

거버넌스를 논의할 때 많은 학자들은 그 개념의 모호성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시작한다(Kjær, 2004).
국제개발협력
포괄적인

연구에서

개념(umbrella

사용하는

concept)이다.

거버넌스의

개념

간명하게

합의된

또한

모호하고

개념이

부재한

상태에서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혹은 상황에 따라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다.
거버넌스는 행정(administration), 정치(politics)보다 훨씬 더 많은 복잡한
의미를 내포할 수 있고, 동시에 민감한 정치적 문제를 제외하고 공공영역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새롭게

부상한

민간영역의

행위자들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적합하기 때문에 이를 즐겨 사용하여 왔다.

3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는 ‘good governance’ 라는 용어가 통용되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를 한글로 번역하여 ‘바람직한 거버넌스’란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23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의 구체적인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Doornbos, 2001). 따라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할 거버넌스의 개념이 무엇인지 정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본 연구에서 다루는 거버넌스와 관련이 깊은 행정학,
국제관계 연구, 비교정치 연구, 국제개발협력 연구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논의하고 있는 거버넌스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일반적으로

행정학

혹은

정책학에서

말하는

거버넌스란

기존의

계층적(hierarchy) 통치방식을 대체하는 새로운 국정관리방식을 의미한다.
거버넌스 연구 초기에 개념적 정의를 시도했던 Rhodes에 따르면 거버넌스란,
자율적으로 조직화된 네트워크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고(Rhodes, 1996, p.
15), 자원교환관계에 기반하여 성립된 상호의존적인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Rhodes, 1997, p. 52). 이후 행정학에서 정책환경의
변화와 신공공관리(NPM)의 확산으로 인해 기존에는 정책대상집단이었던
민간영역의 다양한 행위자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거버넌스란

정책과정에
사용되었다.

보다

개념은

최소국가(minimal

활발하게

이처럼

참여하는

거버넌스

것을
논의

state)나
은유하는

민간

행위자들이

의미로

더

“정부

초기에는

많이
없는

거버넌스(governance without government)” 주장이 유행하였지만(Peters &
Pierre, 1998), 정책과정에 새로운 행위자들의 참여가 증대된다고 해서 그것이
정부역할의 축소를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사회와 정부의 상호작용이
활발해지면서

오히려

정부의

역할이

강화되기에

여전히

거버넌스에서

국가(state)의 역할은 중요하다(Peters and Pierre, 2000). 실례로 정부가
정책과정을

지배해왔던

발전국가인

한국의

경우에도

2000년대

이후

통치방식이 변모하면서 정책결정과정에 많은 행위자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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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정부는 정책결정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행위자(convenor)로서
역할을 한다(Kwon & Kim, 2011).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행정학에서
거버넌스를 둘러싼 많은 정의들이 있지만 “거버넌스란,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사회를 조정하는 능력(capacity of government to
make and implement policy, in other words, to steer society)” (Peters and
Pierre, 2000, p. 1)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가장 적실성 있는 정의라고 할 수
있다.
이보다 더 넓은 의미에서 거버넌스를 정의할 수도 있다. 즉, 거버넌스는
공공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는

규칙을

관리하는

광범위한

과정으로

정의되기도 한다(Kjær, 2004).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사용되는 거버넌스의
용례를 밝히고 나아가 거버넌스를 학제를 넘나드는 하나의 이론으로서
정립하기 위해 노력한 Stoker는 거버넌스를 ‘집합적 의사결정과정과 관련된
이론’으로 규정하였다. 그에 따르면 행정환경의 변화로 다양한 행위자들과
조직이 참여하게 되었지만 기존의 위계적인 통치시스템이 그러한 다양한
참여자들을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집단적
의사결정과정과

관련한

모든

규칙(rule)에

관한

것을

거버넌스라고

정의하였다(Chhotray & Stoker, 2009, p. 3). 다시 말해 광의의 거버넌스는
정책결정과정과 집행과정에 관련된 규칙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국제관계(International Relations)와 비교정치(Comparative Politics)
연구에서도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국제관계

연구에서의 거버넌스 논의는 냉전종식 이후 국제상황의 변화와 그에 따른
국제관계 연구의 사조가 변화한 데서 비롯되었다. 주지하다시피 냉전 이후
좁은 의미에서의 국익을 강조하던 현실주의(realist) 혹은 신현실주의(neorealist)에 대응하는 사조로서 구성주의(constructivism)가 등장하였다.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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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이론들이 국가들의 합리적 선택에 기초한 상호작용, 힘의 배분에 따른
효과를 중심으로 국제정치의 현실을 파악한다면, 구성주의는 주권국가와
국제체계의 사회적, 역사적 성격을 밝혀내고, 국가들의 행위를 규칙과 규범,
설득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파악하려 한다(정진영,
2000).

다시

말해,

구성주의는

국가간의

관계를

결정하는

레짐으로서

규칙(rules as regimes)을 강조한 접근법이었고, 때문에 이 점에서 거버넌스는
구성주의 사조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관계
연구에서 거버넌스란, “국제관계를 관리하는 공식적 제도나 기구 이상의
것으로서 인간행위를 규율하는 규칙의 체제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Rosenau, 1995, p. 13). 또한 글로벌 문제와 국가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행위자들이 함께 협력하여 새로운 규범과 규칙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
그 자체를 거버넌스라고 규정하기도 한다 (Hyden, Court, & Mease, 2004).
비교정치

분야에서는

“정치적

거버넌스란

게임의

공식적,

비공식적

규칙을 관리하는 것으로서 권력행사의 규칙을 결정하고 그러한 규칙과
관련한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을 의미한다(Hyden, 1999, p. 185). 비교정치
분야의 주요 연구들은 거버넌스를 제도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보는 관점에
기반하여 국가제도에 대한 비교연구를 실시해왔다. 예를 들어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경제발전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연구들이 많이
탄생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국가와 사회의 상호작용에 관심을 두고 어떤
유형이

경제발전을

촉진하는가를

연구하였다.

국가와

사회의

관계를

규율하는 제도가 어떤 방식으로 설정되었는지에 대해 논의하고, 이에 대해
거버넌스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국가와 사회가 어떻게 상호작용할 때, 즉
어떤 거버넌스 체제를 갖추고 있을 때 경제발전이 더 잘 이루어지는지를
연구하였다(Kjær,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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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세 가지 흐름을 다시 한 번 정리하면, 행정학의 거버넌스 개념은
정부의 통치방식으로서 정부가 한 사회의 방향을 잡고 조정(steering and
coordicating)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국제관계
연구에서 보는 거버넌스 개념은 국제무대에서 행위자들의 협력이 요구되는
가운데 인간행위를 규율하는 모든 규칙의 체제를 의미한다. 또한 비교정치
연구분야에서

통용되는

거버넌스

개념

또한

게임의

학문,

즉

규칙,

즉

제도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개발학(development

studies)에서 논의해 온 ‘바람직한 거버넌스’의 정의는 바로 세 번째 학문의
줄기, 즉 비교정치 연구에서 정의하는 거버넌스 개념과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으며, 다시 말해 ‘제도를 관리하는 것’을 거버넌스라고 본다. 이 때, ‘누가’
그 규칙을 관리하는가(who governs?) 하는 문제가 여전히 중요하게 제기된다.
이를 다시 Peters and Pierre 의 논의와 연계하여 생각해보면 제도와 규칙을
관리하는 주체로서 ‘국가(state)’를 주목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그동안

국제개발협력에서는

거버넌스를

개발성과와

관련하여

고려하기 위해서 거버넌스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가시적으로 판단하는
연구들을 진행해 왔다. 때문에 거버넌스를 정부의 통치행위의 결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 역시 거버넌스의 중심을 국가, 정부로 보는 시각과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국제개발협력 연구를 위해 개념을 재정의하자면, 거버넌스란
제도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중에서도

국가가

정책결정과정과

집행과정에 관련된 제도를 관리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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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제도주의 경제학에 기반한 거버넌스 논의의 한계

개발분야에서 거버넌스 논의가 촉발된 이론적인 배경에는 신제도주의 경
제학(New Institutional Economics)이 있다. North (1990)는 제도를 공식적, 비
공식적 제약요인(formal and informal constraints)로 보고, 거래의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이 유지되도록 하는 강제집행기제(enforcement mechanism)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North에 따르면 ‘제도는 게임의 규칙(rule of
game)이고 한 사회에 존재하는 유인구조’를 의미한다. 그가 신제도주의 경제
학뿐만 아니라 정치학, 사회학 및 행정학 등의 다른 학문 영역에 끼친 영향
은 실로 막대하다. 마찬가지로 개발학 분야에서도 역시 그의 논의에 기반하
여 제도와 거버넌스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North(1990)는 경제성장과 제
도의 관계를 논하면서 제도가 안정화되었을 때 한 국가의 장기적인 경제성장,
복지, 사회발전의 성공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바람직한 거버넌스의 기원
을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이러한 주장에서 이론적 뿌리를 발견할 수 있다.
신제도주의 경제학의 핵심은 재산권(property rights) 이론과 거래비용
(transaction cost) 이론이다(최병선, 2006). 자유시장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
기 위해서는 사유재산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재산권이 보장될 때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을 취하기 위해 개인들이 경제활동에 대한 동기를 가질 수 있
기 때문에 재산권보호는 시장경제체제에서 중요한 의미를 차지한다. 또한 일
찍이 Coase (1960)로부터 시작되어 Williamson (1987), Olson (1997)에 이르기
까지 거래비용에 대한 이론들에 따르면 거래비용이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 방
해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줄이게 되면 재산권을 안정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고 나아가 시장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또한 지
대추구행위(rent-seeking)에 관한 이론들 역시 바람직한 거버넌스 논의의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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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점이 되었다. 일찍이 Krueger(1974), Posner(1965)들의 논의로부터 시작된
지대(rents)와 지대추구행위에 대한 이론들은 보조금이나 시장규제, 혹은 정
치적인 이득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지대들이 시장경제에 대한 위해요인이
된다고 보았다. 시장경제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서 지대추구행위를 최소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국제개발협력분야에서 이상과 같은 신제도주의 경제학에 근거하여 바람직
한 거버넌스와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해 논의해왔다. 그 핵심은 바로 재산권
을 보장하고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바람직한 거버넌스가 갖춰져야 한다
는 것이다. 근대화와 산업화를 이루지 못한 개발도상국에서 재산권을 보장하
고 거래비용을 줄이는 제도들이 갖춰진다면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뿌리 내리
게 되고 시장 중심의 경제성장이 가능해진다는 논리인 것이다.
나아가 민주주의가 재산권 확보와 지대추구행위를 줄일 수 있다는 이론적
논의(North, 1990; Olson, 2000)가 더해지면서 바람직한 거버넌스가 경제성장
과 빈곤감소의 전제조건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민주적 책임성이 증대되면 정
치인들의 부패와 지대추구행위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치주의(rule of law)가 확립되면 안정적인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해지는 것이다(Khan, 2007).
이러한 이론적 논의는 이후 실증연구를 통해서 제도의 질(institutional
quality)과 장기적인 경제성장의 관계를 검증한 다양한 계량경제학 연구들을
통해서 입증되었다 (Acemoglu et al., 2001; Knack & Keefer, 1995; Rodrik et
al.,

2004).

이들은

주로

법치주의(rule

of

law)와

부패방지(control

of

corruption)가 경제성장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였고, 신제도주의
경제학에 기반한 이론과 실증연구의 축적이 국제기구의 바람직한 거버넌스를
주도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을 근거로 개발도상국으로 하여금 많은 제도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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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들을 받아들이고 이행하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신제도주의 경제학에 근거한 논의에는 여러 가지 한계
점이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논의가 보다 이론지향적(theory-driven)인
연구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규범적인 원칙(normative principle)이 필요하
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그동안 일군의 신제도주의 경제학의 논의들은 ‘경제
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논의에 집중하면서 여전히 문제지향적(problem-driven)
인 연구, 방법론 지향적(method-driven)인 연구에 한정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Rothstein과 같은 학자들은 경제학적 접근에 의한 거버넌
스 논의의 근본적 한계를 지적하면서 “불편부당성(impartiality)”에 기반하여
정부의 질(Quality of Government, 이하 QoG)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Rothstein & Teorell, 2008a, 2008b). 정치철학 논의 중에서 “정의를 불편부당
성(justice as impartiality)” 이라고 규정한 Barry (1995)의 담론에 기반하여
‘바람직한 정부란 무엇이며, 보편적으로 정부가 갖춰야 할 규범적 요건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논증하였다. Rothstein을 필두로 하여 스웨덴 Göthenburg
대학교의 QoG 연구소를 통해 수년간 지속되었던 이들의 연구는 초기에는 유
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질을 평가한 데 이어 최근에는 개발도상국까지
그 평가대상으로 하여 각 국가의 정부들을 공통적인 준거틀로 분석하고 있으
며 그 평가결과를 공개하기 시작했다(Quality of Government Institute, 2010).
이들의 연구는 기존의 비교 민주주의 연구(Quality of Democracy)와 특히
신제도주의 경제학에 기반한 바람직한 거버넌스(Good Governance) 논의에
대한 안티테제(antithese)로서 성격이 강하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이들 연구
의 가장 중요한 함의는 정책집행과정으로 논의의 장(場)을 이동시킨 것이다.
기존의 비교 민주주의 연구가 정치체제의 투입(input) 측면에 한정하여 일반
국민들이 권력에 어떻게 접근하도록 할 것인가(the access to public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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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연구대상으로 삼아 여러 국가들의 체제를 유형화하고 그 우위를 평가했다
면, 이들의 논의는 실제 권한이 집행되는(the exercise of public power) 산출
(output) 측면을 고려 대상으로 추가하였다. 이들이 말하는 불편부당성이란
“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정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시민이나 사례에 대해 별도의 추가적인 고려를 행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정치의 영역과는 별도로 정책이 집행되는 행정
부를 불편부당성의 행위 주체로 보고 정부 내부의 정책과정에 대해 다루는
규범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한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인 토대 위에서
4

국가별 거버넌스 구조나 정부의 역량에 대해 평가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
둘째, 기존의 신제도주의 경제학에 기반한 논의들은 주로 시장기제의 정
상적 작동을 위해서 국가나 공공분야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초기의 많은 연구들이 법치주의(rule of law)나 부패(corruption)
와 같은 개념들만을 거버넌스의 대리변수로 보고 실증연구를 수행하였던 이
유도 여기에 있다. 신제도주의 경제학의 핵심개념인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서는 법치주의가 확립되어야 하고,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부정부패가

4

그런데 정부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규범적인 논의를 확립한 것은 유익하였으나 이

후

실증적인

평가

단계에서

그들이

조작적으로

정의한

지표들은

결국

부패

(corruption), 법치(rule of law), 관료의 질(bureaucratic effectiveness), 정부의 민의
반영과 책임성(government voice and accountability) 등 4개의 범주로 나누어서 지표
를 구성하고 있다. 또한 자체적으로 전문가 조사(expert survey)를 실시하여 제시한
데이터와 더불어 World Bank의 WGI 데이터를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다. 데이터구축
에 있어서 유럽 이외 지역의 개도국에 대한 정보수집은 아직 초기단계이므로 데이터
의 견고성(robustness)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본 연구는 QoG 데이터를 직접 사용하
지는 않았다. 이런 데이터 자체에 대한 문제점 외에도 QoG 연구에 대해서는 정치학
과 행정학에서 원래 거버넌스 논의가 등장하게 되었던 배경, 즉, 시민사회와의 관계
나 민간영역의 정치과정 참여에 대한 부분은 전혀 다루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김선혁,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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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을 왜곡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전제만을 고려한 것이다. 개발
도상국에서 이 두 가지가 확보된다면 시장경제가 활성화되고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빈곤감소를 위한 거버넌스는 그 이상을 요구한다. 시장경제의 정
상적인 작동을 위해 사회 구성원들이 합의한 게임의 규칙이 안정화되어야 하
고, 지대추구행위로서 부패가 근절되어야 한다는 것은 제도와 경제성장의 관
계만을 놓고 볼 때는 타당한 개념일 수 있다. 하지만 경제성장이 바로 빈곤
감소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경제성장이 빈곤감소를 유인해 내기 위해서는
소득분배와 불평등의 완화를 통해 경제성장의 부산물이 최하위 빈곤계층에게
도 전달되어야 한다. 따라서 빈곤감소를 위해 어떤 거버넌스가 필요한지 논
의하기 위해서는 시장기제 작동을 보장하는 측면 그 이상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빈곤계층이 시민권을 자각하고 그들의 요구가 정책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수요를 투입할 수 있다면 빈곤층을 위한 정책적 관심이 더욱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치인들이 빈곤계층 유권자에게 반응하고 나아
가 이들에 대한 민주적 책임성이 확대됨으로써 빈곤정책을 더욱 활발하게 추
진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정치제도가 빈곤계층의 정책수요와 이들에 대
한 정치적 책임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화된다면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거버넌스를 갖춤으로써 빈곤감소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또한 정책
이 결정되고 집행되는 행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빈곤정책과 구체적인 빈곤
감소 프로그램을 결정하는 장(場)이 다름 아닌 행정부이다. 또한 정부의 공공
서비스가 빈곤계층에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하는 국가의 행정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빈곤감소를 위한 바람직한 거버넌스란 법치주의,
부패통제뿐만 아니라 정치적 책임성, 정부의 행정능력을 포괄하는 개념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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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다시 말해, 한 국가의 정치, 행정, 사법제도 전반의 통치능력을 포
괄하는 개념으로 바람직한 거버넌스가 정의되어야 한다.

3. 국제기구의 신자유주의적·탈정치적 거버넌스 의제에 대한 비판

국제개발협력을

수행하고

있는

많은

국제기구들에서는

거버넌스를

개선하는 것이 빈곤감소를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must be done)
정책수단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바람직한 거버넌스 논의를 주도한
세계은행을 위시하여 국제기구들의 논의는 신자유주의적인 관점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바람직한 거버넌스가 국제개발협력의 주류 아젠다로 등장한 것은 1997년
세계은행의 <World Development Report: The State in a Changing World>
보고서 이후이다(World Bank, 1997). 개발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을 다시 한
번 강조한 이 보고서에서는 개발도상국의 거버넌스 개혁을 위해 필요한 제도,
법, 정책, 서비스, 전략 등의 개선과제를 망라하였다. 1997년 보고서에는
45개의
거버넌스

과제를
개혁을

제시하였고,
위해

이후

필요한

연차보고서에서

제도개선

과제를

매년

개발도상국에

제시하였으며

2002년

보고서에는 그 개수가 116개에 달했다(Grindle, 2004). 특히 세계은행은 UN의
새천년개발계획(MDGs)을 달성하기 위해서 후진국들에게 빈곤감소전략(PRSP,
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을 수립하도록 하였는데,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거버넌스 개혁을 강조하면서 각 국가의 빈곤감소전략 수립 시
이를 반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후 국제기구들과 선진국의 공여기관들은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안하였고 개도국들은 그 제안을
받아들여 실행하였다.
33

세계은행이 정의하는 거버넌스의 개념은 논의의 제기 배경과 시대적
변화와 더불어 조금씩 달라졌다. 예를 들어, 처음 바람직한 거버넌스 논의를
제기하면서

거버넌스를

“발전을

위해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자원을

관리하는 데 있어 권력이 행사되는 특성”이라고 정의했다 (World Bank,
1989). 그러나 이후에는 “한 나라의 시민이나 그들의 대표자가 요구하는
공공재나 기타 재화를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투명하게, 공정하게,
책임성 있게 제공할 수 있는 공공조직의 제도적 능력” 이라고 정의하였다
(World Bank, 2001c, p. 48). 초기에는 단지 행정적, 관리적 측면의 제도만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탈정치적(apolitical)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이는
저개발국가에서 구조조정정책이 실패로 귀결된 것이 비효율적이고 부패한
정부에서

비롯되었다는

현실인식에서

출발하여,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하고자 했던 당시 세계은행의 요구 때문이다(Leftwich, 1994).
2000년대 이후에는 새천년개발계획(MDGs)의 실행과 더불어 빈곤감소를
위한

거버넌스를

민주주의

달성,

강조하면서
법치주의

단지

확보

행정적인

등을

위한

측면에만
다양한

국한되지

제도들도

않고

바람직한

거버넌스란 개념 하에서 포괄하여 다루기 시작했다 (Grindle, 2004; World
Bank, 2001a). 세계은행에서 거버넌스 개혁을 위해 추천한 정책수단은 정치,
행정, 사법 영역의 거버넌스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과정 확립,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감시
강화, 지역대표성을 강화한 제도확립 등의 정치적 개혁과제뿐만 아니라
빈곤층에

대한

서비스들이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개혁하고 행정관료들의 경쟁력을 높일 것 등 행정적 개혁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또한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법적, 규제적 프레임을 제대로
갖출 것을 강조하였다(World Bank, 20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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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World Bank(2002)는 바람직한 거버넌스가 빈곤감소로 이어지는 네
가지 연결고리를 제시하였다. 첫째, 권한부여(empowerment)를 통해서 보다
많은 국민들이 공식적인 정치적, 행정적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
빈민들도 그들의 목소리를 정책결정과정에 반영할 수 있게 되고 그들을 위한
정책과 예산에 우선순위가 부여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둘째, 역량강화(capability)를 통해서 바람직한 거버넌스가 빈곤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지역차원에서 실시되는 기초적인 서비스가 잘 전달되어
그 혜택을 빈곤층이 받게 되면 빈민들의 역량이 강화되고 이를 통해서
빈곤감소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셋째, 기회(opportunity)의 보장을 통해
거버넌스가 빈곤감소에 영향을 미친다. 시장이 제 기능을 다하도록 바람직한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하면 이를 통해 빈곤계층도 시장에 더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되고, 그 경우 시장경제 하에서 노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거나 다양한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진다. 이를
통해 빈곤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 넷째, 바람직한 거버넌스는 빈곤층의
위험을 줄여서 안전(security)을 보장해줌으로써 빈곤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
최빈국이

대체로

폭력,

범죄,

부패에

취약하며

분쟁이

끊이지

않는

취약국가(fragile state)라는 점과 그러한 분쟁이 빈곤의 악순환을 초래한다는
것을

고려해볼

때,

정부가

통치능력을

발휘하여

국민이

처한

위험을

개선하고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면 궁극적으로는 빈곤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논리이다.
그런데

세계은행은

국제금융기구가

정치문제에

개입하면

안된다는

제약요건 때문에 실제로는 거버넌스 아젠다에 있어서 상당히 좁은 의미에서
경제적인, 기술관료적(technocratic)인 접근을 했고, 주로 경제정책의 운용을
잘 하는 것을 바람직한 거버넌스라고 평가하였다. 공공부문 개혁, 공공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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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행정개혁과 민영화 등의 이슈만을 다룸으로써 실제 집행단계에서는
신자유주의적인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발도상국의 거버넌스 개혁을
세계은행의

가치에

맞게

추구한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다른

국제금융기구(IFIs)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우에도 바람직한 거버넌스를 경제성장의 수단으로 보는 시각에 공공개혁을
통해서 재정자원 운용을 개선하는 것과 민간행위자들을 위한 규제환경
개선을 거버넌스 개선의 핵심과제로 보았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역시
바람직한 거버넌스를 공공재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거버넌스에

대한

규범적,

정치적

담론이

배제된

다소

좁은

의미의

거버넌스를 사용하여 온 것이다.
한편 유엔의 개발계획을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기구 중
하나인

UNDP(1995)는

제시하고

바람직한

거버넌스를

주로

행정적인

측면에서

있다. 거버넌스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제시하면서 ‘한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자원배분에 관여하는 정치적 권위체가 효율적·효과적으로
그리고 평등하게 정책을 기획하고, 결정하고, 집행하는 능력’을 거버넌스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 이들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로서
거버넌스를

제시하면서

이를

공공관리(public

management)와

유사한

개념으로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금융기구와는 달리 행정에
대한

의미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UNDP는

저개발국가(LDCs)에서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전략으로서 민주적 거버넌스를 선정하기도
하였다(UNDP,

1995).

UNDP

가

강조한

거버넌스의

원칙은

첫째,

참여(participation), 둘째, 투명성(transparency), 셋째, 책임성(accountability),
넷째, 형평성(equity), 다섯째, 법치(rule of law) 였다. 이러한 거버넌스의
원칙을 바로 세울 때 저개발국가의 발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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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을 강조한 것이다.
그런데 국제기구의 바람직한 거버넌스 논의의 이면에는 신자유주의적인
이데올로기를 포장하고자 하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비판이 있다. 바람직한
거버넌스를 요구하는 이유가 오히려 신자유주의적인 정책들을 더욱 효율적으
로 적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된 측면이라는 것이 비판의 요지이다. 예를
들어, 바람직한 거버넌스란 이름 하에 실제로 수행된 개혁정책들을 보면 공
공분야 개혁, 회계 및 감사 제도 강화, 분권화, 민간 기업을 위한 법적 제도
구축 등이 있다. 또한 동유럽국가에서는 특히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정책들에
바람직한 거버넌스란 이름을 달고 예산을 지원하였다. 이는 사실 공공행정의
중심을 정부가 아닌 민간 시민사회나 시장 영역으로 옮기려는 시도와 관련이
있다. 바람직한 거버넌스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확장시키겠다는 서구 공여
기관들의 의도의 이면에는 국가를 무력화시키려는 논리들이 숨어 있다.
라틴 아메리카를 예로 든 Cynthia 의 논의에 따르면 국제기구들이 바람직
한 거버넌스를 강조하면서 시민사회의 참여를 독려하였는데 가령 보건 서비
스 원조 프로그램의 집행을 정부기구가 아니라 민간시민단체에 집행토록 함
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개도국 정부의 집행능력을 약화시키는 부정적
부수효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또한 공공분야의 행정 조직들을 개편하도록 권
고함으로써 개도국 정부의 효율성을 오히려 약화시키게 된 것이다(Hewitt de
Alcántara, 1998).
개발도상국 정부 관계자들 역시 특히 거버넌스를 측정하여 발표하는 지표
들이 신자유주의적이고 시장친화적(pro-liberalisation and pro-market)라는 점
에서 불만을 제기하며, 나아가 서구 백인사회에 적합한 거버넌스 지표이기에
개발도상국의 현실을 반영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Arndt,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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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바람직한 거버넌스라는 아젠다로 포장되었지만 국제기구의 의도는 신
자유주의적인 규제완화, 정부규모 축소 등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선호가 여전
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거버넌스 논의를 통해 다양한 민간 행위자들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오히려 공공부문을 약화시키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앞서 본 연구는 빈곤감소를 위한 거버넌스를 개발도상국 맥락에서 재정의
하면서 국가의 능력, 정부가 사회를 조정하는 능력이라고 보았다. 이에 기반
해 볼 때, 국제기구의 거버넌스 논의의 이면에 있는 신자유주의적 시도와는
대비되는 관점에서 새롭게 거버넌스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 논의의 중심
에 다시 발전의 주체로서 국가를 복원하되 정책결정과 집행을 위해 한 사회
를 조화롭게 조정할 수 있는 유능한 정부를 바람직한 거버넌스 논의가 지향
해야 할 목표로 두고 새로운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4. 개발도상국 맥락에서 새로운 거버넌스 정의

국제개발협력

연구에서

논의되는

거버넌스의

개념에

대해

보다

분석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개발도상국의 맥락에서 논의되는 거버넌스와
선진국에서 논의되는 거버넌스 개념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항상 보편성과 특수성의 논리가
긴장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를 유사성과 차별성의 원칙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Chhotray & Stoker, 2009, p. 97). 즉, 서구 선진국들이 거쳐간 발전의
경로를 통해 선진국과 같은 발전상태가 되도록 개발도상국에게 강요하게
되는데 이는 곧 유사성의 원칙 혹은 달리 말해 보편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하지만 개발도상국 각자가 처한 상황(contingency)이 다르기 때문에 주어진
사회경제적 구조를 고려해야만 한다. 이는 곧 발전에 있어서 차별성,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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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해 특수성을 강조하는 관점이다. 개도국의 발전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보편성을 추구하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바람직한
거버넌스’에 관한 개념을 정의하고 개발도상국에서 거버넌스를 논의하기
위해서 먼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 논의되는 거버넌스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주주의가

발전된

선진국에서는

1990년대

이후

사회경제적

조건이

급변하는 가운데 국가의 역할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통치방식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Pierre and
Peters(2000)는

서구

선진국에서

거버넌스

논의가

등장한

배경에

대해

1)국가의 재정위기, 2)시장지향 이데올로기의 등장, 3)세계화, 4)국가의 실패,
5)신공공관리(NPM)의 등장, 6)사회의 복잡성 증가 등을 배경요인으로 들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유럽 국가에서는 재정위기와 여러 가지 정책실패로
복지국가의 통치불능상태(ungovernability)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세계화 이후 사회문제들이 더욱 복잡해지면서 이에 대응하는 국가의 능력에
대해 회의가 제기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정부 중심의 통치방식을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새로운 통치방식이 필요하게 되었고, 정부-시장-사회 각 영역의
행위자들이 공공영역의 의사결정과 정책집행에 참여하여 함께 국정을 운영해
나가야한다는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선진국에서

이야기하는 거버넌스 논의는 기존의 위계적 통치질서를 대체하여 다양한
행위자들이 정책결정과 집행에 참여하여 함께 통치해나가는 ‘협치(協治)’를
의미한다.

행정학에서

논의되고

있는

거버넌스의

핵심개념은

방향잡기(steering)와 조정(controlling)인데, 비정부 행위자들이 정책과정에
끼치는 영향력이 명백히 증가한 가운데, 정부는 다양한 정책행위자들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보는 이러한 시각(Kooi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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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은 서구 선진국을 배경으로 하는 거버넌스 이론에 해당하는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선진국의 정치경제적 맥락에서 논의되는 거버넌스란
전통적인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고, 다양한 영역의 행위자들이 보다 활발하게
참여함으로 인해서 위계적 통치방식을 대체하는 새로운 통치방식으로 변화를
의미한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에서 논의되는 거버넌스는 다른 의미로 논의된다.
개발도상국

특히

국제개발협력에서

주요한

정책대상국가인

아프리카의

저개발국가들은 민주주의가 공고화되지 못한 신생민주주의 국가인 경우가
많다. 비교민주주의 연구에서 1974년 포르투갈의 민주화를 기점으로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제 3의 물결이 시작되었다고 본다(Huntington, 1991).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1980년대 민주주의로 이행하였으며 필리핀, 대한민국
등 아시아 국가들은 1980년대 중반 이후 군사독재에서 벗어나 민주화를
성취하였다.

또한

1989년

체제이행이

시작되었고,

독일
특히

통일

이후

아프리카의

공산주의
국가들은

진영
1990년대

국가들의
들어서

본격적으로 선거 민주주의를 도입하며 민주화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단지 선거제도만을 도입했다고 민주주의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여전히
아프리카의 신생민주주의 국가들 중 일부에서는 쿠테타 등을 통해 민주화가
역행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대부분은 민주주의 질이 낮은 상태에서
비공고화된 체제(protracted democracy)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임혁백, 2000).
또한 제도적 민주주의가 공고화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취약국가(the fragile state)인 경우도 많다.
취약국가란,

국가가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지(willingness)와

능력(capacity)가 부족한 국가를 의미한다(DFID, 2005). 국가의 핵심 기능인
안보, 공적자원의 관리, 빈곤층 보호에 있어서 이러한 기능을 국가가 수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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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이 없거나 주요기능을 수행할 의지가 없는 국가를 취약국으로 정의하고
그 취약성의 정도를 평가하기도 한다(권혁주 , 배재현 , 노우영, 동그라미, &
이유주, 2010). 국제기구나 양자간 공여기관들이 평가한 취약국가 지표에
따르면

아프리카와

서남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취약국가로

분류된다.

이렇듯 국가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능력과 의지가 없는 나라들에게 서구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논의되는 협치로서의 거버넌스를 요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개발도상국 혹은 저개발국가에서 거버넌스를 개혁하고 거버넌스를
정립한다는 것은 선진국의 맥락과는 다르다. 선진국에서의 거버넌스 논의가
국가의 쇠퇴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면 개발도상국에서의 거버넌스 논의는
국가를

재건하고자

하는데서

비롯되는

것이다.

경제발전과

국가발전에

있어서 ‘국가’를 중심행위자로 설정하고 국가가 그 기본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며 나아가 이런 제도들을 관리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과 같이 거버넌스의 개념에 관한 다양한 학문 분야의 개념정의를
살펴보고, 개발도상국의 맥락에서 논의되는 거버넌스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의

거버넌스가

빈곤감소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논의에 기초하여 거버넌스란, “한 국가의
능력(state’s capability)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정치적, 행정적, 사법적 제도
전반을 관리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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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원조현장에서 빈곤과 거버넌스

1. 발전 패러다임의 변화와 거버넌스 논의의 등장

2차 세계대전 이후 1950년대 마샬플랜(Marshall Plan)으로부터 시작된
국제개발원조의 역사가 어느덧 60여 년이 경과하였다. 그동안 선진국 정부들,
각국의 양자간 공여기관들 그리고 국제기구들이 제3세계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대안들을 고안하고 실행해왔다. 실증분석에 앞서 먼저 지난
60여 년간 개발원조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국제개발협력에서 거버넌스 논의가 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발전(development)이라는 개념이 내포하는 함의가 시대에 따라 변화해
왔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강조되어 온 정책수단 역시 그에 조응하여 변화해
왔기 때문에 거버넌스와 빈곤감소를 동시에 주목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제개발협력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 먼저 고찰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가 주목하는 것은 개발정책 중에서도 빈곤감소를 위한
사회정책이다. 따라서 원조패러다임의 변화를 논함에 있어서 다음 두 가지
기준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개도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분야가 우선되어야 하는가? 경제발전 정책(economic development)인가?
사회발전 정책(social development)인가? 둘째, 발전을 위해서 국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시대별 원조패러다임의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국제개발협력의

역사는

2차

대전

이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유럽의

전후복구를 위해 실시되었던 마샬 플랜이 성공을 거두자 이를 국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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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으로

확대하여

시작되었다.

특히

신생국가들의
서구열강의

근대화를

식민지였던

돕기

위해

아시아와

다양한

아프리카

노력이
국가들이

1950~60년대에 독립하면서 이러한 신생독립국의 발전을 위해 경제발전 방안,
사회복지 향상 방안, 정치제도 발전 방안 등에 대한 여러 논의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케인즈주의에 기반한 개발경제학(development economics)이 최초로
등장한 것도 이 시기였다. 국제개발원조의 초기 논의들이 강조한 것은
신생독립국들은 경제발전을 위해 산업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이러한 방향으로 국제원조를 실시하였다(Grindle, 2010). 당시만
하더라도 발전(development)이란 것은 후진국을 근대화(modernization)하는
것이었고,

기술과

자금을

이룩하는

것이

개발의

물적자본(physical

capital)

지원하여

경제발전(economic

전부라고

생각되어졌다.

축적에

학계와

실무계의

development)을

경제성장을
관심이

위한

집중되었다.

1961년 유엔총회에서 당시 미국 대통령이던 John F. Kennedy는 1960년대가
“개발의 시대(Development decade)”가 되어야 한다고 연설하였는데, 이러한
비유(metaphor)가 당시 산업화와 경제성장에 주된 초점이 맞추어져 있던
개발원조에

대한

패러다임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실제로

아프리카

지역에서 공여국(donor countries)과 공여기관들이 운영했던 프로그램과 그
정책목표를

기준으로

원조패러다임의

변화를

구분한

Moyo(2009)

역시

1960년대는 주로 대규모의 인프라 건설에 원조자금이 사용된 ‘산업화’의
시기였다고 명명하기도 했다.
또한 초기에는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위하여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주장이 많았다. 다른 제도적인 기반들이 미비한 상황에서 국가가 개발의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고

인식되었고,

거시적인

경제성장

지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미시적 수준의 프로젝트들을 포함하는 중앙집권적 개발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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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할 것을 권장하였다(Almond & Powell, 1966;
Apter, 1965).
이 시기 주목해야 할 학문적 흐름 중 하나는 바로 발전행정(Development
Administration)의 대두이다. 개발도상국의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위해서 행정
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학문이 바로 발전행정론이다
5

(Siffin, 2001) . Riggs(1966)은 발전행정을 두 가지로 개념화했는데, 첫째, 국가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관리하는 것, 즉 ‘administration of development’ 의 의
미가 있고, 둘째, 이를 주도해 나갈 행정의 발전, 즉 ‘development of
administration’ 이라는 뜻으로 정의내리기도 하였다(이도형 & 김정렬, 2005,
p. 4).

5

발전행정은 2차 대전 이후 전후 복구과정에서 등장한 Marshall Plan으로 인해 태동

하게 되었다. 전후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
였는데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제도가 부재하고 계획을 집행할 행정능력이 불
충분하다는 난관에 봉착하였다(Farazmand, 2001, p. 12). 이에 미국과 서구 유럽의 행
정학자들이 개발도상국에 필요한 행정 지식과 기술을 전수하기 시작하면서 발전행정
이라는 학문 분파가 형성된 것이다(Heady, 1996). 특히 미국의 USAID, 포드 재단
(Ford foundation) 등이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면서 학문적 연구뿐만 아니라 실제
개발도상국의 정책처방을 내리는 데 있어서 일군의 행정학자들이 활발한 역할을 하
였다. 이로부터 정부 엘리트들이 주체가 되도록 정교하게 계획된 정책수단들이 개발
도상국의 정책환경에 이식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발전행정이 전파한 행정
지식이 지극히 미국적이었다는 데 있다. 미국 혹은 서구의 경험에 기반하여 고안된
행정능력을 전파하여 개발도상국을 근대화시키는 것이 발전행정의 지향점이었던 것
이다(Siffin, 1976). 또한 이들의 접근법은 지극히 엘리트 중심주의적이었고 시장중심
적, 서구가치 중심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하였다. 더불어 20여년이 넘는 노력에도 불구
하고 제 3세계의 발전은 요원하고 개도국의 빈곤층과 빈부격차가 커지면서 발전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었다(Dwivedi and Nef, 1982; 이도형 & 김정렬, 2005, p. 13).
결정적으로 포드재단과 USAID 등의 재정적 지원이 종료되면서 발전행정의 전성기는
막을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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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발전행정론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발전행정의 구제도주의적 특성이다 .
구제도주의는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구조와 법체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 발전행정 역시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행정
체제가 무엇인지를 탐색하고 발전을 선도하는 국가기구의 역할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구제도주의 논의들과 궤를 같이 한다. 1950년대 마샬플랜으로 인해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외부로부터의 투자가 증가한 이래 10여
년에 걸친 경험으로부터 도출된 교훈은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었
다. 자유시장이 부재하고 사회제도가 미비한 개발도상국에서는 이를 산업화
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결국 정부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전략을 설정하여 중
요한 개발사업을 추진하여야 했다(Fainsod, 1963;한영환, 2000 재인용). 이를
위해서 특히 1960년대와 1970년대 발전행정이 관심을 가진 것은 국가발전을
위해 어떤 기관을 구축(institution-building)할 것인가, 즉 어떻게 하면 행정체
제가 산업화를 위한 구조를 효과적으로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었
다(한영환, 2000). 따라서 원조 패러다임의 첫 번째 패러다임으로서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었다고 논할 때,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름 아닌 ‘행정체제가
산업화를 위한 정부구조, 사회구조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지에 관한 논의’
라고 할 수 있다.

1960년대 후반 이후 두 번째 패러다임이 등장하였다. 신생독립국들의
산업화와 도시화가 시작되면서 농업분야의 축소와 도시난민 문제 등과 같은
사회문제가 대두되었다. 이로 인해 경제발전으로부터 소외된 빈곤인구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려하기 시작하면서 1970년대에는
국제원조에서 빈곤과 사회개발에 대한 관심이 점증하였다. 특히 경제성장과

6

여기서 말하는 구제도주의란 정치학에서 구제도주의의 특징을 말한다.
45

더불어 재분배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빈곤층의 기본적인 요구(basic
needs)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로 국제개발원조 의제가
확장되었다(Jolly, Emmerij, & Weiss, 2005). 이러한 변화 속에서 가장 먼저
국가가 기초교육과 보건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나타났다. 특히
산업화 이후 노동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기초교육과 보건 서비스를
향상시켜야

하며

국가는

이

과정에서

서비스제공자(service

provider)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관점이 확립되었다(Grindle, 2010).
개발이

내포하는

의미

역시

확장되었다.

물론

여전히

사회정책은

경제발전을 위한 수단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지만 차츰 경제개발뿐만
아니라 사회개발 그 자체가 개발의 목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실제로
1970년대 실시된 많은 국제원조 프로그램들은 빈곤문제에 관심을 갖고
토지개혁, 도시 및 농촌 개발, 지역공동체 개발, 문맹률 감소 프로그램 등과
같은 이슈에 집중하였다(Moyo, 2009). 뿐만 아니라 환경, 기아, 인구증가,
고용,

과학기술

논의되었다.

등

여성

국가발전을

문제와

젠더

위한

다양한

이슈가

의제들이

처음

등장한

국제사회에서
것도

1970년대

중반부터이다(Jolly et al., 2005). 1960년대가 미시적 수준의 프로젝트에
중심을

두고

원조가

추진되었다면

1970년대

이후부터는

이런

다양한

의제들을 분야별로 접근하는 경향(sectoral approach)도 나타났다(Hyden et
al., 2004).

국제개발원조에 있어서 세 번째 패러다임으로의 변화는 국가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되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초기(1950~60년대)에는 경제성장의
동력으로서 그리고 사회서비스의 제공자로서 국가의 역할이 인정되었지만
1970년대

후반

이후에는

국가의

역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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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부정적인

실증연구들이

제기되었다. 개발도상국의 많은 권위주의 정권에서 부패, 폭력, 정치적 억압
등이 나타나면서 국가의 역할에 대한 비판적인 연구들이 제기되었다(Collier,
Cardoso, & Joint Committee on Latin American Studies, 1979). 또한
1980년대

초

패러다임으로

석유위기로
등장한

인한

세계경제위기를

신자유주의가

신자유주의는

경제발전을

안정(economic

stabilization)과

국제원조의

개발원조의
근본적인

겪은

이후

패러다임도

전면에

지배적인

변화시켰다.

내세우고

구조조정(structural

거시경제

adjustment)을

요구하면서 국가중심 발전이 아닌 시장중심 발전을 강요하였다. 이로 인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국제원조를 지원하는 대신에 국가의 개입을 축소하고
정부부문을

개혁할

것을

요구하는

구조조정

프로그램(SAP,

Structural

Adjustment Program)을 조건으로 강요하였다. 국제개발원조에서 중심축이
UN에서

World

Bank,

IMF

와

같은

국제금융기구로

이전된

것도

1980년대이다. 이후 개발의 의미가 경제발전이라는 의미로 다시 한 번
축소되었다(Jolly et al., 2005).
1980년대를

저개발국가

입장에서

‘잃어버린

10년(the

lost

age

of

development 혹은 lost decade)’이라고 비판한다(Moyo, 2009). 같은 맥락에서
사회개발분야 역시도 잃어버린 10년이 되었다(Grindle, 2010). 국가보다는
시장이

개발의

적임자라는

점이

강조되었고

동시에

경제발전

없이는

사회발전을 이룰 수 없는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따라서 재정악화와
적자재정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서비스 지출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논리가 지배하였고, 사회서비스의 구조개선과 효율화가 요구되었다.
또한 저개발국가들의 부패와 행정능력의 부재로 인해서 국제원조에 있어
사회개발분야의 프로그램들은 소규모 프로젝트 단위로 축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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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패러다임의 변화는 1990년대 이후 80년대의 잃어버린 10년에
대한 반작용에서 출발하였다. 국제사회가 1980년대 개발도상국으로 하여금
구조조정정책을 받아들이게 한 것은 국가의 개입이 경제성장과 빈곤감소를
가로막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중심 경제발전 역시 기대했던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다. 이에 대한 원인을 진단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대두되었다. 이는 저개발국가에서 공공분야의
비효율적인 제도와 통치방식이 발전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다는 진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예를 들어, World Bank는 80년대에 신자유주의 영향으로
작은

정부를

강조하였지만

저개발국가들,

특히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발전이 실패를 거듭하자 이에 대한 원인을 바람직하지 않은
거버넌스(bad governance)

7

때문이라고 정의하고 이에 대한 처방으로서

바람직한 거버넌스(good governance)를 제안하였다(World Bank, 1989, p. 60).
때문에 1990년대 이후에 국가의 역할에 대해 다시 주목하는 논의가
등장하였다. 다만 기존과는 달리 제도의 중요성과 거버넌스를 강조하기
시작했다. 발전을 위해서 시장이 중요하지만 그 시장기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가 제도를 정비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Harris, Janet, & Collin, 1995). 신제도주의
경제학에서 강조하는 법률, 질서, 재산권을 강화해야 하고, 정부는 바람직한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경제성장에 필요한 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인식이 대두된 것이다. 이로 인해 국제원조의 목적이 저개발국가의 민주주의
구축과 거버넌스 개선 등으로 변화하였으며, 수원국(recipient country)의
정치제도 개혁을 조건으로 원조가 제공되기 시작했다.
7

바람직하지 않은 거버넌스의 예로서 민주적 정통성의 결여, 민주적 참여의 배제,

후견주의적 정치풍토, 정보통제 등이 만연해 있다는 점을 열거하면서, 법치주의, 언
론의 자유, 인권의 보호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World Bank,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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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말

이후

등장한

국가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1960년대

등장하였던 국가의 역할에 관한 논의와 차이점이 있다. 기본적으로 발전의
주체로서 민간시장(private market)이 아니라 국가를 주목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초기의 원조 패러다임이 국가발전을 위해 행정부가
정치사회를 어떻게 구조화할 것인지에 관심을 가졌던 반면 최근 논의에서는
국가 혹은 정부라는 단어는 소거되고 ‘제도 혹은 거버넌스’라는 단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제도 혹은 거버넌스’ 논의가 가지는 탈정치성
때문이다. 냉전시대가 종식되면서 국제원조의 목적이 저개발국가에 형식적인
민주주의를 구축하고 진영을 확대하는 것에서 벗어나 저개발국가 내부의
통치양태를 변화시키는 것이 추가되었다. 그렇지만 국제기구와 같은 외부의
힘이 주권국가 내부의 정치체제 변화를 강제하기는 어렵다. UN과 World
Bank 같은 국제기구들은 주권국가 내부의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여전히
금기시하고 있다. 특히 국제금융기구들은 정치적인 개입이 불가능하다는
내부 규정도 있다. 하지만 발전의 걸림돌로서 비효율적인 제도와 통치방식이
지목됨으로 인해서 개발도상국 내부의 문제에 대해 불가피하게 관여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그

외피를

‘거버넌스’라는

탈정치적인

용어가

담당하게 된 것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발전의 목표이자 구체적인 개발협력의 의제로서
인적자원

개발(Human

Development)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었다.

이는

신고전주의 경제학적 논의에 기반하여 동아시아 국가들이 빠른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인적자원축적 때문에 가능했다고 주장한 실증연구들의
역할이 컸다(Birdsall, Ross, & Sabot, 1995). 또한 인적자원개발을 통해 개인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빈곤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Sen(1999)의 주장과 같은 논의의 영향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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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자유로서의 개발(Development as Freedom)>이 웅변하듯이, 개발이라는
것이 경제발전, 사회발전이라는 물적 자원의 발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인간의 자유(freedom)와
능력(capability)를 늘려가는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또한 1980년대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구조조정 프로그램들의 실시 이후
오히려 빈곤과 불평등이 심화되었기 때문에 그 반작용으로서 국제원조의
우선순위는 다시 사회개발과 관련된 의제들로 변화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제
NGO

및

민간재단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등장함으로

인해

빈곤감소,

인적능력개발, 환경, 인권, 젠더, 문화적 다양성과 같은 사회개발과 관련된
이슈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Grindle, 2004), 국제개발협력에서 다루는
정책과 프로그램들도 확장되어 왔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개발협력에서 거버넌스 논의가 등장하게
된 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들이 있다. 하지만 거버넌스 논의가
국제개발협력의

전면에서

이토록

오랫동안

신봉될

수

있었던

것은

신제도주의 경제학이 제공하는 이론적인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이다. 앞서
우리는 초기의 원조 패러다임에서 국가의 역할이 대두된 배경에는 정치학의
구제도주의적

특징에

기반한

발전행정의

영향이

있었음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등장한 거버넌스 논의의 배경에는 신제도주의
8

경제학의 영향이 있다 .
8

제도주의를

구분할

때,

구제도주의(old-institutionalism)와
유의할

것은

학문

분파별로

신제도주의(new-institutionalism)로

구제도주의와

신제도주의의

내용이

상이하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정치학, 사회학, 경제학의 신제도주의를 역사적
제도주의, 사회학적 제도주의,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라고 명명하는데, 이때 정치학의
신제도주의는 경제학의 구제도주의와 유사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인간행위에 대한
미시적 분석에 기초하는 신고전파 경제학의 일련의 이론체계를 비판하는 것이
구제도주의 경제학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하연섭, 2003, pp. 15-34).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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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하다시피 신제도주의 경제학은 효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합리적
개인을

이론적

논의의

기본적인

가정으로

삼고

있다.

이에

기반하여

인간행위를 교환관계로 파악하는데, 정치현상에 있어서도 이를 적용하여
사회 내 개인의 행위를 설명하는 원인으로 합리적 개인이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논리체계 내에서
제도란,

‘인간이

만들어낸

제약요인(humanly

devised

constraints)’으로

개념화되며 이 제도가 개인간의 상호작용을 구조화시킨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도를 유인구조(incentive structure)라고 본다. 제도를
통해서

인간행위를

유인해

낼

수

있다는

명제를

개발학에

적용하면

국가발전을 위해 제도나 거버넌스가 논의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 내부에서 발전에 관여하는 여러 행위자들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결국은 제도이고 따라서 어떻게 바람직한 행위를 이끌어 낼 것인지에
맞춰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봄으로써 개발학에 제도와 거버넌스
논의를 이식한 것이다.
요컨대 구제도주의적 맥락에서 강조된 국가의 역할이 국가발전의 기반이
되는 구조로서 제도를 강조했다면, 현재의 신제도주의적 맥락에서 주목 받고
있는 것은 제도와 개인의 상호작용을 전제로 하여 제도가 개인의 행위를
변화시키고 나아가 사회 내 행위자들의 행위가 제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기반하고 있다.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사회구성원들의
행위, 특히 통치행위를 변화시키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는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다.

학문분파별 제도주의에 대한 주장과 개발학에서 차용한 제도주의적 논쟁의 내용을
참고하여 살펴본 결과, 초기에는 정치학의 구제도주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반면
1990년대 이후에는 경제학적 신제도주의, 특히 North 이후 수정된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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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1> 국제개발협력의 패러다임 변화
1950~60년대

시대

1960년대말

1980년대

1990년대~현재

~ 70년대

개발을

경제개발

사회개발

경제개발

인적개발/사회개발

위한

(산업화)

(기초교육,

(경제분야

(빈곤감소,

보건)

구조조정)

인적자원개발)

발전의

서비스

시장중심,

제도개혁 및

원동력으로서

제공자로서

국가역할축소

거버넌스 개혁강조

국가

국가

우선순위
국가의
역할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그림 2-1>과 같다. ‘개발(development)’이라는
개념자체가 항상 변화하는 움직이는 목표물(moving target)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 역시 기존 패러다임의 성취와
실패에

기반하여

변화해왔다.

반작용으로

앞서의

결정되어

논의를

오면서

요약하면

계속해서
국제원조가

패러다임이
시작된

초기단계(1950~60년대)에서는 경제개발과 그 원동력으로서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었다가,

1970년대

이후

빈곤문제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여

사회개발이 강조되고 동시에 국가의 역할은 사회서비스 제공자로 그 인식이
변화하였다. 이후 1980년대 신자유주의로 인해 국가의 역할과 사회개발에
대한 관심이 배제되었다가 1990년대 이후 다시 빈곤감소와 인적자원개발과
같은 사회개발에 대한 의제들이 국제원조분야를 주도하고 있다. 또한 국가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인해서 제도개혁과 거버넌스 개혁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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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조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 거버넌스

1989년 세계은행(World Bank) 보고서(Sub-Saharan Africa: From Crisis to
Sustainable Growth)에서 최초로 바람직한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등장한
이래

봇물처럼

후속논의가

진행되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당시의

국제정치적 상황의 변화도 깊은 관련이 있다.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냉전이 종식됨으로 인해서 서구 선진국들의 원조행태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기존에는 냉전상황에서 서로 자기 진영으로 제 3세계 국가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원조를 지원했지만 냉전종식 이후에는 더 이상 그럴 필요성이
사라졌다. 또한 1980년대, 1990년대 초에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에서 민주화
물결이

일어났다.

특히

자유화(liberalization)
민주주의

형식적

바람이

제도들을

1990년대

초

불면서

각국은

도입하기

아프리카

대륙에

선거제도와

시작했다.

이른바

정당제도

동유럽국가들도

등

체제를

전환하여 신생민주주의 국가 대열에 합류하였다. 이후 서구 선진국들이
국제개발원조를
강조하는

입장을

제공함에
보이기

있어서

바람직한

시작했다(Ake,

거버넌스의

1991),

서구

필요성을
민주주의

더욱
전통에

합치되는 민주주의 제도를 갖춘 바람직한 정부(good government)에게 원조를
지원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개발도상국으로 하여금 민주적인 통치방식을 갖출
것을 요구하였다(Joost, 2007).
이는 선진국 내에서 원조제공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선진국이

개발원조를

제공함에

있어서

국내

납세자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조수혜국의 통치방식이 중요한 판별조건이 된
것이다. 기존의 체제경쟁 하에서는 아프리카의 독재국가나 비정상국가에
원조를

제공하는

것이

용인되었을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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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경쟁의

종식으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정당성을 갖지 못하는 국가에 더 이상 원조를 제공할 명분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때문에 공여기관들은 서구민주주의 모델을 장려하는
정치개혁의 조건, 즉 정치자유화, 행정분권화, 관료주의 개혁 등을 원조의
조건으로 요구하기 시작했다(Leftwich, 1994). 이후 바람직한 거버넌스란
개념은 국제개발협력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용어 중 하나로 자리잡게
되었고,

국제개발협력의

목표이자

동시에

원조수혜의

조건으로서

널리

통용되어 왔다.

3. 원조효과성을 좌우하는 거버넌스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빈곤감소를

위해

거버넌스

개선이

필요하다는
9

논의가 등장하게 된 또 다른 배경에는 원조효과성(aid effectiveness) 에 대한
논쟁이 있다. 과연 원조가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효과적인지에 대한 논쟁은
개발경제학

분야에서

가장

오랫동안

연구되어

온

이슈

중

하나이다.

거시경제지표에 대한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1980년대부터 경제성장률(GDP
growth

rate)

지표를

이용하여

원조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지를

계량적으로 연구한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원조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많았다(Gupta & Islam, 1983; Levy, 1988).
하지만 이후 많은 실증 연구들이 원조와 경제성장의 상관관계가 없고(zero
correlation),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를 제시하였다(Boone, 1994;
Doucouliagos & Paldam, 2008, 2009; Griffin, 1970; Mosley, Hudson, & Horrell,
9

원조효과성(aid effectiveness)이란, 원조정책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했는지 여부

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개발학에서는 원조 프로그램을 통해 산출물
(output), 결과(outcome), 나아가 영향력(impact)까지 달성했을 때 원조의 효과가 있다
고, 즉 원조효과성이 달성되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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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Rajan & Subramanian, 2008).
원조에 대한 회의론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미시-거시의
역설(Micro-Macro

Paradox)’이다.

이는

개개의

원조

프로젝트가

미시적

수준에서 목표한 결과를 산출했지만 국가전체의 거시적인 경제성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주장이다(Mosley,

1986).

원조를

집행하더라도 공공부문의 비생산적인 지출로 누수(leakage)되거나 부정적인
효과가 민간부분으로 전이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미시-거시 역설의
핵심 설명이다. 유사한 맥락에서 Boone(1996)은 원조와 경제성장의 관계가
공공부문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연구한

결과

정치체제에

따라

원조효과성이 달라진다고 주장하였다. 민주주의 체제를 갖춘 국가와 그렇지
않은 권위주의 국가로 정치체제(political regime)를 구분하여 연구한 바에
따르면, 비록 원조와 경제성장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원조가

영아사망률(infant

mortality)과

같은

중요한

인적자원개발지표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민주주의 체제가 더 효과적이라고 검증되었다. 반면
민주적이건

권위주의적이건

정치엘리트층이

이익을

모든

본다는

정치체제에서

것이

원조로

인해

기득권

확인되었다(Boone,

1996).

이러한

맥락에서 원조를 집행하는데 있어 정치체제의 중요성 그리고 효율적인
공공분야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기 시작했다.
한편 원조가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없다는 회의론이 팽배한
데 이어 원조현장에서는 이른바 ‘원조피로현상(aid fatigue)’이 만연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2000년대 들어서는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를
위해

제도적

환경과

거버넌스를

강조하는

논의가

새롭게

등장하였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화제가 된 ‘Assessing Aid’란 보고서(저자의 이름을
따라

일명

Dollar

Report라

칭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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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를

통해서

이러한

주장을

본격적으로 강화하면서 국제원조사회에서 거버넌스 논의를 주도하였다(World
Bank, 1998). 뒤이어 Burnside와 Dollar(2000) 및 Collier와 Dollar(2002)의
연구가

계속해서

제시되었다.

이들은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과

인적자원개발지표의 향상에 원조가 미친 영향을 계량적으로 연구한 뒤 좋은
정책을 갖춘 빈곤국가(poor countries with good policies)에 원조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좋은 정책환경이 갖춰질 때만
원조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aid is effective, but
only in a good policy environment). 이후 원조를 받아들이는 수원국(recipient
country)의 제도적 환경에 따라 원조의 효과성이 좌우된다는 논의들이
이어지면서 수원국의 제도적 환경과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들이 중요하게
다뤄지기 시작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원조가

산출물(output)뿐만

아니라

결과(outcome)와 영향력(impact)에서도 목표한 바를 달성하여 장기적으로
경제성장과

빈곤감소,

나아가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수원국의

제도적 환경이 전제조건으로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원조효과성 달성을 위해서 수원국의 정치, 행정, 사법적 통치제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논의가 강조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4. 원조제공 선택조건으로서 거버넌스
1990년대 초 바람직한 거버넌스는 논의가 시작된 그 초기에는 개발도상국
으로 하여금 정치, 행정, 사법 분야의 다양한 제도개혁을 통해 거버넌스 향상
을 이룰 수 있도록 개발원조의 ‘목표’로서 제시되었다. 다시 말해, 개발도상
국의 빈곤감소를 위해 전략적으로 거버넌스 개혁이 필요하므로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원조를 지원하되 그 제공조건으로서 거버넌스 분야에서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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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을 이룰 것을 강요하면서 정치적 조건(political conditionality)을 부과한
것이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에는 거버넌스가 원조의 목표나 조건이 아니라
‘선택의 수단(selectivity)’이 되었다. 원조효과성을 높이는데 제도적 환경이 중
요하다는 실증적 논의에 기반하여, 원조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미 바람직한
거버넌스를 갖추고 있는 나라들을 선택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세계은행은 1990년대 말부터 원조수혜국의 부패 문제를 핵심
이슈로 끌어들여서 차관제공 시 이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세계은행과 같이

차관을 통해 개발을 지원하는 국제금융기구는 정치적인 문제에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공식적인 규정이었지만 부패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발전
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 당시 세계은행 총재였던 James Wolfenshon 의 생각
이었다. 이후 Paul Wolfowiz 총재 역시 이를 계승하여 거버넌스를 원조 수혜
의 조건으로 내세우기 시작했다(World Bank, 2006). 이러한 배경에서 현재 세
계은행

그룹에

속하는

국제개발협회(IDA,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는 차관 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거버넌스의 질을 평가
하고 있다(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2008).
이러한 경향은 양자간 공여기관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양자간 공여기관
중에 거버넌스를 원조의 조건으로 도입한 시초는 네덜란드였다. 네덜란드는
거버넌스 수준이 자국이 요구하는 일정 수준 이상을 갖춘 국가에만 원조를
집중하여 2001년에 원조대상국을 17개국으로 줄인바 있다(Joost, 2007). 또한
미국 역시 이런 경향을 주도하고 있다. 미국은 부시 대통령 당시 수원국의
정책주도성(policy ownership)과 개발효과성(development effectiveness) 등을
보다

강조하며

USAID

기능을

보완하는

새로운

기구로서

Millennium

Challenges Cooperation(MCC)를 창설하였다. 원조집행기구인 MCC에서 원조를
제공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기준으로서 수원국의 거버넌스 수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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꼽는다. MCC는 거버넌스 개선과 경제자유화 그리고 시민에 대한 투자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 국가에만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매년 저개발국
가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MCC 의 프로그램과 지원금을 받을 수 있

는 수혜국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원조프로그램 수혜국을 결정하
기 위해 2009년에 17개의 지표를 통해 자격조건을 평가하였는데 그 중 6개가
거버넌스를 평가하는 지표이다. 거버넌스의 질이 원조공여기관이 기대하는
일정 수준 이상 되지 않으면 아예 원조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이다(Knoll &
Zloczysti, 2012).
비단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개발원조와 관련된 민간영역의 행위자들도 거
버넌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각국의 원조행태를 연구하여
원조가 개발에 미친 효과를 연구하는 글로벌개발연구소(Center for Global
Development)에서

매년

산출하는

개발공헌도

지수(Commitment

to

Development Index)에서도 OECD/DAC 국가들의 원조의 질(quality)을 평가하
면서 원조를 어떤 나라에 제공했는지에 대한 항목을 평가하고 있다. 즉, 거버
넌스 수준이 높은 수원국에 원조를 제공하면 공여국의 개발공헌도가 높게 평
가된다(Roodman, 2009). 이러한 관행들은 거버넌스가 원조를 제공하기 위한
전제조건이자 수원국을 선택하는 근거자료로 변모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듯 국제개발협력 현장에서 거버넌스 개선을 원조의 목표이자 결과물
그리고 나아가 원조의 전제조건으로 보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국제기구와 선진국의 공여기관들은 후진국의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 다
양한 정책프로그램을 장려해왔다. 초기에는 원조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후적
으로 거버넌스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다가 최근에는 원조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바람직한 거버넌스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초 글로벌사회정책인 새천년개발계획(MDGs)이 후진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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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목표로 채택되고 각국에서 빈곤감소전략(PRSP)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거
버넌스를 중요한 정책논리(policy rationale)로 추진하도록 하였다. 또한 2000
년대 중반 이후에 새천년개발계획의 추진성과를 중간 점검하면서 다시 한 번
거버넌스가 강조되었다. 2005년에 MDG 추진성과를 평가하면서 예상보다 더
딘 속도로 빈곤율이 감소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해서 다름
아니라 거버넌스 개혁의 실패가 바로 MDG 제 1목표인 빈곤율 감소가 실패
하고 있는 원인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United Nations Millennium Project,
2005).
이상의 예를 통해 우리는 그것이 조건(conditionality)이건 선택의 기준
(selectivity)이건 국제개발협력 정책현장에서 거버넌스와 경제성장, 그리고 거
버넌스와 빈곤감소간에 상당한 상관관계를 가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60여 년에 걸쳐 개발의 목표와 수단을 둘러싸고 국제개발원조의 패러다
임이 변화해왔고 그 논쟁의 정점에 거버넌스와 빈곤감소의 교차점(nexus)이
있다. 개발의 목표로서 ‘빈곤감소’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도구 혹은 정책
논리(policy rationale)로서 ‘거버넌스’가 접점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바람직한 거버넌스를 통해 빈곤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그 가능성
(plausibility)에 대해 강하게 지지하는 이론적 논의와 실증분석은 많지 않다
(Khan, 2009). 본 연구가 주목하는 부분은 바로 이것이다. 거버넌스와 빈곤감
소의 관계에 대해 이론적 연결고리를 찾고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함으로써 과
연 ‘거버넌스 개선을 통해 빈곤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다시 한
번 고찰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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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빈곤감소를 위한 거버넌스?: 반증가능성
본 절에서는 실제 개발도상국에서 바람직한 거버넌스라는 이름 하에 무엇
을, 어떻게 개선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또한 저개발국가에서 빈곤감소
와 거버넌스 개혁이 실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대표적인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한다. 이를 통해 거버넌스의 개혁을 통해서 빈곤감소를 이룰 수
있는 것인지 그 가능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거버넌스를 개선함
으로써 빈곤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명제는 이론적으로는 가능성(plausibility)
이 있다. 하지만 최빈국의 사례들을 살펴보았을 때 이 명제는 반증가능성
(falsifiable)이 있다. 거버넌스를 개선하였지만 여전히 최빈국의 지위를 벗어
나지 못하는 국가들이 있고, 역설적이게도 부정부패가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
음에도 불구하고 빈곤감소를 달성한 국가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극소수
의 사례(outlier)를 가지고 거버넌스와 빈곤감소의 관계를 일반화할 수는 없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목적에서 실증분석을 실시할 것인데 그에 앞서 이하 본 절에서는 개발도상국
에서 빈곤감소를 위한 거버넌스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바람직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의 예: 이상과 현실

먼저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실제 개발협력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부터 살펴보자. 예를 들어 개
발도상국이 거시경제 불안정으로 문제를 겪고 있을 때 예전에는 재정정책
(fiscal policy)이나 통화정책(monetary policy)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추
천했다. 즉, 경제상황에 맞게 재정지출을 줄이거나 통화량을 늘리라는 조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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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하지만 1990년대 바람직한 거버넌스 논의가 등장한 이후 국제기구는
개발도상국으로 하여금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출 것
을 추천하게 되었다. 중앙은행이 정치적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다(Rodrik, 2008). 이렇듯 구조적인 개혁을 제안하는 이유는
많은 저개발국가들이 처한 정치경제적 배경 때문이다. 빈곤 인구가 많은 아
프리카나 서남아시아에서 많은 나라들의 경우 후견인 정치(patronage politics)
혹은 독재정치 등으로 인해 정치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경제 전체의
편익에

저해되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초인플레이션

(hyperinflation)이 일반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
지만 그로 인해 이득을 보는 기득권 세력이 있을 경우, 혹은 정치인 본인이
이득을

보는

경우

일정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묵과하는

경우가

있다

(Acemoglu, 2008). 때문에 중앙은행을 정치적으로 독립시킴으로써 정치인들의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도록 제도화하면 국민경제 전체의 편익으로 고려하여
물가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요컨대 기존에는 개발원
조를 위해서 프로젝트(project), 프로그램(program), 그보다 상위의 정책(policy)
을 강조했다면 바람직한 거버넌스 논의가 등장한 이후에는 이제는 그 보다
한 단계 더 위에 있는 구조적인 제도에 초점을 두게 된 것이다.
그러나 어떤 특정한 제도가 바람직한 거버넌스에 포함되어야 할지는 논자
에 따라서 그리고 관련된 개발협력기구나 적용될 국가에 따라서 다양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민주주의, 청렴하고 효율
적인 관료제도 및 사법권, 강력한 재산권 보호 규정, 바람직한 기업지배제도,
선진화된 금융제도, 투명한 공공재정 시스템, 약자를 위한 사회복지제도와 노
동제도 등이 바람직한 거버넌스를 갖추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들로 개발
도상국에게 추천된다(장하준, 2004). 따라서 정책제안 리스트의 길이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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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길어지는 경향이 있고 정치, 행정, 사법의 영역을 두루 포괄한다. 예를
들면 다음 <표 2-1>에서 나열된 것들이 현재 국제기구들에서 개발도상국의
거버넌스 개혁을 위해 갖춰야 한다고 제안하는 리스트를 정리한 것이다. 많
은 저개발국가들이 고채무빈곤국가(Highly Indebted poor countries)들이기 때
문에 최빈국의 재정압박 요소를 완화하기 위해서 1996년 부채탕감 정책(HIPC
Initiative)이 합의되었고, 2002년 몬테레이 UN 개발재원국제회의를 통해서 이
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몬테레이 선언문’이 채택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국제적 노력에 의해서 저개발국가들이 부채탕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
를 위해서는 먼저 빈곤감소전략(PRSP)을 제출하는 것이 의무였다. 이때 세계
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는 <표 2-1>과 같은 바람직한 거버넌스 구축을 위
한 제도개혁 조치들을 빈곤감소전략에 포함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문제는 이
러한 제도들이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이상적이긴 하지만 실현불가능한 제도
들이라는 점이다. 때문에 바람직한 거버넌스(good governance) 그 자체보다
는 저개발국가 입장에서 현실가능한 거버넌스(good enough governance)가 무
엇인지를 선별하여 필요최소한도의 제도개혁 과제를 제시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Grindle, 2004)

<표 2- 1> 바람직한 거버넌스를 위한 제도의 예
범주
빈곤계층에
권한을 부여
하는 제도

제도의 예
• 공직을 선출하고 유지하는 제도
- 공정하고 투명한 전국단위 선거과정
- 이질적인 사회에서 안정성을 유지토록 하는 권력분점 제도
• 정치적 주인이 권력을 감시하는 제도
- 독립적인 감사기구와 더불어 의회를 통한 권력감시
- 정부의 의도를 신뢰할 수 있도록 구성된 예산안
- 친빈곤 정책
- 지방정부의 대표성 강화를 위한 제도

62

기본적인
사회서비스
제공의
향상을
위한 제도

• 부문별/지역별 권력기구들을 위한 적당하고 예측가능한 자원
- 서비스 제공 시 빈곤층에 대한 예산에 우선순위
- 엄격한 예산제약 조항을 적용. 단, 정부기구간 예산이전은 보장
- 위계적이고 투명한 예산안 작성과정
• 서비스 배분의 책임을 명확히 구별
- 보완원칙에 따른 책임범위 배당
- 능력있고 동기부여 된 공무원
- 실적기반 채용과 충분한 급여제공
- 예산제약 내에서 수요를 진정 충족시킬 수 있는 인재를 고용
- 존경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
• 국민을 향한 책임감
- 지방정부 단위 회계 공개
- 성과에 대한 기본데이터 공개
- 고객 설문조사 및 보고카드 등 고객 피드백 메커니즘 구비
• 유연한 서비스 제공
- 지역별 역량 개발을 위해 민간 및 시민사회 참여 확대
- 빈곤지역 및 오지에 직원 배치 시 인센티브 제공
- 직원배치의 자율성 부여

시장에 대한
접근도 향상을
위한 제도

• 법적/규제 프레임워크
- 차별금지법 제정
- 신용 강화와 토지거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 사회적 배제 금지를 위한 방안
- 진입장벽 금지하는 법적 강제방안 마련
- 노동시장 및 신용시장에 대한 정보제공
- 시장접근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예. 농촌도로)를 개발하고 유지하는 예산과 책임을명확하게 부여함

경제적 충격과
부패, 범죄,
폭력으로부터
안전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

• 건전한 경제 운영을 위한 제도
- 전체적인 예산운용 및 지방정부 운용에 있어 경성예산제약 적용
- 세금과 관계 행정의 효율화
- 통화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중앙은행의 독립성 확보
•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조치
- 물적 자산에 대한 재산권 인식
-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대도시 집중방식(Hub-and-Spoke)으로 사회서비스 제도를 배열
• 사법집행 메커니즘 개선
- 독립적인 사법체제, 충분한 예산 지원되는 사법체제
- 빠른 청구권 행사 및 권리구제 제도
- 신뢰할 수 있고 유능한 경찰관
- 유능한 재판관과 법원직원을 갖춘 효율적인 법원
- 분쟁해결을 위한 대체적 메커니즘

* 출처 : World Bank (2001a), PRSP Source Book, pp. 274-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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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탄자니아: 바람직한 거버넌스 그러나 높은 빈곤율

탄자니아는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바람직한 거버넌스 개혁을 가장 잘 이
룩해 낸 성공사례로 뽑힌다(Utz, 2007). 바람직한 거버넌스 논의가 시작된
1990년대 중반만 하더라고 탄자니아는 다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부정부패가 만연한 까닭에 거버넌스가 취약한 국가로 인식되었다
(World Bank, 2001b). 그렇지만 국제기구가 원조제공의 조건으로서 공공재정
(public finance) 부분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면서 탄자니아에서도 공공재정분
야의 제도개혁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했다. 이는 비단 탄자니아에 국한
된 경우는 아니다. 2000년대 들어 많은 공여기관들이 원조를 프로젝트 단위
가 아니라 수원국의 정부예산에 직접 지원하는 형태로 전환하였다. 이는 수
원국의 정책주도성(policy ownership)이 확보된 가운데 원조를 보다 효율적으
로 수행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런데 수원국 정부예산에 직
접 예산을 지원하게 됨에 따라 원조를 제공하는 공여국 국민, 즉 선진국의
납세자들로부터 정당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원조를 받는 나라의 공공재정
시스템이 투명하게 운영되어야만 했다. 때문에 개발도상국들은 원조를 받기
위해서는 국제기구가 요구하는 빈곤감소전략(PRSP)에 따라 반드시 공공서비
스

개혁(Civil

service

reform),

공공재정운영

개혁(Public

financial

management reform), 공공지출 감사(Public expenditure review), 사법제도 개
혁(Legal Sector reform), 책임성, 투명성 및 통합 프로그램(Accountability,
Transparency and Integrity Programme) 등의 개혁조치를 실시해야만 했다
(Gray & Khan, 2010).
이러한 배경에서 탄자니아에서도 공공재정분야를 개혁하기 시작했고, 국
세청(Tanzania Revenue Authority)

신설, 통합재정운용 시스템(Integ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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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Management

System)

도입,

중기재정지출계획(Medium-Term

Expenditure Framework) 수립, 공공지출 감사(Public expenditure review) 도
입 등 여러 가지 재정개혁 조치들을 도입하기 시작했다(Gray & Khan, 2010).
이러한 제도도입의 결과 탄자니아의 거버넌스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성공적
으로 개혁되었다고 평가 받게 된 것이다. 실제로 세계은행에서 각국의 정책
및 제도 수준을 평가한 자료(이하 CPIA)에 따르면

10

, 탄자니아는 2005년과

2006년에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가장 우수한 수준의 경제정책을 운용하고 있
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또한 평가대상 76개국 평균에 비해서도 우위를 나타냈
다(<그림 2-2> 참조).
<그림 2- 2> 탄자니아 정책 및 제도 평가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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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World Bank CPIA 지표를 이용하여 계산. 평균은 전체 76개국 평균값

10

세계은행은 Country Policy and Institutional Assessment(CPIA, 국가별 정책 및 제
도평가 지수)를 측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세계은행 소속 IDA가 원조를 제공함에 있
어서 기준이 되는 IDA Resource Allocation Index 를 매년 발표하고 있다. 비공개로
운영되던 이 자료는 2006년 일반에 공개되었으며, 2005년 자료부터 확인할 수 있다.
거시경제운용부문(Economic management), 구조적인 정책(Structural Policies), 사회적
평등관련제도(Social Inclusion and Equity), 공공관리부문(Public Sector Management
and Institutions)으로 범주화하여 총 16개 세부분야별로 평가한다. 점수는 최저 1점,
최고 6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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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공공재정부문 개혁의 결과 탄자니아 정부에 대해 직접 예산을 지
원하는 대외원조가 증가하였고, 외국인직접투자도 증가하였다. 특히 2000년에
는 전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원조를 받았으며, 1990
년대 이래 원조 총액을 다른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주요 국가들(케냐, 우간다,
가나)과 비교해 볼 결과, 연간 총 원조액(aid disbursement)이 지속적으로 증
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2-3>, <2-4> 참조).
그런데 국제기구가 원하는 대로 거버넌스 개혁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
조도 늘어나고 외국인 투자도 활성화되었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경제발전과
빈곤감소로 이어졌는가? 이를 살펴보기 위해 탄자니아와 비교적 경제발전수
준이 유사하고 CPIA 지표에 따른 정책 및 제도 평가 지수도 유사한 케냐, 우
간다, 가나 등 국가들과 경제성장 및 빈곤현황을 비교해보았다. 네 국가 모두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서 비교적 경제수준이 높고 정치도 안정화
되어 있어 모범적인 수원국가로 평가된다. 그런데 이들 국가들의 빈곤율(1일
1.25$ 이하 인구비율)과 1인당 GDP를 비교해 본 결과 1인당 GDP는 유사함에
도 불구하고 탄자니아의 빈곤율이 가장 높았다. 가나가 28.59%(2005년 기준),
케냐가 43.37%, 우간다가 51.53%(2006년 기준)인데 반해서 하루 1.25$ 이하로
살아가는 빈곤인구의 비율이 탄자니아는 67.87%(2007년 기준)에 달하였다(<표
2-2> 참조). CPIA에 따르면 탄자니아의 거시경제 운용 부문 및 공공관리부문
의 제도에 대한 평가 지수가 경제발전 수준이 유사한 4개 국가 중에서도 가
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거버넌스
개혁에 비교적 성공적인 국가로 꼽히는 탄자니아의 빈곤율이 역설적이게도
가장 높았다. 이러한 사실은 그동안 개발경제학자와 국제기구가 강하게 주장
했던 거버넌스와 빈곤감소의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가정에 의문을 제기하
게 한다. 이러한 극단의 사례(outlier)는 비단 탄자니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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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3>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4개국 원조총액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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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OECD DAC Statistics, Aid Disbursement (http://stats.oecd.org/) (단위: USD million)

<그림 2- 4> 탄자니아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 출처: World Bank(2011), World Development Indicator

67

<표 2- 2>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4개국 경제 및 제도 지표 비교
Poverty
Headcount ratio
($1.25 a day)

Tanzania
Kenya
Uganda
Ghana

Real GDP
per capita
(US $)

67.87a

1039.305 a

43.37

b

1172.015

a

51.53

c

1027.645

a

28.59

c

1088.37

a

CPIA
(Economic
management) b

CPIA
(Public Sector
Management and
Institutions) b

4.5

3.2

4.2

3.1

4.5

2.9

4.2

3.6

*출처: World Bank(2011), World Development Indicator. a=2007년, b=2005년,
c=2006년. 빈곤율의 경우 연도별 자료가 없기 때문에 국가별로 2005~2007년을 같이
비교하였음. CPIA의 경우 2005년도 자료임.

3. 방글라데시: 나쁜 통치 그러나 높은 빈곤감소율

1980년대 이래 2000년대 초까지 지난 20여년간 전 세계적을 볼 때 하루
1.25$ 이하로 살아가는 극심한 빈곤 인구가 약 2억명 가량 감소한 것으로 추
11

정된다 . 가장 많은 빈곤인구 감소가 이뤄진 나라가 바로 중국, 인도, 베트남,
방글라데시 네 개 국가이다(Dollar & Kraay, 2003). 중국과 베트남은 체제전
환 이후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면서 놀라운 속도로 발전해왔고 인도 역시 신
흥경제국가(emerging market)의 중심축으로서 2008년 글로벌경제위기에도 불
구하고 계속해서 양호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11

원래 이를 추정한 경제학자들은 Bourguignon and Morrison(2001)과 Chen and

Ravallion(2001)인데, 전자는 1980~1993년 사이에 1억명이 줄어들었고, 후자는 같은
방식으로 추정해 본 결과 1993~1998년 사이에 다시 1억명이 줄어들었다고 추정하였
다. 이를 인용하여 Dollar&Krray(2003)은 하루 1$(혹은 1.25$) 이하로 살아가는 극심
한 빈곤인구가 1980년 16억에서 2000년대 초 14억으로 줄었다고 추정하였다. 이후
또 다른 개발경제학자인 Paul Collier가 2007년 발간한 <The Bottom Billion>이란 저
서에서 극빈층에 속하는 빈곤인구를 전 세계적으로 약 10억명 정도라고 추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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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베트남은 자본주의를 도입하기는 했지만 공식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의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서구의 자유민주주의 정치제도 측면에서
본다면 바람직한 거버넌스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인도 역시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 국가이긴 하지만 정치적 불안정성이 큰 국가이다. 이
렇듯 이들 세 국가는 현재 서구 민주주의 경험에 근거하여 거버넌스를 평가
할 때 나쁜 통치를 하는 나라들이라고 판단되기는 하지만 유구한 역사 속에
서 국가의 기본적인 구조가 형성(nation-building)되어 있고 행정부가 시장경
제발전을 견인하고 있는 국가들이다. 이런 가운데 경제개방 이후 높은 경제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었고 따라서 절
대빈곤인구가 줄어들었다. 예외적인 경우는 방글라데시의 사례이다.
방글라데시의 거버넌스를 평가한 바에 따르면 ‘비참한(dismal)’ 수준이다.
민주주의는 제도화되지 않아서 국가기구가 정치인 개인이나 다수당의 지도자,
특정 가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행정부와 입법부의 견제와 균형
기능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부가 총리를 비롯한 정치인들에 좌우되고,
동시에 입법부 역시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행정부에서
판사 임명권을 갖고 있고 사법부 운용에 필요한 예산권과 직원임명권도 행정
부에 있기 때문에 사법부 역시 독립적이지 못하다(Khan, 2003). 부정부패도
심각한 수준이다.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지수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에는
전체 조사대상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였다(2001년 91위, 2001년 102위,
2003년 133위, 2004년 145위, 2005년 158위). 그 이후 다소 순위가 변동되기
는 했지만 2012년에도 전체

176개국 중 144위를 기록하여 여전히 하위권에

속해있다(Transparency International, 2012). CPIA 지표를 보면 거시경제정책
을 평가한 지표에서는 양호한 점수를 받고 있지만 공공부문 관리와 제도 부
문에서는 하위권에 속하며 특히 부패와 관련된 지표는 최하위그룹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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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3> 주요 빈곤감소국가 경제지표
GDP 성장율 (%)
FDI 순유입 (% of GDP)
1990 1995 2000 2005 2010 1990 1995 2000 2005 2010
China
3.8
10.9
8.4
11.3
10.4
1.0
4.9
3.2
4.6
4.1
India
5.5
7.6
4.0
9.3
9.6
0.1
0.6
0.8
0.9
1.6
Vietnam
5.1
9.5
6.8
8.4
6.8
2.8
8.6
4.2
3.7
7.5
Bangladesh
5.9
4.9
5.9
6.0
6.1
0.0
0.0
0.6
1.3
0.9
* 출처 : World Bank(2012), World Development Indicator 2012

<표 2- 4> 주요 빈곤감소국가 빈곤율
(1일 1.25$ 이하 생활인구 비율)
1990
1995
2000
2005
China
60.18
54.05
16.25
India
41.64
Vietnam
Bangladesh
58.59
50.47
*출처:World Bank(2012), World Development Indicator 2012. a:베트남의 경우 1일
생활하는 인구비율에 관한 자료가 없어 National Poverty Line 이하 인구의 비율을

2010
32.67
a
14.2
43.25
1.25$ 이하
인용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990년대 후반 이후 방글라데시의 경제성장률은
지속적으로 6%대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이나 인도, 브라질과 같은 신흥경제
국과 같이 외국인 직접투자가 증가하는 것도 아닌 조건에서 지속적인 경제성
장률과 빈곤감소를 달성해 온 것이다(<표 2-3> 참조). 이 때문에 거버넌스 개
선을 통해서 빈곤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할 때, 가장 극단적으로 대비되
는 사례가 바로 방글라데시의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나쁜 통치에도 불구하고
빈곤감소를 달성한 이러한 경우에 비춰볼 때, 거버넌스 개혁이 빈곤감소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명제는 반증가능성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최선의 예(Best Practice)와 최악의 예(Worst Practice)를 가지고 얘
기하기보다는 다수의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여 실제 양자간의 관계가 인
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실증분석을 통해 거버넌스 개선과 빈곤감소의 관계를 탐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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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선행연구 검토 및 가설 설정

거버넌스 개선과 빈곤감소의 관계에 반증가증성이 있다는 것이 지금까지
이론적 고찰 부분에서 살펴본 핵심적인 결론이다. 따라서 이를 실증연구를
통해 검증하고자 먼저 거버넌스와 경제성장, 거버넌스와 빈곤감소에 대해
다룬 기존의 실증분석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거버넌스와 빈곤감소에 관한 이론적 메커니즘은 무엇인지, 어떤 변수들을
사용하였고 어떤 통계기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1. 거버넌스와 경제성장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

거버넌스와 경제성장의 관계는 반증가능(falsification)한 가설이 아니라
거의

신념(faith)으로

인식되고

있다(Kurtz

&

Schrank,

2007).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증연구들의 결과는 일관되지 않고 혼재되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본 연구의 핵심 연구문제인 거버넌스와 빈곤감소의 관계에 대해
다루기에 앞서 거버넌스와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그 이유는 개발경제학 분야의 많은 선행연구들이 빈곤감소는 경제성장의
결과로서 수반되는 것으로 전제하고 주로 거버넌스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했기 때문에 먼저 이러한 선행연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거버넌스와 경제성장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앞서 말한 거버넌스의 개념에
비춰볼 때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정치제도 측면에서
정치체제와 경제성장의 관계에 관한 연구, 둘째, 행정제도 측면에서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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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능력과 경제성장에 관한 연구, 셋째, 사법제도 측면에서 법치주의 및
부패방지와 경제성장에 관한 연구가 그것이다. 이러한 개발경제학 분야의
연구들은 대체로 경제성장율(GDP growth rate)을 종속변수로 하고 연구의
12

대상이 되는 설명변수를 회귀식 을 통해 추정하여 회귀계수의 값을 근거로
거버넌스와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해 논하고 있다.

1) 정치체제와 경제성장의 관계
일찍이 비교정치 연구에서는 정치체제(regime type)나 정치제도의 수준이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연구들을 수행하였으며, 주로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의 관계에 관한 논쟁이 지속되어 왔다.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의

인과관계를

논할

때,

경제성장의

결과로서

민주주의가 나타난다는 주장이 지배적인 견해였다. 대표적인 것이 Lipset
(1959)의 근대화 이론(modernization theory)이다.

일찍이 그는 경제발전의

결과로서 민주주의가 수반되는 것으로 보았다. 경제발전으로 산업화, 도시화,
부의 축적, 교육의 발전 등이 동반되면서 민주주의의 발전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소위 “Lipset Hypothesis” 라고 명명되는 이러한 주장은 민주주의를
연구하는 주요한 학자들에 의해 계속해서 이어져왔다(예를 들어, Dahl, 1971;
Huntington, 1991). 하지만 최근 Acemoglu et al(2008)은 이러한 전통적인
명제를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 경제발전의 결과로서 민주주의가 도래한다는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Acemoglu, Johnson,
Robinson, & Yared, 2008).
또한
12

민주주의가

경제발전에

기여하는지

아닌지,

즉,

민주주의와

이러한 회귀식을 신고전주의 경제학자 Robert J. Barro의 이름을 따라 Barro-type

regression model 이라 칭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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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이 상충관계(trade-off)인지를 탐색한 연구들이 있다. 기존 선행연구
중에서 민주주의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있었다.
예를 들어, Barro(1996)의 연구에 따르면 기본적인 경제성장 통계모형에서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민주주의가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민주주의와 경제성장간의 다양한 경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민주주의 국가일수록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불평등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을 함으로써 경제성장이 촉진되는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민주주의가 물적자원(physical capital) 축적을 가로막고 정부지출을
늘려서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의 관계가 음(-)의 관계라는 주장도 있다(Tavares &
Wacziarg, 2001).
하지만

이와는

반대되는

1950년부터

1990년까지

경제성장은

상충관계가

실증연구들도

기간에
아니며,

대한

있다.

데이터를

민주주의

135개

연구한

국가와

국가에

대해

결과,

민주주와

권위주의

국가에서

경제성장률이 유사하게 나타났다(Przeworski, 2000, p. 271). 또한 민주주의가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는 연구도 많다. 예를 들어, 민주주의의 역사가 더 긴
나라일수록 경제성장 기록이 더욱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Gerring, Bond,
Barndt, & Moreno, 2005). 그리고 민주주의일수록 정치적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내전 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낮아져서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Halperin, Siegle, & Weinstein, 2005).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증연구들의 결론도 일관된 합의가 없이
혼재되어 있다. 예를 들면, Borner et al(1995) 은 16개의 실증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3개는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이 (-) 관계, 3개는 (+) 관계로
주장하고 나머지 10개의 연구들은 혼재된(inconclusive) 결과를 보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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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이

의미하는

바는

단지

민주주의

정치체제인지 여부에 대한 이분법적인 접근으로는 경제성장과의 인과관계의
방향성에 대해 확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최근에는 많은 학자들이
민주주의 체제 그 자체가 경제성장의 유일한 원인일 수는 없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으며(Rocha Menocal, 2007), 정치체제 그 자체보다는 국가의
특성과

능력에

의해

경제성장과

빈곤감소가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Leftwich, 2008). 또한 양자간의 직접적인 관계보다는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이어주는 다양한 경로에 대한 연구로 분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2) 행정능력과 경제성장의 관계
일찍이 Reynold(1983)가 제 3세계 국가들의 경제발전을 연구한 뒤 행정적
능력(administrative competence)을 가장 중요한 설명변수로 제시한 이래
경제발전에 있어서 행정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성장을 논의하면서 등장한 ‘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라는 개념은
일찍이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서 국가의 주도적 역할과 관료의 역할에
주목하였다(Adelman, 1997; Johnson, 1999; Kohli, 2004). 하지만 직접적으로
행정적 능력과 경제성장률을 다룬 실증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교정치 연구에서 유래하여 정치제도와 경제성장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신제도주의에 기반하여 법제도와
경제성장을

분석한

실증연구는

개발경제학의

주류를

이루어왔던

반면,

행정학적인 접근에 의해 정부의 행정능력과 경제발전의 관계를 연구한
실증연구는 많지 않은 것이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Mauro(1995), Knack and Keefer(1995)등이 있는데
74

이들의 연구를 시초로 관료제 효율성(bureaucracy efficiency)이 높을수록
투자와 성장이 더 활성화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Mauro, 1995).
하지만

이들의

연구는

부정부패,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맥락에서

정부

효율성과 경제성장의 관계를 보고 있을 뿐이다. 실증연구를 위해 활용한
자료의 이름을 관료제의 효율성이라고 명명하였지만 그 하위 구성요소를
보면 사법제도의 효율성, 관료적 형식주의(Red tape), 부정부패(corruption)
등을 통합하여 하나의 지수로 산출하고 있어서 엄격한 의미에서 정부의
행정능력과 경제성장의 관계를 연구한 것이라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 또한
Knack and Keefer(1995)의 연구 역시 행정적 측면과 사법적 측면을 총합하여
제도적 수준을 나타내는 변수로 활용하고 있어 행정적 측면의 거버넌스와
사법적

측면의

거버넌스를

구분하여

각각이

경제성장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를 밝히고 있지는 못하다.
29개
관계에

개발도상국과
대한

중소득국가를

실증연구를

수행한

대상으로

Evans

and

관료주의와

경제성장의

Rauch(1999)에

따르면,

행정제도의 질과 경제성장과는 강한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거버넌스와 경제성장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행정구조와
경제성장의 관계라고 보고 관료제의 발전수준을 측정하여 그 상관관계를
밝히고자 했다. 그러나 그들이 측정한 베버리안주의(Weberiannes) 값이라는
지수는 관료선발(meritocratic recruitment)과 승진제도(reward) 운영 수준을
이용하여 만들어냈는데 이것만으로 효율적 정부를 설명하는 Proxy 값이라고
보기엔 한계가 있다. 이는 관료선발 방식과 관료제 운영방식만을 평가하는
지표일 뿐, 정부가 실제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행정부의 능력을
보여주는 변수는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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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법제도와 경제성장의 관계
끝으로 사법제도와 경제성장에 관한 연구에서는 주요 변수로서 법치(rule
of law)와 부정부패(corruption)가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였다. 법치주의와 경제성장의 이론적 관계는 신제도주의적
뿌리에

기반하고

있다.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이

감소할수록

경제적

효율성이 증가한다는 신제도주의 경제학의 논의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
논의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거래비용을 낮출수록 장기적인 자본투자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Borner et al., 1995; Olson, 1996). 이들이 말하는 제도의 핵심은
재산권(property right) 보호나 계약의 지속가능성 등으로서 시장에 대한
법치주의가 잘 정비된 나라일수록 시장경제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가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서 경제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Carothers, 2003). 때문에 법과 질서야말로 경제성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거버넌스 요소라고 인식되어 왔다.
실증연구를 통해서도 이러한 관계가 입증되었다. Acemoglu et al (2001)은
사유재산권을 잘 보호하는 나라일수록 외국자본의 투자(FDI)가 높아지며
이를 통해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실증연구를 통해 증명하였다.
그러나

법치주의와

경제발전의

상관관계는

높은

것으로

인정되나

그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결론 내릴 수는 없다는 주장도 있다. 이는
법치주의가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

직접적이라기

보다는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함으로 인해 간접적인 방식으로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Carothers, 2003).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법치주의와
경제성장의

인과관계

방향성을

규명하려고

하는

연구들이

계속해서

진행되었다. 예를 들어, Kaufmann and Kraay (2002) 는 경제성장이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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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을

이끌어

내는지

아니면

반대로

거버넌스

개선이

경제성장을

이끌어내는지 그 인과관계 방향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법치주의(Rule of
law)를 거버넌스의 대표적인 대리변수로 보고 실증분석한 결과 법치주의가
강화될수록

경제가

성장한다는

방향성을

확인하였다.

반대로

경제가

성장한다고 해서 반드시 법치주의가 확립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사법적 측면의 또 다른 변수로 부패방지(anti-corruption)와 경제성장에
관한 논의들이 있다. 제도개혁과 거버넌스 개혁이 강조된 지난 10여년간
국제기구와 양자간 공여기관들은 부패방지를 가장 중요한 전략으로 내세웠다.
또한 저개발국가들이 대체로 독재정권 혹은 권위주의 정치체제 하에 있으며,
가령

아프리카

대부분의

후견인정치(patronage)라는

점

나라들이
때문에

부정부패

일찍이

가능성이

부정부패와

높은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에 관한 연구들도 많이 진행되었다.
선행연구들은 부정부패로 인해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치적 부패가 제 3세계 국가들의 가장 큰 발전의 장애물임을
주장하였다(Castañeda, 2003). 예를 들어, 부정부패는 기업활동의 비용을
증대시키고 정당한 성과시스템을 왜곡하게 되며 인프라구조의 질을 하락시킬
위험이 있다. 나아가 법치주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게
하고 이로 인해 정부부문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게 되는 등의 부정적 비용이
발생하게 되어 경제성장에 해를 끼친다는 것이다(Everett, Neu, & Rahaman,
2007). 따라서 부정부패와

경제성장의

경로에

대한

실증연구에

따르면

부정부패를 방지하게 되면 민간시장이 활성화되어 경제성장이 가능해진다고
보았다. 가령 부패지수를 한 단위 향상시킨 국가에서 투자율이 4퍼센트
포인트 증가하고 연간 1인당 GDP 성장율은 0.5퍼센트 포인트 증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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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Mauro, 1998). 하지만 이렇듯 부패통제와 경제성장의 관계가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선진국을 제외하고 개발도상국들만을
분석했을 때는 양자간 관계의 설득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연구도 있다(Khan,
2006)

종합하자면,

정치제도

측면의

거버넌스,

행정제도

측면의

거버넌스,

사법제도 측면의 거버넌스 각각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이론적 전제 위에서
인과관계를 추정하였지만 실증연구들의 결과 중에는 찬반이 상당히 혼재된
연구결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연구들은 거버넌스
개선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을 뿐이고 빈곤감소의
직접적인

효과에

Scott(2010)은
거버넌스

대해서는

거버넌스

개혁이

다루고

실패가

빈곤감소에

있지

않다.

빈곤층에게
어떤

영향을

이에

어떤

대해

악영향을

미치는지에

Earle

and

끼치는지,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치적, 행정적, 사법적 측면의 거버넌스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과관계가 대체로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변수들이 궁극적으로 빈곤감소와
같은 개발의 결과물(outcome)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별도의 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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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5> 거버넌스와 경제성장에 관한 선행연구 정리
저자
Barro(1996)

연구대상
100개국(19601990)
5년단위
패널데이터

종속변수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

Tavares and
Waczairg(2001)

65개국
(1970-1989)
5년단위
패널데이터

경제성장율

Przeworski et al.
(2000)

135개
국가, 경제성장(growth of
total income, capital
1950년~1990년
stock, labor force)
기간
180개국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Percentage

Gerring et al.(2005)

(Growth rate of GDP
per capita )

(GDP growth rate)

change GDP per
capita growth rate)

Evans and
Rauch(1999)

35개
개발도상국
(1970-1990)

1인당
국민소득성장율
(total percent growth
in GDP per capita)

독립변수
민주주의
(정치참여수준으로
측정)

방법론
OLS

민주주의
(Freedom house 자료
이용, 0~1 로 측정)

패널분석
2SLS

정치체제(민주주의/독
재권위주의 0,1 변수)

OLS,
Probit,
2SLS
패널분석
(fixedeffects)

민주주의 역사 (Polity
IV 데이터의 Polity2
변수를 1900년 이후
모두 합하여 Stock 변수)

관료제 구조
(Weberiannes 로
명명하고 각국에서
설문조사를 통해 0-10
값으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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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S

함의(결과 및 한계점)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민주주의가
경제성장에 (-) 관계. Barro(1991) 모델은
경제성장추정모형의 기본식이 되고 있으며,
기존모형에 더하여서 정치참여정도 측정한 Gastil
지표 이용함.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의 관계는 Moderately
negative.
인적자원,
소득불평등,
정치적
불안정성, 시장왜곡, 정부지출, 무역개방도 등
민주주의와 경제성장 사이의 다양한 경로들을
동시에 분석하여 메커니즘을 밝히고자 시도함.
민주주와
경제성장은
상충관계가
아니며,
민주주의
국가와
권위주의
국가에서
경제성장률이 유사하게 나타남
민주주의를 단지 특정 시점의 정치제도화
수준으로 보지 않고 Stock 변수로 측정. 민주주의
역사가 긴 나라일수록 경제성장률이 더 높다는
것을 증명함
거버넌스와 경제성장이 관계가 있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행정구조와 경제성장의 관계라고 보고
관료제의 발전수준을 측정하려고 시도함. 관료제가
잘 발전된 나라일수록 경제성장율이 더 높다는 것을
입증함. 그러나 관료선발, 승진제도를 대상으로
측정한 Weberiannes 값이 효율적 정부를 설명하는
Proxy 값이라고 보기엔 한계가 있음.

저자
Mauro(1995)

Knack and
Keefer(1995)

연구대상
67개 국가
(1980-1983)

종속변수
투자율, 경제성장율

독립변수
관료효율성지수

(investment rate, and
the per capita GDP
growth rate)

(Bureaucracy Efficiency)
로서 사법제도 효율성,
Red tape과 부패 를
구분하여 측정

97개 국가
(1974-1989)

경제성장율
15년평균,
투자율 15년 평균

제도변수들

(GDP
per
capita
growth,
Private
investment/GDP)

Acemoglu et
al.(2001)

64개 국가

GDP per capita in
1995

Mauro(1998)

106개 국가

투자율, 경제성장율
(investment share to
GDP/GDP per capita),

방법론
OLS
2SLS

OLS

(ICRG:관료의 질, 정부
내 부패, Rule of law,
계약, 재산몰수 등 관련
5개
변수
총합하여
변수화
/
BERI:
행정지연,
재산국유화,
계약, 인프라 스트럭쳐
등 4개 변수 총합하여
변수화)

법치주의(Rule of law)
대리변수로서
재산권보호(protection
against expropriation)
부패지수
(Political Risk
Services 에서
부패지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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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한

함의(결과 및 한계점)
관료효율성 지수와 경제성장, 투자와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시도하여 관료효율성이 높을 수록
투자율이 높아지고, 경제성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혀냄. 하지만 관료효율성 지수의 하위
단위인 사법제도 효율성, 부패, 정부의 red tape
중에서 사법제도의 효율성은 엄격히 말하면 행정적
측면의 관료효율성 범주에 속할 수 없음.
North의 신제도주의적 이론에 기반, International
Country Risk Guide(ICRG), Business Environmental
Risk Intelligence (BERI) 자료를 활용해 국가의
제도적 수준을 측정하는 변수를 생성함. 그러나
행정적 측면과 사법적 측면을 하나의 변수로
총합하여 만들어 측정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특히
인프라스트럭쳐
변수도
제도변수에
포함시켰다는 점은 행정적 제도와 사법적 제도를
정확히 측정해 내는 Proxy 값이라고 볼 수 없음

OLS
2SLS

1차적으로 OLS 추정을 한 후, 식민지 시기의
영아사망율(mortality
rate)을
도구변수로
사용하여 추정.

OLS
2SLS

부패지수를 한 단위 향상시킨 국가에서 투자율이
4퍼센트 포인트 증가하고 연간 1인당 GDP
성장율은 0.5퍼센트 포인트 증가

2. 거버넌스와 빈곤감소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연구들은 거버넌스와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연구하였고, 거버넌스와 빈곤감소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룬 선행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하지만 경제성장이 이뤄진 뒤에 필연적
결과로서

빈곤감소가

항상

수반되는

것은

아니며,

나아가

빈곤감소는

경제성장 이외에도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가능하다(Lensink & White, 2000).
때문에 거버넌스와 경제성장에 관한 이론적 연구들을 거버넌스와 빈곤감소에
관한 이론적 연구로 직접적으로 치환하여 사용할 수도 없고(Varshney, 2000),
별도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1) 정치체제와 빈곤감소의 관계
거버넌스와 빈곤감소에 관한 선행연구 역시 정치제도 측면의 거버넌스,
행정제도 측면 그리고 사법제도 측면의 거버넌스로 분류하여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정치제도 측면의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들은 이론적 논의를
통해 민주주의(democracy)와 빈곤감소의 관계에 대해서 주로 논하고 있다.
민주주의와 빈곤에 관한 이론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축약될 수
있다(Ross,

2006).

첫째,

Sen(2000)은

민주주의가

발달될수록

빈곤층의

선거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이들에 대한 정치적 책임성이 커지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빈곤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는 빈곤층의
선거참여로 인해 이들에 대한 정치적 책임성(accountability)이 높아지고,
시민권의 확립(civil rights)으로 자신들의 이익관철을 위한 자원동원에 대해
빈곤층도 깨닫게 되면서 이들에 대한 정치적 책임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빈곤감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논리이다(Sen,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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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2000).
둘째, 민주주의 확립으로 아래로부터의 민의가 반영되어 빈곤해소를 위한
정책(pro-poor

policy)수립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민주주의 내에서 보장되는 언론의 자유(freedom of the process)로 인해서
빈곤층에게

정보가

제공되고,

이들이

공적인

토론에

참여하게

되면서

빈곤해소를 위한 가치가 정책의제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Sen,
1981, 1999, 2000).
셋째, 민주주의 국가일수록 선거과정에서 빈곤층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빈곤감소에 기여하는 공공재를 더 많이 제공하고, 더 많은 재분배정책을
실시하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빈곤감소에 기여한다는 설명이 있다(Lake &
Baum, 2001; Ross, 2006). 이는 정치학에서 말하는 중위투표자(median voter)
이론에

기반한

것으로서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서는

중위투표자의

소득(median income)이 평균 소득(mean income) 이하이므로 이들의 선호에
맞는 정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민주주의일 경우 재분배효과가 더 크다는
논리이다(Meltzer & Richard, 1981). 실제로 실증분석을 통해서 민주주의
국가가

권위주의

국가들보다

더

많은

재분배정책을

실시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Acemoglu & Robinson, 2006; Boix, 2003). 또한 민주주의와
공공재에 대한 정부지출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민주적 정부가 유권자에
호소하기 위하여 빈곤감소를 위한 공공재에 대해 더 많이 지출한다고
주장하였다(Bueno de Mesquita, Smith, Silverson, & Morrow, 2003; Ghobarah,
Huth, & Russett, 2004). 아프리카 44개국을 대상을 한 실증연구(Stasavage,
2005)와 라틴아메리카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Avelino, Brown, & Hunter, 2005;
Brown & Hunter, 2004; Kaufman & Segura-Ubiergo, 2001)에서 민주주의가
보건, 교육, 사회안전망 등에 더 많이 지출한다는 것이 증명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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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민주주의로부터 빈곤감소에 이르기까지의 이론적 메커니즘은 위와
같이 규명되었지만, 양자를 실증연구한 바에 따르면 민주주의와 빈곤감소의
양자간 관계를 다룬 연구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증연구의 결론이
혼재되어 있다. 초기의 연구들은 빈곤율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표가 아니라
개발의

결과물(outcome)

혹은

영향력(impact)이라고

할

수

있는

영아사망율(infant mortality)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빈곤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Boone(1996)은

정치체제와

개발결과의 관계를 연구하면서 민주주의 정치체제인 국가들이 그렇지 않은
권위주의

국가에

비해서

영아사망율이

32퍼센트

포인트

낮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그러나 이에 반하는 실증연구들도 있다. Varshney(2000)는 개발도상국의
빈곤율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민주주의가

빈곤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그 영향력이 아주 미미하다고 했다. 그 이유는 민주주의
하에서 빈곤층이 투표와 동원을 통해 빈곤감소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빈곤층의 집단행동을 이끌어 내기
어렵고 주로 비경제적인 이유에서 투표하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권위주의 국가들보다 빈곤감소의 성과가 미약하였다. 또한 Keefer
and Khemani(2005)에 따르면 후진국에서는 신생민주주의 체제가 불완전하여
투표자의 선호가 왜곡되기 때문에 중위투표자 모델이 적용되기 어렵다.
정치인들의 성과에 대해 유권자가 가진 정보가 부족하고, 인종, 지역, 언어
등으로 사회가 분절화(fragmentation)되어 있기 때문에 계급투표가 아닌
정체성에 의한 투표(identity-based voting)가 일어나며, 정치적 공약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라 할지라도 빈곤감소에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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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Ross(2006)는 실증연구를 통해 민주주의로 인한 빈곤감소 효과는
없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비록 민주주의 국가들이 교육과 보건분야 등
공공재에

대해

정부지출을

더

많이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개발결과(developmental outcome)중 하나인 영아사망율이란 계량적인 수치로
실증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의 연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빈곤감소를 위한 공공재 지출을 할지라도 궁극적인
목표인 빈곤감소라는 결과(outcome)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상의 연구들을 요약하면 민주주의가 빈곤감소로 귀결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추론이 가능하지만 실제 개도국의 현실에서 이것이
발현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

빈곤층이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첫번째 단계로 이들 유권자 집단에 대한 정치적 책임성이
증가하여야 하고, 두번째 단계에서는 증대된 책임성에 기반하여 실질적으로
빈곤감소를 위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빈곤감소가
이뤄진다는 것이 이론적 메커니즘인데, 이 복잡한 메커니즘이 현실에서
그대로 구현대로 기대했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보다 필요하다.

2) 행정능력과 빈곤감소의 관계
행정적 측면에서의 거버넌스, 즉 정부의 능력이나 관료제의 수준과
빈곤감소에 관한 연구의 대표적인 예로서 Henderson et al.(2007)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들은 Evans and Rauch(1999)에서 사용했던 관료제의 수준을
나타내는 베버리안 지수와 빈곤계층의 소득(하위 5분위 소득)을 분석한 결과
관료의 능력과 빈곤감소는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또한
Kafuman et al(1999)의 연구는 정부가 좋은 정책(sound policies)을 다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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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능력을

정부효과성이란

지표로

설명하고,

이

지표와

다양한

개발결과들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그들은 영아사망율, 문자해독율과 같은
개발결과들과 관련성을 연구하였는데,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정부효과성이
한

단위

증가할수록

영아사망율은

2.5~4배

감소하고,

문자해독율은

15~25퍼센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도 사례 연구를 통해 행정적 측면의 거버넌스와 빈곤감소의 관계를
입증한

연구들이

있다.

동아시아

사례를

지목하면서

정부가

공공재와

사회보호제도를 통해 포괄적이고 평등한 개발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Jacobs, 2009). 그 밖에 아프리카나
서남아시아 등 저개발국가에서 시행된 개별 행정개혁 프로젝트들이 어떻게
빈곤층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본 사례연구들도 있다.
하지만

행정제도

측면의

거버넌스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관료제의

발달정도와 빈곤감소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을 뿐이며 국가의 전반적인
행정능력과 빈곤감소에 대한 이론적인 추론을 시도하거나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들은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사법제도와 빈곤감소의 관계
사법제도 측면의 거버넌스라고 할 수 있는 법치주의와 부패통제에 관한
선행연구들도 빈곤감소와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연구한 경우는 많지 않기에
법치주의가 빈곤감소를 위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Anderson, 2003). 선행연구들은 법치주의가
확립되면 경제성장(economic growth)을 통해 빈곤감소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본다.

법치주의

확보를

통해

민간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여

경제성장을 이룬 뒤에 형평성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이다(Ha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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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ra, & Ulubasoglu, 2007). 그런데 양자간에 인과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실증연구가 있다. Son and Kakwani(2008)에 따르면 1984년에서
2001년까지 80개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법치주의(rule of law)와
빈곤층을 위한 성장(pro-poor growth)간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나타났다.
빈곤과 부패통제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도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단일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지수(corruption index)를
활용하여 불평등과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부패지수가 한
단위(1 표준편차) 악화될수록 지니계수가 11포인트 증가하고, 빈곤층의 연간
소득 증가율을 4.7퍼센트 포인트 감소한다는 것을 밝혔다. 이를 통해 부패를
개혁하게 될 경우 불평등 완화와 빈곤감소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였다(Gupta,
Davoodi, & Alonso-Terme, 2002).
하지만 빈곤이 부패의 결과인지 아니면 원인인지에 대해 확언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실증연구에서 사용하는 부패지수의 경우에 대체로
관련분야 종사자들의 인식조사를 종합한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으로 빈곤한
국가들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더욱 부패하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빈곤이 부패의 원인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Mauro, 1998). 앞서
부패통제와 경제성장의 관계에서도 개발도상국의 경우만 한정하여 봤을 때
뚜렷한 인과관계를 말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었다. 부패와 빈곤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실증연구를 통해 양자간 관계를 다룬 연구가 많지
않으며 특히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양자간 직접적 관계를 검증한 연구는
더욱 부족하다. 그렇지만 역사적 경험에 비춰볼 때 민주주의를 도입한
국가보다 부정부패가 만연한 독재정권 하에서 빈곤인구가 더 많다는 점에
근거하여 국제기구들은 부패통제를 거버넌스 개혁의 가장 중요한 아젠다
중에 하나로 장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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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6> 거버넌스와 빈곤감소에 관한 선행연구 정리
연구

연구대상

종속변수

독립변수

방법론

함의(결과 및 한계점)

Boone(1996)

97개 개도국
(1971-80, 8190 10년
평균데이터로
패널구성)

개발결과영아사망율(Log
Infant mortality)

정치체제 더미변수

Pooled OLS

민주주의 정치체제일 수록 영아사망율이 32.8% 낮음.
정치체제를 Democratic regime, Socialist regime,
Military authoritarian regime 세가지로 더미변수
처리함

Ross(2006)

150개 국가

영아
및
아동사망율(Log
Infant
/Child
mortality)

민주주의 시행한
기간 (민주주의
정도 나타내는
Polity 변수 활용)

패널 고정효과,
OLS(Lagged
Dependent
variable 모형)

기존 연구들이 권위주의 국가는 아예 분석에서
제외한 Selection Bias 있다고 보고 독재국가들의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고
추정(imputation)하여
데이터를 구성.

Henderson et
al(2007))

29개
개발도상국

하위5분위 계층의
소득(1970-90년
평균치)

관료제 지수
(Weberianness
scale)

OLS

Son and
Kakwani(2007)

80개 국가
(1984-2001)

Rule of Law
(WGI data)

분산분석
(카이제곱 분석)

Goupta et al
(2002)

38개국
(1980-97)

Pro-poor growth
(빈곤층에게
유익한 경제성장)
지니계수 (D&S
data), 빈곤 (하위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지수,
ICRG/BI 의
부패측정 지수

OLS
2SLS

Evans and Rauch (1999) 분석틀 활용하여 관료제
발전수준과 빈곤감소의 관계를 연구. 인과관계에 대한
결론은 유보, 상관관계는 있는 것으로 나타남. Ethnic
Fraction, Initial human capital, Investment share, Gini
coefficient, Initial GDP/capita, 개도국 더미변수 등을
통제변수로 활용
시장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재산권 보호 등을
대표하는 법치주의 관련 거버넌스 지수와 빈곤층을
위한 성장 지표간에 양자간 관계 없음
부정부패가 불평등과 빈곤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분석함. 부패지수가 한 단위(1 표준편차) 악화될수록
지니계수가 11포인트 상승하고, 빈곤층의 연간 소득
증가율을 4.7퍼센트 포인트 감소함.

5분위 계층의 1인당
GDP 성장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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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의 한계점과 본 연구에의 함의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첫째, 거버넌스와 빈곤감소에 대해
직접적으로

다룬

논문은

많지

않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일인당

국민소득과 거버넌스의 관계에 대해 실증분석을 시도하고 있고, 거버넌스의
개선을 통해 개발의 결과(outcome)가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다룬 논문들은
주로 영아사망율(mortality rate)을 종속변수로 이용한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개발도상국에서 빈곤에 관한 신뢰할만한 통계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구조적인

문제점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새천년개발계획(MDGs)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빈곤율 감소를 제 1목표로
설정하고 추진해 온 만큼 1990년대 이후 각 국가의 빈곤율에 대한 자료가
축적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활용하여 빈곤에 관한 연구를 새롭게 시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거버넌스와 빈곤의 관계에 대해 다룬 논문들은 거버넌스의 한
측면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루고 있을 뿐이고 종합적인 시각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거버넌스가 다차원적이라는 점을 전제할 때, 그 중
구체적으로 어떤 채널을 통해 인과관계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특히 현재 국제기구에서 사용되는 거버넌스의 개념이 상당히
포괄적이라는 점에서 보다 구체적인 인과관계 경로를 찾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기존 연구들은 민주주의와 빈곤의 관계에 대해
다루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비교정치학에서 이론적인 논의가
진행되어

왔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또한

법치주의가

안정되었는지,

부패통제나 재산권보호 같은 것이 빈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주로
다루고 있다. 본 논문에서 고려하고자 하는 바와 같이 행정제도 측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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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한 개념으로서 거버넌스와 빈곤감소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검증하고 있는
선행연구는 더욱 부족하다. 행정능력과 관련된 논의에서는 주로 관료들의
능력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관료제의 발전수준과 국가경제 발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만 논하고 있다. 빈곤감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정책결정
및 집행능력에 대해서는 실증적으로 다루고 있지 못하다. 이에 본 논문은
거버넌스의 정치적, 행정적, 사법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버넌스와
빈곤감소의 관계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에도
과연 거버넌스 개선이 빈곤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비판적으로 검증해
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며 그것이 선행연구와의 차별점이다.
셋째, 거버넌스의 영향력에 대해 일관성 있는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못하고 있다. 국가간 비교연구에서는 연구자의 통계추론방식에 따라서 혹은
모델을

어떻게

설정하느냐(model

specification)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도출되는 일이 많다. 앞서 밝혔듯이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의 관계에 관한
연구의 경우에도 긍정적 방향(+), 부정적 방향(-) 모두 실증연구에 의해
입증되었고 각각의 입장 모두 나름의 이론적 근거에 의해 추론 메커니즘을
갖고 있어 상호간 반박이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결국은 이를 통합하여
민주주의라는 체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부의 상호작용, 국가의
특수한 상황 등이 경제성장과 관련이 있다는 결론으로 귀결되었다. 또한
거버넌스에 대한 실증연구들과 관련된 이론적 논의들은 결국은 개발도상국이
처한

역사제도적

맥락(context)과

상황(contingency)에

따라

거버넌스가

경제성장과 빈곤감소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진다는 결론으로 귀결되고 있다.
이 또한 당위적인 결론이기는 하지만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게 된다는 한계가 있다. 이렇듯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비교연구가

가지는

한계

중

하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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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내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역학관계(dynamics)를 설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일반화를 위해
특수성을 간과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는 실증연구를 통해서 거버넌스 개선과 빈곤감소의 관계에 대해 모색하되,
실증분석에 추가하여 사례연구를 시도한다. 이를 통해 거버넌스 개선과
빈곤감소의 관계가 개발도상국에서 실제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모색하도록
한다.

4. 가설의 설정

본 논문에서는 거버넌스를 “한 국가의 능력(state’s capability)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정치적,

행정적,

사법적

통치제도

전반을

관리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에 기반하여 첫째, 거버넌스 개선이 과연 빈곤감소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둘째, 만일 빈곤감소 효과가 있다면 어떤
연결고리(linkage)를

통해

거버넌스가

빈곤감소에

영향을

미치는가?

를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통해 그 이론적 가능성(plausibility)를 탐색하고자 한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거버넌스의 하위개념 중 한 측면과 관련된
변수만을 분석하여 그 인과관계를 밝혔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현실에서는
어느 하나의 제도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개혁조치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또한 제도들도 중첩되어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거버넌스 개혁 조치들을 받아들여 실행하는 개발도상국들 입장에서도 제안된
모든

제도개혁을

실시하면

공공분야가

발전하고

나아가

경제발전

및

빈곤감소가 이뤄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만 한정된 예산과 통치 능력
때문에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추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거버넌스 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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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오는 여러 가지 개혁방안 중에서 특히 개발도상국이 지향하는 빈곤
감소와 더욱 강한 인과관계를 가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거버넌스와 빈곤의 관계를 검토하되 어떤 채널을 통해
거버넌스 개혁이 빈곤감소로 이어지는지, 과연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거버넌스 개혁은 어떤 분야인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앞서 정리한 세 개의 범주, 여섯 개의 거버넌스 하위개념을 대표하는
변수들을 하나의 분석모형에서 분석한다. 이하에서는 거버넌스의 세 가지
차원, 즉 정치, 행정, 사법제도 측면의 거버넌스와 빈곤의 관계에 대해
가설을 설정한다.

1) 정치 거버넌스의 공고화와 빈곤
선행연구

중에서

민주주의인가

아닌가

그

정치체제만을

놓고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여 빈곤이 감소되는지 여부를 탐색한 연구들은 합의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였다. 그보다는 각 정치체제의 내부적 특성에 기인하여
경제성장과 빈곤감소 효과가 달라진다고 보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치적 측면의 거버넌스가 체재 내부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빈곤감소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탐색해보고자

한다.

정치제도적 측면의 거버넌스가 빈곤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두 가지
경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정치제도, 특히 선거경쟁이 활성화되어 일반 국민들의 정치참여가
활발해짐으로써 빈곤층의 요구가 정책과정에 투입되고, 동시에 정치인들도
빈곤층에 대한 책임성이 높아져서 빈곤해소를 위한 정책을 생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빈곤해소에 기여할 것이다. 이는 Sen이 주장한 바와 같이
민주주의가 빈곤감소에 기여하는 이론적 메커니즘에 기반하되(Sen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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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2000) 보다

구체적으로

빈곤층의

정치참여가

활발해져서

이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고, 정치인들이 빈곤층에 대한 책임성이 높아질 때
실제로 빈곤감소가 달성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둘째, 정치제도가 안정화되어 정치적 갈등과 폭력이 줄어들게 되면
빈곤이 감소할 것이다. 일찍이 정치적 불안정이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한 Barro(1991)의 연구 이후에 많은 실증연구들이 정치적
위기와 불안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연구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정치적

불안정은

빈곤을

악화시킨다.

많은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가에서 단순히 민주주의로의 체제전환만으로 정치제도가 진보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민주화 이후에서 체제전복이나 쿠테타 등 정치적 불안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오히려 정치적 폭력(political violence)이 증대되는 경우가
많다(Collier, 2009). 이로 인해 정상적인 통치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것이 극심한 빈곤의 원인이 된다. 특히 아프리카나 서남아시아와 같이
내전과 갈등이 심각한 최빈국에서는 이른바 갈등의 덫(conflict trap)이
원인이 되어서 빈곤을 악화시키는 사례가 많다(Collier, 2007). 이러한 점에
기반하여 생각해 보면 정치체제 내에서 갈등과 내전이 줄어들고 정치가
안정화가 될수록 빈곤이 감소될 것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이상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 1. 정치제도 거버넌스가 공고화될수록 빈곤이 감소할 것이다
가설 1-1. 정치적 참여와 책임성이 높아질수록 빈곤이 감소할 것이다.
가설 1-2. 정치적 갈등과 폭력이 줄어들수록 빈곤이 감소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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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 거버넌스의 효과성과 빈곤
앞서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정치제도

측면과

사법제도

측면의

거버넌스가 경제성장과 빈곤에 미치는 영향은 다수의 연구를 통해 검증이
시도되었으나 행정제도 측면의 거버넌스를 직접적으로 빈곤문제와 연계한
경우는 많지 않다. 보다 포괄적으로는 행정과 빈곤문제를 연계하여 연구한
경우가 드물다(Kim, 2012).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위하여
특히 행정제도 측면의 거버넌스와 빈곤감소의 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기존
연구들은

행정제도

측면의

거버넌스를

단지

관료제의

발달수준만으로

측정하여 연구하였다(Evans and Rauch 1999, Henderson et al. 2007). 즉,
관료들의 선발방식과 관료제 운영방식을 지표화한 변수와 경제성장 및
빈곤감소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제도 측면의 거버넌스가
빈곤감소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결정한 정책이 실질적인 집행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잘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는 많은 저개발국가에서 정부의
집행능력이 미비하여 빈곤층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도 서비스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누수(leakage)가 발생하여 정책대상집단인 빈곤층에게 그 서비스가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만성적 집행실패가 만성적 빈곤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올바른 정책을 결정하고
잘 집행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을 때 빈곤감소의 효과성도 향상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능력이

실제로

빈곤감소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분석하고 한다.
한편 위와 같이 정부조직이 빈곤감소를 위한 정책수단을 선택하고 직접
집행하여 빈곤을 감소시킬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경로는 정부의 전반적인
규제능력과 정책환경조성 능력을 통해 민간 영역(private sector)이 발전하고
이를

통해서

빈곤이

감소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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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감소가

정부의

직접적인

구빈정책에 의해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며 경제정책을 비롯하여 전반적으로
시장경제를 활성화하는 정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빈곤감소에
기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전자의 메커니즘과 비교할 때 간접적인 경로라고
말할 수도 있다.

이러한 두 가지 경로를 고려하여 가설을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2. 행정제도 측면의 거버넌스가 효과적일수록 빈곤이 감소할 것이다.
가설 2-1. 정부의 정책결정 및 집행능력이 효과적일수록 빈곤이 감소할 것이다.
가설 2-2. 정부의 시장규제능력이 효율적일수록 빈곤이 감소할 것이다.

3) 사법 거버넌스의 착근성과 빈곤
그동안

거버넌스의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법치주의를

확보하고

부정부패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었다. 법치주의가 확보되어야만
경제성장이 이뤄지고 빈곤감소가 가능하다는 전제 때문이었다. 선행연구
검토에서 서술하였지만 지금까지 국제개발협력에서 주장되는 법치주의(rule
of law)란 결국 재산권(property rights)의 보호와 계약의 지속적 이행가능성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실상 시장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사법제도가
뒷받침을 해야 궁극적으로 최빈국의 경제발전이 가능하고 나아가 빈곤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부정부패를

개혁하는

것이

빈곤감소에

도움이

된다는

것도

신제도주의 경제학의 거래비용 논의와 관련이 있다. 많은 저개발국가에서
관료들이

법을

준수하지

않고

뇌물을

요구함으로써

시장

경제활동을

주도하는 행위자들의 거래비용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최빈국에서 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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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감소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부정부패를 개혁하게 될
경우 거래비용이 줄어들면서 민간 시장경제가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빈곤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경로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 3. 사법제도 측면의 거버넌스가 정착될수록 빈곤이 감소할 것이다.
가설 3-1. 법치주의가 확보될수록 빈곤이 감소할 것이다.
가설 3-2. 부정부패가 감소할수록 빈곤이 감소할 것이다.

이 연구의 분석틀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2-5>와 같다. 앞서
가설 설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빈곤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제도 측면의
거버넌스는

정치참여와

책임성(voice

and

accountability)과

정치적

안정성(political stability)으로 구성되며, 행정제도 측면의 거버넌스는 정부의
관리능력을

의미하는

정부규제능력(regulatory

정부효과성(government

quality)으로

구성된다.

끝으로

effectiveness)과
사법제도

측면의

거버넌스는 법치주의(rule of law)와 부패통제(control of corruption)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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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5> 연구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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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설계

제1절 분석모형

본 연구는 거버넌스가 빈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패널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모형을 설정하였다.

아래첨자 i, t는 각 국가와 연도를 나타내며, Yit
국가의

연도별

빈곤율을

의미한다.

Political

는 종속변수로서 각

Governance는

본

연구의

독립변수로서 정치제도 측면의 거버넌스(정치참여와 책임성, 정치안정성)를
의미하며,

Administrative

Governance는

행정제도

측면의

거버넌스(정부

효과성, 정부규제능력)을 의미한다. 끝으로 Judicial Governance는 사법제도
측면의

거버넌스(법치주의,

통제변수로서

경제발전수준,

부패통제)를
무역개방도,

의미한다.

그

정부지출규모,

밖의

변수들은

원조규모

등을

포함한다.
패널분석은

시계열

분석과

횡단면

분석을

동시에

수행하는

분석모형으로서 각 개체를 반복하여 관찰하기 때문에 동적 관계를 추정할 수
있고, 각 개체들의 관찰되지 않는 이질성 요인을 모형에서 고려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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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민인식&최필선,

2009:3).

패널데이터에는

횡단면데이터와

시계열데이터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차항에 이분산성이
있거나 자기상관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패널 개체의 관찰되지 않는
이질성(unobserved heterogeneity)이 오차항에 포함되어 오차항과 설명변수
사이에

상관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OLS

추정량은

일치추정량(consistent estimator)이 되지 못한다(민인식 & 최필선, 2009, p.
90). 본 연구를 위해 먼저 오차항의 이분산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잔차
그래프를 그려보고, Breusch-Pagan 검정 및 White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동분산성 귀무가설이 기각되어 이분산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Breusch-Pagan 검정 통계량 Chi2(1)=54.21 (P<0.01) 및 White 검정 통계량
Chi2(65)=54.21=149.17 (P<0.01) 모두 이분산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Pooled-OLS 가 아닌 패널분석을 실시한다.
패널분석방법은 오차항에 대한

가정을

기반으로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s Model)과 확률효과모형(Random-effects Model)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오차항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지만 관측이 불가능한(unobservable) 특성을
의미하는데 오차항을 추정해야 하는 모수(parameter)로 간주하느냐 혹은
확률변수(random

variable)로

간주하느냐에

따라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으로 구분한다. 패널선형회귀모형(Yit=α+βxit+ui+εit)에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패널의 개체특성을 의미하는 ui 와 시간과 패널개체에 따라
변하는 오차항 εit가 있다. 고정효과모형은 관찰되지 않는 특성 ui 가
국가별로

다르다고

보고

이를

추정해야

할

모수라고

본다.

반면

확률효과모형은 오차항 ui가 확률분포를 따른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국가간 비교연구에서는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하는데 이는 첫째,
모집단에서 추출한 표본이 아니기 때문에 오차항이 확률분포를 따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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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할 수 없으므로 고정효과모형이 더 적절하다(민인식 & 최필선, 2009, p.
193). 둘째, 고정효과모형을 통해 추정하게 될 경우 국가별로 관측불가능한
요소들을 통제하는 효과가 있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정효과모형의 경우
국가별로 상수항(α+ ui )이 다르다고 보고 더미변수를 생성하여 추정하기
때문에 LSDV(Least Square Dummmy Variable) 추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곧 너무 많은 자유도를 소모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독립변수에 대한
계수값이 정확성을 잃게 된다는 우려도 있다. 따라서 패널분석 시에는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

중

어떤

것이

더

적합한지는

하우스만

검정(Hausman test)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본 연구 역시 하우스만 테스트를
통해 두 모형 중 적합한 모형을 선택하여 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겠다.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범위
본 연구는 2002년부터 2009년까지 개발도상국 98개국을 대상으로 패널
13

데이터를 불균형(unbalanced) 패널자료 형태로 구축하였다 . ‘개발도상국’ 의
정의는 세계은행이 정의한 기준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학계 및 국제기구들이
사용하는 정의를 준용하였다. 이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은 2011년 기준 1인당
국민총소득(GNI,

Gross

National

의미한다. 이를

보다

세분화하여

Income)이

USD

12,475

상위-중소득국가(upper

이하인

국가를

middle income

countries; USD 4,036~12,475), 하위-중소득국가(lower middle income countries;
USD 1,026~4,035), 저소득국가(low income countries; USD 1,025 이하)로도
13

전 세계 국가 수는 UN가입국 기준으로 193개국, 세계은행 가입국 기준으로는 188

개국이며, 인구 3만명 이상 경제공동체를 모두 포함할 경우 214개로 보기도 한다. 미
국 CIA는 238개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중에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정의
에 근거하여 98개국만 분석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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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의에 기반하여 각 변수들에 대한 자료가 수집
가능한 국가를 선정한 결과, 분석에는 총 98개 개발도상국을 활용하게
되었다.
또한 본 연구는 이들 98개국을 지역에 따라 6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비교국가 연구에서 지역을 구분할 경우 주로 7개의
범주로 나누는데, 첫째, 선진국(developed countries) 혹은 OECD 가입국가를
별도로

구분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6개

범주로

구분한다. 즉, 동아시아 및 환태평양 지역(East Asia and the Pacific), 유럽
및 중앙아시아(Europe and Central Asia), 라틴 아메리카 및 캐러비안(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중동 및 북아프리카(Middle East and North
Africa), 서남아시아(South Asia), 사하라이남 아프리카(Sub-Saharan Africa)로
구분하는 것이 관례이다. 분석을 위해서 연구대상 98개국을 이상과 같이
6개의 지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의 연구문제가 빈곤감소에 대한 것이므로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최빈국과 그렇지 않은 나라를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는 UN
이 정한 저개발국가(LDCs, Less-Developed Countries)에 대한 규정에 따르면
1인당

국민총소득(GNI

per

capita)과

같은

경제발전

수준뿐만

아니라

인적자원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를 활용하고 그 밖에 경제적
취약성과 사회개발 수준 등을 종합하여 저개발국가를 구분한다. 이에 따르면
2011년 현재, 48개국이 저개발국가로 구분된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의
적도기니(Equatorial Guinea)의 경우 산유국이기 때문에 국민소득 기준으로는
고소득 국가에 속하게 되지만, 빈곤선 이하 인구비율이 76%에 달하는
저개발국가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발전수준이 낮은 저개발국가는 별도로 분류하여 다양한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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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하고자 한다.
이상에서

밝힌

바와

같은

연구대상

개발도상국

98개국을

지역별로

14

분류하여 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

<표 3- 1> 연구대상 98개 개발도상국
Region

Country

동아시아 환태평양
East Asia and the Pacific
(9개국)

Cambodia, China, Fiji, Indonesia,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Malaysia, Philippines,
Thailand, Vietnam

유럽 및 중앙아시아
Europe and Central Asia
(17개국)

Albania, Armenia, Azerbaijan, Belarus, Bosnia and
Herzegovina, Georgia, Kazakhstan, Kyrgyzstan,
Latvia,
Lithuania,
Macedonia,
Moldova,
Montenegro, Russian Federation, Serbia, Tajikistan,
Ukraine
Argentina, Bolivia, Brazil, Chile, Colombia,
Comoros, Costa Rica, Dominican Republic,
Ecuador, El Salvador, Guatemala, Honduras,
Jamaica, Mexico, Nicaragua, Panama, Paraguay,
Peru, Uruguay, Venezuela
Egypt, Iran, Iraq, Jordan, Morocco, Syria, Tunisia,
Turkey, Yemen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20개국)
중동 및 북아프리카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9개국)
서남아시아
South Asia
(6개국)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Sub-Saharan Africa
(37개국)

14

Bangladesh, Bhutan, India, Nepal, Pakistan, Sri
Lanka
Benin, Burkina Faso, Burundi, Cameroon, Cape
Verde, Central African Republic, Chad, Côte
d’Ivoire, Djibouti, Ethiopia, Gabon, Ghana, Guinea,
Guinea-Bissau,
Kenya,
Lesotho,
Liberia,
Madagascar,
Malawi,
Mali,
Mauritania,
Mozambique, Namibia, Niger, Nigeria, Republic of
the Congo, Rwanda, Senegal, Sierra Leone, South
Africa, Sudan, Swaziland, Tanzania, The Gambia,
Togo, Uganda, Zambia

사회경제적 발전수준에 따른 연구대상 국가 구분은 <부록 2>에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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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기간은 2002년부터 2009년까지로 설정한다. 이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째, 2000년에 새천년개발계획(MDG)이 시작된 이래 거버넌스
개선이 개발도상국에서 가장 중요한 개발정책의 과제가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버넌스 개선이라는 정책수단이 그 정책목표라고 할 수 있는
빈곤감소와

인과관계를

가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에서다.

둘째,

데이터의 현실적 제약 때문이다. 특히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신뢰할만한

데이터를

구축하기가

어려운데,

다행히

MDG

수립

이후

국제기구의 정책모니터가 지속적으로 이어졌고, 정보화의 영향으로 인해서
2000년 이후 데이터는 연도별로 구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2000년
이전의

데이터는

현실적으로

수집하기가

어렵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그리고 통제변수에 대해서는 다시 후술하겠지만 가능한 많은 국가들의
데이터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위해서 2000년 이후를 연구대상으로 하고자
하며, 특히 MDG가 본격적으로 실행되고 거버넌스 개선 정도가 연차적으로
모니터되기 시작한 2002년도 이후 자료를 활용하여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가 주목하는 빈곤율에 관한 종속변수가
연구하는

현

시점(2012년)에서는

2009년도까지

보고되어

있기

때문에

실증분석의 대상은 2009년 데이터까지로 한정하도록 한다.

제3절 변수의 설정

1. 독립변수의 설정

본 연구의 분석틀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독립변수로서 개발도상국의
거버넌스를 3개의 차원(dimension), 6개의 하위지표로 나누어서 분석하고자
102

한다. 이를 위해서 World Governance Indicator(WGI)를 사용하도록 한다.
이는

세계은행

연구팀에

의해

개발된

거버넌스

평가지표로서

그동안

거버넌스의 도구적 유용성에 대해 탐색하는 많은 연구들이 이 지표를 사용해
왔다. 또한 국제기구에서는 이 지표를 바탕으로 원조를 결정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하기도
것인가를

했다.

따라서

비판적으로

실제

탐색하고자

거버넌스와
하는

본

빈곤이

어떤

연구에서는

관계를

보일

주류연구자들이

개발하고 사용하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1) 독립변수의 조작적 정의
앞서

선행연구

검토와

연구분석틀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

연구는

거버넌스가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보았다. 첫째, 정치제도
측면의 거버넌스, 둘째, 행정제도 측면의 거버넌스, 셋째, 사법제도 측면의
거버넌스라고 범주화하였다.
첫째, 정치제도 측면의 거버넌스란 정치참여가 얼마나 제도화되어 있는지,
정치체제를 선택하는 방식이 안정적인지로 정의를 내릴 수 있다. 둘째,
행정제도 측면의 거버넌스는 정부가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결정구조와 집행구조를 갖추고 있는지, 또한 실제
시장영역을 잘 규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로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셋째, 사법제도 측면의 거버넌스는 제도 내의 행위자들이 얼마나 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법치주의 확립정도와 부정부패가 잘
통제되고 있는지 여부로 정의를 내릴 수 있다.
거버넌스와 빈곤감소의 관계를 분석함에 있어서 WGI를 구성하고 있는
6개 하위지표를 이상의 3개 차원으로 나누어 독립변수로 활용하도록 한다.
거버넌스

지표를

이상의

범주에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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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해

보면,

첫째,

정치참여와

책임성을 의미하는 voice and accountability, 둘째, 정치적 안정성을 의미하는
political stability and absence of violence/terrorism가 정치제도 측면의
거버넌스이고, 셋째, 정부의 정책 결정 및 집행능력을 의미하는 government
effectiveness, 넷째, 정부의 시장규제능력을 의미하는 regulatory Quality가
행정제도 측면의 거버넌스이다. 다섯째, 재산권 보호 등의 법치주의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의미하는 rule of Law, 여섯째, 부정부패를 잘 통제하고
있는지를 뜻하는 control of corruption 은 사법제도 측면의 거버넌스로
구분할 수 있다.
WGI가 사용한 원자료와 하위 개념별 측정자료를 보면 정치참여와 책임성
변수는 일반 국민의 정치참여 정도, 민주주의의 기본구성요건인 표현, 집회,
언론의 자유 정도, 선거를 통해 선출된 정치인의 책임성 등을 종합하여
점수화한다.

정치적

안정성의

경우

정치제제의

불안,

폭력에

의한

전복가능성의 정도, 인종간 갈등 등을 종합하여 점수화한다. 정부효과성은
정책목표를 효과적,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정책결정 및 집행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공공서비스의 질, 공무원의 질, 정책형성과 집행의 질,
정부의

정책집행에

대한

신뢰도

등의

항목을

종합하여

점수화한다.

정부규제능력은 정부가 민간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나 관련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능력을 종합하여 점수화한다. 법치주의는 공공기관들이
법규를

준수하는

정도,

계약이행과

재산권이

보호되는

정도,

사법

및

치안기관의 질을 종합하여 점수화한다. 끝으로 부패통제의 경우 권력이
사적용도로 이용되는지 정도, 뇌물과 부정부패가 통용되는 정도, 지배층이
15

사적 이익에 포획되어 있는지 정도 등의 항목을 종합하여 점수화한다 .

15

WGI 거버넌스 지표 산출을 위해 사용된 원자료(underlying raw data) 출처와 각

변수별 측정항목은 <부록 1>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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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GI 데이터와 측정방법

사실 국제개발협력을 연구하는 학자들과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제도개혁과
국가의 역할이 다시금 주목을 받기 시작한 지난 1990년대 중반 이후
지금까지 거버넌스의 질(quality of governance)을 평가하려는 시도가 많았다.
이러한

시도는

국제개발협력

관련

연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일찍이

비교정치 연구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비교연구를 시작한 이래 많은 지표들이
개발되었으며, 행정학 분야에서도 역시 2000년대 이후 거버넌스의 질과
관련하여 이에 대해 개념을 규정하는 연구나 혹은 기존의 지표들을 해석하여
적용하는 연구들이 많이 시도되고 있다(예를 들어, Gene A. Brewer, Yujin
Choi, & Richard M. Walker, 2007; Rothstein & Teorell, 2008b).
앞서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민주주의에 대한 비교정치 연구에서
국가들의

민주주의

발전현황을

비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표들을

개발하였다. Freedom House의 자료를 이용하여 정치적 자유(civil liberties)의
정도를 측정하고 이와 경제성장과의 인과관계를 학문적 연구에 활용한
사례도 있었으며(Isham, Kaufmann, & Pritchett, 1997; Kormendi & Meguire,
1985; Scully, 1988), 정치적 권리(political rights) 정도를 측정한 지표를
이용하여 민주주의 정도와 경제성장의 관계를 연구하기도 했다(Barro, 1996;
Helliwell, 1994). 정치적 위험이나 불안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를 경제성장과
연계하여 연구할 때는 주로 International Country Risk Guide (ICRG)를
사용하여 연구하였다. 혹은 기업의 경제활동 환경을 평가하기 위해 측정된

Business Environment Risk Intelligence (BERI) 지표 중에서 관료들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내포하고 있는 ‘Quality of Bureaucracy’ 지표를 이용하여
이것이

경제성장율에

미치는

영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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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연구하기도

했다(Chong

&

Calderón, 2000; Knack & Keefer, 1995). 또는 World Value Survey 를
이용하여 정부에 대한 신뢰를 측정한 항목을 계량연구에 활용하여 이와
경제성장의 관계를 연구한 논문도 등장하였다(Knack & Keefer, 1997). 최근
비교정치 연구에서는 160개국 이상의 체제유형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Polity IV 지표도 자주 사용되고 있다(Monty G. & Keith, 2011)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이렇듯 하나의 자료원에 근거하여 거버넌스 측정을
위한 지표를 산정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여러 가지 자료원으로부터
하나의

총합된

지표(aggregate

index)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시도가

시작되었다. 이는 거버넌스의 질을 평가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의 노력과
관련이 있는데,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부패인식지수
(Corruption Perceptions Index)가 바로 그 예이다. 부패인식지수는 전문가들과
투자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총합하여 만든 데이터인데, 1995년 처음
발표되었을

당시

7개의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41개국에

대한

지표를

발표하였다. 이후 1999년에는 14개의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99개 국가에 대한
부패지수를

발표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이

하나의

설문조사에

의존하여

지표를 개발했던 반면에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지수는 여러 개의 가용한
설문조사를 하나로 총합하여 지표를 산출하는 방식을 도입하였다. 이후
국가간 비교를 위해서 여러 개의 설문조사를 총합하여 하나의 계량적 지표로
계산하는 지표 산출방식이 더욱 활성화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등장한 것이 세계은행의 World Governance Indicator (WGI)
이다. 거버넌스의 질을 평가하고자 하는 목적 하에서 가용한 모든 자료들을
종합하여 전 세계 200여개 국가를 대상으로 거버넌스 지표를 추정한 것이
바로 WGI 데이터이다. 이 데이터는 세계은행의 Kaufmann, Krray, Mastruzzi
연구팀이 구축한 것으로서 거버넌스와 관련된 내용을 측정한 31개의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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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합하여

거버넌스

지수를

계산하였다.

전문가조사

자료,

시민들을

대상으로

국제기구의

국가에

대한

평가자료

이들은
한

등을

활용가능한

설문조사
총합하여

자료

설문조사나
그리고

거버넌스

각

데이터를

산출하였다. 예를 들어, 31개의 원자료(underlying data source)에는 기존의
선행연구가 사용하던 ICRG, BERI 조사도 포함되어 있으며 Freedom house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

등에

관한

지표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여러

국제금융기구(ADB, AfDB, IDA) 등의 국가별 거버넌스 평가자료를 활용하였고,
세계은행이 2008년 이후 일반대중에게 공개하기 시작한 국가별 정책 및
제도평가지수(CPIA, Country Policy and Institutional Assessment)도 원자료에
포함되었다(Kaufmann, Kraay, & Mastruzzi, 2010). 예를 들어, 정치참여와
책임성을

나타내는

voice

and

accountability

지표의

경우

20개의

조사자료로부터 총 53개의 관련 문항을 추출한 뒤 이를 하나의 변수값으로
도출하였다. 정치적 안정성 변수의 경우 8개의 조사자료로부터 총 22개
문항을

하나의

집합으로

구성하여

최종적으로

정치적

안정성

지표에

해당하는 변수값으로 추정하였다.
거버넌스는 근본적으로 수치로 계량화하기 여려운 관측불가능한 추상적인
개념이자

현상이다.

사회과학에서

이렇게

관측불가능한

개념을

양적인

자료로 측정해내기 위해서 비관측요인모형(unobserved components model,
UCM)이 개발되었다(Goldberger, 1972). 비관측요인모형의 기본 논리는 각각의
데이터가 측정불가능한 추상적인 개념을 드러내는 불완전한 신호(signal)를
제공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이 신호를 어떻게 추출하여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또한 각각의 데이터 원자료로부터 추출한 자료를
어떻게 총합할 것인지 문제가 남는다. WGI는 관측불가능한 거버넌스라는
개념을 관측가능한 거버넌스 값으로 산출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회귀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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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추정방법을 활용하였다. 먼저 거버넌스의 개념을 6개의 구성개념으로
구분하고

측정하고자

하는

거버넌스

변수와

관련된

설문조사

문항을

선별하여 6개 거버넌스 개념에 따라 분류한다. 그런데 각 원자료가 조사 및
평가에서 사용한 점수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모두 0~1 사이 값으로
재조정한다. 그리고 난 뒤 비관측요인모형의 가정에 의거하여 각각의 값들이
거버넌스와 선형관계가 있다고 가정하고 다음과 같은 회귀식을 이용하여
거버넌스 지표를 산출해 낸다. 이 때 원자료별로 다른 가중치를 부여하는 데
신뢰성이 높고 상호간의 상관관계가 높은 원자료에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계산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탄생한 WGI 지표값은 -2.5~+2.5
의 값을 가지며, 평균이 0, 표준편차가 1이 되도록 정규화되어 있다.

Y
Y

jk

jk

= αk + βk • ( gj + ε

jk

)

: j 국가의 k 라는 거버넌스 지표에 대한 관측가능한 값

g( j) : 관측불가능한 거버넌스 값
ε

jk

: 오차항, Sampling error, Perception error 등이 있을 수 있다고 가정

1999년에
근거로서

WGI가
이

발표된

자료를

이래

많은

활용해왔다.

개발원조기관들이

또한

개발경제학을

정책결정의
비롯하여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WGI를 활용하여
거버넌스와

경제성장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검증하려는

연구들이

있었다(Dollar & Kraay, 2003; Kaufmann & Kraay, 2002; Méon & Sekkat,
2005; Naudé, 2004). 그러나 이렇게 WGI가 거버넌스에 관해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지표로 부상함에 따라 이에 대한 기술적인 한계와 잘못된 사용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는 논문들이 제기된 바 있다(Arndt, 2008; Arndt & O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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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Kurtz & Schrank, 2007; Langbein & Knack, 2010; Thomas, 2010)
그러나 여전히 국가를 분석단위로 하는 거버넌스를 비교연구하는 데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WGI이다. 물론 이 데이터를 사용하는 연구자
중에서는 통계적 한계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국제기구가 제공하는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용되는

주요한

이유는

이를

대체할

16

그보다 이 데이터가 가장 많이

만한

다른

데이터들이

여전히

부재하다는 점 때문이다. 최근 들어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계속해서 주목
받으면서 IADB는 400여개의 거버넌스와 관련된 지표들을 일반에 공개하는
웹사이트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17

. 그러나 거버넌스와 관련된

수많은 지표들이 있지만 대다수의 지표들은 일부 관심 국가만 다루고 있다.
WGI와 같이 216개 국가를 모두 다루고 있는 지표는 존재하지 않는다. 비록
더 나은 지표가 있다고 해도 그것이 소수 국가만 설명하고 있다면 더 많은
국가를 포함하는 지표가 사용되기 마련이다(Arndt, 2008). 이 때문에 WGI가
여전히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현장과 연구진에 의해 판단 근거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16

본

연구는

거버넌스와

빈곤감소의

관계를

분석하는

국가간

예를 들어, 원 저자들은 이 6개의 거버넌스 지표를 하나의 단일지표(composite

index)로 묶어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혔다. 수많은 원데이터로부터 상향적으로
추정해 낸 값이기 때문이 이를 다시 하나의 값으로 단순히 수학적으로 환산한 뒤(예
를 들어, 평균값 혹은 총합값) 이를 한 국가의 거버넌스를 종합하는 점수로 사용해서
는 안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실증연구들은 6개 지표의 평균값을 구해서
composite index 를 사용하여 연구를 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Baird, 2012; 김민주,
2011).
17

는

예를 들어, Global Integrity Initiative 는 특히 부패분야와 관련하여 활용할 수 있
지표를

제공하되

그

데이터

소스를

공개하고

있다.

IADB(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는 400여개의 거버넌스 관련 지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를 구축하고 있다. http://www.iadb.org/datag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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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WGI 데이터를 사용하되 이 지표가 가지는
주의사항에 대해 인식하고 통계결과 해석에 있어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다.

2. 종속변수의 설정

종속변수로는

빈곤과

관련된

지표

중에서

국제빈곤선인

하루

1.25$ 이하로 살아가는 빈곤인구의 비율(poverty headcount ratio at 1.25$ a
day)을 사용하도록 한다. 이는 국제사회가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빈곤감소를
위한 정책목표의 기준선이기도 하다. 국제사회는 MDG의 제 1목표로서 하루
1.25$ 이하로 살아가는 빈곤인구의 비율을 절반으로 줄이겠다 천명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책수단으로서 도입된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거버넌스의 개선이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문제인
거버넌스의

빈곤감소효과를

측정함에

있어서

MDG의

제1목표였던

빈곤인구비율의 감소와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전체인구 대비 빈곤선 이하 인구의 비율로 계상되어 있으며 세계은행의
World Development Indicator(WDI) 에서 추출하였다.
또한

빈곤을

인적자원의

대리하는

측면에서

또

빈곤을

다른
측정한

종속변수로

소득접근법을

인적자원빈곤지수(Human

넘어서
Poverty

Index)를 사용한다. 종속변수를 추가하여 분석을 실시하는 이유는 다양한
빈곤지표를 이용하여 거버넌스와 빈곤의 관계를 확인해보기 위한 목적
때문이다. 빈곤이란 인적자원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박탈된 상태라고 보고
측정한 지표가 바로 인적자원빈곤지수(Human Poverty Index)이다. HPI 역시
개발도상국에서 극단적인 빈곤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극단적 빈곤율의 연정선에 있지만 구체적인 측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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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아닌 인적자원 관점에서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데서 차이가 있다.
HPI는 인적자원 관점에서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하는데 필수적인 교육,
보건, 삶의 질 분야 등 세 가지 분야에서 적절한 삶의 질을 보장받고 있지
못한 인구의 비율로 계산한다. 빈곤율과 유사하게 전체 인구 대비 기본적인
욕구가 박탈(deprivation)된 인구의 비율로서 퍼센트(%) 자료로 산출된다. 그
구성요소는 보건분야와 관련하여, 개발도상국에서 40세까지 살 수 없는
확률을 가진 인구의 비율(probability of not surviving to age 40), 또한
교육과 관련하여 성인 문맹율(adult illiteracy rate), 삶의 질(standard of
living)과 관련하여 안전한 식수를 사용하지 못하는 인구의 비율(population
not using an improved water source), 저체중 영아의 비율(children under
wight for age(under 5)) 등을 이용하여 인구 비율을 구한 뒤 이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여 백분율(%) 값으로 계산하는 것이다. 그런데 HPI는 2007년
자료 이후에는 발표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는 데이터가 공개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자료를 사용한다.

3. 통제변수의 설정

거버넌스가

빈곤감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추정하기

위해서는

빈곤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을 통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빈곤감소와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다른
설명변수들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빈곤율과

관계가

있다고

추론되는

통제변수로는

경제발전

수준을

나타내는 1인당 국민소득(per capita income), 산업화 수준을 나타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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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개방도(trade openness)
얼마나

투자하는지를

규모(Public

health

18

, 빈곤감소를 위해 사회정책부문에 정부가

대리하는

expenditure)

변수로서
등이

보건

있다.

부문에

또한

대한

공공지출

연구대상

대부분이

개발도상국으로서 원조를 통해 빈곤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원조규모를 나타내는 원조비율(aid ratio to GNI)도
통제변수로 분석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이러한 통제변수는 경제성장요인을
추정하는 선행연구들로부터 최소한의 통제변수만을 선정한 것이다.
선행연구에 따라 통제변수의 방향성을 추정해보면, 먼저 경제발전수준이
높아질수록

즉,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을수록

빈곤율은

낮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산업화가 진행되어 무역개방도가 높아질수록 국민경제의
발전수준이 높아진다는 의미이므로 이 역시 빈곤율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세번째

통제변수는

보건분야에

대한

공적지출

규모이다.

빈곤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정부가 빈곤감소를 위해 사회정책 분야에 얼마나 투자하는가에

18

통제변수로 무역개방도를 포함시킨 데에는 산업화 정도를 대리하는 것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빈곤에 대한 연구에서 통용되는 ‘ 네덜란드병(Dutch
disease)’이라는 개념이 있다. 이는 천연자원을 많이 보유한 국가들이 이를 수출함
으로써 오히려 자국 통화가 절상되어 제조업 등 기술개발과 관련이 있는 다른 부문
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어 경기침체를 겪게 되는 현상을 설명하는 경제학 용어이다.
1950년대 말 석유수출로 일시적 호황을 누리다가 1960~70년대 경제침체를 겪었던 네
덜란드의 사례에서 유래하는 용어이다.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이 천연자원을 보유
했지만 만성적 빈곤에 시달리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이를 자원의 저주,
The natural resource trap 이라고 한다). 이를 반영하기 위해 경제성장이나 빈곤에
대한 국가간 비교연구에서 산유국인지 여부를 더미변수로 분석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하지만 본 연구는 아프리카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저개발국가 뿐만 아니라 중
소득(middle-income)국가인 개발도상국들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산유국 여부에 대한
더미변수가 아니라 무역개방도를 대리하는 연속변수를 포함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
단하였다. 또한 패널분석을 실시할 때 더미변수의 경우 수식에 의해 분석에서 제외
되므로 산유국 여부 더미 변수보다는 무역개방도를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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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빈곤감소효과가

보건분야에

대한

달라질

것으로

공적지출규모를

보고

사용하고

이를

대리하는

있다(Ulriksen,

변수로서

2012).

이를

준용하여 공공보건지출 규모를 통제변수에 포함하였다. 그러나 원조규모의
경우 빈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사전적으로 단정하기 어려운데, 원조효과성
논쟁에서 드러났듯이 원조가 직접적으로 빈곤율을 낮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그렇지만 정부의 교육 및 보건에 대한 지출이
궁극적으로 빈곤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투입되는 재원이고, 원조
또한

빈곤율을

정부지출규모와

감소시키기
원조규모

위한
두

목적에서

변수

모두

투입되는
빈곤율을

재원이기
감소시킬

때문에
것이라고

가정한다.
통제변수

중

1인당

국민소득,

무역개방도,

공공보건지출규모

및

원조비율은 World Development Indicator 데이터에서 추출하였다. 1인당
국민소득(per capita income)은 2005년 고정달러(constant dollar)를 기준으로
계산된 값을 활용하였으며(GDP, PPP)

19

, 무역개방도는 국가별로 수출 및

수입총액을 GDP로 나눈 백분율 값(%)을 활용하였다. 또한 사회지출규모
역시 보건 분야에 대한 공적지출 총액을 GDP로 나눈 백분율 값(%)을
활용하였다. 원조규모는 원조총액을 GNI로 나눈 백분율 값(%)을 활용하였다.
이상의 독립변수, 종속변수, 통제변수들을 정리하면 다음 <표 3-2>와 같다.

19

국가간 비교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국가의 환율과 물가 차이를 고려하기 위해서

구매력평가기준 국내총생산, 즉, Purchasing Power Parity GDP 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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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2> 변수의 정리
변수명
독립변수: 거버넌스
정치제도 거버넌스
정치참여와 책임성
(Voice and Accountability)
정치적 안정성
(Political Stability)

조작적 정의

일반국민의 정치참여 정도,
표현,집회,언론의 자유 정도, 정치인의
책임성과 대표성
정치체제의 불안, 폭력에 의한
전복가능성 정도, 인종간 갈등 등의
가능성 (값이 클수록 안정성이 큼)

출처

b

WGI(2011)

행정제도 거버넌스
정부효과성
(Government Effectiveness)
정부규제능력
(Regulatory Quality)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정책결정 및 집행능력 (공공서비스의 질,
공무원의 질, 정책 형성과 집행의 질, 정부의
정책집행에 대한 신뢰도 등으로 측정함)

정부가 민간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정책을 결정 및 집행하는 능력

사법제도 거버넌스
법치주의
(Rule of Law)
부패통제
(Control of Corruption)
종속변수: 빈곤율
절대적 빈곤율
(Poverty headcount ratio)
인적자원빈곤율
(Human Poverty Index)
통제변수
1인당 국민소득(log)
무역개방도(%)
사회지출규모(%)
원조규모(%)

기관들이 법을 준수하는 정도, 계약이행,
재산권이 보호되는 정도, 사법 및
치안기관의 질
권력이 사적용도로 이용되는지 정도,
뇌물과 부정부패가 통용되는 정도,
지배층이 사적이익에 포획되어 있는지
정도(값이 클수록 부정부패통제가 잘됨)
전체 인구 중 1.25$ 빈곤선 이하 인구
비율
전체 인구 중에서 교육, 보건, 삶의 질
등 분야에서 기본적인 인적자원을 갖출
기회를 박탈당한 인구의 비율
Log(GDP per capita)
수출+수입/GDP
Public Health Expenditure/GDP
원조총액/GNI

a

WDI(2011)
UNDP

c

* 출처: (a)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World Bank, 2011) http://databank.worldbank.org/ (b)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 (Kaufmann, Kraay and Mastruzzi, 2011) http://www.govindicators.org (c)
Human Development Index (UNDP, 2007) http://hdr.undp.org/en/statistics/indices/h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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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DI(2011)

제 4 장 거버넌스와 빈곤의 관계 분석결과

제1절 기술통계 분석

1. 종속변수

본 연구는 종속변수로서 하루 1.25$ 이하로 생활하는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poverty headcount ratio)을 설정하였다. 먼저 기술통계량을
통해 빈곤율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빈곤율 데이터에 결측치가 많아서 완벽한 균형데이터(balanced data)를
구축하지 못하였다. 전체적으로 319개의 관측치가 있는데 이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관측치가 몇 개인지 살펴보면, 동아시아 지역이 28개, 유럽과
중앙아시아가 90개, 라틴아메리카가 117개, 중동 및 북아프리카가 18개,
서남아시아가 14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가 52개를 차지하고 있다(<표 4-1>
참조).

이를

다시

연도별,

지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빈곤율이 가장 높고 서남아시아, 동아시아 및 환태평양 지역,
라틴아메리카, 유럽 및 중앙아시아, 중동 및 북아프리카 순이다(<그림 4-1>
참조).

20

20

본 연구의 분석데이터에는 결측치로 인해 연도별로 포함되지 않은 국가들도 있어

서 이를 전체적인 대륙별 빈곤율을 측정한 WDI 데이터와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빈곤율의 추이는 유사함을 확인하였다. 즉, 대륙별 빈곤인구가 아프리카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그리고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빈곤율이 낮게
나타난다는 대략적인 추이는 일치하였다. 또한 MDG 시행 이후인 2000년대 이후 전
반적인 빈곤율이 서서히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MDG 목표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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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1> 빈곤인구 비율 기술통계
지역

관측치

East Asia & Pacific
Europe & Central Asia
Latin America & Caribbean
Middle East & North Africa
South Asia
Sub-Saharan Africa
Total

평균

28
90
117
18
14
52
319

20.84
4.26
9.58
2.46
28.96
47.29
15.66

표준편차

최소값

12.42
7.42
7.57
3.84
14.41
20.05
18.90

0.37
0.02
0.21
0.07
7.04
4.84
0.02

<그림 4- 1> 연도별, 지역별 빈곤율 추이
50
40
30
20
10
0
2002

2005

2008

East Asia & Pacific

Europe & Central Asia

Latin America & Caribbean

Middle East & North Africa

South Asia

Sub-Saharan Africa

것도 유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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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값
43.96
35.43
46.11
17.53
53.13
83.76
83.76

2. 독립변수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로 선정한 6개의 거버넌스 변수의 기술통계량은
다음 <표 4-2>와 같다. 원자료에 따르면 98개국에 대한 8개년도 데이터로서
총 784개의 관측치가 있으며, 6개 지표 모두 평균치가 마이너스 값이다.
거버넌스 지표의 각 변수값들은 -2.5에서 2.5의 범위 내에서 평균 0,
표준편차 1이 되도록 정규화되어 있다. 이는 전체 국가를 대상으로 표준화된
지표인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선진국을 제외한 개발도상국의 거버넌스
지수만을 활용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독립변수 값이 0 이하이다. 따라서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독립변수들이 양수 값이 되어야 하므로,
21

최소값이 0이 되도록 단위를 일괄적으로 조정(scale up)하였다 .

<표 4- 2> 독립변수의 기술통계
변수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Voice and Accountability

784

3.05

0.69

1.47

4.72

Political Stability

784

2.97

0.81

0.32

4.81

Government Effectiveness

784

3.02

0.58

1.62

4.77

Regulation Quality

784

3.08

0.58

1.50

5.04

Rule of Law

784

2.93

0.57

1.56

4.79

Control of Corruption

784

2.97

0.53

1.93

5.05

21

조정 이전에 최소값이 Political stability 변수의 경우 -3.18 (Iraq의 정치적 안정성

값) 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모든 독립변수들에 일괄적으로 3.5를 더하여 양수로 바꿔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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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별 거버넌스 구조

거버넌스 구조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보다 간명한
설명을 위해서 국가별로 지표의 변화를 설명하기 보다는 지역별로 구분하여
추이를 살펴보았고, 6개의 지표를 2002년부터 2009년까지 평균값을 구하여
22

<그림 4-2>와 같이 제시하였다 .
먼저 유럽 및 중앙아시아 지역,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거버넌스 수준이
가장 높았고, 그 뒤를 동아시아 지역,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이 이었으며
서남아시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거버넌스 수준이 가장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6개의 지표별로 구분하여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동아시아
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행정제도 측면의 거버넌스와 관련된 두 개의 지표가
높은 값을 보였다. 유럽 및 중앙아시아 지역은 6개 지표 모두 높은 값을
나타냈지만 사법제도 측면의 거버넌스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경우 정치적 참여와 관련된 거버넌스 지표는 상당히
높은

값을

나타냈지만

행정제도

측면의

거버넌스

지표는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법치주의 확립 여부를 나타내는 거버넌스 지표값도 낮았다.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경우 정치적 측면의 거버넌스가 상당히 낮은 값을 나타냈고,
사법제도
불안정성이

측면의
높아

거버넌스
관련

값이

지표가

높았다.

가장

낮게

서남아시아의
나타났고,

경우

정치적

행정제도

측면의

거버넌스도 낮은편이었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경우 정치제도 측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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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로 측정한 값을 각각 구조화하여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고자 했으나 대륙별/

각 연도별로 총합하여 검토해 본 결과, 1년 단위로 보았을 때 큰 변동이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논의의 간결성을 위해서 연도별 값을 평균하여 대륙별로 거버넌스
구조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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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는 생각보다 양호하게 나타났지만 행정제도적 측면의 거버넌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것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경우

1990년대

초

제

2의

자유화(second liberalization) 이후 48개 국가 대부분이 다당제 및 경쟁적
선거제도를

비롯하여

민주주의를

도입하였다(Diamond,

2000).

그러나

정치제도의 형식적인 측면은 잘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정당정치나
선거경쟁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아서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못했다는 주장(Collier, 2009, p. 15)이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거버넌스 변수들을 통해 살펴본 결과도 유사하다. 즉
정치제도 측면의 거버넌스 수준에 비해서 행정제도 측면과 사법제도 측면의
거버넌스 수준이 더 낮고 특히 6개 지표 중에서 정부효과성이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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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2> 지역별 거버넌스 구조

Note: Six governance indicators are separately calculated as average value during 2002-2009. VA=Voice and
Accountability, PS=Political Stability, GE=Government Effectiveness, RQ=Regulation Quality, RL=Rule of Law,
CC=Control of Co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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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버넌스 우수국가와 거버넌스 취약국가

WGI 거버넌스 변수를 활용하여 거버넌스 우수국가(good governance)와
거버넌스
거버넌스

취약국가(bad
변화를

보고자

governance)를
2002년,

정리하여

보았다.

2005년, 2009년 세

해당국가의

시기로

구분하여

거버넌스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거버넌스 우수국가와 취약국가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정의하였다. 첫째, 분석대상 98개 국가에 대한 6개의
거버넌스 지수별로 각각의 지수들이 하위 25% 혹은 상위 25%에 속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두번째 단계로는 하위 25% 혹은 상위 25%에 속하는
지수가 몇 개인지를 살펴보았다. 총 6개 거버넌스 지표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4개 이상, 5개 이상, 6개 이상인지 여부를 구분하였다. 이를 통해서
다음 <표 4-3>, <표 4-4>과 같이 거버넌스 우수국가와 거버넌스 취약국가를
구분하였다. 다시 말해, 거버넌스 6개 지표 중에서 하위 25%에 속하는
지표가 6개인 경우, 5개인 경우, 4개인 경우를 거버넌스 취약국가로 보았고,
반대로 총 6개 지표 중에서 상위 25%에 속하는 지표가 6개인 경우, 5개인
경우, 4개인 경우를 거버넌스 우수국가로 보았다.
2002년의 경우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이라크, 리비아, 수단 등이 6개
거버넌스 모두가 하위 25%에 속하는 거버넌스 취약국가로 나타났다. 이 중에
이라크와 수단은 2005년과 2009년까지 계속해서 모든 거버넌스 지표들이
하위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는 브룬디,
나이지리아, 르완다, 카메룬, 콩고, 토고, 기니비사우와 같은 국가들이 2002년
이래 2009년까지 계속해서 거버넌스가 취약한 국가로 분류되었다.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에서는 우고 차베스(Hugo Chávez)가 1998년 이후
장기집권했던 베네수엘라의 경우 3개 년도 모두 거버넌스 지표가 4~5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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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25%에 속하여 라틴아메리카 중에서 가장 거버넌스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의 중동의 예멘, 동유럽지역의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이
거버넌스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 지역 중에서는 동남아시아의
라오스, 서남아시아의 방글라데시가 거버넌스가 취약한 국가로 분류되었다.
그런데 앞서 2장에서 설명하였듯이 방글라데시의 경우 거버넌스는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난 20여년간 가장 빠른 속도로 빈곤을 감소한
국가 중 하나로 분류된다. 또한 아프리카 국가 중 브룬디, 나이지리아,
콩고와

같은

국가들은

거버넌스가

평균

이하인

국가들이지만

최근

경제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국가들이다. 아프리카 대륙의 빠른 경제성장율에
비춰보더라도 이들 국가들은 2011년 연평균 4% 이상의 경제성장율을 보이고
있다.

이런

점들은

거버넌스

개선을

반드시

경제성장과

빈곤감소의

전제조건으로 인식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표 4- 3> 거버넌스 취약국가
2002 년

2005 년

2009 년

6 개 거버넌스
지수가 하위
25%인 국가

Central African
Republic, Iraq
Liberia, Sudan

Chad, Cote d'Ivoire,
Guinea, Iraq
Sudan, Tajikistan

Chad, Cote d'Ivoire,
Guinea, Iraq, Sudan

5 개 거버넌스
지수가 하위
25%인 국가

Burundi, Lao PDR,
Nigeria, Rwanda,
Tajikistan, Yemen.

Bangladesh, Burundi,
Cameroon, Central
African Republic,
Congo, Kyrgyz Rep.,
Lao PDR, Liberia, Togo,
Venezuela,

Burundi, Congo, Lao
PDR, Tajikistan
Venezuela, Yemen,

4 개 거버넌스
지수가 하위
25%인 국가

Belarus, Cameroon
Congo, Cote d'Ivoire
Ethiopia, Georgia
Guinea, Kazakhstan
Paraguay, Venezuela

Belarus, Ethiopia,
Guinea-Bissau
Paraguay, Sierra Leone

Bangladesh, Belarus,
Central African
Republic, GuineaBissau, Kyrgyz Rep.,
Liberia, Nig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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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는 반대로 거버넌스 지수 중 6개 모두가 상위 25%에 계속해서 속하여
거버넌스가 우수한 국가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로는 칠레,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등의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있었다.

동유럽의

라티비아,

리투아니아 역시 2002년 이후 계속해서 거버넌스가 상위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나미비아가

3개년도

모두

6개

거버넌스가 상위 25%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미비아가 오랫동안 독일
식민지 및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통치 아래 있다가 1990년대 독립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역사적 요인에 의해 형식적인 제도들이 잘 갖춰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4- 4> 거버넌스 우수국가
2002 년

2005 년

6 개 거버넌스
지수가 상위
25%인 국가

Chile, Costa Rica,
Latvia, Lithuania,
Namibia, Uruguay ,

Chile, Costa Rica,
Latvia, Lithuania
Montenegro, Namibia,
Uruguay

5 개 거버넌스
지수가 상위
25%인 국가

Brazil, Cape Verde,
Fiji, Malaysia
Montenegro, Panama,
South Africa,
Thailand

Brazil, Cape Verde,
Malaysia, Mexico
South Africa, Tunisia

4 개 거버넌스
지수가 상위
25%인 국가

Bhutan, Jordan,
Mauritania,
Senegal, Mexico

Bhutan, Colombia,
Jordan, Peru
Thailand, Turkey

2009 년
Brazil, Cape Verde,
Chile, Costa Rica
Latvia, Lithuania,
Namibia, Uruguay
Ghana, Montenegro,
Panama
South Africa, Tunisia

Bhutan, El Salvador,
Georgia, Jordan
Malaysia, Turkey

그 외에도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세네갈, 가나 등이
거버넌스 지표가 높은 국가로 나타났다. 라틴 아메리카의 브라질, 멕시코,
파나마, 엘살바도르 등이 거버넌스 지표 중 4~5개가 계속해서 상위 25%에
속하는 비교적 우수한 거버넌스를 갖추고 있는 국가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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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프리카 지역의 튀니지, 요르단 및 동유럽의 터키, 몬테네그로, 조르지아
등도 비교적 거버넌스가 우수한 국가로 나타났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타일랜드와 말레이시아가 지속적으로 거버넌스 지표값 중 다수가 상위
25%에 속하는 상대적으로 거버넌스가 우수한 국가라고 할 수 있다.

다음 표 <4-5>는 이상에서 살펴본 종속변수, 독립변수 이외에 분석에
포함된 모든 통제변수들의 기술통계를 보여주고 있다.

<표 4- 5> 변수의 기술통계
변수명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319

15.66

18.90

0.02

83.76

Voice and Accountability

784

3.05

0.69

1.47

4.72

Political Stability

784

2.97

0.81

0.32

4.81

Government Effectiveness

784

3.02

0.58

1.62

4.77

Regulatory Quality

784

3.08

0.58

1.50

5.04

Rule of Law

784

2.93

0.57

1.56

4.79

Control of Corruption

784

2.97

0.53

1.93

5.05

GDP per capita (log)

784

8.00

0.96

5.79

9.78

Trade openness

784

81.75

36.52

22.30

223.99

784

2.85

1.40

0.20

7.06

784

7.03

12.09

-0.73

185.94

Dependent variable
Poverty headcount ratio
Independent variable

Control variable

(Exports and imports % of GDP)

Public Health Expenditure
(% of GDP)

Aid ratio
(% of G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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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거버넌스와 빈곤의 관계에 관한 실증분석

1. 상관관계 분석

먼저 변수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다른 요인들을 통제하지 않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단순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다음 <표 4-6>과 같이
나타났다.

<표 4- 6> 변수간 상관관계 분석
Poverty
headcount
ratio

VA

PS

GE

RQ

RL

CC

Poverty
headcount
ratio

1.0000

Voice and
accountability

-0.2654*

1.0000

-0.2530*

0.4534* 1.0000

-0.4037*

0.6010* 0.5024*

1.0000

Regulatory
quality

-0.3744*

0.6770* 0.4734*

0.8561* 1.0000

Rule of law

-0.2555*

0.6006* 0.6384*

0.8569* 0.7829*

1.0000

Control of
corruption

-0.2467*

0.6061* 0.5892*

0.8044* 0.7131*

0.8620* 1.0000

Political
stability
Government
effectiveness

*p<0.05

빈곤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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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참여와

책임성(voice

and

accountability),

이하 통계분석은 통계프로그램 STATA 11.2 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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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안정성(political

stability),

정부효과성(government

effectiveness),

정부규제능력(regulatory quality), 법치주의(rule of law), 부패통제(control of
corruption) 등 6개의 독립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P<0.05)에서 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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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음으로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에 대해 좀 더 예측해보기 위해
편상관관계(Partial

Correlation)

분석을

시도하였다.

편상관관계는

다른

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구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6개 거버넌스 변수들의 회귀식에서 계수의 방향을 예측해볼 수 있다. 앞서
설정한 분석모형에서 제시한 다른 통제변수들을 포함하여 분석하기 이전에
먼저 6개의 독립변수들만을 통제하여 편상관관계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빈곤율과

음(-)의

상관관계,

즉

그

거버넌스

지표가

개선될수록

빈곤율이 감소하는 관계를 보이는 것은 정치참여와 책임성, 정치적 안정성,
정부효과성, 정부규제능력 등 4가지 변수였고, 법치주의 및 부패통제의 경우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양(+)의

상관관계,

즉

이러한

측면의

거버넌스가 개선될수록 오히려 빈곤율은 증가하는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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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변수간에

상관관계가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검증을

높게

나타났기

시도해보았다.

때문에

분석에

다중공선성이란

앞서

설명변수간

상관관계 높아서 회귀식의 기본 가정, 즉 설명변수간에 선형관계가 없어야 한다는
가정을 위배하게 될 경우 정확한 추정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테스트를 실시한다.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로

인해

추정계수의

표준오차가

커지는

정도를

측정하는

테스트인데,

일반적으로 VIF가 10보다 크면 다중공선성 문제를 의심해야 한다. 본 연구의
통제변수를 포함하여 VIF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우려할만한 수준에서
다중공선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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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7> 편상관관계 분석
변수

편상관계수

Corr (Poverty headcount ratio & Voice and accountability | controlling others)

-0.0054

Corr (Poverty headcount ratio & Political stability| controlling others)

-0.2049

Corr (Poverty headcount ratio & Government effectiveness| controlling others)

-0.2861

Corr (Poverty headcount ratio & Regulatory quality| controlling others)

-0.1168

Corr (Poverty headcount ratio & Rule of law| controlling others)

0.2097

Corr (Poverty headcount ratio & Control of corruption| controlling others)

0.0816

2. 거버넌스와 빈곤의 인과관계 분석

1) 거버넌스와 절대적 빈곤율의 관계

본 연구는 8개년도 98개국가에 대한 패널데이터를 분석하여 거버넌스
개선이 빈곤감소에 비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하에서는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을 모두 보고하되 고정효과모형을 중심으로 결과를 해석하였다.
국가간 비교연구에서는 국가별로 관측불가능한 요인들을 통제하기 위한
고정효과모형을 주로 사용하며, 본 연구에서도 하우스만 테스트를 통해
고정효과모형이 보다 효율적인 일치추정량을 제시한다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이다.
먼저

절대적

빈곤율(Poverty

headcount

ratio

at

종속변수로 하여 분석한 결과를 <표 4-8>에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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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a

day)을

<표 4- 8> 거버넌스와 빈곤의 관계: 패널분석 결과
Dependent Variable
: Poverty Headcount Ratio
Voice and Accountability

Fixed Effects
(SE)

ß

Random Effects
ß

(SE)

-5.829***

-2.760*

(1.889)

(1.450)

-0.342

-0.181

(1.131)

(0.972)

-1.666

-1.155

(2.391)

(2.166)

0.855

1.145

(1.901)

(1.749)

7.616***

4.082**

(2.290)

(2.066)

5.953***

5.344***

(1.934)

(1.758)

-21.384***

-19.634***

(2.206)

(1.356)

Trade Openness

-0.032

-0.047**

(% of GDP)

(0.025)

(0.020)

-1.579**

-1.071*

(0.692)

(0.555)

0.102

0.236***

(0.152)

(0.086)

183.810***

167.290***

(17.873)

(10.381)

Obs

319

319

Group

98

98

0.6691

0.7108

Political Stability
Government Effectiveness
Regulatory Quality
Rule of Law
Control of Corruption
GDP per capita (log)

Public health expenditure
(% of GDP)
Aid ratio
(% of GNI)
Constant

Adj R-square

Note: *** p<0.01, ** p<0.05, * p<0.1. Hausman test 를 통해 고정효과 모형이 더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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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거버넌스 변수 모두를 포함하여 분석한 고정효과모형(fixed-effects
model)의 분석결과를 보면 정치제도 측면의 거버넌스에 해당하는 정치 참여
및

책임성(voice

and accountability) 지표가

빈곤율

감소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ß=-5.829, P<0.01). 반면
법치주의(ß=7.616, P<0.01)와 부패통제(ß=5.593, P<0.01)와 같은 사법제도
측면의 거버넌스는 가설과는 반대로 오히려 빈곤율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행정제도 측면의 거버넌스 중에서
정부효과성과 정부규제능력의 경우 빈곤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방향성은
확인되었으나 계수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확률효과모형에서도 역시 정치참여 및 책임성(voice and accountability)
지표가 빈곤율 감소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ß=-2.760,

P<0.1).

역시

법치주의(ß=4.082,

P<0.05)와

부패통제(ß=5.344, P<0.01)의 경우 빈곤율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의 통제변수들의 경우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예측했던 바와 같이
경제발전수준은
빈곤감소에

빈곤감소에

기여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났다.

또한

미치고,

무역개방도

정부의

빈곤감소

역시
노력을

대리하는 변수로서 보건분야에 대한 공적지출을 통제변수에 포함시켰는데 이
변수 역시 빈곤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그러나
원조규모 변수의 경우 빈곤율을 오히려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인과관계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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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버넌스와 인적자원빈곤율의 관계

앞서 거버넌스와 빈곤의 관계를 분석함에 있어서 절대적 빈곤과 관련된
$1.25

이하

생활인구의

비율을

종속변수로

활용하였다.

개발도상국에서

절대적 빈곤, 극단적 빈곤을 퇴치하는 것이 당면한 우선과제라는 점에서 본
연구는 먼저 절대적 빈곤인구의 비율을 종속변수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거버넌스와 빈곤의 관계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탐색을 위하여 다양한
빈곤지표를 활용하여 추가분석을 시도하였다. 앞서 2장의 이론적 검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극단적 빈곤에 처한 인구를 줄이는 것이 국제사회의
합의된 목표인 것은 사실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인적자원능력을 개발함으로써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소득빈곤율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인적자원빈곤율을

측정하려는

시도가

있다.

이러한

점에
25

착안하여 인적자원빈곤율(HPI)을 종속변수로 활용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
분석결과는

<표

4-9>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다른

종속변수로

살펴보아도 역시 거버넌스가 빈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뚜렷한 경험적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다. 원래 분석모형과 마찬가지로 정치참여와 책임성
변수만이 인적자원빈곤율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자원빈곤율은 기대수명, 문맹율, 식수부족인구, 저체중 영아
비율 등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능력을 발휘하기 위한 필요최소한도의 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 지표인데, 거버넌스 변수 중에서 정치참여와 책임성
변수만이 이러한 인적자원 측면에서 열악한 상황에 있는 인구 수를 줄일 수

25

HPI 지표의 경우 2007년까지 자료가 공개되어 있고 그 이후는 MPI 지표로 변경되

어 2010년 기준 빈곤율 지표가 발표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HPI를 활용하되
2002년에서 2007년까지 6개년도의 자료만 활용하여 패널데이터를 구성하여 분석하였
다.
130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요약하자면

빈곤율에

관한

종속변수를

다른

지표들로

변경하여 분석해 본 결과에서도, 거버넌스 개선과 빈곤감소의 관계가 강한
인과관계를 가진다고 확언할 수 없었다. 6개의 거버넌스 하위지표 가운데
빈곤율을 감소시키는 것은 정치참여와 책임성 변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종속변수를 절대적 빈곤을 대리하는 변수로 분석한 원래 모형과 일치되는
26

것으로 확인되었다 .

26

빈곤을 대리하는 또 다른 변수로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했지만 역시 거버넌스와

빈곤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빈곤층이 빈곤에서 벗어나려면 국민전체의 소득이
증가하는 것보다 빠른 속도로 소득이 증가해야 빈곤탈출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빈곤층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이용하여

빈곤에

대해

연구하는

선행연구도 있다(Gupta et al., 2002; Henderson et al., 2007; Son & Kakwani, 2008).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빈곤의 정도를 대리하는 변수로서 소득 하위 1분위(lowest
20%)가 전체 소득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변화를 또 다른 빈곤을 대리하는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전체 소득 중에서 하위층이 차지하는 비율을 빈곤을 대리하는 변수로 분석하는
경우, 이들이 차지하는 소득이 증대해야 빈곤이 감소하는 것으로 것이다. 즉, 계수의
방향이 양(+)인 경우 빈곤감소효과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고정효과모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빈곤층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거버넌스 변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치참여와 책임성 변수의 경우 부호의 방향성만이 양(+)의
방향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확률효과모형에서는 모든 변수들이 빈곤층 소득비중과
음(-)의

방향이었고

빈곤연구에서

정치참여와

사용하는

또

다른

책임성

변수만이

종속변수를

통해

유의하게

거버넌스와 빈곤의 관계에 대해 강한 경험적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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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살펴보았음에도

즉

불구하고

<표 4- 9> 거버넌스와 인적자원빈곤율의 관계
Dependent Variable
Human Poverty Index

Fixed Effects
ß

(SE)

Voice and Accountability

(SE)
-2.404**
(1.069)
0.332
(0.667)
2.767*
(1.500)
1.711
(1.343)
-0.820
(1.578)
-0.904
(1.192)

-18.014***

-15.236***

(2.002)

(1.039)

0.021

-0.005

(0.021)

(0.016)

-0.309

-0.413

(0.465)

(0.406)

0.042

-0.025

(0.062)

(0.050)

165.602***

145.233***

(16.780)

(8.104)

Government Effectiveness
Regulatory Quality
Rule of Law
Control of Corruption

Trade Openness
(% of GDP)

Public health expenditure
(% of GDP)

Aid ratio
(% of GNI)

Constant

ß

-2.225*
(1.342)
-0.167
(0.732)
3.044*
(1.604)
2.225
(1.465)
-1.040
(1.803)
-1.357
(1.257)

Political Stability

GDP per capita (log)

Random Effects

Obs

373

373

Group

95

95

0.672

0.684

Adj r-sq
Note: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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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정결과의 견고성(robustness) 검증: 통제변수 조정

국가간 비교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통계추정결과의 견고성(robustness)를
확보하기 위해 통제변수가 중요하다는 문제가 일찍이 제기된 바 있다. 예를
들어

Levine

and

Renelt

(1992)와

Sala-I-Martin

(1997)과

같은

경우

독립변수보다 통제변수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서 통계추정 결과가
달라진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Sala-i-Martin 의 “I just ran two million
regression” 이라는 논문은 국가간 비교연구 시 통제변수 설정에 따라서
모델의 설명력과 인과관계 추정이 달라지는 정도가 얼마나 민감한지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상에서

살펴본

분석모형에서 통제변수를 조정하여 다시 한 번 분석을 시도하였다.

(1) 인구 정규화된 통제변수 분석
선행연구에서는 경제발전 수준과 관련된 변수들로 1인당 국민소득(log
GDP per capita)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이상의 분석에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또한

그

외

통제변수들도

선행연구들의

규범을

따라서

무역개방도(Trade/GDP)나 보건지출규모(Public Health expenditure/GDP) 나
27

원조규모(Aid/GNI) 모두 전체 국민경제 대비 비율자료를 활용하였다 .
하지만

본

연구가

사용하는

종속변수가

전체인구

대비

빈곤인구의

비율이기 때문에 분모에 인구가 포함되어 있고, 통제변수 중 1인당 국민소득
역시 분모에 인구가 포함되어 있다. 이로 인해 두 변수가 상관관계가 -0.8256

27

원조규모의 경우 세계은행 자료는 국민총소득(GNI) 대비 원조액의 비율로 계산

한다. 이는 개발도상국가 저개발국의 경우 이주노동자의 해외송금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국민총소득(GNI) 대비 원조액으로 그 비율을 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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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5)으로 두 변수간에 상당히 높은 선형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로 인해서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모든 통제변수들을 인구로 정규화시켜 추가적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즉
다른 통제변수들을 인구로 나누어 주어서 1인당 무역총액(Trade amount per
capita),

1인당

공공보건지출액(Public

health

expenditure

per

capita),

원조총액(aid amount per capita)로 정규화하였다. 이렇게 통제변수를 변경한
이후

마찬가지로

패널

고정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 <표 4-10>과 같다.
통제변수를 조정한 이후에도 고정효과 모형에서는 정치참여와 책임성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빈곤율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사법제도 측면의 거버넌스와 관련된 두 변수는 기대가설과는 다르게
빈곤율을 오히려 증가시키는 양(+)의 방향으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법치주의(ß=8.260, P<0.01), 부패통제(ß=5.982, P<0.0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빈곤율을 오히려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제도

측면의

거버넌스와

관련된

두

가지

지표,

즉

정부효과성과

정부규제능력은 빈곤율과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는 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확률효과 모형에서는 정치참여와 책임성의 경우 빈곤율을 낮추는 음(-)의
방향이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마찬가지로 사법제도
측면의 거버넌스를 뜻하는 두 가지 변수(법치주의, 부패통제)는 기대가설과는
다르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빈곤율을 오히려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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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10> 거버넌스와 빈곤의 관계 (인구 정규화 모델)
Fixed Effects
ß

Voice and Accountability

(SE)

Random Effects
ß

(SE)

-5.793***

-2.414

(1.941)

(1.469)

-0.579

-0.201

(1.130)

(1.002)

-1.322

-1.799

(2.382)

(2.222)

0.022

0.844

(1.890)

(1.766)

8.260***

4.605**

(2.283)

(2.086)

5.982***

5.619***

(1.931)

(1.788)

-12.752**

-15.182***

(4.995)

(2.807)

-2.497

-1.882

(2.110)

(1.488)

-5.801**

-4.211**

(2.408)

(1.875)

0.855*

0.206

(0.491)

(0.431)

154.412***

161.454***

(25.090)

(12.346)

Obs

319

319

Group

98

98

0.6537

0.6934

Political Stability

Government Effectiveness

Regulatory Quality

Rule of Law

Control of Corruption

GDP per capita (log)

Trade per capita (log)

Public Health Expenditure
per capita (log)

Aid per capita (log)

Constant

Adj R-square
Note: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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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지출 통제변수 분석

또한 통제변수 중에서 사회정책부문에 대한 지출을 대리하는 변수로서
교육부문에 대한 지출을 추가하여 검증해보았다. 인적자원에 대한 지출이
빈곤감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선행연구에서

있다(Brady,

2005;

Ulriksen,

2012).

이에

근거하여

확인된

바

공공보건지출과

공공교육지출을 합산하여 사회정책 부문에 대한 지출(social expenditure)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규모를

통제변수로

활용하여

추가로

분석해보았다(상세 결과는 <부록 3> 참고). 그 결과 최초로 설정했던 모형의
통제변수들을 이용한 분석결과인 <표 4-8>과 마찬가지로 정치참여와 책임성
변수만이

빈곤감소와

유의한

음(-)의

관계이고

나머지

변수

중에서는

법치주의와 부패통제가 오히려 빈곤율과 양(+)의 관계라는 것이 일관되게
28

입증되었다 .

4) 가설검증 결과 정리

패널분석에서 국가 특유의 특성을 통제하기 위해서 고정효과모형으로
분석했을 때 결과만을 다시 요약하여 다음 <표 4-11>에서 가설검증 결과를
정리하였다.

28

모든

분석모형에서

정치참여와

책임성

분야의

거버넌스가

사회지출을 통제변수로 활용할 경우 교육지출에 대한 결측치로 인해 전체 관측치

수가 286개, 국가 수가 87개로 줄어드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를 최종모형으로 활용하
지 않았다. 원래 통제변수를 그대로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와 인구로 정규화하여 분
석한 결과 모두 거버넌스 변수의 영향력에 있어서 일관된 결과가 나타났다. 그 결과
는 <부록 3>에서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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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될수록

빈곤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존에

선행연구에서 거버넌스 개선의 핵심요소로 강조되어 왔던 법치주의 확립과
부패통제의 경우 오히려 빈곤율과 양(+)의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11> 가설검증의 결과
가설

β방향

정치제도 측면의 거버넌스
가설 1. 정치제도 거버넌스가 안정화될수록 빈곤이 감소할 것이다

***

(-)
(-)

가설 1-1. 정치적 참여와 책임성이 높아질수록 빈곤이 감소할 것이다.
가설 1-2. 정치적 갈등과 폭력이 줄어들수록 빈곤이 감소할 것이다.

행정제도 측면의 거버넌스
가설 2. 행정제도 측면의 거버넌스가 효과적일수록 빈곤이 감소할
것이다.

(-)
(+)

가설 2-1. 정부의 정책집행능력이 효과적일수록 빈곤이 감소할 것이다.
가설 2-2. 정부의 시장규제능력이 효과적일수록 빈곤이 감소할 것이다.

사법제도 측면의 거버넌스
가설 3. 사법제도 측면의 거버넌스가 정착될수록 빈곤이 감소할
것이다.

***

(+)
***
(+)

가설 3-1. 법치주의가 확보될수록 빈곤이 감소할 것이다.
가설 3-2. 부정부패가 감소할수록 빈곤이 감소할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바람직한

그동안

거버넌스

신제도주의

중에서도

경제학의

법치주의와

이론적

부정부패가

토대에

근거하여

상대적으로

더욱

강조되어 왔는데 오히려 이 두 가지 변수들은 일관되게 빈곤율을 감소시키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왜

부패통제가 빈곤율을 증가시키는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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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와

초기 개발경제학에서는 부정부패가 오히려 경제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고
하는

연구들이

있었는데

뇌물을

제공하고서라도

경제활동을

하겠다는

행위자들로 인해서 효율성이 증진될 수 있고 이것이 경제발전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었다 (Huntington, 1968; Leff, 1964). 이러한 주장은
이후 실증연구를 통해 반박되었고, 부정부패가 시장을 왜곡시키고 추가적인
비용을

지출하게

사실이다(Kaufmann

만든다고
&

Wei,

하는

주장이

1999).

더

그러나

설득력을

본

얻었던

연구에서는

것이

법치주의와

부패통제가 강화될수록 오히려 빈곤율이 악화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이 개발도상국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볼 때,
선진국과는 달리 개발도상국에서 강력한 법집행과 부정부패 청산이 극빈층의
생계를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추론이 가능하다.
실제로

개발도상국의

현실에

비춰보았을

때

부정부패와

지대추구행위(rent-seeking)에 대해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부패의

정치경제학을

역설한

Khan

(2006)

에

따르면,

개도국의 부패에는 구조적인 원인이 있으며 반드시 경제성장에 역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예를 들어 국가가 주도하여 경제성장에 필요한
핵심산업을 선정하여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경우 이 과정에서 특정 분야나
계층에게만 유리한 지대추구행위가 생길 수 있다. 동아시아의 경제성장
과정이 전형적인 예이다. 또한 후진국들은 대체로 재정자원이 빈약한 가운데
후견인 정치(patronage politics)가 만연해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동원할 수
있는 자원에 근거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게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때문에
부패의 고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 또한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 자체가 아주
큰 비용을 요구하는데 개발도상국은 대체로 이런 고비용을 요하는 재산권
보호제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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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상황에

맞는

방식의

비시장

자산거래(non-market asset transfer)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개발도상국 특유의 부패의 정치경제학이 있다는 것이 개발도상국의 부패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개발도상국의

맥락에서는

국가

자체가

약탈국가(predatory state)가 되지 않는 수준에서 부패를 통제하고 관리할
수만 있다면 경제성장에 순기능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의 주장은
단기적으로 공무원들의 청렴도를 높이거나 처벌을 강화한다고 개발도상국의
부패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부패를 초래하는 사회구조를
개혁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또한 부패가 관리(manage)된다는 전제하에서
그것이 단기적 경제성장에 반드시 방해요인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법치주의와 부패통제의 경우 빈곤감소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빈곤율과 양(+)의 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따라서
바람직한

거버넌스

개혁의제

추진에

있어서

주의가

요망된다.

즉,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에 있어서 부패통제와 법치주의의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부패를 일소하겠다는 개혁의제를 추진할 경우
오히려 개발도상국의 빈곤계층의 삶을 더 곤궁하게 만들 수 있다. 이는
개발학 분야에서 항상 주의해야 하는 보편성과 특수성의 긴장관계와도
관련이 있다. 단기적으로는 강력한 법집행과 부패통제가 불법적 방식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개발도상국 빈민층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부패를 통제관리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으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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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별 및 사회경제발전 수준에 따른 거버넌스와 빈곤의 관계 분석

본 연구의 출발점은 거버넌스 지표와 빈곤율의 관계가 강력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을 반증가능성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 즉, 국제기구가
개발도상국에

강요해온

이론적으로는

추론이

바람직한

가능하지만

거버넌스와
현실에서

그

빈곤감소의
효과가

인과관계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패널데이터의 특성을 감안하여 다양한
분석방법을

통해

거버넌스와

빈곤감소의

인과관계를

분석해보았다.

실증분석의 결과 역시 거버넌스와 빈곤감소의 인과관계가 매우 약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약한 인과관계가 나타나는 원인을 탐색해보고자 바람직한
거버넌스와 빈곤율의 상관관계가 지역별, 소득 수준 및 사회발전 수준에
따라 어떤 양상을 나타내는지를 추가적으로 분석해보았다.

1) 지역별 분석
먼저 국가간 비교연구에서 사용하는 지역구분 기준에 의거하여 6개
지역(동아시아 및 환태평양, 유럽 및 중앙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중동 및
북아프리카, 서남아시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으로 구분하여 6개의 거버넌스
지표와 빈곤율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2002~2009년도까지 8개년도 전체를
통합(pooling)하여 각 연도별, 각 개체별로 거버넌스 변수와 빈곤율 변수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는 6개 거버넌스 지표 모두 빈곤율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동아시아와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지역

개발도상국들에서도 거버넌스와 빈곤율이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표 412>

참조).

그러나

전

세계에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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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한

지역인

서남아시아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경우에는 거버넌스와 빈곤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지역들의 경우 MDG의 제1목표인 1일 $1.25
이하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고,

그에

해당하는

빈곤선

이하

인구비율이 2008년 기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경우 47%, 서남아시아 경우
34%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버넌스

지표와

빈곤율이

뚜렷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표 4- 12> 지역별 거버넌스-빈곤율 상관관계
Poverty headcount ratio
Europe and
Central
Asia
-0.2604*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0.6324*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0.1675

South
Asia

Sub-Saharan
Africa

VA

East Asia
and the
Pacific
-0.3271

0.1345

-0.0386

PS

0.1084

-0.4108*

-0.4535*

-0.3835

-0.2758

-0.1037

GE

-0.7001*

-0.2220*

-0.5611*

-0.4251

-0.4880

-0.2697

RQ

-0.7426*

-0.1676

-0.4248*

-0.3635

-0.3786

-0.3559*

RL

-0.6983*

-0.1760

-0.5132*

-0.5494*

-0.4289

-0.1973

CC

-0.3928
-0.4682
-0.1824
-0.6590*
-0.2511*
-0.4800*
Note: *p<.05, VA=voice and accountability, PS=political stability, GE=government
effectiveness, RQ=regulation quality, RL=rule of law, CC=control of corruption.

2) 사회경제발전수준별 분석

또한 분석 데이터를 다시 소득수준 및 사회경제적 발전수준으로 구분하여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저개발국가(LDCs)와 그 밖의 개발도상국(중소득국가)로
두

집단으로

살펴보았다.
발전수준뿐만

구분하여

거버넌스

저개발국가(LDC)를
아니라

인적자원

변수와

구분할

때는

개발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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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율

및

변수의

상관관계를

국민소득과

같은

경제적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들을 고려한 기준에 의해 구분한다. 국제개발협력 사회에서
다자간 국제기구와 양자간 공여기관들은 특히 저개발국가(LDCs)에 대해
거버넌스 개혁을 강조하며 다양한 제도개혁을 도입할 것을 강요해 왔고,
원조를 통해 빈곤감소정책을 추진해왔다. 이 과정에서 2000년대 이후에는
거버넌스 개혁이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긴요한 정책의제로 강조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

4-13>에서

보는

것처럼

저개발국가에서는

거버넌스 수준과 빈곤율의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오직 그 밖의
개발도상국들, 즉 중소득국가(lower and upper middle income countries)
이상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p<0.05)에서

6개

거버넌스

지표와

빈곤율이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13> 사회경제발전수준별 거버넌스-빈곤율 상관관계

Poverty headcount ratio

VA

Least developed countries
(LDCs)
(32 countries)
0.2733

Lower & Upper
Middle income countries
(66 countries)
-0.2246*

PS

-0.0607

-0.3999*

GE

-0.1450

-0.2709*

RQ

-0.0973

-0.2814*

RL

-0.1096

-0.2797*

-0.2686*
CC
-0.0452
Note: *p<.05, VA=voice and accountability, PS=political stability, GE=government
effectiveness, RQ=regulation quality, RL=rule of law, CC=control of co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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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3> 거버넌스-빈곤율 상관관계 (저개발국가/중소득국가)
LDCs

Non-LDCs

LDCs

0

0

20

20

40

40

60

60

80

80

Non-LDCs

-2

-1

0

1

-2

-1

0

1

-3

-2

-1

0

1

Voice Accountability
Fitted values

-3

-2

-1

0

1

Political Stability

Poverty headcount ratio

Poverty headcount ratio

Non-LDCs

LDCs

LDCs

0

0

20

20

40

40

60

60

80

80

Non-LDCs

Fitted values

-2

-1

0

1

-2

-1

0

-2

1

-1

0

1

Fitted values

Fitted values

Poverty headcount ratio

-2

-1

0

1

2

LDCs

1

2

Poverty headcount ratio

Non-LDCs

LDCs

0

0

20

20

40

40

60

60

80

80

Non-LDCs

2

Regulatory Quality

Government Effectiveness

-2

-1

0

1

-2

-1

0

1

-2

Rule of Law
Fitted values

-1

0

1

2

-2

-1

0

Control of Corruption

Poverty headcount ratio

Fitted values

Poverty headcount ratio

*Note: LDCs = 저개발국가, Non-LDCs = 그 밖의 개발도상국(중소득국가)

<그림 4-3>에서는 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였다. 바와 같이 개발도상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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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국가발전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소득국가 이상 국가(lower and
upper middle income countries)들에서는 6개의 거버넌스 변수와 빈곤율이 뚜
렷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저개발국가(LDDs,

Least-developed

countries)에서는 기울기도 크지 않아 상관관계가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3) 경제발전수준별 분석
또한 연구대상을 국민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경제발전수준별로 세 개의 그
룹(Lower, Low-middle, Upper-middle)으로 분류하여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8개년도 자료 중에서 거버넌스 변수는 2006년 자료를 활용하고 빈곤율 변수
29

는 2006~2009년 자료를 평균하여 두 변수의 관계를 그래프로 표현하였다 .
그 결과발전단계에 따라 거버넌스와 빈곤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9

동일한 방식으로 2002년 거버넌스 자료와 2002~2005년 빈곤율을 평균한 값을 비

교하여 보았으나 본문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동일한 경향을 확인하였다. 논의의 중
복을 피하기 위해서 본문에서는 2006년 거버넌스 자료-206~2009년 빈곤율 평균을 비
교한 결과를 기술하였다. 또한 간결한 논의를 위해서 6개 지표 중에서 정치, 행정,
사법제도 측면의 거버넌스 각기 1가지 변수만을 사용하여 시각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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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4> 발전단계별 거버넌스-빈곤율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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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첫째, 거버넌스-빈곤감소의 관계를
경제발전단계별로 봤을 때 일차원적 선형관계(linear)가 아니라는 점이다. 먼
저 저소득 국가들(lower income countries)은 거버넌스 지수가 낮고 빈곤율이
높다. 하위 중소득국가(lower-middle income countries)의 경우 거버넌스 지수
는 점증적으로 개선되고 빈곤율 역시 점차 낮아진다. 상위 중소득국가
(upper-middle income countries)에 이르기까지 거버넌스 지수가 개선되고 빈
곤율이 감소하는 관계가 계속된다. 다만 기울기가 점차 줄어드는데, 상위-중
소득 국가보다는 하위-중소득 국가에서 양자간 상관관계가 더 크다.
다시 말해, 개발도상국들의 발전단계별로 거버넌스-빈곤감소의 상관관계
를 고려했을 때, 일차적 선형관계와 같이 단계적으로 거버넌스가 발전하고
단계적으로 빈곤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다. 하위 중소득국가 이상에서만 거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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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스 수준과 빈곤율이 점증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상위 중소득국가
30

가 된 이후에 거버넌스 개선을 통한 빈곤감소의 관계가 다시 약화된다 .
둘째, 소득수준별로 집단 내 상관관계가 다르다. 즉, 소득수준이 아주 낮
은 저개발국가(lower income)의 경우 오히려 거버넌스 개선과 빈곤율이 반대
방향으로 진행된다. 3개 거버넌스 변수와 빈곤율 모두가 저개발국가의 경우
에는 오히려 거버넌스가 개선되는 반면 빈곤율은 악화되는 상관관계가 나타
났다.
요컨대 저개발국가-하위 중소득국가-상위 중소득국가에 이르는 발전의 경
로에 따라 거버넌스와 빈곤감소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발전의 초기단계에
서는 거버넌스가 개선됨에도 불구하고 빈곤율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관계
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하위 중소득국가 이상을 지나 상위 중소득국가에 이르
는 과정 속에서 거버넌스가 개선될수록 빈곤이 감소하는 관계가 나타나게 된
다. 다만 상위 중소득 국가로 갈수록 양자간 상관관계는 줄어든다(<그림 45> 참조).

30

상위 중소득국가의 경우 거버넌스 개선 이외의 다른 변수들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바, 이에 대해서는 다른 변인을 통제하고 다시 인과관계 분석을
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하지만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인과관계 분석을 할 경우
관측치 수 자체가 작아지는 문제가 있어 분석결과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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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5> 경제발전단계별 거버넌스-빈곤감소의 관계

이를 종합해 볼 때, 거버넌스 개선을 통해 빈곤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시도가

저개발국가(LDCs)나

서남아시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

위치한

최빈국에서는 과연 가장 중요한(first thing to do and must be done)
정책아젠다인가 하는 점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바람직한 거버넌스를 갖추는 것이 현재 개발도상국이 처한 상황에 비춰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선행연구들의 해석과도
맞닿아 있다(Gray & Khan, 2010). 저개발국가보다는 일정 기준점(threshold)을
넘긴 중소득국가 이상에서만 거버넌스 개선이 정책적 효과성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즉 경제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성장한 뒤에 그
물적토대 위에서 빈곤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실시할 때 바람직한
거버넌스가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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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절변수로서 거버넌스의 효과 분석

패널분석의 결과 거버넌스와 빈곤감소, 양자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강
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사회경제적 발전수준에 따
라 양자간의 상관관계가 달라진다는 점에 근거하여 볼 때, 경제발전수준에
따라 거버넌스가 빈곤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가정을 해 볼 수 있다.
즉, 경제성장이 이뤄지면 성장효과를 통해 장기적으로 빈곤감소가 수반되는
데 이 때 거버넌스가 조절변수로서 기능할 것이라는 가정을 해 볼 수 있다.
따라서 거버넌스가 경제발전수준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교호항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표 4-14>는 교호항을 이용한 조절효과 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거버넌스를 조절변수로 상정하고 분석했을 때 거버넌스 변수가 유의
한 효과를 보이는 변수는 정치참여와 책임성(voice and accountability), 정치
적 안정성(political stability), 정부규제능력(regulatory quality)과 관련된 변수
였다. 이는 변수를 하나씩만 포함하여 분석한 Model 1~6까지의 결과와 모든
변수를 포함하여 분석한 Model 7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런데 거버넌스 변수들은 음(-)의 방향으로 유의한 반면, 교호항은 양(+)
의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를 해석하면, 경제성장이 될수
록 빈곤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는 선형(linear) 관계가 아니라 경제발전의 수
준이 높을수록 거버넌스의 영향력이 이를 상쇄하게 됨으로써 원점에 대한 볼
록(convex)한 관계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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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14> 거버넌스의 조절효과 분석
Model 1
ß (SE)

Model 2
ß (SE)

Model 3
ß (SE)

Model 4
ß (SE)

Model 5
ß (SE)

Model 6
ß (SE)

Model 7
ß (SE)

-40.388***

-25.073***

-26.343***

-32.215***

-26.178***

-24.795***

-43.993***

(5.103)

(4.519)

(8.066)

(6.744)

(6.320)

(5.979)

(8.078)

-0.049*

-0.048*

-0.053**

-0.049*

-0.040

-0.056**

-0.029

(% of GDP)

(0.025)

(0.026)

(0.026)

(0.026)

(0.025)

(0.026)

(0.024)

Public health
expenditure

-2.080***

-1.833**

-2.099***

-1.941***

-1.868***

-1.720**

-1.259*

(0.681)

(0.719)

(0.708)

(0.700)

(0.692)

(0.696)

(0.679)

GDP per
capita(log)
Trade
Openness

(% of GDP)

Aid ratio
(% of GNI)

Voice and
Accountability
VA×GDP

0.279*

0.080

0.101

0.107

0.071

0.117

0.204

(0.159)

(0.161)

(0.162)

(0.158)

(0.161)

(0.159)

(0.152)

-67.504***

-67.789***

(13.683)

(14.749)

7.788***

7.256***

(1.601)

Political
Stability
PS×GDP

(1.745)
-16.969*

-20.739**

(9.957)

(10.240)

2.098*

2.437**

(1.189)

Government
Effectiveness
GE×GDP

(1.207)
-15.624

12.254

(20.895)

(28.447)

2.438

-1.645

(2.465)

(3.351)

Regulatory
Quality
RQ×GDP

-27.235*

-49.170**

(16.371)

(21.961)

3.824*

5.882**

(1.951)

Rule of Law
RL×GDP

(2.599)
-10.144

41.511*

(17.057)

(25.123)

2.105

-4.054

(2.027)

(2.950)

Control of
Corruption
CC×GDP

30.961

(15.829)

(20.299)

1.565

-2.877

(1.877)

(2.394)

232.894***

231.390***

278.976***

221.454***

213.309***

372.772***

(42.864)
(37.066)
Obs
319
319
Group
98
98
Adj R-square
0.676
0.697
Note: *** p<0.01, ** p<0.05, * p<0.1

(67.517)
319
98
0.710

(55.594)
319
98
0.700

(52.666)
319
98
0.688

(49.722)
319
98
0.722

(67.194)
319
98
0.656

Constant

368.812***

-6.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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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 <그림 4-6>과 같다. 이러한 관계가 함의하
는 바는 경제발전수준이 높을수록 빈곤감소의 속도가 느려지는데, 거버넌스
가 양자간 관계에 미치는 영향력 역시 점차 줄어든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4- 6> 경제발전단계에 따른 빈곤감소: 거버넌스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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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분석결과에 대한 논의: 비판과 대안
거버넌스 개선과 빈곤감소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 결과 거버넌스와 빈곤율
의 인과관계가 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데이
터의 한계 문제를 지적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패널데이터가 불균
형 패널데이터라는 한계가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WGI 데이터 자체가 가
지는 한계가 있다. 주지해야 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가 많은
연구에 활용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국제기구들이 원조제공의 참고자료로 사
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WGI 데이터 한계에 대해 지적한
뒤 보다 근본적으로는 거버넌스의 개념에 대한 규범적인 논의가 부재한 현재
의 담론에 대한 비판을 통해 새로운 거버넌스, 즉 빈곤감소에 기여하는 Propoor Governance 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1. 거버넌스 측정지표의 한계

1) 인식조사 데이터의 한계

WGI 데이터는 설문조사를 통해 거버넌스에 대한
측정한

자료이다.

WGI는

6개의

거버넌스를

인식(perception)을

측정하기

위해서

31개의

원자료를 활용하였는데 이 중에는 개발도상국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 국내
기업인, 시민 등에 대한 설문조사가 포함되어 있다. 물론 국가간 비교연구를
위해서 서베이 자료를 사용한 것이 WGI 가 처음은 아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비교정치연구에서

국가간

비교를

위해

사용되었던

Business

Environment Risk Intelligence(BERI) 및 International Country Risk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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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RG)

지표들도

설문조사를

기초로

하여

지표를

구성해

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GI 지표 측정에서 설문조사를 활용했다는 점으로
인해서 두 가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첫째는

거버넌스

그

자체를

측정한

것이

아니라

거버넌스에

대해

전문가들과 기업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측정했다는 점에서 원저자들이
측정하고자 했던 것이 정확히 평가되지 않을 수 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Kurtz & Schrank, 2007; Thomas, 2010). 기본적으로 기업인들의 이익과
국가가

생각하는

이익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기업인들이

거버넌스에 대해 좋게 평가한다고 해서 그 나라의 거버넌스가 개선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반대로 거버넌스에 대해 나쁘게 평가했다고 해서 반드시
전체적인 거버넌스 구조가 악화되었다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인들은 규제완화를 희망하는데 정부가 강한 규제를 실시한다면 정부의
능력이 떨어진다고 응답할 수도 있다. 이런 특성을 가진 응답자들의 인식이
반영된 설문조사라면 과연 그것이 거버넌스를 정확하게 측정한 것인가
의문이 제기된다.
두

번째

또

다른

비판은

인식조사이기

때문에

경제상황에

대한

선행지표들이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Kurtz

and

Schark(2007)은

WGI를

비판하면서

거버넌스

측정

이전의

경제성과와 거버넌스 인식이 관련이 있다는 주장했다. 예를 들어, 거버넌스
지표가 측정되기 이전 2개년도 전의 경제성장율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한
결과 경제성장율이 좋으면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도 좋아진다고 나타났다.
달리 말해 거버넌스 지표에 있어서 경제성장율의 후광효과(halo effect)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단지 WGI 자체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경제성장과 제도간의 인과관계를 논하는 다른 이론적 논문에서도 후광효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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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에

대해

제기된

바

있다(Edward

L.

Glaeser,

Rafael

La

Porta,

Florencio Lopez-de-Silanes, & Andrei Shleifer, 2004)
물론 WGI 지표가 기업인들의 인식만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31개의

원자료

중에서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4개이고,

나머지는 다양한 자료에서 추출되었다. 예를 들어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 3개도 원자료로 활용하였고 6개의 국제기구 (World Bank, African
Development Bank, Asian Development Bank)등의 평가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또한 Freedom House 지표와 같이 공인된 민간지표 11개 역시 원자료에
포함되어 있다. 다양한 측면을 측정한 원자료들을 활용하여 표준화한 뒤
측정하였기 때문에 기업인들만의 인식이 반영된 자료는 아니라는 것이다
(Kaufmann, Kraay, & Mastruzzi, 2007a).
또한 후광효과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WGI 데이터를 만든 저자들은
논리적으로 이를 주장할 수는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사전적인 경제성장율에
의하여 거버넌스 인식이 달라진다는 것이 통계적인 오류를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큰지 여부를 실증적으로 측정해서 보여줘야 한다고 반박했다. WGI
원저자들은 성장회귀식(growth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해본 결과
단기적인 경제성장율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경제성장율 역시 거버넌스
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분산값을

이용하여

후광효과의 크기를 계산하여 본 결과 그 정도가 매우 작았기에 통계결과의
Robustness를

의심할

정도는

아니라는

점을

검증결과를

통해

31

제시하였다 (Kaufmann et al., 2007a).
31

분산값(variance)을 이용하여 후광효과를 검증하였다. 예를 들어 비판이 제기된

government effectiveness 지표를 활용하여 분산의 비중을 계산하는 식을 VAR(halo
effect)+COV(halo effect, government effectiveness)/VAR (government effectivess) 와
같이 구성하고 계산한 결과 후광효과의 비율이 1.6%(2004년도 자료)에서 5.6%(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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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생각해볼 때, 이론적으로는
거버넌스와

빈곤감소의

관계에

대한

가능성을

설정해볼

수

있지만

실증결과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한 이유는 인식조사를 주된 자료원으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연구자가 정의한 개념이 정확하게 측정되지 않았을 수
있다. 설문조사에 기반한 인식을 평가했기 때문에 이론적 논의를 통해
고민한 거버넌스의 개념과 설문응답자의 개념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전문가 서베이로서 국내외 기업인들과 국제기구 종사자들이 다수 포함되었기
때문에 편향성이 발생할 수도 있다. 즉, 이들은 거버넌스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주로 경제정책의 운용만을 기준으로 자신들이 체감하는 거버넌스에
대해 응답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국제기구가 좁은 의미에서 경제학적,
기술적으로 정의하여 결국은 경제정책이나 공공개혁정책 운용에 대한 문제로
거버넌스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응답자들의 특성이 인식조사의
답변경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거버넌스를
평가하는 WGI 지표의 조작적 정의는 타당할지라도 측정하는 단계에서
의도했던 대로 정확한 개념을 포착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아래에서 이야기할 구성타당성 문제와도 다시 연결된다.

2) 하위 거버넌스 개념의 구성타당성 문제

사회과학에서 추상적인 개념을 측정가능한 개념으로 전환하여 연구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성타당성(construct validity)을 확보하는 것이다.
구성타당성이란,

사회현상

연구에서

측정지표나

측정문항이

연구자가

정도로 계산되었다. WGI 데이터를 만든 연구자들은 후광효과가 기존의 통계결과를
부정할 정도로 크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155

32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는가 하는 것이다 .
WGI의 구성타당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비판이 가능하다. 첫째,
6개의

거버넌스

하위개념을

측정하였는데

먼저

이것이

이론적

근거에

기반하여서 정확하게 정의내려진 것인지 검증해야 하고, 나아가 각각의
정의에 맞게 그 하위의 평가문항이 잘 구성되었는지를 검증해야 한다. 특히
WGI의 경우 거버넌스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서 다양한 원자료들을 이용하여
집합을 구성했는데, 어떻게 집합을 구성했는가에 따라서 거버넌스 측정값이
달라질 수 있다. 특정 거버넌스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서 그 하위에 어떤
설문조사를 활용하고 이를 어떻게 Clustering 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거버넌스 지표의 점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Thomas, 2010),
WGI의 경우 거버넌스를 측정함에 있어서 먼저 개념을 구성하고 이에 맞춰
설문지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관들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설문조사를

취합하여

평가목적에

따라

재구성하여

종합하였으므로

구성타당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둘째, 6개의 하위 지표로 나누어 거버넌스를 측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32

측정의 타당성과 관련하여서 내용타당성(content validity), 기준타당성(criterion-

related validity), 구성개념 타당성(construct validity)이 있다. 예전에는 측정 자체에
대한

내용타당성과

구성개념(construct)을

기준타당성이
어떻게

측정할

중시되었으나
것인지에

관한

오늘날은

추상도가

구성개념

타당성이

놓은
더욱

중시되고 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들도 제안되었는데, 측정도구들의 수렴적
타당성(convergent validity)과 차별적 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이 높아야 한다.
수렴적 타당성이란 같은 개념을 상이한 측정방법으로 측정했을 때 그 측정값 사이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이다. 반면 차별적 타당성이란 서로 다른 개념을 서로 다른
지표로 측정했을 때 그 상관관계가 낮으면 차별적 타당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다.
이를 동시에 평가하기 위해서 Campell and Fiske(1959)가 개발한 다속성-다측정 방법
행렬(multitrait-multimethod matrix)을 이용하여 수렴적 타당성과 차별성 타당성이
충족되는지를 동시게 살펴보는 방법이 있다. 또한 최근의 연구들은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구성 타당성을 확인하기도 한다(남궁근, 2004, pp. 406-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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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뚜렷하게 구별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서 Langbein and Knack (2010)는 6개 지표를 이용하여 상관관계
분석, 요인분석, 경로분석 등을 통해 검증하기도 했다. 이러한 통계적 검증을
통해

주장하는

바는

6개의

개념이

구분되어

특정

차원의

거버넌스를

측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넒은 의미에서 같은 개념, 즉, 거버넌스의
질(quality of governance)을 측정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물론

WGI

자체가

구성타당성이

완전히

없는

지표는

아니다.

구성타당성을 수렴적 타당성과 차별적 타당성을 통해 검증한다고 했을 때,
수렴타당성은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2000년도의
정부효과성(government effectiveness) 지표를 통해 살펴본 결과, 유사한
개념을 측정한 다른 조사들, 예를 들어 국제투명성기구의 자료(TI)나 ICRG
자료와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각각 상관관계가 0.922, 0.821 로 나타났다.
또한 베버리안 지수(Weberianness)를 개발하여 관료제의 질을 측정한 Evans
and Rauch(1999)연구의 데이터와 WGI 데이터를 비교한 결과 상관관계가
0.587~0.649

로

나타났다(Kurtz

&

Schrank,

2007).

부패통제(control

of

corruption) 2005년 지표의 경우에도 18개의 개별 지표들과 상관관계를
검증해보니 0.85로 나타났다(Kaufmann, Kraay, & Mastruzzi, 2007b). 이를
통해 WGI 가 측정하려고 했던 거버넌스 지표와 기존 연구들이 측정해 낸
거버넌스 지표들이 수렴한다는 점에서 수렴적 타당성은 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차별적 타당성과 관련된 문제는 결국 두 번째 Langbein and
Knack (2010)의 비판과도 연관이 된다. 구성타당성의 판별조건 중 하나인
차별타당성은 서로 다른 지표를 서로 다른 개념으로 구성하여 측정했을 때
상관관계가 낮아야 차별적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WGI의 6개 지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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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관계가 높아서 차별적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현실에서 거버넌스의 작동방식을 생각하면 6개의 지표가 일정 정도
상관관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정치적 책임성이 높아지면 부패도
줄어들게 되는 것이 논리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WGI의 하위지표간 상관관계가 높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 지표를
신뢰할 수 없다고 단정하지는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수간 상관관계가
높아서

차별적

타당성이

확보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서

실증분석의

인과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날 수 없었다는 데이터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물론

검증을

거쳐

통계적

오류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지만 실제로 상관관계 분석(<표 4-6>)에서 확인하였듯이 6개 지표
중 일부 지표들은 상관관계가 0.7~0.8 이상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독립변수들이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난 것은 각각의 개념이 조작적
정의를 통해 측정하고자 한 원래 의도대로 서로 중복되지 않고 상호
배타적인 개념으로 측정되었다기 보다는 국가수준에서 거버넌스의 질에 대한
종합적인 인식이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지표의
근본적인 한계로 비판할 수 있다.

3) 지표의 개선방향: 행정제도 측면의 거버넌스 지표를 중심으로

사회현상을 측정하여 이를 계량적 지표로 측정하는 과정 자체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GI 데이터는 거버넌스를 가시적인
지표로 개념화하여 측정하고자 시도했고, 계량경제학적으로 우수한 방법을
통해 이를 현실화했다는 장점이 있다. 선진국부터 저개발국가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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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가를 포괄하여 십 여년 이상 데이터를 구축했기에 유용성도 높다.
그렇지만 앞서 비판한 바와 같이 데이터가 가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를 무비판적으로 사용하는 것에는 주의가 요망된다. 나아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 지표가 필요하다.
특히 현재 WGI 지표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과 실제 측정항목이 가장
차이가

있는 것은

effectiveness)과

행정분야

거버넌스와

정부규제능력(regulatory

관련된 정부효과성(government
quality)이다.

정치제도

측면의

거버넌스 지표 측정의 경우 비교민주주의 연구의 이론적 축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표구성방식에 있어 기존 연구들의 규범을 따라 비교적 견고하게
구성되었고,

법치주의나

부패통제의

경우에도

측정하고자

하는

바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를 측정하는 항목들을 쉽게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제도 측면의 거버넌스를 어떻게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측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그 중 정부효과성의 경우 WGI 저자들이 밝힌 바에 따르면 개념적으로는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했으나, 실제 세부
측정항목을 보면 경제정책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능력을 평가하는 데
한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관료제의 질(quality of bureaucracy)을 측정할 때
투자결정을 얼마나 빨리 하는지 여부를 평가해서 점수화한다거나 예산 및
재정정책 운용능력을 평가하는 항목을 중심으로 정부효과성을 산출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정부규제능력의

경우에도

측정항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는 경우 규제능력이 높은 것으로 점수가 산출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WGI가

활용하는

원자료들이

전

세계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설문조사를 활용하기
때문에 경제정책 운용능력만 평가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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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WGI 를 비판하며 대체재로 제안된 QoG (Quality of Government) 의
경우에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인데 이는 달리 말해 시민들이
정부의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것이다

33

. 또한 QoG

지표는 질문항목이 교육과 보건 서비스 이용에 대해 정부 서비스의 질에
만족하는지, 이러한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차별은 없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으로서 정부효과성(bureaucratic effectiveness)을 측정하고 있다(Quality
of Government Institute, 2010). 이러한 인식조사는 WGI와는 정반대로
사회정책 서비스 제공자로서 정부의 역할만 본다는 한계가 있으며, 시민들의
정부에 대한 평가를 정부효과성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또한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기존

지표들의

한계를

극복하여

정부효과성에

대한

대안을

원칙적인 차원에서 제시하면, 첫째, 정부효과성(government effectiveness)을
정부의 정책결정과 집행능력이라고 재정의하고 이에 대해 측정해야 한다.
정부효과성 개념을 바람직한 거버넌스(good governance) 논의와 정부의
질(QoG) 평가 논의에서 공히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의 양 지표들은 정부
서비스의 질(quality of public service)을 평가하는 항목과 혼재되어 개념을
정의하고 측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효과성을 통해 행정부처의 제도운용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행정부처가 적실성 있는 정책을 결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집행하여 목표했던 산출물과 결과물을 달성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지표가 개선되어야 한다.
둘째,

33

경제정책뿐만

아니라

빈곤감소와

관련이

있는

사회정책,

예를 들어 2010년 보고서에서는 EU 18개국 34,000 명 EU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종합하여 정부의 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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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배정책과 관련된 영역에 대한 질문을 동시에 포괄해야 한다. 정부는
경제활동의 핵심주체 중의 하나이고 동시에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어느 한 영역을 평가해서 그것만으로 정부의 능력을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행정제도 측면의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새로운
지표를

구성한다면

양자

중에

하나만을

평가하기

보다는

경제정책과

사회정책 양 분야에 대해 모두 정부의 능력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2. 거버넌스 담론의 한계

그러나 데이터의 한계보다는 근본적으로는 거버넌스를 통해 빈곤감소를
달성하겠다는 정책논리 자체에 한계가 있음을 비판할 수 있다. 이것은
거버넌스 개선과 빈곤감소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이 아니라 현재의
거버넌스와 빈곤에 관한 담론이 간과하는 요소가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또한 위 실증분석 결과에 대한 미시적인 문제제기가 아니라 현재 국제사회의
바람직한 거버넌스 담론 자체의 한계를 근본적으로 지적하고자 한다.

1)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논의 필요성
거버넌스를 논함에 있어서 거버넌스 운용주체, 즉 국가에 대한 논쟁을
회피함으로써 개발도상국에서 거버넌스 개선전략의 방향이 잘못 설정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개발협력의

담론은

신자유주의적,

현장에서

탈정치적이라는

국제기구가

태생적

주도한

한계로

인하여

거버넌스
개발의

중심주체로서 국가에 대해 직접적으로 논하지 않았다. 그러나 앞서 2장에서
국제개발협력

연구에

필요한

거버넌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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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하면서

강조하였듯이

경제발전과

빈곤감소를

위한

거버넌스를

누가

운용할

것인가,

누가

다스리는가(Who governs?)에 대한 근원적 질문을 다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거버넌스 논의의 핵심으로 국가의 역할에 대해 다시 주목해야 한다.
이는 선행연구의 논의 가운데 정부의 질(Quality of Government)에 관한
논의가 담론의 중심을 정치의 영역이 아닌 행정의 영역으로 이동하고자 했던
고민과 유사한 맥락에 있다. 그들의 연구는 기존의 비교민주주의 연구들이
일반 시민이 정치적 권리에 접근할 수 있는 정도를 통해 거버넌스의 질을
평가하는 연구로 한정되었던 점을 비판했다. 그리고 거버넌스 논의의 중심을
정책집행의 영역으로 이동시키려고 했다. 한편 QoG 논의는 기존 논의의
한계를

발견하고

극복하고자

한

기여는

있지만

거버넌스

논의에서

정책집행기능을 담당하는 행정부의 역할만 주목해서는 균형잡힌 논의를 할
수가 없다는 점에서 이 또한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과거 국제개발협력
초기에 발전행정론을 기반으로 하여 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를 거치면서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정치적 정당성을 결여한 정권에서
행정부가 강력한 실권을 장악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불행히도
발전행정론이

그러한

상황논리에

결과적으로

기여하는

양상이

발생하였다(Farazmand, 2001, p. 13). 정치와 행정을 분리하여 생각하게 될
때 이처럼 탈정치적 논의가 초래할 수 있는 함정에 빠지게 된다.
요컨대 지금까지의 거버넌스 담론이 신자유주의적 측면에서 국가의 역할,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을 거버넌스 개혁으로 추진하였다면, 이제는
개발의 주체로서 국가(state)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거버넌스 논의에서는 정치, 행정, 사법의 영역에서 유능한 국가(competent
state)가 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복원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많은
저개발국가들이 약탈국가(predatory state), 취약국가(fragile state)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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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그리고 거버넌스 담론의 논자(論者)들이 외부자라는 점에서 그동안
국가에 대한 논의를 배제한 채 거버넌스 개선을 추진해왔다. 예를 들어,
법치주의와 부정부패의 경우 현실에서의 논의는 개발도상국의 국가 기능을
복원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민간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강조되어
온 것이다. 하지만 특히 저개발국가에서 발전의 주체는 결국 국가가 될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거버넌스 개선의 대상으로 정치, 행정, 사법의 영역을
포괄하여 운용하는 국가에 대한 논의로 돌아가야 한다.

2) 제도변화의 원동력에 대한 논의 필요성

본 연구가 앞서 정의한 바와 같이 거버넌스는 제도를 운용하는 것과
관련이 있지만 현재의 거버넌스 논의는 제도 그 자체를 동의어로 보고 있다.
신제도주의

경제학에

기반하여

거버넌스

담론이

진행되어

오면서,

제도개선을 통해 개인의 행위에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고 제도의
변화에 우선적인 관심을 집중한 것이다. 제도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가
거버넌스의 문제인데 현재의 논의는 개발도상국에 이전해야 할 제도 그
자체에 관심을 둠으로써 제도 도입을 둘러싼 역학관계를 다루지 못하고 있다.
즉, 이렇게 독립변수로서 제도만을 강조하게 되면 제도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원동력에 대해서는 다룰 수 없게 된다. 다시 말해, 현재의 거버넌스
담론은 제도변화가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고 있다.
개발도상국 각 국가의 제도는 고유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경로의존적으로
발전되어 온 것이다. 국제기구가 제도개혁을 이식하는 것과 같이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결정적 사건(critical juncture)에 의해 제도변화가 초래될 수는
있지만 역사적 경로를 따라 발전되어 온 국가별 제도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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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해 현재의 바람직한 거버넌스 담론은 답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제도가 개인의 행위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천착한 나머지
제도 내의 개인이 다시 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 실제 개발도상국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버넌스 개혁의 경우, 그
촉발제가 외부로부터의 압력이 아니라 내부의 주요 정책결정자(decisionmaker)로부터 발원하는 변화일 때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개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신제도주의 경제학에 기반한 논의와 같이 개도국
내부 행위자들 모두를 변화의 대상으로 보고 제도를 통해 이들을 계몽해야
한다는 접근법으로는 개발도상국 내부로부터 발원하는 제도개선의 동력을
찾아낼 수 없다.

3) 빈곤감소를 위한 사회구조적 접근의 필요성

앞서

두

가지

비판은

바람직한

거버넌스

논의

내부적

논리의

문제점이었는데 또 다른 비판으로는 거버넌스 개선을 통해 빈곤감소를
이루겠다는 정책논리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할 수 있다.
현재의 바람직한 거버넌스 담론은 개인의 행위 변화를 유인하는 기제로서
제도변화를

고민하고

있지만

이

같이

제도를

통해

개인수준(individual

level)의 변화를 유인하여 빈곤을 감소하겠다는 접근법이야말로 빈곤감소율
속도가 기대 이하로 느리게 진행되는 원인이다. 따라서 정책수단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빈곤해소를

위해서는

개인수준보다는 구조적인 접근(structural level)으로 대응해야 한다.
지금까지 실증분석 결과가 분명히 제시하는 것은 빈곤퇴치를 국제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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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주요한

정책목표로

설정할

때,

거버넌스

개선이

가장

긴요한

정책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후 새로운 개발의제를 논하는
Post-2015 논의에서는 빈곤을 초래하는 원인에 대해 다시 규명하고 그
원인에 근거하여 정책적 처방을 제시해야 한다.
보다 근본적인 빈곤의 원인은 바로 사회 구조적인 불평등이다. 본
연구에서

거버넌스와

빈곤감소의

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던

사하라이남 아프리카나 서남아시아의 경우 구조적 불평등과 차별이 가장
심각한 대륙으로 꼽힌다. 예를 들어, 서남아시아 네팔의 경우 지난 10년간
빈곤감소율이 상당히 높아서 우수 사례로 거론되기도 하지만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빈곤선(네팔의 국내 빈곤선 기준) 이하 인구 비율이
25.4%에

불과하지만

불가촉천민(untouchable)인

달리트(Dalits)

계급의

경우에는 47%가 빈곤층에 속한다(Rana, 2012). 아프리카 대륙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가나와 케냐와 같이 최근 빠른 속도로 경제성장이 이뤄지고 있는
신흥국가들도

소득불평등

지니계수가

케냐,

47.7(2005년

기준),

가나,

42.8(2006년 기준)로 여전히 불평등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불평등이 빈곤층의 사회통합을 가로막기 때문에 빈곤감소 속도가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회불평등이 빈곤의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기 MDGs 논의에서 개도국 내의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 않았다(Saith, 2006). 때문에 최근 들어 불평등 해소를 MDG의 제
9의 목표로 설정하거나(Fukuda-Parr, 2010), Post-2015 논의에서 핵심의제로
다뤄야 한다는 주장(Fischer, 2012)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근본적으로 빈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회구조적 접근 방안에 대해 재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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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빈곤감소를 위한 거버넌스: Pro-poor Governance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와

저개발국가에서

빈곤감소에

기존

기여할

논의의
수

있는

한계에

기반하여

‘pro-poor

과연

governance’가

무엇인지를 모색하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첫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치,
행정, 사법제도 측면의 거버넌스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실제 거버넌스 개선이
빈곤감소로

이어지기까지

연결의

순서(sequence)를

탐색한다.

둘째,

발전단계별로 혹은 국가별로 어떤 측면의 거버넌스가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이 때, 거버넌스 개혁의 내적 원동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1) 거버넌스 개선의 연결순서 및 우선순위 탐색

다차원적인 거버넌스 개념을 나누어 살펴본 결과, 각각의 거버넌스
변수가 빈곤에 미치는 영향이 달랐다. 그렇다면 개발도상국에서 현실적인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거버넌스는
어떤

분야인가에

정치제도

개혁,

대한

고려가

행정제도

개혁,

필요하다.

이에

대한

논의를

사법제도

개혁

그리고

개발의

위해서는
목표인

경제성장 나아가 빈곤감소, 이 다섯 가지에 대해 함께 논의해보아야 한다.
정치경제학의 주요 연구 중에 경제성장의 결과로서 제도발전이 이뤄지는
것일 뿐, 제도개선이 경제성장을 유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있다.
Lipset(1959)의 근대화 가설과 맥락을 같이하는 이러한 주장이 거버넌스
논의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예를 들어, 장하준(2002)은 미국, 영국 및 유럽의
선진국들이 보통선거, 현대적 관료제, 지적 재산권, 사회보장제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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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한 시점을 비교해 보면 산업화를 통해 경제발전을 이룬 뒤에 그 물적
토대

위에서

제도를

도입하고

개혁해나갔다고

설명하였다.

오히려

개발도상국 중 일부 국가들은 소득수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나은
거버넌스를 갖추고 있다는 설명도 있다. Jeffery Sachs 등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여 거버넌스 지표와 소득수준을 비교해 본
결과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실제로는 그 소득수준에 비해서는 비교적 잘
통치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특히 아프리카 지역만을 놓고 보면 거버넌스
개선과 경제성장의 관계가 강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분석하였다(Sachs et
al., 2004). 이러한 설명들은 모두 경제성장이 선결조건이고 거버넌스 개선이
그 결과로서 따라온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모든 개발관련 목표들이 내생적 관계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Fukuyama는

development),
주장하기도

경제발전(economic

사회발전(social
했다.

특히

development),

development)이

정치발전을

정치발전(political

순환관계를

형성한다고

국가형성(state-building),

법치주의

확립(rule of law), 민주주의(democracy)로 보고 5가지 차원의 개발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순환관계(feedback loop)라고 했다. 국가형성과 법치주의와
같은 정치발전이 경제발전을 촉진할 수도 있고, 경제발전이 사회발전을
추동하여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확립 같은 정치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복잡한 순환관계에서 어느 것이 다른 것의 선결조건이 되지 않고 이
중에 하나라도 먼저 달성하면 순환관계를 통해 그 국가가 발전해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Fukuyama, 2008).
일찍이

발전행정(development

administration)에서도

여러

분야의

발전목표간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혹은 한 분야의 발전이 다른
분야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균형발전 이론모형(equilibrium167

development model)과 불균형적 발전 이론모형(non-equilibrium development
model)이 제시되었다. 균형발전 이론모형이란, 정치발전과 경제발전 또는
사회발전 등이 균형적으로 상호보완적인 발전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불균형 발전 이론모형은 개발도상국에서는 경제발전이 정치적, 사회적
변화를 촉진시키는 동태적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영종, 2007, pp. 2526). 앞서의 논의를 이에 대비하여 본다면, Fukuyama의 주장은 균형발전
이론모형에 대응하고, 장하준이나 Jeffery Sachs의 주장은 불균형 발전
이론모형에 대응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에서 제시했던
바와 같이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발전을 이룬 나라에서 거버넌스 개선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한 것도 불균형 발전 이론모형의 논리와 유사점이 있다.
이러한 논의가 함의하는 바는 거버넌스 개선과 빈곤감소는 이론적 추론이
설정하는 선형적 관계가 아니라 현실에서는 더욱 복잡한 메커니즘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본 연구가 구분한 정치, 행정, 사법제도 측면의 거버넌스의 경우,
세 가지 거버넌스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해 다시
발전행정론에서 논의를 시작해보자. 발전행정에서 불균형 발전 이론모형의
또 다른 핵심 주장은 행정발전을 독립변수로 본다는 것이다. 즉 행정이 다른
발전목표들과
주도적

역할을

경제발전에서

상호의존적인
할
국가의

수

관계임을

있다는
역할을

점을

인정하면서도
강하게

강조하는

행정이

역설한다

국가발전의

(김영종,

발전국가(developmental

2007).
state)란

개념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제기되는 것이다. 요컨대 세 가지 거버넌스
하위범주 가운데 국가발전을 위해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은 행정제도
측면의 거버넌스라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에서 개발도상국 내에서
정치적인 측면의 거버넌스나 사법제도 측면의 거버넌스를 개혁하는 것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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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의 운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부의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Quibria, 2006)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를 반영하여 세 가지 거버넌스의 연결순서를
고려해본다면, 개발도상국 입장에서 빈곤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거버넌스
개혁을 추진할 때는 먼저 정치제도 개혁을 통해 정책과정의 투입부문에서
정당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정책과정 내의 행위자들의 책임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빈곤층에 대한 구조적인 차별이
있다면 이들의 수요가 정책과정에 투입될 수 없다. 따라서 정치부문의
개혁을 통해서 빈곤문제 해결에 대한 정책수요가 정책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성공적인 빈곤감소의 사례를 보여준 국가들은 빈곤층을
포괄하기 위한 사회통합(social inclusion) 정책을 동시에 실시했다는 것 역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Ringen, Kwon, Yi, Kim, & Lee, 2011).
이어서 정책의 산출부문에서 효과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는 행정부처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행정부처의 비효율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제도
측면의 거버넌스를 개혁할 때, 단발성 개혁조치가 아니라 지속가능하고
근본적인 행정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치체제의 정당성이 확보된
기반 위에서 가능하다.
법치주의와 부패통제와 같은 의제의 경우 사실 단순히 제도나 기구를
도입하여 형식적인 측면을 갖춘다고 단기간에 개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특히

저개발국가들의

설명하였듯이

경우

사회구조적,

앞서

역사적

Khan(2006,
배경에

2008)의

의해서

논의를

부패가

근거로

고착화되었기

때문에 이를 완전히 해소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나

신뢰와

부패의

관계를

다루는

많은

연구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회적 자본을 통해 부패가 감소된다고 했을 때(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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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a, Lopez-de Silanes, Shleifer, & Vishny, 2000), 그러한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정치제도
측면의 거버넌스와 행정제도 측면의 거버넌스 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장기적으로 사법제도 측면의 거버넌스 개선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요컨대, 본 연구에서 거버넌스의 다차원성에 주목하여 세 개의 하위
범주로 나누어 정의한 것에 기반하여 빈곤감소에 이르게 하는 거버넌스
개선의

우선순위와

연결순서(sequence)를

살펴보면,

정치제도

측면의

거버넌스로부터 출발하여 행정제도 측면의 거버넌스를 개선하고 이 과정에서
사법제도 측면의 거버넌스를 개선하는 것이 실질적인 빈곤감소를 이끌어 낼
수 있는 pro-poor Governance의 방향이라고 하겠다.

<그림 4- 7> Pro-poor Governance 의 연결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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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전단계별 및 국가별 거버넌스 개선전략의 필요성

또한 pro-poor governance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각 개발도상국이 처한
역사제도적 맥락(context)과 상황(contingency)에 따라 거버넌스가 경제성장과
빈곤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또한 고려해야 한다.
거버넌스

개선이

중요하고

제도개혁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경제발전이 이뤄지는지, 빈곤감소 목표를
달성하는지는 철저히 국가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논의가 있다. 대표적인
예로 자주 인용되는 경우가 바로 한국(South Korea)이다. 한국은 분명
1980년대까지

권위주의

발전국가(developmental

정권의

통치하에

있었고,

그럼에도

state)의

주도하에

정부가

시장을

불구하고
견인하면서

경제발전을 이루고 빈곤에서 벗어났다. 지금 국제개발협력계에서 주장하는
바람직한 거버넌스 아젠다를 놓고 본다면 한국은 경제성장도 빈곤감소도
달성

불가능한

국가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지난

50년간

빈곤으로부터 탈출하여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로 진입한 불과 얼마 되지 않는
국가 중 하나이다. 바람직한 거버넌스 없이도 빈곤감소를 이룬 것이다.
때문에 이런 개별 국가들의 사례에 비춰볼 때, 거버넌스가 개발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하게 중요한 요소임은 이론적으로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으나
이를 어떻게 각 국가가 처한 상황에 맞게 정착시켜 나갈지는 그 국가에 대한
지식과 창의성(local knowledge and creativity)에 따라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Rodrik,

2008).

심지어

거버넌스

개선이

경제성장의

선행조건이라고 주장했던 Acemoglu 조차 “좋은 제도를 수출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수출하는

것만큼이나

부질

없는

일이다.

먼저

내적

원동력(internal driving force)이 있어야 하며 각 국가가 처한 상황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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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이 달라져야 한다” 라고 말했다(Acemoglu, 2008, p. 9). 국가별로
거버넌스 개혁의 추진전략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은 당위적인 주장이다.
그러나 국가별 상황(contingency)만을 강조할 경우 거버넌스 개혁과 빈곤감소
실패의 원인 모두가 개발도상국 개별 국가의 능력의 한계로 귀결될 우려가
있다.
먼저 본 연구에서 이끌어 낼 수 있는 함의를 바탕으로 중범위수준에서
결론을 내려본다면 발전단계에 따라 거버넌스가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해야 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극빈국에서는 거버넌스와
빈곤의

관계를

발견하기

어렵고,

중소득

국가(middle-income

countries)

이상에서 정치-행정-사법제도 측면의 순서로 거버넌스의 빈곤감소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거버넌스와 경제성장의 관계를 탐색한 또 다른
선행연구 중에서 발전단계별로 각각의 거버넌스 하위개념들이 미치는 영향이
상이할 것이라며 이를 후속연구의 과제라고 제시한 연구가 있었는데(Quibria,
2006), 본 연구를 통해서 이에 대한 답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국제기구들은 거버넌스를 논의할 때 발전단계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원조의 제공조건으로 거버넌스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행에 주의가 요망된다. 역설적이게도 외부사회로부터 도움을 가장
절실히 원하는 저개발국가들은 거버넌스 수준이 낮기 때문이다(Pronk, 2001).
따라서 거버넌스 개선을 통해 빈곤감소를 달성하고자 한다면 발전단계별로
개버넌스 개선 전략을 다르게 수립해야 할 것이다.

3) 바람직한 거버넌스 논의와의 차이점
이상의 논의를 통해 주장한 ‘pro-poor governance’를 기존의 바람직한
거버넌스(good

governance)와

대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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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금까지 국제기구에 의해 제안되고 국제개발협력 학계와 정책현장에서
추진되어 온 바람직한 거버넌스는 하향적(top-down)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다.
국제기구에 의해서 정의되고 결정된 개혁의제들이 개발도상국에 전달되어
집행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추진속도에 있어서도 개발도상국으로 하여금
모든

의제들을

동시에

일괄적(uniformly)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인 거버넌스 개혁의제의 경우 이론적인 기반 위에서 연역적으로
도출되었다. 이로 인해서 각각의 의제들이 비록 이론에 의해 정교하게
도출된 개혁의제라 하더라고 개발도상국의 현실과 제도와 정합성이 떨어지게
되고 각 국가의 집행능력이 뒷받침되지 못함으로써 목표했던 성과를 달성할
수 없었던 것이다.
반면 본 연구가 제안하는 pro-poor Governance의 경우, 개발도상국의
맥락에서 상향적(bottom-up) 추진방식으로 전개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추진속도 역시 각 국가의 상황에 맞게 단계별로 추진되어야 한다. 모든
개혁의제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개발도상국으로 하여금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나가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어떤
거버넌스 개혁의제가 구체적으로 필요한지 여부는 개발도상국의 상황에
비추어 귀납적으로 도출해내어야 할 것이다.
또한 양 접근법의 중요한 차이점 중 하나는 거버넌스를 정치, 행정,
사법제도 측면으로 구분했을 때 우선순위와 추진단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바람직한 거버넌스(good governance)는 특히 사법제도
측면의

거버넌스만을

강조하였고,

특히

정치분야의

거버넌스의

경우

불개입원칙에 따라 우선순위에서 배제되었다.
그러나 pro-poor Governance는 거버넌스 개혁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먼저 개발도상국 내부의 정치 거버넌스 개혁을 촉발시키는 것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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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다고 본다. 정치제도 측면의 거버넌스 개혁의 경우 외부로부터의
결정적 사건이 촉매제는 될 수 있지만 그 원동력은 개발도상국 내부에서
발원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행정과 사법제도 거버넌스의 개혁이 순차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표 4- 15> Pro-poor governance 와 Good governance 의 차이점
Good Governance

Pro-poor Governance

추진방식

Top-down

Bottom-up

추진속도

일괄적 추진

단계별 추진

의제도출방식

연역적

귀납적

우선순위
및 연결순서

사법 > 행정 >

정치

정치 → 행정→ 사법

이상과 같이 기존의 거버넌스 논의와 새로운 거버넌스 논의를 대비하여
정리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개발도상국 내부의 거버넌스 개선과정에 대한
질문들이 남는다. “거버넌스의 영향력이 발현되는 중소득이상 국가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거버넌스 개선을 통해 빈곤감소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국가별로 거버넌스 개선의 전략이 상이해야 한다고 본다면, Acemoglu가
말한 개발도상국으로부터 ‘내적 원동력’ 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 와
같은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한 국가 내에서
거버넌스 개혁이 일어나는 과정을 보다 상세하게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어지는 제5장에서 개발도상국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
거버넌스 개선이 촉발되고 이것이 빈곤감소로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탐지적
사례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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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필리핀의 Pro-poor Governance
제1절 사례연구의 필요성
앞서 본 연구는 거버넌스와 빈곤의 관계에 있어 기존 연구와는 다른 반증
가능성으로부터 출발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계량연구만으로는
실제 개발도상국에서 빈곤감소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거버넌스 개선의 메
커니즘을 상세하게 확인할 수는 없다. 따라서 개발도상국 내부에서 거버넌스
개혁이 왜, 어떻게 일어나며 그것이 궁극적으로 경제성장과 빈곤감소로 어떻
게 이어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례연구를 통해 개발도상국 내부의 동태
적인 과정을 살펴보아야 한다.
사례연구는 기존 이론을 지지하거나 증명하려는 목적에서 수행되는 경우
도 있고, 사례연구를 통해 초기 이론 개발단계에서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고
이론과 가설을 형성할 수도 있다. 이를 탐지적 사례연구(heuristics case
studies)(Eckstein, 1975) 혹은 가설창출적 사례연구(hypothesis-generating)라고
한다(Lijphart, 1971)(George & Bennett, 2005, p. 213, 재인용). 본 장에서 시
도하는 것이 바로 탐지적 사례연구라고 할 수 있다.
앞서 4장 3절에서 빈곤감소를 이룰 수 있는 거버넌스를 ‘pro-poor
governance’ 라고 명명하고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전제를 제안하였다. Propoor governance에 대한 새로운 논의의 출발점이자 대안적 명제는 첫째, 다
차원적 거버넌스가 실제 빈곤감소로 이어지기까지 연결순서가 있고 우선순위
가 있다는 것이다. 즉, 정치제도 측면의 거버넌스 개선으로부터 촉발되어 행
정제도 측면의 거버넌스가 개선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사법제도 측면의 거버
넌스까지 개선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둘째, 발전단계별로 본다면 중소득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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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middle-income countries), 최소한 하위-중소득국가(lower-middle income
country)가 되었을 때 거버넌스-빈곤감소의 관계가 발현되며 이 경우에도 개
발도상국 내부의 원동력이 있어야 거버넌스 개선이 빈곤감소로 이어질 수 있
다.
또한 이러한 상층의 거버넌스 개혁이 구체적인 정책프로그램 집행과정에
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가령 직접적으로 빈곤층
을 수혜대상으로 하는 빈곤감소프로그램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행정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프로그램은
국제기구에 의해서 잘 준비된 정책들이 이전되는데 정작 개발도상국으로 이
전된 뒤의 상황에 대해서는 국가별 내부 정치상황 혹은 국가별 행정능력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판단할 뿐 구체적인 정책과정에 대한 분석이나 그에
근거한 처방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못하고 있다. 정책을 집행하는 것을 개발
도상국 각 국가의 고유한 몫으로 간주하여(Collins, 2012), 집행실패의 원인 또
한 개발도상국의 행정능력과 재정능력의 한계로 돌리고 있을 뿐이다(Hickey,
2008). 따라서 거버넌스와 빈곤을 연계하여 고려할 때, 상층단위의 거버넌스
개혁이 빈곤감소프로그램의 집행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거버넌스와 빈곤을 연계할 수 있는 이론적 맹아(萌芽)
를 찾고자 하는 목적에서 사례연구를 통해 이러한 명제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34

자 한다. 사례연구는 필리핀을 대상으로 한다 . 필리핀은 본 연구의 기준에
따르면 하위-중소득국가(lower-middle income country)에 속한다. 1960년대까
지만 하더라도 아시아에서 비교적 발전수준이 우위였던 국가였지만 1970년대

34

사례연구를 위한 인터뷰 대상자와 인터뷰 질문지는 <부록 4>와 <부록 5>에서 제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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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20여년간 마르코스 독재정치를 거치면서 이후 경제발전이 정체되었고
2000년대 이후에도 계속해서 빈곤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만성적
빈곤(chronic poverty)의 근원 중 하나는 사회구조적 불평등과 부패한 정치이
다. 이런 가운데 2010년 집권한 현 아키노(Noynoy Aquino) 대통령은 거버넌
스 개혁을 통해 빈곤을 감소시키겠다는 국정목표를 전면에 내걸고 필리핀을
변화시키고 있다. 필리핀의 사례는 거버넌스 실패가 빈곤을 초래하는 과정뿐
만 아니라 경제성장과 빈곤감소를 위해 거버넌스를 개혁하는 과정을 동시에
보여줌으로써 다른 개발도상국에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어지는 2절에서 필리핀 빈곤의 현황과 빈곤이 악화된
사회구조적 원인을 거버넌스의 실패 측면에서 설명한 뒤, 3절에서는 민주화
이후 필리핀의 정치개혁, 행정개혁, 부패개혁 등을 개괄하고, 4절에서는 최근
빈곤감소를 이루고자 하는 목표 하에 실시되고 있는 거버넌스 개혁과 구체적
으로 빈곤감소프로그램(Conditional Cash Transfer, CCT)의 집행과정 개혁을
살펴본다. 5절 결론에서는 이러한 거버넌스 개혁의 노력이 경제성장과 빈곤
감소와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를 모색함으로써 그 정책적 함의를 살펴본다.

제2절 필리핀의 빈곤현황과 원인
1. 빈곤현황
35

아시아 국가 중에서 가장 먼저 민주주의를 도입한 필리핀 은 1950년대까

35

필리핀은 스페인 식민통치(1521년~1898년) 이후 점령한 미국(1989년~1934년)에 의

해 1900년대 초반부터 민주주의 정체(polity)의 기반이 되는 제도들을 도입하였다. 필
리핀 초대 총독(1901~1904)이었던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William Howard Taft, 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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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하더라도 주변 국가에 비해 가장 높은 경제발전 수준을 자랑했다. 하지
만 마르코스의 독재정치(1966~1986)가 20여년 이어지는 동안 국가경제가 후
퇴하였다. 정치제도 측면의 거버넌스의 실패로 말미암아 인접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경제가 후퇴하고 빈곤이 심화되었다. 독재정치가 오랫동안 지
속되는 가운데 사회는 소수의 기득권층과 다수의 빈민으로 양극화되었다. 필
리핀의 경우 전체 국민의 90%가 빈곤층이라고 할 정도로 중산층이 와해되었
36

고(Thompson, 2010) , 만성적 빈곤(chronic poverty)이 심각해졌다.
1986년 2월, 비폭력민주화 운동인 ‘People Power’ 운동을 통해 독재정권이
물러나고, 이후 코라존 아키노(Corazon Aquino)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민주정
치가 회복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등이 1990년대 동남아시아의 새로운 신흥경제국으로 부상하였지만 필리핀의
경제성장율은 인접국가에 미치지 못했다(Kim & Yoo, 2013).
이후 집권했던 모든 대통령들이 빈곤감소정책을 추진했지만 필리핀의 빈
곤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못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2000년대 이후 빈곤율
이

오히려

상승했다는

것이다.

주변

신흥공업국들이

아시아

경제위기

(1997~1998)를 겪을 때에도 필리핀 경제는 비교적 금융위기의 피해를 적게

미국의 27개 대통령이 됨)의 주도하에 미국의 연방주의자(Federalists)들이 당시 주장
했던 정치제도들이 필리핀에 도입되었다. 1902년 간선제 주지사 선거, 1906년 직선제
주지사 선거 등이 도입되었고, 1900년 전국단위 정당(Partido Federal)이 출현하였다
(Hutchcroft & Joel, 2003).
36

필리핀에서는 계층을 논할 때 주로 A~E 5등급으로 구분한다. A는 very rich, B는

moderately rich, C는 middle class, D는 moderately poor, E는 very poor 이다. 조사
에 따르면 필리핀 인구를 A~E 등급으로 구분할 때, 중산층 이상에 속하는 A, B, C
등급은 1998년에서 2007년 사이에 10 퍼센트 미만으로 줄어든 반면, 빈곤층이라 볼
수 있는 D, E 계층이 90 퍼센트까지 늘어났다(Thompson, 2010). 또한 자료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중산층 이상 A~C 계층은 대체로 7에서 11퍼센트이며, D 계층이 53
내지 73 퍼센트, E 계층이 18 내지 32퍼센트로 보고되고 있다(Schaffe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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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었다. 당시에는 시장이 많이 개방되지 않은 까닭이었다. 때문에 2000년대
이후에 경제성장율이 주변국에 비해 양호했지만 같은 기간 빈곤율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표 5-1> 참조). 이로 인해서 만성적인 빈곤상태에 빠
진 인구가 오히려 더욱 증가하였다. 2003년 24.9%였던 빈곤율(필리핀 국가빈
곤선 이하 빈곤인구의 비율)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6년 26.4%를 기록
하였고, 빈곤인구도 1,980만명(2003년)에서 2,300만명(2009년)으로 증가하였다
(NSCB, 2011). 이 때문에 필리핀에서 빈곤문제가 다시 한 번 가장 중요한 정
책 아젠다로 부상하게 되었다.

<표 5- 1> 필리핀 경제 및 빈곤 관련 지표
1991
GDP growth rate

a

-0.6

2000

2003

2006

2009

4.0

4.0

5.3

1.1

b

Poverty headcount ratio at
33.1
33.0
24.9
26.4
26.5
national poverty line a(%)
Poverty headcount ratio at
30.7
22.5
22.0
22.6
18.4
$1.25 a day a(%)
Magnitude of Poor
20.89
(25.47)c
19.80
22.17
23.14
Population b (in million)
*Source: a -World Development Indicator, b – NSCB(National Statistical Coordination Board),
c-Family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2. 빈곤의 구조적 원인: 거버넌스 실패
저발전과 그로 인한 만성적 빈곤의 덫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첫 번째
원인은 오랜 독재정치를 거치면서 필리핀 사회의 거버넌스 구조가 전반적으
로 와해되었다는 데 있다. 2번째 민중운동(people power)을 겪은 2000년대 이
후에도 와해된 거버넌스 구조는 쉽게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WGI 거버넌스
지표를 통해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표 5-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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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2> 동남아 4개국 WGI 거버넌스 지표 비교
COUNTRY
YEAR
PHILIPPINES 2000
2005
2011
2000
INDONESIA
2005
2011
2000
THAILAND
2005
2011
2000
MALAYSIA
2005
2011

VA
53.4
48.6
48.8
34.6
44.7
46.9
63.5
45.7
33.3
39.9
43.3
33.8

PS
11.1
13.5
9.0
3.4
7.2
21.2
60.1
22.1
16.5
47.6
64.9
52.4

GE
50.2
56.1
55.9
44.9
38.5
46.9
61.5
66.8
59.7
82.4
83.9
81.0

RQ
56.9
51.5
43.6
41.7
31.4
41.7
67.2
64.7
56.4
68.1
68.6
74.4

RL
38.3
42.1
34.7
28.7
25.4
31.0
65.1
55.0
48.4
60.8
65.6
66.2

CC
40.0
35.1
22.7
19.0
20.0
27.5
55.1
52.7
44.5
65.9
62.9
57.8

*Source: World Governance Indicator,
*Note: VA=voice and accountability, PS=political stability, GE=government effectiveness,
RQ=regulation quality, RL=rule of law, CC=control of corruption

주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정치적 측면의 거버넌스 지
표 중 정치참여와 책임성의 경우 오히려 타일랜드와 말레이시아 같은 국가들
보다는 높게 나타난다. 이는 오랜 식민지의 영향으로 일찍 민주주의를 도입
하여 형식적 민주주의를 완성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치적 안정성의 경우 인접국가와 비교해서 가장 낮았는
데 특히 2000년대 이후 계속해서 정치적 안정성이 악화되고 있다. 2000년 1
월 두 번째 민중운동이 일어나 부패한 에스트라다(Estrada) 대통령이 탄핵되
고, 당시 부통령이었던 아로요(Arroyo)가 대통령직을 승계하였으나 역시 부정
선거와 친인척 부패스캔들로 인하여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세 번의 탄핵을
겪었다. 이러한 일련의 정치적 소요상태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반면 행정분야의 거버넌스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지표값
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타일랜드와 말레이시아와 같이 신흥경제국에 비해서
는 뒤지는 편이며 최근 새로운 신흥경제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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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지난 10년간 행정분야에 있어 꾸준한 상승세이지만 필리핀의 경우 정부
규제능력에 있어서는 오히려 지속적으로 지표값이 하락하고 있다. 사법제도
측면에 해당하는 법치주의와 부정부패와 관련된 지표는 4개 국가를 비교했을
때 가장 하위이며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
또한 <그림 5-1>과 같이 1996년 이후 필리핀의 WGI 지표 변화 추이를 살
펴보면 6개 거버넌스 분야 모두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으나 2009년 이후 최
근 2011년으로 접어들면서 거버넌스 지표들이 다소 개선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5- 1> 필리핀 WGI 지표 변화 추이

*Note: VA=voice and accountability, PS=political stability, GE=government effectiveness,
RQ=regulation quality, RL=rule of law, CC=control of corruption

3. 빈곤정책 실패의 정치·행정적 원인

중앙정부차원에서 실시되었던 빈곤감소 정책이 비효율적이었고 비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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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는 것도 만성적 빈곤의 원인 중 하나이다. 그동안 필리핀 사회보험제
도(social insurance)는 다른 개발도상국과 마찬가지로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공식적인 부분의 노동자들을 위한 제도였다. 가장 지원이 필요한
빈민들과 비공식 부분의 노동자들은 사회보장제도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그
나마 존재했던 극빈층을 위한 사회보장제도(social assistance)는 단기적인 지
원, 현물지원이 주를 이루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필리핀의 빈곤프로그램
은 쌀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Rice Price Subsidy)이나 아동에 대한 곡물지원
(Food for School program)등이 있었다. 현물지원 위주로 빈곤프로그램이 실
시되었기 때문에 누수율(leakage)이 지나치게 높아서 빈곤층이 아닌 사람들도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에서 누수율이 높
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필리핀의 사회보호제도의 목표달성을 가로 막는 구조
적인 원인이 있는데, 바로 ‘정치경제의 구조적 불평등’과 사회서비스 부문에
서 ‘중앙정부의 형해화(形骸化)’ 때문이다.
필리핀에서는 스페인과 미국으로부터 오랜 식민통치를 겪으면서 지역별로
형성된 지주세력들이 정치적 기득권을 장악하여 정치적 세습왕조(political
dynasty)를 이루고 있다. 이들이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를 비롯한 사회 전반을
지배하는 것이 필리핀의 현실이다. 때문에 필리핀 정치구조를 후견주의 정치
(patronage) 또는 ‘세습적 과두정(patrimonial oligarchic state)’로 특징하여 표
현할 수 있다(Hutchcroft, 1998). 이러한 역사적 배경하에서 1991년 지방자치
법(Local Government Code)이 제정되고 지방정부에 정치적 권한과 상당한
자치권을 이양하는 지방분권(devolution)이 더욱 강력히 시행됨으로 인해서
빈곤감소를 위한 각종 사회정책들이 지방정부(LGUs, Local Government Units)
의 책임 하에 놓이게 되었다. 이후 사회서비스의 전달과정에 정치적 개입이
만연하게 되었는데, 빈곤층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서비스를 전달하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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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까지 지역정치인이 관할하게 되면서 지나치게 정치화되고 부패하게 된 것
이다(Manasan, 2009).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단위로 실시하는 구빈정책의 규모는 미미하였으며
37

, 빈곤감소정책은 만성적인 정책실패를 반복하였다. 민주화 이후 등장한 모

든 정부들은 빈곤감소정책을 제시하였으나 정치화된 복지정책(politization of
welfare program)으로 인해서 정권마다 프로그램이 단절(policy discontinuity)
되는 문제 등이 발생함으로써 빈곤문제는 악화일로를 거듭하여 오늘에 이르
게 되었다.

제3절 민주화 이후 거버넌스 개혁 시도
필리핀은 약 400여년의 스페인의 지배와 1900년대 초반 미국의 식민통치
를 거쳤기 때문에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이 시행했던 정치제도들은 일찍 받아
들였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마르코스 독재정치를 20여년 거치면서 정치와
행정분야의 퇴행이 있었다. 또한 마르코스와 그 일가의 축재로 인해서 부정
부패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1.

정치개혁: 1986년 체제의 한계

1983년 아키노 상원의원(Benigno Aquino)의 암살사건 이후 마르코스 군사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들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고 마침내 1986년 2
월 민중운동(1st people power or EDSA revolution)을 통해 마르코스는 사임
하게 되었다. 이후 선거를 통해 아키노 상원의원의 미망인인 코라존 아키노
37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이고 규모가 컸던 사회보호프로그램인 식량지원금(Rice for

Subsidy)의 경우에도 2007년 기준, GDP의 0.25%, 2009년 GDP의 0.5%에 불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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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당선되었다. 아키노 정부는 민주주의를 복원(Re-democratization)하
려는

노력과

더불어

행정부를

마르코스

이전으로

되돌리는

개혁(De-

Marcosification)을 실시했다(Tillah, 2011, pp. 52-54)
민중혁명 이후 민주주의 복원과정에서 시민의 정치참여는 양적으로 급격
히 팽창하였다. 특히 참여민주주의를 기치로 하여 시민들이 정책과정에 참여
하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되었고 지방정부 역시 시민사회의 참여를 위해 각종
위원회를 제도화하는 등의 조치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1990년대 중반 기준
필리핀에서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시민단체의 수만 16,000개에 달할 정도로
많아졌다(Brillantes, 1998).
그러나 1986년 이후 필리핀의 민주주의는 마르코스 집권 이전인 1972년
이전 체제로 복원하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1972년 이전 체제는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적이었지만 실상은 극소수의 기득권 가문에게 집중된 정치적, 경제
적 권력을 위협하지 않는 현상유지적 성격이 있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
가 있다(Tolosa, 2011). 또한 아키노 대통령의 집권에도 불구하고 군부세력들
은 지속적으로 정권의 안정성을 위협하였고 쿠테타를 통해 복권을 시도하였
다. 또한 토지개혁에 실패함으로써 지주(地主)를 중심으로 정치권력과 경제적
부가 집중되어 있는 근대적 사회구조를 변화시키지 못하였다. 이 때문에 형
식적 민주주의는 복원되었지만 민주주의 공고화는 이뤄지지 못한 채 이후 라
모스(Ramos,

1992-1998),

에스트라다(Estrada,

1998-2001),

아로요(Arroyo,

2001-2010) 대통령 등 3번의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에 이르기
까지 후진적 정치문화와 정치불안은 계속되었다.

2. 행정개혁: 지방분권화와 신공공관리 (NPM) 개혁
마르코스 독재정치가 진행되는 동안 필리핀의 행정부처는 역사상 유례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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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장 종속적(subservient)이었다고 평가된다(Endriga, 1997; Tillah 2011 재
인용). 때문에 민주화 혁명 이후 등장한 정부들은 지속적으로 행정개혁 조치
들을 단행하였다.
민주화 이후 필리핀의 행정개혁은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지만 크게 두 가
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지방분권화이다. 필리핀에서는 1991년
단행된 지방자치법(Local Government Code, 1991) 도입으로 지방분권화가 실
시되었다. 이는 민주주의 복원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는데, 당시 수도 마닐라에
집중된 정치적, 행정적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지방자치가 실시되었다. 행정
적 측면에서 보자면 지방자치(decentralization)를 넘어서 지방분권(devolution)
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행정권한이 지방정부(Local Government
38

Units, LGUs) 로 이양되었다. 그 결과, 지방정부는 조세(taxation), 토지수용
(eminent domain), 일반적인 복지정책(general welfare promotion) 등 광범위
한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병원과 보건서비스, 사회서비스, 마을
의 삼림프로젝트, 지방정부의 공공근로 정책, 학교, 관광활성화 프로그램, 주
택정책, 농업정책까지 모두 지방정부가 담당하게 되었다.
둘째는 마르코스 독재정치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서 아키노 정부는
“De-Marcosification”을 내세우면서 정부규모를 축소하고, 관료정원을 축소하
였으며 경제분야에서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는 개혁조치들을 실시하였다
(ARMDEV 1998; Tillah 재인용). 그러나 아키노 정부(Corazon Aquino, 19861992)의 개혁조치들은 대체로 실패하였는데, 예를 들어 기존의 부패관료를
몰아낸 자리에 자기 정파의 사람들로 공무원을 채우면서 엽관주의적 행태
(spoils system)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후 이어진 라모스(Ram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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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지방정부(Local Government Units)는 80개 provinces / 143개 cities, 1,491개

municipalities / 42,028 개 Barangays 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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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1998), 에스트라다(Estrada, 1998-2001), 아로요(Arroyo, 2001-2010) 정부
역시 행정개혁조치들을 실시하였다. 라모스 대통령의 경우에도 행정개혁의
전반적인 기조는 역시 관료 수를 줄이고 정책결정과 집행에 있어서 지방정부
와 민간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늘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1997년 IMF 경제위
기 등으로 행정개혁 조치는 성공하지 못했다. 뒤이어 등장한 에스트라다 정
부는 Philippines Commission on Effective Governance(PCEG)를 설립하고 공
공분야의

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했고,

행정개혁안(Integrated

Administrative Reform Plan)을 수립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부패와 무능으로
인해 에스트라다 대통령은 사퇴하였고, 행정개혁조치 역시 용두사미로 귀결
되고 말았다. 이어서 대통령직을 승계한 아로요 대통령은 전임정부의 행정개
혁조치를 이어받아 PCEG를 운영하면서 정부부처의 민영화 조치를 단행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남기기 위해 노력하였다. 예를 들어 2002년 77개의 정부
부처 혹은 태스크포스 팀이 폐지되었고, 6,082명의 공무원을 감축하였다
(Tillah, 2011).
지방자치와 정부규모 축소로 집약되는 행정개혁의 특징은 필리핀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지금도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국제기구의 정책권고에
따라 이와 같은 정치·행정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국제기구가 이러한 개혁
을 제안하는 이유는 중앙정부가 독재자나 부패한 정치인들에 의해 좌우됨에
따라 지방자치(decentralization)를 통해 민주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 첫번
째 이유이다. 나아가 중앙정부의 행정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회서비스 제
공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정부나 마을공동체(community)를
통해 빈곤감소 프로그램을 집행하고자 하는 이유도 있다. 필리핀에서 이러한
행정조치들의 결과로서 중앙정부의 기능과 능력이 축소되고 지방정부의 권한
이 확대된 것이다. 하지만 이로 인한 부정적 부수효과가 발생하게 되었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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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화 이후 정치참여가 활성화되었지만 필리핀의 후견주의(patronage) 정치구
조 속에서 오히려 사회 전체가 지극히 정치화(politization)되는 문제점이 발생
하였다. 이런 가운데 행정분야는 민주화를 위해 실시된 지방분권과 독재청산
을 위한 정부규모 축소로 오히려 중앙정부의 행정능력이 약화되고 말았다.

3. 부패개혁: 정치적 의지의 부재
1986년 민주화 이후, 아키노 정부는 부패개혁을 위해 기존에 있었던 부패
방지법(1961년 제정된 Republic Act 3019)을 강화하고, 1989년에는 윤리적 기
준을 새롭게 하는 법률을 개정하였으며 1991년에는 새로운 부패방지법(Antiplunder law)를 제정하기도 하였다. 이후 모든 정권은 부패개혁을 약속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계속해서 부패로 인해 정권이 추락하는 관행이
번복되었다.
부패개혁이 그 목표를 달성하기 못한 이유는 법제도의 문제 때문이 아니
라 그러한 법제도가 제대로 집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필리핀은 아
시아에서 반부패 정책수단이 가장 많은 나라이다. 7개의 법이 있고, 19개의
대통령직속 반부패위원회가 있었다(<표 5-3> 참조). 그러나 대통령이 바뀔때
마다 반부패 기구들 역시 바뀌었고, 부패전담기구의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여
정상적인 활동을 수행할 수 없었다(Quah, 2010).
또한 필리핀의 역사적 특수성에서 유래하는 사회문화적 원인이 부패가 지
속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 공무원들이 낮은 급여 때문에 사
적 이익에 포획될 수밖에 없고, red tape으로 행정절차에 지나치게 규정이
많은 것이 오히려 공무원의 재량권이 부패로 연결될 여지를 주며, 그에 반해
부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카톨릭의 영향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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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공동체를 중시하는 문화적인 가치 도 부패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
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패를 척결하겠다는 정치적 의지가 부재한
점이 만연한 부패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며, 때문에 심지어 필리핀에서 부
패척결이 불가능한 꿈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Quah, 2010).
<표 5- 3> 민주화 이후 필리핀의 반부패 기구
반부패 기구

정권

Presidential Commission on Good Government

Aquino

기간
1986.2~

Presidential Committee on Ethics and Accountability

1986.2~1988

Office of the Ombudsman

1988.5~

Presidential Commission Against Graft and Corruption

Ramos

1994.2~2000.6

Inter-Agency Anti-Graft Coordinating Council

Estrada

1999.8~

Presidential committee on Effective Governance

1999.10~

National Anti-Corruption Commission

2000.7~2001.4

Presidential Anti-Graft Commission

Arroyo

Governance Advisory council

2001.4~
2001.7~

*Source: Quah(2010) 이용하여 재구성, p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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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는 utang na loob 라는 용어가 있다. 필리핀 심리학자들이 사용하는 학

문적 개념이기도 한데, 영어로 “debt of gratitude”, “debt of inside” 라고 번역된
다. 은혜를 입으면 반드시 갚는다는 뜻인데, 단지 상호호혜적(reciprocity) 관점에서
주고받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다. 문화인류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
면 필리핀 사람들은 자아정체성을 남을 통해서 확인하는 경향이 있어서(shared-self)
(de Guia, 2005), 공동체와의 관계를 중시하고 따라서 적당한 때가 왔을 때 은혜를
갚는 것을 의무로 느낀다고 한다. 이러한 문화적 원인이 patronage 를 더욱 강화시
키는 원인이 되고 부패에 관대한 이유가 되고 있다고 설명한다(Quah,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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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빈곤감소를 위한 거버넌스 개혁
1. 아키노 정권의 거버넌스 개혁
그런데 최근 필리핀의 거버넌스 개혁은 기존과는 다른 접근에서 진행되고
있다. 민주화운동의 상징인 아키노 가문의 상속자이기도 한 현 아키노
(Noynoy Aquino) 대통령 하에서 민주주의 제도가 더욱 공고화(consolidation)
되고 정치개혁이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Tolosa, 2011, p. 254). 최근
필리핀의 거버넌스 개혁에서 pro-poor Governance의 연결순서(sequence)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거버넌스 개혁을 추동하는 내부 원동력으로서 정치리
더십의

변화가

일어났다.

거버넌스

개혁의

실행은

정치적

실현가능성

(feasibility)을 염두하여 행정부처의 개혁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부정부패를 개혁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궁극적으
로는 전반적인 거버넌스 개혁의 성과를 기반으로 하여 빈곤문제를 해결하겠
다는 목표 하에 거버넌스 개혁조치들이 실시되고 있다.
2010년 필리핀의 대통령에 당선된 아키노 대통령(Noynoy Aquino)은 선거
40

운동 과정에서부터 “빈곤감소를 위해 거버넌스를 개혁하겠다” 고 약속하고 ,
가장 중요한 정책의제로 바람직한 거버넌스(good governance)를 주창하였다.
취임 이후 작성한 필리핀 중기개발계획(PDP 2011~2016)에서도 빈곤감소를 위
한 바람직한 거버넌스(Good governance for Poverty Reduction)를 제1의제로
다루고 있다. 필리핀 중기개발계획에서 아키노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A
Social Contract with the Filipino People)을 천명하였는데, 그 핵심은 국민에
대한 민주적 반응성을 높이고 행정부처의 효율성을 개선하며 부패를 척결하
40

선거운동 당시 핵심 슬로건은 “kung walang corrupt, walang mahirap”, 즉 “No

corruption! No Poverty!”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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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향으로 거버넌스를 개선함으로써 빈곤감소를 달성하겠고 약속하고 있다
(NEDA, 2011). 필리핀이 중소득국가(middle-income country)로 도약하기 위해
서는 만성적 빈곤을 해결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거버넌
스 개선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실제 아키노 정부 하에서 행정개혁을 위한 조치들을 예로 들어보면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공공재정개혁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Bottom-Up
Planning Initiative’ 란 이름 하에 예산안 작성을 Bottom-up 방식으로 전환하
여 각 지방정부(LGUs)가 빈곤감소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직접 작성하여 중앙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2013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총 1,634개 지방자치
단체(city 143개, municipalities 1,491개) 중에서 690개 지방자치정부로 하여금
직접 빈곤감소계획(Local Poverty Reduction Action Plans)을 수립하도록 하였
으며, 지자체별 빈곤 정도에 따라서 최소 8백만 페소(약 195,000 USD)에서
3,000만 페소(약 730,000 USD)까지 집행예산을 지원하였다. 또한 이러한 예산
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일반 국민들과 시민사회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Open
Budget Initiative’ 조치 또한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재정개혁 수
단은 재정지출 효율화나 투명화를 위한 행정개혁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부
패척결과 정치사회구조 변화까지 견인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는 것이다.
필리핀의 후견인 정치 구조 하에서 지역 정치인들이 예산안 작성 과정에
서 개입하는 것이 고질적인 문제이다. 지역개발사업에 배정될 예산(porkbarrel)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부처예산 가운데 정치인 몫으로 예산을 편성하
41

는 경우가 많았다 . 현재의 공공재정개혁 조치들은 예산편성 관행을 개혁함
으로써 정부예산운영의 효율성 뿐만 아니라 부패한 정치구조까지 개혁하고자
41

이는 필리핀 하원에서 지역구 의원들 사이에 공공연한 예산편성 관행인데, CIA,

Congressional Insertion Appropriation 이라고 칭하는 용어가 있을 정도이다. (인터뷰
대상자: Secretary, National Anti-Poverty commission, 면담일: 201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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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현재 개혁을 추진 중인 국가빈곤방지위원회(National Anti42

Poverty Commission, NAPC)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

“필리핀의 후견인 정치 구조 하에서 시장(mayor)은 도지사
(governor)나 지역 국회의원(congressman)의 자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예산이 국회 하원에서 결정되고 예산배정이 도
(province) 단위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실제 정책 프로그램의 집행
은 시(mayor) 단위에서 이뤄지는데 자기 지역에 필요한 프로그램
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그 재원을 도지사나 국회의원에 의존하게 되
어 후견인 정치 구조를 개선할 수 없는 것이다. 이번에 도입하는
Bottom-Up Planning Initiative, Open Budget Initiative는
이러한 후견인 정치구조의 악순환을 끊고자 하는 의도에서 진행되고
있다. 예산을 Municipality 단위에서 필요한 대로 결정하도록 하
고 그에 맞게 예산을 배정하여 실제로 집행하게 되면 시장들의 정치
적 권한과 유권자에 대한 정치적 책임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요컨대 현 아키노 정부 하에서 추진되고 있는 공공재정분야 개혁은 단순
히 행정부 개혁을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필리핀의 정치구조와 연계하여 사회
구조를 개혁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보인다. 예산작성과 정책수립 과정에서 시
민들의 참여를 높임으로써 일차적으로 정책과정에 일반 국민들의 정책수요를
반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집행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는 전략인 것이다. 나아
가 이러한 개혁조치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구조화되어 있는 부패에 균열을 만
들어내겠다는 의지이다. 다만 정치적 실현가능성(feasibility)을 고려하여 행정
부처에 대한 개혁으로부터 이 과정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역시
국가빈곤방지위원회(National Anti-Poverty Commission, NAPC) 위원장은 다음

42

인터뷰 대상자: Secretary, National Anti-Poverty commission, 면담일: 201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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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말했다

“현실적으로 정치구조를 개혁하겠다는 목적을 전면에 내세우거나
법안개정을 통해 개혁을 추진할 경우 의회에서 제지될 가능성이 높
다. 반면 행정부처에 대한 개혁은 대통령의 명령으로 가능하다. 따
라서 현실적으로 실행가능한 행정부처 개혁을 중심으로 Good
Governance 개혁을 실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국제적으로도 필리핀의 거버넌스 개혁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
고 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하는 ‘Open Government Partnership’
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조정위원회(미국, 영국, 브라질, 남아프리카, 노
르웨이, 멕시코,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8개국)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정부
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시민참여를 확대할 것(transparent, accountable
and participatory governance)을 국제적으로 약속하고 이를 통해서 빈곤감소
와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목표 아래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다
(Repubic of Philiipine, 2012).
그동안의 행정개혁방안들은 중앙정부의 기능을 오히려 무력화시킴으로써
국가의 공동화(hollow-state)라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반면에, 현
아키노 정부 하에서 필리핀은 거버넌스 개혁을 빈곤감소와 연계시켜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한 정책현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행정개혁을 시발점으로
하여 궁극적으로는 부정부패 개혁을 이룩하려는 목표 하에 거버넌스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실시되고 있는 일련의 개혁조치들은 개발도상국에서 거
버넌스와 빈곤감소를 연계하여 추진함에 있어서 개도국의 정치리더가 주인의
식(ownership)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웅변한다. 국제기구
의 권고에 의해서가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정치리더가 실제 정치적 의지
(political will)을 가지고 빈곤감소를 위한 주요한 정책수단으로 거버넌스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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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추진할 때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2. 빈곤프로그램의 집행과정 개혁
지금까지의 논의가 국가단위의 거버넌스 개혁에 관한 설명이었다면 이러
한 상층의 거버넌스 개혁이 구체적인 정책프로그램 집행과정에서 어떻게 영
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분석단위를 정책프로그램
에 초점을 맞추어 필리핀의 조건부 현금지원 프로그램(Conditional Cash
Transfer Programme, CCT)의 집행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앞서
살펴본 행정제도 측면의 거버넌스 중에서 정부효과성이란 정부가 적실성 있
는 정책을 결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집행하여 목표했던 산출물과 결과물을
달성하는 능력이라고 새롭게 정의하였다. 또한 정부효과성이 빈곤감소에 기
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결정한 빈곤감소정책이 실질적인 집
행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정부효과성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집행능력이 개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제 위에서
이하에서는 필리핀의 새로운 빈곤감소 프로그램인 CCT의 집행과정을 통해
어떻게 행정부의 집행능력이 개선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조건부 현금지원 프로그램(CCT)은 MDG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근 개발도
상국에서 확대되고 있는 대표적인 빈곤감소프로그램이다. 이는 극빈가구의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거나 건강검진을 받으면 현금을 지원하는 정책인데, 단
순히 빈곤율을 감소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MDG가 우선시하는 인적자원개발,
즉 교육 및 보건 개발 목표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2000년대 이후 국
제기구들이 개발도상국에서 이를 장려해 왔다. 필리핀 역시 국제기구의 지원
과 라틴 아메리카의 성공사례를 학습하여 2007년 시범사업(pilot project)을
실시하였고 이후 불과 3년 만에 전국으로 확대하였으며 5년이 지난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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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빈곤가구 전체를 지원하는 필리핀의 대표적인 사회보호정책(social
protection)으로 자리잡았다. 필리핀에서 이 프로그램을 집행하는 동안 수혜가
구를 선정(targeting)하는 과정 및 사회서비스를 전달하는 집행조직체계의 개
혁이 있었다.

1) CCT 집행을 위한 수혜자 선정 과정 개혁
43

필리핀의 CCT(Pantawid Pamilyang Pilipino Program , 이하 4P)는 2007년
시작된 조건부 현금지원 프로그램으로서 빈곤가구에 취학연령의 아동이 있고,
이들이 학교에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지역 보건센터에서 건강검진을 정기적으
44

로 받을 경우 현금을 지원한다 . 라틴 아메리카에서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시작된 CCT는 World Bank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아프리카와 아시
아 지역에도 이전(transfer)되었다. 특히 2006년 이후 식량위기(food crisis), 자
원위기(fuel crisis) 그리고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financial crisis)에 대응
하여 빈곤계층을 지원하고자 사회보호제도(social protection)를 모색하던 아시
아 국가들도 이 제도를 받아들였다.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비슷한 시기
에 인도네시아가 무조건부 현금지원(Unconditional Cash transfer), 조건부 현
금지원 프로그램(conditional cash transfer)을 도입하였고, 캄보디아는 시범사
업을 추진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있는 중이다. 필리핀 CCT는 2007
년 도입 이래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3년 현재 필리핀에서 가장 큰 규모의

43

Building Bridges for the Filipino Family 란 의미이며, 필리핀에서는 주로 4P라는

약어로 사용되고 있다.
44

필리핀 CCT(4P)의 경우 아동 1인당 한달에 교육지원금 300페소(USD 7), 보건지원

금 500 페소(USD 12)를 지급하는데 최대 3명의 아동에게까지 지원한다. 예를 들어,
만일 아동이 3명 있는 가구의 경우 1년에 최대 15,000 페소(USD 357)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는 5인가구 한달 기준 최저생계비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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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호(social protection)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았고, 관련 예산이 2012년 기
준, 사회복지부처 예산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프로그램이 되었다.
2012년 말 기준 약 300만 가구가 수혜가구이고, 약 600만명의 아동들이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보고 있다.
그런데 CCT는 수요중심(demand-driven)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일견 비교
적 단순한 인프라를 통해 실시할 수 있어 보이지만, 성공적인 집행을 위해서
는 지원자격이 있는 빈곤가구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고, 빈곤가구가 조건에
순응하는지 여부를 수시로 감독해야 하며 또한 아동이 성장하여 수급조건이
종료되었을 때 그 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
다. 때문에 많은 저개발국가들이 국제기구의 권고에 의해 CCT를 받아들이지
만 결국은 소규모 프로젝트에 그치고 마는 경우가 바로 이같이 복잡한 행정
절차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집행능력이 부재하기 때문이
다.
필리핀 역시 2007년 처음 시범사업을 통해 6,000가구를 대상으로 이 프로
그램을 도입했을 때만 하더라도 중앙정부가 전국적으로 빈곤가구에 대한 구
체적인 정보를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 필리핀은 그동안 빈곤현황을 지역을
단위로 하여 파악하는 방법(geographical targeting method)을 사용해왔다. 전
국에서 빈곤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어디인지를 파악하여 그 지역에 중앙정부
가 예산을 지원하면 그 안에서 지방정부와 정치인들이 빈곤가구에 지원하였
기 때문에 타케팅 과정에서 부정과 오류(corruption and fraud) 문제가 끊이
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CCT 집행을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정확한 수
혜자 선정(targeting)이 필요하다는 것을 간파한 사회복지개발부(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nd Development, 이하 DSWD)는 타케팅 시스템 도입을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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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에 CCT를 배우러 갔을 때, 우리는 타케팅 시스템을 보
고 놀랐다. 한 장의 단순한 질문지였지만 그것을 이용하여 빈곤가구
가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비
록 그것이 아주 복잡하고 전산화 작업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필리핀에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점에 동행한 모두가 동의
하였다. 돌아와서 CCT 를 실시하기 위해 가장 먼저 타게팅 시스템
을 도입할 준비를 하였다”45 (도입 당시 DSWD 차관 인터뷰 中)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필리핀 사회복지개발부는 타게팅을 위해 NHTSPR(National Household Targeting System for Poverty Reduction)이라는 프로
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전국으로 조사원(enumerator)들이 파견되
어 Proxy-means Test를 통해서 빈곤가구를 찾아내

46

이를 마을회관(barangay

center)에 공개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 수급가구를 확정하였다. 2008년부
터 2010년까지 전국적으로 1000만 가구 정도를 조사하였고, 그 중에서 520만
가구를 빈곤가구로 선정하였다. 실제로 아동이 있는 빈곤가정에 지원하는 프
로그램이기 때문에 자격조건이 있는 수급가구는 약 420만 가구가 될 것으로
47

추정하고 있다 (NEDA 인터뷰 자료) .
CCT가 전국 규모로 확대되는 과정은 바로 이 타케팅 과정과 속도를 같이
하였다. CCT는 2007년 말 6,000가구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에서 출발하여
45

인터뷰 대상자: Former Under-Secretary, Dept. Social Welfare and Development.

면담일: 2013.1.21
46

먼저 통계청(NSO)의 가구소득지출 자료(Family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를

이용하여 빈곤 지역(province)을 선정한다. 이후 국가통계위원회(NSCB)의 지역조사자
료(Small Area Estimate)를 이용하여 그 중에서 다시 가장 빈곤한 지역(municipalities)
를 선정한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가장 가난한 마을(Barangay)에서 빈곤가구를
찾아내는 과정을 거쳤다. PMT 항목은 주로 자산보유여부, 집의 유형, 가장의 교육수
준, 생활상태, 식수 및 하수처리시설 여부 등을 묻는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47

인터뷰 대상자: Director , NEDA-SDC, 면담일: 2012.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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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에는 34만 가구, 2009년에는 66만 가구, 2010년에는 100만 가구를 지원
하였고, 2010년 집권한 아키노 정부 하에서 수혜가구 수가 급증하여 2011년
239만, 2012년 300만 가구, 2013년에는 370만 가구(예정)에 지원하고 있다.
2014년에는 수급자격 조건을 갖춘 전체 빈곤가구 약 400만 가구에 CCT를 지
원할 예정이다. 지역적 범위도 점차 확대하여 처음에는 가장 빈곤한 지역 위
주로 지원하였으나 2010년부터 전국적 규모로 확대되어 전체 17개 지역
(region), 79개 도(provinces)에 모두 지원하게 되었다. 중앙정부가 빈곤가구에
대해 직접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유일무이한 것이며(DSWD 인
48

터뷰 자료) , 때문에 이 프로그램의 가시적 효과 역시 전례 없던 것이다. 이
에 대해 CCT 수혜자들 역시 “국가가 처음으로 우리들에게 도움을 준다고 느
49

꼈다.” 고 말하였다 . 이 같은 빈곤감소프로그램이 필리핀에서 단기간에 정
착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행정제도 측면에서는
타게팅 시스템을 동시에 개발하였던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CCT 집행과 타게팅을 동시에 추진했다. 아로요 정부 하에서는
여전히 타게팅을 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빠르게 확대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아키노 대통령이 집권하였을 때 이 프로그램을 급속도로 확
대할 수 있었던 것은 타게팅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집권했
을 때는 이미 빈곤가구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원하는대로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었다.” (도입 당시 DSWD 차관 인터뷰 中)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프로그램의 가장 심각한 난제는 빈곤의 규모와 프
로그램의 수혜자를 파악하는 것이다. 필리핀은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최

48

인터뷰 대상자: Current Under-secretary, DSWD, 면담일: 2013. 6.21

49

인터뷰 대상자: CCT Beneficiaries, Barangay 177, Caloocan City 면담일: 201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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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로 중앙정부가 전국단위로 빈곤가구를 파악하게 되었다. 이처럼 CCT 집행
과정에서 빈곤가구 규모를 파악함으로써 단지 CCT 뿐만 아니라 필리핀의 사
회보장제도(Social Assistance) 확립에 기반이 되고 있다. 현재 빈곤가구 자료
는 필리핀 의료보험(Phil-Health) 중에서 극빈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장지
원금 제공(Sponsored Program of Philippines Health Insurance)의 근거가 되어
있으며, 아키노 정부는 CCT 수혜가구로 선정되는 동시에 의료보장제도를 지
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보편적 의료보장(Universal Health
Care)을 실시하고자 목표하고 있다.

2) CCT 집행을 위한 조직 및 정책조정체계 강화
CCT 집행을 위해서 필리핀 사회복지개발부(DSWD)는 조직을 강화하고 인
적자원을 확충하였으며 관련 정부부처와의 정책조정체계 역시 강화하였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CCT 집행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지역
마다 ‘Municipal/City Link’ 라는 직위를 신설하여 이들을 통해 지역 사회에서
수혜가구의 조건 순응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것이다. 약 5,000여명의 신규 인
력을 채용하였고 이들은 1인당 약 800 가구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들은 대
체로

사회복지사(social

worker)나

지역개발운동(community

development

worker)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집행과정에서 수혜가구들이 교육과 보건에 관한
조건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
제들을(가령 현금지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
다.
사회복지개발부(DSWD) 역시 CCT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으로서 조직
체계를 변화시켰다. CCT를 처음 도입할 당시 라틴 아메리카의 정책사례를
학습하기 위해서 현장조사를 실시했는데, 당시 교훈은 전담부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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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었다. 콜롬비아의 경우 CCT만을 담당하는 정부조직을 별도로 신설했
던 것이다. 그러나 필리핀에서는 이미 중앙정부에 사회복지개발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처가 CCT 프로그램 입안과 집행을 담당하되 부처의 체제를 개
편하였다. 기존에 3개 부문(cluster)으로 나뉘어 있던 사회복지개발부 조직에
CCT 집행에 필요한 제도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도 개발 및 능력함양
(institutional development and capacity building) 부문을 만들었다. 또한 CCT
만을 관리하는 전국단위 담당부서(National Project Management office)와 지
역별 사무소(Regional Project Management Office)를 정비하였다. 사실 사회
복지개발부는 기존에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지역 단위 사무소에
CCT만을 전담하는 부서를 추가한 것이다. 예를 들어, 메트로 마닐라 지역
(National Capital Region)의 사무소의 경우 기존에 인력이 약 1,000여명이었
는데 CCT 도입 이후 400여명을 추가하여 현재는 1,400여명 규모의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전체 인력 대비 25% 정도의 규모가 CCT 집행을 위해 증가된
50

것이다 .
그런데 이런 조직강화는 그보다 높은 수준에서 범부처별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정책조정체계가 개혁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2007년에는 국가
경제개발위원회(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Authority)가 사회보호전략
51

(Social Protection Strategy)을 수립하였는데 , 이러한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

50

DSWD-NCR 사무소 인터뷰 자료. 인터뷰 대상자: Assistant regional director,

Regional Project Management Office-NCR, DSWD 면담일: 201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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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2004년과 2005년 무렵부터 필리핀에 있는 국제기구들과의 정책 컨설팅의 결

과로 수립되었다. 필리핀개발포럼(Philippine Development Forum) 하에 MDG 달성과
사회개발을 위한 작업반(Working Group on MDGs and Social Development)가 사회보
호전략 수립을 전담하였다. 이는 World Bank와 DSWD가 의장직을 맡고 필리핀 주재
국제기구(ADB 및 주요 양자간 공여기관)와 관련부처 모두가 참석하여 필리핀의 사회
개발전략을 논의하였고, 그 결과물로 Social Protection Strategy가 수립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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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사회복지 및 개발 분야 개혁안(National Sector Support for Social
Welfare and Development Reform Project)을 함께 입안하였다. 기존에는 사
회개발(social development)과 관련된 정부부처와 정책들이 분절화되어 있었
는데 이러한 개혁조치에 힘입어 관련 부처들의 협조체계가 구축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CCT

집행에

관련된

부처로는

예산부처인

Department

of

Budgetary Management(DBM), 보건부처인 Department of Health(DOH), 교육
부처인 Department of Education(DOE), 그리고 내무부인 Department of
Interior and Local Government(DILG) 등이 있다. 이들 부처들이 모두 협력하
여 교육 및 보건 시설을 확충하고 수혜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해서 관련 부처들이 함께 일할 수 있었기 때문에 CCT 집행이 가능했던
52

것이다(DSWD 인터뷰 자료) .

제5절 정책적 시사점
2010년 8월 취임한 아키노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그
가 2013년 1월 필리핀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다보스 포럼의 연사로 초청
받아 참석하여 ‘빈곤감소를 위한 거버넌스 개혁’에 대해 연설하고 세계경제
포럼(WEF)에서 개발도상국의 반부패의제 논의를 주도했다는 것은 국제사회
가 필리핀의 거버넌스 개혁과 빈곤감소 노력을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
여준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필리핀의 경제성장율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
하고 있다. 2010년 7.6% 성장율을 기록한데 이어 2011년에는 3.7%,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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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대상자: National Program manager of 4Ps, DSWD. 면담일: 201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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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을 기록하며 높은 경제성장율을 기록하였다. 또한 2차 산업 분야가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는데, 그동안 필리핀 경제의 문제점으로 지속적인 경제성
장을 견인할 제조업이 부재한 점이 지적되었던 점에 비춰볼 때 거버넌스 개
혁을 통해 투자가 활성화되고 필리핀 경제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표 5- 4> 필리핀 경제성장율 및 산업별 성장율 (2010-2012)
2010
GDP growth rate
7.6
Agriculture
Industry
Manufacturing
Construction
Service
* source: NSCB (www.nscb.gov.ph)

2011
3.7
2.6
1.8
4.7
-9.8
4.9

2012
6.8
2.8
6.8
5.4
15.7
7.6

아직 이것이 궁극적인 빈곤감소로 이어질 것인지를 확인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최근 들어 필리핀 사회에서 기존의 비관적 전망에서 벗어나 현대
화와 빈곤감소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상승하고 있는 것만은 분
명하다. 가령 본 사례연구를 통해서 살펴본 아키노 대통령의 대표적인 빈곤
감소프로그램인 CCT의 1차 평가결과가 공개되었는데, 무작위 실험설계
(randomization design)를 통해 CCT 수혜지역과 비수혜지역을 비교하는 영향
평가(Impact Evaluation)를 진행한 결과, CCT 수급지역의 경우 아동의 유치원
등록율, 학교 등록율, 출석율 등이 더 높았으며 또한 모자보건의 경우에도 임
산부들이 건강검진을 받는 횟수가 증가하고 아동들의 의약품 수급율도 더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Chaudhury, Friedman, & Onishi, 2013). 이러한 정책의
산출물과 결과들이 장기적으로는 빈곤의 되물림 현상을 방지하여 빈곤인구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필리핀의 거버넌스 개혁이 현실에서의 실현가능성을 염두하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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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ancient regime)를 직접 공격하기 보다는 우회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뿌리깊은 양극화와 구조적인 불평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또한 이러한 개혁이 다음 정권에
서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여부도 지켜봐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앞서 시도했던 실증연구를 통해서는 빈곤감소와 거버넌스의 인
과관계를 살펴봄에 있어서 거버넌스 개선이 빈곤감소의 전제조건인지 아니면
결과인지만을 논의할 수 있었다. 본 장의 사례연구를 통해 양자간의 단순한
인과관계 방향성뿐만 아니라 한 국가 내에서 일어나는 정치과정, 정책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흥미로운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요컨대, 정치제도 측면의
거버넌스로부터 시작하여 행정제도 측면의 거버넌스 개선을 통해 부패개혁과
같은 다른 차원의 거버넌스 개혁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또한 이러한 거버넌스의 개혁은 정치리더십의 변화와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가진 개발도상국 내부로부터 시작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점은 외부로부터의 정책이전을 통해 선진 제도를 받아들이지만 내재
화하지 못하고 단기적, 소규모 프로그램 시범사업(pilot project)에 머물고 마
는 저개발국가의 거버넌스 개혁에 많은 시사점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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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빈곤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국제개발협력 60여년의 시간 동안 수많은 이론적 논의와 실증분석, 사례분석
연구들이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발전(development)의 목표와 수단의 변화에 조응하여 국제개발협력의 패
러다임이 변화해온 가운데, 1980년대 말부터는 제도의 중요성과 거버넌스가
강조되기 시작했다. 또한 2000년대 들어서는 새천년개발계획(MDG)의 제 1목
표로 빈곤율 감소를 합의하면서 경제개발목표가 아닌 빈곤감소와 같은 사회
개발목표가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로 다루어졌다. 또한 1990년대 후반 이후,
신제도주의 경제학 이론에 근거한 연구들이 경제발전의 원동력은 다름 아닌
‘제도’라고 답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현실적 기반 위에서 개발도상국에 필요
한 개발의 만능열쇠(one-size fits all)로 이른바 ‘바람직한 거버넌스(good
governance)’가 주목 받기 시작하였다. 요컨대 빈곤감소라는 가장 중요한 정
책목표를 위해 거버넌스라는 가장 긴요한 정책수단이 통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출발점은 바로 거버넌스와 빈곤율의 관계가 강력한 상
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 국제기구
가 개발도상국에 강요해온 바람직한 거버넌스와 빈곤감소의 인과관계는 이론
적으로는 추론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에서 바람직한 거버넌스를 구축하지
못해도 경제성장을 이루고 빈곤감소를 달성한 국가들을 보건대 반증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MDG 이후 강요되고 있는 ‘빈곤감소를 위한 거버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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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개선’의 주요한 정책논리(policy rationale)가 이론적, 실증적 적실성
(plausibility)이 있는지를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거버넌스와 빈곤, 양자간의 인
과관계를 분석함으로써 과연 ‘원인의 결과(results of cause)’를 확인할 수 있
는지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국제개발협력에서 논의되는 거버넌스의 의미를 다
차원적(multi-dimension)인 거버넌스의 개념으로 재정의하였다. 개발학 분야에
서 거버넌스 논의의 가장 큰 이론적 토대가 되었던 신제도주의 경제학에서는
제도가 경제발전의 선행조건이라고 주장하였다. 신제도주의 경제학의 핵심은
재산권 보장과 거래비용 감소인데 이에 기반하여 재산권을 보장하는 법치주
의가 뿌리내리고 거래비용을 감소시키는 부패통제가 잘 이루어질 때 시장경
제의 활성화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이 이뤄진다고 보았다. 이후 국
제개발협력에서 법치주의와 부패통제를 핵심으로 하는 거버넌스 논의가 강조
되어 왔다. 또한 국제기구의 신자유주의적 거버넌스 논의에서는 국가를 배제
한 채 신공공관리적 행정개혁을 추진하거나 경제정책 운용 능력을 향상시키
는 것으로 거버넌스를 좁게 정의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선진국의 거버넌스 논의와 개발도상국의 거버넌스 논의
는 달라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선진국에서는 20세기 말 새로운 행정현
상으로서 국가의 역할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거버넌스가 출발하지만 개발도상
국에서는 국가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그렇게 할 의지조차 없는 취약
국가(the fragile state)인 현실 속에서 거버넌스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러
한

개발도상국의

맥락에서

정의되는

거버넌스란

“국가의

능력(state’s

capability)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정치적, 행정적, 사법적 제도 전반을 관리하
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는 신제도주의 경제학에 기반하여 개인의 행
위를 변화시키는 기제로서 제도를 인식하거나, 국제기구의 신자유주의적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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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에 의해 제도운영의 주체인 국가를 간과하고 있는 기존 논의의 이론적 협
소함을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였다.
이러한 다차원적 거버넌스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선진국을 제외하고 개발
도상국 98개국을 연구대상으로 거버넌스가 실제 빈곤감소에 어떤 영향을 미
쳤는지를

분석하였다.

거버넌스를

정치제도

측면의

거버넌스(political

governance), 행정제도 측면의 거버넌스(administrative governance), 사법제도
측면의 거버넌스(judicial governance)로 구분하고 3가지 범주 하에서 다시 6
개의 하위개념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변수와 빈곤율의 관계를 패널분석을 통
해서 검증하였다. 독립변수는 거버넌스 논의를 촉발시킨 세계은행(World
Bank) 연구자들이 개발한 World Governance Indicator 를 사용하였으며, 종속
변수인 빈곤율은 MDG의 제1 정책목표인 절대적 빈곤율, 즉, 1일 $1.25 이하
생활 인구비율을 사용하였다. 또한 빈곤을 소득접근법이 아닌 인적자원 접근
법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최근

논의를

반영하여

인적자원빈곤율(human

poverty index) 또한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의 시간적 범위는 2002년부터
2009년까지 8개년도 패널데이터로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정치제도 측면의 거버넌스 범주에서는 정치참여와 책임성(voice and
accountability), 정치적 안정성(political stability)을 그 하위 변수로 보았다. 빈
곤층의 정치참여가 활발할수록 이들의 의견이 정치과정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나아가 정치인들이 빈곤층에 대해 가지는 정치적 책임성도 높아지
기 때문에 빈곤감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서 빈곤감
소가 일어날 것이라고 보는 이론적 주장에 근거하여 빈곤율과의 관계를 분석
하였다. 또한 많은 최빈국들이 정치체제의 불안정성과 정권을 차지하기 위한
폭력사태 등으로 인해 빈곤상태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갈등의 덫(conflict trap)
논의에 근거하여 정치적 안정성이 확보되면 빈곤이 감소할 것이라는 가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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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이의 영향력도 분석해보았다. 분석결과, 정치참여와 책임성(voice and
accountability)이 증가할수록 빈곤율이 감소하는 관계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행정제도

측면의

거버넌스

범주에서는

정부효과성(government

effectiveness)과 정부규제능력(regulatory quality)이 빈곤감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았다. 정부효과성이란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능력
을 의미하는데, 선행연구에 따르면 빈곤층에게 직접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결정능력과 집행능력이 갖춰져 있을 때 빈곤율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기에 이에 기반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정부효과성이
정부의 직접적 역할을 강조하는 입장이라면 정부규제능력은 정부가 경제정책
과 규제정책을 통해 시장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빈곤을 감
소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분석결과 정부효과성과 정부규제능력은 통계
적 유의성이 없었는데, 다만 정부효과성의 경우 빈곤율과 음(-)의 방향이라는
것만 확인하였다.
한편 그동안 바람직한 거버넌스 논의에서 핵심을 이룬 것은 법치주의(rule
of law)와 부패통제(control of corruption) 등의 사법제도적 측면의 거버넌스
였다. 실제로 다자간 국제기구나 양자간 공여기관들이 개발도상국의 빈곤감
소전략(PRSP)을 수립할 때 가장 강조했던 개혁의제들도 부패통제를 통해 개
발도상국 정치와 행정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권고하였다. 그런
데 여러 가지 분석모형을 통해서 검증해 보았을 때, 법치주의와 부패통제는
빈곤감소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다. 두 변수 모두 여러 분석 모형에서 일관
되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빈곤율과 양(+)의 방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개발도상국의 맥락과 상황에서 거버넌스 논의를 새롭
게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실제로 개발도상국에서 부패의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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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을 논의한 선행연구들은 개발도상국의 부패 문제는 특유의 구조적인 원인
이 있기 때문에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점에 비춰볼 때,
부패통제와 같은 거버넌스 개혁이 빈곤율과 오히려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
다는 본 연구의 결과 또한 바람직한 거버넌스 논의에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
한다.
또한 본 연구는 지역별, 사회경제발전 수준별로 거버넌스와 빈곤의 관계
를 탐색하여 발전단계별로 거버넌스와 빈곤감소의 관계가 다를 수 있다는 점
을 논증하였다. 먼저 지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을 때 최빈국, 즉 1일 $1.25
이하로 생활하는 인구가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서남아시아와 사하라이남 아프
리카의 국가들에서는 거버넌스의 영향력이 유효하지 않았다. 또한 저개발국
가(LDCs)와 그 밖의 개발도상국으로 구분하여 보았을 때도 저개발국가에서는
거버넌스가 빈곤감소에 기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결
국 거버넌스와 빈곤감소의 관계가 일정 소득수준(threshold) 이상의 국가에서
만 유의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경제성장과 빈곤감소의 관계에서 거버
넌스가 조절변수로 작용하는지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경제성장과 빈곤감
소가 동시에 선형관계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며 각 발전단계별로 거버넌스의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거버넌스와 빈곤감소의 인과관계가 약하게 나타났지만 이
것이 바람직한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
한 결과가 나타난 일차적인 원인은 국제기구와 관련 분야 연구자들이 사용하
고 있는 WGI 데이터 자체가 인식조사라는 점과 구성타당성에서 한계가 있음
을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거버넌스 지표가 필요하며 새로운 지표를
개발할 시에는 특히 행정제도 측면의 거버넌스를 측정하는 지표가 정부의 정
책결정 및 집행능력을 적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함을 제안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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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나아가 현재 거버넌스 담론 자체의 근본적 재고가 필요하다는 점
또한 비판하였다. 거버넌스의 중심에 국가를 놓고 논의를 복원해야 하며, 개
발도상국 내부에서 제도개혁의 원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거버넌스 개선을 통해 빈곤을 감소시키겠다는
MDG의 정책논리가 한계가 있으므로 사회구조적 접근을 통해 저개발국가의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있는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되어
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끝으로 분석결과에 기반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의 맥락에
서 빈곤을 감소시킬 수 있는 ‘pro-poor governance’란 무엇인지 제안하고 개
발도상국에서 거버넌스 개선을 통해 경제성장과 빈곤감소가 이뤄질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시하였다. 빈곤감소를 위한 거버넌스로서, 첫째, 본 연구가 제
안한 세 가지 하위 거버넌스 개념의 연결순서(sequence)를 제시했는데 정치
제도 측면의 거버넌스 개혁에서 출발하여 행정제도 측면의 거버넌스 개혁 그
리고 나아가 장기적으로 사법제도 측면의 거버넌스 개혁으로 이어지는 연결
순서를 설명하였다. 또한 둘째, 발전단계별, 국가별로 거버넌스 개선전략을
고민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주장은 기존의 바람직한
거버넌스

논의와

차이점이

있는데

기존의

바람직한

거버넌스(good

governance) 논의가 하향적, 연역적, 일괄적 추진이었다면 새로운 pro-poor
governance 논의는 상향적, 귀납적, 단계별 추진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본 연구가 제안한 pro-poor governance가 이론적, 현실적 정합성이 있는
지를 탐색하는 사례연구로서 필리핀의 최근 거버넌스 개혁과정을 살펴보았다.
거버넌스의 와해로 만성적 빈곤의 덫에 빠진 필리핀은 최근 빈곤감소를 위한
거버넌스 개선을 국정운영의 제 1과제로 설정하고 개혁을 추진 중이다. 1986
년 민주화 이후 필리핀의 전반적인 거버넌스 개혁을 개괄한 뒤 최근 실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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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빈곤감소를 위한 거버넌스 개혁의 정책과정을 분석하였다. 또한 필
리핀의 대표적인 빈곤감소프로그램인 CCT의 정책집행과정을 분석함으로써
거버넌스 개혁과 빈곤감소의 연결고리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정치제도 측면
의 거버넌스 개혁으로부터 출발하여 행정제도측면의 거버넌스 개혁과 사법제
도 측면의 거버넌스를 개혁으로 이어지는 pro-poor governance의 연결메커니
즘을 확인하였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거버넌스 개선
을 통해 빈곤감소를 이룩하겠다는 개발도상국 정치리더의 정치적 의지라는
점도 알 수 있었다.

제2절 이론적·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가진다.
첫째, 거버넌스와 빈곤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확장했다는 데 의의
가 있다. 기존에 거버넌스와 빈곤감소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 논의들이 주로
신제도주의 경제학의 거래비용 논의에 집중하거나 신자유주의적 사상에 기반
하여 개발의 주체로서 국가의 역할에 대해 주목하지 않았다. 그러나 본 연구
는 거버넌스의 다차원적인 개념을 국제개발협력 연구에 맞게 정의하고 특히
개발도상국 맥락에서 새롭게 정의하고자 노력함으로써 거버넌스 논의에서 국
가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또한 기존의 거버넌스 지표들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에 있어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새로운 거버넌스 개념의 정의에 맞추어
지표의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둘째, 실증분석을 통해서 거버넌스와 빈곤의 관계가 이론적으로 가정하는
것과는 달리 단순한 선형관계가 아닌 보다 복잡한 관계임을 확인함으로써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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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의 실증연구에 새로운 증거를 추가하였다. 기존의 실증연구들은 연구의 관
심에 따라 거버넌스 개념 중에서 단 하나의 개념만을 사용하여 연구하였다.
또한 실증분석방법으로는 주로 단순회귀분석을 사용하거나 독립변수와 종속
변수의 시차를 고려하여 제도효과를 파악하는 분석방법을 사용했다. 하지만,
본 연구는 거버넌스의 다차원적인 측면에 주목하여 3개 범주, 6개 지표를 모
두 포함하여 분석하였으며 비록 불균형 패널데이터이긴 하지만 패널분석방법
을 적용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선행연구들이 후속과제로 제시하
던 연구문제, 즉 거버넌스 각 변수가 서로 다른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거나
혹은 발전단계별로 거버넌스 영향력이 다를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증거를 추
가하였다. 다차원적인 거버넌스가 작동할 때는 가설과는 다르게 거버넌스의
빈곤감소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거버넌스와 빈곤의 관계를 논할
때는 특히 개발도상국의 발전단계를 고려해야 함을 보여주었다.
셋째, 이론적 논증과 실증분석을 통해 기존의 정책논리, 즉 거버넌스 개선
을 빈곤감소의 전제조건을 설정한 MDGs의 정책논리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
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Post-2015 논의에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15년 종료되는 MDG 이후 새로운 국제개
발협력목표에서는 빈곤감소를 위한 소득불평등 개선 논의가 보강될 것으로
전망된다. MDG의 가장 큰 취약점 중 하나가 불평등 문제를 다루지 않고 있
다는 지적에 기반하여 볼 때(Saith, 2006), 새로운 국제개발협력 목표에서는
반드시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불평등 개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이러한 맥
락에서 본 연구가 제시하는 바와 같이 다차원적인 거버넌스 중에서도 소득불
평등 개선과 빈곤감소의 연결고리에 작용하는 거버넌스 측면에 주목함으로써
개발도상국 내에서 불평등 문제 해결을 통한 빈곤감소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
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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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첫째, 실증분석에 있어서 연구대상
개발도상국에

대한

자료로

인한

한계점이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을

개발도상국 전체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표본을 연구대상국가로
설정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한계점이 제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변수에 대한 자료를 구할 수 없어서 빠진 국가들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아프리카의 보츠와나(Botswana)이다. 보츠와나는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가장 양호한 경제발전을 보이기 때문에 원조효과성을 논의하는
개발학 분야 연구에서는 우수한 수원국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WDI
자료에서는 보츠와나의 빈곤율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연구대상국가로 삼을 수 없었다. 또한 개발도상국들의 경우 종속변수인
빈곤율에 관한 정보가 매년 공개되는 것이 아니어서 패널데이터가 불균형
데이터였다. 이 때문에 Pooled-OLS, Panel GLS 방법 등 다양한 방법론적
보완책을 구사하였고 그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균형패널을 이용한 검증결과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개발도상국의 자료수집의 한계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향후 후속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WGI 데이터의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이를
대체하는 다른 거버넌스 지표를 구축하지는 못하였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데이터를 개인 연구자가 단기간에 만들 수 없다는 현실적인 한계
때문이었는데, 다만 새로운 거버넌스 지표에 대한 개선방안에 있어 원칙적인
수준에서

논의를

진행하였다.

향후

연구자가

설정한

구성개념에

맞는

거버넌스 지표를 측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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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셋째, 사례연구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실증분석의 결과에
대한 해석을 보완하고 새로운 이론을 모색하기 위하여 탐지적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한 국가, 하나의 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향후 외적 타당성을 보다 확보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유형을 구분하여 대표적인 국가를 살펴보는 방법, 혹은 분야별 거버넌스
발전수준을 구분하고 그에 따른 대표적인 국가들을 탐색하는 방법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빈곤감소 정도가 우수한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로
분류하여

이러한

유형별로

거버넌스와

빈곤감소의

관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 탐색해본다면 개발도상국의 내부 역학관계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각 국가의 사례를 연구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과 개발도상국의 현황을 알기 위해서 자료를
구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못하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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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
<부록 1> World Governance Indicator 지표 산정을 위한 원자료 및 측정항목
1) 정치참여와 책임성 (voice and accountability)
Code

Representative Sources (전세계 국가 포함)
EIU

FRH

GCS

GWP
HUM

IPD

PRS
RSF
WMO

Concept Measured

Democracy Index
Vested interests
Accountability of Public Officials
Human Rights
Freedom of association
Political Rights (FRW)
Civil Liberties (FRW)
Press Freedom Index (FRP)
Media (FNT)
Civil Society (FNT)
Electoral Process (FNT)
Transparency of government policymaking
Freedom of the Press
Favoritism in Decisions of Government Officials
Effectiveness of Law -Making Body
Confidence in honesty of elections
Restrictions on domestic and foreign travel (CIRI)
Freedom of political participation (CIRI)
Imprisonments because of ethnicity, race, or political, religious beliefs (CIRI)
Freedom of Speech (CIRI)
Political rights and functioning of political institutions
Freedom of the press
Freedom of association
Freedom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Respect for minorities (ethnic, religious, linguistic, etc)
Transparency of public action in the economic field
Transparency of economic policy (fiscal, taxation, monetary, exchange-rate)
Award of public procurement contracts and delegation of public service
Free movement of persons, information, etc
Military in politics
Democratic accountability
Press Freedom Index
Institutional permanence: An assessment of how mature and well-established the political
system is. It is also an assessment of how far political opposition operates within the system or
attempts to undermine it from outside.
Representativeness: How well the population and organised interests can make their voices
heard in the political system. Provided representation is handled fairly and effectively, it will
ensure greater stability and better designed policies.

Non-representative Sources (특정 지역의 국가만 포함)
AFR

BTI

How much do you trust the parliament?
Overall, how satisfied are you with the way democracy works in your country?
Free and fair elections
Political Participation (SI)
Stability of Democratic Institutions (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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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al and Social Integration (SI)
Civil Liberties
Accountability and public voice
Civil Society Organizations
Media
Public Access to Information
Voting & Citizen Participation
Election Integrity
Political Financing
Policy and legal framework for rural organizations
Dialogue between government and rural organizations
Africa Electoral index
Satisfaction with democracy
Trust in Parliament
Media Sustainability Index
Open Budget Index
Trust in parliament
Satisfaction with democracy
Transparency of government policy

CCR
GII

IFD
IRP
LBO
MSI
OBI
VAB
WCY

2) 정치적 안정성 (political stability)
Code

Concept Measured

EIU

Orderly transfers
Armed conflict
Violent demonstrations
Social Unrest
International tensions / terrorist threat
Cost of Terrorism
Frequency of political killings (CIRI)
Frequency of disappearances (CIRI)
Frequency of tortures (CIRI)
Political terror scale (PTS)
Security Risk Rating
Conflicts of ethnic, religious, regional nature
Violent actions by underground political organisations
Violent social conflicts
External public security
Government stability
Internal conflict
External conflict
Ethnic tensions
Civil unrest : How widespread political unrest is, and how great a threat it poses to investors.
Demonstrations in themselves may not be cause for concern, but they will cause major
disruption if they escalate into severe violence. At the extreme, this factor would amount to civil
war.
Terrorism : Whether the country suffers from a sustained terrorist threat, and from how many
sources. The degree of localisation of the threat is assessed, and whether the active groups are
likely to target or affect businesses.

Representative Sources

GCS
HUM

IJT
IPD

PRS

WMO

Non-representative Sources
WCY

The risk of political instability is very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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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효과성 (government effectiveness)
Code

Concept Measured

EIU

Quality of bureaucracy / institutional effectiveness
Excessive bureaucracy / red tape
Infrastructure
Quality of primary education

Representative Sources
GCS
GWP

Satisfaction with public transportation system
Satisfaction with roads and highways
Satisfaction with education system

IPD
PRS
WMO

Quality of the supply of public goods: education and basic health
Capacity of political authorities to implement reforms
Bureaucratic Quality
Bureaucracy : An assessment of the quality of the country’s bureaucracy. The better the
bureaucracy the quicker decisions are made and the more easily foreign investors can go about
their business.
Policy consistency and forward planning : How confident businesses can be of the continuity of
economic policy stance - whether a change of government will entail major policy disruption,
and whether the current government has pursued a coherent strategy. This factor also looks at
the extent to which policy-making is far-sighted, or conversely aimed at short-term economic
advantage.

Non-representative Sources
ADB

Quality of public administration
Quality of budgetary and financial management
Efficiency of revenue mobilization

AFR

Government handling of public services (health, education)

ASD

Quality of public administration
Efficiency of revenue mobilization
Quality of budgetary & financial management

BPS

How problematic are telecommunications for the grow th of your business ?
How problematic is electricity for the grow th of your business?
How problematic is transportation for the grow th of your business?

BTI

IFD
LBO
PIA

WCY

Consensus Building (MI)
Governance Capability (MI)
Resource Efficiency (MI)
Allocation & management of public resources for rural development
Trust in Government
Quality of public administration
Quality of budgetary and financial management
Efficiency of revenue mobilization
Government economic policies do not adapt quickly to changes in the economy
The public service is not independent from political interference
Government decisions are not effectively implemented
Bureaucracy hinders business activity
The distribution infrastructure of generally inefficient
Policy direction is not consis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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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부 규제능력 (regulatory quality)
Code
Concept Measured
Representative Sources
EIU
Unfair competitive practices
Price controls
Discriminatory tariffs
Excessive protections
Discriminatory taxes
GCS
Burden of government regulations
Tax system distortionary
Trade Barriers
Local Competition
Ease of starting a new business
Anti-monopoly policy
Quality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HER
Foreign investment
Banking / Finance
IPD
Ease of Starting a business
Administered prices and market prices
Competition: productive sector: ease of market entry for new f irms
Competition between businesses: competition regulation arrangements
PRS
Investment Profile.
WMO
Tax Effectiveness: How efficient the country’s tax collection system is.
Legislation: An assessment of whether the necessary business laws are in place, and whethe
r there any outstanding gaps.
Non-representative Sources
ADB
Trade policy
Business regulatory environment
ASD
Trade policy
Business regulatory environment
BPS
How problematic are labor regulations for the growth of your business?
How problematic are tax regulations for the growth of your business?
How problematic are customs and trade regulations for the growth of your business?
BTI
Organization of the Market and Competition
EBR
Price liberalization
Trade & foreign exchange system
Competition policy
IFD
Enabling conditions for rural financial services development
Investment climate for rural businesses
Access to agricultural input and product markets
PIA
Business regulatory environment
Trade policy
WCY
Protectionism in the country negatively affects the conduct of business
Competition legislation in your country does not prevent unfair competition
Price controls affect pricing of products in most industries
Access to capital markets (foreign and domestic) is easily available
Ease of doing business is not a competitive advantage for your country
Financial institutions' transparency is not widely developed in your country
Customs' authorities do not facilitate the efficient transit of goods
The legal framework is detrimental to your country's competitiveness
Foreign investors are free to acquire control in domestic companies
Public sector contracts are sufficiently open to foreign bidders
Real personal taxes are non distortionary
Real corporate taxes are non distor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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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king regulation does not hinder competitiveness
Labor regulations hinder business activities
Subsidies impair economic development
Easy to start a business

5) 법치주의 (rule of law)
Code

Concept Measured

EIU

Violent crime
Organized crime
Fairness of judicial process
Enforceability of contracts
Speediness of judicial process
Confiscation/expropriati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tection
Private property protection
Cost of Crime/ Violence
Cost of Organized Crime
Reliability of Police Services
Judicial Indepdendence
Efficiency of Legal Framework for Challenging Regulations
IPR protection
Property Rights
Informal Sector
Confidence in the police force
Confidence in judicial system
Have you had money property stolen from you or another household member?
Have you been assaulted or mugged?
Property Rights
Independence of judiciary (CIRI)
Respect for law in relations between citizens and the administration
Organised criminal activity (drug-trafficking, arms-trafficking, etc.)
Security of persons and goods
Effectiveness of fiscal system (tax evasion, informal economy, customs, etc.)
Effectiveness of the justice system
Security of property rights
Security of contracts between private agents
Government respect for contracts
Settlement of economic disputes: justice in commercial matters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Effectiveness of arrangements for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Agricultural sector: security of rights and property transactions
Law and Order
Trafficking in People
Judicial Independence: An assessment of how far the state and other outside actors can infl
uence and distort the legal system. This will determine the level of legal impartiality investo
rs can expect.
Crime: How much of a threat businesses face from crime such as kidnapping, extortion, stre
et violence, burglary and so on. These problems can cause major inconvenience for foreign
investors and require them to take expensive security precautions.

Representative Sources

GCS

GWP

HER
HUM
IPD

PRS
TPR
WMO

Non-representative Sources
ADB
AFR

Property rights and rule based governance
Over the past year, how often have you or anyone in your family feared crime in your 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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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Over the past year, how often have you or anyone in your family had something stolen fro
m your house?
Over the past year, how often have you or anyone in your family been physically attacked?
How much do you trust the courts of law ?
Trust in police
Property rights and rule based governance
How often is following characteristic associated with the court system: Fair and honest?
How often is following characteristic associated with the court system: Enforceable?
How often is following characteristic associated with the court system: Quick?
How problematic is crime for the growth of your business?
How problematic is judiciary for the growth of your business?
Separation of powers
Independent Judiciary
Civil rights
Rule of Law
Judicial framework and independence (FNT)
Executive Accountability
Judicial Accountability
Rule of Law
Law Enforcement
Access to land
Access to water for agriculture
Trust in Judiciary
Trust in Police
Have you been a victim of crime?
Property rights and rule based governance
Trust in supreme court
Trust in justice system
Trust in police
Have you been a victim of crime?
Tax evasion is a common practice in your country
Justice is not fairly administered in society
Personal security and private property are not adequately protected
Parallel economy impairs economic development in your country
Patent and copyright protection is not adequately enforced in your country

ASD
BPS

BTI

CCR
FRH
GII

IFD
LBO

PIA
VAB

WCY

6) 부패통제 (control of corruption)
Code

Concept Measured

EIU
GCS

Corruption among public officials
Public Trust in Politicians
Diversion of Public Funds
Bribery: Trade
Bribery: Utilities
Bribery: Taxes
Bribery: Procurement
Bribery: Judiciary
State Capture
Is corruption in government widespread?
Level of petty, large-scale and political corruption
Corruption
Corruption: An assessment of the intrusiveness of the country’s bureaucracy. The amount of red

Representative Sources

GWP
IPD
PRS
W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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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pe likely to countered is assessed, as is the likelihood of encountering corrupt officials and
other groups.

Non-representative Sources
ADB
AFR

Transparency, accountability and corruption in public sector
How many elected leaders (parliamentarians) do you think are involved in corruption?
How many judges and magistrates do you think are involved in corruption?
How many government officials do you think are involved in corruption?
How many border/tax officials do you think are involved in corruption?
Transparency, accountability and corruption in public sector
How common is for firms to have to pay irregular additional payments to get things done?
Percentage of total annual sales do firms pay in unofficial payments to public officials?
How often do firms make extra payments in connection with taxes, customs, and judiciary?
How problematic is corruption for the growth of your business?
Anti-Corruption policy
Prosecution of office abuse
Anti-Corruption and Transparency
Corruption (FNT)
Frequency of household bribery
Frequency of corruption among public institutions: Political parties
Frequency of corruption among public institutions: Parliament/Legislature
Frequency of corruption among public institutions: Media
Frequency of corruption among public institutions: Legal system/Judiciary
Frequency of corruption among public institutions: Public officials
Anti-Corruption Agency
Accountability, transparency and corruption in rural areas
Frequency of corruption
Transparency, accountability and corruption in public sector
To what extent does corruption exist in a w ay that detracts from the business environment for
foreign companies?
Frequency of corruption among government officials
Bribing and corruption exist in the economy

ASD
BPS

BTI
CCR
FRH
GCB

GII
IFD
LBO
PIA
PRC
VAB
WCY

7) Data Source
code

source

Type

Public

Country

ADB

African Development Bank Country Policy and
Institutional Assessments

Expert (GOV)

Partial

53

AFR

Afro barometer

Survey

Yes

19

ASD

Asian Development Bank
Institutional Assessments

Expert (GOV)

Partial

29

BPS

Business Enterprise Environment Survey

Survey

Yes

27

BTI

Bertelsmann Transformation Index

Expert (NGO)

Yes

125

CCR

Freedom House Countries at the Crossroads

Expert (NGO)

Yes

62

DRI

Global Insight Global Risk Service

Expert (CBIP)

Yes

144

Expert (GOV)

Yes

29

Expert (CBIP)

Yes

181

EBR
EIU

Country

Policy

and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Transition Report
Economist Intelligence Unit Riskwire & Democracy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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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
FRH
GCB
GCS

source

Type

Freedom House
Transparency
International
Global
Corruption
Barometer Survey
World Economic Forum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Public

Country

Expert (NGO)

Yes

197

Survey

Yes

80

Survey

Yes

134

GII

Global Integrity Index

Expert (NGO)

Yes

79

GWP

Gallup World Poll

Survey

Yes

130

HER

Heritage Foundation Index of Economic Freedom

Expert (NGO)

Yes

179

HUM

Cingranelli Richards Human Rights Database and
Political Terror Scale

Expert (GOV)

Yes

192

IFD

IFAD Rural Sector Performance Assessments

Expert (GOV)

Yes

90

IJT

IJET Country Security Risk Ratings

Expert (CBIP)

Yes

185

IPD

Institutional Profiles Database

Expert (GOV)

Yes

85

IRP

IREEP African Electoral Index

Expert (NGO)

Yes

53

LBO

Latino barometro

Survey

Yes

18

MSI

International Research and Exchanges Board Media
Sustainability Index

Expert (NGO)

Yes

76

OBI

International Budget Project Open Budget Index

Expert (NGO)

Yes

85

Expert (GOV)

Partial

142

Survey

Yes

15

Expert (CBIP)

Yes

140

PIA
PRC
PRS

World Bank Country Policy and Institutional
Assessments
Political Economic Risk Consultancy Corruption in
Asia Survey
Political Risk Services International Country Risk
Guide

RSF

Reporters Without Borders Press Freedom Index

Expert (NGO)

Yes

170

TPR

US State Department Trafficking in People report

Expert (GOV)

Yes

153

VAB

Vanderbilt University Americas Barometer

Survey

Yes

23

Survey

Yes

55

Expert (CBIP)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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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CY
WMO

Institute for Management and Development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Global Insight Business Conditions and Risk
Indicators

*Types of Expert Assessments: CBIP -- Commercial Business Information Provider, GOV -- Public Sector Data Provider,
NGO --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Data Prov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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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연구대상 국가 구분 (사회경제적 발전수준별 구분)
1) 저개발 국가 / 그 밖의 개발도상국
Least
Developed
Countries
(32)

Burundi, Benin, Burkina Faso, Bangladesh, Bhutan, Central African Republic
Comoros, Djibouti, Ethiopia, Guinea, Gambia, Guinea-Bissau, Cambodia
Lao PDR, Liberia, Lesotho, Madagascar, Mali, Mozambique, Mauritania
Malawi, Niger, Nepal, Rwanda, Sudan, Senegal, Sierra Leone, Chad, Togo
Tanzania, Uganda, Zambia

Other
Developing
Countries
(66)

Albania, Argentina, Armenia, Azerbaijan, Bosnia and Herzegovina, Belarus
Bolivia, Brazil, Chile, China, Cote d'Ivoire, Cameroon, Congo, Rep. ,Colombia
Cape Verde, Costa Rica, Dominican Republic, Ecuador, Egypt,.
Fiji, Gabon, Georgia, Ghana, Guatemala, Honduras, Indonesia, India
Iran, Iraq, Jamaica, Jordan, Kazakhstan, Kenya, Kyrgyz Republic
Sri Lanka, Lithuania, Latvia, Morocco, Moldova, Mexico, Macedonia,
Montenegro, Malaysia, Namibia, Nigeria, Nicaragua, Pakistan, Panama, Peru
Philippines, Paraguay, Russian Federation, El Salvador, Serbia, Swaziland
Syrian Arab Republic, Thailand, Tajikistan, Tunisia, Turkey, Ukraine
Uruguay, Venezuela, Vietnam, Yemen, Rep., South Africa

2) Lower / Lower-Middle income / Upper-Middle income countries
Lower income
countries
(28)

Burundi, Benin, Burkina Faso, Bangladesh, Central African Republic
Comoros, Ethiopia, Guinea, Gambia, Guinea-Bissau, Kenya,
Kyrgyz Republic, Cambodia, Liberia, Madagascar, Mali, Mozambique
Mauritania, Malawi, Niger, Nepal, Rwanda, Sierra Leone, Chad, Togo
Tajikistan, Tanzania, Uganda

Lower-Middle
income countries
(37)

Albania, Armenia, Bolivia, Bhutan, Cote d'Ivoire, Cameroon, Congo, Rep.
Cape Verde, Djibouti, Egypt, Fiji, Georgia, Ghana, Guatemala, Honduras
Indonesia, India, Iraq, Lao PDR, Sri Lanka, Lesotho, Morocco, Moldova
Nigeria, Nicaragua, Pakistan, Philippines, Paraguay, Sudan, Senegal
El Salvador, Swaziland, Syrian Arab Republic, Ukraine, Vietnam, Yemen,
Zambia

Upper-Middle
income countries
(33)

Argentina, Azerbaijan, Bosnia and Herzegovina, Belarus, Brazil, Chile
China, Colombia, Costa Rica, Dominican Republic, Ecuador, Gabon
Iran, Jamaica, Jordan, Kazakhstan, Lithuania, Latvia, Mexico, Macedonia,
Montenegro, Malaysia, Namibia, Panama, Peru, Russian Federation
Serbia, Thailand, Tunisia, Turkey, Uruguay, Venezuela, South Af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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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거버넌스와 빈곤의 관계: 통제변수에 교육지출 포함한 추가분석 결과

(1) Original control variables and Social expenditure (Public health and Education
expenditure, % of GDP)

Voice and Accountability
Political Stability
Government Effectiveness
Regulatory Quality
Rule of Law
Control of Corruption
GDP per capita (log)
Trade Openness (% of GDP)

Social Expenditure (% of GDP)

Aid ratio (% of GNI)
Constant
Obs
Group
Adj R-square

Fixed Effects

Random Effects

ß (SE)

ß (SE)

-5.880***
(1.934)
-0.783
(1.187)
-2.270
(2.514)
1.972
(2.047)
7.705***
(2.428)
7.263***
(1.919)

-3.622**
(1.515)
-0.732
(1.041)
-1.595
(2.301)
1.703
(1.864)
5.158**
(2.178)
6.647***
(1.768)

-21.046***
(2.307)
-0.055**
(0.027)

-19.765***
(1.410)
-0.053**
(0.021)

-1.441***

-1.124***

(0.365)
0.075
(0.165)
184.208***
(18.444)

(0.286)
0.230***
(0.089)
171.226***
(10.721)

286
87
0.6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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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87
0.7244

(2) Population normalized control variables and Social expenditure (Public health and
Education expenditure) per capita

Voice and Accountability
Political Stability
Government Effectiveness
Regulatory Quality
Rule of Law
Control of Corruption
GDP per capita (log)
Trade per capita (log)
Social Expenditure
per capita (log)
Aid per capita (log)
Constant
Obs
Group
Adj R-squ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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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xed Effects

Random Effects

ß (SE)

ß (SE)

-5.492***
(1.978)
-0.716
(1.170)
-2.000
(2.486)
2.073
(2.032)
6.852***
(2.428)
7.968***
(1.906)

-3.295**
(1.525)
-0.520
(1.053)
-2.195
(2.332)
1.698
(1.874)
5.119**
(2.186)
7.499***
(1.797)

-0.765
(5.679)
-7.116***
(2.358)

-7.073**
(3.473)
-5.429***
(1.796)

-12.794***

-8.782***

(2.895)
-0.020
(0.584)
127.708***
(23.820)

(2.197)
-0.181
(0.475)
145.676***
(12.820)

286
87
0.6822

286
87
0.7127

<부록 4> 필리핀 사례연구 인터뷰 대상자 및 일시

No
1

Name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

O

16

P

Affiliation/Position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nd Development
/ Undersecretary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nd Development
/ National Program Manager of the 4Ps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nd Development
/ Head of Planning and Monitoring of 4Ps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nd Development
/ Staff of National Project Management Office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Authority – Social
Development Committee
/ Director of Social Development Staff
Asian Development Bank, Southeast Asian Department
/ Senior Education Economist
AusAid
/ Manager of social protection initiative
AusAid
/ Program Officer
Social Watch Philippines / Co-Convenor
Assistant Professor, National College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Governance, University of Philippines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Social Work and
Community Development , University of Philippines
Philippines Institute of Development Studies
/ Senior Research Fellow
CCT Beneficiaries(8 people), Barangay 177, Caloocan
City
CCT Beneficiaries(1 person), Barangay Gulod, Quezon
City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nd Development
/ Former Undersecretary
National Anti-Poverty Commission
/ Secretary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nd Development,
Regional Project Management Office- NCR
Assistant Regional Director for Metro Manila
Professor, Ateneo de Manila University, Department of
Economics & Development Studies

243

Date
Jun. 21. 2012
Jun. 21. 2012
Jun. 21. 2012
Jun. 21. 2012
Jun. 25. 2012

Jun. 21. 2012
Jun. 26. 2012
Jun. 26. 2012
Jun. 29. 2012

Jun. 23. 2012
Jun. 27. 2012
Jun. 26. 2012

Jan. 21. 2013
Jan. 22. 2013
Jan. 22. 2013

Jan. 24. 2013

<부록 5> 면접 질문지

Interview questionnaires
1. The information of respondents
Name
Organization
Position
Gender

male (

) female (

Career in SP area

Duration (

)

) yrs

2. Questionnaires
A. Policy making of the 4Ps
1) What was the main reason that the former president Arroyo introduced the
conditional cash transfer programme in 2007?
2) What is the most important and urgent policy objectives of the CCT?
3) What is the driving force in choosing the CCT as the main poverty reduction
strategy among other policy alternatives?
4) In the process of policy making, what was the role of Soliman, the DSWD
Secretary, as the key person to introduce and implement the CCT?
5) Who advocated the CCT in the policy making process and who opposed the
program?
6) What was the role of the senate in introducing the CCT?
7) What was the role of the local governments in introducing and implementing
the CCT?
8) What was the difference between the previous poverty reduction strategies and
the 4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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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How did you adjust the overlapping previous programmes to make the
integrative 4Ps?
10) How did international institutions such as the World Bank and Asian
Development Bank affect the policy making process? What role did they play?
11) What kind of committees did the Philippine government and international
institutions construct?

B. Policy Implementation of the 4Ps
1) What efforts did the DSWD put to strengthen the administrative ability for
implementing the CCT?
2) What is the role of an implementation organization, such as the NPMO?
3) How many officials are involved in the implementation process for the 4Ps?
4) At the initial stage, how did your department prepare to collect information for
identifying the target population?
5) How could your department establish the NHTS-PR?
6) What was the driving force to successfully establish the NHTS-PR?
7) What was the role of institutional institutions, such as World Bank and Ausaid
to initiate the NHTS-PR?
8) How could the DSWD introduce an advance information system such as the
Compliance Verification System Grievance Redress System Providers Database
System ?
9) At the beginning stage, how did your department arrange and help the
education and health facilities to prepare for implementing the CCT?
10) How did you establish the policy network with DOH, DepED, DILG?
11) What kind of difficulties have you experienced while you were co-working
with DOH, DepED, DILG?
12) What is the role of the local governments and NGOs during the implementation
process?
13) What is the role of the international institutions during the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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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14) How many international institutions are involved in the implementation process?
15) What are the main challenges in the implementation field?

C. Policy Expansion of the 4Ps
1) What is the reason that the CCT expanded so rapidly? How could it be possible?
2) Why did the current President Aquino continuously support the 4Ps?
3) How about the political will of the President Aquino?
4) Could this programme be sustainable after the current President?
5) What is the general perception of the Philippines people regarding the 4Ps?
6) How could you prepare the necessary amount of budget for expanding the 4Ps?
7) How did you make an effort to expand coverage and the level of benefits?
8) What is the budget proportion of the the DWSD? How about the proportion for
the 4Ps?
9) Have there been any changes in terms of the DSWD organization, budget and
policy programmes after the 4Ps?
10) What was the role of international institutions such as ADB, the World Bank in
budget expansion?
11) How do you evaluate the impact of the 4Ps? Do you think that this programme
can achieve its policy goals for poverty reduction through education and health
in the long run?

D. Updated information about CCT, the 4Ps.
1) Budget Changes of the 4Ps from the 2007-2012
2) Beneficiaries Changes of the CCT and the 4Ps from the 2007-2012
3) The future plan in terms of beneficiaries, level of benefits and budget which is
to expand CCT after 2012.
4) Evaluation results of the 4Ps (eg. school enrollment rate, school attendance and
Health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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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oes Governance Matter for Poverty Reduction?
: Analysis of Quantitative Evidence From 98 Developing Countries

Eunju Kim
Department of Public Policy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Good governance’ has been emphasized as key for economic development and poverty
reduction in developing countries during last two decades.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the policy rationale of the MDGs that good governance leads to poverty
reduction in the reality.
To explore theoretical and empirical plausibility between governance and poverty, this
study first tries to re-define the concept of governance as a multi-dimensional one. Since
1990s, rule of law or corruption based on the neo-institutional economics have been
mainly addressed in disputes on governance. In addition, governance has been narrowly
defined among international institutions as reform initiatives by New Public
Management (NPM) or government ability only in relation to economic policies. In the
developed countries, governance emerged as a new alternative against state’s failure
during late twentieth century, it is not the case in many developing countries. Especially,
some of less-developed countries are ‘the fragile state’ that do not have willingness or
capability to function as the state. This study, therefore, noted that governance should be
discussed differently in developing countries. In this context, governance, in
development study, can be defined as “a state’s capability that governs poli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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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istrative and judicial institutions”. This multi-dimensional concept aims to
overcome limited consideration of previous literatures, for example, by new institutional
economics that recognize institutions just as mechanisms for changing individual
behaviors or by neo-liberal international institutions that discuss governance without
government or state.
In this regard, this study examines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governance and
poverty with a longitudinal data set that covers ninety-eight developing countries for
eight years, from 2002 to 2009. Based on the multi-dimensional concept of governance
which refers to political, administrative and judicial governance, it estimates the effect
of six aspects of governance corresponding to each of the three areas on extreme
poverty ratio. To examine the hypothesis, the paper uses the World Bank’s World
Governance Indicator (WGI) as independent variables and also sets the poverty rate
indicator as the dependent variable, drawing on the poverty headcount ratio at $ 1.25 a
day form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Extreme poverty ratio is used as dependent
variable because it is a quantitative target of the MDGs, and furthermore this paper sets
human poverty index as another dependent variable. Considering recent efforts to profile
the poor with multi-dimensional aspects, an alternative indicator which indicates
depriv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capability is also used for analysis.
First, it tries to examine how political governance, namely ‘voice and accountability’ as
well as ‘political stability’ affect poverty ratio. The hypothesis is drawn on theoretical
contention that more active political participation by the poor will lead to more political
accountability for the poor and then consequently result in poverty reduction. Also, it
assumes that political stability will reduce poverty based on the insistence that conflict
and political crisis in less-developed countries dominantly aggravate poverty. Empirical
analysis shows that only one governance indicator which is voice and accountability
affects poverty reduction in accordance with original hypothesis.
Second, with respect to the dimension of public administration, government
effectiveness that refers to government’s ability to decide and implement policies is
248

assumed to reduce poverty. In less-developed countries it is often the case that the lack
of administrative capability seriously hinders implementation of poverty programmes.
Improving quality of bureaucracy would strengthen service delivery and thus it will
contribute for poverty reduction. It is also essential to improve the quality of regulations
so that market economy runs smoothly to produce economic growth, which would
eventually contribute to poverty reduction. According to the panel analysis,
administrative governance consistently shows a negative direction implying possibility
to reduce poverty even though they do not show statistical significance.
In the mean time, rule of law and control of corruption which represent judicial
governance have been recogniz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the previous
literatures. In contrast, rule of law and control of corruption have an opposite impact
consistently in the all estimation, contrary to the original hypothesis. Two governance
variables show positive co-efficient to poverty ratio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From a
structural perspective, it has been argued that corruption in developing countries is
deeply rooted in indigenous political economy and thus we may have different approach
of addressing corruption in developing countries. This empirical result also shows that
we need to consider rule of law and corruption in accordance with contingencies in
developing countries.
Furthermore, this study examines data by region and level of socio-economic
development. This paper found that the link between governance and poverty can be
different according to the level of development. Examining the correlation between
governance and poverty ratio in six sub-regions shows that South Asia and sub-Saharan
Africa did not show any significant relationship, which together account for most of the
extreme poor around the world. More interestingly, the correlation by income and socioeconomic development level are analysed and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s
among any of the six governance indicators in the LDCs are found, while non-LDCs
shows a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governance and poverty. Such
paradoxical results show that governance as policy rationale for poverty reduction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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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y effective in countries and regions where the level of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surpasses a certain threshold. When governance is analysed as a mediator
between economic growth and poverty, governance is found to affect poverty according
to the level of development, showing a non-linear relationship.
In sum, policy rationale between governance and poverty appears to have a weak
empirical foundation, but it does not mean that we do not need to improve governance
itself. Instead, the limitation of the WGI data set itself may cause such empirical results.
It is because that WGI is based on the survey mainly investigating perception of
business actors. There are also possibilities that data could not measure exactly what the
original concept tried to capture. Therefore, it needs to improve governance indicator
especially regarding administrative governance. It specifically recommends that
indicator for government effectiveness should relevantly and exactly measure
government capability regarding decision-making and policy implementation. In
addition, this study also insists that discourse on governance should be reconsidered
including government as the core agency of governance and considering internal driving
force in developing countries. More fundamentally, governance as policy rationale for
poverty reduction needs to be reconsidered and should vitally address structural
inequality because deep-rooted social structures reproduce inequality and poverty
especially in less-developed countries.
To take this analysis one step further, the paper suggests ‘pro-poor governance’ that
contributes for poverty reduction in the context of developing countries and presents
mechanism to alleviate poverty by improving governance. Firstly, the paper briefly
discusses the sequence of governance reform which starts from political governance and
through administrative governance and finally come to judicial governance. Secondly,
based on the findings, it suggests that we need to establish strategies considering level of
development and contingencies of each country. ‘pro-poor governance’ can be
characterized as bottom-up, inductive, and step-by-step procedure while previous ‘good
governance’ can be characterized as top-down, deductive, and uniformly enfor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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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ly, this study explores a case of the Philippines to test theoretical and practical
plausibility of new insistence, ‘pro-poor governance’. The Philippines has experienced
chronic poverty caused by governance failure in the past, but recently it has proclaimed
and promoted governance reform as top priority for poverty reduction. The paper first
addresses history of governance reform since democratization in 1986 and then
specifically examines recent efforts to eradicate poverty through governance reform. In
the Philippines, the mechanism of pro-poor governance can be found while political
governance is primarily initiated to change and then followed by reform in public
administration. It is expected that judicial governance also can be improved in the long
run. In this reform procedure,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e internal driving force and
political will of the leaders in developing countries.
This study has contributed theories on governance and poverty while discussing
governance in the context of developing countries and presented new empirical
evidence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ance and poverty. Furthermore, it can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current disputes over ‘post-2015’ which has
addressed new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da after the deadline of MDGs, by
reconsidering policy rationale of MDGs.

Keywords: Governance, Poverty, MDGs, Institutions, Economic development,
International development, The Philippines, Panel analysis
Student number: 2008-3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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