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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적 성격의 UN 조명:
UN의 대한민국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성 기 은｜육군사관학교 정치사회학과 정치학 조교수
손 대 선｜육군사관학교 정치사회학과 정치학 강사

본 연구의 목적은 UN(United Nations)의 대한민국에 대한 지원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일반적으로
UN의 지원은 특정 국가의 경제적 성장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정치적 영향력과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경우, 폭발적인 경제성장과 UN에서의 높아진 정치적 영
향력에도 불구하고 UN의 대한민국에 대한 지원은 큰 변화 없이 소폭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UN의 관료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관료화된 기
구의 정책은 과거의 정책으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이를 위해 1969년부터 2008년
까지 UN의 대한민국에 대한 지불금 자료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한국의 경제성장 및 UN에서의 정
치적 영향력보다 과거 UN의 지원이 현재 UN의 지원을 결정하는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적어도 UN의 대한민국에 대한 지원만큼은 경제적 필요성과 정치적 영향력보다 UN
의 관료적 성격이 UN의 지원을 결정짓는 주요 요소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주제어: UN, 대한민국, UN 지불금, 관료제, 시계열 분석

* 본 연구는 ‘글로벌거버넌스연구소-국방정책학회 공동 학술 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을 보
완 ․ 발전시킨 것임(숙명여자대학교 글로벌거버넌스연구소, 2016.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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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UN(United Nations)의 대한민국에 대한 지원을 분석하
는데 있다. UN은 대한민국의 수립과 발전의 역사를 함께 해왔다고 볼 수 있
다. UN과 대한민국의 관계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부터 시작된다. 1948년
파리에서 열린 제3차 총회에서 UN은 대한민국 정부를 정당한 선거를 통해
수립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선언했다. 정부 수립 후 발발한 6 ․ 25전
쟁에 관해서도 UN은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1950년 6월, UN은 안전보장이
사회의 안보리결의 제83호(S/1511)를 통해 UN군을 편성하여 대한민국 국군
을 지원했으며, 다양한 형태의 원조도 병행했다. 당시 UN의 정식 회원국이
아니었던 대한민국은 1950년 말, UN 상주 옵저버(observer) 대표부를 설치
하고 적극적인 대 UN 외교를 수행했다. 이후 대한민국과 북한은 UN을 외
교전의 무대로 활용하여 UN 총회에서 각 정부의 정통성을 주장했으며, 각자
원하는 정치적 의제를 UN에 제시하기도 했다(강성학, 2001: 72-73; 왕임동,
2002: 8-9; 정현수, 1996: 19-21). 냉전의 종식과 함께 1991년 제46차 UN
총회에서 대한민국과 북한은 UN에 동시에 가입했고 정식 회원국이 되었다.
UN은 경제발전, 금융안정, 보건환경 개선, 아동 및 여성 보호, 빈곤과 식
량 부족 퇴치 등 다양한 목적으로 세계 여러 국가에 자금과 물품 및 기술을
지원해왔으며, 대한민국도 오랫동안 지원을 받아왔다. 앞서 제시한 정치적
관계뿐만 아니라 UN과 대한민국의 경제적 관계 역시 상당히 긴 역사를 갖
는다. 1954년에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UN Commission for the Unification
and Rehabilitation of Korea: UNCURK)이 설립되었고, 유엔개발계획
(UNDP)과 유엔아동기금(UNICEF) 등으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원조
를 받았다. 과거 UN으로부터 원조를 받아오던 대한민국은 2016년도 기준으
로 UN 정규예산 분담률이 2.039%로써 세계 13위에 해당하는 분담금을 지
불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UN에 대한 지원금은 세계 평화와 각국의 경제발
전 및 인권보호 등 UN의 각종 사업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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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orld Bank Open Data, http://data.worldbank.org(검색일: 2017. 1. 11).
<그림 1> UN의 지원 현황(대한민국, 중국, 북한 비교, 1969~2008)

<그림 1>은 1969년부터 2008년까지 대한민국, 중국, 북한에 지원된 UN
의 지불금 현황이다. 먼저 대한민국은 중국과 북한에 비해 일찍 UN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고, 북한이 가장 늦게 UN으로부터 지원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3개국 중 중국이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
지막으로 3개국이 UN으로부터 지원받은 지원금의 변화 추이가 상당히 비슷
한 패턴을 보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대한민국에 대한 지원이 늘
어날 때, 중국과 북한에 대한 UN의 지원이 늘어났으며, 대한민국에 대한 지
원이 줄어들 때, 두 국가에 대한 UN의 지원이 줄어드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특정 국가에 대한 UN의 지원은 해당국가의 경제적 성장과 음
의 상관관계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1970년대와 80
년대에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었으나 UN의 지원금은 줄어들었다고 보
기 어려우며, 중국 역시 199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UN
의 지원금은 줄어들지 않았다. 본 연구는 ‘왜 대한민국이 폭발적인 경제성장
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와 2000년대에도 UN의 지원은 계속되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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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라는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어떤 국가들이 UN으로부터 지원을 받는가에 대한 기존 연구의 주장은 크
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경제적 필요성에 관한 주장은 UN의 지원을 결정하
는 중요 요소로써 해당 국가의 저개발과 빈곤을 제시하며, 정치적 영향력에
관한 주장은 UN의 각종 위원회에서의 지위를 중요 요소로 제시한다. 마지막
으로 관료제에 관한 주장은 UN을 하나의 거대한 관료제 기구로써 보는 시
각으로 경제적 필요성과 정치적 영향력보다 과거의 지원 정책을 중요 요소로
제시한다.
UN과 대한민국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관료제와 관련된
주장에 초점을 맞추었다. 급속한 경제적 성장과 정치적 영향력 확대에도 불
구하고 일정기간 대한민국에 대한 UN의 지원이 큰 변동 없이 지속된 이유
를 경제적 요소와 정치적 요소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UN을 거대한
국제 관료기구로 간주하였을 때, 대한민국에 대한 UN의 지원을 결정하는 가
장 중요한 요소는 과거 UN의 지원일 것이라는 가설을 수립했다. 가설의 검
정을 위해 1969년부터 2008년까지 이루어진 UN의 대한민국에 대한 지원
자료와 대한민국의 경제적 능력 및 UN에서의 정치적 영향력 자료를 활용했
다. 그리고 회귀분석을 통해 UN의 지원을 결정하는 요소가 과거의 지원인
지, 아니면 대한민국의 경제적 필요성이나 정치적 영향력인지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 과거 UN의 지원이 대한민국의 경제적 필요성과 정치적 영향력보다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UN과 대한민국의 관계를 통해
UN의 관료제적 성격을 보여주는데 그 함의가 있다. ‘어떤 국가가 UN으로부
터 지원을 받는가?’ 또는 ‘얼마나 많은 지원을 받는가?’에 대한 해답은 정치
적, 경제적 원인보다 과거 진행되었던 UN의 지원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II. 기존연구와 가설
국제기구에 관한 연구 분야에서 중요한 연구 주제 중 하나는 ‘어떤 국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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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국제기구로부터 지원의 혜택을 받는가?’이다. UN에 관한 기존연구들도
‘어떤 국가들이 UN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는가?’에 대
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질문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의 주
장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 번째 주장은 경제적 필요성에 의해 UN의
지원이 결정된다는 것이다(Alesina and Dollar, 2000; Meernik, Krueger,
and Poe, 1998; Michaud and Murray, 1994). 경제적으로 빈곤한 국가들은
국제기구와 경제적으로 발전된 국가들로부터 다양한 지원의 혜택을 받을 확
률이 높다는 것이 이 주장의 핵심이다. UN의 주요 목표 중 하나가 경제적
문제해결을 통한 국제적 협력 강화라는 측면(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rticle 1.3)을 고려할 때, UN의 지원이 필요한 국가들에게 각종 혜택이 주
어진다는 것은 당연한 예측이라고 할 수 있다. UN의 지원이 필요한 국가란
경제적으로 빈곤한 국가를 의미하며, 따라서 저개발 국가들이 UN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확률이 높다고 본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UN의 지
원을 결정짓는 중요 요소로써 경제적 발전 정도를 나타내는 GDP를 통계 모
형의 독립변수로 포함시켜 분석하고 있다.
UN의 지원 혜택과 관련된 두 번째 주장은 특정 국가의 정치적 영향력이
다(Dreher, Sturm, and Vreeland, 2009; Kegley and Hook, 1991;
Kuziemko and Werker, 2006; McLean, 2015; Neumayer, 2003). 이 주장의
핵심 내용은 경제적 필요성보다 정치적 영향력을 강하게 하는 특정 조건들이
UN 지원의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빈곤
국가들에 대한 UN의 지원 규모에서 큰 편차가 발생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즉, 모든 빈곤 국가들이 UN으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특정 국가는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개발 프로그램 수혜를 받으며, 다른 국가
들은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지원만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UN 지원의
편차를 설명하는 변수로써 이 연구들은 정치적 영향력을 제시했다. 사실상
경제적으로 빈곤한 국가들이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
하다. 그러나 특정 조건들에 의해 일부 저개발 국가들은 강력한 정치적 영향
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 조건들은 군사/전략적 요충지, 중요자원의 보유,
UN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지위 등이다. 군사적, 경제적으로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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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행사하는 저개발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국가들에 비해
UN에서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또한, UN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된 국가들도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공식적인 의사결
정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상대적으로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갖게 된다. 이와 같은 조건들에 의해 특정 저개발 국가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졌을 때 UN으로부터 보다 큰 규모의 지원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UN의 지원 혜택과 관련된 세 번째 주장은 UN의 관료제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제기구들의 관료제적 특성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존재한다
(Barnett and Finnemore, 1999; Hawkins, 2006; Trondal, 2008). 현실주의
자들은 국제기구가 강대국들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획득하기 어렵다고 보
는 반면, 국제기구의 관료제적 특성을 강조하는 연구들은 국제기구가 국가
행위자들로부터 독립된 독특한 지위를 갖는다고 본다. 국제기구의 관료적 특
성은 국가 행위자들로부터의 독립적 지위만을 생성해내는 것이 아니다. 국내
정치에서 발생하는 관료제의 비효율성과 유사한 형태의 부정적 결과물들이
국제기구가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에서도 발생한다고 주장한다(Domini,
1995; Howard, 2008). UN의 지원과 관련된 내부의 의사결정은 관료주의적
의사결정 체계 하에서 발생하게 된다고 보고, 관료제 조직의 의사결정 특징
인 점진주의(incrementalism)에 의해 UN의 지원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따
라서 특정 국가에 대한 UN의 지원 규모가 관료적 관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하고, 과거 UN으로부터 큰 규모의 지원을 받은 국가는 미래에도 큰 규
모의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본 연구는 ‘왜 대한민국은 폭발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UN의 지원이 일
정기간 지속되었는가?’라는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본 연구는 세 번째 주장인 UN의 관료제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먼저 경제적 필요성은 대한민국에 대한 UN의 지원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
로 볼 수 없다. 앞서 제시된 의문과 같이 대한민국의 폭발적 경제성장은 국
제기구로부터 지원의 필요성을 줄였다. 정치적 영향력 또한 UN 지원과 일정
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기에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의문을 해결하기에는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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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볼 수 없다. 즉, UN의 대한민국에 대한 지원은 2004년을 끝으로 지
속되지 않았는데, 2004년 UN에 대한 대한민국의 정치적 영향력이 갑자기
사라졌다고 볼 수 없으며, 대한민국은 1991년 UN의 정식회원국이 된 이후
UN에서의 정치적 영향력은 더욱 강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UN과 대한민국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기존 연구의 세 번째
주장인 UN의 관료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미국 연방정부의 특정 정책분야에 대한 예산 지원 연구는 오래 전부터 이
루어졌다.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 지원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 중 하나는
단속평형이론(punctuated equilibrium theory)1이다(Baumgartner and Jones,
1993; Jones, Baumgartner, and Ture, 1998; Robinson, Caver, Meier, and
O'Toole, 2007). 관료들의 관성적 의사결정 구조에 의해 예산이 책정되며 관
료조직의 외부 또는 내부의 충격에 의해 예산 지원 규모의 급격한 변화가 발
생한 후, 오랜 기간 동안 큰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이론의 핵심
내용이다. 즉, 관료조직에 큰 충격을 주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미국
연방정부의 특정 분야에 대한 예산 지원 규모는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
이다. 미국 정책연구 분야의 주장을 UN의 지원에도 적용시켜 볼 수 있다.
특정 국가에 대한 UN의 지원이 UN의 관료적 특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
면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지원은 큰 변화 없이 지속될 것이며, 충격에 의한
변화는 자주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Arel-Bundock, Atkins, and Potter(2012)는 15개 선진국들의 관료화 정도
와 해외 원조 정책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했다. 이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관료화 정도가 강한 국가들의 해외 원조 정책은 외교정책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지 않았지만, 관료화 정도가 약한 국가들의 해외
원조 정책은 그들의 외교정책 목표와 일치한다는 증거를 찾아냈다. 비록 이
들의 연구가 국가 행위자의 관료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이들의 주장

1.

단속평형이론은 진화생물학 분야에서 개발된 이론이다. 진화의 과정을 설명함에 있어
점진적인 진화가 아닌, 단기간의 급속한 진화에 이어 평형을 유지한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진화생물학의 이론을 정책 연구에 차용하여, 정책 역시 점진적이고 느린 속도
의 변화가 계속된다고 보기보다는 정책 역시 급격한 변화를 겪은 후 평형의 상태가
오랫동안 유지된다는 것이다(Gould and Eldredge,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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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국제기구인 UN에도 적용해 볼 수 있다. UN의 관료화 정도가 강하다면
UN의 지원과 UN의 목표가 잘 수렴된다고 볼 수 없다. 즉, 경제적 불평등
문제 해결을 통한 국제 사회의 협력 증진이라는 UN의 목표에 대해 UN의
다양한 지원들은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UN의 관료제
적 특성을 잘 나타내는 사례를 UN의 대한민국에 대한 지원이라 간주하였고,
이는 대한민국의 경제적 성장으로 인한 지원 필요성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의
사결정의 관료적 관성에 의해 일정 수준의 지원이 지속된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예측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에 대한 UN의 지
원이 관료적 관성에 의해 일정 수준에서 유지되었다면 대한민국에 대한 UN
의 지원 규모를 결정하는 변수는 과거 대한민국에 대한 UN의 지원(UN aid
at time t-n)과 과거 UN 지원의 변화(variance, ΔUN aid at time t-n)라
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에 대한 UN의 지원 규모가 일정 수준에서 유지되려
면 과거와 유사한 규모의 지원이 미래의 지원에서도 발생해야 할 것이기 때
문이다. UN의 관료적 성격을 보여주기 위해 활용되는 첫 번째 주요 변수는
과거 UN의 지원 규모이다. 특정 국가의 경제적, 정치적 변화와 무관하게 일
정한 수준의 UN 지원이 지속되었다는 의미는 현재의 UN 지원이 과거의
UN 지원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료적 특성을 갖는 기구의
의사결정 특징 중 하나는 앞서 제시된 미국 연방정부에 대한 연구에서 나타
난 바와 같이 점진주의(incrementalism)이다. 관료적 기구의 정책 변화가 점
진적으로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현재의 정책이 과거의 정책으로부터 크게 벗
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과거의 정책에 기반하여 현재의 정책을 수립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따라서 과거 UN의 지원규모가 미래 UN의
지원 규모에 강한 영향력을 가질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
두 번째 주요 변수는 UN 지원 규모의 변화이다. UN의 관료적 특성에 의
해 대한민국에 대한 지원이 대한민국의 정치적, 경제적 변화와 무관하게 일
정 수준에서 유지되려면 UN 지원 규모의 변화가 매우 작아야 한다. 그러나
단속평형이론의 주장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정책기관 외부에서 발생한 충격
에 의해 일정 방향으로 큰 폭의 변화가 발생했다면 그 이후에는 다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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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의 변화가 발생해야 한다. 예를 들어 UN 지원의 규모가 t-1년도에 비
해 큰 폭 상승하여 t년도 UN 지원의 규모가 커졌다면 t+1년도의 UN 지원
은 큰 폭으로 하락해야만 일정 수준의 UN 지원 규모가 유지될 수 있다. 이
와 같은 예측을 수식화하여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UN aidt = ΣαnUN aidt-n + ΣβnΔUN aidt-n + ΣγnXn + ε

위의 수식은 앞서 제시된 가설을 표현하고 있다. 먼저 수식의 좌측 부분은
본 연구의 종속변수가 되는 대한민국에 대한 특정 연도(t)의 UN 지원이다.
수식의 우측 부분에 있는 첫 번째 부분은 독립변수인 과거(t-n)의 UN 지원
이며, 두 번째 부분은 또 다른 독립변수인 과거(t-n)의 UN 지원의 변화이
다. 수식 우측의 세 번째 부분은 대한민국에 대한 UN의 지원을 결정하는 통
제변수로써 경제적 필요성과 정치적 영향력과 같은 다양한 변수들이 제시될
수 있다. 본 연구의 가설 검정 결과는 다음과 같을 것으로 예상된다. 첫 번째
독립변수(UN aidt-n)의 회귀계수(α)가 양수이면서 유의미할 것으로 예측된
다. 즉, 과거 UN의 지원 규모와 현재 UN의 지원 규모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것이다. 두 번째 독립변수(ΔUN aidt-n)의 회귀계수(β)가 음수이면
서 유의미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는 과거 UN 지원의 변화가 현재
UN 지원의 규모와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UN의 관
료적 성격에 의해 대한민국에 대한 지원이 결정된다면 경제적 필요성과 정치
적 영향력을 의미하는 통제변수(Xn)의 회귀계수(γ)는 무의미할 것으로 예상
해 볼 수 있다.

III. 가설의 검정
1. 가설검정 활용 자료
대한민국에 대한 UN의 지원을 분석하기 위해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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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orld Bank Open Data, http://data.worldbank.org(검색일: 2017. 1. 11).
<그림 2> UN의 대한민국에 대한 지불금 현황(1969~2008)

제공하는 UN의 대한민국에 대한 지불금(UN disbursement) 자료를 활용했
다. 이 자료는 1969년부터 2008년까지 UN으로부터 대한민국에 지불된 금액
을 2016년 미국 달러화의 가치로 환산하여 년 단위로 제시하고 있다. 이 자
료가 포함하고 있는 정보는 UN으로부터 대한민국에 지불된 총 금액을 의미
한다. 이 자료에서 제시된 연도별 지불금액은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2와 OOF(other official flows) 및 보조금(grant)과 대출금(loan)을
모두 포함한다.
<그림 2>는 대한민국에 대한 UN의 지불금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1969
년 약 50만 달러로 시작된 대한민국에 대한 UN의 지원은 2004년 44만 달

2.

ODA 자금 지원을 하는 UN의 기관들은 UNICEF(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TA(United Nations Regular Programme for Technical Assistance),
IAEA(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FAD(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UNAIDS(Joint United Nations Programme on HIV/
AIDs),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FPA(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UNHCR(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also
known as United Nations Refugee Agency), WFP(World Food Programme),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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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orld Bank Open Data, http://data.worldbank.org(검색일: 2017. 1. 11).
<그림 3> 대한민국에 대한 UN의 지불금 변화량

러를 끝으로 더 이상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4년 UN으로부터의
대한민국에 대한 지원이 중단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995년 세계은행
(World Bank)은 대한민국을 차관대상국에서 제외시켰으며, 2000년 유엔개
발계획(UNDP)은 재정지원대상(Target for Resource Assignments from the
Core: TRAC)에서 대한미국을 제외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UN 산
하기관의 대한민국에 대한 지원중단 결정이 지속되면서 2004년 이후 UN의
모든 산하기관은 대한민국을 지원대상에서 제외시켰다.
40년의 시계열 자료를 분석해 보았을 때, 최저 수준의 지불이 발생한 연도
는 1980년으로써 37만 달러가 지원되었으며, 최고 수준의 지불이 발생한 연
도는 1995년으로써 255만 달러가 지원되었다. 그림에 제시된 시계열 자료의
추이를 살펴보면 약 120만 달러 수준의 지원이 큰 변화 없이 지속되었다는
점과 약한 상승의 추세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림 3>은 대한민국에 대한 UN의 연 단위 지불금의 연도별 변화량(Δ
UN aid)을 나타낸다. 아래의 그래프를 통해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지
불금 변화가 0을 기준으로 양수의 영역과 음수의 영역을 연 단위로 교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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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orld Bank Open Data, http://data.worldbank.org(검색일: 2017. 1. 11).
<그림 4> 대한민국에 대한 UN의 지불금 변화량 밀도

있다는 사실이다. 즉 t-1년도에 UN 지원금이 늘어났다면 t년도에는 UN 지
원금이 줄어들었으며, t+1년도에는 UN 지원금이 다시 늘어나는 현상을 반
복해 왔다는 것이다. 또한 t-1년도의 지불금 변화 규모와 t년도의 지불금 변
화 규모가 일정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아래의 그래프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즉 큰 폭의 지불금 상승에 이어 큰 폭의 지불금 하락이 발생했
으며, 작은 폭의 지불금 상승에 이어 작은 폭의 지불금 하락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림 4>는 지난 40년 동안 발생한 UN 지원금 변화량의 밀도(density)를
나타낸다. 그래프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연 단위 지
원금 변화량은 중앙값인 ‘0’에 집중되어 있으며, 양 극단으로 갈수록 그 빈도
가 낮아지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연 단위 변화량의 패턴은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 규모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Wildavsky, 1964; Berry,
1990). 즉 UN의 대한민국에 대한 지불금도 미국 연방정부의 특정 정책 분
야에 대한 지원금과 같이 큰 폭의 변화가 발생하는 빈도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으며, 작은 폭의 변화 발생 빈도가 매우 높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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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단위의 시간 순으로 측정된 대한민국에 대한 UN 지불금 자료는 일종
의 시계열(time series)자료로써, 이 자료를 통해 과거의 UN 지불금(UN
aidt-n)이 현재의 UN 지불금(UN aidt)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쳤는지에 대해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이 자료를 통해 과거 UN 지불금의 변화량(ΔUN
aidt-n)이 현재의 UN 지불금(UN aidt)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는 가설을 나타내는 수식의 마지막 부분에 제시된
통제변수(Xn)에 관한 자료이다. 대한민국에 대한 UN의 지불금이 단순히 과
거의 지불금 및 과거 지불금의 변화에만 영향을 받는다고 예상할 수 없다.
따라서 기존 연구에서 발견된 경제적 필요성과 정치적 영향력을 반영하는 변
수가 가설 검정을 위한 통계모형에 추가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
구에서 활용된 경제적 필요성과 정치적 영향력 변수를 추가했다.
첫 번째, 경제적 필요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는 해당 국가의 일인당
GDP이다. 대한민국의 일인당 GDP 역시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제공하
는 자료를 활용했다. <그림 5>와 <그림 6>은 대한민국의 일인당 GDP와
Ln(일인당 GDP)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69년과
2008년의 일인당 GDP 값은 약 86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큰
폭의 변화는 시계열 자료를 활용한 분석에서 왜곡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림 6>에 나타난 Ln(일인당 GDP)값을 활용했
다. 이는 대한민국에 대한 UN의 지원금에 영향을 주는 경제적 필요성을 반

자료: World Bank Open Data, http://data.worldbank.org(검색일: 2017. 1. 11).
<그림 5> 대한민국 일인당 GDP

<그림 6> 대한민국 Ln(일인당 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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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한다고 볼 수 있다. 경제적으로 UN의 지원금이 많이 필요한 국가는 상대
적으로 일인당 GDP가 작은 빈곤한 국가들이다. 따라서 일인당 GDP가 상승
할수록 경제적 이유로 인한 UN 지불금의 필요성은 줄어들게 된다고 본다.
두 번째 통제변수로써 정치적 영향력을 의미하는 ‘UN 회원국 지위’와
‘UN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변수를 가설 검정 모형에 추가했다.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정치적 영향력을 반영한 변수들은 전략적 중요성, 중요자원
보유 및 UN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지위 등이다(Dreher et al., 2009;
Kuziemko and Werker, 2006; McLean, 2015). 전략적 중요성이나 중요자원
보유와 같은 변수들은 여러 국가를 포함한 횡단면 분석(cross sectional
analysis)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대한민국만을 대상으로 한 자료 분석에서는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UN에서의 정치적 영향력을 반영한 변
수로써 ‘UN 회원국 지위’와 ‘UN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지위’를 포함
했다. 연구의 대상이 되는 기간인 1969년부터 2008년까지 UN에서의 대한민
국 위상은 크게 변했다. 먼저 1991년에 UN의 정식 회원국이 되었고, 1996
년과 1997년에는 UN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본 연구에서는 두 변수를 가변수(dummy variable)로 측정했다. UN 회원국
이거나 UN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 지위를 획득한 경우에는 ‘1’로
입력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0’으로 입력했다.

2. 시차 길이 검정(lag-length test)
대한민국에 대한 UN의 지불금은 앞서 제시된 바와 같이 일종의 시계열
자료이며, 현재(t)의 UN 지불금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과거(t-n)의 UN 지
불금과 과거(t-n)의 UN 지불금 변화라고 가설을 설정했다. 시계열 자료에
는 여러 가지 특성이 존재한다. 그 중 대한민국에 대한 UN의 지불금이라는
시계열 자료에서 나타나는 특성은 시계열 자료의 진행에 있어 자기회귀
(autoregressive)와 가변성(volatility)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가설에
서 자기회귀에 의한 시계열 자료의 진행을 설명하는 부분은 과거(t-n) 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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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UN aid)이며, 가변성에 의한 진행을 설명하는 부분은 과거(t-n) UN
지원금의 변화량(ΔUN aid)이다. 자기회귀와 가변성에 의한 시계열 자료의
진행을 분석함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과거의 값 중 어느 정도까지가 현재의
값에 영향을 주는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과거를 의미하는 ‘t-n’에
서 ‘n’의 값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의미한다.
주어진 시계열 자료에서 자기회귀와 가변성의 시차 길이(lag-length) 검정
을 위해 ARCH 검정(autoregressive conditional heteroskedasticity test)을
실시했다. ARCH 검정의 기본 아이디어는 시계열 자료의 진행이 자기회귀와
가변성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자기회귀란 시계열 자료가 상당한 수준의
지속성을 가짐을 의미한다. 즉 자료의 가변성이 존재하지만 특정 값을 중심
으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특성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시계열 자료의
가변성이란 지속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즉, 시계열 자료가 시차별로 진행되
는 가운데 특정 기간 동안은 상대적으로 큰 변화량을 보이며 다른 기간 동안
은 상대적으로 작은 변화량을 보인다는 의미이다. <그림 2>와 <그림 3>에
나타난 대한민국에 대한 UN 지불금의 시계열 자료는 ARCH 검정에서 평가
하는 자기회귀와 가변성이 동시에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ARCH
검정을 통해 자기회귀의 시차 길이와 가변성의 시차 길이를 평가해 볼 수 있
다.
ARCH 검정에서 자기회귀와 가변성을 검정하는 방식은 동일하다. 각 시
점(time point)에서 측정된 과거(t-n)의 값과 과거의 변화량이 현재(t)의 시
계열 값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평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ARCH 검정을 통
해 어느 정도 과거까지의 UN 지불금과 UN 지불금 변화량이 현재의 UN 지
원금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표 1>은 대한민국에 대한 UN 지불금 시계열 자료의 ARCH 검정 결과
를 보여주고 있다. 대한민국에 대한 UN 지불금 시계열 자료는 40년의 기간
동안 연 단위로 측정된 시계열 값들의 연속이다. 따라서 40번의 측정 시점
(time point)이 있음을 알 수 있다. 40번의 시점에서 측정된 자료에 대한
ARCH 분석에서 과도한 길이의 시차(lag)를 포함할 경우 검정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표 1>에 제시된 ‘ARCH 모델 1’에서는 첫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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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대한민국에 대한 UN 지불금 시계열 자료의 ARCH 검정 결과
종속변수: UN aidt

ARCH 모델 I

ARCH 모델 II

AR lag(1)

.960***
(.057)

.377***
(.138)
.675***
(.135)

AR lag(2)
ARCH lag(1)

1.488**
(.684)

1.062*
(.601)
.134
(.161)

ARCH lag(2)
절편

.549
(1.085)

.491
(.774)

N

40

40

Wald χ2

279.27***
(1, 0.000)

312***
(2, 0.000)

주: 괄호 안 숫자는 표준 오차, ***1% 유의미, **5% 유의미, *10% 유의미
자료: 저자가 통계분석함.

째 시차(first lag)에서 발생하는 UN 지불금(UN aidt-1)과 UN 지불금 변화
량(ΔUN aidt-1)의 UN 지불금(UN aidt)에 대한 영향력을 평가한 것이다. 또
한 ‘ARCH 모델 2’에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시차(first and second lag)에서
발생하는 UN 지불금(UN aidt-1, UN aidt-2)과 UN 지불금 변화량(ΔUN
aidt-1, ΔUN aidt-2)의 UN 지불금(UN aidt)에 대한 영향력을 평가한 것이
다.
‘ARCH 모델 1’과 ‘ARCH 모델 2’의 평가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
다. 먼저, 과거 UN 지불금(UN aidt-n) 중 첫 번째 시차와 두 번째 시차에서
발생한 UN 지불금(UN aidt-1, UN aidt-2) 모두 현재의 UN 지불금(UN
aidt)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UN 지원금의 변화량(ΔUN
aid)의 경우 첫 번째 시차에서 발생한 값(ΔUN aidt-1)만이 UN 지불금(UN
aidt)에 영향을 주었고, 두 번째 시차에서 발생한 값(ΔUN aidt-2)은 UN 지
불금(UN aidt)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그러나 UN 지불금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모든 시차 변수들을 가설 검정을 위한 모형에 포함시킬 수 없다.
UN 지불금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시차 변수들 간에 다중공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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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collinearity) 문제를 고려해야 하며 가설 검정 모형에 포함시킬 독립변
수를 선별해야만 한다.
대한민국에 대한 UN의 지불금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판단되는 시차 변수
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첫 번째 시차에서 발생한 UN 지불금(UN
aidt-1)과 두 번째 시차에서 발생한 UN 지불금(UN aidt-2) 간에 상당히 강
한 상관관계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corr = .533). 특히 시계열
자료에 대한 분석에 있어 시차를 고려한 독립변수 간의 강한 상관관계는 모
델의 유의성을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시차에서 발생하는 UN 지
불금(UN aidt-2)은 가설 검정을 위한 통계 모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따라
서 본 연구의 가설을 검정하기 위한 UN 지불금에 대한 회귀분석에서 첫 번
째 시차에서 발생한 UN 지불금과 첫 번째 시차에서 발생한 UN 지불금의
변화량을 독립변수로 포함했다.

3. 회귀분석 결과
본 연구는 ‘왜 대한민국에 대한 UN의 지원이 지속되었을까?’라는 의문에
서 시작되었고, 이러한 의문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해 UN의 관료제적 성
격에 초점을 맞추었다. 기존의 연구들은 UN의 지원이 경제적 필요성과 정치
적 영향력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본 반면, 대한민국과 UN의 관계 속에서 발
생한 대한민국에 대한 UN 지불금은 UN의 관료적 성격에 의해서 결정된다
고 가설을 설정했다. 가설에 대한 검정을 위해 세계은행(World Bank) 홈페
이지에서 1969년부터 2008년까지의 대한민국에 대한 UN의 지불금 현황 자
료와 대한민국의 일인당 GDP 자료 및 UN에서의 지위에 관한 자료를 수집
했다. UN 지불금이라는 시계열 자료에 대한 분석을 위해 ARCH 검정을 이
용한 시차 길이 분석과 상관관계 분석 결과, 가설 검정 모형에 첫 번째 시차
에서 발생한 UN의 지불금과 UN 지불금의 변화량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사
실을 확인했다. 그리고 가설 검정을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했으며, 분석에 활
용된 자료가 시계열 자료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절편(intercept)을 무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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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회귀분석 모형 결과
종속변수: UN aidt

모델 4

모델 5

UN aidt-1

.923***
(.175)

.928***
(.174)

ΔUN aidt-1

-.550***
(.164)

-.552***
(.163)

Ln(1일당 GDP)

모델 3

.119***
(.017)

.017
(.024)
.017
(.024)

Ln(1인당 GDP)t-1
UN 회원국

-.108
(.221)

-.144
(.177)

-.144
(.178)

UN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285
(.368)

-.292
(.313)

-.299
(.311)

N

40

38

38

R

.729

.842

.842

F

36.77***
(3, 37)

41.60***
(5, 33)

41.54***
(5, 33)

2

주: 괄호 안 숫자는 표준 오차, ***1% 유의미, **5% 유의미, *10% 유의미
자료: 저자가 통계분석함.

<표 2>에 제시된 ‘모델 3’부터 ‘모델 5’의 종속변수는 본 연구의 핵심 주제
가 되는 대한민국에 대한 UN 지불금이다. ‘모델 3’에서는 독립변수로써 대한
민국의 Ln(일인당 GDP)와 UN 회원국 지위 및 UN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 지위만을 포함했으며, ‘모델 4’에서는 ARCH 검정과 상관관계 분석
을 통해 확인된 시차 변수들과 ‘모델 3’에서 제시된 통제변수들을 포함했다.
먼저, 독립변수로써 경제적 필요성과 정치적 영향력만을 이용한 단순회귀
분석을 실시했을 때 대한민국의 Ln(일인당 GDP)는 UN 지불금에 유의미한
양의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한민국의 GDP가 상승할 때, UN
의 지불금이 상승한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경제적 필요성
과 UN의 지원 가능성에 관한 주장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준다. 대한민국
의 GDP 상승은 UN 지원에 대한 경제적 필요성의 저하를 의미하며 이는
UN 지불금의 하락 현상을 발생시켜야 한다. 그러나 ‘모델 3’의 결과는 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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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에 대해 대한민국의 경제적 필요성이 양의 영향력을 가짐으로써 오히려
반대의 상황이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정치적 영향력을 의미하는 UN에서의 대한민국 지위와 관련된 두
변수는 모두 UN의 대한민국에 대한 지불금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갖지 못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에서는 UN에서의 정치적 영향력이 강한 국가
가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서 많은 지불금을 받는다고 주장했으나 해당 분
석결과는 UN에서의 정치적 위상 변화와 지불금 규모가 큰 관련성이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모델 4’에서는 ‘모델 3’에 제시한 통제변수와 함께 시차 길이 분석과 상관
관계 분석을 통해 확인한 첫 번째 시차에서 발생한 대한민국에 대한 UN의
지불금(UN aidt-1)과 UN의 지불금 변화량(ΔUN aidt-1)을 독립변수로 포함
시켰다. 분석 결과, ‘모델 3’과 ‘모델 4’의 결과는 현저히 차이가 남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모델 3’에서 유의미한 양의 영향력을 보여주었던 대한민국의
Ln(일인당 GDP) 변수의의 통계적 유의성은 사라졌다. 즉 ‘모델 4’의 검정
결과는 대한민국의 경제적 필요성이 UN 지원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반면, 첫 번째 시차에서 발생한 UN 지불
금(UN aidt-1)과 UN 지불금 변화량(ΔUN aidt-1) 변수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첫 번째 시차에서 발생한 UN 지불
금(UN aidt-1)은 현재의 UN 지불금(UN aidt)에 양의 영향력을 갖는다는 사
실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첫 번째 시차에서 발생한 UN 지불금 변화량(Δ
UN aidt-1)은 현재 UN 지불금(UN aidt)에 음의 영향력을 갖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 시차에서 발생한 두 변수의 영향력 방향이 서로 반
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왜 대한민국에 대한 UN 지불금이 일정
한 수준에서 유지되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t-1년도의 UN 지불금이 t
년도의 UN 지불금에 양의 영향력을 주지만 t-1년도의 UN 지불금 변화량
은 t년도의 UN 지불금에 음의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UN 지불금이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되는 것이다. 즉, t-1년도의 UN 지불금 규모 자체가 t년도의
UN 지불금의 규모를 결정하지만, t-1년도에 발생한 UN 지불금 규모의 증
가는 t년도의 UN 지불금 규모를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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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5’는 ‘모델 4’의 분석 결과에 대한 로버스트 검정 결과를 보여준다.
UN의 지원금 결정이 경제적 필요성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가정했을 때, 해당
국가의 t년도 일인당 GDP보다 t-1년도 일인당 GDP가 더 큰 영향을 준다
고 생각해 볼 수 있다. 특정 국가에 대한 t년도 UN 지원금은 해당 국가의
t-1년도 성장이나 일인당 GDP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델 5’에는 대한민국의 Ln(일인당 GDP)가 아닌 첫 번째
시차에서 발생한 대한민국의 Ln(일인당 GDP)t-1를 독립변수로 포함시켰다.
그 결과, ‘모델 5’의 분석 결과가 ‘모델 4’의 분석 결과와 거의 일치한다는 점
을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경제적 필요성의 지표가 되는 Ln(일인당
GDP)t-1 변수는 대한민국에 대한 UN 지불금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반면, 첫
번째 시차에서 발생한 UN 지불금과 UN 지불금 변화량은 ‘모델 4’의 결과와
같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모델 3’으로부터 ‘모델 5’까지의 분석 결과는 가설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 먼저, ‘모델 3’의 회귀분석 결과 대한민국의 경제적 필요성과 UN 지불
금 간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만 기존 연구에서 제시해왔던 음의
영향력이 아닌 양의 영향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경제적 필요성이 UN 지불
금을 결정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정치적 영향력을 의미하는 안보리 비
상임이사국 지위라는 변수를 통해서도 정치적 영향력과 UN 지불금 간에 상
관관계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모델 4’와 ‘모델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UN의 관료제적 특성을 반영한 변수들(UN aidt-1, ΔUN aidt-1)은 UN
지불금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대한민국에
대한 UN의 지원은 UN의 관료적 특성이 결정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모델 4’와 ‘모델 5’는 대한민국의 경제적 필요성을 반영한 변수가 UN 지불
금 결정에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UN 지불금
을 설명하는 각 모델의 유의성 및 설명력을 비교해 보았을 때에도 ‘모델 4’와
‘모델 5’가 ‘모델 3’보다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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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UN은 대한민국의 수립과 발전의 역사를 함께 해 온 국제기구이다. UN은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한 첫 번째 국제기구이며,
냉전기에 대한민국과 북한이 외교전을 펼쳤던 국제무대이기도 했다. 본 연구
에서는 대한민국의 폭발적 경제성장과 정치적 영향력 증대에도 불구하고
UN의 지원이 큰 변화 없이 지속되었던 이유를 찾고자 했다. 일반적으로
UN은 경제적 필요성과 정치적 영향력에 의해 빈곤 국가와 전략적 중요성을
갖는 국가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대한 UN의
지원은 경제적 필요성과 정치적 영향력으로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대한
민국에 대한 UN의 지원이 일정수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한 원인을 분석하
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UN의 관료제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관료제적
특성이 강한 조직의 의사 결정은 과거의 의사결정으로부터 크게 벗어나는 경
우가 적으며, 관료적 관행에 의해 정책이 일정 수준에서 지속된다는 주장을
대한민국에 대한 UN의 지원 사례에 적용했다. 대한민국에 대한 UN의 지원
이 정치적 중요성과 경제적 필요성에 의해 결정되기보다 UN의 관료적 특성
에 의해 결정된다면 현재 UN의 지원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는 과거의 UN
지원이라고 가설을 설정했다.
가설을 검정하기 위해 1969년부터 2008년까지 UN의 대한민국에 대한 지
불금 데이터를 활용했다. 실증적 자료를 활용한 가설 검정 결과, 대한민국에
대한 UN의 지원을 결정하는 결정적 요소는 경제적 필요성과 UN에서의 정
치적 영향력보다 UN의 관료적 특성이라는 결과를 도출하게 되었다. 즉, 대
한민국의 일인당 GDP와 UN에서의 정치적 지위보다 과거 UN의 지불금과
과거 UN 지불금의 변화가 대한민국에 대한 UN의 지불금을 결정한다는 사
실을 확인한 것이다.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함의는 UN에서의 다양한 결정들이 국제기구의 관
료적 특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도출한 것이다. 국제기구의 관료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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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조하는 연구들은 현실주의자들의 주장과 배치된다. 현실주의자들은 국
제기구가 강대국의 이익에 따라 움직인다고 본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발견
한 사실 중 하나는 국제기구의 의사 결정이 관료적 특성에 의해서 결정되며
이로 인해 강대국의 개입 여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또
한 국제기구의 관료적 특성으로 인하여 정책의 지속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관료제와 관련된 연구들에서는 관료적 관성에 의해 정책의 큰 변화가 발생하
기 어려우며 과거에 시행되었던 정책이 일부 수정되어 시행되는 현상을 발견
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한민국에 대한 UN의 지불금이 일정수준에서 지속된
다는 점을 확인했다. 과거의 지불금 규모 자체가 현재의 지불금에 양적 영향
을 주지만 과거 지불금의 변화량이 현재의 지불금에 음적 양향을 주기 때문
에 일정 수준에서 지불금이 유지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연
단위로 측정된 대한민국에 대한 UN 지불금의 총량이며, UN 산하의 각 기
구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 방식을 고려하지 않았다. UN에서는 다양한 기
구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대해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있다. 대한
민국을 지원하는 UN 산하의 다양한 조직들은 각 조직의 특성과 구조에 따
라 다양한 의사결정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대한민국을 지원하는 다양한 조직들의 의사결정 방식을 고려하
지 않았다. 차후 연구에서는 UN 산하의 조직별 그리고 정책 분야별 의사결
정 구조와 조직적 특성을 고려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UN의 관료적
특성이 UN의 지원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의 근거를 대한민국과 UN의 관계에서만 분석했다는 한계가 있다. UN
의 관료적 특성에 관한 주장을 보다 일반화시키기 위해서는 대한민국뿐만 아
니라 기타 여러 국가들의 자료를 수집하여 대한민국과 UN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현상이 유사하게 발생하는지에 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투고일자: 2017-01-25 심사일자: 2017-02-07 게재확정: 201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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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work aims to provide an overview of United Nations’ assistance for South
Korea from 1969 to 2008. The UN aid is supposed to be negatively associated with
an economic development, and positively associated with a political influence.
However, it is not the case for South Korea. In spite of rapid economic development
and enhanced political influence in UN, the UN aid for South Korea shows a weak
increasing trend without a substantial adjustment in accordance with South Korean
condition. For solving this puzzle, we focus on a bureaucratic inertia in a decision
making process of the UN. The policies executed by bureaucratic institution are not
likely to deviate from the past policies. For testing our hypothesis, several time series
are collected from the World Bank and the UN. The test results strongly support our
hypothesis that rather than the economic condition and political influence on the
UN, the prior volume of UN aid exercises more influence on the current volume of
it. In term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 study, this work has a great implication that
the bureaucratic nature of the UN presents its independent status against realist's
assertion.
Keywords: UN (United Nations), South Korea, UN disbursement, bureaucracy,
time series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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