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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이 인권과 평화에 미치는 상관관계에 대한 시론: 

한국 국제개발협력 정책에의 함의1)

문경연(전북대학교 국제인문사회학부)
홍석훈(통일연구원)

조욱래(전북국제개발협력센터)

I. 서론

국제사회는 범지구적 인도주의 위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발전과 인권, 평화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이 유기적으로 하나의 공동 목표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자 지구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으로써‘인도적 지원-발전-평화 넥서스(Humanitarian-Development-Peace Nexus, 이하 
HDP Nexus)' 에 관한 논의를 본격화 하였다. 본 연구는 2019년 2월 22일 OECD DAC 고위급회
의에서 채택된 HDP Nexus를 중심으로 발전이 인권과 평화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과 사례를 입체
적으로 분석하였다. 

HDP Nexus 이행에 관한 논의는 우리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에 유의미한 함의를 제공한
다. 이러한 맥락에서 HDP Nexus의 구조를 이해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발전, 인권, 평화 간의 상관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
구는 HDP Nexus의 한 축인 발전을 중심으로, 발전이 인권과 평화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
로 분석하고, 발전을 통해 인권과 평화를 증진할 수 있는 요인을 실증적 사례분석을 시도하였
다.  HDP Nexus 이행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 분석은 한국의 ODA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한 
함의를 제공한다.

연구에 활용된 이론 및 자료를 살펴보면 인권에 관한 이론은 닐 미셸(Neil Mitchell), 윌리엄 이
스털리(William R. Easterly), 새뮤얼 허팅턴(Samuel P. Hungtington), 콘웨이 헌더슨(Conway 
W. Henderson)의 이론 분석을 사용하였으며, 발전과 평화간의 상관관계 분석은 요한 갈퉁(Johan 
Galtung), 폴 콜리어(Paul Collier), 존 바넷(Jon Barnett), 에릭 가츠크(Erik Garzke)의 연구를 
고찰하였다. 경제 성장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세계은행(World Bank)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인
권에 관한 지표는 세계인권보호지수(HRPS), 세계자유지수(Freedom in the World), 언론자유지수
(WPFI)을 활용하였다. 평화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는 세계평화지수(GPI)와 취약국가지수
(FPI)를 참고하였다.

연구의 구성으로는 먼저 Ⅱ장에서 HDP Nexus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 과정을 살펴보고, HDP 
Nexus 이행의 의의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Ⅲ장에서 경제성장이 인권과 평화에 각각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에 관해 이론가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탐구하였으며, HDP Nexus가 북한의 발전 과정
에 주는 시사점을 추론하였다. Ⅳ장에서는 사례분석을 통해 경제 발전에 성공하였지만 인권과 평화 
증진에 상이한 결과를 보이는 국가들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경제 성장이 인권 및 평화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들을 고찰였다. 

1) 이 연구는 2020년 수행된 통일부의 연구과제를 논문화 한 것임을 밝힘; 이 연구는 ‘평화연구’ 22권 1호
(2021년 3월 30일)에 게재되었음을 밝힘.



II. 발전, 평화, 인도주의의 상관관계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

HDP Nexus란 국제사회의 인도주의(Humanitarian)·발전(Development)·평화(Peace)의 통합
적 접근법을 의미한다. HDP Nexus는 국제사회가 지난 10년 간 인도적 지원과 국제개발협력을 위
한 비용을 늘려왔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인도주의 위기가 발생했다는 반성에서 
출발하였다. UN의 SDGs 달성을 위한 전략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HDP Nexus는 인도주의, 발
전, 평화 분야의 분야별 상이한 활동 방식을 연계하여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인도주
의, 발전, 평화 사업들에 대한 통합적 접근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2).

HDP Nexus 용어는 2016년 5월 세계 인도주의 정상회의(World Humanitarian Summit)에서 
UN사무총장이 제출한‘One Humanity, Shared Responsibility’보고서를 통해 처음 등장하였으
며, 동 정상회의를 계기로 UN 시스템 내 인도적 지원-발전-평화 간 연계를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
로 진행되었다. 이후 2016년 12월 세계은행의 국제개발협회(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는 최빈개도국 지원을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인 750억 달러의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다. 
UN과의 협업을 통해‘인도주의 지원-발전-평화 이니셔티브(Humanitarian-Developent-Peace 
Initiative)’가 출범하면서 개발현장에서 인도주의·개발·평화 분야 간 연계 활동이 본격화 되었
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19년 2월 OECD DAC 고위급회의에서‘HDP Nexus에 관한 OECD 
DAC 권고안이 채택되었고, 이를 통해 DAC 회원국을 비롯해 국제사회가 분쟁 및 취약 상황에
서 인도적 지원, 개발, 평화의 연계된 활동을 구현할 할 수 있는 포괄적 틀이 마련되었다3).

HDP Nexus의 연계 방안을 살펴보면, HDP Nexus는 위기의 전 과정에서 사람들의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일관되게 협력하는 데에 중점을 두며, 각 분야간의 상이한 활동방식 및 재원조
달 방식으로 인해 취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욕구가 효과적으로 충족되기 어려운 현 시스
템을 개선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HDP Nexus의 연계 구조를 살펴보면, HDP Nexus는 기본
적으로 인도적 지원, 발전, 평화의 세 부문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공동의 목적을 위한 
연계를 강조한다. 인도주의 지원은 개발의 선행조건으로써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여 발전은 새
로운 분쟁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역량 구축을 지원한다. 또, 개발협력은 평화에 지속가능한 
평화에 필수적인 발전을 제공하는 동시에, 평화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한 평화적 상황을 제
공하는 역할을 한다. 끝으로 인도주의 지원은 평화 구축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는 활동
을 지원하고, 평화 구축 활동은 인도주의 위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평화구축 활동을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지속적인 발전과 항구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개발협력과 함께 
평화 구축 및 유지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HDP Nexus는 개발협력 및 평화 유지 
활동이 더 이상 순차적인 과정이 아니라 동시에 설계되어 이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4).

2) 홍석훈·김주리·조원빈·박지연, 『남북한 인도협력 방안과 과제: 인도·개발·평화의 트리플 넥서스』, KNU 
연구총서 19-11 (서울: 통일연구원, 2019), 61. 

3) 한국국제협력단, 『한국 ODA 이행에 있어 인도적 지원-개발-평화간 연계(HDP Nexus) 실행 방안 연
구』,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2020), 1.

4) 한국국제협력단,『한국 ODA 이행에 있어 인도적 지원-개발-평화간 연계(HDP Nexus) 실행 방안 연구』, 
12.



<그림 1> HDP Nexus 도식화

 

출처: Alfonso Medinilla, Lidet Tadesse Shiferw and Paulin Veron,“Think local. Governance, 
humanitarian aid, development and peacebuilding in Somalia,”ECDPM 246 (2019), 2.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III. 발전이 인권과 평화에 미치는 상관관계에 대한 이론적 탐구

본 장에서는 발전이 인권 및 평화에 미치는 상관관계를 연구한 이론가들의 이론을 바탕으로 경제
발전과정의 결과 인권과 평화가 어떤 조건에서 증진되거나 후퇴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실제로 이
론가별 이론과 함의를 살펴보면 경제 발전 결과 인권과 평화는 다양한 모습으로 귀결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이론별 경제 발전이 인권과 평화증진으로 연계되기 위하여 갖추어야할 필요
조건이 상이하다. 이번 장에서는 경제성장의 관점에서 국가 발전이 어떻게 과도기적 단계를 극복하
고 인권과 평화 증진으로 연계될 수 있는지 고찰한다. 이를 통하여 북한의 경제발전 단계에서 인권
과 평화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 귀납적으로 성찰해본다.

1. 발전이 인권에 미치는 상관관계에 대한 이론적 탐구

국가는 인권을 보장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으나, 인권을 침해하는 주체이기도 하다. 국가는 물리
적 폭력 수단을 합법적으로 독점한 집단으로, 군대와 경찰을 조직하여 시민을 지키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권력 유지를 위해 국가가 국민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
다.5) 따라서 국가 내부의 인권은 국가 발전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이에 발전 과정에 

5) Neil J. Mitchell and James M. McCormick,“Economic and Political Explanations of Human Rights 
Violations,”World Politics 40(4) (1988), 476–498.



따른 인권 변화를 연구한 이론들을 바탕으로, 경제발전이 인권 향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와 발전 과정 중 어떠한 상황에서 인권이 위협받는지를 살펴본다.

경제발전과 인권신장 간의 인과관계를 연구한 닐 미셸(Neil Mitchell)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경제
적 발전은 대부분의 경우 정치적 안정으로 이어져 인권 상황의 개선에 도움을 준다. 반대로 경제적 
발전을 이루지 못한 빈곤한 국가에서는 국가 통치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권을 억압할 
가능성이 크다. 경제적 빈곤과 인권 탄압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6) 
다시 말해, 가난한 나라일수록 국가가 인권을 침해할 개연성이 크며, 경제적으로 성숙한 국가
일수록 통치력 또한 안정적이므로 인권에 대한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작아진다.

이러한 저발전과 인권탄압 간의 인과관계는 하버드 대학이 발표하는 인권 보호지수(Human 
Rights Protection Score)7)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인권보호지수는 국가가 자국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수준을 최저 –3.8점부터 최고 +5.4점으로 계량화하여 순위를 발표한다. 아래 <표 Ⅲ
-1>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대부분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국가에서는 인권보호지수가 높은 
반면 경제적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는 인권보호지수가 낮다. 그러나 1인당 국민소득과 인권보호지
수 간의 뚜렷한 비례 관계는 보이지 않는다. 아래 표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가장 높은 노르웨이는 
인권보호지수도 가장 높지만 1인당 국민소득이 두 번째로 높은 싱가포르의 인권보호지수는 상대적
으로 낮다. 이러한 국가별 편차는 경제성장의 결과로써 인권의 발전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표 1> 2017년 1인당 국민소득과 인권보호지수 간 상관관계

출처: The World Bank,“GDP per capita,”검색일 2020년 6월 30일, https://data.worldbank.org과 
Harvard Dataverse,“Latent Human Rights Protection Scores Version 3,”검색일 2020년 6월 30일, 
https://dataverse.harvard.edu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윌리엄 이스털리(William R. Easterly)는 경제발전과 대량학살(genocide)과 같은 인권탄압 
간의 관계에 대해 연구했다. 이스털리의 연구 결과, 경제발전은 곧 노동생산량의 증가를 의미

6) Neil J. Mitchell and James M. McCormick,“Economic and Political Explanations of Human Rights 
Violations,”World Politics 40(4) (1988), 476–498.

7) 정부가 인간 개인의 인권을 얼마나 보호하는지를 나타내며, 최소 –3.8점부터 최대 +5.4점으로 점수를 산정한
다.

8) 한국은행,“북한GDP관련통계,”검색일 2020년 7월 20일, https://www.bok.or.kr.

국가 1인당 국민소득(달러) 인권보호지수(HRPS)
노르웨이 75,496 4
싱가포르 60,297 1.7

일본 38,331 2.37
대만 24,390 2.7

사우디아라비아 20,803 -1
카자흐스탄 9,247 -0.16

중국 8,759 -1.3
베트남 2,365 -0.37
세네갈 1,367 0.8

북한8) (한국은행) 1,295 -2.44



하므로 경제가 성장하면 생명의 가치 또한 증진되기 때문에 인권이 향상된다. 그러나 경제성장
이 가져오는 기술 및 제도적 발전이 인권탄압을 위한 비용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9) 무자비한 
정치 지도자의 경우 민주적인 절차를 앞세워 소수의 인권을 탄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
로 경제성장을 거쳐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역으로 인권이 억압되는 과도기적 단
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스털리는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민주주의 도입 속도를 조절해
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인권이 위협 받는 과도기적 단계를 극복한다면 사회적 약자에 대
한 인권탄압이 적어지며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는 성숙한 사회로 발전하게 된다. 개발도상국에
서 선진국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1인당 국민 소득의 증가와 인권탄압 발생 확률 간에는 역 U
자의 상관관계가 도출된다.10)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이 인권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일정 수준에 도달하기까지는 인권을 위협하는 것이다. 특히 이스털리는 연구를 통해 인권탄압
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기점이 1인당 국민소득이 당시 2006년 기준 1,300불이 되는 지점이
라고 밝혔다. 이는 2020년 화폐가치로 환산 하였을 때 1인당 국민소득이 1,697불에 달하는 지
점이다.11) 2020년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이 1,216 불인 것을 감안하면, 현재 북한은 가까운 
미래에 경제발전 과정에서 가장 인권이 위협 받는 지점에 도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새뮤얼 헌팅턴(Samuel P. Huntington)은 경제발전이 곧 인권 신장을 의미한다는 이론
에 동의하지 않았다. 헌팅턴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우 가난한 국가의 국민들은 정치 문제에 
저항할 만큼의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최빈국에서는 인권에 대한 폭력이 빈번하지 않다. 
또 싱가포르에서는 경제가 매우 빠르게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은 경제성장 
속도에 비해 더디게 발전하였다.12) 이런 점에서 헌팅턴은 경제성장을 통한 민주주의 및 인권 
신장은 1인당 국민소득의 수준이 아니라 사회문화, 정치 엘리트의 지향가치, 대외적 영향에 의
해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헌팅턴에 따르면, 사회경제적 발전은 다방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
어나는 만큼 국민들의 정치적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전통적 통치 방식과 새로
운 시민사회의 요구가 서로 충돌한다. 사회적 긴장 관계 속에서 국가의 제도 및 문화가 성숙하
지 못할 경우에 인권에 대한 국가폭력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인권에 대한 폭
력은 국가가‘현대화(modernization)’과정에 있을 때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며, 이 과정이 원활하
지 않으면 경제가 성장할수록 인권 수준은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 특히 민주주의는 개인주의
와 매우 강한 연관성이 있으므로 개인주의 문화를 정착하지 못한 국가에서는 경제성장이 권위
적인 정부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헌팅턴의 이론은 북한이 경제성장에 성공 하더라도 사회문
화적 개혁이 뒤따르지 않는 이상 민주주의가 쉽게 정착되지 않을 것이라는 함의를 제공한다.

경제성장과 인권간의 상관관계는 경제 발전에 성공한 이후에도 유의미한 시사점이 존재한다. 
콘웨이 헨더슨(Conway W. Henderson)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가가 빠른 경제성장에 성공하
더라도 인권은 더딘 속도로 발전한다. 그 원인은 개발도상국의 엘리트 정치와 연관이 있다. 대
부분의 개발도상국은 사회경제적 자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정치 엘리트들이 주도하는 불균형 

9) William Easterly, Roberta Gatti, and Sergio Kurlat, "Development, Democracy, and Mass Killings," 
Journal of Economic Growth 11(2) (2006), 129-156.

10) William Easterly, Roberta Gatti, and Sergio Kurlat, "Development, Democracy, and Mass Killings," 
Journal of Economic Growth 11(2) (2006), 129-156.

11) 통계청,“화폐가치계산,”검색일 2020년 7월 20일, http://kostat.go.kr.
12) Samuel P. Huntington, "Will More Countries Become Democratic?" Political Science Quarterly 99(2) 

(1984), 193-218.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 이처럼 빠르지만 고르지 못한 경제발전의 경우, 경제 부양에 성공하더
라도 엘리트들은 경제 성장에 뒤이어 정치적 개혁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국민들
의 인권 신장을 억제한다.13) 정치 엘리트들은 인플레이션 비율을 의도적으로 높이는 방식 등
으로 국민들의 실질적 구매력을 낮추고 생계비를 높인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면 대중
들의 삶의 질은 악화되고 인권은 향상될 수 없는 것이다. 헨더슨은 이 경우 중상층의 비율이 
증가하고 나서야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 수준이 완화되고 인권도 점진적으로 향상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표 2> 발전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 정리

출처: 저자 작성.

결론적으로 발전은 인권과 불가분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제성장은 그 자체
로 인간의 가치를 향상시켜 인권 향상을 촉진한다. 그러나 앞서 발전과 인권간의 관계를 분석
한 이론가들의 이론처럼, 경제 발전이 반드시 인권 향상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경제가 성
장하더라도 특정 요건이 충족되는 변환점까지는 지속적으로 인권 탄압의 발생 가능성이 커지
는‘중진국의 함정’이라고도 불리는 과도기적 단계가 존재한다. 변환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경
제발전이 엘리트 이기주의를 넘어서 균형적 발전의 형태여야 하며 사회문화의 성숙이 동반되
어야 한다. 이러한 과도기 단계를 극복한다면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하면서 인권 상황은 안정화 
될 수 있다. 덧붙여, 속도가 빠르더라도 지나치게 불균형한 경제성장은 인권 향상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경제 성장의 속도와 방향을 조절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발전과 인권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론적 연구는 북한 발전에도 유효한 함의를 제공한다. 북한은 
경제적 수준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인권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만약 북한
의 경제적 수준이 나아진다면 북한 인권 역시 개선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어느 
정도 경제 수준이 안정화되기까지는 인권에 대한 탄압이 지속되는 과도기적 단계를 거칠 것이다. 
과도기적 단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주적 제도 도입과 함께 경제발전 속도에 비해 사회문화적 발
전이 지체되지 않도록 조절해야 하며, 경제발전 속도를 조절하여 인플레이션과 같은 경제적 반작용

13) Conway W. Henderson, "Conditions Affecting the Use of Political Repression," Th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35(1) (1991), 120-142.

이론가 발전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

닐 미셸
(Neil Mitchell)

- 경제발전은 정치적 안정으로 이어져 인권 상황을 개선함
-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인권 보호 수준도 높음

윌리엄 이스털리
(William R. Easterly)

- 경제발전은 인권향상을 촉진함 
- 그러나 인권탄압 또한 부추길 수 있으며 역 U자의 상관관계 존재 

새뮤얼 허팅턴
(Samuel P. Huntington)

- 경제발전이 곧 인권 향상을 의미하지 않음
- 인권은 사회문화, 엘리트의 지향 가치, 대외적 영향에 의해 발전함 

콘웨이 헨더슨
(Conway W. Henderson)

- 경제발전에 성공하더라도 인권은 더디게 발전함
- 정치 엘리트에 의한 불균형한 경제성장은 인권 발전을 더디게 함



이 인권 증진을 저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정치 및 군부 엘리트 중심주의의 극복과 
건강한 시민사회 건설이 동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2. 발전이 평화에 미치는 상관관계에 대한 이론적 탐구

평화에 대한 정의를 먼저 살펴보면, 요한 갈퉁(Johan Galtung)은 평화를 소극적 평화
(negative peace)와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로 구분했다. 소극적 평화는 물리적 폭력이 
없는 상태를 말하며, 적극적 평화는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구조적 폭력의 부재를 의미한다. 다
시 말해, 적극적 평화는 단지 전쟁의 일시적 부재 또는 전쟁과 전쟁 사이의 휴전 상태가 아니
라 정치적 억압이나 빈곤 같은 구조적 폭력이 없는 상태이다.14) 따라서 발전이 평화에 미치는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는 경제발전이 어떻게 분쟁이 재발하지 않는 구조적 사회경제 환경을 조
성하는데 기여하는지에 대한 연구라고 볼 수 있다. 이에 경제적 발전이 어떤 방식으로 평화를 
촉진하고, 이는 북한 개발에 어떤 함의가 있는지 알아본다.

국가별 경제 발전 수준과 평화 수준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도출된다. 2001년부터 호주 경
제·평화 연구소(Institute for Economics and Peace)가 발표하는 세계평화지수(Global Peace 
Index)를 통해 163개국에 대한 국내정치 평화, 군사외교 평화, 사회경제 평화 등 평화와 관련된 
23개의 지표를 확인할 수 있다. 세계평화지수는 평화 수준이 높을수록 낮은 점수가 산정되며 
평화 수준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가 측정된다. 1인당 국민소득과 세계평화지수 사이에서 정비
례의 상관관계를 찾을 수 없지만, 대체로 경제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평화수준 또한 높게 평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경제 발전이 평화 증진에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3> 2017년 1인당 국민소득과 세계평화지수 간 상관관계

출처: The World Bank, “GDP per capita,”검색일 2020년 6월 30일, https://data.worldbank.org과 
Institute for Economics & Peace, “Global Peace Index 2017,” 검색일 2020년 6월 28일, 

14) Johan Galtung, Peace by Peaceful Means: Peace and Conflict, Development and Civilization (London: 
SAGE Publications Ltd, 1996), 1-8.

15) 한국은행,“북한GDP관련통계,”검색일 2020년 7월 20일, https://www.bok.or.kr.

국가 1인당 국민소득(달러) 세계평화지수(GPI) 세계평화지수 순위
발
전
국
가

노르웨이 75,496 1.486 14
싱가포르 60,297 1.534 21

일본 38,331 1.408 10
대만 24,390 1.782 40

개
발
도
상
국
가

사우디아라비아 20,803 2.474 133
카자흐스탄 9,247 1.992 72

중국 8,759 2.242 116
베트남 2,365 1.919 59
세네갈 1,367 1.929 60
북한15) 1,295 2.967 150



https://www.visionofhumanity.org/maps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최빈국의 개발문제를 연구한 폴 콜리어(Paul Collier)에 따르면, 경제 발전 실패와 내전 발생 
간에는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있다. 내전은 발전 가능성을 소멸시키고 경제 발전의 실패는 내전 발
생 가능성을 크게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1인당 국민소득, 경제성장률, 경제 구조 등 모든 경제 지
표는 전쟁 발발 및 평화 유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저소득과 내전 발생 확률 간에는 양의 상관
관계가 존재하므로 전쟁은 곧 역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16) 콜리어의 연구 결과, 분쟁은 정치적 
억압 또는 누적된 사회적 불만과는 연관성이 적다. 오히려 분쟁은 빈곤, 경제성장의 둔화, 그리고 
과거 쿠데타 등 경제적 동기가 주원인으로 작용한다. 즉 저소득국가는 빈곤과 같은 경제적 불안요
소가 분쟁을 발생시키고 그 결과로 다시 빈곤이 심화되는 악순환인‘분쟁의 덫(Conflict trap)’에 
빠진 것이다.17) 콜리어가 지목한‘분쟁의 덫’징후는 저소득, 저성장, 천연자원에 대한 의존이다. 콜
리어는 분쟁의 덫의 조건을 모두 갖춘 국가는 5년 내에 내전이 발발할 가능성이 14%에 달한다고 
밝혔다. 요약하자면, 콜리어는 갈등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을 경제발전의 실패로 보았으며, 이런 점
에서 경제성장률과 1인당 소득수준을 높이는 것이 무력분쟁의 가능성을 줄이고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가장 유효한 처방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콜리어는 국제사회의 원조를 통해 내전 발발 가
능성을 낮출 수 있으며 따라서 국제사회는 적극적으로 분쟁국가에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러한 점에서 경제발전은 갈등의 주원인이 되는 빈곤을 감축하기 때문에 평화를 촉진하는 실질적
인 요소이다. 콜리어의 연구 결과는 북한의 경우도 빈곤 문제를 해결한다면 내전, 쿠데타 등 갈등
의 발생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반면, 존 바넷(Jon Barnett)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저소득이 평화를 해치고 전쟁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다. 바넷은 1990년대 잠비아나 방글라데시와 같은 일부 최빈국에서는 주요한 시민 
갈등이 없었으나 세르비아나 크로아티아 등 중소득국에서 치열한 전쟁이 벌어졌음을 그 근거
로 든다. 바넷에 따르면 전쟁을 유발하는 것은 빈곤이 아니라 발전 기회의 부족이다. 물리적 
분쟁은 지역사회가 사회경제적 지위의 하락을 경험할 때, 기대하거나 자격이 있다고 느끼는 것
이 현실과 괴리가 커질 때 가장 파괴적으로 표현된다. 다시 말해, 바넷은 경제발전에 성공한 
사회와 그렇지 못한 사회 간의 부와 힘의 격차가 분쟁의 원인이 된다고 보았다. 그런 의미에서 
중앙 정치권력에서 배제되고 상대적으로 경제 규모가 비교 집단에 비해 크게 못 미치는 경우
가 가장 분쟁 가능성이 큰 국가이다. 즉, 정치적 배척과 경제적 불균형이 평화를 해치고 전쟁
의 가능성을 높인다.18) 바넷의 연구는 국가의 소득이 증가했다고 해서 분쟁 가능성이 소멸되
지 않는다는 함의를 준다. 또한 북한 개발에 대해서도 단순히 경제적인 물질뿐만 아니라 경제
발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평화 유지에 더 효과적이라는 소결을 도출할 수 있다.

한편, 에릭 가르츠(Erik Gartzke)는 경제성장이 국제적 번영과 평화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
본주의 경제 질서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자본주의 체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무역, 해외투자, 금융 개방 및 사유재산 확대는 국가 간의 이해관계를 심화시키기 때문에 국가 
간 평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가르츠의 연구를 요약하면, 시장(market)은 국가 간 분

16) Paul Collier and Dominic Rohner,“Democracy, Development, and Conflict,”Journal of the European 
Economic Association 6(2/3) (2008), 531-540.

17) Paul Collier and Dominic Rohner,“Democracy, Development, and Conflict,”531-540.
18) Jon Barnett,“Peace and Development: Towards a New Synthesis,”Journal of Peace Research 45(1) (2008), 

75-89.



쟁 발생 시 값비싼 신호(costly signal)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며, 이는 갈등으로 치달을 수 있
는 오인(misperception) 가능성을 줄인다.19) 또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가진 국가들은 분쟁이 
발생하게 되더라도 폐쇄적인 경제를 가진 국가들보다 협상과정에서 안보 불확실성을 해결할 
수 있는 명확한 정책을 선호한다. 개방 경제체제를 가진 국가들은 시장 안정화라는 공통의 외
교적 목표와 이익을 공유하기 때문에 분쟁을 지양하고 평화 지향적 행동을 선행하게 되는 것
이다. 따라서 시장의 통합 및 자본의 개방정도는 국가 위기 시 국가로 하여금 극단의 선택을 
하지 않도록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라고 말할 수 있다.20) 즉 국가 간 정책 차이가 발생하면 
국제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가 간 이익이 확대되고 정책적 차이가 줄어든다면 분쟁이 
억제되고, 평화를 달성할 수 있다. 가르츠의 연구결과를 통해 북한과의 평화 구축을 위해서는 
북한 경제를 자본주의 경제 체제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매우 효과적인 수단임을 알 수 있다.  

<표 4> 발전이 평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 정리

출처: 저자 작성.

발전이 평화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하면, 경제발전은 평화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 이론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경제 발전은 발전의 가능성을 제거하는 내전 및 분쟁의 발발
을 억제할 수 있으며, 자본주의 체제 내로 편입됨으로써 세계 공동의 번영과 평화를 강화하는 
발판을 제공한다. 그러나 저발전의 원인을 해소하는 방법 관해서는 이론마다 해결책이 다소 상
이하다. 폴 콜리어는‘갈등의 덫’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률과 국민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국제사회의 적극적 개입도 필요하다고 분석한 반
면, 존 바넷은 저소득국이 속한 지역사회와 같은 수준의 경제적 번영을 누릴 수 있는 발전 기회
를 함께 공유해야 한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에릭 가츠크는 경제발전을 넘어서 국가가 자본주
의 체제 내로 편입되어야만 경제성장이 평화를 촉진할 수 있는 구조가 완성된다고 주장했다. 

위의 이론들은 북한개발을 통한 평화구축에 있어서도 유의미한 함의를 제공한다. 북한의 빈곤이 
갈등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경제적 지원과 함께 동북아 지역사회의 번영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발전 기회를 제공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거쳐 북한이 자본주의 체제 내로 
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발전을 통해 평화를 실현하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IV. 발전이 인권과 평화 증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례 분석

19) Erik Gartzke,“The Capitalist Peace,”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1(1) (2007), 166-191.
20) 최종건·홍건식,“자유와 자본 그리고 평화구축에 대한 이론적 검토: 민주평화론과 자본주의평화론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24권 2호 (2015), 63-89. 

이론가 발전이 평화에 미치는 영향

폴 콜리어
(Paul Collier)

- 저소득과 내전 발생 확률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
- 저발전은 갈등을 유발하며 그 결과 다시 빈곤해지는‘갈등의 덫’존재

존 바넷
(Jon Barnett)

- 저소득이 전쟁을 유발하지 않으며 갈등은 발전 기회 부족의 문제
- 발전에 성공한 사회와 못한 사회 간의 부와 힘의 균형이 깨질 때 분쟁 발생

에릭 가츠크
(Erik Gartzke)

- 자본주의 체제를 통한 경제성장은 국제적 번영과 평화 강화
- 시장은 분쟁 발생 시 오인 가능성 줄여 갈등 발생 억제



 
이번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발전이 인권과 평화증진에 미치는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경제발전 결

과 인권과 평화 증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례를 분석한다. 경제성장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기 위해서는 아시아에서 매우 빠른 경제성장에 성공하였으나 다른 인권 수준을 보이는 대만과 
싱가포르의 사례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경제성장이 평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천
연자원 개발이라는 비슷한 조건으로 경제성장에 성공하였으나 대내외적으로 상이한 평화 수준을 보
이고 있는 카자흐스탄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발전이 인권과 평화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함으로써 경제성장 단계에 있어 어떠한 요인이 인권과 평화 부문에서의 증진으로 이끌 수 
있는지 도출하였다. 또, 이를 통하여 북한의 발전 단계에서 인권과 평화 증진을 위하여 주의해야할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1. 발전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례 분석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른 경제성장을 기록한‘아시아의 4마리 용’에 포함되는 국가

였던 대만과 싱가포르는 1980년부터 2000년에 이르기까지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하였다. 그
러나 대만과 싱가포르 두 국가 모두 경제성장에는 성공하였지만 인권의 보호 측면에서는 서로 
다른 성적표를 받았다. 대만은 1인당 국민소득 24,390불에 인권보호지수 2.7점을 기록한 반면, 
싱가포르는 1인당 국민소득이 6만 불을 기록하고도 인권보호지수는 1.7점에 그쳤다. 두 국가
의 세계평화지수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을 볼 때 대외적 요인으로 인해 인권수준이 차이가 
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대만과 싱가포르의 인권보호지수 차이는 비슷한 시기에 
경제성장에 성공하였더라도 국내외 정책에 따라 인권의 수준이 다르게 발전할 수 있음을 시사
한다. 이번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이론을 바탕으로 국가의 인권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
표인 세계자유지수와 언론자유지수를 분석하여 대만과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발전과 인권 증진
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함의를 알아본다.

<표 5> 2017년 국가별 1인당 국민소득·인권보호지수·세계평화지수 비교

출처: The World Bank, “GDP per capita,”검색일 2020년 6월 30일, https://data.worldbank.org, 

21) 한국은행,“북한GDP관련통계,” 검색일 2020년 7월 20일, https://www.bok.or.kr.

국가 1인당 국민소득(달러) 인권보호지수(HRPS) 세계평화지수(GPI)
노르웨이 75,496 4 1.486
싱가포르 60,297 1.7 1.534

일본 38,331 2.37 1.408
대만 24,390 2.7 1.782

사우디아라비아 20,803 -1 2.474
카자흐스탄 9,247 -0.16 1.992

중국 8,759 -1.3 2.242
베트남 2,365 -0.37 1.919
세네갈 1,367 0.8 1.929

북한21) (한국은행) 1,295 -2.44 2.967



Harvard Dataverse, “Latent Human Rights Protection Scores Version 3,” 검색일 2020년 6월 30일, 
https://dataverse.harvard.edu, Institute for Economics & Peace, “Global Peace Index 2017,” 검색
일 2020년 6월 28일, https://www.visionofhumanity.org/maps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인권을 분석하기 위한 지표를 먼저 알아보면, 먼저 세계자유지수(Freedom in the World)는 
미국 소재 비정부 기구인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가 1972년부터 매년 정치적 권리22)

와 시민 자유23)를 계량화하여 산출해 발표한다. 두 지표를 합하여‘100점’을 기준으로 점수가 
높은 국가의 국민들은 그렇지 못한 국가의 국민들 보다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정치·사회적 인
권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세계자유지수는 산출된 총점을 기준으로 과거에는 점수가 높은 순으
로‘1등급~7등급’으로 국가를 분류하였으나, 현재는 ‘자유국(free)’,‘부분 자유국(partly free)’,
‘부자유국(not free)’으로 구분하고 있다. 다음으로 언론자유지수(World Press Freedom 
Index)는 2002년부터 국경 없는 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가 언론의 자유 점수를 
집계하여 매년 국가별 순위를 발표하는 자료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설문항목24)에 대한 전 세
계 특파원, 언론인 등의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점수를 산출하며, 평가를 높게 받은 국가의 국
민들은 표현의 자유 및 정부 권력에 대한 견제 기능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다. 언론자
유지수의 점수는 점수에 따라 5단계로 국가를 분류하며 ‘0점’에 근접할수록 언론자유지수가 높
은 것으로 평가한다.

<표 6> 세계자유지수와 언론자유지수 평가 지표 및 기준

출처: 저자 작성.

1) 발전이 인권 증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사례: 대만

22)‘정치적 권리’의 평가 요소는 선거 과정, 정치의 다원성과 정치 참여, 정부 기능이며 ‘40점’이 만점이다.
23)‘시민 자유’의 평가 요소는 표현의 자유, 관계 기관의 권한, 법치, 개인의 자율성과 권리이며 ‘60점’이 만점이다.
24) 언론자유지수의 설문항목은 다원주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자기검열 수준, 제도적 장치, 취재 및 보도

의 투명성, 뉴스생산구조 등 6개이며,‘0’에 근접할수록 언론자유지수가 높다.

지표 세계자유지수(Freedom in the World) 언론자유지수((WPFI)

평가
지표

정치적 권리(40점)
Ÿ 선거 과정
Ÿ 정치의 다원성과 정치 참여
Ÿ 정치의 다원성과 정치 참여

Ÿ 다원주의 
Ÿ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Ÿ 자기검열 수준
Ÿ 제도적 장치
Ÿ 취재 및 보도의 투명성
Ÿ 뉴스생산구조

시민 자유(60점)
Ÿ 표현 및 사상의 자유
Ÿ 집회의 자유
Ÿ 법치주의
Ÿ 개인의 자치와 권리

평가
기준

Ÿ 과거: 점수 순으로 1등급에서 7등급
Ÿ 현재: 자유국, 부분 자유국, 부자유국 

Ÿ 0~15 점 : 좋은 상황
Ÿ 15,01~25점 : 만족스러운 상황
Ÿ 25.01~35점 : 문제적 상황
Ÿ 35.01~55점 : 어려운 상황
Ÿ 55.01~100점 : 매우 심각한 상황



<표 7> 1980년과 2018년 대만 경제규모 및 인권수준 비교

출처: The World Bank, “GDP per capita,”검색일 2020년 6월 30일, https://data.worldbank.org, 
Freedom House,“Freedom in the World 2018,” 검색일 2020년 6월 29일, https://freedomhouse.org, 
Reporters without borders, “2018 World press freedom index.” 검색일 2020년 6월 29일, 
https://rsf.org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대만은 경제성장이 인권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국가이다. 대만 경제는 
195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연 평균 8%에 육박하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외환위기 속에
서도 타격을 받지 않고 안정적인 고도성장을 유지했다.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에 걸쳐 
민주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1996년 총통을 직선으로 선출하게 되면서 중화권 국가 중 민주
주의가 정착된 유일한 국가로 평가받는다.25) 이후 인권 역시 선진국에 걸맞은 수준까지 향상 
되어 2017년 5월에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동성결혼을 법제화한 국가가 되었다. 

대만의 경제는 1980년 국내총생산 42백만 달러, 1인당 국민소득 2,365달러에 불과했으나 2018
년에는 국내총생산 589백만 달러, 1인당 국민소득 25,792 달러로 성장하였다. 세계적으로도 대만
의 경제규모는 오늘날 세계 상위 20위권 수준의 규모를 보유하고 있으며, 1인당 국민소득 또한 
1980년대에는 50위에 머무른데 비해 2018년에는 34위 수준으로 도약하면서 경제성장과 분배가 모
두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했다. 이에 IMF는 대만을 개발도상국이 중진국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선진국으로 도약한 최초의 사례로 평가하기도 한다.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대만의 인권 수준 향상 또한 두드러진다. 세계자유지수(Freedom in 
the World)를 보면, 1980년 당시 대만은 세계자유지수가 산정한 1에서 7등급 중 정치 권리 
부문과 시민 자유 부문에서 모두 5등급으로 평가받아‘부분 자유국’에 분류되었다. 프리덤 하우
스는 1980년 발간한 보고서에서 대만의 인권을 당시 부탄, 방글라데시와 같은 수준인 5등급으
로 평가하면서 대만의 경제는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여전히 권위주의적 정부가 유지되
고 있어 인권신장은 미미하다고 평가하였다.26) 하지만 2018년에 이르러 대만은 정치 권리에

25) 윤상우,“대만 경제성장모델의 신화,”한국사회학, 제37권 6호 (2003), 85-114.
26) Bruce R. McColm, Freedom in the World Political Rights & Civil Liberties (New York: Freedom House, 1980), 27.

평가 지표 1980년 순위 2018년 순위
국내총생산 (백만 달러) 42 34 589 20
1인당 국민소득 (달러) 2,365 50 25,792 34

세계자유지수
(Freedom in the 

World)

정치 권리 5등급

-

37 / 40

25
시민 자유 5등급 56 / 60

총점 - 93 / 100

국가 분류 부분 자유국 자유국

언론자유지수
(WPFI)

언론 통제

- -

0

42

23.36 / 100국내 평가
23.36 / 100국외 평가
23.36 / 100총점

만족스러운 상황국가 분류



서 37점, 시민 자유 부문에서 56점을 받아‘자유국’으로 발전하였다. 특히 대만은 2000년 이후 
한 번도 빠짐없이 세계자유지수에서 자유국으로 분류되었으며, 특히 2018년의 경우 정치 권리 
부문에서 37점, 시민 자유 부문에서 56점을 받아 당시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정치·사회적 인
권이 높은 국가로 인정받았다. 

언론자유지수에서도 대만은 2018년 23.36점으로‘만족스러운 상황’ 분류를 받아 언론이 제 역할
을 할 수 있고 권력의 감시가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국가로 평가받았다. 2018년에는 세계 순위 
42위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일본(67위), 한국(43위) 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이에 국경 없는 기자회는 
대만은 장징궈(蔣經國) 독재 정권 당시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표현의 자유를 오늘날 완전히 누리게 
되었으며 이는 민주화 이후 첫 번째 총통인 천수이볜(陳水扁) 정부가 변곡점이 되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대만 인권 신장의 과정은 윌리엄 이스털리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스털리는 경제발
전 단계에서 특정 요건이 충족되는 분기점까지는 인권이 성장하지 않지만 경제발전이 성숙단계에 접
어들면 인권 역시 향상된다고 분석했다. 대만 역시 장제스(蔣介石)와 장징궈 독재 정부 시절 권위주
의 정부 주도의 경제발전을 거치면서 경제는 급속도로 성장하였지만 인권신장은 유예되었다. 이후 
경제성장이 어느 정도 성숙기에 접어들고 민주화를 거쳐 민주정부가 수립되면서 대만의 인권은‘독
재 정권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불릴 만큼 빠르게 신장되었다. 대만의 사례를 분석해보면 이스털리
가 주장한대로 경제성장과 인권 향상 과정 사이에서 역 U자의 상관관계가 성립함을 알 수 있다. 

2) 발전이 인권 증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사례: 싱가포르

반면, 싱가포르에서는 앞서 살펴본 대만처럼 급속한 경제발전이 인권신장에 기여하지 못했
다. 싱가포르 또한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일구어 냈지만 인권수준은 과거에 비해 현재까지도 
진전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대만과 경제성장의 효과가 반대되는 싱가포르의 사례를 이해하
기 위해서는 싱가포르의 경제발전 정책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표 8> 1980년과 2018년 싱가포르 경제규모 및 인권수준 비교

출처: The World Bank, “GDP per capita,”검색일 2020년 6월 30일, https://data.worldbank.org,, 
Freedom House,“Freedom in the World 2018,” 검색일 2020년 6월 29일, https://freedomhouse.org, 

평가 지표 1980년 순위 2018년 순위

국내총생산 (백만 달러) 11 58 364 34

1인당 국민소득 (달러) 4,928 35 64,581 8

세계자유지수
(Freedom in the 

World)

정치 권리 4등급

-

19 / 40

123
시민 자유 5등급 31 / 60

총점 - 50 / 100

국가 분류 부분 자유국 부분 자유국

언론자유지수
(WPFI)

언론 통제

- -

0 / 100

158
국내 평가 55.23 /100
국외 평가 55.23/ 100

총점 55.23 /100
국가 분류 매우 심각한 상황



Reporters without borders, “2018 World press freedom index,” 검색일 2020년 6월 29일, 
https://rsf.org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싱가포르는 1965년 말레이시아 연방을 탈퇴하며 독립 국가가 되었다. 1965년 당시 싱가포르
의 GDP는 9억 달러에 불과해 말레이시아 GDP가 29억 달러였던 것과 비교하면 항구도시에 불
과한 미약한 경제수준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악조건을 극복하고자 싱가포르의 지도자였던 
리콴유(Lee Kuan Yew)는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정치적 안전을 실현하는 한편 이를 
기반으로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를 대폭 유치하여 단기간에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이룩했다. 싱가
포르는‘강한 정부·효율적인 정부·낮은 세금’을 국가 모토로 내세우고 국가와 외국자본을 결합시켰
다.27) 그 결과 싱가포르는 2018년 1인당 국민소득이 6만 불이 넘는 명실상부한 국제 무역 국가
로 발전했다.

그러나 눈부시게 발전한 싱가포르 경제의 뒷면에는 여전히 답보 상태인 인권이 있다. 세계자
유지수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싱가포르의 정치 권리로써의 인권과 시민 자유를 보장하
는 인권은 1980년대에 비해 2018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1980년 당시 싱가포르는 정치 
권리에서 4등급, 시민 자유에서 5등급을 받아‘부분 자유국’에 분류되었으며 이는 당시 대만과 
비슷한 수준이기도하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자유국으로 발돋움한 대만과는 다르게, 싱가포
르는 2018년에도 정치 권리 부문에서 19점, 시민 자유 부문에서 31점을 받아 여전히 부분 자
유국에 머물러 있다. 이에 프리덤 하우스는 싱가포르 정권은 국민들을 향한 물질적 지원이 매우 
풍족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집권당을 향해 거의 모든 선거에서 몰표에 가까운 지지로 화답하지
만, 한편으로는 노조를 강제해산시키고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등 국민들의 자유가 위협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자유지수 역시 싱가포르는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인권이 전혀 진전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2018년 언론자유지수는 싱가포르의 언론자유가 55.23점이라고 평가하며‘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분류했다. 이는 방글라데시나 러시아보다도 열악하다는 평가이기도 하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싱가
포르 리셴륭(李顯龍) 총리가 지나치게 언론인들을 상대로 고소하고 국외로 추방시켜 싱가포르의 표
현의 자유를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후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에 대한 자가검열이 광
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의회가‘반 가짜뉴스법(Anti fake news law)’을 통과시켜 정부가 
진위를 직접 분별하는 권한을 가지는 등 명백한 독재의 형태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싱가포르의 인권의 저발전은 성공적인 경제성장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경
제성장과 인권은 사회문화적 요인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 새뮤얼 헌팅턴의 이론을 복
기할 수 있다. 헌팅턴은 경제발전이 곧 인권 향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인권이 향상되기 위한 
요인은 엘리트의 지향 가치와 대외적 영향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싱가포르는 오늘날까지도 
리콴유의 통치 철학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헌팅턴의 지적은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
다. 덧붙여 콘웨이 W. 헨더슨이 주장한 것처럼, 경제적 근대화가 이루어진 이후 국민들이 정치개혁
을 연이어 요구해야만 민주주의와 인권이 향상될 수 있으나, 싱가포르의 경우 급속한 경제성장 이
후에 정치개혁 시도나 사회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작다는 것도 눈여겨 봐야 한다. 즉, 싱가포르
의 사례를 통해 배울 수 있는 함의는 경제성장에 성공하더라도 국민들이 인권 향상을 요구하지 않
으면 정치 엘리트가 계속하여 통치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이다.

27) 이용주,“싱가포르의 경제사회 발전에 대한 고찰,”현상과인식, 제31권 4호 (2007), 100-120. 



2. 발전이 평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례 분석

이번 절에서는 경제발전이 평화 증진에 영향을 미친 사례를 분석한다. 카자흐스탄과 사우디아라
비아는 2000년대 들어 경제성장이 두드러지는 대표적인 신흥 개발도상국이다. 두 국가는 세계적으
로 손꼽히는 방대한 천연자원과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정학적 요충지에 위치해 있어 
경제와 평화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 카자흐스탄과 사우디아라비아
는 각각 러시아와 미국이라는 강대국을 우방으로 두고 경제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점도 
유사하다. 두 국가 모두 2000년 이후 2017년까지 경제가 꾸준히 발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카자흐스탄의 세계평화지수는 1.992인 반면 사우디아라비아의 평화지수는 2.474를 기
록하여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카자흐스탄는 1인당 국민소득이 상승하면서 평화유지 또한 안
정적이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1인당 국민소득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 수준은 여전히 불안정한 것이다. 이에 평화 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지표인 세계평화지수
와 취약국가지수를 바탕으로 경제발전이 평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함의를 살펴본다.

<표 9> 2017년 국가별 1인당 국민소득·인권보호지수·세계평화지수 비교

출처: The World Bank, “GDP per capita,”검색일 2020년 6월 30일, https://data.worldbank.org, 
Harvard Dataverse, “Latent Human Rights Protection Scores Version 3,” 검색일 2020년 6월 30
일, https://dataverse.harvard.edu, Institute for Economics & Peace, “Global Peace Index 2017,” 
검색일 2020년 6월 28일, https://www.visionofhumanity.org/maps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평화 분석 지표를 먼저 살펴보면 대표적인 평화지표인 세계평화지수(Global Peace Index)는 호
주 소재 경제·평화 연구소(Institute for Economics and Peace)가 2009년부터 매년 172개 국가
를 대상으로 국가 간 평화 수준을 평가한다. 세계평화지수의 세부지표로는 군사 예산, 무기 수출, 
폭력범죄의 빈도, 전쟁 사상자, 조직범죄 수 등 23개 지표가 활용되며, 세계 각국의 평화 관련 연
구소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하여 평화를 1점부터 5점으로 수치화 한다. 세계평화지수가 낮을수록 국
가의 국내외 평화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두 번째 지표인 취약국가지수(Fragility State Index)는 미국의 외교전문매체인 포린폴리시
(Foreign Policy)와 미국 소재 싱크탱크 펀드포피스(Fund for Peace)가 공동으로 2005년부터 매

28) 한국은행,“북한GDP관련통계,” 검색일 2020년 7월 20일, https://www.bok.or.kr.

국가 1인당 국민소득(달러) 인권보호지수(HRPS) 세계평화지수(GPI)
노르웨이 75,496 4 1.486
싱가포르 60,297 1.7 1.534

일본 38,331 2.37 1.408
대만 24,390 2.7 1.782

사우디아라비아 20,803 -1 2.474
카자흐스탄 9,247 -0.16 1.992

중국 8,759 -1.3 2.242
베트남 2,365 -0.37 1.919
세네갈 1,367 0.8 1.929
북한28) 1,295 -2.44 2.967



년 UN 가입 국가들을 대상으로 국가의 분쟁 및 붕괴 위험도를 수치화하여 평가한다. 취약국가지수
는 공동체, 경제, 정치, 사회 부문에서 모두 12개의 항목을 토대로 국가별 불안정성을 4단계로 평
가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국가의 취약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점수가 낮을수록 국가가 평화유지
에 있어서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표 10> 세계평화지수와 취약국가지수 세부 평가 지표 및 평가 방식 요약

지표 세계평화지수(GPI) 취약국가지수(FSI)

평가 
지표

군사예산, 무기 수출, 전쟁 사상자 등 
평화 관련 연구소 자료를 바탕으로
23개의 지표 활용

Ÿ 안보 장치
Ÿ 파벌화된 엘리트
Ÿ 집단적 고충
Ÿ 경기 침체와 빈곤
Ÿ 불균형한 경제 발전
Ÿ 인재 및 두뇌 유출
Ÿ 국가 정당성
Ÿ 공공서비스 수준
Ÿ 인권 및 법치주의
Ÿ 인구통계학적 압력
Ÿ 난민 및 국내 실향민
Ÿ 외부 간섭

평가
기준

Ÿ 1점부터 5점으로 산출
Ÿ 1점에 가까울수록 평화가 안정적

Ÿ 90-120점 : 위험
Ÿ 60-89점 : 경고
Ÿ 30-59점 : 안정적
Ÿ 0-29점 : 지속가능함

출처 : 저자 작성.

1) 발전이 평화 증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사례: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은 동구권 개방의 흐름을 타고 1991년 12월 소련으로부터 독립하였다. 독립할 무
렵 카자흐스탄은 그야말로 황무지에 불과했으며 국가채무가 GDP의 400%에 달하는 등 열악한 
경제를 극복하고 국가발전을 시작해야 했다. 이러한 악조건을 타계하기 위해서 카자흐스탄은 
FDI(해외직접투자, Foreign Direct Investment)를 적극 유치하였으며 자국이 보유하고 있는 천
연 에너지자원을 개발 및 수출하여 경제성장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특히 2004년부터 국제원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카자흐스탄 역시 본격적으로 외화가 유입되고 경제발전이 고도화되기 시작
하였다.29) 뿐만 아니라 카자흐스탄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진출할 수 있는 관문에 위치하고 있
어 지정학적으로도 매우 높게 평가 받고 있으며 유럽으로 연결되는 교통 운송망이 건설되고 있
는 등 새로운 실크로드의 중심지로 변모하고 있다. 이러한 카자흐스탄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은 
주변국인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이 민족주의를 내세워 소수민족과 갈등을 겪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민족융합 정책을 추진하여 러시아 및 주변국들과 평화로운 외교관계를 구축하
는 것으로 귀결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30)

29) 김영식·김남두·황상인, “카자흐스탄의 경제성장과 FDI 간의 관계 분석,” 외국학연구, 제42호 (2017), 505-530.
30) 성동기,“남카자흐스탄주 거주 우즈베크 디아스포라의 평화적 공존에 관한 원인 분석,”러시아연구, 제23권 1호 

(2011), 188~205. 



<표 11> 2008년과 2018년 카자흐스탄 경제규모 및 평화수준 비교

출처: The World Bank, “GDP per capita,” 검색일 2020년 6월 30일, https://data.worldbank.org,  
Institute for Economics & Peace, “Global Peace Index 2017,” 검색일 2020년 6월 20일, 
https://www.visionofhumanity.org/maps, Fund for Peace, "Fragile States Index 2018,"  검색일 2020년 
6월 30일, https://fundforpeace.org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2008년과 2018년 카자흐스탄의 경제규모와 평화수준을 비교해 보면, 카자흐스탄의 국내 총
생산은 2008년 133백만 달러에서 2018년 170백만 달러로 꾸준히 상승하였다. 1인당 국민 소
득 역시 2008년 8,384달러(84위)였으나 2018년에는 9,812달러(69위)로 10년 만에 14개국의 
경제력을 뛰어넘었다. 이는 카자흐스탄의 경제가 규모의 면에서만 성장한 것이 아니라 분배 면
에서도 진전되어 경제가 어느 정도 성숙기에 접어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카자흐스탄은 경제성장과 함께 평화수준 또한 증진되었다. 세계평화지수를 보면 2008년 카
자흐스탄은 총점 2.091점을 받아 95위였으나, 2018년에는 1.963점으로 70위를 기록하였다. 
경제성장을 통해 카자흐스탄의 평화 수준이 소폭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취약국가지수에서
도 카자흐스탄은 2008년 72.4점(101위)에서 2018년 63.4점(117위)로 경제발전 결과 국내외 
분쟁 요소 및 평화 위협 요소가 상당히 완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자료를 종합해보면, 카자흐스탄은 경제성장을 통해 평화수준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카자흐스탄의 평화 수준 향상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은 카자흐스탄의 소수민족 융합 정책이다. 과거 
소련에 독립할 당시 카자흐스탄 내에서는 민족문제를 두고 매우 첨예한 대립이 지속되었다. 당시 
카자흐스탄 내에는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의 비율이 각각 37.4%와 5.4%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이후 카자흐인이 주도하는 사회적 차별에 저항하였다. 1992년에는 러시아인들의 권익을 대
표하는 정당이 창당되기도 하였으며 이는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간의 긴장관계를 발생시키기도 했
다. 이에 카자흐스탄은 민족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가적 번영을 지속하기 위해서 모든 소수민족을 
포용하는 카자흐스탄민족회의(Assembly of Nations of Kazakhstan)를 설치하여 민족분쟁이 발생
할 가능성을 차단하였다.

카자흐스탄의 사례는 폴 콜리어가 주장했던 것처럼, 경제성장을 통해 갈등의 덫을 빠져 나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콜리어는 저발전이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며 그 결과 다신 빈곤과 저발전을 

평가 지표 2008 순위 2018 순위

국내총생산 (백만 달러) 133 49 170 55

1인당 국민소득 (불) 8,384 84 9,812 69

세계평화지수
(GPI)

군국주의 1.9 / 5

95

1.8 / 5

70
국가 안보 2.6 / 5 2.4 / 5

국내외 분쟁 1.6 / 5 1.6 / 5
총점 2.091 1.963

취약국가지수
(FSI)

안보기관 6.5 / 10

101

4.9 / 10

117
엘리트 중심 7.8 / 10 7.6 / 10

집단적 이해력 5.2/ 10 7.9 / 10
총점 72.4 / 100 63.4 / 100



반복하는‘갈등의 덫’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갈등의 덫을 빠져 나오기 위해서는 국민총생산과 1
인당 국민소득을 향상시키는 것이 급선무이며 경제발전을 통해 평화 수준의 향상이 가능하다고 보
았다. 카자흐스탄 또한 소련으로부터 독립하면서 민족 간의 반목이 극심했다. 그러나 천연자원 수
출을 통해 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경제성장에 성공하였고 이는 카자흐스탄 주변국에서는 아
직 누릴 수 없는 평화를 향유하게 유인하였다. 카자흐스탄의 사례는 경제가 발전하면 평화도 동시
에 향상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할 수 있다. 

     
2) 발전이 평화 증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사례: 사우디아라비아

한편 사우디아라비아는 경제가 발전했음에도 평화가 지속적으로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 발전 과정을 간략히 요약하자면, 사우디아라비아는 1902년부터 1932년까지 
사우드 가문이 아라비아 반도에서 여러 토호 세력들과의 전쟁에 승리하면서 세워진 왕국이다. 사우
드 가문은 이슬람 교리 수호를 내세워 무슬림의 신성한 도시인 메카를 점령하면서 아라비아 반도 
정복을 완성하였으며 사우드 가문에 패한 여러 가문들은 요르단, 예맨 등으로 분리되었다. 무력으
로 아라비아 반도를 정복한지 6년 만에 석유가 발견되어 이후 사우디아리비아는 사우드 왕가를 중
심으로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당시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었으며 
OPEC기구를 조직하여 세계 경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표 12> 2008년과 2018년 사우디아라비아 경제규모 및 평화수준 비교

출처: The World Bank, “GDP per capita,”검색일 2020년 6월 30일, https://data.worldbank.org, Institute for Economics 
& Peace,“Global Peace Index 2017,”검색일 2020년 6월 28일, https://www.visionofhumanity.org/maps, Fund for 
Peace, "Fragile States Index 2018," 검색일 2020년 6월 30일, https://fundforpeace.org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 세계의 종파적 분열 문제에 부딪히면서 평화유지에 
난항을 겪고 있다. 즉,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서구의 영향으로 국가 공동체의 기본 단위가 민족으
로 구성된 반면, 기존 이슬람 세계에 존재했던 수니파와 시아파의 종파적 차이가 정치적 분열의 요
소로 작용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평화유지에 큰 위험이 되고 있는 것이다.

평가 지표 2008년 순위 2018년 순위

국내총생산 (백만 달러) 475 22  779 18

1인당 국민소득 (달러) 20,700 51 22,865 38

세계평화지수
(GPI)

군국주의 2.7 / 5

128

2.7 / 5

130
국가 안보 2.4 / 5 2.3 / 5

국내외 분쟁 2.4 / 5 2.5 / 5
총점 2.443 2.447

취약국가지수
(FSI)

안보기관 7.3 / 10

83

6 / 10

99
엘리트 중심 7.7 / 10 8.5 / 10

집단적 이해력 7.7 / 10 8.1 / 10
총점 76.9 / 100 70 / 100



사우디아라비아의 2008년과 2018년 경제규모 및 평화수준을 비교해보면,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내총생산은 2008년 475백만 달러에서 2018년 779백만 달러로 성장하였으며, 1인당 국민소
득 또한 2008년 20,700달러(51위)에서 2018년 22,865달러(38위)로 증가하였다. 사우디아라
비아는 국가의 경제 규모에 비해 1인당 국민소득이 낮은 편인데 이는 경제성장의 결과물이 불
균등하게 분배되었음을 시사한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세계평화지수를 살펴보면, 2008년 사우디아라비아는 2.443점을 받아 세계
에서 128번 째로 평화로운 국가로 인정받은 반면, 2018년에는 2.447점을 받아 세계 130위권
으로 평화 수준이 후퇴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
가 지속적으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 수준이 오히려 퇴보한 것이다. 이를 두고 2011년
에 발생한 아랍의 봄에 따른 종파적 냉전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불안정성을 키웠다는 견해가 존
재한다. 당시 시리아는 74%의 수니파 아랍인들을 16%의 시아파와 아사드 가문이 통치해 왔
는데, 다수의 수니파가 사회적 억압에 저항하면서 혁명이 일어났다. 정치 구조를 두고 발생한 
시리아 내전은 곧 국제적인 종파 분쟁으로 번져 수니파가 다수인 이란은 시라아 반군을 지원
하는 반면, 시아파가 다수를 차지하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시리아 정부군을 지원하는 국제전
이 발생하게 이르렀다.31)

또한 취약국가지수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의 평화 수준 후퇴를 확인할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08년 엘리트의 중심 정도를 평가한 지표에서 7.7점을 받은 반면 2018년에는 8.5점을 받았다. 이
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지역적·종파적 분쟁을 거치며 더욱 왕가 중심의 보수적 사회로 나아가고 있음
을 보여주며, 소수민족 간의 융합정책을 통해 평화를 향상시킨 카자흐스탄의 사례와 대조를 이룬다. 
이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례는 존 바넷의 이론과 연결지어 설명할 수 있다. 바넷은 발전에 성공한 
사회와 그렇지 못한 사회 간의 부와 힘의 격차에서 분쟁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사우디아라비아를 포
함한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는 불안정과 분쟁은 대부분 특정 왕가에 권력이 집중된 국가에서 종파 간 
힘의 격차가 커졌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덧붙여, 국가 간 평화 위협의 요소로써 에릭 가츠크
의 이론처럼, 종파가 다른 국가 간에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자본주의 경제를 통해 국가 간 이해관계
가 연결되어 있었더라면 무력충돌까지 이어지는 가능성을 줄일 수 있었겠지만, 중동의 국가들은 대
부분 자본주의가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기에 시장이 분쟁을 막지 못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V. 결론 

앞서 이론과 국가별 사례를 살펴본 것처럼, 경제발전은 인권향상과 평화증진 모두에 불가분한 상
관관계를 지니고 있다. 이스털리(William R. Easterly), 허팅턴(Samuel P. Huntington), 헨더슨
(Conway W. Henderson)은 경제 발전이 곧 인권 향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과도기적 단계
에서 극복해야 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콜리어 (Paul Collier), 바넷(Jon Barnett), 가츠크
(Erik Gartzke)는 평화지속을 위한 경제성장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연구했다. 이론
가들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경제발전의 성공은 인권과 평화 모두를 향상시킬 수 있으나, 특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제발전은 오히려 인권과 평화에 독이 된다. 따라서 경제 성장이 인권과 평화 
모두를 증진할 수 있는 조건을 명확하게 밝혀내는 것이 앞으로의 연구 과제라고 할 수 있다.

31) 서동찬,“수니파와 시아파의 분쟁에 대한 정치적 이해,”무슬림-크리스찬 인카운터 ,제12권 1호 (2019), 
67-118.



사례연구를 살펴본 결과, 싱가포르 보다는 대만이 경제성장에 따른 인권 향상면에서 월등했다. 
이는 경제가 성장하고 난 이후 대중들이 주체적으로 물질적 풍요를 바탕으로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
어 갔는지 여부가 두 국가의 인권 수준을 결정지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카자흐스탄과 사우디아
라비아 모두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국가이지만 카자흐스탄의 평화 수준이 사우디아라비아보다 
안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카자흐스탄은 초기 경제발전 단계에서부터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민족적 
갈등 요인을 사전에 예방한 것이 평화수준의 증진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종파적 대립을 극복하지 못한 것이 경제성장 이후에도 계속하여 평화를 위협하
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지금까지의 연구를 종합해보면, 경제발전만으로 인권과 평화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경제발전이 인권과 평화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레버리지 역할을 한다는 것은 분명한 역사적 근
거가 존재한다. 경제적 발전을 통해 민주주적인 사회가 정착되고 사회적 갈등이 봉합된다면, 경제
발전은 인권과 평화에 큰 증진을 유도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발전이 반민주적인 권력을 강화하고, 
사회 갈등을 확대시킨다면 경제발전은 오히려 인권과 평화에 독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발전을 통해 인권과 평화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경제발전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부터 인권과 평화 부문의 향상 요건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HDP Nexus
는 개발협력을 통해 인권, 평화를 함께 확대시킬 수 있는 주요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북한 개발을 통해 인권과 평화 증진을 동시에 노력하는 한국 정부에도 주요한 시사점을 제공
한다고 하겠다. 우리 정부가 대북 정책에 있어, 인도적 지원, 경제 협력, 평화 협력이 제각각의 목
표를 두고 진행되고 있으나, HDP Nexus의 틀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다면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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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화의촉진제로서의ODA (Knack 2004)
1. 민주제도화를위한역량강화

2. 원조의조건화를통한민주화압박

3. 교육과소득수준의증진을통한인식변화

 Democracy aid (민주화ODA)의논쟁
1. 민주화ODA의정적효과성 (Scott and Steele 2011; Wright 2009)

2. 체제전환국내민주화ODA 수원규모와내부정치소요의강도간상관관계 (Savun and 
Tirone 2011)

 SDG16 (평화, 정의, 제도)이행에있어서의민주화ODA의필요성강조
(곽재성외 2018; 권구순외 2019)
1. 체제전환개도국

2. 분쟁취약성이높은개도국

 한국의『ODA for SDG16 & 민주화』의한계성에대한성찰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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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부(외교부, 2021)
1. 미얀마측과국방및치안분야신규교류및협력중단

2. 군용물자수출금지및산업용전략물자수출엄격심사착수

3. 인도적지원을제외한개발협력사업전면재검토 (Conditioning ODA)

4. 국내체류중인미얀마인들에대한인도적특별체류조치시행 (Non-refoulment)

 한국시민(KCOC, 2021) 
1. 70개시민단체공통의견: 군부퇴진, 권력민간이양, 인권/평화/민주주의회복등

2. 섹터별의견

 국제개발협력: 개발협력재검토및협의과정에시민사회참여, 민주주의발전연대

 인도주의등: IHL & Humanitarian Principle에근거한평화적해결방안마련, 긴급인도적
지원, 취약계층에대한 안전과권리보장

 기업과인권: 국제기준에따른제도적장치마련

 現한국정부와시민사회의Good Enough적대응의후속조치로서중장기
적접근은:

① 기존ODA체계내민주화지원강화, 
②대안으로서개도국 (시민사회지원을위한)민주주의지원기금설치
후자의경우법제화가필요

서론

최근미얀마군부의민주화시위및시민불복종탄압에대한한국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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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재정법제5조제1항

목적성기금의
법적성격에
대한논의

(Song, 2015; 구지선·박철호
2018)

국가가특정한목적을위해특정한자금을신축적으로운용할필요가있을
때에한하여법률로써설치하되, 정부의출연금또한법률에따른
민간부담금을재원으로하는기금은 [별표 2]에규정된법률에의하지
아니하고는이를설치할수없다.

 국가재정법제4조

① 국가의회계는일반회계와특별회계로구분한다. 
②일반회계는조세수입등을주요세입으로하여국가의일반적인
세출에충당하기위하여설치한다.

③특별회계는국가에서특정한사업을운영하고자할때, 특정한자금을
보유하여운용하고자할때, 특정한세입으로특정한세출에
충당함으로써일반회계와구분하여회계처리할필요가있을때에
법률로써설치하되 [별표 1]에규정된법률에의하지아니하고는이를
설치할수없다.

기금설치근거법률필요

유사점: 특정한수입과지출이연계

차이점: 특별회계는추경예산을통해서만변경가능하나기금은
사업중에계획의일부변경가능(자율성과탄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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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재정법제14조제1항

목적성기금의
법적성격에
대한논의

중앙관서의장은소관사무와관련하여특별회계혹은기금을신설하고자
하는때에는해당법률안을입법예고하기전에특별회계또는기금의
신설에관한계획서를기획재정부장관에게제출하여그신설의타당성에
관한심사를요청하여야한다.

 국가재정법제14조제2항에의한심사기준

① 부담금등재원이목적사업과긴밀하게연계되어있을것
②사업의특성으로인하여신축적인사업추진이필요할것
③중장기적으로안정적인재원조달과사업추진이가능할것
④일반회계나기존의특별회계, 기금보다새로운기금으로사업을
수행하는것이더효과적일것

기금신설계획서요구

기금의성격및재원에대한다양한고려필요

 공공자금관리기금법제3조제1항의총괄계정의재원

① 예수금
②다른회계, 기금또는관리기금의다른계정으로부터의전입금
③일반회계로부터의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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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DEF (유엔민주화기금, TOR 2005)

1. 2005년유엔총회에서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결과문서채택
결의에의거, 동년 7월일반신탁기금으로개설

2. 목적: 시민사회강화, 인권증진, 민주화과정에서모든구성원의참
여촉진

3. 재원: 회원국의자발적기여금(2005~2020년누적기금액: 
US$214,905,827) – 45개회원국 + 2개재단

4. 거버넌스구조(독립성제고)

A. 자문위원회(Advisory Board): 7 (기여국) + 6 (지역배분) +2 (개인) + 2 
CSOs + UNOP (ex-officio) * 한국, 자문위원국으로참여

B. 사무국(Office of UNDEF)

C. 사업조정그룹(Programme Consultative Group): DPPA, DPO, UNDP, 
OHCHR (당연직기구) + 기타 2개기구

5. 수원대상

A. 우선대상: 시민사회단체

B. 정부기구, 지역기구, 정부간기구, 유엔기구

주요민주주의
기금의설립근
거및현황분

석



서론

 UNDEF (유엔민주화기금, UNDEF 2020)
1. 8대지원분야

A. 법치확립과인권증진

B. 지역사회운동

C. 성평등

D. 청소년활동

E. 언론의자유와정보의소통

F. 시민사회와정부간상호작용강화

G. 지식공유

H. 선거절차지원

2. 지역별사업현황(2007~2019)

1. 아-태: 187 (USD43,521,181)

2. 사하라이남아프리카: 238 (USD56,322,367)

3. 중동아랍: 132 (USD30,046,445)

4. 라틴아메리카 & 캐리비안: 118(USD28,921,260)

5. 유럽: 107(USD23,275,634)

6. 다지역:  33(USD9,146,529)

주요민주주의
기금의설립
근거및현황
분석



서론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민주주의기금, NED 
Act, 1983)

1. 설립배경(Epistein 1999)

A. 1970년대냉전기동맹국내민주화지원의필요성이행정부, 양원, 시
민사회내제기

B. 1983년 65백만달러규모의 ‘Project Democracy (민주주의사업)’ (매칭)
기금설치법안상정하원에서미승인대체법으로The State 
Dept. Authorization Act 내NED법제정(1983.11)

C. NED는정부에독립적인민간단체로의법적지위유지

2. 목적

A. 해외민간단체를통한자유민주주의제도의발전과확장

B. 미국민간단체와해외민간단체간 교류지원

C. 해외민주화역량개발과제도구축을위한미국민간단체참여촉진

D. 해외민주화단체협력/지원을통한선거절차의민주화강화

E. 민주적문화가치, 제도,다원주의의강화를위한자국주요단체지원

F. 국익에대한광의적우려와타국기금수혜단체의특정요구에대응을
위한한민주적개선과정착촉진대북시민사회지원근거

주요민주주의
기금의설립
근거및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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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민주주의기금 , NED 
Act, 1983)

3.  기금조성

A. USIA(공보원) 의 ‘급여및경상비계정’에연차별NED기금예산으로연
3천만달러규모로책정

B. 의회 GAO(회계감사원)의수검대상

4.  지원대상

A. 4대수원단체(NED 이외에USAID, 타부처로부터도수원)

1) ACILS(국제노동연대센터) –전미노조산하단체

2) CIPE(국제민간기업센터) –상공회의소산하단체

3) IRI(국제공화주의연구소) –공화당산하단체

4) NDI(미국민주주의연구소) –민주당산하단체

B. 다양한해외민주화시민단체

C. 1996년상원은 4대수원단체교부금이전체지원예산의 55%를초과하
지않도록제안하였으나, 미수용. 그러나배분기조는제안에부합되게
유지

5. 기금의배분은연간 4차례NED 이사회심의에의거결정

6. 해외기금사업개시전국무부와협의필

주요민주주의
기금의설립근
거및현황분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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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gna Carta Fund for Human Rights and Democracy (인권
과민주화를위한대헌장기금)

1. 설립배경

A. 영국외교부를주축으로 2011년부터개도국인권프로그램을 추진

B. 기존인권프로그램을세개의주요주제로계열화하고 2016년부로인
권과민주화를위한대헌장기금(Magna Carta Fund)로명명

2. 주요주제

A. 민주적가치와법치

B. 규범기반의국제적질서강화 (UN, OSCE, COE)

C. 안정된세계를위한인권(사형, 고문, 전시성폭력금지와종교와신앙
의자유증진)

3. 관리주체: 외교부다자정책국(해외공관)

4. 재원규모: 10,6oo,ooo파운드(2016/2017)

주요민주주의
기금의설립근
거및현황분

석



서론유관국내법률
비교분석

구분 남북협력기금법 국제질병퇴치기금법

모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목적
남북간의상호교류와협력
지원

개발도상국의질병의예방과
퇴치를지원

재원

• 정부및정부외의자의출
연금

• 장기차입금
•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
터의예수금

• 기금의운용수익금
•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
하는수입금

• 정부출연금
• 출국납부금
• 기금운용수익금

• 출국자대상 1천원부과
• 상위등급좌석 1만원이내
차등부과

운용및관리

• 통일부장관이운용관리
• 대통령령에따라운용관
리사무위탁

• 경제, 재정, 금융정책관계
주요사항은기재부장관
및중앙행정기관장과협
의

• 정책, 운용계획, 결산보고
등교추협의심의필

• 외교부장관이운용관리
• KOICA에위탁가능
• KOICA의위탁경우, 기금
은타운영재원과구분하
여회계처리



서론유관국내법률
비교분석

구분 남북협력기금법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회계기관

• 기금수입징수관: 수탁은
행기금수입담당이사

• 기금재무관: 기금지출원
인담당이사

• 기금지출관: 기금지출직
원

• 기금출납공무원: 기금출
납직원

• 기금수입징수관: (KOICA)
기금수입담당이사

좌동

보고및환수
• 기금사용자는계획및결
과를통일부장관에보고

• 목적외사용시환수

• 없음.

민간전문가의
고용

• 없음. • 기금관리의효율성을위
해민간전문가고용

이익 및 결손의
처리

• 결산이익시전액적립
• 손실금발생시적립금으
로보전, 부족시정부예
산범위내에서보전

• 좌동



서론

(가칭) 국제
민주기금
법제화의
주요쟁점

 기금법의모체가되는법률은?
1. 5.18 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제5조(기념사업) 혹은개정

2.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3조(기본정신및목표) 제1항

3. 공공외교법제3조(공공외교의기본원칙)

4. 모법의신규제정

• 재원의안정성과지속성여부?
1. 정부출연금

2. 지자체의출연금

3. 국내외민간단체와국민의기부금

4. 기금운영수익금

방산수출이익의일정비율의부담금부과검토

 운용의주체는?

1. 외교부장관

2.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소관시외교부장관및유관중앙행정기관장의
사전검토요 / 외교부장관시유관중앙행정기관장의사전검토요



서론

(가칭) 국제
민주기금
법제화의
주요쟁점

 기금의운용과관리에대한위원회는?
1. 기금운용위원회의지위

2. 구성

수탁기관의내부위원회혹은상위공적위원회 / 독립성유지

차원에서민간위원으로만구성여부고려

• 수탁기관의역량은?
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정비영리특수법인) –행자부소관단체

2. 5.18기념재단(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의해설립된민간

단체)

연간예산을초과하는기금의운용역량

 지원대상은?

1. 국제기구

2. 국제비정부기구

3. 개도국시민사회(비정부기구)

기존ODA사업과의차별화를위한지원대상모색



서론

(가칭) 국제
민주기금
법제화의
주요쟁점

 계획과보고는?
1. 지원사업의계획

2. 결과보고

성과기반의계획과관리의가이드라인마련이중요

• 기존ODA사업과의중복성회피를위한차별화



서론결론

 (가칭) 국제민주기금의설치의이슈화는민주화ODA의중장기적

필요성논의의주요한계기를제공

 해외사례는독립적인법제(NED) 제정과기존ODA 내에서민주

화프로그램강화(MGF)가공존하고전자의사례는정부재원이출

연됨에도수탁기관의독립성강조

 공공기금의설치는국내재정관련법제와유사법에대한면밀한

검토필요

 기금운용의계획과관리에있어유관부처및기관간협의와조정

절차를반드시고려

 수탁기관선정에있어거버넌스와기금의운용, 사업의기획, 관

리, 평가등종합적인역량이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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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국제개발협력(ODA) – 현황과 과제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과제 

토 론 문 

한재광 (발전대안 피다 대표) 

 

1986년 UN에서 채택한 발전권 선언은 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시민적, 정치적, 경

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들에 대한 고려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힌다. 2001년 OECD 

DAC가 발표한 빈곤감소가이드라인은 빈곤은 경제적, 인간적, 사회·문화적, 정치적, 보

호적 측면을 가진다고 설명한다. 이같이 발전은 총체적이고, 다면적인 이슈다. 선후에 대

한 논쟁은 있을지라도, 정치적 발전 즉 민주주의 증진과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 시민사회 

활성화, 인권 향상이 없이 경제성장과 교육과 보건 등 사회적 측면의 발전만으로 총체적 

발전을 이야기 할 수 없다. 2000년 체결된 유럽의 대아프리카 협약인 코토누 협정(the 

Cotonou Agreement)은 ODA를 포함한 대외원조는 인권, 민주주의, 법치, 그리고 투명

하고 책임감 있는 거버넌스의 확립을 그 주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한다. 권구순 교수의 발

제문에도 소개되었듯이 미국, 영국 그리고 스웨덴, EU 등 공여국과 UNDP를 위시로 한 

국제기구들 그리고 국제 시민사회단체들은 다양한 방식과 내용으로 개도국의 민주주의 

증진과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 시민사회 활성화, 그리고 인권 향상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을 실행하고 있다.  

 



한국 국제개발협력은 개도국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얼마나 노력해 왔을까? 1990년 전후

로 시작했고, 2010년 OECD DAC 가입 이후 본격화된 한국 국제개발협력은 개도국 민

주주의 증진에 대해 매우 작은 지원을 했다. 한국정부의 무상원조전담기관인 KOICA의 

현황을 보면 이를 보다 명확히 알수 있다. 민주주의 증진과 관련된 KOICA의 원조분야

는 ‘공공행정’이다. KOICA ‘공공행정 중기전략(2016~2020)’을 보면 비전으로 

‘효과적이고 포용적인 거버넌스’를, 미션으로는 ‘국가발전의 기반이 되는 효과성, 책

임성, 포용성을 갖춘 제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빈

곤감소에 기여한다’를 설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3대 목표로 ‘행정서비스의 효과

성 향상, 정치·행정체제의 책임성 향상, 법·제도의 포용성 향상’을 설정했다. 세부 내

용에는 공공행정 체계구축 외에도 부패방지, 선거제도, 사법제도, 인권, 시민권, 사회권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2019년 진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KOICA가 1991년부터 2017년까지 공공행정분야에 

집행한 금액은 전체의 20% 내외이고, OECD DAC 분류인 ‘공공행정과 시민사회’에 

해당하는 지원규모는 동기간 KOICA의 ODA 규모인 6조6,858억 원의 11.3%인 7,521

억 원이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보면 ‘공공행정과 시민사회’내의 세부 항목 중 ‘공공

정책 및 행정관리’가 41.86%, ‘공공행정’이 29.12%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선거’

가 0.18%, ‘부패방지기구 및 기관’이 0.37%, ‘민주적 참여 및 시민사회/시민단체강

화’가 0.44%, ‘인권/인권감시 및 교육’이 0.23%, ‘성평등 조직 및 제도’가 2.37%

로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를 보인다. KOICA는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행정체계 구축 등 

간접적인 분야에 집중해 있고, 민주적 참여, 시민사회활성화, 인권, 성평등, 부패방지 등 



보다 직접적인 부분은 매우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발전대안 피다가 분석한 제2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2016~2020)기간 동안 한국 국

제개발협력이 민주주의 증진에 대한 내용인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에 지원한 실적을 

보면, 총 양자 ODA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4.7%, 2017년 6.8%, 2018년 4.2%

이다. 2016~2018년 한국 무상원조 전담 기관인 KOICA의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 

분야 ODA를 OECD DAC CRS(Creditor Reporting System)기준 집행 내역으로 분석

해 보면, ‘공공정책 및 행정관리목적으로 54.1%를 집행했고, ‘시민단체 강화, 민주적 

참여 및 시민사회’ 목적에 2.3%, ‘인권 감시 및 교육’목적에 0.2%, ‘성평등 조직 

및 제도’에 3.7% 등 매우 작은 비중을 지원했다. 제 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기간

(2016~2020년)기간 동안 정부가 제시한 ODA 사업 리스트 중 ‘민주주의 증진/발전’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사업은 실제로는 5년간 3개 사업에 그친다. 2021년 채택한 한

국 정부의 중기 국제개발협력 정책문서인 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21~2025)이 

제시한 12개의 전략목표에도 민주주의 증진에 대한 내용은 없다. 단지 목표 중 하나인 

‘취약분야 인도적 지원확대’에 HDP강화와 사업기획시 젠더와 인권에 대한 고려를 강

화하겠다는 미시적인 언급 정도이다. 2016년 SDGs 도입이후 SDGs16논의가 진행되며 

한국 국제개발협력에서 인권, 젠더, 민주주의 제도 등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는 어떤가? 2013,2015,2017,2017년 네 차례 조사결과 

한국 개발NGO들의 사업 중 공공행정과 시민사회에 해당하는 사업 수는 전체의 1.7%이



고, 2015,2017,2019 세 차례 조사된 공공행정과 시민사회에 해당하는 사업규모는 0.73%

이다. 역시 매우 작은 비중이다.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의 국제개발협력은 3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규모가 각

각 약 4조원과 5,000억원을 상회한다. 그러나 그동안 개도국의 민주주의 증진과 인권의 

향상을 위한 부분에는 관심도, 지원도 부족했다. 한국의 발전은 경제성장만으로 완성되

지 않았다. 경제성장의 기반과 함께한 제도적, 내용적 민주주의의 성장과 시민사회의 활

성과 그리고 인권의 향상이 한국발전을 완성체에 가깝게 나아가게 했다. 한국은 개도국

의 제도적 그리고 내용적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공공행정 외에 새롭게 민주주의 증진 또는 민주적 거버넌스 지원을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중요분야로 설정할 것을 제안한다. 방식으로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ODA

를 지원하는 직접 방식과, 국내외 시민사회, 국제기구 등을 통해 지원하는 간접 방식이 

있다. 개도국의 상황과 전략에 따라 다양한 방식을 혼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단, 성급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고, 국제개발협력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