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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독재체제보다 더 나은 경제적
성과를 가져오는가? 이 연구는 아시아 18개
국가들을 대상으로 1960년부터 2012년까지
의 경제성장에 대한 패널(panel) 데이터를 구
축하고, 이를 통해 정치체제가 경제성장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경험적으로 분석하였
다. 정교한 회귀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얻은

결론은 첫째, 민주주의, 준민주주의, 독재로
범주화하여 살펴본 세 가지 정치체제 중에서
준민주주의가 민주주의나 독재보다 친경제성
장적인 동력으로 작동하였다는 것이고 둘째,
이러한 경제발전 과정에서 가장 성장 친화적
인 정부정책은 투자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
타났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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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민주주의는 독재체제보다 더 나은 경제적 성과를 가져오는가? 정치적 입장에
따른 정당화 논리(rationale)를 넘어, 경제성장에 대한 정치체제(political regime)
의 효과는 무엇인가? 그간 정치경제학의 많은 연구들은 경제성장과 정치체제의
관계에 대해 이론적 설명틀을 구축하고 경험적 작업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려는
노력들을 반복해왔다. 그러나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설명과 경험적 발견은 어느 한 곳으로 수렴하기보다는 분기하는 경향을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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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처럼 서로 다른 결과가 양산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존재할 수 있지
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비민주주의 국가에서 발생하는 경제성장률의 분산
(variation)이 민주주의에서의 그것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이다(Przeworski and
Limongi 1993, 65). 본격적인 연구분석에 앞서 이 연구는 몇 가지 선행분석을
실시해 보았다. <그림 1>은 데이터가 취합 가능한 모든 국가들을 대상으로 경제성
장률과 Polity IV데이터의 민주주의 지표로 널리 쓰이는Polity2 지수를 적용한 산
포도이다. 이를 통해 보다 민주적인 범위(Polity2의 양수)에서의 경제성장률이 비
민주적인 범위(Polity2의 음수)보다 좁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더 정확한
차이는 이 연구에서 선택된 세 가지 정치체제(민주, 준민주, 독재)의 범주 별로
경제성장률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고 있는 <표 1>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경제성장률의 평균은 준민주주의(2.3%)가 근소하게 민주주의(2.2%)를 앞서고 있
고 독재체제(1.7%)가 최저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표준편차는 민주주의(4.1)가
가장 적고 독재체제(7.5%)는 민주주의의 거의 두 배에 근접하며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떠한 함의를 가지는가? 민주주의보다 독재체제에서 보다 다
양한 경제실적이 표출되었다는 점은 일견 타당해 보인다. 정치-사회 각 분야의
여러 규칙들과 시스템이 서로 맞물리면서 제도화된 성숙한 민주주의보다 상당한
수준의 정치엘리트 자율성이 보장되는 독재체제에서 정치엘리트의 능력과 의지에
따라 다양한 경제성과가 발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독재체제에서 발전국가
(developmental state)와 같은 우등생이 활약할 수도, 아니면 약탈국가(predatory
state)와 같은 열등생이 등장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이 부분에서 정치체제와 경제성장에 관한 지역연구의 중요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정치체제와 경제성장이라는 주제는 지역적으로 상
이한 함의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Krieckhaus 2006).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가능했던 국가주도의 ‘동아시아 발전모델,’(Haggard 1990; Wade 1990; 1992) 아
프리카의 약탈국가, 라틴 아메리카의 민주주의 하에서 보여지는 포퓰리즘 등등
각 지역의 독특한 문화적, 역사적 맥락에 따라 정치체제와 경제성장의 상반된 관계
가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성장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는 지
역적 함의를 기반으로 하여 진행되어야 하며, 이 연구는 아시아적 맥락에서 민주주
의와 개발독재가 경제성장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인과적 영향을 미쳤는지를 고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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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1)이 연구는 인과적 관계를 추적하는 과정에
서 두 가지의 가설을 제기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첫째는 정치체제와 경제성
장간에는 선형적 관계가 아닌 비선형적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며, 둘째는 정치체
제가 경제성장에 대해 직접적 효과뿐만 아니라 간접적 가진다는 점이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정치체제와 경제성장간의 이론적 논
쟁을 검토하고, 이에 기반하여 두 가지의 연구가설을 제시한다. 3장에서는 이 연구
에서 진행된 경험 분석의 자료와 결과들을 설명한다. 결론에 해당하는 4장에서는
경험적 발견들에 대한 요약과 함께 이 연구의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1> 경제성장률과 정치체제: 전세계 국가 1960-2012

<표 1> 정치체제 별 경제성장의 평균과 표준편차: 전세계 국가 1960-2012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민주주의

2486

2.155

4.069

준민주주의

918

2.294

5.409

독재

2981

1.717

7.504

1) 이 연구에서 회귀분석에 포함된 대상은 아시아 18개국이다. 몽골, 대한민국, 중국, 일본 (이
상 동북아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
국, 필리핀 (이상 동남아시아 아세안국가들), 네팔,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이상 남아시아)를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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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과 가설: 정치체제와 경제성장
정치체제와 경제성장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이론적으로 논쟁적인 입장을 개진
하고 있으며 경험적으로도 상반된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다.2) 이렇게 다양한 이론
적, 경험적 주장과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 중 하나는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체제
간의 근본적인 차이, 즉 정치엘리트의 자율성의 정도에 대한 상이한 해석 때문이
다. 권위주의 체제에서 발현되는 높은 수준의 정치엘리트의 자율성과 민주주의
체제에서 찾을 수 있는 낮은 수준의 자율성은 경제성장을 추동 시키는 면에 있어
각자 긍정적인 효과와 동시에 부정적인 영향도 가지고 있다.
민주주의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광범위하게 회자되고 있는
주요 메커니즘은 바로 민주주의 하에서 선거권을 가진 시민들이 경제성장에 실패
한 정치엘리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이다. 경제가 시민들이 원하는 만큼
작동하지 못한다면, 대부분의 시민들은 다음 선거에서 무능한 정치인을 축출하기
를 원할 것이다. 선거라는 기제를 통해 달성되는 정치인에 대한 통제는 정치엘리
트가 잠재적 약탈자가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게 된다.
반면, 민주주의가 경제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하는 연구들이 주목
하고 있는 메커니즘은 민주주의 하에서 발생하는 시민들의 재분배에 대한 높은
수준의 요구이다. 경제성장은 기본적으로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멜저와 리차드(Meltzer and Richard 1981)
의 연구에 의하면, 민주주의에서의 중위 유권자(median voter)가 권위주의에서의
중위 유권자보다 가난하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권위주의 체제보다 경향적으로 정부
의 지출이 증가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민주주의는 높은 수준의 임금체계와
과도한 정부 지출처럼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
다. 이러한 경향은 투자를 위한 잉여자본의 축적을 방해하며 결과적으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Olson 1982; Becker 1983).

2) 정치체제와 경제성장간의 다양한 이론적 입장을 보기 위해서는 다음의 리뷰 논문들을 참조.
Kurzman, Werum, and Burkhart (2002), Przeworski and Limongi (1993), Sirowy and Inkeles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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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에 대한 권위주의 정부의 긍정적인 효과도 바로 이러한 투자와 소비에
대한 상호관계에 의해 발생한다. 권위주의 정부의 정치엘리트는 높은 수준의 자율
성을 가지게 되고, 이를 통해 시민들의 재분배에 대한 요구를 억압할 수 있고,
투자를 증대시키기 위해 시민들이 좋아하지 않는 비선호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경
제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의 강력한 경험적 사례는 고도성장을 경
험한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의 동아시아 국가들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동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 권위주의 정부 하에 있었고, 대중들의 재분배에 대한
요구들을 억압하며 높은 수준의 정책 자율성을 통해 고도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다
(Haggard 1990; Johnson 1999).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높은 수준의 투자를 보장하고 대중들의 즉각적인 소비
지출 요구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필요한 정치엘리트의 높은 수준의 자율성은
그 자체로 잠정적인 위협 요소이기도 하다. 권위주의 정부는 물론 잠재적으로 은
혜로운 개발주의 정책을 추진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잠재적 약탈자가 될 수도
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처럼 권력 행사에 대한 견제가 없다면, 사회의 여러 자원
들을 자신의 임의대로 사용, 편취할 수 있다(North 1990). 올슨에 의하면, 대부분
의 독재자들은 일반적으로 근시안적 성향을 가지게 되고, 계약과 소유권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고 주장하였고, 이는 결과적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Olson 1993).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상반된 주장들은 각각의 이론적 근거에 따라 자신들의 논리를 정당화시키고 있다.
어떠한 이론적 프리즘을 가지고 분석하는가에 따라, 한 정치체제의 장점은 다른
정치체제의 단점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
위와 마찬가지로, 이 주제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도 상반된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 몇몇은 민주주의가 경제성장에 있어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권위주의 정부가 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하며, 마지막으로 민주주의
와 권위주의 체제간 차이를 발견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최근에 발표된
논문은 경험 연구들에 대해 광범위한 서베이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민주주의와
경제성장간의 관계에 주목한 84 개의 저술들 중에서 15%는 민주주의의 부정적인
영향을, 27%는 긍정적인 영향을 발견하였고, 나머지 58%는 둘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관계를 찾지 못하였다(Doucouliagos and Ulubasoglu 2008, 62). 그리고 민주
주의와 경제성장간의 선형적(linear)인 관계가 아닌, 비선형적(inverse U-shaped)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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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 주목한 연구들도 있었다(Barro 1997; Durham 1999; Plumper and Martin
2003).
상반된 경험적 연구의 결과물들은 연구자들이 선택한 계량경제학적 연구 모델
에 어느 정도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정치체제와 경제성장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측정을 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를 보였으며(Krieckhaus 2004),
경제성장과 관련된다고 여겨지는 변수들이 60 여 가지가 되는데, 이 중에서 어떠
한 통제변수를 모델에 포함시키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졌으며(Levine and Renelt
1992; Sala-I-Martin 1997), 어떤 시기와 어떤 지역을 포함시키느냐(Doucouliagos
and Ulubasoglu 2008; Krieckhaus 2004; 2006), 그리고 어떤 발전 단계에 주목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결과는 상이하였다(Durham 1999; Gasiorowski 2000; Mbaku
1994).
위와 같이 기존 연구들은 계량경제학적 모델에서 여러 차이를 보여주지만, 공통
적으로 다른 하나의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코멘디와 맥과이어(Kormendi and
Meguire 1985), 그리고 배로(Barro 1997)의 중요한 작업 이후로 대부분의 경험적
연구들은 경제성장과 정치체제의 변화를 시계열(time-series)적으로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기간의 수치들을 평균화하여 교차간 비교(cross-sectional comparison)
에 중점을 두어 분석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이는 심각한 문제를 수반하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한 국가의 민주주의 수치의 평균을 계산하여 비교하는 것은
정치체제의 변화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민주주의로의 이
행이나 민주주의의 붕괴같이 정치체제의 변동을 경험했던 나라들의 경우, 보편적
으로 수행되는 평균화 방법을 통해 정치체제와 경제성장의 관계를 올바르게 파악
할 수 없다(Gasiorowski 2000, 323; Sirowy and Inkeles 1990, 138-141).
다음 <표 2>은 1970년부터 2000년까지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의 정치체제 변화를
보여준다.3)총 171번의 체제 변화가 있었는데, 그 중 82번은 민주화(democratization)
이고 [독재(dictatorship)에서 준민주주의(partial democracy) 또는 민주주의(full
democracy)로 이행], 22번은 민주주의의 붕괴(democratic breakdown) [민주주
의에서 준민주주의 또는 독재로의 이행], 31번은 민주주의의 공고화(democratic
3) <표 2>에서 민주주의, 준민주주의, 독재의 범주화는 Polity IV의 Polity2 score에 기반하여
수행된 것이다. Polity2 score에서 -10에서 0은 독재, 1에서 6까지는 준민주주의, 그리고 나
머지 7에서 10은 민주주의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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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olidation) [준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로의 이행], 36번은 민주주의의 퇴보
(democratic backsliding)임을 [준민주주의에서 독재로 이행] 제시하고 있다. 그러
하기 때문에 정치체제와 경제성장률의 평균적 수치를 비교하는 기존의 방법은 특
히 정치체제의 흥망과 부침을 거듭했던 개발도상국들이 포함된 연구에서는 왜곡된
결과를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평균적 수치가 아닌 매년 변화하는 흐름
을 추적하여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보다 정교한 모델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기존 연구들의 방법을 비판하며, 새롭게 요구되는
모델을 사용하여 분석할 것이다.
<표 2> 정치체제의 변화 1970-2000
체제변화의 종착지
출발지

독재
준민주주의
민주주의

독재

준민주주의

민주주의

체제변화의 합

46

69

13

82 민주화

36 퇴보

8

31 공고화

67

11

11

28

22 민주주의 붕괴

민주주의와 경제성장간의 관계는 학술적으로나 실제 정치 영역에서의 논쟁에서
도 매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아시아 지역에 천착한 연구들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 그나마 그 몇몇의 연구들도 상이한 경험적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허욱, 함성득, 김도희(Heo, Hahm, and Kim 2012)의 논문은 아시
아에서 민주화가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시계열적 분석(interrupted
time-series analysis)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들의 경험 모델의 결과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아시아에서 민주화는 경제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이는 한국의 사례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준다. 즉, 기존 관념과는 달
리, 민주화의 이행은 경제 성과에 별다른 차이를 만들어 내지 못하였다.
마재신(Mah 2011)은 동아시아에서 세계화와 민주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을 고찰하였다. 그의 오차수정모델(error-correction model)에 의하면, 한국과 대
만, 태국에서는 국내 투자가 경제성장을 초래하였으며, 해외 직접 투자는 말레이시
아와 대만에서 경제성장을 추동 하였다. 반면, 정치적 자유와 경제성장 간에는
유의미한 관계를 찾지 못하였지만,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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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가 경제성장에 약하게나마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줬다. 허욱, 함성득, 김도희
(Heo, Hahm, and Kim 2012)과 마재신의 연구들은 아시아 국가들을 단일 사례로
하여 특수한 경제성장의 정치경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경험분석에 있어 엄밀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모델
선택에 대한 방법론적 근거가 미약하고 철저하게 통제변수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단점을 보인다.
아시아 국가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교차분석(cross-sectional analysis)을 시도한
연구들은 크누스텐(Knutsen 2010)과 락(Rock 2009; 2013)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기존 관념, 즉 개발 독재가 경제성장을 촉진시킨다는 가설에
반하는 경험적 결과물들을 제시한다. 적어도 아시아 지역에서는 민주주의가 권위
주의 체제보다는 경제 성장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아니면 적어도
권위주의보다 열등한 경제 성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결론 짓는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정치체제와 경제성장간의 ‘선형적’인 관계와
정치체제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에만 초점을 맞추는 한계점들을 노
정하여 왔다. 이 연구는 기존 연구들의 단편적 분석에서 벗어나 정치체제와 경제
성장의 관계를 종합적이고 다층적으로 규명함으로써 경제성장에 대한 이론적, 경
험적 연구분야의 확대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는 정치체제와 경제성장간의 일차원적인 선형적 관계가 아닌, 다차원적인
비선형적 관계를 탐구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들이 주로 사용한 민주주의와 독재라
는 이원적 구분법은 현 시기 정치학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중간적 정치체제의
독자적 매커니즘을 외면하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헌팅턴(Huntington)과 다이
아몬드(Diamond)는 공통적으로 민주주의도 아니고 독재도 아닌 그 중간 어딘가
에 존재하는 절충적 정치체제가 증가하고 있음을 간파하였다(Huntington 1996;
Diamond 1996). 또한 다른 연구자들도 중간적 범주에 위치하는 정치체제가 민주
주의와 독재와는 다른 특유의 정치경제학적 역동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하였
다. 예를 들어, 준민주주의는 다른 체제보다 무장충돌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으며
(Mansfield and Snyder 1995), 환경에 해로운 정책을 입안하는 경향이 농후하고
(Bacher 1998), 또한 정치적 불안정, 혁명, 그리고 인종전쟁에 보다 취약하다고
(Goldstone et al. 2000) 주장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하여, 민주주의
도 아니고 순수한 독재도 아닌 그 중간 즈음에 존재하는 정치체제에 착목한 일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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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들이 21세기 들어 등장하였다. “선거 권위주의체제”(electoral authoritarianism)
라 불리는 이러한 중간적 체제들은 권위주의 시스템을 바탕으로 하지만 선거 메커
니즘을 도입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정치양태를 생산해내고 있다(Schedler 2002;
2006).
절충적 정치체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이론적, 경험적 근거에 기반하여 본 연구에
서도 민주주의와 경제성장간의 선형적인 관계가 아닌, 비선형적인 관계에 주목하
고자 한다(Barro 1997; Durham 1999; Plumper and Martin 2003). 민주주의와
독재체제의 경우, 경제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가 공존하고
있어 어떠한 요인이 다른 요인보다 우월한 지위를 차지할지는 미지의 제 3의 요인
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그 제 3의 요인이 무엇인지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이
기존의 연구들에서 경제성장과 정치체제가 무작위적(random)인 패턴으로 등장하
게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반면, 준민주주의의 경우 제한적으로 도입
된 선거와 정치활동이 위정자에게 견제의 역할로 작동할 수 있으며, 특히 경제성장
을 통해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민들의 재분배 요구를 적절
하게 억압, 외면하면서 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마련될 수 있다. 이러
한 작동 메커니즘을 통해 민주주의나 독재체제가 아닌 준민주주의에서 보다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존재할 수 있음을 가설로 상정하고자 한다. 특히, 아시아
의 경우 흔히 개발독재로 명명되는 권위주의 국가들에 의해 고도경제성장이 실현
되고, 그에 상응하는 이론적 작업으로 ‘동아시아발전모델’이라는 개념이 창출되었
다는 점에서, 정치체제와 경제성장 간의 비선형적 관계라는 가설을 검증하는 데
있어 흥미로운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이 연구는 정치체제의 경제성장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간접
적’인 영향까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정치체제의 직접적인 영향은 핵심적인 통제변
수가 포함되어 있는 계량경제학적 공식에 정치체제 변수를 추가하는 것으로써 일
차적으로 규명할 수 있다. 쉐보르스키와 리몬지의 경우, 정치체제가 직접적으로
경제성장에 영향을 발휘하는 메커니즘으로 효율성의 증대를 제시하였다(Przeworski
and Limongi 1993). 민주주의든 독제체제든, 정치체제는 효율성을 증대시킴으로
써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으며, 이에 덧붙여 정치체제는 다기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러 정부정책 중 이론
적으로나 경험적으로 대표적인 간접적인 경로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 투자,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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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정부지출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투자, 무역, 그리고 정부지출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정치체제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간접적인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
찰하고자 한다.

Ⅲ. 경험분석
1. 분석 자료
이 연구의 종속변수는 경제성장이며, 이는 일인당 국내총생산의 성장률(annual
growth rate in real per capita gross domestic product)로 측정한다. 정치체제의
계량화는 Polity IV의 Polity2 score를 이용한다. Polity2 score는 정치체제를 가장
권위주의적인 -10에서 가장 민주적인 +10까지의 범주에서 민주주의의 정도를 수
치화하여 매년 발표하고 있다. 여기에서 민주주의는 세 가지의 주요 기준을 바탕
으로 측정이 되는데, 그것들은 행정부 선출의 경쟁성과 개방성, 행정부 수반에 대
한 견제, 마지막으로 정치 참여의 경쟁성이다.
앞서 언급되었던 정치체제와 경제성장 간의 비선형적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Polity2 score를 기반으로 하여 세 가지 – 민주주의, 준민주주의
(partial democracy), 그리고 독재 – 형태의 정치체제를 범주화하였다. Polity IV에서
제공하는 기준에 따라, +7 이상의 수치를 가지는 나라들은 민주주의, +1과 +6사이
의 수치는 준민주주의, 그리고 -10에서 0까지는 독재로 코딩하였다(Marshall, Gurr,
and Jaggers 2013, 35). 준민주주의의 기준인 Polity2 수치 +1은 너무 관대한 측면
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러한 기준점은 선거에서의 경쟁과 정치참여의 확장으
로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측면을 규정하고, 나아가 그러한 측면이 어떻게 경제성장
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이 논문의 이론적 가설과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세 가지 정치체제의 범주로 한국을 기술한다면, 1960년의 민주주의(Polity2
score +8)는 1961년 5.16쿠데타로 독재(-7)로 붕괴하게 되고, 군사정권의 명목적
인 민정이양으로 형식적인 선거와 제한적인 정치참여가 보장되는 준민주주의(+3)
로 발전하게 된다. 이러한 부분적 민주주의는 1972년 유신체제(-8)로 다시 붕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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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고 독재체제는 전두환의 5공 정부(-5) 때까지 이어지게 된다. 1987년 이후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되면서, 다시 정치공간의 열러 준민주주의(+6)로 이행하게
되고, 1998년 김대중의 당선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지면서 민주주의 체제(+8)로 발
전하게 된다.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에 덧붙여, 기준 모델(bench mark model)에 네 가지의
통제변수를 포함한다. 첫 번째 통제변수는 자연로그로 변환된 일인당 국내총생산
(natural logarithm of per capita GDP)이다. 이 변수는 경제 발전의 단계를 보여
주는 것이며, 신고전주의 경제이론(neo-classical economic theory)에서 주장하는
수렴가설(convergence hypothesis)의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포함된다(Solow 1956).
이들의 수렴가설에 의하면, 수확 체감 원칙(diminishing returns to capital)에 의해,
경제 발전의 단계가 높아질수록 경제성장률은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4)
두 번째 변수는 인적 자원(human capital)을 측정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여성
의 중등교육 비율이다. 여기서 남성이나 전체가 아닌 여성의 수치에만 한정하는
이유는 여성의 교육 수준이 정치체제 차이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권위주의 하에서 남성들은 어느 정도 기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이나 기대수명 측면에 있어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여성에 한정하여
살펴보는 것이 정치체제의 차이를 보다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다(Baum and Lake
2003).5)마지막 통제변수는 인구 증가율이며, 이는 신고전주의 경제이론에서 주장
하는 경제성장의 필수 조건 중에 하나인 노동력의 공급 측면을 고려하기 위해 포
함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기준 모델의 통제변수들은 이론적이고 경험적인 측면에서 경제
성장을 설명하는 가장 적절한 변수들로 간주되고 있다(Solow 1956; Levine and
Renelt 1992). 하지만 여전히 다른 변수들도 다양한 연구들에서 사용되고 있다.

4) 만약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외생변수(저축률, 노동력 증가율, 그리고 기술수준)와 저축률에
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선진국은 1인당 자본량이 풍부하고 자본의 한계생산이 축소
되어 1인당 산출량의 증가는 매우 적어지게 되는 반면, 개발도상국의 경우 자본의 한계생산
이 선진국보다는 증대되어 더 빠른 성장률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논리는 선진
국과 개발도상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같아진다는 수렴가설로 귀결된다.
5) 남성을 포함한 전체 인구의 중등교육 비율로 대체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모델의 결과가 변
화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변수를 변경시켜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계수의 크기만 약간 감
소했을 뿐, 커다랗게 상이한 결과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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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치체제가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수단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세 가지의
정부정책 변수를 부가적으로 포함시켜, 간접적 영향의 경로를 추적함과 동시에
기준 모델 결과의 로버스트(robustness) 테스트를 위해 주요 경험적 결과들이 어
떻게 변화하는지를 검증하였다.
그 첫 번째 변수는 투자이다. 투자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가장 기본적인 통제변
수로 사용되어 왔으나, 이 논문에서는 기준 모델에서 제외하였다. 그 이유는 배로
의 지적처럼, 투자는 경제성장에 내생적(endogenous)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투자에 대한 결정은 얼마만큼 투자에 대한 회수가 가능할 지에 대한 기대
에 의존하며, 투자 회수에 대한 기대는 국내 경제성장에 대한 전망과 밀접하게
연계되기 때문이다(Barro 1997, 33). 경제 활황기에는 자연스럽게 장미빛 미래에
대한 투자금 회수 전망이 밝아 투자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날 것이며, 이와 반대
로 불황기에는 투자에 대해 보다 관망하는 자세를 보일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이러한 상호작용적인 영향 때문에 투자는 기준 모델의 통제변수에서 제외되었으
나, 동시에 가장 중요한 매개변수(intervening variable)로 간주할 수도 있다. 정치
체제는 일차적으로 투자의 절대적 비중을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경제성장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
두 번째 변수는 정부지출이다. 정부지출의 증가는 민간영역의 생산적인 활동을
감소시킴으로써 경제성장 동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이론적으로 알
려져 있으며 다른 여러 경험적 연구들도 이를 뒷받침하는 경험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다(Barro 1997; Plumper and Martin 2003). 마지막으로 고려되는 변수는 무역
이다. 고전 경제학자인 리카르도(Ricardo)는 국가간의 무역은 비교우위의 수혜를
무역에 참여하는 개별 국가들이 영위할 수 있게 하고, 상품의 시장 경쟁성의 증대
와 기술 혁신을 통해 경제성장을 배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동아시아의
특수한 경험과도 일맥상통한다. 고도경제성장 시기,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 불린
동아시아 국가들(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의 주요한 정부정책 중에 하나가 수출
주도 성장전략이었기 때문에 과연 무역량의 증가가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
는지를 분석하는 의미 있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Chang 2002, 229). 이제까지 언급
된 변수들 중에서 정치체제에 대한 데이터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변수들은 데이터
출처의 일관성을 위해 세계은행(World Bank)의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에서 취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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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론
정치체제가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경험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아
시아 18개 국가들을6) 대상으로 1960년부터 2012년까지의 경제성장에 대한 패널
(panel)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근래 들어 사회과학 대부분의 세부 전공 분야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패널 데이터는 다양한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분석 단위들간
의 차이와 함께 개별 단위의 시계열적(longitudinal) 변화까지 동시에 추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하나, 회귀분석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보통최소제곱(ordinary
least squares, OLS) 회귀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하게 되면 몇몇의 문제점들을 야기
하게 된다. 바람직한 추정치를 얻기 위해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들로 오차항(errors
or disturbance terms)들간에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자기상관(autocorrelation)과
분산이 분석단위마다 상이하게 나타나게 되는 이분산성(heteroskedasticity)이 대
두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오차항들이 서로 독립적(independent)이어야
한다는 회귀분석의 기본 전제가 성립하기 어려운 경우 파생되는 것들로서, 비록
오차항 전제에 대한 문제들이 추정 계수(estimated coefficients)를 왜곡(biased)시
키지는 않지만, 비효율적(inefficient)이고 왜곡된 표준오차(standard errors)를 형
성시키게 된다(Greene 2003).
경제성장 모형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에 앞서, 패널 데이터의 이분산성은 브루쉐
-파간-가드프레이(Breusch-Pagan-Godfrey) 검정과 와이트(White) 검정을 통해,
그리고 자기상관은 Stata에서 xttest1의 명령어를 수행하여 검정하였다. 분석 결과,
경제성장 모델 데이터에 이분산성과 자기상관 두 문제 모두 실재하고 있다고 진단
내릴 수 있었다. 우선, 이분산성을 최소화시키는 해법으로 벡과 카츠(Beck and
Katz 1995)가 제안한 패널수정표준오차(panel-corrected standard errors, PCSEs)
6) 회귀분석에 포함된 아시아 18개국은 다음과 같다: 네팔, 대한민국,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
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캄보디
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작은 도시국가이기에 대부분의 국가간 교차연구에서는 배제되
어 왔던 싱가포르까지 포괄되었다는 점이 회귀분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부정하기 어
렵다. 즉, 싱가포르는 독재 정권에서 지속적으로 고도성장을 달성한 사례이기 때문에 아시
아의 사례에서 독재의 친경제성장 효과가 과대평가되었을 위험이 존재하다. 이 점에서 싱가
포르의 포함이 회귀분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싱가포르를 배제하고 나
머지 17개국만으로 동일한 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나, 커다란 상이점들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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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고정효과(fixed effects) 모형 기법을 채택하였다. 개별 분석단위에 특화
된 변수들이 누락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단위(unit) 더미(dummy)변수(이 모
델에서는 국가 더미변수)를 도입하는 고정효과 모형은 특히 경제성장 모델에 있어
적합한 모델 특정화(model specification)라고 할 수 있다.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
친다고 추론할 수 있는 다양한 국가별 변수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대륙, 문화-종
교, 적도로부터의 거리, 원유수출국, 사회주의 국가 등은 상대적으로 측정하기가
용이하나, 다른 변수들, 예를 들어 경제발전 단계의 타이밍, 경제성장 전략, 국내
제도적 요인, 세계경제체제에서의 위치, 지정학적 요인, 또는 각국의 역사적으로
특수한 요인들을 계량화하는 작업은 논쟁적이고 자의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하기
에 고정효과 모형은 이러한 잠재적으로 중요하지만 회귀 모델에 포함시키기 어려
운 요인들을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기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세계화된 지구에서
일국의 경제발전 성과는 국제적인 경제환경 추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에
이러한 외생적 요인들을 통제하기 위해 시간더미(time period dummies) 변수도
포함하였다.7)
해결해야 하는 또 하나의 문제는 자기상관이다. 근래 비교정치경제 분야에서
자기상관을 해소하는 대표적인 해법은 벡과 카츠(Beck and Katz 1995)의 제안대
로 시차 종속변수(lagged dependent variable)를 모델에 추가시키는 것인데, 이는
방법론 영역에서 논쟁을 불러왔다. 그 이유는 시차 종속변수가 모델에 도입됨으로
써 종속변수의 중요한 변화들을 거의 포획한다는 점이다(Achen 2000). 이론적으
로는 아무 의미 없는 변수이지만 방법론적인 필요성에 의해 도입된 시차 종속변수
가 종속변수 변화의 상당부분을 흡수하게 된다면, 이론적으로 중요한 다른 설명변
수들의 영향은 과소평가될 위험이 엄존하게 된다.
여기에 덧붙여, 시차 종속변수의 도입은 종속변수의 ‘수준’(level)이 아니라 ‘변
화’(change)에 대한 분석으로 분석모형의 성격이 바뀌게 된다. 이 연구의 이론적
목적이 경제성장률이 매년 어떻게 ‘증가’ 또는 ‘감소’하였는지가 아니라 경제성장률
의 ‘수준’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추적하는 것이므로 시차 종속변수 도입을 배제
7) 분석 결과의 로버스트를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시간더미 변수를 사용하였다. 1년 더미, 5년
더미, 10년 더미 변수를 각각 포함시켜 검증하였으나 분석 결과에서 커다란 차이점을 발견
하지 못하였다. 앞으로 제시하게 되는 결과는 10년 더미를 포함시킨 모델로부터 얻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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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분석모형이 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자기상관의 문제
를 해소하기 위해서 1년 시차 자기상관(first-order autocorrelation)을 전제하는
프레이스-윈스덴(Prais-Winsten) 회귀방법을 선택하였다(Plumper, Troeger, and
Manow 2005).
쉐보르스키와 리몬지(Przeworski and Limongi 1993), 그리고 브루네티(Brunetti
1997)가 제기한 몇 가지 방법론적 이슈들, 즉 동시성(simultaneity)과 생존왜곡
(survival bias)의 문제점들이 아직 남아있다. 쉐보르스키와 리몬지에 의하면, 정치
체제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체계적이고 경험적 발견이 미흡한 이유는
경제성장과 정치체제 중 무엇이 원인이고 결과인지 그 구분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Przeworski and Limongi 1997, 62). 바로 두 변수들간에 상호의존적 관계, 동시성
과 생존왜곡 등의 문제로 말미암아 분석모형에서 외생적(exogenous)이어야 할 정치
체제가 내생적(endogenous)으로 작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적어도 동시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적절하지 않은 듯하다. 왜냐면, 민주
주의와 경제발전 ‘단계’(level)가 상관관계가 있다는 근대화 이론(modernization
theory)이 강력한 경험적 근거를 기반으로 하여 현대 정치학에 중요한 지위를 차
지해 온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민주주의와 이 연구의 종속변수인 ‘경제성장
률’(rate)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이론적 근거를 찾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생존왜곡의 문제는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생존하는 확률이 민주주의와 독재가
다를 때 발생한다. 즉, 독재체제가 민주주의보다 경제위기 시에 전복될 가능성이
더 높을 때, 정치체제는 내생적으로 선택 받게 된다. 이러한 내생성의 문제를 다루
는 대표적인 계량경제학적 모델은 정확한 인과관계의 방향성을 검증하기 위해 도
구변수를 활용하는 기법이다. 그러나 적절한 도구변수들을 추출해 내는 과정이
난해해(Greene 2003, 79-80), 개발경제학 분야에서도 도구변수를 활용하는 기법
을 사용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8)

3. 경험분석 결과와 이론적 설명
본 연구는 정치체제와 경제성장간의 선형적 관계가 아닌 비선형적 관계에 주목
하면서, 그에 대한 경험적 근거를 획득하기 위해, 준민주주의가 민주주의와 독재보
8) 도구변수를 활용한 예외적인 사례는 헬리웰(Helliwell 1994)의 연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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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높은 경제성장을 추동 해낸다는 가설을 제시하였다. <표 3>은 아시아 전체
18개국의 샘플을 기반으로 수행된 통계분석의 결과를 보여준다. 잠재적인 내생성
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설명변수와 통제변수는 시차 1년을 두고 분석을
수행하였다. 모델 1은 준민주주의와 독재, 그리고 기준 모델에 포함되는 네 개의
통제변수들이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나타낸다. 모델 2에서 모델
6는 정치체제의 간접적 영향의 구체적 경로를 추적하고 기준모델의 로버스트 테스
트를 위해 부가적으로 세 가지 변수인 투자, 무역, 그리고 정부지출을 포함시켜
분석한 결과들이다.
9)

<표 3> 아시아의 경제성장과 정치체제 1960 – 2012
모델 1

준민주주의
독재
GDP per capita
(log)
인구성장률
여성중등교육
여성기대수명

1.066*
(0.438)
0.628
(0.464)

모델 2
0.776†
(0.413)
†
0.775
(0.440)

1.122*
(0.433)
0.924*
(0.456)

1.195**
(0.437)
†
0.843
(0.467)

모델 5
0.820†
(0.421)
0.947*
(0.437)

모델 6
1.267**
(0.436)
1.165*
(0.459)

-2.261***

-3.799***

-2.151***

-2.551***

-3.977***

-2.532***

(0.614)
-0.734**
(0.234)
0.068
(0.255)
0.186***
(0.058)

(0.729)
-0.611*
(0.241)
0.237
(0.246)
0.261***
(0.077)
0.115***
(0.028)

(0.654)
-0.938***
(0.246)
-0.058
(0.245)
0.220***
(0.059)

(0.646)
-0.710**
(0.234)
0.196
(0.251)
0.215***
(0.062)

투자
무역
정부지출
11.472†
(6.601)
2
Adjusted R
0.2516
나라 수
18
사례 수
755
†
유의수준 0.10 * 유의수준
상수

경제성장
모델 3
모델 4

11.670*
(5.314)
0.2927
18
686
0.05 **

(0.736)
(0.684)
-0.820*** -0.915***
(0.251)
(0.246)
0.262
0.064
(0.241)
(0.244)
0.249***
0.252***
(0.077)
(0.063)
0.123***
(0.030)
0.002
0.006
0.003
(0.007)
(0.007)
(0.007)
0.050
0.038
0.071
(0.071)
(0.073)
(0.072)
11.515†
8.133†
13.454*
6.190
(6.836)
(4.866)
(5.349)
(5.060)
0.2344
0.2508
0.2864
0.2437
18
17
17
17
733
701
652
686
유의수준 0.01 *** 유의수준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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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기준모델에 포함된 통제변수들을 살펴보면, 일인당 국민총생산과 인구성장
률, 그리고 여성기대수명들은 전 모델에서 상당한 수준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획득
한 반면, 여성중등교육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경제발
전 단계가 높아질수록 경제성장률은 감소할 것이라는 신고전주의 경제이론의 수확
체감 원칙의 이론적 예측과 같이 일인당 국민총생산이 증가할수록 경제성장률은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발전의 단계가 향상될수록 경제성장률은 경향
적으로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며, 저발전 시기에 가능했던 고도성장은 경제
발전이 어느 정도 달성된 고도산업사회에서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1956년 발표된 솔로우(Solow 1956)의 논문에서 비롯된 신고전주
의 경제이론의 가장 중요한 핵심 함의인 수렴가설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9)
인적 자원의 경제성장에 대한 효과를 관측하기 위해 포함된 두 가지 변수 중에
여성의 기대수명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흔히 회자
되는, 동아시아의 경제기적의 원인이 인적 자원에 대한 높은 투자이었다는 주장을
일견 간접적으로 확인해 주는 것이며, 아시아에서 기본적으로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와 개발에 의해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을 형성, 발전시켜왔음을 보여주는 경험
적 근거라고 할 수 있다.
본 모델에서 보이는 인구성장률의 경제성장률에 대한 부정적 효과는 기존의 이
론적 예측과 궤를 달리한다. 신고전주의 경제이론적 접근에서는 노동력의 공급이
경제성장을 위한 중요한 필수조건이기에 높은 인구성장률은 보다 급격한 경제성장
과 밀접히 관계되어야 함에도 본 통계분석에서는 정반대의 방향성을 상당한 통계
적 유의미성을 가지면서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인구성장률의 이론적
예측과 상치되는 효과는 앞으로 보다 정밀한 연구를 통해 설명되어야 하겠다.
기준모델의 네 가지 통제변수에 덧붙여 부가적으로 포함된 세 가지 통제변수
중에서 무역과 정부지출은 이론적 예측과 같이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
만, 통계적 유의미 수준에 접근하지 못하였다. 투자만이 유일하게 이론적 예측의
방향성을 보이면서 통계적 유의미성을 획득하였는데, 투자가 정치체제와 경제성장
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언급하기로 한다.
주지하다시피 이 연구에서 이론적으로 중요한 변수들은 정치체제의 다양한 측

9) <표 3>과<표 4>에서 국가더미와 시간더미는 생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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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을 반영하고 있는 준민주주의와 독재다. 정치체제를 민주주의, 준민주주의, 그리
고 독재로 삼등분 하였기 때문에 두 가지의 더미 변수가 형성되었다. 모델에서
준민주주의 변수는 준거 범주(reference category)인 민주주의와의 차이를 보여주
는 것이며, 독재 변수도 민주주의와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두 변수들은 실질적
인 효과와 통계적인 유의미성에서 전반적으로는 비슷하다고 할 수 있으나 세부적
으로는 상이한 양태도 보여주고 있다.
먼저, 독재 변수의 계수는 모두 양의 부호이며, 여섯 가지의 모델 중 셋에서
통상적인 5%수준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보하였고 나머지 모델에서도 그에 근접
하는 유의미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민주주의와 비교할 때
독재는 경제성장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모형에 포함된
설명변수들과 통제변수들이 모두 같은 조건이라고 가정할 때(ceteris paribus), 독
재체제는 민주주의 체제보다 1% 내외의 친경제성장 효과가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
다. 이를 다시 바꿔 서술하면, 독재라 할 수 있는 중국과 싱가포르의 전체주의
체제, 인도네시아 수하르토 정권(1967-1998), 필리핀 마르코스 정권(1965-1986),
그리고 한국의 유신독재(1972-1979)와 5공화국(1980-1986)이 인도와 일본의 민주
주의, 필리핀의 아퀴노 정권(1986-1992) 그리고 한국의 민주주의 체제인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보다 그들이 독재였기에 경제성장에서 1% 정도 우월한 경제
성적표를 받아 들 수 있었다.
보다 흥미로운 발견은 준민주주의이다. 준민주주의 변수의 계수는 모두 양의
정수이며, 투자 변수가 포함된 모델 2와 5에서는 10% 유의수준에 머물렀지만, 대
부분의 모델들에서 1%, 5% 미만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획득하였다. 즉, 민주주의
와 비교하여 준민주주의가 경제성장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일관되게 그리고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보여주는 경험적 근거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와 같이 서술
하면, 준민주주의 체제라 할 수 있는 말레이시아 마하티르 정권(1981-2003), 인도
네시아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정권(2001-2004), 필리핀의 마카파갈 정권
(1961-1965), 파키스탄 무샤라프 정권(2001-2008)이 민주주의 체제보다 1%을 상
회하여 경제발전을 달성하였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또한 준민주주의의 친경제성장 효과는 독재의 그것보다 실질적으로 근소하게
앞서며, 통계적으로도 보다 커다란 유의미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정치체
제와 경제성장이 선형의 관계를 가진다는 가정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준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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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가 민주주의나 독재체제보다 경제성장에 보다 긍정적일 수 있다는 본 연구
가설에 대한 경험적 근거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앞서 제시되었던 이론적 입장에
서 설명하면, 보다 확대 발전한 민주주의는 비록 실패한 위정자를 퇴출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잘 작동하고 있겠지만, 시민들의 재분배에 대한 요구와 그에 따른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지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반면, 준민주주의의 경우
형식적으로나마 도입된 선거와 제한적인 정치참여가 어느 정도는 위정자에게 압박
으로 작용하여 빈약한 정권의 정당성을 채우기 위해 경제실적에 몰두할 경향이
높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민주주의보다 용이하게 시민들의 재분배 요구를 억압,
외면할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준민주주의 체제
라 할 수 있는 유신 이전의 군사독재와 노태우, 김영삼 정부가 독재와 민주주의
체제보다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
마지막 남은 문제는 정치체제의 간접적 영향의 구체적 경로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로 포함된 세 가지 변수들 중에 무역과 정부지출의 경우, 통계적 유의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였으며 준민주주의와 독재 변수들의 계수의 규모에도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하지만 투자가 회귀분석에 포함되었을 때, 유독 이 글의
가장 중요한 변수인 준민주주의의 실질적 효과와 통계적 유의미성이 감소하는 경
향이 나타났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앞서 밝혔듯이, 투자는 정치체제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매개변수로 작동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와 독재는 정치 엘리트의 대중에 대한 자율성이라는 자체
메커니즘에 의해 경제성장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그러한
영향력의 발현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정부정책 입안과 집행에 의해 작동하게 된다.
경제성장의 촉매제로서 가장 대표적인 정부정책이 바로 투자정책이며, 투자의 절
대적 비중을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경제성장의 불씨를 증폭시키거나 아니면
소진할 수도 있다.
정치체제와 경제성장을 가교하는 매개변수로서 투자를 확인하기 위해, 배로
(1997, 33-35)와 같이 투자를 종속변수로 삼아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4>의
결과에 의하면 정치체제 변수들뿐만 아니라 기준모델에 포함된 통제변수들도 대부
분 통계적 유의미성을 달성하였다. 준민주주의와 독재는 앞의 회귀분석과 비슷한
양태를 보이는데, 민주주의와 비교할 때 두 체제 모두 보다 투자 친화적이며 그
친화성의 실질적 크기는 준민주주의가 독재보다 근소하게 우월함을 보여준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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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성장과 투자를 종속변수로 상정하여 구성된 <표 3>과 <표 4>의 회귀분석 결과
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정치체제 중에 특히 준민주주의 체제가 보다 빠른
경제발전을 이룩하였으며, 그러한 경제발전의 주요 견인차 역할은 바로 투자를
증대시키는 정책이었다는 점이다.
<표 4> 아시아의 투자와 정치체제 1960 – 2012
투자
모델 4
2.612***
(0.610)
독재
2.475***
(0.627)
GDP per capita (log)
11.244***
(1.572)
†
인구성장률
0.443
(0.231)
여성중등교육
-3.060***
(0.661)
여성기대수명
0.331***
(0.093)
무역
0.010
(0.012)
정부지출
0.001
0.0002
(0.150)
(0.154)
상수
-69.242***
-71.065***
-76.318***
-97.744***
(10.136)
(11.094)
(11.648)
(15.567)
2
Adjusted R
0.7660
0.7427
0.7746
0.7434
나라 수
18
18
17
17
사례 수
692
679
667
654
†
유의수준 0.10 * 유의수준 0.05 ** 유의수준 0.01 *** 유의수준 0.001

준민주주의

모델 1

모델 2

2.788***
(0.622)
2.545***
(0.646)
11.103***
(1.372)
0.459*
(0.225)
-3.020***
(0.632)
0.302***
(0.082)

2.668***
(0.602)
2.515***
(0.625)
11.222***
(1.496)
0.434†
(0.233)
-3.275***
(0.649)
0.327***
(0.090)
†
0.020
(0.011)

모델 3
2.766***
(0.626)
2.518***
(0.644)
10.818***
(1.398)
0.445*
(0.225)
-2.778***
(0.636)
0.300***
(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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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이 연구는 어떠한 정치적 체제가 사회경제적으로 더 나은 삶을 가져다 주는가
라는 규범적 질문에서 출발하였다. 비교정치경제와 개발경제학 분야에서 수많은
연구자들이 정치체제가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학문적, 이론
적으로 기여하여 왔지만, 아직까지도 대부분이 동의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체계적
인 지식들의 축적은 더딘 편이다.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의 한 켠에서
우리가 주목한 것은 아시아 국가들을 사례로 하여 정치체제와 경제성간 간의 비선
형적 관계와 간접적 영향의 경로였다. 정교한 회귀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얻은 결
론은 민주주의, 준민주주의, 독재로 범주화하여 살펴본 정치체제 중에서 준민주주
의가 오히려 민주주의나 독재보다 훨씬 친경제성장 동력으로 작동하였다는 것이
고, 그러한 경제발전 과정에서 가장 성장 친화적인 정부정책은 투자를 증대시키는
것임을 확인하였다. 비록 이 연구의 대상들은 아시아 국가들로 국한되어 있지만,
향후 사례확장과 이론의 세련화 작업을 통해 경제성장의 정치적 결정요인에 대한
경험적 근거들이 축적되기를 희망한다.
아시아에서 독재체제와 경제성장의 양립은 아시아국가들을 하나의 발전모델로
설명하려는 노력들을 낳았다. 여기서 발전모델의 핵심은 정치적 안정과 국가의
장기적인 비전을 수립하기 위해서 권위주의 정치체제는 자본주의적 성장의 기본요
소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고, 아시아가 민주주의 체제가 아닌 발전국가 또는 개발
독재로 명명되는 독재체제에서 높은 수준의 경제적 효율성과 경제발전을 달성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는 점이다. 그러나 독재체제가 경제성장에 얼마만큼, 어떠
한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쳐왔는지를 규명하려는 노력은 미흡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아시아국가들의 정치체제를 민주주의, 준민주주의, 독재로 구분하고 정치체제
의 성격에 따라 경제성장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규명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진영론적 논쟁에서 어느 한 진영의 주장을
옹호하거나 반박하기 위해 수행된 것은 아니다. 양 진영에서 공히 노정하고 있는
객관적이고 경험적인 근거가 부재하다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계량적 데이터 분석에 기초한 연구들에서 종종 접하게 되는 역사성 문제, 즉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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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처한 맥락(context)에 대한 고려가 다소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앞으
로 보다 체계적인 정성연구와의 결합을 통해 보완해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민주주의의 경제적 효과가 무엇이냐를 연구하
는 것은 학술적으로나 정책적인 면에서 적절할 수 있으나, 경제적 효과만으로 민주
주의의 효용성을 재단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또한 개발독재를 통해 고도경제성장
이 가능했을지라도, 경제성장으로 독재가 합리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민주
주의가 비효율적인 면들을 내포하고 있다고 해서 민주주의를 포기할 수 없듯이,
독재체제가 경제성장에 보다 유리하다고 해서 독재체제를 선택할 수는 없다. 조금
은 더디더라도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의 “더 나은” 양립을 위한 제도적 조건들을
끊임없이 만들어가려는 노력들이 요구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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