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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국 대학원 정치학 교육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라 

능 질문에 답하기 위해 교육 토대의 강화와 연구 내용의 심화라는 두 가지 차원을 나누 

어서 서구 및 아시아 8개 대학의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주요 대학들의 현황을 검 

토하여 비교한다. 필자는 우리 의식 속에서 재생산되고 있는 외국학위 우위 대 국내학 

위 열위라는 중심과 주변의 이분법을 해체하기 위해 첫째， 교육 토대의 강화 차원에서 

1) 세계 대학과의 공동학위 협정 확대.2) 교환학생 제도의 활성화 3) 징학금 지원의 확 

대의 필요성을 저μ|하고 둘째， 연구 내용의 심화 차원에서 1) 연구 주제의 전문화.2) 연 

구 방법의 과학화.3) 연구 융합을 통한 창조성의 저|고가 중요하다고 제안한다. 한국의 

대학원 정치학 교육이 맞는 위기와 기회는 적어도 세 가지 층위의 대학들에서 서로 다 

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브레인 코리o KBK : Brain Korea) 사업 수행 대 

학원， 수도권 대학원， 그리고 지방대학원 등 세 가지 대학군은 각자 다른 조건과 상황에 

서 경쟁에 노출되어 있고 위기를 맞아 나름의 대응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세 가지 대학 

군의 현재 모습을 바탕으로 한국 대학원 정치학 교육의 개선을 위해 교육 토대 강화와 

연구 내용 심화의 내용들을 제시한다. 

추체어: 정치학 대학원 교육， 중심과 주변， 공동학위， 교환학생， 연구 융합， 연구 방법 

론， 연구 전문성， 장학금 

I. 서론: 지구화 시대의 한국의 정치학 대학원 교육 

지구화는 세계의 지역과 대륙을 가로 지르는 다양한관계의 팽창을 통해 서로 멀리 떨어 

진 공동체를 연결하면서 인간 조직의 내용과 규모에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일으거고 있다. 

인류는 19세기 제국주의 시대에 벌써 세계적 단위의 식민지에서 이루어지는 생산과 소비 

*이 논문은 한국정치학회의 기획과제로서 2011년 4월 한국정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공동 발표한 

논문의 일부이며 당시 발표한논문 가운데 펼자가 집펼한부분을따로 정랴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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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구화를 경험하였다. 그러나 21세기에서 얼어나는 현대의 지구화 현상은 과거의 경험 

파 저어도 세 가지 차원에서 구별된다 첫째는 변화의 속도에서， 둘째는 변화의 양에서， 셋 

째는 변화의 다양성에서 오늘날의 지구화는 과거의 모든 변화를 압도하고 있다(Held and 

Mcgrew 2002; 김남국 2006) 교육 분야 역시 생산과 소비의 세계적얀 관계망 속에 예외 없 

이 포함되어 도전에 직면해 었다 한국의 대학들은 국내외의 다양한 기관들에 의해 해마다 

평가를 받고 서열이 매겨진다. 모든 대학들이 예외 없이 치열한 정쟁에 노출된 이러한 상 

황은 한국 정치학의 대학원 교육에 위기와 기회를 함께 가져오고 있다 지구화는 세계의 

대학과 한국 대학사이에 물리적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한국의 대학들이 세계의 대학들과 

직접 경쟁해야 하는 도전을 요구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 세계화와 함께 진행되는 지방화 

는한국의 대학들이 독특한 정치학교육의 주제와방법을통해 세계정치학의 발전에 기여 

하고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그 동안 한국의 대학원 정치학 교육은 외국대학들과 바교하여 일방적인 비교열위에 있 

는 것으로 안식되면서 우수인력의 해외유학 선택이나 국내 학위 취득자가 취엽에서 받 

는 불이익 등을 당연하게 생각해 오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인식의 이변에 전제 되어 있 

는 외국대학의 우월성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교육토대의 측면에서 우월성 

이고 둘째는 연구 내용의 심화에서 보여주는 우월성이다 첫 번째 교육 토대에서 찾을 수 

있는 우월성의 근거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충분한 재정적 지원과 

장학금을 바탕으로 우수한 교수와 학생을 확보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많은 학생들에 

게 다양성을 정험할 수 있게 해주는 외국대학이 갖는 지리적 이점이다‘ 물론 교통과 통신 

이 발달한 지구화 시대에 한택의 대학들도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그 

러나 외국대학듬이 지리적 이점에 근거한 교육 토대의 우윌성을 갖는다고 말할 때 더 근 

본적인 차이는 외국이 중심이고 내가 있는 곳은 주변이라고 인식하는 우리의 의식과 그 의 

식의 확대 재생산이다 다시 말하자면， 중심과 주변의 지리적 이분법이 우리의 의식을 지 

배하는 한 아무리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교수와 학생을 유치한다고 해도 외국대학의 

교육 토대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관념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Gilbeπ 2001; 

BhaBha 2002; 하영선 외 2009; 부산대학교 인운한국 2010) 

따라사 우리의 정치학 JlI육에서 교육문대륜 강화사가가 위해서는 중선과 주변의 지리적 

이분법을 해지1하는 젓이 급선무이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학생 

들에게 외국대학과 우리 대학을 두루 경험하게 하여 자신들의 의식 속에서 중심과 주변의 

거리를 없애는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한국의 대학원에서 정치학을 공부하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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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에게 외국대학과의 지라적， 공간적 장벽을 없애는 방법은 첫째， 유수의 외국 대학들과 

공통학위 협정을 맺어 양국에서의 수학 기회를 부여한 뒤 이를통해 공동학위를 수여하고， 

둘째，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교환학생 제도를 활성화 시켜 외국에서의 충분한 현지 조사의 

기회를 주며， 셋째， 이러한 제도를 전체적으로 유지할 충분한 장학금을 확보하여 제공하 

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우려가 세계대학과 직접경쟁 해야 하는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서는 교육 토대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적어도 세 가지 제도적 장치를 검토해야 하는데 그것 

은 1) 세계 대학과의 공동학위 협정 확대， 2) 교환학생 제도의 활성화 3) 장학금 지원의 확 

대라고말할수었다 

외국대학들이 더 우수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두 번째 근거는 연구내용의 심 

화에서 보여주는 우월성이다 연구 내용의 우월성에서 관건은 첫째， 연구 주제의 전문성， 

둘째， 연구 방법의 과학성， 그라고 셋째， 연구의 창조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연구의 전문성 

이 뛰어나다는 것은 매우 세분화된 연구주제를 오랫동안 축적된 자료에 근거해 깊이 있게 

다루는 장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 한다. 연구 방법의 과학성은 다양한 양적， 질적 방 

법론의 표육을 통해 어떤 연구주제를 다루든 그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충분한 논라적 분 

석 도구를 갖고 있다는 것을 뭇한다 연구의 창조성은 정치세계를 이해하는 새로운 시각 

과 영역의 개척을 통해 연구 주제에 관한 담론을 선점해 가는 힘을 의미한다 

물론 이 세 가지 분야에서 외국의 모든 대학들이 한국의 대학들 보다 항상 더 낫다고 말 

할 수는 없다. 오히려 한F국의 대학들이 상대적인 장점을 가질 수 있는 분야가 연구의 내용 

과 관련된 영역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주제의 중요성과 대중성은 학술저널과 출판시장 

을 장악하고 있는 서구의 힘， 즉 학문의 유통구조에서 담론을 생산하고 확산시키는데 영 

향력을 발휘히는 서구 중심의 학문 구조에 의해 삼당 부분 좌우된다는 점도 직시해야 한 

다. 따라서 한국의 대학들이 연구 주제의 전문성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려만의 독 

특한 분야를 개발해야 하고 특히 지방정치， 한국정치， 동북아국제정치， 아시아 비교정치， 

한국 및 동양 정치사상 등의 분야에서 연구 자료와 연구 인력을 축적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갇이 확보된 연구 주제의 전문성은 연구 방법론의 과학화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연구 

방법론은 질적 및 양적 방법론을 얼마나 철저하게 대학원 표육과정에서 훈련시카느냐의 

문제이고， 특히 미국 정치학계가 보여준 방법론 논쟁은 질적， 양적 방법론의 균형이 중요 

함을 말해준다{김남국 2005) 표수 충원과 대학원생 선발， 학술지의 출판에서 어느 한 방 

법론을 선호하는 비대칭적인 권력 구조가 지속될 때 중요한 문제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 

하는 문제 중심의 연구(problem driven research)가 아닌 특정 방법론을 이용하여 분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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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문제만을 연구하는 방법론 중심의 연구(mεthod driven research)가 유행하게 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연구 주제와 연구 방법에서 이러한 노력은 비교， 사상， 국제 또는 양적” 

질적 방법론 등의 전통적인 이해를 뛰어 넘는 융합을 통해 새로운 영역의 개척으로 이어져 

야 할 것이다 즉， 연구주제의 전문성과 연구 방법의 과학화를 기초로 하여 서구 중심의 학 

문 제계를 넘어서는 융합을 통해 세계 정치학의 발전에 기여하는 창조성을 보여 줘야 하는 

것이다 (Canclini 2011) 요약하자면， 세계대학과의 경쟁에서 한국대학이 갖는 기회를 극대 

화하기 위해서는 연구 내용의 섬화라는 차원에서 세 가지 영역을 강화해야 하고 그것은 1) 

연구 주제의 전문화， 2) 연구 방법의 과학화， 3) 연구 융함을 통한 창조성의 제고라고 말할 

수있다 

이 글에서는 우리 대학원 정치학 교육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라 

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11장에서는 서구 및 아시아 8개 대 

학의 교육 토대와 연구 섬화 현황을 살펴보고 Il1장과 1V장에서는 우리나라 주요 대학들 

의 현황을 검토하여 비교한다， 한국의 대학원 정치학 교육이 맞는 위기와 기회는 적어도 

세 가지 층위의 대학들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BK사엽 수행 

대학원， 수도권 대학원， 그리고 지방대학원 등 세 가지 대학군은 각자 다른 조건과 상황에 

서 겸쟁에 노출되어 있고 위기를 맞아 나름의 대응을 보여주고 있다 V장 결론에서는 국내 

세 가지 대학군의 현재 모습을 바탕으로 한국 대학원 정치학 교육의 개선을 위해 교육 토 

대와 연구 심화의 영역에서 가능한 대안을 정리하지로 한다， 

II. 외국 주요 8개 대학의 사례 

이 장에서는 하버드대학교， 여l일대학교， 옥스퍼드대학교， 캠브리지대학교， 베를린대학 

교， 파리정치대학교， 동경대학교， 북경대학교 등 8개 대학을 중심으로 연구 심화의 내용과 

교육 토대 구축의 현황에 대해 살펴본다 연구 내용의 심화에서는 연구 주제의 전문성， 연 

구 방법론의 과학화， 연구의 융합의 정도에 대해 알아보고， 교육 토대의 구축에서는 공통 

학위 협정의 제결 내역과 교환학생 제도의 도입 상황에 대해 삼펴본다 교육 토대의 구축 

의 중요한 축인 장학금 내역은 자료의 접근이 쉽지 않아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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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버드대학교 

하버드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교육에서 연구 주제는 크게 정치사상， 미국정치， 비교정치， 

국제정치 등 네 가지 분야로 나눠진다. 각 분야에 대한 대학원 입문 수준의 영역별 세미나 

(field seminar)가 개설되어 있으며， 각 분야 별로 전문성에 초점을 맞춰 눈에 띄는 과목은 

정치사상 분야에서 정치이론과 공공영역， 합리적 선택이론의 철학적 기초 등이 았고 미국 

정치 분야에서 연방주의의 정치경제학， 교육 정치학과 정책 퉁이 았다. 비교 정지 분야에서 

는 사회자본과 공공 사건， 비교정치와 복지국가 등이 있고 국제정치 분야에서는 냉전이후 

지구 정치， 국제정치이론의 비판적 검토 등의 과목이 개설되어 았다 

하버드대학교는 대학원생들에게 연구 방법론과 관련된 세 가지 요구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는 양적 방법론 과목의 이수이고， 둘째는 정치 이론 과목의 이수， 셋째는 연구 방 

법 계획의 제출이다. 대학원 입학 이후 l년 안에 제출해야 하는 연구 방법 계획에는 게임이 

론과 모델， 통계분석， 문현 연구， 고대 중세 언어， 현장조사 방법， 조사계획， 인터뷰， 사례연 

구， 사회과학 철학， 텍스트 분석 등의 다양한 방법론 가운데 자신의 연구가 통원할 방법에 

대해 제시하고 각 학생은 지도교수와 방법론적 도구를 어떤 수엽과 세미나를 통해 얻을 

것인지상담해야한다.특허 정치학연구의 접근방법과목은필수수강세미나이며 연구를 

위해 펼요하다고 여겨지는 외국어 가운데 하나를 사전 없이 약 750단어 정도의 정치학 관 

련 문건을 한 시간 내에 번역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사할 줄 알아야 하며 이를확인하는 시 

험을친다. 

하버드대학교의 연구 분야는 이론， 비교， 국제， 미국 정치 등 네 가지 분야로 나뒤어져 있 

지만 서로 엄격하게 분리되어 았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각 분야의 세미나에 

서는 전통적인 연구 영역을 넘나드는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특히 박사 논문에서는 두 분 

야 이상을 포괄하는 주제를 다룰 것을 권장한다 예컨대， 미국 정치와 미국 정치사상을 결 

합시킨 헌정주의에 관한 논문， 국제정치와 비교정치를 결합시킨 외교 정책 비교 연구， 윤 

리와 경제， 그리고 법을 결합시킨 융합논문 등을 장려하고 있다. 

하버드대학교는 정치학분야에서 다른 나라 대학과공동학위 협정은 맺고 있지 않다. 그 

러나 하버드대학교 내익 전문 대학원들과 공동학위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있고， 특히 로스 

쿨과 법학전문박사 공동학위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물론 정치학과 로스쿨에 각각 

따로 입학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버드대학교는 정치학 분야에서 독자적으로 교환학생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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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을 갖고 있지는 않고 하버드 대학원 전체 차원에서 시앙스포， 버클리， 브라운， 시카 

고， 콜롬비아， 코넬， 매사추세츠공과대학， 펜실베니아대학교， 프린스턴， 스탠포드， 예일대 

학교 등과 교환 협정을 맺고 있다 학생들은 한 학기 또는 일년을 위의 대학들에서 수학할 

수있다 

2. 예일대학교 

예일대학교는 정지학 분야의 연구 주제를 정치사상， 국제정치， 비교정치， 미국정치， 정치 

경제 등 다섯 가지의 기본 영역으로 나누고， 방법론 분야를 양적 경험 연구 방법， 질적 문헌 

연구 방법， 모델 유형이론 등 세 가지로 나누고 였다. 학생들은 이상의 총 여닮 가지 분야 

가운데 세 분야에서 우수한 능력을 보여야 하고， 다섯 가지 기본 영역에서 두 분야 이상을 

포함하는 학위 논문을 작성해야 한다 예일대학교는 정치경제를 주요 분야 중 하나로 분 

류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예일대학교의 정치학 교육에서 연구 방법론 분야에는 경험분석 및 연구 방법， 게임이론 

과 정치적 적용， 절적 현장 조사론， 비교 역사 방법， 연구와 작문 등이 개설되어 있다 연구 

주제 분류에서 보등이 방법론은 양적 경험 연구 방법， 절적 문헌 연구 방법， 모델 유형이론 

등 여닮 가지 영역 가운데 세 개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학생들은 연구 방법론 수엽 

에서 반드시 시힘을 치러 합격해야 하고 외국어는 전공 논문을 읽을 정도의 능력을 보여나 

하지만 모델유형이론이나 통계 수엽을 두 학기 수강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예일대학교의 연구 융합 시도는 특히 정치학 교수 충원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예일대 

학교 정치학과는 미국 정치학계의 대표적인 영역 분류 방식인 사상， 비교， 국제， 미국， 방법 

론 등의 전통적인 분류를 버리고 질서， 갈등， 폭력(order， conflict, and violence), 대표와 대 

중 지배(representation and popular rule), 분배의 정치학(distributive politics), 정체성， 소 

속， 충성(identities， affiliations, and allegiances), 제도의 성립과 작동(crafting and operating 

institutions) 등의 다섯 분야로 나누어 채용하고 있다. 새로운 각 분야는 연구 주제를 중심 

으로 비교， 국제， 사상， 마국정치， 방법론 등을 교차시켜 함께 다루는 것을 장점으로 본다 

예컨대， 칠서‘ 감등‘ 폭력 분야는 혁명‘ 감등‘ 범죄‘ 폭력 등흘 중선-。 로 투거디데스‘ 마키아 

벨리， 칸트 등의 이론과 새로운 국제질서의 성립 및 초국가적 정치 질서의 변화를 종합적 

으로 다루는 학자를 찾고 있다 

예일대학교는 정지학과 차원에서 동 대학 로스쿨 및 환경대학원과의 공동학위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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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을 제공한다 정치학과가 주체적으로 맺은 세계의 다른 나라 대학과 공동학위 프로그램 

은 없지만 예일대학교 대학원 차원의 협정들은 있다 정지학과 대학원생들은 이 프로그램 

들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예일대학교 대 

학원 전체 차원에서 시앙스포， 버클리， 브라운， 시카고， 콜롬비아， 코넬， 하바드， 매사추세 

공과대학， 펜실베니아대학교， 프린스턴， 스탠포드대학교 등과 교환 협정을 맺고 있다. 학 

생들은 한 학기 또는 일년을 아 대학들에서 수학할 수 있다. 정지학과 대학원생들은 해외 

교환 프로그램으로 옥스퍼드대학교의 너펼드칼리지와 맺은 협정에 따라 방문 수학할 수 

있다 

3 베를린자유대학교 

베를린 자유대학교 정지학부의 연구주제는 미국식의 사상， 비교， 국제， 방법， 마국정지 

등의 분류와는 다르게 정치의 기초， 정치체제 및 정책 분야 비교， 정치경제， 국제정치 및 

지역연구， 사회연구 및 시민교육 등 다섯 개 영역으로 분류되어 였다. 각각의 연구주제는 

그 아래 세부 주제로 나눠져 있으며 세부 주제는 연구소와 연계 되어 있다. 정치학의 기초 

에는 정치와 문화， 성과 다양성， 법과 정책， 이론과 아아디아의 역사 등의 세부 주제가 있 

고， 정치체제 및 정책 비교에는 환경정책 연구， 정치사회학， 정치와 기술， 사회정책과 비교 

문학， 차별과 생적 취향， 경험사회연구의 방법 등의 주제가 있다. 정치경제에는 국내외 노 

동조합 정치， 노동관계의 정치적 규제， 지구화와 새로운 문제 등의 세부 주제가 있고， 국제 

정치 및 지역연구에는 유럽통합연구， 중동정치， 외교정책연구， 평화와 갈동연구， 라틴아메 

리카 연구， 동유럽 연구 등의 주제가 있다. 사회연구와 시민 교육에는 성인 정치교육， 정치 

학교육등의주제가있다 

방법론 분야가 따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그 중요도는 연구주제 및 담당 분야의 

프로그램에서 드러난다 방법론에 특화된 연구 분야에는 정치체제 및 정책 비교 연구 주제 

하의 경험적 사회연구 방법론이 았으며 나머지 분야에서도 개론 수준의 방법론을 지도하 

고 있다 베를린 자유대학교의 정치학 연구 주제 분류 자체가 연구 융합의 시도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단순히 정치학 내부에서 융합을 시도하는 수준을 넘어서 정치， 경제， 문화， 

볍 동의 학문을 유동적으로 융항한 학제간 연구를 장려한다 

베를련 자유대학은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통하여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등 16개국 

40개 대학과 꽁동 학위 협정을 맺고 있다 이 공동 학위는 주로 학사와 석사 학위에 대한 



188 한국정치연구 제20집 저12호(2011) 

것이고 박사학위 과정에 대한 공동학위 협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치학 전공 학생들은 에 

라스무스 프로그램을 통해 공동학위를 취득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베를련 자유대학 

정치학부는 파리정치대학교와 석사과정 공동학위 협정을 맺고 있다 프랑스-독일 석사 공 

동학위 프로그램을 선택한 프랑스， 독일 및 기타 국가의 학생들은 첫 번째 해를 프랑스에 

서 보내며 유럽문제와 국제문제 가운데 한 가지들 전공하게 된다. 석사 논문이 끝나는 두 

번째 해를 학생들은 베플련에서 보낸다 공동학위 프로그램을 마친 학생들에게는 시앙스 

포 정치학 석사학위와 베를린 자유대학 정치학 석사학위가 동시에 수여된다 

4 파리정치대학교(L’Institut d’etudes politiques α Sciences po) 

파리정치대학은 몇 년 단위로 중요한 연구 주제를 종합적으로 재구성하여 발표하고 있 

으며 전문가들 및 정치가들의 실질적 필요 분야와 학문 연구를 연계시가는 전통을 고수 

하고 있다.2009년부터 2013년 기간 동안에 선정된 연구주제는 데이터와 방법， 경제의 사 

회 정치적 침투， 정치의 변화 규모， 국가의 전환， 불평등과 민주주의， 지구의 정치학， 도시 

와도시정책， 전쟁과평화의 새로운형태 등이다 파리정치대학교는 정치학석사학위라는 

일반적 인 학위는 없고 각 연구 분야에 대해 22개의 주제별로 세분화된 석사학위플 수여한 

다 예컨대， 국제개발학 석사， 국제안보학 석사， 국제공공관리학 석사 등이다 박사학위는 

정치학， 법학， 경제학， 역사학， 사회학 박사 등 5개 분야에 결쳐 수여한다 

연구방법론은 시앙스포의 국제문제대학원(Paris school of international affairs)의 경우 

기본강좌를 통해 국제적 이슈에 대한 개념적， 방법론적 기반을 중시한다 기본강좌는 국제 

경제， 세계 정치 및 공공 국제법에 대한 강의와 세미나 형식의 개별지도로 이루어진 48시 

간의 기초 코스와 질적 방법론 및 처리 기술에 대한 두 개의 24시간 코스로 이루어진다 

학생들은 한 가지 연구주제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연구 센터를 연겨1하여 센터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연구 융합을 시도한다 이러한 연구 융합의 노력은 역사， 사회학， 겸제， 정치 

학， 법학을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진행된다 파리정치대학교에는 국제관계 연구센터， 정치 

연구센터， 정제연구센터， 세계경제연구센터， 사회변화연구센터， 조직 사회학 연구센터， 프 

랑( 역사연구센터， 유럽연구센터. 사회정치 자료센터 등 아홉 개의 연구 센터가 있다 

파리정치대학교는 세게 각국 35개 대학과 공동 학위 협정을 맺고 있다‘ 그 가운데 대표 

적얀 사례로 석사과정에서 런던정경대학(LSE)과 국제문제， 유럽문제， 도시정치 등의 분야 

에서 협정을 맺고 있고， 베률련 자유대학과도 국제문제와 유럽문제 분야의 협정을 맺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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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외에도 이탈리아의 보코니대학교， 모스크바 국제관계 대학원， 콜롬비아 국제공공대 

학원(SIPA) ， 콜롬비아 법학전문대학원， 조지타운 법학전문대학원， 펜실베니아 법학전문 

대학원 등과 국제문제와 국제금융 분야의 공동학위 협정을 맺고 있고， 아시아에서는 푸단 

대학교와 유럽 및 아시아 국제문제 분야， 북경대학과 국제관계 및 개발， 게이오대학과 경 

제학의 공동학위 협정을 맺고 있다. 박사과정에서는 콜롬비아 대학교 정치학과 및 막스플 

랑크 연구소의 정치학 분야와 공동학위 협정을 맺고 있다， 파리정치대학교는 석사과정에 

서 전 세계 61개국 약 200여 개 대학과 교환학생 협정을 맺고 있어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 할 수 있을 것이다 박사과정은 버클리， 시카고， 콜롬비아， 하바드， 프 

린스턴， 위스콘신， 터프츠， 예일대학교와교환학생 협정을 맺고 있다 

5. 옥스퍼드대학교 

옥스퍼드대학교의 정치학 교육은 정치 및 국제관계학과에서 담당한다. 옥스퍼드대학교 

정치학과에서 수여하는 석사 학위는 전공분야에 따라 비교정부， 유럽정치사회， 정치이론， 

국제관계， 정치조사， 정치이론조사 등으로 세분화 되어 있다. 박사 학위는 정치학과 국제 

관계학으로 나누어 수여한다 지도교수의 튜터식 훈련이 중요한 옥스퍼드대학교에서 연 

구센터의 강연이나 세미나 등의 프로그램은 연구 주제를 찾고 심화시키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 정치학 관련 연구센터에는 국제학 연구센터， 지구 경제 거버넌스 프로그램， 옥 

스퍼드 윤리， 법， 무장 갈등 연구소， 정치 이데올로기 센터， 불평등과 민주주의 연구센터， 

공공정책센터， 사회정의 연구센터， 아프리카 정부 연구 네트워크，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 

사회조사를 위한 계량 방법 스쿨 등이 있다 이 외에도 각 칼리지는 매 학기마다 지역연구 

나 정치 이론을 주제로 다양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예컨대， 지역연구로 유명한 세인트 얀 

토니스 칼리지는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라틴 아메리카， 중동， 일본， 러시아 연구 센터가 

매 학기 강연과 세미나를 통해 학생들의 연구를 심화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정치학 방법론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것은 모든 학위 과정 프로그램에 연구 방법과목 

이 필수로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프로그램은 연구 윤리를 비롯하여 양적 연구 방 

법론과 질적 연구 방법론을 두루 포함하고 있다 학생들은 방법론 세미나에 참여하거나 

개설된 강의를 수강한 후 해당 방법론에 대해 지도교수와 토론을 통해 이해 여부를 확인 

한다- 옥스퍼드 대학이 연구 방법론의 주제로 제시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은 매우 포괄적인 

데 정치 이론과 비교정부론을 전공하고자 하는 석사과정 학생들에게 통계학， 인터뷰， 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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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 분석， 패널 데이타， 시계열 분석， 다층 모델작업， 사회과학의 철학， 정치사상사의 문제 

와 방법 등에 대해 배올 것을 권장하고 있다 

옥스퍼드대학교 특유의 뀔리지 체계는 다양한 학문 분야의 교수와 학생이 한 대학의 공 

간 안에서 생활 공동제를 이루게 하여 학제적 연구를 위한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제공한다 

특히 학제적 연구를 위한 프보그램(school of interdisciplinary area studies)에서는 에너지 

의 지리정치학이나 테러와 정보 등 각 지역을 교차 연구할 수 있는 주제의 세미나를 제공 

하며 각 지역 대한 개별 연구에서도 정치， 경제， 인류학， 사회학， 문화 분야의 공동 연구를 

통해 그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시도한다， 학부에서 정치학， 철학， 경제학(PPE) 등 

연계전공을 도임하여 학제적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전통은 대학원에서도 그대로 장려되고 

있다 

옥스퍼드대학교는 영국 및 다른 나라 대학과 공농학위 협정을 맺고 있지 않지만 독일의 

브레멘대학교 빚 괴팅겐대학교와 펠로우 프로그램 협정(Anglo-German State 0 1' the State 

Fellowship Programme)을 맺고 있고， 프린스턴대학교와 금로별 리더 프로그램(Oxford← 

Princeton Global Leaders Fellowship Programme)윤， 파리의 시앙스포와는 세계의 정치체 

제와 사회의 진화를 비교 분석할 연구 그룹 협정(Oxford-Sciences PO Research Group in 

the Social Sciences)을 맺어 학생과 학자 교류를 하고 있다， 

6. 캠브리지대학교 

캠브리지대학교의 정치학 교육은 인문사회과학 대학의 정치학 및 국제관계학과 

(Department of Politics and Intemational Studies) 에서 담당한다 정치학은 크게 정치사상， 

국제정치， 정치경제， 비교정치로 분류하고 주요한 연구센터로 거버넌스와 인권 센터， 국제 

학연구센터， 정치사상센터가 있다 정치사상은 역사와 철학분야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발 

휘하기 위해 공동 연구를 하고， 국제정치는 외교안보， 국제사， 국제법을 포팔하고 있다 정 

치학과에서 수여하는 학위는 정치학석사와 국제관계학 석사， 정치학 박사 등이다 박사학 

위 연구 주제의 예로써 정치학과가 제시하는 제목들은 외교정책분석， 안보 전략 연구， 전 

쟁과 간듀‘ 평화구축， 팍제정지경제‘ 국제무역 빗 개반‘ 국제기구‘ 국제지역연구， 국제법， 

인종갈등， 흰경， 이인과 정치1 성， 정지이론과 역사， 유럽정치， 국제관계사， 정당과 민주화 등 

이다 

캠브리지대학교 정치학 대학원 과정은 정치학 연구플 위한 방법론 과목을 필수 이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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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으로 정해서 입학 첫 해에 듣게 하고 있다 이 파목의 첫 부분은 연구 설계나 양적， 질적 

연구， 사례연구 등 서로 다른 이론적 경험적 방법에 대해 배우고， 둘째 부분은 자신의 논문 

에 필요한 방법론에 대해 토론한다 학생들은 심리학과 및 사회학과와 연계하여 이들 학 

과가 개설한 방법론과목을 들을 수 있다. 

캠브리지대학교는 미국식 정치학 분류와 유사한 사상， 국제， 비교， 정치경제 등의 하위 

분야 분류를 갖고 었지만 기본적으로 연구 주제를 중심으로 정지， 경제， 철학， 법， 역사 등 

각 학문분야를 융합한 연구를 장려한다. 이외에도 정치학과가 속해있는 공동 학문 그룹 

(Politics, Psychology, Sociology and Intemational Studies: PPSIS)과 역사， 고전 등 세 분야 

가 함께 학생을 교육시켜 학위를 수여하는 정치사상과 지생사 석사학위가 있다 이 학위 

를 받기 위해서 학위논문은 적어도 두 개의 학문분야를 포함하는 연구이어야 한다. 캠브리 

지대학교 정치학과는 다른 대학들과 공동학위 협정을 맺고 있지 않으며 유럽통합사 연구 

그룹에 속한 학생들의 경우유럽의 다른 대학들에 소재한 유럽센터에서 수학할수 있다 

7. 북경대학교 

북경대학교에서 정치학 교육은 정부관리학원 정치학계와 국제관계학원에서 담당한다， 

학원은 한국의 대학에 해당하고 계는 우리의 과에 해당한다. 국제관계학원은 국제정치학 

계， 외교학계， 국제정치경제학계， 세계사회주의연구소， 국제관계연구소， 아시아아프리카 

연구소로 구성된다 북경대학 정부관리학원 정치학계의 석사과정은 정치학 이론， 중외정 

치제도， 중국공산당사， 박사과정은 정치학 이론과 방법， 중국정부와 정치， 비교정치 등으 

로 구성되어 있다 북경대학 국제관계학원의 대학원 교육은 7개의 석사과정， 즉 국제정치， 

외교학， 국제관계， 국제정치경제학， 중외정치제도(comparative political systems), 중국공 

산당사， 과학사회주의와 국제공산주의운동이 있고， 5개의 박사과정， 즉 국제관계， 국제정 

치， 외교학， 과학사회주의와 국제공산주의운동， 중외정치제도 똥이 었다. 박사과정 프로 

그램 중에서 국제정치， 외교학， 과학사회주의와 국제공산주의운동은 국가에서 지정한 중 

점과정이다. 

북경대학교 정치학 연구의 방법론은 주로 법적， 제도적 접근이나 사상， 역사적 접근이 

주를 이루지만 정치학 연구 방법， 실증연구 설게와 통게분석， 사회조사의 이론과 방법， 연 

구설계와 설천 등의 계량적 방법론을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북경대학교의 정치학 관련 대 

학원 교육은 제도 및 사상 측면에서 중국 정치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서구식 정치학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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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는 전혀 다른 체계를 갖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마르크스주의 전통이 정치경제들 바탕으 

로 학분 분야 간의 총체적인 연구를 추구한다는 점에샤 다른 대학이 보여주는 연구의 융 

합이나 학제간 연구와 그 의미가 다를 수 있다- 중국정치와 중국공산당 연구 등 특화된 분 

야가있지만동아시아지역연구등과관련하여특화된측면은찾아보기 쉽지 않다 

북경대학교 정부관리학원은 영국 런던정경대학교(LSE)와 석사과정 공동학위 협정을 

맺고 있다 이는 북경대학 정부관리학원 공공정책학과와 런던정경대학교(LSE)의 공공정 

책학과 간의 공동 석사학위 수여 협정이다 첫 해에는 북경대학 정부관리학원에서 수학하 

고， 두 번째 해에는 런던정경대학교(LSE)에서 수학하는 방식이다 북경대학 정부관리학원 

은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대학교와 공공정책， 국제관계 공동학위 협정을 맺고 있다 뉴질 

랜드 빅토리아대학교의 역사， 철학， 정치 및 국제관계 대학과도 공공정책， 국제관계 석사 

과정의 공동학위 협정을 논의 중이다 이 외에도 북경대학교 대학원 차원에서 세계 40여개 

국 128개 대학과 교류협정을 맺고 있고 학생해외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8. 동경대학교 

동경대학교 법학부에는 법학정치학연구과， 로스쿨， 공공정책대학원 등 세 가지 대학원 

과정이 었고 정치학 교육은 법학정지학연구과에서 주로 이뤄진다 공공정책대학원은 경 

제학연구과와공동으로 설립한 특수대학원으로 공공정책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법학정치 

학연구과(정지학 대학원)에는 기본적으로는 정치사상， 정치이론， 정지사， 비교정치， 국제 

정치， 행정학 등의 세부 분야가 였다 그러나 그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고 정 

지학연구과에는 있는 여러 연구회의 성격을 보면 학제적 연구의 성격을 알 수 있다 동경 

대학교 정치학연구과의 연구회는 정치학연구과 전， 현직 교수， 대학원생， 및 정치학연구과 

룰 졸업하고 타 대학에 취직한 교수와 강사들이 참여하는데 1) 정치이론연구회 정치사상， 

정치이론， 2) 정치사연구회-일본정치사， 서양정치사， 미국정치사 등， 3) 비교정치포럼-비교 

정치， 국제정치， 4) 행정학연구회 등이 있다 

동경대학교에는 연구 방법론만을 특화하여 전문적으로 강조하는 과정은 없고 방법론 

은 연구자 각자가 자신의 연구 주제에 따라 저절한 방변을 지유롬제 추구하고 있다 전반 

적으로 역시외 사상이 증시된다‘ 따라서 정치사 분야가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동양정치사상과 서양정치사상 분야는 높은 연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연구자는 정치이 

론， 정치사， 비교， 행정학 등 네 가지 연구회에 중복 소속되어 연구 활동을 한다， 특히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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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과 다른 점은 첫째， 비교정치와 국제정치가 비교정지포럼이라는 연구회에 공동으로 

속해 았다는 점， 툴째， 행정학이 정치학의 한 분야라는 점， 셋째， 정치사 분야가 상탕히 중 

요한 축을 형생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동경대학교에서는 국제정치 분야에서도 외교사가 

중시되고 따라서 정치사 분야의 경쟁력이 높다 동경대학교 정치학연구과에 특별히 융합 

을 강조하거나 융합을 장려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엄격한 세부 분야의 경계 없이 

경계를 넘나들며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동경대학교 법학정치학연구과는 하버드대학교 

로스쿨과 학생 및 학자 교류협정을 맺고 있고， 영국 에섹스대학교와 학생 교류 협정을 맺 

고 있다- 공동학위 협정은 따로 맺고 있지 않다， 

III. 국내 대학의 연구 심화 현실 

1. 브레인 코리OKBK)사업 수행 대학원 

국내 대학들과 비교할 때 하바드나 옥스퍼드， 시앙스포， 북겸대 등 주요 8개 대학의 사 

례는 연구의 심화라는 차원에서 몇 가지 공통점을 보여준다. 첫째는 각 대학이 서로 다른 

고유의 정치학 연구 주제 분류를 통해 연구 분야룰 전문화 시커는데 노력하고 있다는 점 

이다 유럽의 대학들은 미국의 대학과는 다른 연구 주제 분류 체계를 갖고 있고 특히 아시 

아의 북경대나 동경대도 매우 독립적인 연구 주제 분류 체계를 갖고 있다 툴째는 이러한 

주제의 연구를 뒷받침할 다%댄} 방법론 과목을 개설하고 체계적인 방법론 교육과정을 통 

해 학생들의 과학적인 분석 능력을 향상시카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대학들은 방법론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에서 뛰어나고 유럽의 대학들도 다양한 질적 방법론과 함께 양적 방법 

론에 대한 균형 있는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는 연구 분야의 전문화와 함께 두 가지 이 

상의 정지학 분야를 아우르는 학위 논문 작성이나 다른 학문 분야와의 학제간 연구를 통 

해 연구융합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유럽대학들이 보여주는 학제간 연구는 시대 

를 이끌거나 변화를 선도하는 풍부한 상상력의 담론을 생산해 낼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외국의 주요 대학들이 보여주는 연구의 전문화와 연구 방법론의 과학화， 연구 융합 등 

의 수준에 가장 근접해 있고， 이와 같은 장점을 실현시킬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갖고 

있는 국내의 기관은 결국 BK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대학들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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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정 치학 분야의 BK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대학은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그리고 

이화여대 튜 네 개 대학이다 이들 대학은 정치학 연구 주제에서 미국식과 비슷한 정치사 

상， 비교정치， 국제정치， 한국정치 등의 분류를 택하고 있다. 서울대는 근대 탈근대 중첩의 

정치학을 BK사업의 주제로 하여 정치학 각 분야의 재해석을 강조하고 있다， 근대-탈근대 

국제관계， 근대-틸근대 비교민주주의， 탈근대 정치사상 연구， 탈근대 변혁이론 등의 과목 

이 BK사업 주제와 관련된 과목이고 2010년 정치외교학부 통합 이후 국제정치 전공의 교 

수가 다수를 이룬 가운데 한국외교정책연구， 탈근대 세계정치연구， 지역정치와 세계정치， 

환경 및 에너지 국제정치， 국제문화연구 등 국제정치 과목이 집중적으로 개설되어 있다. 

고려대 BK사업의 주제는 한국정치학의 세계화로서 정치학의 여러 분야 가운데 특히 산업 

화와 민주화의 경험 등 한국정치에 대한 연구를 전문화시켜 서구 중심의 이론 틀을 넘어서 

는 새로운 정치학 이론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정치 과목을 특별하게 더 개 

설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전제 정치학 분야의 토대를 강화하기 위해 비교정치이론， 국제정 

치접근법， 정치사상사론을 기초 공통과목으로 정해 모든 대학원생이 이수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연세대는 BK사업 주제로 아시아적 정치학 교육 연구의 구축을 목표로 특히 아시 

아 민주주의， 아시아 공동체， 아시아 평화짐서 등 아시아와 관련된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이화여대 BK사업은 미주 지역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여 남미와 북미를 포팔하는 지역 

연구 분야의 교육과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서울대는 연구방법론 과목으로 정치학연구방법론과 계량정치분석을 개설하고 있고， 연 

세대도 정치학방법론연구와 계량정지방법론， 고려대는 정지조사방법론， 국제관계연구방 

법론을 개설하고 있다 이화여대는 정치학연구방법론， 정치통계분석， 비교정치연구방법론 

을 개설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양적 방법론이 우세하고 고려대의 국제관계연구 방법론은 

절적 방법론을 주로 가르친다 서울대는 방법론 한 과목을 펠수로 정해 모든 대학원생들 

이 이수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다른 대학에서는 방법론이 필수 과목이 아닌 경우도 있다 

BK사업 자제가 기본적으로 다양한 정치학 분야의 융합을 통한 세계적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각 대학의 BK사업 주제 역시 근대 탈근대， 한국정치학의 세계화， 아 

시아적 정치학 구축 등에서 보등이 정치학 각 분야의 협업과 융합을 통해 해당 주제들 연 

구한다늑 꼭표플 밝히고 있다 융합은 정치학 안에서 두 개 이상의 세부 분야륜 함께 적용 

하여 연구하는 것이나 정치학과 아예 다른 분야의 학문을 함께 적용하여 연구하는 것을 

뭇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학생들이 다양한 정치학의 분야를 균형 있게 배워서 자신의 

연구에 종합적으로 적용할 때， 한 교수가 가르치는 수업이 학제적 접근의 주제를 다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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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때， 또는 두 명 이상의 교수가 관련된 주제를 함께 가르치는 공통 수업 및 세미나 등 

을 통해 진전될 수 있다. 물론 융합은 그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고 융합을 통한 총체적인 

현실 연구의 결과 새로운 정치학 이론과 창조적 지식을 만들어 낼 때 그 의미가 구현될 것 

이다 

2. 수도권대학원 

BK사업 수행 대학원들이 한국정치학의 세계화를 목표로 상당한 자금 지원을 받으면서 

특정 주제를 섬화시카는 데 일정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면 BK사업 지원을 받지 못하는 수 

도권 대학원들은 방향 모색에 어려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제로 수도권 대학들 

도 미국식의 사상， 비교， 국제， 한국정치 등의 분류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연구 주제의 

전문화라는 차원에서 보면 한국외국어대학교가 호F국정치문화연구， 한국이익집단연구， 한 

국의회정치연구， 한F국정당정치연구 등의 과목을 통해 정치과정 연구에 상대적으로 강점 

을 보이고 있다. 국민대학교는 정치사상 및 이론， 비교정치， 국제정치와 더불어 정치실무 

전공을 특화시켜 여론형성과 여론조사， 선거캠페인 전략의 이론과 실제， 지방정치의 이론 

과 실제，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정치홍보의 이론과 실제 등의 과목을 개설해 현실 정치의 

이론화를 통해 현실정치 밥전에 기여한다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명지대 역시 종F국정치 

과정론， 한국의회정치론， 한국정당정치론， 한국선거정치론 등 한국의 정치과정에 중점을 

둔 과목들이 많다. 서강대， 중앙대， 경희대， 한양대， 건국대， 통국대 등의 교과과정과 연구 

주제는 정치학 모든 분야에 결쳐 고르게 분산되어 있고 성균관대는 동아시아 정치경제， 동 

아시아국제관계， 동아시아 국가발전 전략， 한국의 국가전략， 남북한 관계론 등의 과목이 

눈에 띈다. 숙명여대는 국내 대학 가운데 유일하게 외국인 교수가 아프리카 국제 관계론 

을 강의한다 아주대학교는 지방정치론， 시민참여론， 여성정치론， 선진국/개밥도^J국 정치 

경제론 등의 과목이 개설되어 았고， 인하대학교는 통양국제정치이론， 시각정치학 세미나， 

법정치학세미나， 지방정치학세미나등이 특이한과목이다. 

정치학 연구 방법론을 얼마나 철저하게 교육시키고 있는가라는 차원에서 보면 아주대 

가 연구방법론， 실증적분석방론， 통계학 1 .2 등 다수의 과목을 개설하여 학생들에게 제공 

하고 있고， 한국외대가 정치학방법론 연구， 분석P형연구， 서강대가 연구방법론 1 .2, 경희 

대가 정치학 방법론， 계량정치분석， 인하대가 정치학 방법론 1 .2 과목을 개설하고 있으며 

나머지 대학들도 방법론 과목을 한 강좌 정도는 개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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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학에서 국제정치나 비교정치， 정치사상과 비교정치， 국제정치와 정치경제 등 

을 교차하는 학제간 연구나 현실정치와 정치이론응 접목시카려는 시도가 보이지만 전체 

적으로 연구 주제의 전문화에 더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사실 상대적으로 

강점을 갖는 각 분야의 전문화가 이루어 져야 이룹 바탕으로 다른 분야플 융합하고 이러 

한 융합이 정치학의 새로운 분야 창출과 창조적 지식을 만들어 내는 데 시너지 효과플 발 

휘한것이다， 

3 지방대학원 

지망 대학원은 국내의 다른 대iiL들과 비슷하게 한국정치， 비교정치， 국제정치， 정치이 

론 등의 연구 주제 분류를 보여주고 있고 예외적으로 충남대가 정치사상 빚 비교정치 전 

공， 국제정치 및 외교안보 전공으로 연구 주제를 나누고 있다 지방 대학원들은 한국정치 

와 지방 정치， 지방 선거 등의 분야 과목을 기본적으로 개설하고 있는 대학들이 많다 경북 

대， 충북대， 영남대， 조선대， 전남대， 원광대 등이 이런 연구 주제를 다루는 과목을 개설하 

고 있다 부산대는 동아시아 지역주의， 동아시아 안보질서， 한반도 주변정세 연구 등 국제 

정치에서 동아시아와 관련된 과목이 많고 경남대학교는 한국정치특강， 한국정치세미나， 

남북한관계론， 북한정치연구 등 한국과 북한 정치에 관련된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전북대 

학교에는 지방정치와 지역정책， 전자정부론， 여성정치와 여성정책 등의 과목이 있고， 강원 

대는 이슬람 정치사상， 인도정치사상 등을 개설하고 있는 점이 독특하다 

지방 대학원들은 상대적으로 방법론 과목을 개설하지 않고 있는 대학들이 많지만 연구 

방법론을 가르칠 교수를 확보한 몇몇 대학의 정우 필수 과목으로 개설하고 있다 예컨대， 

경북대는 정치학방법론 연구와 계량정치망법론 1.2를 개설하고 있으며， 경남대는 정 치 

학방법론을， 영남대도 정치학방법론을， 충북대는 국제관계원본과 정치연구방법론을 기초 

공통 과목으로 지 정하고 있다 

연구의 융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동아시아 지역연구의 강조를 통해 비교정치와 국제 

정치를 융합하거나 지방 정치나 지방 행정을 함께 보면서 정치학이나 행정학， 정책학 등을 

융함한 과목이나 연구 시도 등이 눈에 띈다 각 지방정치의 맥락에서 긴급하고 중요한 현 

안을 연구 주제로 다루면서 필요한 학문분야나 방법론 등을 동원하면 자연스럽게 연구 융 

합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연구 융합의 관점에서 보면 지방 대학원이 반드시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볼 펼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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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국내 대학의 교육 토대 현설 

국내 대학 가운데 정치학 공동 학위 협정을 맺고 있는 대학은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가 일본 게이오대학교 및 도호쿠대학교와 맺고 있는 협정， 부산대학교 정치외교학과가 일 

본 가고시마대학교 및 호주의 뀐즐랜드대학교와 맺고 있는 협정이 전부인 것으로 보얀다 

고려대학교는 일본의 와세다대학교 및 파리의 시앙스포와 협정에 관한 대화를 시작한 단 

계이다 교환학생 프로그햄은 주로 학부 위주로 맺어져 있고 정치학과 대학원 차원에서 맺 

은 협정은 드문 것 갇다 그러나 학교 차원의 프로그햄에 참여하여 교환학생을 다녀온 학 

생이나 현지조사를 다녀온 대학원생들이 있다. 예컨대， 서울대학교 대외협력본부는 박사 

과정생의 연구 여건 개선 및 국제 협력 가반 구축， 국제 경쟁력을 갖춘 우수 학문 후속세대 

양성을 목적으로 1-2개월의 단기， 또는 6개월의 장기 해외 연수를 지원한다， 서울대와 고 

려대가 콘소시엄을 형성하여 유럽의 시앙스포， 보코니대학， 코펜하겐 비즈니스 스쿨， 폼페 

우 파브라 대학 등과 맺은 한국-유럽연합 교육협력 프로그램(ICI-ECP)은 3년 동안 정치학 

을 비롯한 사회과학을 전공하는 학부 및 대학원생의 유럽대학 방문 수학을 지원하였다， 

한국 대학원의 현실에서 공동학위 제도나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생들에게 

충분한 학비 및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장학금의 확충과 지속적인 유지 여부가 관건 

이다 아래의 장학금 통계는 각 대학에서 2010년 1 ， 2학가 동안 등록한 연인원을 바탕으로 

l년 동안의 총 장학금 액수와총 수혜인원을 각 대학 학과장과조교의 도움을 얻어 정리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BK사업 수행 대학들은 다른 대학과 비교할 때 등록학생 수나 장학금 

의 절대 액수에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BK사업 대학들 가운데서는 서울대의 재적생이나 

수혜인원이 고려대， 연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고 BK사업 대학이 아난 경우에는 서강대 

와 경남대 등이 절대 액수에서 가장 많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방대학의 경우 경남 

대와 경북대， 조선대 등의 대학원 등록생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고 다른 지방대학들은 독 

자적인 대학원 유지가 쉽지 않은 정도의 숫자를 보이기도 한다 경희대는 취업학생을 제외 

한 전원에게 조교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높은 장학금 수혜율을 기록하고 있고， 원광대도 

100퍼센트이지만 대학원 학생 수가 매우 적다， 장학금의 절대 액수는 각 대학마다 다른 등 

록금의 액수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예컨대， 경남대의 등록금은 590여 만원이고 경 

북대는 220여 만원이기 때문에 경남대의 등록금 변제 장학금을 포함한 절대 액수가 훨씬 

크지만 경북대의 장학금 내용이 수혜율이나 실제 학생 혜택에서 결쿄 적은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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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K사업 수행 대학원 

장학금 수혜내역(201이 
.lJl~ 등록생(201이 

수혜인원 금액(원) 수혜율(%) 

서울대 28 82 62 203,151 ,000 78 

연세대 19 232 144 549,813,300 62 

고려대 17 182 108 502 ,208,000 57 

이화여대 6 69 58 176,494,000 84 

2) 수도권대학원 

장학금 수혜내역(2010) 
교수 등록생(2010) 

수혜인원 금액(원) 수혀1율(%) 

서강대 10 33 29 103,615,000 87 

중앙대 12 41 22 71 ,280,000 54 

한국외대 7 38 16 33,364,000 42 

경희대 8 46 100 

한양대 5 21 9 40,284,000 42.9 

숙명여대 6 13 5 38,824,500 38.5 

동국대 6 27 18 39,576,000 66.7 

건국대 6 16 4 27,028,000 25 

국민대 7 9 6 46,321 ,600 66.6 

아주대 7 

인하대 9 24 II 36,894,000 45.8 

3) 지방 대학원 

교수 등록생(2010) 
장학금 수혜내역(2010) 

수혜인원 금액(원) 수혜율(%) 

부산대 7 13 6 9,156,000 46 

경남대 12 90 45 265,995,000 50 

경북대 9 39 20 45,590,000 51 

영남대 9 7 5 16,905,000 71 

강원대 5 6 2 800,000 33 

조선대 8 26 I1 19,514,500 42 

전남대 [ IO II 3 3,458,00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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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수혜내역(2이0) 
교수 등록생(20\0) 

수혜인원 금액(원) 수혜율(%) 

전북대 8 7 3 2,385,000 43 

충남대 6 13 5 9,036,250 38 

충북대 7 11 4 5,757,000 22 

원광대 5 3 3 3,573,000 \00 

국내 대학원의 교육 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써 공동학위 협정의 확대와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활성화는 기본적으로 외국대학과 국내대학의 툴리적 거리를 좁히는 데 필요 

한 정책이다. 이와 같은 유형의 정책은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서도 필요하다. 특히 서울대와고려대， 연세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0명 미만 

의 교수진을 갖고 있고 이처렴 교수의 절대 숫자가 부족한 상황은 다양한 세부 전공 과목 

의 개설을 어렵게 하고 연구 전문화를 뒷받침할 철저한 연구방법론 교육에도 어려움을 가 

중시킨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가장 좋은 방법은 더 많은 정치학 교수를 충원하는 것이 

겠지만 그것이 어려울 때 가능한 대안은 학점 교류와 교환학생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리 

적으로 인접한 여러 대학이 공동과목을 개설하거나， 아예 한 학기씩 다른 대학에서 수학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또는 같은 대학 내 다른 사회과학 분야와 공동으로 연구 

방법론 과목을 개설하는 것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교수진의 확보에서 여력이 있는 BK사 

업 수행 대학원이나 각 지역의 거접 대학원이 방법론 과목을 집중적으로 개설하고 나머지 

대학원의 학생들이 학점 교류를 통해 해당 과목을 수강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외국대학과 국내 대학들이 맺는 공동학위 제도를 국내 대학원 사이에 도입하기가 현실적 

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학점교류의 활성화와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장려는 이러한 취지 

를 구현할 가장 현실적인 국내 차원의 대안인 셈이다. 

수도권에서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서울여대， 서울시립대， 경희 

대， 덕성여대， 한국외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등 14개 대학원이 학점교류 

협정을 맺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거나 설령 안다고 해 

도 대학간 울타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다른 대학에 가서 과목을 듣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대학 차원의 학점 교류 제도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각 대학의 울타리를 낮추 

고 대학 간 교류에 대해 장려하는 분위가가 필요하다. 석사 과정의 경우 박사학위를 위해 

계속 정치학을 공부할 학생과 석사를 마치고 취업을 할 학생을 구분하여 전문가 양성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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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과아카데미 과정을구분하는 젓도유용할수 있다 그러나한학과에 대부분 10 명 미만 

의 교수가 재직하고 상황에서 이 숫자의 교수진을 가지고 다시 두 가지 정로의 프로그램 

을 운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실제 19명의 교수진을 보유한 연세대학 

교는 이러한 두 가지 경로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고 있지만 현새 

까지 운영하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대학 내의 프로그램 구분과 함께 대학듬 사이의 역할 

분담， 즉 BK사엽 수행 대학， 수도권 대학， 지방 대학 등의 분류에 따라 또는 각 지역별또 

형성된 거점 대학을 중심으로 대학들이 전문가 양성 과정과 아카데미 과정으로 자연스럽 

게 역할 분담을 하는 것도 생각 해 볼 수 있다. 

교육 토대의 중요한 죽을 자지하는 장학금의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각 대학의 노력이외 

에도 정부 차원의 정책적， 전략적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 한국정치학회와 정치학 교수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2010년부터 시작된 한국 사회과학 기반연구 사엽(SSK)이 박 

사과정 학생의 해외연수를 3년차의 사엽계획에 펼수로 요구하고 있는 젓이나 한국연구재 

단이 국내 대학원 박사과정 입학X별 대상으로 연 3‘000만원씩 2년 동안 지원하는 글로변 

펠로우십을 신설한 것 등은 정부의 정책이 더 나은 방향으로 진전하고 있는 사례이다 물 

론 글로별 펠로우심은 2011년의 경우 280여 명을 선말했고 그 가운데 단 10명만이 사회과 

학 분야에서 선발되어 학문 분야 간 불균형이나 사회과학에 대한 홀대가 심각하다는 문제 

점을여전히안고있다 

국내 대학원 정치학 교육에 큰 변화를 가져온 BK사엽에 대해서 양적 경쟁에 초점을 맞 

춘 단기 섣적위주라거나 관료적 통제에 의해 학문의 획일화를 가져 온다는 비판의 목소리 

가 있지만 대학원 학생들의 장학금 지급에 기여하고 특히 국제학술회의 참7벌 격려하고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해당 분야의 가장 빠른 연구 동향을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자신 

의 연구 수준을 세계적인 백락에서 가늠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대학원 학생들의 이러한 경힘들은 연구 결과의 출판으로 이어져 2010년도에 고려 

대의 경우 평균 45명의 BK사엽 참여 학생들이 11편의 논문을 출판하였고， 연세대의 경우 

평균 28명의 참여 학생듭이 SSCI 논문 2면을 포함하여 14편의 논문을 출판하였다. 서울대 

는 37명의 참여 대학원생들이 SSCI 논문 l편을 포함한 5편의 논문을 발표하였고 소규모 

사업팀인 이화여대든 8명의 참여 학생듬이 l 펴의 논문을 출판하였다 이러한 노력듬은 양 

적인 축적 단계를 거쳐 궁극적ρ 무 한국 대학원 교육의 세계적인 경쟁력음 키우는 전적인 

발전을 가져 오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이외에도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국내 대학원의 중요한 변화 가운데 하나는 외국인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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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증가이다 전국의 거의 모든 대학원에 중국과 통남아시아， 중앙아시아 학생을 비 

롯하여 다양한 나라 출선의 외국인 유학생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국내 대학 출선의 우 

수한 학생틀이 대학원에 진학하는 비율이 낮아지거나， 직업을 가진 학생들이 대학원 학위 

과정에 입학하는 비율이 늘어나는 현실，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은 

우리 대학원에 입학하는 학생틀의 자질을 어떻게 평가하고 통제할 것인가라는 중요한 문 

제를 제가한다. 학생들의 자질은 두 가지 방향에서 통제를 시도할 수 있다 첫째는 입학관 

리이고 둘째는 졸업관리이다 입학관리는 법학전문대학원처럼 별도의 시험을 치러 각 대 

학이 활용하거나 미국의 사례처럼 GRE，시힘을 지러 각 대학이 활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시힘들은 한국에서 대학원 수학에 펼요한 논리학이나 한국어 능력， 기타 외 

국어 능력을 검증하는 잣대로 활용되어 외국인 유학생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력의 국내 학 

생들에게도 대학원 입학에 펼요한 자질에 대해 일정한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다. 졸업을 

공동관리 하는 문제는 각 대학이 갖는 독자적인 자치권과 교수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훨씬 복잡한 문제를 야기한다. 그러나 각 대학이 수여하는 학위와 한국정치학회나 

교육부가 주관하는 별도의 과정을 거쳐 수여하는 국가 박사학위 제도 같은 것을 구분하여 

사회적으로 서로 다른 권위를 부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이 증가하는 현상을 연구내용의 심화라는 차원에서 고려해 보면 여전히 

연구주제의 전문화와 연구방법론의 과학화， 그리고 연구의 융합을 통한 창조성의 제고가 

올바른 방향설정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유학생을 위해서는 연구 주제의 전문화라는 차원 

에서 지방정치， 한국정치， 아시아비교정치， 통북이국제정치， 동양 및 한국정치사상 등 우 

리가 특히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 분야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펼요가 있고， 방법 

론의 과학화라는 차원에서 보면 질적， 양적 방법론을 비롯하여 풍부한 방법론 교육을 제 

공하는 것이 펼요하고 특히 한국어를 통해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자질을 요구하고 그러 

한 요구가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외국인 유학생이 증가는 현상은 그 자 

체로써 연구의 융합을 위해서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 즉， 다양한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 

들이 서로 다른 시각과 자료에 대한 해석 등을 공유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융합을 통한 창 

조성을 성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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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국내 대학원 정치학 교육 과정의 경쟁력 제고 방안 

이제까지 한국의 대학원 정치학 교육에서 외국학위 우위 대 국내학위 열위라는 중심과 

주변의 이분법에 대응하는 방법은 극단적 주관주의와 극단적 객관주의의 두 가지 시도가 

주를 이루었다 극단적 주관주의는 1980년대에 유행했딘 사회과학의 한국화 운동을 꽁 

을 수 있다 당시 많은 대학원생들은 서구 중심주의의 펴1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 

리적인 단절을 선택했다 즉， 이틀은 외국유학을 가지 않고 한국의 대학에서 한국적 자료 

와 한국적 해석을 통해 수입이론과 수입 자료에 의존하던 한국의 사회과학을 바꾸고자 했 

다 이러한 시도는 서구 중심주의의 해처1라는 문제의식을 가진 소장학자들을 양산해 내는 

일정한 성과를 얻었지만 정작 그러한 길을 선택한 소장학자들은 세계화의 바람 속에 급속 

하게 변화해 가던 국내외 정세를 개인의 노력과 의지로 이겨내야 하는 힘든 과정음 겪어야 

했다 또한 내가 있는 곳을 중심으보 만든다는 이러한 접근은 결국 중심과 주변의 이분법 

을 그대로 눈 채로 또 다른 자기중심주의로의 침잠과 폐쇄성의 심화라는 부정적인 유산을 

남겼다 

반면， 극단적 객관주의는 중섬과 주변의 이분법을 개인의 힘으로 바꾸기 힘든 객관적인 

소건으로 인정하고 스스로 중심에 있다고 인식하는 외국의 대학에 가서 학위를 마친 다음 

귀국하여 연구를 계속하는 젓이다. 서구가 제시하는 연구 주제에 익숙하고 서구의 학계가 

요구하는 방법론을 구사하는 이들은 한국사회에서 연구 여건이 좋다고 평가되는 대학들 

에 자리를 잡았다 지구화의 물결이 경쟁력을 강조하고 서구학계가 인정하는 국제적인 업 

적 가준을 대학사회가 평가에 반영하변서 이들의 선택은 상대적으로 옳았던 껏처럼 비춰 

전다 그러나 이들의 뛰어난 성취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한계를 갖는다， 첫째， 이들의 업적은 

가본적으로 중심과 주변의 해저1라는 구조적 변화와는 무관한 개인 차원에서의 성취이고 

둘째， 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구 대학원 우위와 국내 대학원 열위라는 중심과 주변 

의 이분법은 그대로 유지되고 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극단적얀 객관주의 접근아래서 여 

전히 우수한 학생은 외국대학에 유학음 해 박사학위를 받아야 하고 국내의 교수들은 학생 

든유 외국의 좋픈 대학에 유학 브내늑 것 0 군 위안유 산아야 하다 즉‘ 이러한 시둔는 국내 

대학원의 경쟁력 제고라는 구조적 변화에 근본적인 도웅음 주지는 못하는 젓이다 

따라서 국내 대학원의 정치학 쿄육이 경쟁력을 갖기 위한 조건들을 다시 생각해 불 펼요 

가 있고 팔자가 생각하는 조건들은 크게 교육 토대의 강화와 연구 내용의 심화로 나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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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였다 교육토대의 강화 차원에서 공동학위 협정의 확대와 교환학생 프로그램 활성 

화， 그리고 장학금 지원 확대라는 제도적 장치들은 극단적 주관주의와극단적 객관주의를 

절충한 대안들이다， 이 제도를 통해 주관주의적 지리적 고립을 피하고 동시에 객관주의적 

서구 중심주의를 견제할 수 았을 것이다. 즉， 이와 같은 제도적 장치들은 중심과 주변의 이 

분법이 갖는 경계를 지리적， 물리적 장벽이라는 차원에서 객관적으로 해제하고 동시에 주 

관적으로 우리의 의식 속에서 재생산되고 있는 경직된 구분을 해체하는 작업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와 갇은 해체 작업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국내 대학원의 외국인 유학생 숫 

자도긍정적인기여를할수있다 

외국의 주요 대학틀 가운데 베를린대학교와 파리정치대학교는 각각 40개， 35개 대학과 

공동학위 협정을 맺고 있고 북경대학교도 런던정겸대학교나 뉴사우스웨일스 대학교와 공 

동학위 협정을 맺고 있다. 이에 비교하면 국내 대학툴 가운데는 연세대학교와 부산대학교 

가 각각 게이오， 도호쿠 대학 및 가고시마， 뀐즐랜드 대학 등 주로 아시아 대학들과 협정을 

맺고 있다 일단 국내의 대학들은 유럽의 에라스무스 운두스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중국과 

일본 등 동아시의 대학틀이 먼저 공동학위 교류협정을 맺어서 동아시아 고유의 이론과 시 

각을 만들어냄으로써 서구 학문체계의 비대챙적인 영향력을 극복하고 대응할 펼요가 있 

다. 현재 교육부가 유럽의 모델을 참고하여 추진하는 캠퍼스 아시아(Campus Asia) 등은 

이러한 발전에 좋은 초석이 될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국내의 대학들은 적어도 각 대 

륙별로 고르게 분포된 세계 대학들과 공동 학위 협정을 맺을 펼요가 있고 이를 통해 학생 

들에게 국내 대학원과 세계의 모든 대학원 사이의 지리적 거리를 좁힐 수 았는 기회를 제 

공할 필요가 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활성화을 통해 외국대학 경험과 현지조사의 기회 

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국내 대학원생들이 외국 대학에서 학습기 

회와 생활 경험을 갖는다면 이것은 자신의 연구주제가 갖는 의미를 다른 사회의 맥락에서 

시험해 보고 자신이 갖는 문제의식의 보편성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공동학위 제도와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외국대학과 국내대학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데 

유용하다면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사이의 거리， 즉 국내 대학들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방법은학점 교류의 적극적인 장려이다. 국내 대학들 사이에 공동학위 제도를 당장 도입하 

기 어려운 현실에서 사실상 이러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제도는 가 지역의 대학들 사이 

에서 또는 수도권과 지방대학사이에서 학점 교류를 활성화하여 필요한 세부전공 과목과 

연구 방법론 등을 교차 이수하는 젓이다. 교육 토대의 세 번째 축안 장학금의 확대는 B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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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 대학과， 수도권 대학， 지방대학 사이의 차이에서 보듯이 각 대학이 갖는 자제 재 

원 이외에두 정부의 지원이 견정적인 차이를 가져 온다 각 대학이 자체 재정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논외로 한다면 결국 정부의 지원이 현재의 BK사업 수행 대학 및 수도권 대 

학과 지방 대학의 구분을 기준으로 각 단위에 최소 하나 이상의 거점 대학을 육성하는 방 

향으로 적절하게 안배될 펀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교육 토대의 구축과 비교하면 연구 내용의 심화는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인적， 물적 자 

원으로도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은 과제이다 연구 주 

제의 전문화는 이미 다양한 시도들이 있어 왔다 BK사업을 수행하는 대학들이 제시하는 

근대 탈근대의 중칩을 통해 정치학 각 분야를 새롭게 해석하는 것이나， 아시아적 정치학을 

개발해 내는 것， 한국의 경험을 세계 수준의 정치학 이론 개발로 연계시가는 작업 등은 모 

두 중요한 시도틀이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세계적인 경쟁력 제고라는 화두와 연관 속에 

서 이러한 시도는 계속되어 왔다 예컨대， 서구 중선주의의 실체를 규명하고 이의 해체를 

시도하거나(강정인 2004), 한국의 민주화 경험과 자료를 바탕으로 민주주의 이행의 새로 

운 이론을 만들어 세계 정치학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경우(임혁백 2009), 연구 주제의 전문 

화와 자율성을 위해 한글을 사용하여 한국적인 정치학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 

하는 경우{김영명 2000, 2006), 한국의 근현대사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정치사상연구의 지 

평을 넓힘으로써 우리 안에서 세계사적 보편성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시도(김홍우 2007), 

그리고 근대 한국에 도입된 사회과학 개념의 변천을 국내 및 국제 정세 변화와 연계하여 

추적하면서 독자적인 학문 제계 수립을 시도하는 노력(하영선 외 2009) 등이 이에 해당된 

다 국내 대학원 정치학 교육에서 지방정치나 한국정치， 아시아 비교정치， 동북아 국제정 

치， 동양 및 한국 정치사상 연구 등이 연구 주제의 전문화에서 상대적으로 장점을 가질 수 

있는 분야이지만 꼭 이 분야로 한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개인적인 차원이나 공동연구의 

차원에서 다양한 분야의 자료 축적과 기존 연구의 재해석을 통해 궁극적으로 정치학 오든 

분야의 연구 주제를 전문화 시 킬 수 있다‘ 또한 연구 주제의 전문화에서는 지방대학원이 

반드시 불리하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 지방 정치와 선거， 지역의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지역 정책들을 중심으로 충분히 경쟁력 있는 연구 주제를 전문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연구의 방법론은 외국 대학 사례외 국내 대차을 비교할 때 가장 끈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분야이다 외국 대학은 펼수 이수 과목으로 요구하는 방법론 과목이 많고 질적， 양적 방법 

론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옥스퍼드대학교가 정치이론이나 비교정부론 전공자에게 요 

구하는 방법론의 내용은 거의 모든 사회과학 연구 방법론을 포팔하는 다양함을 보여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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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반면 국내 대학원의 경우에는 가존의 역사적， 제도적 방법론이 주를 이루거나 아니 

면 양적 방법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였다- 물론 국내 대학의 양적 방법론 교육이 상대적 

으로많다고해서 아직 충분한수준이라고볼수는 없고오히려 더 확대될 펼요가있을것 

이다. 이와 더불어 질적 방법론에 대한 균형 있는 과목 개설과 지원 역시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외국어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론 강화 차원의 정책이다. 연 

구 방법론의 과학화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논문을 출판하고 연구의 전문화를 달성하 

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이지만 연구 방법론에 대한 강조가 지나치게 심해져서 방 

법론이 연구 주제보다 중요해지거나 혹은 연구 주제보다 앞장서게 되는 주객 전도현상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연구 융합은 그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고 그러한 융합이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새로운 

대안과 창조적인 지식을 창출해 내느냐에 따라 그 중요성이 좌우된다- 즉， 연구 융합은 우 

리 현실에서 중요하고 의미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된 모든 분야의 학문이나 정치학의 

하위 분과가 함께 참여하는 현상을 말하고 이를 통해 종합적이고 창조적인 지식을 만들어 

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전공 영역이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미국의 주요 대학들도 자신들 

의 전통적인 분류에서 두 가지 이상의 분야를 선택하여 학위 논문을 쓸 것을 요구하고 있 

고 유럽의 대학들은 전통적으로 타 학문분야 뿐만 아니라 정치학 내의 분야에서도 경계를 

넘나드는 학제적 연구와 협업을 중요시 하고 있다 국내 대학원이 교육 토대를 강화하고 

연구 내용을 심화시카는 노력을 할 때 이러한 개혁의 목표가 단지 외국의 대학들과 정쟁할 

수 있는 조건을 비슷하게 갖춘다는 의미에서 그치는 것은 아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노력 

은 학제간 연구와 연구의 융합을 통해 중심과 주변의 이분법을 해체하고 기존의 동， 서양 

학문 체계를 뛰어 넘는 새로운 창조적인 지식을 만틀어 내어 세계 정치학의 발전에 기여하 

는것을목표로해야한다 

한국사회는 지난 60여 년 동안 많은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듭하면서 세계사의 

발전에 가여할 것을 요구받는 높은 위상을 갖게 되었다 정치학 대학원 교육 분야도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발전 수준과 비교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다. 아쉽게도 정치학분야에서 우 

리의 발전수준은 전체 사회의 발전수준에 미치지 못하면서 상대적으로 서구 지식을 수입 

하고 이를 소비하는데 머무르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우리의 경험과 이론에 근거한 창조 

적인 지식의 생산을 통해 세계사적 차원의 학문 발전에 공현해야 한다는 점에서 보면 아 

직 만족할만한 성취를 보여주지 못했다. 이제 국내대학에도 외국인 유학생이 늘어나고 있 

는 현실에서 창조적인 정치학을 향한 첫걸음은 우리 의식 속에서 재생산되고 있는 외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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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우위 대 국내학위 열위랴는 중심과 주변의 이분법을 해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 

다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 국내 대학원 정치학 교육 체계 개선에 필요한 대안은 요약하자 

면 첫째， 교육 토대의 강화 차원에서 1) 세계 대학과의 공동학위 협정 확대， 2) 교환학생 제 

도의 활성화 3) 장학금 지원의 확대와， 둘째， 연구 내용의 심화 차원에서 1 ) 연구 주제의 전 

문화， 2) 연구 방법의 과학화， 3) 연구 융합을 통한 창조성의 제고라고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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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nhancing Competitiveness of Political Science Graduate 
Education in Korea 

Nam.Kook Kim Kαea University 

This paper is an attempt to fìnd a way to enhance competitiveness in graduate education 

of political science in Korea. To get a standard of comparison for Korean universities, 1 

review the current situation of 8 representative universities in Asia, America, and Europe 

1 then classify two different tasks for the refomn of graduate education in political science: 

one is reinforcing foundation of education; the other is deepening the level of research. Re

garding reinforcing foundation of education, 1 suggest 1) expansion of double degree agree

ment with other universities in the world, 2) expansion of exchange programs with other 

universities in the world, and 3) expansion of kinds and amount of scholarship. Regarding 

deepening the level ofresearch, 1 suggest 1) specialization ofresearch agenda, 2) reinforce

ment of research method, and 3) enhancing creativity through research fusion. These sug

gestions basically target how to dissolve a dichotomy of center and periphery in our con

sciousness in which we take it for granted a superiority of foreign diploma and inferiority 

of domestic diploma. We can narrow geographical as well psychological distance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universities through such 6 measures. The crisis and opportunity in 

graduate education of political science has appeared variously along three different groups 

such as BK project conducting universities, metropolitan area universities, and local area 

universities. 1 review the different circumstances and conditions of each group of universi

ties and suggest detailed refomn agendas for enhancing competitiveness of graduate educa-

m u t 

Keywords: graduate education, political science, center and periphery, double degree, 

exchange program, research fusion , research method, scholarsh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