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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외교정책 설명과 방법론 

외교정책 
연구발전을 위한 메타이론적 접근, 특히 외교정책

연구의 인식론과 방법론에 초점을 맞춰 어떻게 하

면 더욱 발전된 지식을 생산할 수 있는지에 관해 고민한다. 이를 위해 우선 국제

관계학(IR)에 나타나는 외교정책 연구경향을 개괄적으로 검토한다. 여기서 현실/

합리주의적 분석과 “방법론적 구조주의” 성향이 역사적으로 매우 강했음을 파악

하고, 그것이 갖는 장단점을 알아보기 위해 합리주의적 접근과 구조 중심적 이론

의 대척점에 위치해 있는 외교정책분석론(FPA)을 비교하여 살펴본다. 이를 통

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결국 편중된 인식론에 균형감을 찾는 것이고, 나

아가 다양한 분석과 설명이 생산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즉 이 글은 기존 ‘주

류’ 패러다임의 전환 및 확장, 그리고 인식론적 다양성의 필요를 제기하면서, 그

것을 어떻게 하면 실현시킬 수 있을지에 관해 논의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왜 

‘주류’ 패러다임의 전환과 확장은 IR에서 거의 등장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이 질문은 패러다임 전환과 인식론적 다양성을 위한 출발점이 된다는 점

에서 매우 중요하며, 따라서 그것에 답을 찾기 위해 토마스 쿤, 임레 라카토스, 막

스 베버, 칼 포퍼의 통찰을 원용하면서 결과적으로 ‘주류’ 패러다임과 깊게 엉기

어 나타나는 (인간) 연구자들의 ‘학제적 사회화(disciplinary socialization)’의 현

상과 결과를 들춰낸다. 즉 교육제도, 학생지도, 직업적 보상, 사회 및 학문적 인정 

등의 차원에서 ‘주류’ 패러다임과 연계하여 발생되는 각종 기제들이 사회제도적 

혹은 사회문화적으로 작동하여 연구자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동시에 그

들은 그런 기제들을 재생산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문제의 원인이 ‘학제적 사회화’

에 있다면, 해결 역시도 그것을 통해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열쇠는 ‘우리’ 자

신이 쥐고 있다고 이 글은 주장한다. 편중된 방법론과 인식론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 ‘행위’가 학교 및 학계에서 교

육, 제도, 기구 및 재정을 포함하는 여러 기제를 통해 ‘지속적’으로 나타날 때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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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담보되며 나아가 대화와 공존을 추구하는 학제적 사회화가 하나의 ‘규범’으

로 자리 잡을 수 있고, 이를 통해 비로소 외교정책연구의 방법론과 인식론적 발전

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makes meta-theoretical discussion on and puts forward 

a reflexive form of argument for the vexed question of how we can 

improve our understanding of foreign policy behavior, in particular from 

methodological and epistemological perspectives. To this end, the paper 

first carries out a brief overview of the main methods of explanation in the 

study of foreign policy and international politics, which in turn reveals it 

is indeed “methodological structuralism” that has dominated the field of 

IR. This paper then examines its analytical strengths and limitations while 

comparing it with Foreign Policy Analysis scholarship which puts human 

agents in the center of their analysis (contra “methodological structural-

ism”). Through such comparison, it is suggested here that we need to 

redress the methodological imbalance in IR and maintain a more nuanced 

and pluralistic epistemological and methodological position. In short, this 

paper argues for a paradigm shift and expansion in IR. Here an acute 

question is, ‘How one can bring a paradigm shift and expansion to the 

discipline of IR which has rarely, if any, witnessed “engaged pluralism” and 

the co-existence of diverse paradigms?’ To answer the question of how 

to make a change (i.e. a paradigm shift and expansion), this paper con-

siders why little change has occurred in IR engaging in the philosophical 

discussion of Tomas Kuhn, Imre Lakatos, Karl Popper, and Max We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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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외교정책 설명과 방법론 

Ultimately, this paper indicates it is “disciplinary socialization” deeply em-

bedded in the mainstream methodological and theoretical approach in 

IR which hinders the development of a more balanced and pluralistic re-

search. The mainstream methodological and theoretical paradigm affects 

individual scholars’ opportunities for research funds, teaching positions, 

and publication outlets in the way that a certain “disciplinary socialization” 

is built in favor of the mainstream paradigm, which in turn reinforces or 

reproduces itself. Given this, the paper argues whether to open up space 

for many (not any, though) approaches and attempts not dependent on 

the restricted warrant of the current paradigm is determined by the key 

agent of such “disciplinary socialization” namely IR ‘scholars.’ Not only the 

international system, but also International Relations (as a discipline) is a 

socially-constructed entity. Viewed in this light, the failure in IR to expand 

or diversify research paradigms is due to ‘our’ willingness to persist with 

the mainstream perspective for institutional and social incentives and (dis)

advantages. It seems, then, to be clear that it is our own reflexivity and 

persistent practice which can move the field of study of foreign policy and 

world politics forward in a more pluralistic fashion by building a norm that 

embraces and even encourages a pluralistic epistemological and method-

ological gaze and position in terms of teaching, supervising, peer-review-

ing, publishing, and so on. In short, whether we are able to go beyond 

disconnected and exclusive paradigmatic debates is really up to ‘us’. 

key words 외교정책 foreign policy, 국제관계학 IR, 방법론 methodology, 인식론 

epistemology, 패러다임 paradigm, 성찰 reflex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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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국제관계학에서의 외교정책연구1: 개괄적 검토

국제관계학(IR)에서 국가 간의 협력과 분쟁 그리고 국가의 외교정

책행위를 설명하거나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분석법과 이론이 존재

해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IR을 종횡으로 가로지른 “대논쟁

들(great debates)”에서 볼 수 있듯, IR 역사는 이론, 인식론, 방법

론 차원에서 다면적으로 발생한 논쟁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곧 모든 이론과 연구방법이 IR에서 동일하

게 인정받고 활용되면서 논쟁의 여러 축을 구성했다는 것을 의미

하지는 않는다. 

외교정책의 결정요인분석이든 외교행위의 패턴분석이든, 외

교정책에 관한 연구에서 가장 많이 활용된 이론과 관점은 현실주

의와 합리주의적 접근이었다(Hill 2003, 5-29; Hudson 2005, 1-2; 

Neack 2008, 12-15; Wohlforth 2008, 32-48). 즉 대다수의 IR 학자들

은 국가의 외교정책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 선택론이나 구

조적 현실주의에 의지하여 설명과 예측을 해왔다고 할 수 있다. 이

런 차원에서 스티브 스미스(Steve Smith)는 “비록 1980년대 후반

1　 외교정책에 관한 연구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 글에서는 

그 가운데 IR에서 주요한 위치에 있는 마지막 세 번째 연구유형을 중심으로 논의

를 진행할 것이다. 1. 외교정책의 내용과 실행(과정)을 각종 사료와 문헌 분석을 

통해 역사적 혹은 시계열적으로 기술하는 외교정책의 역사학적 연구, 2. 외교정

책의 의도(목적)와 그 결과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특정한 외교정책(방향)을 제시

하고 주창하는 규범적 연구, 3. 한 국가의 외교정책 결정요인이나 일군의 외교정

책행위(패턴)의 발생 원인을 설명 혹은 이해하기 위한 외교정책의 인과적 연구. 

이 세 가지 외교정책 연구유형에 관한 보다 깊은 논의는 닉의 논문(Neack 2008, 

19-25)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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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현실주의, 자유주의, 마르크스주의가 IR의 “패러다임 간 논쟁

(inter-paradigm debate)”을 구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당

시 논쟁을 지배한 것은 현실주의였고……합리주의적 접근을 벗어

난 외교정책연구는 기껏해야 최근 20년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한

다(Smith 2007, 4-9).

그렇다면 현실주의 혹은 합리주의적인 외교정책연구란 무엇

을 의미하는가? 다양한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답할 수 있겠으나, 

‘설명의 방법론’적 차원에서 바라보자면 다음과 같은 대표적이고 

공통되는 특징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현실주의/합리주의적 접근

은 국가의 외교정책행위에 대한 인과적 설명(causal explanation)

을 하는 데 있어 내부환경이나 인간 개별행위자에 주목하기보다

는 외부환경과 구조적 요인을 강조하는 이른바 “방법론적 구조주

의(methodological structuralism)”에 속한다는 공통점을 내포한다

(Parsons 2007, 52-65; Eun 2012, 766-767). 이런 점에서 볼 때 현실

주의/합리주의적 접근이 IR을 지배해온 지난 20세기(특히 냉전 시

기) 연구의 관심이 국제체제의 구조적 속성과 그것이 국가의 외교

정책행위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력에 쏠려 있었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2

물론 냉전체제의 붕괴 후 외교정책을 비롯한 국제관계에 관

한 연구에서 내부(국내)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2　 물론 같은 시기에 미국 이외의 지역, 특히 유럽에서는 비판이론, 영국학파, 패미

니즘 등과 같은 대안적 이론과 시각이 등장하여 논의되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미국 학계가 정치학과 IR에서 차지하고 있던 주류의 위치

를 고려할 때(Hoffmann 1977; Walt 2011), 상기에 언급된 해석은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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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관심의 대부분은 여전히 국내적 혹은 국가적 수준

에서의 구조적 요인(예컨대 정권의 유형 등)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3 

즉 분석범위는 국제체제 수준에서 국가 수준으로 전환되는 연구가 

증가하였으나 이들의 분석단위는 여전히 ‘국가’에 머물러 있었고

(Holmes 2013, 2) 따라서 개별(인간) 정책결정자들의 역할이나 정

책결정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그들의 집단사고나 관료정치행위 등

은 논의의 중심 대상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게다가 냉전 전후로 구조적 현실주의를 비판하며 IR의 또 다

른 주류를 점하게 된 여타의 이론적 시각들 역시 외교정책과 국제

관계를 설명, 이해, 혹은 이론화하는 데 있어서 개별정책결정자 혹

은 관료조직 등과 같은 국내적 요인보다는 외부의 물질적 환경이

나 사회관념적 조건을 독립변수로 여기는 ‘방법론적 구조주의’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자유주의는 신현실주의와 달리 

국제기구, 제도 혹은 국가 간 경제적 상호의존성의 역할과 영향력

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는 또 다른 측면의 외부환경적(구조적) 요

인에 대한 강조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신자유주의는 신현실주의

와 마찬가지로 국제정치의 무정부적 속성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

으며 국가(혹은 국가지도자)의 ‘합리성(rationality)’을 전제로 한 상

태에서 국제관계를 분석하고 있다(Crawford 2000). 이런 맥락에서 

일부에서는 IR ‘패러다임 간 논쟁’에서 신자유주의와 신현실주의 

사이의 공통분모는 더욱 확대되어 양 이론 간의 ‘네오-네오 결합

(neo-neo synthesis)’이 발생했음을 지적하기도 한다(Wæver 1996, 

3　 여기서 대표적인 예는 민주평화론(democratic peace theory)에 관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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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54). 즉 설명의 구조중심성과 국가행위자의 합리성을 기반으

로 한다는 점에서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는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두 이론이 지식생산에 관한 동일한 

‘철학적’ 기반 위에 놓여 있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현실주

의와 신자유주의는 국가행위의 ‘규칙성’을 찾는 것을 연구(즉 지식

생산)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연역적 추

론을 바탕으로 성립된 가설과 이론의 검증, 그리고 법칙과 같은 일

반이론을 추구한다. 요컨대 두 이론은 과학적 지식을 규정하는 데 

있어 동일한 인식론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Jackson 2011). 실제로 

신자유제도주의를 발전시킨 코헤인은 “우리는 (신현실주의에) 90% 

동의하며, 나머지는 근본적으로 경험적 연구에서의 차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Keohane 1993, 291; Waever 1996, 166에서 재인용). 

신자유주의와는 또 다른 시각으로 현실주의를 비판하며 

IR의 중요한 이론적 시각으로 등장한 구성주의도 구조 중심적

(structure-oriented) 접근이라는 점에서 나머지 이론들과의 유사

성, 즉 ‘방법론적 구조주의’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

론 구성주의가 IR에 등장한 이래 다양한 구성주의적 전환(turn)

들이 발생하였고 서로 다른 강조점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신고

전적(neo-classical) 구성주의를 주창하는 러기(Ruggie)나 오너프

(Onuf)와 과학적 실재론을 기초로 삼고 있는 웬트(Wendt)의 구성

주의 사이에는 분명 차이점이 있으며, 따라서 일반화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IR 연구와 교육에 끼친 영향력의 정도라

는 차원에서 볼 때 그 중심에 있는 것은 웬트(Alexander Wendt)류

의 구성주의이고, 따라서 이것을 논의 대상으로 하여 판단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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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주의 역시도 구조 중심적 이론화의 전형을 따르고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웬트는 행위자들의 “공유된 이해의 구조”가 

국제정치와 외교정책을 분석하는 데 있어 핵심요인이 되어야 한다

고 주창한다(Wendt 1999, 113). 이것은 이전의 신현실주의와 신자

유주의가 표방한 물질론적 구조주의와 달리 관념적 요인에 더 많

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일이지만 여전히 

(관념적) ‘구조’라는 틀 안에서의 접근이라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비록 ‘웬트의 구성주의’는 ‘월츠(Kenneth Waltz)의 구조적 현

실주의에 대한 비판’을 그 출발점으로 삼지만, 그것의 종착점은 다

른 종류의 ‘구조화이론(structuration theory)’이었던 것이다(Wendt 

1999). 즉 콜린 와이트(Colin Wight)가 적절히 지적하듯, “웬트가 

보기에 IR에 필요한 것은 좀더 적절한 ‘구조적’ 설명이었고”(Wight 

2006, 92), 웬트는 월츠와 달리 그것을 관념적 요인에서 찾으려고 

시도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로버트 잭슨(Robert Jackson)과 조

지 쇠렌센(Georg Sørensen)은 웬트의 접근에 대해 신현실주의와 

마찬가지로 “국제체제에서 국가의 상호관계를 중시하고 대신 국내

적 요인의 역할을 경시하는 시스템적 분석”이라 규정한다(Jackson 

and Sørensen 2012, 169).

요컨대 IR에서 외교정책에 대한 설명과 이해는 현실/합리주

의적 접근을 중심으로 이뤄졌고 그것의 근간인 ‘방법론적 구조주

의’는 IR 주류이론들의 설명 및 이론화의 기초가 되어 왔다는 것이

다. 달리 말해 냉전시기의 외교정책과 국제관계에 관한 연구는 구

조적 이론의 대표인 신현실주의에 의해 지배돼 왔으며, 냉전체제

가 무너진 지금에도 신현실주의는 여전히 국제정치연구의 주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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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이고, 더욱이 (신)현실주의를 비판하는 연구들(신자유제도주의 혹

은 웬트류의 구성주의) 역시도 구조 중심적 접근이라는 점을 고려한

다면 IR의 구조중심성은 현재 진행형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

서 국제정치학회(ISA)의 외교정책분석연구 분과위원장을 지낸 밸

러리 허드슨(Valerie Hudson)은 최근 “현대의 IR 이론가들은 행위

자보다는 구조에 더 많은 지식과 통찰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한

다(Hudson 2005, 4). 

이처럼 외교정책연구에서 현실/합리주의적 분석과 “방법론적 

구조주의” 성향은 매우 강했으며, 따라서 아래 절에서는 이에 관해 

좀더 상술하여 그것이 갖는 장단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

해 합리주의적 접근과 구조 중심적 이론화의 대척점에 위치해 있

는 외교정책분석론(FPA)을 비교하여 살펴볼 것이다. 즉 FPA는 어

떤 전제와 가정을 기반으로 하여 우리에게 또 다른 연구방법과 설

명법을 제공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이를 통해 구조가 아닌 인간행

위(자)의 속성을 이론의 출발점으로 삼는 고전적 현실주의 및 합리

적 선택론과 FPA 간의 차이를 밝힐 것이다. 뒤이어 진행되는 논의

에서는 행위자 중심적인 FPA의 대표적인 연구물과 연구방법을 살

펴봄으로써 IR 주류인 ‘구조 중심적’ 외교정책연구와 구별되어 갖

는 FPA만의 분석 및 설명적 유용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II~III절

의 논의를 바탕으로 마지막 절에서는 외교정책연구의 발전과 진보

를 위한 제언을 패러다임의 전환과 인식론의 다양성이라는 차원에

서 쿤, 라카토스, 베버, 포퍼의 통찰을 원용하여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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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현실/합리주의 VS. 외교정책분석론(FPA)

주지하듯 현실주의는 하나의 이론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이론

이라기보다는 이론적 시각 혹은 접근법에 가깝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안에는 힘의 균형론, 힘의 전이론, 패권안정론, 위협균형론 등 

다양한 이론과 가설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이런 이론들이 ‘현실주

의’라는 하나의 시각으로 결집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공유하

고 있는 출발 전제와 가정 때문이다(Holsti 1995; Genest 2004). 그

중에서도 다음과 같은 전제와 가정은 현실주의 이론들을 ‘방법론

적 구조주의’에 속하게 만드는 원천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국제

정치에서 국가는 유일한 행위자이며 동질의(homogeneous) 독립

체이다”(Wittkopf 외 2008, 458)라는 전제와 “모든 국가 지도자는 

힘과 권력 추구로 규정되는 국익의 차원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Morgenthau 1973, 5-6), “국제정치체제는 무정부적이며 여기서 

모든 국가는 생존을 위해 합리적으로 행동한다”(Waltz 1979, 105)

라는 가정은 결국 외교정책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국내적 요인

이나 개별 정치지도자들의 성향 등에 주목하기보다는 무정부적 국

제체제에서 ‘유일’하고 ‘합리적인’ 행위자인 국가의 안보와 생존에 

영향을 끼치는 환경구조적 요인들(예컨대 국가들의 상대적 힘의 크

기, 지정학적 조건 등)에서 그 답을 찾는 논리적 귀결로 이어지게 된

다(Glaser 2010, 1-23; Wohlforth 2008, 32-48). “국내정치에서 ‘누

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상황을 해석하는가?”라는 질문은 분

석 대상에서 멀어지는 대신 “국제체제 수준에서 ‘무엇이’ 발생하

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분석의 초점이 되는 것이다. 요컨대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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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외교정책연구는 개별 정책결정자들을 ‘일반화’시키고, 복잡

한 정책결정과정을 ‘암상자(black box)’로 취급하면서 그 상응으

로서 국제체제의 환경구조적 요인과 상황을 분석적/설명적 핵심

으로 여기는 경향을 띤다. 합리주의 혹은 현실주의적 접근을 ‘방법

론적 구조주의(methodological structuralism)’로 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러한 합리/현실주의적 접근과 그것의 구조중심성이 갖고 있

는 장점은 매우 명확하다. 바로 간결하며 검증 가능한 설명과 예측

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라는 동질의 행위자는 국제체

제에서 생존과 안보로 정의되는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합리적으

로 행동한다는 전제와 가정은 특정한 상황에서 국가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에 대한 간결한 설명을 제공해주며, 또한 향후에 어떻

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을 용이하게 하고 예측된 행동들(예

를 들어 편승적 행위 혹은 균형적 행위 등)은 경험적 검증이 가능하다. 

모든 국가는 합리적 행위자이므로,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국가의 

내부 정치 상황 혹은 국가 지도자의 성향이나 성격 등은 주요 관

심대상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예측에 방해가 되는 요인으

로 여겨진다. 즉 복잡한 국제정치 현실을 단순화 혹은 일반화함으

로써 상대국가의 외교행위에 관한 시뮬레이션과 예측을 가능케 하

고, 이것은 곧 자국의 외교전략 수립에 도움을 준다. 나아가 ‘만약’ 

실증주의적 인식론이 과학을 정의하는 기준이라면, 합리/현실주의

와 구조주의적 접근은 검증 가능하고 간결한 설명과 예측을 생산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과학적’인 연구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위와 같은 입장을 비판하는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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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경우 “방법론적 구조주의”라는 틀을 벗어

나지 못했다. 이와 달리 외교정책분석론(FPA)은 ‘개별적 인간’ 행

위자와 그들의 상호관계, 그리고 소규모 엘리트 집단 및 관료정치

현상에 주목한다. FPA 분야의 기초를 놓은 것으로 평가되는 스나

이더(Snyder), 브룩(Bruck), 그리고 사핀(Sapin)은 50여 년 전 그

들의 저서를 통해 “정책결정이나 선택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상황을 ‘인식’하는지를 밝히지 않고 외교정책의 행위, 변

화, 유지를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라고 설파하며 FPA

의 출발점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줬다(Snyder 외 1962, 5). FPA의 

또 다른 저명학자인 허드슨(Hudson)은 FPA의 기초가 되는 이론

적 가정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모든 국제정치와 국제정치 

변화의 원천은 개별 혹은 집단으로 행동하는 ‘인간’이다(Hudson 

2005, 6).” 미국 국제정치학회(ISA)에서 주관하여 발간하는 학술지

인 Foreign Policy Analysis 역시 “FPA의 기반이 되는, 그리고 종

종 내재되어 있는 주장은 집단으로 혹은 집단 내에서 개별적으로 

행동하는 인간이 국제정치를 구성하고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라고 적시하면서 FPA의 이론적 특징을 잘 설명하고 있다.4

요컨대 FPA 연구과 이론의 핵심은 바로 ‘인간’이라는 행위

자이고 그들이 갖고 있는 ‘개별적’ 신념이나 인식이며, 나아가 인

간 행위자들이 집단에 속해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집단사고

(groupthink)나 관료정치현상인 것이다. 결국 국가나 기구/제도는 

4　 좀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음. http://onlinelibrary.wiley.

com/journal/10.1111/(ISSN)1743-8594/homepage/ProductInformation.

html(검색일: 2014.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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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들에 의해 구성되고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 행위자(정책

결정자)들이 무엇을 믿고, 어떻게 상황을 인식하며, 어떤 조직에서 

행동하는지 등은 국제정치에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주장한

다. 그리고 이런 주장과 가정의 논리적 근거와 전제는 바로 합리성

(rationality)이라는 개념에 대한 비판이다. 일찍이 스나이더와 그 

동료들은 현실주의에서 강조했던 국가의 합리성을 비판하며 다음

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국제정치연구에서 합리성이라는 개념을 

의도적으로 도입하지 않으며 또한 정책결정자들이 꼭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고 가정하지도 않는다(Snyder 외 1962, 8).” 나아

가 인간 정책결정자들은 “자신이 처한 환경을 자신의 관점에서 다

르게 해석하며 나아가 선택하거나 결정을 할 때는 대게 자신들만

의 ‘심리적 환경(psychological environment)’ 속에서 한다(Sprout 

and Sprout 1968, 33-34).”

이러한 이유로 FPA 학자들은 정책결정자들의 개별적 심리 

혹은 인지적 요인이나 정책결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료

의 논리 혹은 집단문화 등을 국제정치 변동과 외교정책결정에 관

한 ‘설명’의 주요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정책결

정자들의 정치신념이나 그들이 갖고 있는 상대 국가(혹은 상대 국

가 지도자)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인간의 인지적 성향 등에 초점

을 맞추는 외교정책의 심리인지적 연구(Dyson 2009; Malici 2008; 

Walker 외 2003), 정부 관료의 부처 이기주의, 관료들 간의 협상

과 타협의 동학을 정책결정과정에 투영하여 분석하는 관료정치모

델(Halperin 외 2006), 그리고 소규모 엘리트 집단에서 종종 발생

하는 집단 내의 의견일치(concurrence seeking) 경향과 그것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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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합리적 판단의 왜곡현상에 주목하는 집단사고모델(Janis 1982; 

Schafer and Crichlow 2010) 등을 꼽을 수 있다. 

달리 말하면 FPA는 IR의 핵심문제인 국가 간 분쟁과 협력

의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구체적 행위자인 정책‘결정자’와 정

책이 만들어지는 결정‘과정’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는 접근법이

며, 이러한 차원에서 FPA의 연구는 전반적으로 ‘행위자-중심적

(actor-oriented)’ 성향을 내포하고 있고, ‘행위자-세부 모델(actor-

specific model)’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며(George 1993, 130-133), 

이렇게 볼 때 FPA는 앞서 논술한 현실/합리주의적 연구의 ‘방법

론적 구조주의’와 대별되는 ‘방법론적 개체주의(methodological 

individualism)’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외교정책행위에 대

한 ‘설명변수’를 국제체제의 구조나 환경적 차원에서 찾는 것이 아

니라, 구체적인 정책에 관여한 인간 행위자들의 의도나 신념, 그리

고 그런 행위자들의 상호관계에서 찾는 개체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론의 논리적 근거가 되는 것은 “모든 국제

정치와 그 변화의 원천은 개별 혹은 집단으로 행동하는 ‘인간’이

다”(Hudson 2005, 6)라는 FPA의 핵심가정이며, 인간과 그들이 대

표하는 국가는 반드시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아니다(Snyder 

외 1962)라는 FPA의 핵심전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FPA 연구와 이론만이 ‘인간’이라는 행위자에 주목하는 

것은 아니다. 주지하듯 고전적 현실주의(classical realism) 역시 인

간, 좀더 정확히 말하자면 인간의 본성을 이론의 출발점으로 삼는

다. 하지만 고전적 현실주의는 인간 ‘개별 행위자’를 분석이나 설

명의 주요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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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고전적 현실주의는 인간의 본성을 강조하지만 그것을 이기적이

고 “사악한(wicked)” 것으로5 ‘일반화’하여 결국 국가의 본성 역

시 끊임없는 권력의 추구로 단순화시켜 가정하곤 한다. 즉 비록 인

간(본성)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나, 인간 행위자의 ‘개별적’ 성격

이나 신념, 인식이나 동기 등은 주요한 관심/연구 대상에서 제외

된다. 오히려 그들은 이러한 개체주의적이고 심리적인 연구를 매

우 부적절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고전적 현실주의자인 한스 모겐

소(Hans Morgenthau)의 말을 빌려 보자면, 외교정책결정 원인을 

정책결정자의 심리적 “동기(motives)에서 찾는 것은 헛된 일이며 

동시에 판단을 그르치는 일이다(Morgenthau 1973, 6).” 대신 고전

적 현실주의자들은 정책결정자들이 모두 “국익”을 위해 행동하기 

때문에 “모든 정책결정자들을 유사하다”라고 가정해도 무방하다

고 판단했다. “우리는 국가 지도자들이 권력 추구로 정의되는 국

익의 차원에서 생각하고 행동한다고 가정한다.……권력으로 정의

되는 국익의 개념은 외교정책에 대한 합리주의적 연구/학파를 가

능케 하며, 또한 각국 지도자들의 개별적 동기, 선호, 도덕 수준과 

상관없이 외교정책의 연속성을 부여한다(Morgenthau 1973, 5).” 

최근 등장한 신고전적(neo-classical) 현실주의 역시 마찬가지다. 

그것은 비록 정책결정자들의 역할과 그들이 갖고 있는 상황 인식

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perception)의 기

반이 되는 인지(cognition)나 심리(psyche)는 분석과 설명의 주

요 대상에서 빠져 있다. 오히려 국제체제에서 “국가의 상대적 힘

5　 Thucydides(1513). 마크 지네스트의 저서에서 재인용(Genest 2004, 4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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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이”가 가장 중요한 설명/독립변수로 남아 있기에(Rose 1998, 

151), 신고전적 현실주의 이론과 연구를 총체적으로 고찰한 시핑

탕(Shiping Tang)과 같은 학자는 외교정책에 대한 신고전적 현실

주의의 설명에서 개별 정책결정자들은 실제로 “대부분 빠져 있다”

고 비판하면서 향후 신고전적 현실주의가 심리학과 좀더 깊게 융

합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Tang 2009, 802-804). 

그렇다면 합리적 선택론은 어떠한가? 국제관계와 외교정책

을 설명하는 데 있어 주류의 분석법 중 하나인 합리적 선택론 역시 

‘인간’이라는 행위자에 주목한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것과 FPA와의 차이점을 구별해 내는 것이다. 합리적 선택론은 비

록 인간행위자들을 ‘분석의 대상’으로 고려하는 듯 보이지만, 인

간행위자들의 개별적 차이(예컨대 그들의 서로 다른 신념, 성격, 스타

일 등)를 ‘설명의 요인’으로 여기진 않는다. 그 이유는 합리적 선택

론의 기반이 되는 전제와 가정에서 찾을 수 있다. 이들은 인간 행

위자들, 특히 정치지도자들이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 생각하고 결

정한다는 합리성(rationality)을 논의의 전제로 취한다. 즉 인간 행

위자들이 모두 합리성에 기초해서 행동하기 때문에 사건이나 현상

의 원인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결과적으로 그들의 개별적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Kydd 2005, 18-20). 달리 말하면 모든 

인간 행위자들, 특히 외교정책을 결정하는 국가의 지도자들은 자

국이 처한 국제적 상황과 국내외적 환경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바

탕으로 다수의 옵션을 고려하면서 “비용과 이득 계산 분석(cost-

benefit analysis)”을 하게 되며, 이를 통해 “최상(optimal)”의 결과

를 얻을 수 있는 결정을 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합리적 선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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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라 칭한다(Dougherty and Pfaltzgraff 2001, 553; Stein 2012). 

이런 합리적 선택과정을 거쳐 최상의 결정(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때 국제관계에서 최상이란 국익의 극대화를 의미한다. 그리고 

여기서 국익이란 생존, 안보 혹은 경제적 이득을 의미한다(Glaser 

2010). 요컨대 모든 정책결정자(정치 지도자)들은 위와 같은 합리적 

사고과정을 거쳐 무정부적 환경에서 생존이나 안보 혹은 경제적 

이득을 위한 최상의 결정(선택)을 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합리적 

선택론의 핵심 가정과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합리적 선택론에서는 비록 인간 

행위자들이 논의되고는 있지만 그들의 개별적 역할(요컨대 정책결

정자 ‘개인’의 역할이나 차이 등)은 사라졌거나 혹은 약화되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과정에서 개인은 외

부환경으로부터 주어진 ‘이득과 비용’ 혹은 ‘기회와 제약’에 기계

적으로 반응하는 것처럼 가정되기 때문에 결국 개인의 취향이나 

성격 혹은 정치사회적 신념 등에 대한 고려는 매우 미약해지는 것

이다. 즉 합리성이라는 개념 아래에서 인간 정책결정자들의 개별

적이고 심리/인지적인 요인들은 관심의 대상에서 사라지게 되고 

오히려 환경적 혹은 구조적인 요인과 상황(예를 들어 힘의 분배 상태, 

국가의 지리적 위치, 동맹관계 혹은 경제적 의존성 등의 외부환경적 조건)

이 중요한 설명/독립변수가 되는 것이다. 이런 점 때문에 크래그 

파슨스(Craig Parsons)와 같은 정치학자는 합리적 선택론이 비록 

인간이라는 첫 번째 이미지를 바라보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합리

성과 구조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며, 합리주의적 접근법은 

인간이 아닌 외부환경과 구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구조주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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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속된다”고 설명한다(Parsons 2007, 55-64).

로사티의 말을 빌려 요약해보자면, IR에서 신현실주의는 물론

이거니와 고전적 현실주의와 합리적 선택론에서도 인간 행위자의 

개별적인 심리인지적 특성은 “약하게 처리되거나, 무시되며, 혹은 

존재하지 않다고 가정되고 있다(Rosati 2000, 45).” 이와 달리 FPA

는 인간 개별행위자들과 그들의 심리인지적 성향 및 집단사고 방

식 등을 매우 중요한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는 동시에 필수적인 

‘설명변수’로 다루면서 다양한 시각으로 국제정치현상을 분석한

다. 그리고 이것의 출발은 바로 인간 행위자에 대한 깊은 관심이며 

합리성이라는 개념에 대한 비판 혹은 의구심이다. 앞서 언급한 바

와 같이 FPA는 ‘국제정치와 변동의 원천은 인간이며 그런 인간 행

위자는 반드시 이성적으로 생각하며 행동하지는 않는다’라는 가정

과 전제를 이론과 설명의 기초로 삼는다. 그렇다고 FPA 연구가 소

위 말하는 “위대한 지도자론(great man theory)”을 신봉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중요한 국제정치 현상과 사건이 강력한 지도자들 개

인에서 비롯된 것처럼 묘사되는 외교사 서술법은 FPA 연구자들이 

추구하는 접근법이라 할 수 없다. 여기서 그들이 강조하는 것은 비

록 IR에서 그동안 별다른 주목을 못 받았다 하더라도 정책결정자

들의 개별적인 역할과 인지, 그리고 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간 

행위자들의 상호관계의 중요성이 국제정치연구(방법)에 있어 충분

히 인정받아야만 한다는 점이다. 달리 말하자면 방법론적 개체주

의에 속하면서 인간 개별행위자들의 비합리성 혹은 제한된 합리성

(bounded rationality)을 정면으로 드러내고(Simon 1982) 국제정치

에 있어서 인간 정책결정자들의 심리적 요인들이나 정책결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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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발생하는 집단사고와 관료정치의 인과적 효과(causal effect)

를 강조하는 것이 바로 FPA의 주요한 특징이며 동시에 여타 국제

정치이론 및 접근법들과 구별되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아래 절에서는 이러한 FPA를 대표적인 연구물과 연구방법을 

중심으로 좀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외교정책연구

의 주류 패러다임인 ‘구조주의적 접근’의 대척점에 위치한 FPA가 

어떤 설명적/분석적 유용성을 우리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FPA의 

한계는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논의는 마지막 절

에서 진행할 외교정책연구 발전과 진보를 위한 고찰을 위해 반드

시 필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III 대표적인 FPA 연구(방법): 심리/인지적 접근법을 

중심으로6 

FPA에는 다양한 이론과 모델, 그리고 그것을 기초로 하는 많은 연

구가 존재한다. 앞서 간략히 언급한 관료정치모델이나 집단사고라

는 개념뿐 아니라 넓게 보면 국내정치적 수준에 속하면서 인간(정

책결정자)의 사고와 행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들(예컨대 여

론, 국회, 언론, 종교 및 문화 등)이 모두 FPA의 관심 대상이 될 수 있

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FPA의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것은 바로 심리/인지적 외교정책연구라 하겠다. 그 이유는 FPA의 

6　 이 절은 다음의 글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임. 은용수. 2013. “심리/인지적 연구와 

국제관계학.” 『국제정치논총』 제53집 4호, 7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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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분석단위이면서 동시에 이론적 가정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인간’ 행위자이며 이들과 깊게 연관된 심리/인지적 요소들이

기 때문이다. 동시에 FPA가 추구하는 설명론(인식론)인 ‘방법론적 

개체주의’에 대한 주된 비판이 바로 심리/인지적 연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심리/인지적 연구에 대한 상세한 논

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인간 행위자의 신념이나 이미지

를 어떻게 경험적으로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는가?’라는 실증

주의적 비판에 심리/인지적 연구‘방법’이 어떻게 대응하며 진화해

왔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

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일 것이다. 

로사티(Rosati)와 렌숀(Renshon) 등이 말하듯 IR에서 심리/

인지적 연구는 1950년대부터 등장하며 지속적으로 저서와 논문을 

통해 확장돼 왔다(Renshon 2008; Rosati 2000). 이는 심리/인지적 

연구와 그것의 뒷받침이 되는 개념, 이론, 방법이 (최소한 미국 등

의 서양 학계를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맥

락에서 볼 때 그동안 관련된 수많은 연구물이 생산 및 공유돼 왔겠

으나, 그것 모두를 여기서 소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또한 이 글의 

초점을 벗어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대표적인’ 심

리/인지적 연구방법이라 할 수 있는 operational code(OC)를 중

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조작적 코드 혹은 운영코드라고 불리는 OC는 국가 지도자

(정책결정자)들의 “정치적 신념, 즉 정치의 속성과 권력의 사용에 

대한 그들의 신념을 추론하여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방법”

(Reshon 2008, 832)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operational code’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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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개념은 일찍이 나댐 라이츠(Natham Leites)의 소련 공산주의의 

기원에 대한 1951년도 연구에서 도출된 것이지만 너무도 복잡하

여 정치‘과학적’ 연구를 위한 적합성을 인정받지 못하다가 1969년 

알렉산더 조지(Alexander George)에 의해 체계적으로 정립되었다

고 할 수 있다(Hudson 2005, 11). 조지는 지도자들의 “핵심적 정치

신념(core political beliefs)”을 알아내기 위한 방법으로써 OC를 재

정비했고, 이것의 일환으로 그는 우선 지도자들의 OC가 ‘철학적 

신념’과 ‘도구적 신념’, 두 개의 범주로 구성되는 것으로 보았다. 

여기서 ‘철학적 신념’이란 정치세계와 그 세계에서 활동하는 정치

적 행위자에 대해 정치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외부적 믿음과 가정

을 의미하며, ‘도구적 신념’이란 그런 정치세계에서 가장 적절하다

고 판단되는 정치행위 방식에 대해 정치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내

부적 믿음과 가정을 가리킨다. 그리고 조지는 이 두 개의 신념을 

알아내기 위한 방법으로서 10개의 질문을 고안해냈으며,7 정치지

도자들의 OC, 즉 그들의 핵심적 정치신념은 이 10개의 질문에 대

한 답을 연설문, 인터뷰 자료 등을 활용하여 “재구성”함으로써 확

인할 수 있다고 보았다(George 1969, 195-220). 이와 같은 알렉산

더 조지의 OC 분석법은 국가 지도자들의 정치신념을 알아내기 위

한 “후세대 ‘모든’ 연구의 기초가 되었다”고 여겨지고 있다(Malici 

and Malici 2005, 395-396).8 

7　 예를 들어, 1. 정치세계는 근본적으로 조화로운 속성과 경쟁적인 속성, 둘 중 어느 

것에 더 가까운가?, 2. 역사(발전)에서 인간은 얼마나 큰 통제력을 갖고 있으며, 

얼마나 큰 역할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등의 질문을 포함하고 있다. 10

개의 질문은 George 1969, 200-204에서 찾을 수 있다. 

8　 저널 Political Psychology는 알렉산더 조지의 연구를 기념하는 특집호를 19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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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관련 연구들은 조지의 연구와 통찰을 기반으로 하면

서 동시에 OC를 파악하기 위한 ‘양적분석’ 방법을 고안해내는 성

과를 이뤘다. 좀더 상술하자면, 최근 연구들은 조지가 제안한 10개

의 질문에 대한 답을 숫자화하여 통계적 분석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 Verbs In Context System(VICS)라는 양적분석법을 고

안했다. VICS는 내용 분석의 수적(numerical) 코딩방식으로서 연

구대상이 되는 정치지도자의 텍스트(연설문, 언론기고문, 기자회견

문, 인터뷰 내용 등)에 포함된 동사를 추출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즉 

텍스트에서 사용된 동사의 성격이 갈등적인지 아니면 협력적인지, 

그리고 단순히 말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행동을 시사하는 것인지

에 따라 범주화하고 그것들의 강도에 따라 +1.0에서 -1.0까지 숫

자값을 부여하는데, 이때 동사에 수치를 부여하는 기준 가이드의 

역할을 하는 연구는 조지의 후속연구자들에 의해 개발/제공되었

고(Walker 외 2003), 이는 현재 정치심리학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Dyson 2009; Dyson and Preston 2006; Malici and Malici 2005; 

Renshon 2008). 

물론 VICS를 통해 OC의 양적 분석이 가능해졌다 하더라도, 

이것은 여전히 노동집약적 연구방법이다. 정지지도자들의 수많은 

텍스트에서 사용된 수 십 혹은 수 천만 개의 동사를 일일이 찾아

내어 그것에 값을 부여하여 코딩한다는 것은 엄청난 시간과 비용

을 필요로 하는 고된 작업임에 틀림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해

결할 수 있는 방법이 최근 개발됐다. 프로파일러 플러스(Profiler 

도에 발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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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us)라는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바로 그것이다. 이 소프트웨어는 

정치지도자의 연설문 등의 텍스트를 양에 관계없이 자동으로 빠른 

시간에 분석하여 VICS 값을 도출해주는 장치다. 이 소프트웨어는 

Social Science Automation, Inc.(http://socialscience.net/)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영어와 중국어를 포함하는 5개의 언어를 분석

할 수 있고, 결과값은 통계프로그램인 SPSS나 SAS와 연동할 수 있

도록 고안돼 있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정치심리/인지학 연구자

들은 프로파일러 플러스를 이용하여 VICS 값을 효율적으로 구하

는 것이 가능해졌고, 이 값을 조지의 10개 질문에 맞춰서 수량화하

여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곧 국가 지도자들의 “핵심적 정치

신념”을 양적으로, 또한 비교적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심리/인지적 연구의 정량적 비교나 통

계적 분석 등이 가능해졌다. 

이런 가능성이 열린 덕분에 VICS와 프로파일러 플러스를 이

용한 OC 분석연구가 최근 IR에 다양한 이슈 영역에서 등장하고 있

다. 그 대표적인 예로 2003년 이라크전쟁 결정과 도널드 럼스펠드 

당시 국방장관의 정치신념과의 상관성을 분석한 다이슨(Dyson)

의 2009년도 연구, 냉전이 끝날 무렵 고르바초프와 김일성의 변화

된 정치신념을 국제정치 사건에 관한 지도자들의 학습(learning)과 

연결하여 분석한 말리씨(Malici)의 2008년도 연구, 대만의 독립과 

양안문제에 관한 중국의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과 대만의 천수이벤 

전 총통 간의 정치신념을 비교분석한 펭(Feng)의 2006년 연구, 그

리고 핵무기를 보유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치지도자들의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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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전략적 인식과 정치신념이 끼친 영향을 분석한 오라일리

(O’Reilly)의 2012년도 연구 등이 있다.

IV 외교정책연구의 발전을 위한 제언 

1. 비주류에 대한 통섭과 다양성의 필요성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FPA에서 심리/인지적 연구와 연구방

법들만 보더라도 행위자 중심적 연구가 국제관계에 대한 더 나은 

이해와 설명을 위해 실질적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심리/인지적 접근법은 현실주의, 특히나 신고전적 현실

주의(neo-classical realism)에서 매개변수 정도로 여기는 정치지도

자의 ‘인식’에 독립된 인과적 영향력을 부여함으로써 결국 물질적 

구조와 행위자의 인식 간의 상관관계를 존재론적으로 파악하는 데 

일조할 수 있으며, 게임이론에서 선호(preferences) 문제의 중요성

을 환기시켜주면서 행위자가 어떤 선호를 갖고 있는지 경험적으로 

확인하는 데 적절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 국제정치

의 신자유주의 시각은 제도적 혹은 경제적 이득이나 동기부여를 

강조하고 이에 상응하는 국가(지도자)들의 합리적(협력적) 행위를 

기대하지만, 현실에서 종종 나타나는 비합리적 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히 설명하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심리/인지적 접근법은 국

가 지도자들이 제도적 제약이나 경제적 이득에도 불구하고 왜 합

리적 행동에서 벗어난 외교정책을 택했는지 파악하는 데도 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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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수 있다. 더불어 국제레짐이나 안보담론의 형성과정에서 나타

나는 간주관성(inter-subjectivity)과 정체성의 변화를 추적하며 그 

‘원류’를 확인하는 데도 유용한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요컨대 심

리/인지적 연구는 21세기 IR의 대표 이론적 시각인 현실주의, 자

유주의, 그리고 구성주의를 더욱 정밀하게 만들어 한 단계 발전시

키는 데 중요한 공헌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IR에서 FPA는, 특히 심리/인지적 접근법은 주류의 

위치를 점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큰 주목을 받지도 못했다. IR 역

사에서 길게 진행돼 온 네 번의 “대논쟁들(great debates)” 모두에

서 FPA가 추구하는 연구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철학적 기반은 큰 

주목을 받지 못하며 비주류로 머물러 있었다. 특히나 지금까지도 

커다란 관심의 대상이며 동시에 현재 진행형인 네 번째 IR 대논쟁

의 주춧돌이 된 두 번째 대논쟁과 뒤이은 “패러다임 간 논쟁”에서

는 더더욱 FPA 연구가 배제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이 두 

번에 걸쳐 진행된 논쟁들에서 핵심 축을 이뤘던 것이 실증주의였

기 때문이다. 예컨대 실증주의(혹은 행태주의)가 IR의 합당한 인식

론으로 받아들여졌던 두 번째 대논쟁은 물론이고 “패러다임 간 논

쟁”에서도 “실증주의의 타당성이 인정된 상태”에서 벌어진 것이

었다(Kurki and Wight 2013, 17). 당시 발생한 현실주의, 자유주의, 

그리고 마르크스주의 간의 치열한 논쟁은 ‘인식론적’ 차이가 아닌 

이론적 ‘시각’ 혹은 ‘세계관’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처럼 

실증주의가 지배적 인식론으로 자리매김했다는 것은 곧 관측과 경

험을 과학적 지식생산의 가장 유용한 방법으로 여겼다는 뜻이며, 

이는 경험적으로 관측하고 시험(test)하기 어려운 것들은 무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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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혹은 “의미 없는 것(meaningless)” 내지는 “단순 소설(mere 

fiction)”과 같은 것으로 치부되어 논의나 논쟁에서 거부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Patomäki and Wight 2000, 217). 이런 점에서 볼 때, 

경험적 관측이나 수학적 모델링이 어려운 인간의 개별적 심리, 신

념, 인식을 강조하는 FPA 연구와 심리/인지적 연구방법들이 IR 주

류의 속하지 못했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하지만 21세기 IR에서 데이비드 흄(David Hume)이 주창한 

엄격한 경험주의나 전통적 실증주의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실증주의의 비판과 대안으로 해석, 이성, 주관

을 강조하는 성찰주의가 등장했고 또한 사회구조, 신념, 아이디어

처럼 경험적 측정이나 감지(sense)하기는 어렵지만 인과적 영향력

을 발휘한다는 측면에서 그 존재성을 인정하는 로이 바스카(Roy 

Bhaskar)의 “비판적 실재론”(critical realism)이 또 다른 실증주의

의 대안 혹은 제3의 길로 거론되는 상황이다(Bhaskar 1978; Joseph 

and Wight 2010). 이를 고려할 때, 그동안 주목받지 못한 FPA, 특

히 심리/인지적 분석과 이론에 대한 재조명은 적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FPA 연구에서도 경험적 검증을 위한 다양한 연구방

법들이 개발되어 폭 넓게 활용되고 있다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

다. 전술한 바와 같이 OC의 양적 분석법과 그것의 컴퓨터 자동

화 프로그램인 프로파일러 플러스는 정책결정자들의 정치적 신념

을 조작화하여 통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Schafer and 

Walker 2006). 이와 함께 탈냉전이라는 국제정치의 환경적 대전환

은 구조적 현실주의와 합리적 선택론과 같은 구조 중심적 설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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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구심을 표하는 계기를 가져왔다. 즉 30년 넘게 이어진 냉전이

라는 국제환경으로 인해 당시의 외교정책과 국제관계는 많은 부분 

‘힘의 균형’, ‘동맹’, ‘진영(bloc)’, ‘이데올로기’ 등과 같은 외부환

경 및 구조적인 요인들로 설명이 가능했으나, 그것을 가능케 한 냉

전체제 자체가 붕괴됨으로써 국내적인 요인과 개별적인 정책결정

자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성이 더욱 커진 것이다. 

요컨대 국제관계학(IR)에서 등장한 철학적 대안, 국제관계현

실(ir)에서 나타난 환경구조적 변동, 그리고 심리인지적 연구방법

의 과학적 진화는 FPA에 대한 재조명과 재평가의 근거를 제공하

며, 그간 경시돼 온 인간 행위자 중심의 연구를 IR이 더욱 깊숙이 

통섭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물론 이것은 FPA 분야가, 혹은 인식이나 신념의 중요성을 강

조하는 심리/인지적 접근법이 국제정치와 외교정책의 모든 현상과 

사건을 설명해줄 수 있다는 말이 결코 아니다. 다수의 정치외교학

자와 과학철학자들이 메타이론적, 이론적, 그리고 경험적으로 설

파하고 증명했듯이(Bhaskar 1978; Jervis 2005; Kurki 2008; Wight 

2006), 국제체제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현상과 사건들은 구조

와 행위자의 상호작용 혹은 ‘충돌’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콜린 와

이트(Colin Wight)를 비롯한 관련 학자들이 매우 적절히 통찰하듯

이 “구조와 구조적 속성은 원천적으로 인간의 행위로부터 발생하

며……사회구조적 현상은 인간 개인들의 행위와 연결되어 있지 않

으면 의미를 찾기 어렵다. 반대로 개인들의 행위는 인간 개인 자체

에 대한 이해만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Wight 2006, 98-126).” 

왜냐하면 인간 행위자들은 “인공의 진공상태가 아닌 끊임없는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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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과 융합이 이뤄지는 유기적인(organic) 사회구조 속에서 일정의 

제약을 받으며 생활하기 때문이다(Eun 2012, 770).”

이런 점에서 볼 때, FPA가 강조하는 인간 행위자의 개별적 신

념이나 인식을 분석하는 것은 국제정치와 외교정책의 설명에 있

어 필수적인 작업일 수 있으나 충분조건(sufficient conditions)을 

구성한다고 할 수는 없다. 즉 FPA의 이론이나 심리/인지적 연구

방법이 물질적이고 구조적인 이론이나 연구방법과 비교하여 보다 

월등히 우월하다고 주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중요

한 것은, 이미 많이 지적되어 왔듯 구조와 행위자 간의 상관관계

(correlation)나 인과관계(causation)를 구체적인 영역조건(scope 

condition)에서 세밀히 알아내는 작업일 것이다. 

이를 위해 심리/인지학적 접근법을 포함하는 FPA가 갖는 유

용성과 과학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환경구조와 행위자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내기 위한 통합/융합적 연구가 ‘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주류에 머물며 관심의 대상에서 벗어난 연구 분

야에 대한 재조명과 재인식이 있어야만 비로소 그것을 품은 다층

적이고 융합적인 연구가 ‘돛’을 달 수 있다. 안타까운 것은 기존의 

이론과 연구방법을 보완하고 확장시키는 데 있어 FPA 연구들이 

실질적인 공헌을 할 수 있고, 따라서 적절한 주목을 받을 만한 충

분한 가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못해 왔으며 여전

히 IR, 특히 한국 IR 학계의 주변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더욱

이 앞서 소개한 모겐소(Morganthau)류의 불만과 비판이 지금까지

도 이어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심리적 요인은 연구자의 

“확인”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과학적이라 할 수 없다는 60여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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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 그의 비판은 컴퓨터 기술 수준이 매우 낮았고 사회과학 연구

방법에서 인터넷의 활용이 전무했던 1948년 당시에는 합당한 것

일 수 있으나, 프로파일러 플러스와 같은 내용분석 자동화 소프트

웨어가 상용화돼 있으며 세계 각국 정치 지도자들의 다양한 발언

과 연설을 인터넷을 통해 쉽게 확보할 수 있는 21세기에는 더 이상 

타당한 지적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미 자세히 설명한 것처럼 

정치 지도자들의 정치신념, 상황 인식, 상대국에 대한 이미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론)과 테크닉이 개발돼 있고 주요 국

가 정치 지도자들의 신념을 비교할 수 있는 통계데이터와 연구결

과가 축적된 지금의 상황에서9 과거처럼 ‘확인’의 불가능성을 비판

의 도구로 삼으며 여전히 실증주의적(positivist) 방법론과 인식론, 

구조 중심적(structure-oriented) 이론과 분석에 경도돼 있는 것은 

외교정책연구에 긍정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편중된 인식론에 ‘균형감’을 

찾는 것이고, 나아가 서로 다른 방법론이 공존하고 대화하여 다양

한 분석과 설명을 생산하는 일이다.10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

9　 예컨대 루이지애나대학 마크 샤퍼 교수는 1979년부터 2006년까지 30여 년 가

까이 진행한 연구를 통해 이 글의 제III절에서 소개한 조작적 코드의 VICS 값을 

전 세계 30명의 정치지도자를 대상으로 분석하여 통계분석에 필요한 규준집단

(norming group)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으며, 다이슨(Dyson), 렌

숀(Renshon) 등을 포함하는 많은 정치심리학자들은 이런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

고 있다. 결국 이는 관련 연구의 축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예가 저

널 Political Psychology 2008년도 특집호라고 할 수 있다. 

10　 최근 구체적인 이슈를 중점으로 다층적 분석과 융합적 설명을 시도하는 “절충주

의(eclecticism)” 혹은 “중범위 이론(middle-range theory)”에 대한 논의가 나

타나고 있는 것은 주목할 일이다(Sil and Katzenstein 2010; Lake 2011).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것은 “중범위 이론”이나 “절충주의”는 메타이론적(존재론과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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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깊이 있는 고민해야만 한다. 주류 패러다임의 전환과 확장

은 어떻게 가능하며, 이를 통한 방법론과 인식론의 다양성은 어떻

게 확보될 수 있을까? 

2. 다양성의 실현을 위하여: 쿤, 라카토스, 베버와 포퍼

기나긴 역사성을 갖고 있는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주지하듯 IR 역사상, 인식론이나 방법론 차원에서

의 획기적인 전환은 거의 등장하지 않았다. 왜일까? 그 원인을 찾

는 것, 그것이 바로 패러다임 전환과 인식론의 다양성을 향한 첫 

걸음이 될 것이다. 

토마스 쿤(Thomas Kuhn)은 과학적 연구에 대한 동일한 원칙

과 일정한 규칙이 마련되어 있는 ‘주류’의 패러다임이 발견되고 유

지되어 그것이 연구자와 교육자들에게 개념적, 이론적, 도구적, 방

법론적 표준체계나 모형을 제공하는 “정상과학(normal science)”

의 단계에서 진행되는 “통상연구(normal research)”가 과학발전의 

핵심이라고 보았고, 나아가 서로 다른 패러다임 간의 “통약불가능

성(incommensurability)”을 주장했다(Kuhn 1962; 1970, 10-11). 하

론적) 가정이나 논쟁을 “우회(bypass)”하거나 “중단/연기(suspend)”하고 대신 

‘현실’ 국제정치사안에 대해 다층적 분석을 시도하는 실용주의적 접근이라는 점

이다. 하지만 크리스티안 류스-스미트(Christian Reus-Smit)가 적절히 지적했듯

이, 철학적 가정이나 논쟁은 연구자들이 “우회”나 “중단”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

니며 또한 메타이론이 실용적 분석에 끼치는 영향과 제약을 이해하는 데 “절충주

의”가 방해가 될 수도 있다(Reus-Smit 2013). 이런 점에서 볼 때, “절충주의”가 

패러다임 논쟁을 종식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기존 패러다임을 확장하

고 인식론적 다양성을 보장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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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이는 스테판 토울민(Stephen Toulmin) 등이 일찍이 언급했

듯이 주류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물론이고 그것에 관한 논쟁 역시

도 지식의 ‘진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는 “퇴행적 보수성”으로 

이어지는 역효과를 낳게 되고 더불어 ‘주류’에 대한 “자기 보호장

치”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적절한 입장이라고 보기 어렵

다(Toulmin 1970). 물론 쿤은 과학적 지식생산의 역사적 과정에서 

과학혁명과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지만, 스스로도 

언급했듯이(Kuhn 1962, 164-165) 자연과학 특히나 사회과학 분야

에서는 그러한 ‘혁명’과 ‘전환’이 매우 드물게 발생한다. 예를 들어 

소련의 급작스런 붕괴와 냉전의 종식이라는 국제정치체제와 구조

가 뒤바뀌는 세기의 사건에도 불구하고 IR에서 구조 중심적 설명

과 분석은 여전히 주류 패러다임이다. 

다른 한편 임레 라카토스(Imre Lakatos)는 쿤의 “정상과학”, 

“통약불가능성”, “패러다임 전환” 등의 개념을 비판하며 다양한

(혹은 적대적인) 이론들의 공존 현상을 관찰하고 이를 진보적 혹

은 퇴보적 “연구프로그램”이라는 또 다른 개념으로 과학적 지식

생산의 실행과 과정을 진단하지만(Lakatos 1970, 132-177), 이 또

한 쿤(Kuhn 1962, 121)이 언급한 주류 패러다임의 “게슈탈트 전환

(gestalt-shift)”의 부재, 달리 말해 주류 패러다임의 지속성에 관한 

‘이유’를 설명해주지는 못한다. 즉 ‘왜 (국제)정치학계에서 패러다

임의 전환이나 혹은 패러다임의 다양화가 이뤄지지 못하는가?’라

는 질문을 라카토스의 “연구프로그램”이라는 개념만으로 이해하

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라카토스의 개념은 연구자들의 

지식생산 행위와 과학발전의 양상에 관한 ‘일반화’이지 그런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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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양상이 ‘왜’ 나타나는지를 묻는 ‘원인 분석’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막스 베버(Max Weber)의 “사회학”에 대한 

정의나 그의 방법론, 특히 사회 행위자의 행동(action)를 설명하기 

위한 ‘연구자’ 자신의 가치와 “이해(Verstehen)”의 중요성에 관한 

베버의 논의는 매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인간

행위의 원인에 대한 인과적 설명을 해석학적으로 접근하려 했던 

베버는 인간 행위자 개인의 심리와 그가 속한 문화(혹은 종교)에서 

부여되는 집단/사회적 의미를 중요하게 여겼으며, 연구 대상인 ‘행

위자’가 갖는 주관적 의미(동기)와 ‘연구자’ 자신이 갖고 있는 주관

적 의미가 결합된 사회학의 ‘이중적 이해구조’를 설파했다. 베버의 

이런 통찰을 패러다임의 (비)전환과 연결하여 생각한다면 쿤이나 

라카토스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

다. 그것은 바로 여러 연구프로그램들을 가로지르면서 동시에 하

나의 ‘주류’ 패러다임과 깊게 엉기어 나타나는 (인간)연구자들의 

‘학제적 사회화(disciplinary socialization)’라고 할 수 있다. 즉 비

록 기존의 주류 패러다임에 대한 중대한 변칙(anomaly)이 발생하

고 있으며 동시에 대안이론이나 설명법이 존재함에도 기존 패러다

임이 지속되는 것은 교육제도, 학생지도, 직업적 보상, 사회적 의

미 및 학문적 인정 등의 차원에서 그 ‘주류’ 패러다임과 연계하여 

발생되는 각종 기제들이 사회제도적 혹은 사회문화적으로 작동하

여 연구자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그들은 그런 기제들을 인

지하고 동시에 재생산하기 때문일 것이다.

예컨대 학계에서 직을 얻거나 대학에서 승진 심사를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중에 하나는 연구논문의 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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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이며, 이것은 당대 주류 패러다임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 없다. 

논문 출판을 위해서는 문헌 검토, 이론의 선택, 이론의 검증, 데이

터 수집 및 분석, 그리고 결과 해석 등에서 주류 패러다임의 인정을 

받고 널리 활용되는 일련의 연구방법을 따르게 된다. 이것을 따르

지 않는 논문은 심사에서 탈락되거나 아예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사실 ‘무엇인 문제(puzzle)가 될 수 있는가?’라

는 연구문제의 설정 단계에서부터 주류 패러다임은 영향력을 발휘

한다(Wæver 1996, 159-160). 순수한 지식의 탐구뿐 아니라 직업을 

갖고 직업적 보상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연구자들의 사회심리적 속

성을 고려한다면 IR에서 하나의 주류 패러다임에 안주하거나 혹은 

그것의 ‘내부’에서 논쟁하게 되는 학제적 사회화가 나타나고 지속

되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Eun and Piezara 2013, 3-4).

연구물의 출판과 함께 강의의 형식과 내용 역시도 위와 같은 

학제적 사회화를 가중시키는 또 다른 기제라 할 수 있다. 특히 패

트릭 잭슨(Patrick Jackson)이나 요나스 해그만( Jonas Hagmann) 

같은 학자들은 인식론적 다양성을 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로 학

자(교수)들의 석박사 학생지도의 행태를 꼽고 있다. 1970년대 주

류였던 실증주의적 인식론과 방법론으로 교육을 ‘받은’ 이들이 교

육을 ‘하는’ 입장이 되었을 때,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기존

의 주류 패러다임에 맞춰 학생들을 “규율(discipline)”한다는 것

이고, 이런 지도/규율을 받은 학생들은 또다시 주류의 패러다임

을 “재생산”하여 강화시키는 순환구조를 낳게 된다(Jackson 2011, 

43; Hagmann and Biersteker 2012, 3-4). 요컨대 다양한 제도적, 사

회적 기제를 통해 주류 패러다임과 연결된 학제적 사회화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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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고 그것이 일정 기간 지속되면 하나의 ‘규범’이 되는 것이다. 

웬트를 원용하여 말하자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은 국제정치

(international relations)만이 아니다. 그것을 연구하는 연구자들과 

학계(International Relations) 역시도 사회적으로 구성된다. 

만약 그러하다면, 편중된 인식론에 ‘균형감’을 찾고 나아가 다

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IR 학계에서 주류가 아닌 비주류의 이

론이나 방법론에 대한 대학교육의 제도화, 비주류 이론이나 방법

론을 사용한 연구논문에 대한 출판의 쿼터제도 등을 고려할 필요

가 있다. 나아가 주류와 비주류 방법론 간의 융합적 연구에 대한 

장려, 그리고 이에 대한 학문적 인정과 재정적 보상을 ‘지속적’으

로 제공하여 이를 규범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즉 문제의 원인이 

학제적 사회화에 있었다면 그것에 대한 해결 역시도 그 안에서 찾

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 연구자들 자신이 있다. 

강의 및 학생지도, 연구논문 평가, 학위심사, 학술지와 저서의 출

판과 편집, 연구비 지원 및 관리 등, 학제적 사회화를 이루는 이 모

든 것에 ‘우리’ 연구자 자신들의 인식과 행위가 깊게 관여돼 있다. 

일찍이 칼 포퍼는 ‘무엇이 과학적 지식이며, 어떻게 학문은 진보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지식의 ‘내용’보다는 그 지식을 

생산하고 다루는 ‘연구자’에서 찾았다. 물론 반증의 가능성이라는 

지식의 생산체계와 연구방법도 중시했지만, 그보다 포퍼가 더 중

요하게 여긴 것은 반증된 지식(주장)에 대해 연구자들이 거부해야

만 한다는 인식과 실제로 거부한 ‘행위’였다(Popper 1970). 

비록 외교나 정치를 논의 대상으로 삼지는 않았지만 앞서 언

급한 쿤, 라카토스, 베버, 그리고 포퍼의 생각을 외교정책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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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역시나 중요한 것은 

연구자들의 자기성찰과 연구행위로부터 발생되는 ‘학제적 사회화’

일 것이다. 이론과 연구방법 자체가 외교정책연구 발전의 핵심 요

소라기보다는 그것을 연구자들이 ‘어떻게’ 다루느냐가 더 중요하

다는 것이다. 편중된 방법론과 인식론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비

판적 ‘성찰’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 ‘행위’가 학교 및 학계

에서 교육, 제도, 기구 및 재정을 포함하는 여러 기제를 통해 ‘지속

적’으로 나타날 때 다양성이 담보되며 나아가 대화와 통합을 추구

하는 학제적 사회화가 규범으로 자리 잡을 수 있으며, 이것을 통해 

비로소 외교정책연구의 방법론과 인식론적 발전이 ‘시작’될 수 있

을 것이다. 물론 이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시작에 불과하지만 동시

에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시작이다. 그리고 그것의 성패는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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