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장 

이론, 방법 그리고 방법론

— ‘국제정치학 이론의 종언’ 논쟁의 비판적 검토

Theory, Method, and Methodology — A Critical Review of the 
Debate on ‘the End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이왕휘 |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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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이론, 방법 그리고 방법론

국제정치학계의 
최근 방법론 논쟁들을 이해하

기 위해 이론적인 쟁점들을 

검토한다. ‘이론의 종언’이라는 이름으로 일부 학자들은 철학적・메타이론적 논

쟁을 중단하고 경험적 연구에 매진하자고 촉구하였다. 매우 역설적이게도 이 주

장은 방법론의 존재론적 그리고 인식론적 가정들에 주목하도록 만듦으로써 이론

적 논쟁은 위축되기는커녕 활발해졌다. 비판자들은 이론적 논쟁의 생략이 방법

론의 존재론적 및 인식론적 가정에 대한 이해를 방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형

이상학적 고려의 부재는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현재 지배적 방법론—즉 실증

주의—을 특권화하는 위험을 내포하는 방법주의(methodism)이나 방법론주의

(methodologism)로 귀결될 수 있다. 방법론에 내재된 한계들을 인식한다는 점

에서 방법론적 다원주의는 이런 위험을 회피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방법론에 

배태되어 있는 존재론과 인식론의 근본적 차이가 존재하는 한 방법론적 다원주의

는 불가피하다. 이런 이유에서 보편적 방법론을 찾기보다는 연구 주제에 따라 적

합한 방법들을 선택하는 데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This article examines a couple of theoretical issues to understand re-

cent debates on methodology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 the name of ‘the end of theory’, some scholars have recently called for 

a pause of philosophical/meta-theoretical discussions and more attention 

to empirical research. Paradoxically enough, theoretical debates has been 

encouraged rather than discouraged. Critics point out that a skipping 

of philosophical/meta-theoretical discussions is highly likely to prevent 

us from recognizing the ontological and epistemological assumptions of 

methodology. Further, lack of metaphysical considerations might result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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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ism or methodologism, which intentionally or unintentionally might 

have a danger of privileging the currently predominant methodology, i.e. 

positivism. Acknowledging inherent limitations to methodology, method-

ological pluralism is helpful in avoiding this danger. As long as fundamen-

tal ontological and epistemological differences ‐ which are embedded in 

methodoloogy ‐ exist, methodological pluralism is inevitable. For this rea-

son, more attention should be paid to choosing a methodology suitable for 

certain research subject rather than searching for a universal methodology.  

keywords 방법론 methodology, 방법 method, 이론 theory, 존재론 ontology, 인

식론 epistemology, 방법론적 다원주의 methodological plur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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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이론, 방법 그리고 방법론

I  머리말 

국제정치학이 과학화를 지향하기 시작한 20세기 초반 제1차 대논

쟁 이후 방법론 문제가 제2, 3차 대논쟁들에서 계속 논의되어 왔다

(Schmidt 2013; Wight 2013). “국제정치학의 방법론은 국제정치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학문이 연구되는 방식들과 방법들에 대한 연구”

(Nicholson 1985, 56)이며 “국제정치학 그 자체가 다른 사회과학과 

구분되는 이론 또는 방법의 문제들을 제기하지 않는다”(Halliday 

1994, 23)는 점에서 방법론 문제에 대한 회의론과 무용론은 끊이

지 않고 제기되어 왔다.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국제정치학자들

이 방법론에 계속 천착하는 이유는 국제정치학을 과학으로 정립하

려는 노력에 기인했다고 할 수 있다. 더 구체적으로 이 노력은 국

제정치학을 현재 사회과학계의 주류로 인정받고 있는 (신)실증주

의의 과학 기준에 부합시키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Monteiro and Ruby 2009). 

이런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정치학에 고유한 방

법을 만들어 내는 것은 고사하고 가장 과학적인 방법론에 대한 근

본적인 합의도 학계 내에 존재하지 않고 있다. 이런 점에서 21세

기에도 방법론 논쟁은 과거완료형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이다. 최

근 쟁점은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의 장단점 비교, 양자의 절충・

수렴・통일・융합, 방법론의 메타이론적・철학적 기초, 그리고 방

법론적 다원주의의 필요성과 가능성이다( Johnson 2002; Thomas 

2005; Mahoney 2010; Jackson 2011; van der Ree 2013; 한국정치학회 

2008). 영국학파와 코펜하겐학파의 미국의 (신)실증주의 학풍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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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여주듯, 이 문제는 단순한 이론적 논쟁을 넘어 국제적 차원에

서 학파들 사이의 우열관계에 대한 정치적 논란으로까지 전개되었

다(Wæver 1998; Cohen 2008; Maliniak 외 2011; 이왕휘 2010, 2012). 

더 나아가 국제정치학의 과학화 과정을 중심으로 학제사를 재해석

하기 위한 시도로서 한스 모겐소와 모톤 카플란의 방법론이 재해

석되고 있다(Turner and Mazur 2009; Hamati-Ataya 2012). 

최근 방법론 논쟁의 대립구조와 쟁점은 최근 벌어진 ‘국제정

치학 이론의 종언’—이하 ‘이론의 종언’—논쟁에 잘 반영되어 있

다. 물론 언뜻 보기에 ‘이론의 종언’ 논쟁은 방법론과 관련 없어 보

인다. 그러나 “이론의 희생을 통한 방법의 강조” 또는 “이론에 대

한 방법의 우위”(Mearsheimer and Walt 2013, 429)가 이 논쟁의 촉

발점이기 때문에, 이 논쟁의 가장 중요한 논점들 중의 하나가 방법

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론의 종언’ 논쟁에서 방법론은 상반되는 평가를 받고 있

다. 한편에서는 방법론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 경험적 연구를 저해

하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방법론—더 나아가서는 이론—에 대

한 논쟁을 중단하자는 주장이 있다. 이 주장에 따르면, 방법론에 

대한 메타이론적・철학적 논의는 실증적 연구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도 기여하는 바가 적다. 또한 

이 주장의 지지자들은 방법론적 다원주의가 학문으로서 국제정치

학이 성숙하지 못했다는 증거라고 비판하면서, 경험적으로 실증할 

수 있는 방법들에 집중함으로써 국제정치현상에 대한 과학적 지식

을 축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이론의 종언’이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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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이론, 방법 그리고 방법론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주장에 따르면, 방법론에 대한 

메타이론적・철학적 검토는 기존 방법론에 내재된 기본 가정들을 

비교・평가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와 기준을 제공해주는 것은 물론 

각 방법에 내재된 한계와 문제점들을 이해하고 정정하는 데 기여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방법론적 다원주의를 국제정치학이 건

전하게 발전하고 있다는 징표로 해석하면서, 특정한 방법들—주로 

양적 방법들—의 특권화는 국제정치학을 획일화시킬 수 있다는 우

려를 표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글은 방법론 논쟁의 쟁점들을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한 이론적인 문제들을 검토한다. 먼저 방법론에 대한 

상반되는 평가는 이론, 방법 및 방법론 사이의 차이점에 대한 서로 

다른 정의에서 기인한다. 많은 경우 방법과 방법론이 엄밀하게 구

분되지 않고, 따라서 양자가 동의어나 유사어로 간주되고 있다. 이

럴 경우 방법론 논쟁은 방법에 대한 논쟁으로 축소되며, 방법에 내

재된 인식론과 존재론에 대한 논의가 배제되게 된다. 메타이론적・

철학적 가정에 대한 검토가 거의 없는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의 장

단점 비교와 양자의 절충・수렴・통일 모색은 방법의 비교에 다름 

아니다. 궁극적으로 방법론이 없는 방법에 대한 논의는 방법주의

(methodism)이나 방법론주의(methodologism)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Wolin 1969; Mead 2010). 즉 방법에 대한 집착은 과학의 목적

을 진리의 탐구가 아니라 객관적이고 엄밀한 과정과 절차의 적용

으로 치환시키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방법론을 포함한 모든 메타이론적・철학적 측면에 대한 논의

를 중단하자는 ‘이론의 종언’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현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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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적—더 나아가서 패권적—방법을 특권화시킬 수 있다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van der Ree 2013, 25). 실제로 메타이론적・철학적 

논의를 사변적으로 치부하는 (신)실증주의자들은 가장 과학적인—

또는 표준적인—방법이 존재하고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이 

신념에는 방법들 사이의 위계질서가 내재되어 있다. 이런 맥락에

서는 수와 수학만이 국제정치학을 과학적으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

이며 그 대안은 ‘허튼소리’(Bueno de Mesquita 2010, xv), 또는 모

든 좋은 연구가 ‘추론의 논리’(King 외 1994, 4)에서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신)실증주의가 메타이론적・철학적 근거로 삼고 있는 과학

철학은 모든 시대와 사회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근본적 원

리라기보다는 20세기 전반 빈(Wien) 학파가 발전시킨 논리실증

주의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과학철학을 기준으로 방법들을 평가

하는 것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Monteiro and Ruby 

2009). 이런 점에서 논리실증주의의 기준에 비과학적으로 평가되

는 방법들도 과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모든 지식—자연과학이든 사회과학이든—은 전문적 기술, 

정밀한 정보, 비교, 직감 그리고 아주 중요하게 좋은 판단에 의해 

진행된다(Halliday 2009, 42).”

이런 이유들 때문에 방법론적 다원주의는 불가피한 동시에 바

람직하다. 먼저 모든 방법들을 하나로 통일하거나 융합하기 위해

서는 각 방법의 근저에 있는 메타이론적・철학적 차이들을 극복해

야 한다. 이런 차이를 극복할 수 없다면, 방법론적 다원주의는 계

속 유지될 수밖에 없다. 다른 한편, 방법론적 다원주의는 지식의 

확대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역사적으로 새로운 방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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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이론, 방법 그리고 방법론

이 계속 등장하는 것은 물론 기존 방법들도 개선・향상되고 있어, 

가장 과학적인 방법은 통시적이고 공시적으로 평가될 수 없다. 이

런 점에서 “우리는 어떤 특정한 설명 전략이 어떤 특정한 문제에 

접근하는 최선의 또는 유일한 방법을 대표한다는 어떤 주장에 대

해서도 비판적 태도를 취해야만 한다(Humphreys 2013, 307).”

이 글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국제학계는 물론 정

치학계 전반에서 벌어진 방법론 논쟁에서 제기된 여섯 가지 문제

점들을 정리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이론의 종언’ 논쟁에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논쟁이 가지

는 방법론적 함의를 정리하였다. 

II  방법론 논쟁의 문제점들 

국제정치학에서 유래한 또는 국제정치학에만 특정한 방법론이 없

기 때문에, 국제정치학계의 방법론 논쟁은 사실 정치학, 더 근본적

으로는 사회과학과 인문학의 연구성과에 기반을 두고 있다. 따라

서 최근 방법론 논쟁의 역사적 및 이론적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

는 사회과학계와 인문학계의 연구를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국제정치학계 내에서의 방법론 연구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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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법과 방법론

방법론 논쟁에서 가장 많이 제기되고 가장 많이 오해되는 점은 방

법과 방법론의 구분이다. 국제정치학계의 대표적인 방법론 교과

서에도 양자가 유사어나 동의어처럼 사용되고 있다(Sprinz and 

Wolinsky-Nahmias 2004). 그러나 양자는 전적으로 다른 개념이다. 

사전적으로 전자가 분석을 위한 수단이나 기술을 의미하는 반면, 

후자는 방법들에 대한 체계적 이론과 지식을 의미한다.1 정치학 방

법론 교과서에도 방법은 “연구의 기법 혹은 한 영역의 기술적인 절

차, 방법론은 하나의 주제에 대한 추론의 개념, 이론, 그리고 기본

적인 원칙들에 대한 탐구”(Moses and Knutsen 2007, 29)로 정의되

어 있다.

방법과 방법론의 차이는 1960~70년대 비교방법론에 대한 

논의에서 지적된 바 있었다. 방법과 방법론의 구분을 강조했던 조

바니 사르토리는 방법을 “과학적 탐구의 기술”, 그리고 방법론을 

“과학적 탐구의 논리적 구조와 과정”으로 규정했다(Sartori 1970, 

1033). 더 나아가 그는 방법이 방법론의 대체물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내 서재에 ‘사회과학 방법론’이라는 제목을 가진 책

들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다. 이들은 연구 기술과 통계 프로세싱을 

단순하게 다루고 있을 뿐이다. 그것들은 ‘이성의 방법’(method of 

logos), 사고의 방법과 거의 관계없다(Sartori 2004, 785).”

국제정치학계의 가장 중요한 이론가로 평가되는 케네스 월츠 

1　 http://www.thefreedictionary.com/methodology(검색일: 2014.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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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방법론을 방법과 구분하였다.

방법에는 큰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이를 사용하는 논리에 대해서는 별

로 개의치 않는다. 이는 적절한 관심의 본말이 전도된 것인데, 왜냐하

면 하나의 방법론이 채택되면 방법의 선택은 단지 전술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어떠한 경로를 통해 그곳에 도달할 수 있는가를 묻지 

않으면서, 하나의 현상에 대해 이해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Waltz 

1979, 13)

방법과 방법론의 구분은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하다. 첫째, “방

법론이 없는 방법들은 특정한 기술들이 이해되는 큰 그림을 결여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근시안적이며, 명백한 방법론적 성찰이 

없는 상태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연구를 하는 학자들이 자신들의 

연구 수행방식을 과학적 연구를 하는 방식의 하나라기보다는 유례

없이 ‘과학적’이라고 생각할 기회가 적지 않다(Jackson 2011, 26).” 

둘째, “방법들은 어떻게 사용되는가에 따라 다수의 방법론들을 위

해 사용될 수 있다(Howard 2010, 407).” 즉 어떤 특정 방법론에는 

특정한 방법만이 활용된다는 선입견이 틀렸다는 것이다.

2. 방법과 이론

 

방법론 논쟁에서 그 다음으로 많이 지적되는 문제점은 방법론 논

의가 방법에만 초점을 둠으로써 방법이 사용되고 있는 이론과의 

관계가 경시되고 있다는 것이다(Marsh and Stoker 2002). 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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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집착은 (국제)정치학계의 최근 연구동향에 잘 반영되어 있다. 

현재 연구의 초점은 다양한 방법들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더 나아

가 각 방법의 단점을 극복 또는 보완하기 위해 방법을 통합/통일/

통섭(King 외 1994; Gerring 2001; Collier and Brady 2004; Goertz 

and Mahoney 2012; 안재흥 2005, 2006) 또는 다중 방법 연구(multi-

method research)나 분석적 절충주의(Sil and Katzenstein 2010; 

Ahmed and Sil 2012)에 두고 있다. 이런 연구에서 방법은 이론을 

설명하고 검증하는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로 연구의 목

적이다. 그 결과 “방법론이 그 자체로 정치학 내에서 하나의—아마

도 가장 권위 있는—분과가 되어 가고 있다(Mead 2010, 454).” 

방법론 논쟁에서 방법의 논리적 구조와 과정을 간과하는 것은 

두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 첫째, 방법론의 무시는 방법에 내재되

어 있는 이론적 가정과 함의 분석을 가로막는다. “양적이든 질적이

든 어떤 연구 방법에 대한 옹호는 추상적으로 고려되거나 제시될 

수 없다. 왜냐하면 어떤 방법의 선택과 타당성은 탐구되는 현상의 

성격에 대한 가정들은 물론 지식의 성격과 그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다양한 가정들을 구현하고 있기 때문이다(Morgan 

and Smircich 1980, 491).” 

둘째, 방법론 논의에서 이론의 배제—또는 무시—는 방법주

의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방법 그 자체에 대한 몰두는 연구자

가 가지고 있는 가정들과 전반적인 연구 노력 사이의 관계를 모호

하게 만들어 연구자의 지향보다 방법 그 자체가 지식의 특정한 형

태를 만든다는 환상을 불러일으킨다(Morgan and Smircich 1980, 

499).” 따라서 “최근 많은 연구 디자인에서 이론은 연구(경험적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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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화)의 결과 또는 주어진 외적 출발점(그 일반화가 검증할 주장을 제

공해 준다면) 중의 하나이다(Guzzini 2013, 531).” 그 결과 “오늘날 

질문들은 훨씬 더 방법론에 관한 것이다. 선배들과 비교해서 오늘

날 정치학자들은 기술적으로 더 세련되지만 정치와 정부에 대한 

지식이 덜하며 덜 지적이다. 그들은 방법을 가지고 있지만, 자주 

그것을 빼고는 할 이야기가 별로 없다(Mead 2010, 454).” 

궁극적으로 방법주의는 방법(론)이 과학과 비과학을 구분하는 

유일한 기준으로 보는 오류로 귀결된다(Jackson 2011). 과학은 엄

밀성뿐만 아니라 적합성을 요구한다(Frieden and Lake 2005). 적합

성의 측면에서는 존재론이 방법론에 우선한다. 실제로 국제정치학

이 독자적인 학문분과로 성장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

은 방법론보다는 존재론이라고 할 수 있다(Turner and Mazur 2009; 

Wæver 2009).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분석 대상을 이데올로

기에서 권력과 국가이익(Carr 1939; Morgenthau 1946)으로 전환한 

것과 분석 수준을 개인/국가로부터 국제(Waltz 1959, 1979)의 구분

과 그 상호작용(Gourevitch 1978; Wendt 1992)으로 한 것이다.

3. 철학적 방법론과 과학적 방법론

철학적 방법론과 과학적 방법론의 구분도 주의해야 할 점들 중 하

나이다. 대부분의 경우 방법론 앞에 ‘과학적’이라는 수식어를 따로 

붙이지 않을 정도로, 과학적 방법론이 마치 보편적인 방법론인 것

처럼 간주되고 있다. 실제로 현재 (국제)정치학계는 물론 사회과학

계 전반에서 방법론 논쟁은 과학적 방법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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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 결과 철학적 방법론이 방법론 논쟁에서 소외—더 나아가

서 배제—되어 과학적 방법론이 마치 방법론의 전부인 것처럼 간

주되고 있는 실정이다. 과학적 방법론은 근대 이후 발전한 자연과

학의 발전과정에서 형성된 것이다(Achinstein 2004). 따라서 과학

적 방법론은 어느 시대, 모든 학문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방

법론이 아니다. 

철학적 방법론을 고려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과학적 

방법론에 내재된 특정한 존재론과 인식론의 한계와 문제점을 인식

하는 데 있다(Marsh and Furlong 2002; Schwartz-Shae and Yanow 

2002; Hall 2003). 원칙적으로 연구 과정은 <그림 1>의 오른편처럼 

먼저 연구 대상과 그 인식에 대한 문제를 논의한 후 방법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져야 한다. “다른 연구 접근법들에 대한 어떤 논의

든 존재론과 인식론에 대한 장구한 논쟁들을 끌어들인다. 방법론

의 목적은 지적으로 선행하는 이 문제들을 푸는 것이 아니라 특정

한 입장으로부터 출발해서 무엇이 지식으로 정확하게 ‘간주’되는

가, 그 지식에 대한 주장이 어떻게 중재되는가, 그리고 지식을 생

산하는 데 어떤 증거를 가지고 보여줄 것인가를 표현하는 것이다

(Howard 2010, 394).” 

우리가 하는 것 우리가 해야 할 것

존재론

(인식론)

↑

방법론

존재론

↑↓

인식론

↓

방법론

출처: Raadschelders 2011, 920.

그림 1. 존재론, 인식론, 방법론의 관계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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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상은 그 반대다. 방법에 대한 집착은 <그림 1>의 왼

편처럼 연구를 시작할 때 방법론을 먼저 선정하고 나서 존재론과 

인식론에 대한 고려를 하게 만든다. 더 심각한 문제는 최근에 인식

론적 고려가 자주 생략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략은 (신)실

증주의가 유일한 또는 최고로 과학적인 인식론이라는 인식에 의해

서만 합리화될 수 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존재론과 인식론 사이의 관계에서 (신)

실증주의와 과학적 실재론 사이에 우선순위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

이다. 전자에서는 인식론이 존재론을 규정하는 반면, 후자에서는 

존재론이 인식론을 규정한다(Monteiro and Ruby 2009, 33). 과학적 

실재론은 (신)실증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존재론을 우선

하지만, 이것 역시 연구 대상을 제한하는 문제점을 완전하게 회피

표 1. 접근법의 존재론・인식론・방법론적 기반

주관적 접근법                 객관적 접근법

존재론적

가정

인간상상의 

투사로서 

현실

사회적 구성

으로서 현실

상징적 담론

의 영역으로

서 현실

정보의 맥락 

장으로서 

현실

구체적 과정

으로서 현실

구체적 구조

로서 현실

인간 본성

가정

순수 정신, 

의식, 존재로

서 인간

사회적 제작

자, 상징 창

조자로서 

인간

배우로서 상

징 사용자로

서 인간

정보 처리사

로서 인간

조정자로서 

인간

반응자로서 

인간

인식론적

입장

현상학적 통

찰, 계시를 

획득

사회적 실재

가 어떻게 창

조되는가를 

이해

상징적 담론

의 양상을 

이해

맥락의 지도

그리기

체제, 과정, 

변화 연구

실증적 과학 

구성

비유 초월적 언어 게임, 

성취, 텍스트

극장, 문화 사이버네틱 유기체 기계

연구방법 순수 주관

의 탐구

해석학 상징 분석 형태(Ge-
stalten)의
맥락 분석

역사적 

분석

실험실 실

험, 서베이

출처: Morgan and Smircich 1980, 4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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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다(Furlong and Marsh 2007; Bates and Jenkins 2007). 따라

서 존재론과 인식론은 동시에 또한 상호관계 속에서 고려될 필요

가 있다. 

이런 이유에서 <표 1>에서 보이는 것처럼 방법론과 존재론 및 

인식론 사이에는 나타나는 친화성(affinity)은 우연이 아니다. 

4. 방법들 사이의 위계질서

방법론 논쟁에서 잘 드러나지 않은 쟁점들 중의 하나는 과학적

인—또는 표준적인—방법이 존재한다는 가정이다. 단일한 혹은 유

일한 과학적 방법에 대한 가정은 방법론을 특권화하는 데서 기인

한다고 할 수 있다(Wight 2006). 방법론의 특권화는 과학의 기준을 

진리에서 방법으로 이전시킨다. 

과학적 방법에 대한 가정은 방법들 사이의 위계질서가 있다는 

인식과 일맥상통한다. 실증주의적 관점에서는 <그림 2>에서 보이

는 것처럼 실험적 방법이 최선이며, 비실험적 방법도 사례의 수에 

따라 통계, 비교, 사례연구 순으로 엄밀하다고 평가된다. 이런 평

가는 방법론을 통계 및 공식 모델을 포함하는 양적 방법과 동일시

하는 시각으로 표출되고 있다(King 1991).

방법을 이론과의 관계 속에서 보며, 방법과 방법론을 구분하

고, 방법론의 인식론적 및 존재론적 기초를 분석하고, 방법들 사이

의 위계질서를 부정하는 것은 실제 연구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

는가? 방법론 논쟁의 실천적 함의는 바로 연구를 진행하는 절차와 

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 연구 방법이 먼저 결정된다면, 연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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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이론을 선택할 수 있는 범위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실험적 방법이 선정된 경우, 비실험적 방법으로밖에 할 수 없는 연

구 주제와 이론은 배제된다. 반대로, 연구 대상과 이론을 먼저 선

택할 경우 방법들을 선택할 수 있는 범위는 확대된다. 이런 절차를 

정리한 것이 <그림 3>이다.  

존재론    인식론    방법론     방법     자료

 

무엇을 

알려고 

하는가?

      그것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그 지식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획득할 때

                  어떤 정확한 방식을

                  사용할 것인가?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수집할 것인가?

출처: Grix 2002, 180.

▶

▶

▶

▶

그림 3. 연구 절차: 존재론, 인식론, 방법론 사이의 관계

        실험적 방법

과학적 방법              통계 방법

        비실험적 방법     비교 방법

                 사례연구 방법

그림 2. 자연주의 전통에서 방법들 사이의 위계질서

출처: Moses and Knutsen 2007,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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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21세기 방법론 논쟁: 쟁점과 함의

방법과 방법론, 이론과 방법, 방법론・존재론・인식론 사이의 관계 

및 방법론 사이의 위계질서에 대한 검토를 통해 방법론 논쟁이 이

론 논쟁과 별개로 또는 상호배타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20세기의 세 차례 대논쟁과 마찬가지로, 21세기 국

제정치학계에서 벌어진 두 번의 국제적 논쟁들에서도 이론, 방법 

및 방법론 사이의 관계가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언뜻 보기에 이 논

쟁의 시발점은 이론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지만, 그 궁극적 목적

은 방법론적 다양성을 지양하자는 데 있다. 따라서 이 논쟁들은 중

요한 방법론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 

1. ‘대화와 종합’ 논쟁

21세기 국제정치학계에서 이론과 방법의 관계는 <그림 4>와 같이 

(신)실증주의를 공유하고 있는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해석학적 방

법을 선호하는 탈근대주의, 그리고 관계적 방법에 기반을 둔 구성

주의로 구분될 수 있다. 여기에서 주류적인 위상은 현실주의와 자

유주의가 채택한 (신)실증주의 방법이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 국제정치학계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현실주의와 (신)

자유주의적 제도주의자들은 제3차 대논쟁 이후 심화된 대립구도

를 극복・지양하기 위해 국제정치학 이론들의 상호소통—더 나아

가서는 종합—을 모색하였다. 2000년 국제정치학회(International 

Studies Association)의 ‘새천년 회고 패널’에서 이 논의가 본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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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제기되었다(Hellmann 2003). 

이 패널에서 대화와 종합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가장 적극적으

로 지지한 논자는 앤드류 모라브칙이다. 그는 대화와 종합의 전제

조건으로 국제정치학을 진보적이고 경험적인 사회과학으로 보아

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가 이런 단서를 제시한 이유는 대논쟁들이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논의에 치중함으로써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내용들을 간과했다는 데 있다. “더 심도 있는 철학적 이해 또는 국

제정치학의 지성사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이 종국적으로 세계정치에 

대한 더 풍부한 경험적 이해를 촉진시킬 것이라는 내재적 가정이 

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항상 대논쟁을 한 번 더 하는 것으로 남아 

있다(Moravcsik 2003, 153).” 

모라브칙에게 이론은 경험적 검증과 이론 종합을 하는 도구로

서 취급된다. 이런 입장에서 다원주의는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지

양되어야 한다. 경험적 자료에 근거한 검증을 견디지 못한 이론은 

그림 4. 국제정치학 이론과 방법 관계

             현실주의-자유주의

             (신)실증주의 방법

       물질적 본질       일반화할 수 있는 인과적 힘

    이념적 본질              특정한 인과 과정 및

                    메커니즘

   
탈근대주의

   주관적 의미     간주관적 의미   
구성주의

 

   
해석적 방법

                
관계적 방법

출처: Howard 2010,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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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되기 때문에, 다원주의는 학문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사라지게 

되어 있다. “사회과학적 시도로서 국제정치학의 건전성은 경쟁하

는 세계정치에 대한 인과적 추측들을 지지하는 기존의 경험적 증

거들에 대한 더 깊고 넓은 이해를 장려하는 능력으로 가장 잘 측정

될 수 있다(Moravcsik 2003, 133).” 따라서 그에게 다원주의란 “학

문적 현상유지를 위한 보수적인 호소”이며 “기성 및 비판 이론가

들 모두 사이의 현상유지의 영구화”를 의미한다(Moravcsik 2003, 

135-136). 따라서 그는 메타이론적, 존재론적 그리고 철학적 논의

보다는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 연구가 필요

하다고 주장한다. 

이와 반대로, 스티브 스미스는 대화와 종합의 필요성을 거부

한다. 물론 그의 거부는 대화보다는 종합에 중점을 두고 있다. 메

타이론적 공통점이 있을 경우 경쟁하는 이론들 사이에서 대화와 

종합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험주의적 

가정을 공유하는 미국 국제정치학계의 주류 이론들 사이에 대화와 

종합은 가능하다. 그러나 그 가정을 공유하지 않은 이론들 사이에

서 대화는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종합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대화는 “사회세계를 연구하는 방법이 다양하며 어느 방법도 

학문적 근거에서 비정통적이라고 거부할 수 없을 때”(Smith 2003, 

143) 가능하다. 그러나 종합은 가능하지 않은데, 그 이유는 “역사

적으로 문화적으로 특정한 정통이 대화와 종합의 규칙을 결정하기 

때문이다(Smith 2003, 142).” 또한 대화와 종합의 가능성은 방법론

적 그리고 인식론적 가정에 대한 공통점 또는 적어도 상호배타적

이지 않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미국 학계의 주류 사이에서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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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공유되는 가정들이 존재하지만, 그 가정들은 합리주의적 전

통에서 성찰주의를 과학의 영역에서 배제하려고 한다. 이런 점에

서 합리주의와 성찰주의 사이에서 대화와 종합은 합리주의에 의한 

성찰주의의 흡수를 의미할 뿐이다. 

가장 근본적인 차원에서 “종합에 대한 요구는 이론들과 접근

법들을 결합함으로써 외부 세계에 대한 진리를 찾을 수 있다는 가

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틀렸다(Smith 2003, 142).” 성찰주의적 전

통에서 지식의 축적을 통해 학문이 진보한다는 합리주의적 가정은 

인정될 수 없다. 또한 성찰주의는 이론들을 평가하는 데 객관적이

고 중립적이며 공정한 기준의 가능성을 부정한다. “업적을 판단하

는 데 중립적 근거가 있다는 호소는 중립적인 학문적 기준의 탈로 

주류의 인식론적 정통을 재생할 뿐이다(Smith 2003, 143).” 

유사한 맥락에서 크라토킬도 대화와 종합에 내재된 위험성을 

경고한다. 그의 비판은 현재 유행하고 있는 논리 실증주의에 기반

을 둔 과학 개념이 소통을 어렵게 만든다는 사실로부터 출발한다. 

경험적으로 검증될 수 있는 지식으로 과학을 한정할 경우, 교조주

의가 등장하고 다원주의의 가능성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교조주의

를 예방하고 다원주의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무차별적 관용과 교조

적 침묵, 두 가지를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메타이론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구성주의를 경험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비판하는 것은 

다원주의의 가능성을 부정하고 주류 이론의 교조화로 귀결될 위험

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방법론과 연계되어 있

다. 적어도 미국 학계에서 국제정치학의 전문화는 특정한 방법론

과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법이나 방법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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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정치적 문제들에 대한 본질적인 논

의의 대체물이 아니다(Kratochwil 2003, 128).” 

2. ‘이론의 종언’ 논쟁

엄밀한 의미에서, 대화와 종합의 가능성과 필요성에 대한 합리주

의와 성찰주의의 서로 다른 인식은 대화가 아닌 독백, 종합이 아닌 

분열 심화로 귀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이 논쟁은 기존에 존재

하였던 간극을 재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간극의 폭도 당분간 좁

혀지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였다. 그 결과 이후 방법론 논쟁

은 이론적－부정적인 의미에서 사변적－논의의 필요성과 중요성

에 대한 회의로부터 출발하게 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합리주의적 전통에 서 있는 학자들은 모라브

칙의 주장을 이어받아 이론적 논쟁보다는 경험적 연구에 치중해야 

한다는 주장을 다시금 제기하였다. 먼저 먼저 루드라 실과 피터 카

첸스타인은 방법론적 다양성을 극복하기 위한 모색으로부터 분석

적 절충주의를 주장하였다. 분석적 절충주의는 대안적인 연구 모

델이 아닌 하나의 지적인 입장을 의미한다. 이 입장은 복잡한 주

장을 건설하기 위해 논쟁하는 연구 전통들에 배태된 이론적 구조

물을 보완, 개입 및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노력을 지지한다. 분석적 

절충주의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진다. 먼저 분석적 절충주의는 해결

할 수 없는 메타이론적 분열과 같은 표준으로 잴 수 없다는 가정을 

경시하고 실천적 관여와 포함적 대화 및 가류론(fallibilism)의 정신

을 특징으로 하는 연구 개념을 진작하는 실용주의의 기풍과 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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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통한다. 또한 분석적 절충주의는 연구 전통들의 지지자들에 의

해 제기된 더 좁게 한정된 문제들보다 더 범위가 넓은 문제를 정립

한다. 마지막으로 분석적 절충주의는 이 문제들을 탐구하면서 경

쟁하는 연구 전통에 배태된 설명적 이론, 모델 및 담화로부터 분석

적 요소들—가장 대표적으로 인과 메커니즘—을 구출, 번역 및 선

택적으로 재결합을 하는 복잡한 인과적 이야기들을 제공한다(Sil 

and Katzenstein 2010). 

데이비드 레이크도 이런 맥락에서 이론적, 방법론적 다원주의

에 대해 비판적이다. “적어도 우리의 지적인 발전 단계에서 이론과 

방법의 다양성은 필요하다. 지적인 단일문화(monoculture)에 대한 

우려는 정당하다. 그러나 현재의 불협화음은 우리가 열망하는 바

가 아니다. 우리는 유용한 논쟁보다 자족적인 연구 전통 및 인식론 

안으로 들어가 교대로 첫 번째 원칙에 초점을 두고 있다. 지적 진

보는 한 접근법의 우월성을 듣지 않는 청중에게 더 크게 선언하는 

것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 목적론적 십자군을 끝내고 세계정치의 

실질적 문제를 이해하는 데 진전을 추구하자(Lake 2011, 478).”

미국의 주류—즉 (신)실증주의—학자들이 주창한 ‘이론의 종

언’은 본래 의도했던 이론 논쟁의 종식이 아니라 또 다른 이론적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유럽 학계를 중심으로 탈구조주의자들과 구

성주의자들은 ‘이론의 종언’ 주장에 내재되어 있는 다양한 문제점

들을 폭로하고 비판하였다. 

1) 이론 및 이론화

‘이론의 종언’ 논쟁의 핵심에 있는 쟁점은 이론 및 이론화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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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다. 각 입장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론과 이론화를 규정하

고 있기 때문에 이 논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론에 대한 여

러 가지 시각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논리실증주의적 과학철학에 영향을 받은 현재 주류적—즉 

(신)실증주의적—시각에서 이론은 설명, 단순화, 일반화, 인과관

계, 반증 가능성으로 정의된다. 자연과학의 발전 과정에서 도출된 

이런 기준들을 다 충족시키는 이론은 국제정치학에서 적어도 아직

까지는 나오지 않았다는 평가에는 이견이 거의 없다. 또한 국제정

치학계에서 시각, 관점 또는 패러다임을 구분하는 데 사용되는 주

의(ism)가 엄밀한 이론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도 (신)실증주의자

들과 그 비판자들 사이에 암묵적 합의가 존재한다. 그 이유는 그 

주의들이 서로를 구분하고 이론 판결의 외적 준거를 요구하는 비

교되지 않는 내용을 포함한 적이 없다는 사실에 있다(Jackson and 

Nexon 2013, 546).

그러나 앞으로 이론의 가능성과 발전 전망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평가가 존재한다. (신)실증주의적 입장의 대표자인 데이비드 

레이크는 경험적 연구를 축적하다보면 자연과학과 비견될 수 있는 

수준의 이론이 나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 맹아로서 그는 민주평

화론과 개방경제정치학(open economy politics)을 제시한다(Lake 

2011, 2013). 

반면 그 비판자들은 그럴 가능성이 미약하다고 반박한다. 왜

냐하면 국제정치학에서 “이론이라는 것은 없다. 단지 여러 가지 유

형의 이론들이 있을 뿐이다(Dunne 외 2013, 406).” 실제로 현재 설

명적(실증적) 이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 규범적, 구성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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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들도 존재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들은 이론뿐만 아니라 이론화

의 유형도 다양하다고 주장한다. 물론 그중에서 가장 인기 있으며 

우세한 유형은 (신)실증주의자들이 선호하는 더 귀납적으로 도출

된 연구 의제를 의미하는 경험적 이론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험적 이론화가 유일한 유형은 아니다. 규범적 이론화는 도덕 및 

정치철학의 과학적 기준을 국제정치의 쟁점들에 적용한다. 메타이

론적 이론화는 모든 이론들이 기반을 두고 있는 소재와 기초를 제

공한다. 존재론적 이론화는 탐구의 장(권력, 주권, 국가 등)을 구성

하는 중심적 현상에 초점을 둔다(Guzzini 2013). 

2) 종언의 의미와 가능성

이론과 이론화의 다양성에 대한 지적은 (신)실증주의자들이 주장

하는 ‘이론의 종언’이 현재 패권적 지위를 향유하고 있는 자신들의 

이론을 비판자들도 수용하라는 일종의 최후의 통첩이라는 사실을 

폭로하였다. 단일한 또는 유일한 과학적 이론의 가능성을 회의—

더 나아가서 부정—하는 비판자들에게 최후의 통첩은 시대착오적

인 종말론으로 받아들여졌다. 따라서 종언에 대한 논쟁도 종언되

지 않고 더 활성화되었다. 

먼저 이론의 종언이 필요하며 바람직하다는 주장은 (신)실증

주의자들로부터 제기되었다. 그 선두에 있는 데이비드 레이크는 

이론의 종언을 위해서는 패러다임 논쟁이 종식되어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대논쟁들의 결과로 등장한 국제정치학 패러다임들—대표

적으로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은 그 가정이 특정한 행태

나 결과를 예측하는 데 불충분하다는 의미에서 불완전하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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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패러다임 전쟁은 과학적 지식의 축적이라는 진보로 귀결될 수 

없다. 패러다임으로서 이론은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는 점에서 이론의 종언은 긍정적이다(Lake 2013, 573).  

정반대의 의미에서 패트릭 잭슨과 다니엘 넥슨은 이론의 종언

을 지지한다. 그들에게 이론은 스탠리 호프만이 주장한 미국적 사

회과학으로서의 국제정치학이다(Hoffmann 1977). 지구화로 인해 

국제정치학에 대한 관심이 미국 밖으로 확산되면서, 더 이상 국제

정치학을 미국적 사회과학으로 부르기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다. 

미국적 사회과학의 지구화 결과로 이론의 종언은 국제정치학으로

서는 후퇴가 아니라 진보라고 할 수 있다(Jackson and Nexon 2013, 

560). 

이론의 종언을 국제정치학의 미국 정치학화로 해석하는 스테

파노 구찌니도 이론의 종언에 우호적이다. 그에 따르면, 국제정치

학이 미국 정치학에 흡수되어 공공정책의 ‘대외적’ 측면으로 전락

했기 때문에 국제정치학을 이론화하는 다양한 방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 결과 국제정치학의 성립과 발전에 필요한 공통의 언어

를 제공했던 대논쟁들이 더 이상 벌어지고 있지 않다. 그 원인은 

과학적 지식을 경험적 이론으로 제한하는 경험주의에 있다. 경험

주의자들은 이론이 지식의 결과인 동시에 지식이 가능한 조건이라

는 점을 무시한다(Guzzini 2013, 522).

이론의 종언을 부정 또는 비판하는 입장은 다양하다. 먼저 가

장 근본적인 차원에서 크리스천 류스-스미트는 이론의 종언의 대

상이 이론이 아니라 이론의 목적이라고 주장한다. 즉 종언되는 것

은 이론이 아니라 메타이론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이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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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언을 경험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데서 나왔다고 할 수 있다. 경험

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가설의 구성이라는 목적이 경험주의에 내

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험주의자들은 이론에 목적이 있다

는 사실을 부정한다. 또한 경험주의자들에게 실천에 적합하지 않

은 지식을 다루는 메타이론은 도움이 안 되는 주의 산만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험주의자들이 이론의 목적을 

부정하는 것은 결국 경험주의와 다른 이론의 목적을 가진 규범적 

이론의 배제 또는 무시로 귀결된다(Reus-Smit 2013, 590). 

 크리스 브라운은 이론의 종언을 대이론의 빈곤으로 해석한

다. 여기에서 대이론이란 그 이론이 기원한 특정한 학문 분야를 넘

는 함의를 가진 이론을 의미한다. 최근까지도 국제정치학은 이론

의 생산자라기보다는 소비자였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가장 많이 

논의되고 알려진 케네스 월츠의 신현실주의(또는 구조적 현실주의) 

이론조차도 다른 학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국제정치학의 위기는 이론적 상상력의 결핍이라

기보다는 실제 세계 문제를 다루기 거부하는 데서 나온다고 할 수 

있다(Brown 2013, 484-485).    

3. 방법론적 함의 

‘이론의 종언’—더 정확하게는 메타이론에 대한 논쟁의 중단－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방법론적 다원주의에 대해 비판적이다. “현재 

영어권 국제정치학계에서는 중범위 이론은 말할 필요 없이 보편적 

법칙의(nomothetic) 일반화를 염두에 두고 가설 검증을 한다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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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론적 합의를 전제한다(Jackson and Nexon 2013, 552).” 이 합의

의 근거는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먼저 다양한 방법들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경험적 연구를 할 수 있는 시간과 노력을 빼앗아 가

기 때문에, 방법론적 다원주의는 연구의 생산성을 저하시킬 수 있

다. 다음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될 수 없는 방법들은 비과학적이기 

때문에, 과학적 연구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방법론적 다원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은 중

범위 이론(middle-range theory)과 중위 이론(mid-level theories)

이다. 양자는 전반적으로 거대이론이나 보편법칙을 추구하지 않

는다는 기본 전제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먼저 분석

적 절충주의에서 제시된 중범위 이론은 인과관계가 일어나는 비교 

가능한 제한된 맥락에 적합하도록 고안되어 있다. 그 임무는 인과

관계가 발생하는 조건들을 비교하는 데 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

은 분석적 절충주의가 다중 방법 연구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

다. 절충의 목적은 다양한 종류의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 방법의 장단점과 상쇄관계를 분석하여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

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결합의 논리는 방법들의 다중성이 아니라 

각 연구 전통에서 독자적으로 분석된 다른 메커니즘과 사회적 과

정들 사이에 있는 연계의 다중성에 있다(Sil and Katzenstein 2010, 

415).”

비슷한 문제의식에서 중위 이론도 어떤 단일한 집합의 가정

들에 기반을 두기보다는 국제정치의 특정한 문제들을 다루는 이론

들을 구상한다. 이 이론의 목적은 미시적 기초에서 도출된 가설들

로부터 행동의 연쇄적 발전을 인과 메커니즘을 통해 설명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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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 이론의 특징은 본원적인 분석단위가 없는 대신 다루기 쉬

운, 그리고 경험적으로 강력한 방법론적 설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집합 단위를 설정하는 것이다. 이 집합단위는 권력, 안보, 또는 부

의 극대화와 같은 보편적인 목적을 전적으로 고수하기보다는 다

른 이론들에서 가정된 단위들이 특정한 문제에 맞추어진 다른 이

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 가정, 쟁점 영역, 단위 및 이해

관계를 혼합과 정합한다는 의미에서 이 이론은 절충적이다. 레이

크는 가장 대표적인 중위 이론에는 개방경제정치(open economy 

politics)와 민주평화론(democratic peace)을 제시한다(Lake 2013).

다른 한편, ‘이론의 종언’에 비판적인 학자들도 철학적/메타이

론적 논의를 중단하자는 의견에 동조하면서 실용주의를 그 대안으

로 발전시키고 있다. 조르게 프리드리히와 프리드리히 크라토킬은 

(신)실증주의 방법론에 내재된 존재론적 실재론과 진리의 조응이

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주제가 한정되어 있다고 비판하면서 그 대

안으로 지식의 합의 이론과 인식론적 도구론에 기반을 둔 실용주

의를 검토하고 있다. 실용주의는 연구 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문제들로 주의가 분산되는 것을 막아줌으로써 경험적 연구

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다

(Friedrichs and Kratochwil 2009). 또한 실용주의는 이론과 방법을 

평가하는 데 엄밀성뿐만 아니라 유용성을 고려하게 만듦으로써 패

러다임 사이의 소모적 전쟁을 예방할 수도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누노 몬테이리오와 케빈 루비도 질문 또는 

문제 중심의 실천적 연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메

타이론적 논의에 대한 논의는 더 급진적이다. 국제정치학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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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과 비과학을 구분할 때 원용하는 과학철학조차 단일하고 완벽

한 철학적 기초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다양한 과학철학의 유형들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과학성을 측정/평가하는 기준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정치학에 메타이론을 

적용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런 이유에서 이들은 국제정치학에 

과학철학의 외피를 입히려는 궁극적으로 불가능한 노력을 하기보

다는 실제로 중요한 문제들을 고민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믿

는다(Monteiro and Ruby 2009).

중범위/중위 이론이나 실용주의 모두 연구의 출발점이 특정한 

방법이 아니라 구체적 문제라는 점에서 방법주의의 위험을 피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이론들이 방법주의를 극

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될 수는 없다. 첫 번째 문제는 이론에 

대한 논의를 회피하면 이론의 문제가 방법론의 문제로 치환된다. 

이렇게 되면 이론을 평가하는 기준이 논리와 증거가 아니라 엄밀

한 방법론의 적용이 된다. “국제이론의 상태에 대한 다른 설명들은 

무엇이 이론으로 ‘간주’되는가에 대한 다른 방법론적 기준에 자주 

의거한다. 본질적인 이론들과 방법론적 문제들의 구분을 실패하는 

것은 방법론적 단일문화(monoculture)를 대가로 어떤 종류의 이론

적 혁신을 구한다는 사실을 가릴 위험이 있다. 동시에 그것은 방법

론적 단일문화에 대한 불만을 이론의 쇠퇴에 대한 주장으로 잘못 

범주화하도록 만든다( Jackson and Nexon 2013, 544).”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론의 위기의 원인이 실질적인 문제인지 아니

면 방법론적 문제인지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중범위/중위 이론과 실용주의는 방법론에 내재된 존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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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그리고 인식론적 한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는다면, 특정한 

이론과 방법에 내재되어 있는 근본적 한계의 인식을 방해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해석에 편향과 왜곡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국제정

치학과 사회과학에서 철학의 역할은 불편하지만 그것을 돌아갈 수 

있는 분명한 방법은 없다(Chernoff 2013, 365).”  

물론 철학적/메타이론적 논의 그 자체에 매몰되면 국제정치

학에 기여하는 바가 거의 없게 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과학철학은 국제정치 그 자체가 아니라 국제정치학 이

론과 방법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명심해

야 한다. 반대로 자신이 선호하는 특정한 이론에 정당성을 부여하

기 위해 철학적/메타이론적 논의를 왜곡하는 오류를 피해야 한다. 

국제정치학 이론과 방법의 정당성은 국제정치를 잘 설명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지, 그 철학적/메타이론적 가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

기 때문이다(Gunnell 2011; Reus-Smit 2012). 

국제정치학의 구조, 행위자, 현상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방법이 없다면, 방법론적 다원주의는 불가피하다. “세

계정치를 쉽게 이해하게 만드는 단일한 이론은 없다. 노력 없이 확

고한 결과를 제공하는 마술의 방법론적 총알도 없다. 그리고 우리

가 관심을 가지는 모든 문제에 대해 유용하고 신뢰할 만한 거대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검색엔진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론

들과 연구 전통들이 공존하는 다원적인 지적 공동체를 선호한다

(Mearsheimer and Walt 2013, 449).” 이런 입장에서 방법론적 다원

주의는 지양/극복해야 할 미성숙과 혼란의 상징이 아니라 유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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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해야 할 건전성과 진화의 징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국제정치학에서는 방법론적 다원주의의 존재론적, 인식

론적 그리고 방법론적 조건이 존재한다. 먼저 존재론적 차원에서 

현대 국제정치체제가 아주 복잡한 개방 체제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체제에서는 새로운 속성들이 출현하고 조직적 복합성도 있기 

때문에, 단일한 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려워 보인다. 인식론적 차원

에서는 학계의 노동분업이 문제다. 지식을 전문 분야들로 구획함

으로써 복잡한 체제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학제적인 연구의 발전

을 가로막고 있다. 마지막으로 방법론적 차원에서 이론적 다양성

을 포용하는 국제정치학의 구조가 새로운 학자들에게 다양성의 조

건과 역사에 대한 교육과 다양성을 정체성의 일부로 수용하는 사

회화를 통해 다양성을 재생산하고 있다(Dunne 외 2013, 417).

IV 맺음말

이상에서 최근 국제정치학계에서 벌어진 방법론 논쟁의 쟁점들을 

살펴보았다. 철학적 논쟁이 경험적 연구를 저해하기 때문에 이론

에 대한 철학적 논쟁을 중지하고 실용적으로 경험적 연구에 집중

하자는 ‘이론의 종언’은 역설적으로 방법론에 내재되어 있는 존재

론과 인식론에 주목하도록 만듦으로써 방법론 논쟁의 깊이와 폭을 

심화・확대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이론의 종언’은 방법론에 내재

되어 있는 철학적/메타이론적 가정과 그 한계에 대한 인식을 방해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고 비판받았다. 이런 맥락에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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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적 다원주의는 특정 교조의 지배를 막아 다양한 방법들이 활용

될 수 있게 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이론과 방법

에 배태되어 있는 존재론과 인식론에 근본적 차이가 존재하는 한 

방법론적 다원주의는 회피되거나 극복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해졌

다. 이런 이유에서 섣부른 통일・통섭・통합보다는 연구 주제에 적

합한 방법들을 적용하는 데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방법론적 다원주의를 위해서는 철학적/메타이론적 기초가 완

벽하지 않는 과학철학에 전적으로 의존할 필요가 없다. 현재 비

과학적으로 평가를 받는 이론과 방법이 나중에 과학으로 인정받

을 수 있으며, 반대로 현재 과학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론과 방

법이 나중에 비과학적이라고 판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어

떤 방법이 그 외 다른 방법들에 비해 얼마나 어떻게 우수한가를 판

정할 만한 권위를 가진 이론은 없다. 따라서 질문의 종류에 따라 

가장 좋은 방법과 방법론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Chernoff 2013, 361-2). 

지난 10년간 정치학계에서 다원주의를 추진해온 페레스트로

이카 운동의 결과를 볼 때, 방법론적 다원주의를 실천하기는 쉽지 

않다(Yanow and Schwartz-Shae 2010). “방법에 대한 전투는 또한 

정치에 대한 전투(Guilhot 2008, 282)”라는 주장처럼, 각 이론, 방

법 그리고 방법론 모두 서로 다른 철학적—또는 형이상학적—기초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정치적 기반과 함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다(Suganami 2013). 먼저 국제정치학계에서 방법과 방법론은 일종

의 검열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주류 이론인 (신)실증주의

의 이론, 방법, 방법론이 특권적 지위를 공고화하여 사실상 표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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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간주되고 있다. 여기에 부합하지 않는 연구는 주요 학술지와 출

판사에서 출간되기 훨씬 어렵기 때문에, 대안적 이론, 방법, 방법

론의 발전을 가로막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방법론적 다원주의 실천 문제는 중심부—즉 미국—학계보다 

주변부에서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이론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

떤 종류의 이론화가 허용되는가, 그리고 누가 이론화를 할 수 있다

고 공인되는가에 대한 제한을 첨부함으로써 중심부 국제정치학은 

주변부에서 이론의 구성에 상당한 장애물을 설립한다.……방법론

이 없는 이론의 광범위한 사용은 ‘이론이 필요 없다’는 지배적 시

각을 재생산하여 지역적 이론 발전의 조건을 가로막는다(Tickner 

2013, 638).” 

이런 맥락에서 30년 전에 나온 경고는 아직도 유효하다. “방

법론에 대한 대부분의 논쟁과 비판에서 학자들이 서로 소통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주제에 대해서 다른 기본 가

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다른 가정들이 명시적으로 될 

때 이 방법이 저 방법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데 노

력을 덜 기울이고 더 기본적 문제들에 더 많은 노력을 쏟을 수 있

다.……(따라서) 연구자가 지지하는 세계관, 제기된 연구 질문, 그

리고 연구의 기초로서 채택된 기술들 사이에 사활적인 연계를 부

각시키는 방식으로 방법론 연구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Morgan and 

Smircich 1980, 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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세계정치20_5.indb   69 14. 5. 9.   오후 1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