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쩍‘鍵統擊主義 

---美國敏휩學의 最짧 動I밤---

崔 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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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 9월 뉴욕에서 개최된 美國政治學會- 第65次 年例會議에서 당자 

會長이 던 데 이 버 드 이 스턴 (묘avid Easton) 敎授는 M政治學해 었 어 서 째 

로운 黃命”이란 제목의 演說을 행한 바가 있다。 1) ζl 演說은 당시 쫓國’ 

에서 진행되고 있던 政治學의 새로운 單命을 -目願然하게 整理한 것으→ 

로셔 상당한 學界의 注目을 받음과 동시에 많은 짧難을 불려 일으컸다。 

美屬敬治學에 있어서 새로운 單命은 과거의 머지막 뿔命오로 看做되던 

行態主義 單命 (behavioral revolution) 이 아직 끝나기 전 에 行態主義의 

正統性에 도전한 것이며 3 그것은 美國社會의 격증되어온 社會敬、治的 危

機에 대하여 行態主義가 적철한 解答을 제시하지 못했꺼 째품에 발생했 

던 것이다。 이스턴은 行態主義의 正統性에 挑戰한 政治學의 새로운 盧

命을 “後期行態主義 童命(post-behavioral revolution)" 이 라고 부르고g 새 

로운 뿔命의 口號를 “重훨뾰(relevance)"과 μ行動(action)" 야 라고 못박 

았다。 그러고 그 새로운 草命은 아직 日漢하기 해문에 그 姓格을 규명 

하기는 쉬운 일은 아니나9 그 批判의 對象은 政治學이 라는 學問分野，.

政治學을 職業으로 잡고 있는 集團 맞 大學이라고 단언하고 었다。 2) 

종래 政治學은 政治9 政府y 國家y 社會s 敏策y 權威y 權力 흑은 支配

라는 單語가 제시하는 問題를 다루어 왔다. 그려나 정확하게 어떠한 問

題를 다루어야 될 것이며 y 어떠한 덤的을 찾아야 할 것이며， 에떠한 方

1) David Easton, '‘The New Revolution in 맘。Htical Science," The Aηzericαm:. 

Political Science Review (APSR) , Vo1. 58, No.4 (December, 1969) , pp。→

1051-1061. 
2) lbid‘ ’ p,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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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을 사용해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學者들 사이에 意見이 나뉘어져 

왔다. 意見의 差異 내지 對立은 때료 중요하지 않았고， 사싶상 美國의 

현대 政治學者 사이에 상당한 意見의 一됐가 있어온 것이다. 그러나 그 

差異가 때 후는 심 각하고 政治學의 올바른 理解를 위 하여 는 그 差異블 

看過할 수가 없는 갖도 사실이다. 다만 그러한 意、見의 差異는 政治學者

들의 信念에서 연유되는 것이고， 科學的 行寫의 結果는 아니기 때문에 

科學的 方法에 의하여 昆非를 가릴수는 없다-‘ 3) 

後期行態主義 章命도 일부 政治學者들의 信念의 所逢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그 信念은 후슐하는 바와 같이 19601건대의 美國社會가 당면했던 
諸問題에 대 한 危擬意識과 政治學 자체 에 대 한 認識論的 背景에 의 하여 

造成된 것이나y 後期行態主義의 薰命이 야기한 衝擊이 너무나 크기 때 

문에 그것을 단지 “하나의 지 나가는 現象” 또는 
g

조만갚 사라질 歷史의 
偶然”으로 취급할 수는 없으며， 政治學의 歷史에 있어서 貝體的이며，劃 

期的인 事件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다. 

n。 後期行態主義 草쓸멸 姓格

現代 美國政治學의 先騙的 않害U을 담당해 온 라스웰 (Harold D. Lass

well)敎授는 야 미 1950 1건대 초에 美國의 政治學아 “民主主義의 實鐘을 

改善하는 데 必、훨한 양口識을 제공하는 方向”오로 발전해 야 한다고 力說한 
적이 있었다 4) 라스웰은 특히 政治學이 “무엇을 위한 知識”을 제공해야 

하느냐 하는 어려운 問題를 해결하는 데 큰 關心을 표명했다。 政治學의 

方法은 아무리 홈觀的이라고 할지라도 學問 자체가 발전되고 應用되는 

人問的인 問題후부터 분리될 수는 없으며， 따라서 政治學은 人間의 必、

훨와 公共政策에 직접으g로 또 중요하게 연관되는 근본적인 問題를 追求

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3) Dwight Waldo, “ Political Science: Tradition, Discipline, Profession, Scien
ce, Enterprise," in Fred 1. Greenstein and Nelson W. Polsby (eds.) , 묘aηd

book 0/ Political Science (Reading, Mass.: Addison-Wesely, 1975) , Vol. 1: 
Political Scieηce: Sco양e and Theory , pp.1-2. 

4) Harold D. Lasswell, “The Policy Orientation," in Daniel Lerner and 
Harold D. Lasswell (eds.) , The Policy Sciences: Receηt Developments iη 

Scope and Method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51),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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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 나 일부의 學者들이 보다 政策指向的언 政治學의 船究를 강조함 

오로서 라스웰의 主張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y 美國政治學界 일반에 

었어서 라스웰의 主張에 대한 反應은 그리 重훨하지 못했던 것이다@ 말 

하자면 라스웰에 의하여 제기된 問題들은 1960년대 종반에 이르기까지 

政治學者들의 關心을 크게 불러 일으키지 못했던 것이다 5) 

그것은 行態主義가 득히 19501관대부터 美國政治學界를 風醒했、기 때문 

이 다. 1960 1건대 초에 “成功的인” 行態王義 運動의 “陣文(epitaph)" 이 다 

일~(Robert A. Dahl) 敎授에 의 하여 쓰여 졌고y 또 後期行態主義를 제 창 

하고 나선 이스턴이 바로 行態主義의 %信條(credo)"블 제시한 사실을 미 

루어 보더 라도 6) 美國의 政治學界는 行態主義를 둘러 싼 論爭에 휩 싸여 

.. 政策上의 重흉흥f生”과 “行動”이라는 次元의 政治學昭究는 뼈光을 받지 못 

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後期行態主義가 야기한 美國政治學界의 內部的

흉擺과 購擾는 據期하기 어려웠던 事件인지도 모른다。 行態主훌훌政治學 

에 대한 批判은 여러가지 理由와 根據에서 제기되었지만， 後期行態主義

와 연관시켜 블 때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t‘첫째 y 현대 美國의 政治學은 사소한 方法論上의 純*후性을 追求함으 

로써 절대로 必짧한 政治的 關心事를 등한시하여 왔다。 둘째 y 이와같이 

純將하다고 보여지는一즉y 價{直로부터 自由로운---昭究는 항시 個人

的얀 價f直判斷에 의하여 강력하계 영향을 받아 왔다. 그것은 거의 例外

없이 美國에 있어서 政治的인 現象維持를 支持하는 것이며 9 또 대체로 

西歐의 民主主義에 있어서 政治生活의 거짓된 揮寫를 전달하는 것에 지 

나지 않았다。 "7) 

흉흥컨대 美國의 政治學은 保守的이 며 9 重훨하지 아니 한 問題를 다루어 

5) Barbara Leigh Smith, Karl F. Johnson, David Warren Paulsen, and Fran
ces Shocket, Political Research Methods: Foundations aηd Techniques (Bos
ton: Houghton Miffiin, 1976) , pp.20-21. 

6) Robert A. Dahl, “The Behavioral Approach in Political Science: Epitaph 
for a Monument to a Successful Protest," APSR. Vo1. 55, NO.4. (Decem
ber, 1961), pp.763-772. 또한 行態主義의 信f짧에 관하여 는 David Easton, 
A Framework for Politicαl Analysi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H, 
1965) , p.7. 

7) Philip Green and Sanford Levinson (eds.) , 땅ower and Commμ짜ty: 압ts

senting Essαys in Political Science (New York: Vintage Books, 1970) , p. 
V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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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고 批判을 받은 것이다 8) 이와같은 批判의 養面에는 19501건대의 후 
반부터 美國社會가 겪 었던 社會， 政治的 諸事件이 相當數의 學者들로 하 
여금 라스웰의 前述한 主張을 意味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했다는 事實
。] 重훨하다. 사실 美國의 政治學은 그러한 事件들에 대하여 적절한 解
決의 실마리플 제공하지 뭇했던 것이다6 말하자면.Á權運動， 19601건대 
중만부터 야기되었던 都市의 暴動3 중요한 政治指훨者들의 R휩‘殺3 環境
의 펀梁， 또는 越南戰爭-이 가져온 환멸등은 많은 政治學者-들루 하여금 
괴-연 그들의 昭究가 “重훨한” 問題블 다루고 있오며 s 그들의 接近方法、
이 쫓當하며 3 또 그들이 學者효서 資任 있는 일을 수행해 왔는가 하는 
문제에 판하여 反省케 했던 것이다. 이스턴도 지적하고 있지만， 많은 學
者들이 그들의 昭:究가---혹은 美國政治學界의 -般的안 ￡앓勢7} -“重

愛한" I펌題블 등한시하였다고 判斷했먼 것이다. 

“政治學이 하나의 엔터프라이스(en terprise)료서 우리가 當面해온 危

機블 예측하는 데 失敗했다는 펄혈에는 疑問의 餘地가 없다。 이것의 한 

指標는 아마도 1958년부터 1968 1건까지 10년 사이 에 「美國政治學會報

(APSR)J에 싣린 論文가운데 都市의 危機에 관한 것이 3個j 人種的 훌 

魔어} 관한 것이 4個3 贊困에 관한 것이 l個， 非暴力 無批抗혜 관한 것 

이 2個9 美國에 있어서 暴力에 관한 것이 2個였다는 사싣일지도 모른 
다。 "9) 

보다 “重훨한” 問題를 다룬 論文들이 사싶상 「美國政治學會報」 아넌 

다른 學術誌에 出版되었을 수도 있고3 따라서 위에서 지적된 것은 「美

國政治學會報」의 偏見이 반영된 것a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數字가 

重훨한 意味콸 갖는 것은 「美國政治學會報」야 말로 美國政治學界에서 

8) 예 컨데 Sheldon S. W olin, ,‘Paradigms and Politîcal Theories." in Preston 
King and B. C. Parekh (eds.) , Politics απd EXþerienεe: 멜ssαys Preseηteà 

to Professor Michαel Oakeshot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8) , pp.125-152; George 1. Graham , Jr. and George W. Carey (eds.) , 
The Post-Behavioral Era: Persþectives on Political Science (New York: 
David McKay, 1972); Charles A. 뼈cCoy and John Playford , ι뼈olitical 

Politics: A Critiqμe of Behαvwrαlisηz (New York: ’엄lOmas Y. Crowelμ 

1967); 및 J. Peter Euben,'‘Polîtical Science and PoHtical Silence ," in 
Green and Sanford , Power and εommαnit'jμ pp.3-58 등을 참조할 것 . 

9) Easton, “τhe New Revolution in 뺨olitical Science," p.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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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權威있는 學術誌야 기 때 문이 다。 

이제 야스턴이 論議한 後期行態主義의 f生格을 고찰하여 보자? 後期흉 

態主義는 自然科學의 方法論을 모델로 하여 政治學을 보다 “正確한(ri

gorous) ” 짧學的안 學問오로 말전시키려던 종래의 昭究와 敎授에 대한 

심한 不滿으료부터 出發했다。 그것은 일견 行態主義에 대한 反動으로 

보야지만 그 健格으로 보아 하나의 反動이 아나략 진정한 薰命으효 보 

아야 할 것이다。 行態主義가 執興하껴 지직-할 해 s 二L것은 現狀維精해 

대한 威響오로 받아들여졌었다。 古典主義와 傳統主義는 “敏治의 科擊의 

可能性 自體”를 부인함으로써 過去에 있었먼 것올 보존하71 위한 反廳

으로 등장했었다。 말하자면9 科學的 方뿔論외 혈.Ä에 대한 廳抗은 過去

에 대한 呼訴의 形態---즉9 自然法과 같은 古典的 많治學 또는 購觀的

昭究의 非方뿔論---로 나타났었던 것이다。 그려나 이스턴이 자척하는 

바의- 같이 後期行態主義童命은 未來指向的인 것이 :L 特없야다。 10) ζl갖 

은 政治昭究를 과거의 어떤 黃金時代로 歸還시키자는 것도 아니요， 그 

렇 다고 특정 한 方法論上의 接近을 保存하자거 내 또는 破壞하자는 것도 

아닌 것이다. 後期行態主義늙 하나의 運動인 동시에 組的 碩I可오로서 

잡다한 性向의 政治學者들의 同調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保守主

義者와 左碩의 政治學者가 포함되 는가 하면 古典主義者와 科學主議者7}

Æ용되고 있다。 다만 이들 사이에 共通點이 있다면 美國의 現，~政治짧 

究의 方向에 대한 깊은 不滿이란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不滿에서 출발 

한 後期行態主義者들의 信條는 아래 와 같다고 이 스턴은 말한다。 

l 。 內容이 技法에 優先하여야 된다Q 만약 어느 하나가 다른 것을 휘 

하여 휘생을 감수해야 된다면---그리고 반드시 그돼야할 이유는 없겠 

지만---짧究의 方法에 있어서 옳彈附會한 것보다는 현재의 위급한 社

會的 問題에 意味있고 重慶한 것아 보다 必、훨하다。 後期行態主義는 J模

鋼하거 보다는 틀린 것이 차라리 낫다는 科學의 金言을 뒤캡었다. 그려 

하여 重要하지 않은 문제가 정확한 것보다는 오히려 模鋼한 편이 낫다 

고 주장한다. 

2. 行態主義的 科學은 經驗的 짧守主義의 이데올로기를 숨기고 였다e 

事實의 記述과 왔析에만 專;옳하는 것은 보다- 큰 服絡 속에서 同-한 事

實에 대한 理解롤 어렵계 만든다e 따라서 經驗的언 政治學은 그것여 探

10) Ibid. , p.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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究하는 事實的인 條件의 維持에 그 努力을 置重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것은 不知不識간에 순수한 漸增主義的 變化에 의하여 純化된 社會的 保

守主義의 。〕데올로기를 전파하게 된다. 

3. C지 나친〕 行態主義的 昭究는 現實과 乖離되 게 마련 이 다. 行態主義

的 探究의 核心은 抽象과 分析이며， 이것은 政治외 무자비한 現寶을 도 

외시하는 데 기여한다. 後期行態主靈의 任務는 行態主義의 言語거- 펄연 

적으르 만플어 낸 沈默의 障뿔을 헐어버리고， 政治學으르 하여금 危機

의 時代에 있어서 人類의 진정한 必훨에 부응하도록 하는 것이다. 

4. 價備에 대한 昭究와 그에 대한 건섣적인 發展은 政治學船究에 있 
어 木可缺의 部分인 것이다. 科學은 그 反對에 대한 抗議에도 不펴하고 

評價환 面에서 中立일 수도 없고， 또 그래오지도 않았다. 따라서 우리 

때識의 限界를 이해하껴 위해서는 知識의 기초가 되는 價f直의 諸前提와 

그 용H識δ1 응용되는 여러가지 代案에 관하여 알 必훨가 있는 것이다. 

5. 學問分野에 종사하는 者는 모든 쩌識階級의 責任을 지고 있다， 知

識人의 歷史的 任務는 文明의 人間的언 價備를 保護하는 것이 었고， 또 

그래야 펀다. 이것이 그들 固有의 課業이벼 義務이다。 이것 없이는 그 

플은 단지 社會블 어젤프게 고쳐나가는 技術者나 機械I이 될 뿐이다. 

그듬은 그것에 의하여 探究의 自由와 社會의 攻擊으로부터의 準-治外法

權的안 保護와 같은 學問世界에서 그들 스스로가 주장해온 특청한 權쭈1]' 

를 포기하게 된다. 

6. 얀다는 것은 行動에 대한 責任을 지는 것이며 行動한다는 것온 社

함의 再構成에 참여하는 것이다@ 科學者로서 知識人은 그의 知識이 活

用되게 하는 특별한 의무를 진다. 思辯的인 科學은 보다 광범한 道德的

얀 意見이 共·有되먼 19세기의 塵物이었다. 行寫科學은 펠연적으로 現想6

에 대한 社會의 현대적 훌購을 반명하는 것이며， 이것은 全船究分野 자 

긋뷰에 침투하고， 色彩를 부여해야 된다. 

7. 만일 때識A이 그 組識의 活用에 관하여 義務를 부담한다면， 그들 

로 구성 띈 組織體---學會---와 大學자체 도 時代의 廣j爭을 방관할 수 

옆다. 職業의 政治化는 不可避하고 동시에 바람직한 것이다 11) 

以上과 같은 後期行態主義의 信條는 이스턴 自身이 지척하는 바와 같 

이 일종의 理念型이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모든 後期行態主義者들에 의J 

11) Ibid. , p.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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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同等하게 받아들여진 것도 아니고， 또 이스턴의 演說이 있은지 8 

년이 지난 현재 y 그 信條가 後期行態主義의 다양한 觀流를 정확하게 대 

변하고 있는 것도 아닌 것이다. 특히 「新政治學을 위한 쿄카스(Caucus: 

for a New Political Science)J 내부에서 社會主義的 定向의 臺頭는 폼U 담 

할 현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2) 그러나 이스턴의 後期行態主義외 信

條는 그 草命의 무드에 관하여 가장 중요한 훨素들을 망라했다고 할 수 

었다. 

그런데 後期行態主義單命은 行態主義헤 도전하고 나섰다고는 하지만? 

行態主義에 대한 過去의 批判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즉1 대부분의 後

期行態主義者들은 政治의 “科學的” 昭究의 可能性과 휘 망을 否認하지 않 

는다. 오히려 이틀은 行態主義 政治學者들의 實錢을 131 판하고 나선 것 

이다_ 13) 따라서 行態主義와 後期行態主義의 중요한 繼續性이 있다면 그 

것은 政治의 “科學的” 阿究에 대한 信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와같은 繼續性의 喪素가 그러 나 두 學派사이 의 不一됐를 排除하는 

것은 아녀다。 實료 科學의 意、味가 明傑한 것이 아다기 해푼에 行態主義

者 사이에는 물론 後期行態主義者플 사이에도 중요한 爭點은 말할 것도 

없이 科學의 本質을 물러싼 것이었다。 이것은 견국 政治學에 종사하는 

學者들의 認識論의 問題로 귀견되는 것이지만y 여기에는 적어도 두가지 

의 큰 問題가 內包되어 있는 것이다。 그하나는 政治的 說明의 本質， 客

顆的얀 政治的 짜口識의 可能性9 및 政治現銀에 대 한 政治學빼 내 지 는 科

學的 評價의 쫓當f生과 그 位置에 관한 論議이 며 14) 다른 하나는 政治學

의 諸擺;옳과 職業的인 이미지 定立에 있어서 또 方法論上의 級爭解決에 

있어서 自然科學의 哲學과 歷史가 어떼한 彼害U을 담당할 수 있는가 하 
는 것이다。 15) 

12) 예 컨 대 「코카스」는 “SociaHst 맘erspectlves on Social Change in the United 
States'’라는 제목의 會議를 1975년 11원에 Brown大學에서 개최한바가 있 

다. r코카스」에 관하여 는 後述한다. 

13) Bernard Susser, “τhe Behavioral Ideology: A Review and a Prospect션‘ 

Political Stμdies， Vol. 22 (September, 1974) , p.288. 
14) Eugene F. Mi1ler, "Positivism, Historicism, and Political Inquiry," 

ι4PSR， Vo1. 66, No. 3 (September, 1972) , pp.796-817. 
15) Michael E. Kirn, ,‘Behavioralism, Post-Behavioralism , and the Philosophy 

of Science: Two 묘ouses ， One Plague," '1’'he Review of Politics, Vo1. 39, 
뼈Ó. 1 (January, 1977) , pp. 82-102; Herbert G. Reid and Ernest J. Yana-



48 美 國 學

그러나 이러한 問題의 考察이] 앞서서， 新政治學을 위한 「코카스」 運

動을 일별할 必훨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이스턴등의 이른바 後期

行態主義에 관한 論議가 바로 「코카스」 運動에 대 하여 美國 政治學界의 

「에스태블리쉬먼트」가 만감한 반응올 보인 견과로 이해할 수 있껴 때푼 

이다。 

IH. 觀藏열훌뿔를 옐활 「뿔뿔^J혈흩範 

1960년대 의 美國社會의 危機는 앞서 도 言及한 바와 같야 政i휩學어} 도 

삼각한 영향을 마치어 특히 1967년에서 1970년 사이에 政治學도 일종의 

危;機期로 캡어 들었다。 앞서 자척한 後짧行態、主훌훌의 論議는 아카데미즘 

의 일환으로 表面에 나다난 것이자만.， 보다 삼각한 것은 政治學을 購業

으효 삼고 있는 集團의 分짧아 學問的언 舊顧의 次元을 훨씬 넘어섰다 

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政治學을 위한 「묘카스J(τhe εaucαs 

for a New PoHtical Science) 運動으로 集約된 다@ 

19601건대 중반까지 美國 政治學界는 어느 意味에서 安定된 集團이었 

단. 물론 政治學昭究에 있어서 游行의 變化는 있었지만3 그러한 變化는 

計劃的이고 組織的언 健格을 따지 아니했、으며， 選擇에 의한 것이 아니 

라 말하자변 機會가 變化블 야끌어 나간 것이었다。 1950년대의 이른바 

“行態主義 童命”도 組織의 背景이 없이 일어났었다‘ 16) 

「코카스」 運動은 前例없던 組識을 背景으로 얼어났을 뿐아녀라， 그것 

야 제껴한 問題들이 後期行態主義에 직캡적언 영향을 껴천 點에서 중요 

rella , "Political Science and the Post-Modern Critique of Scientism and 
Domination," The Review of Politics, Vo1. 37, No. 3 (July, 1975) , pp.286-
316. 

16) 밤heodore J. Lowi. ι'The Politics of Higher Education: PoHtical Science as 
a Case Studγ" in Graham and Carey, The Post-Behavioral 짧ra， pp.ll-
36. 本文에 서 「코카스J 運動에 관한 論議는 Lowi의 論文에 주로 의 존한다. 
美國政治學의 發達에 관하여 는 Bernard Crick , The Aη'l.ericαn Science θf 
Politics: Its Origins αnd Conditions (Berkele/: University of CaHfornia 
Press, 1959) 와 Albert Somit and Joseph Tanenhaus, The Develop양zent of 
American Political Science: From Buγgess to Behaviorαlism (Boston: AHyn 
and Bacon, 1967) 등윤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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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政治學界의 事{牛이 었다。 17) 

新政治學을 위한 「코카스」가 조직된 것은 1967년 시카오에서 개최된 

美國政治學會 年例會議에서였다。 後期行態主義의 일반적 무드외 마찬-차

자로 越南戰爭y 餐困 및 人種差別등의 問題에 있어서 美國꾀 失敗어1 :f 

滿을 품은 일부 政治學者들어 美國政治學會에 대하여 組織的앨 級亂을 

알오컸먼 것이다‘ 특히 1L碩외 行動主훌훌 學者플야 政治學會의 알쑤 購

部가 수년동안 中央情報部(CIA)의 活動에 관여했다는 사갚음 1훨‘켠했고? 

。]것이 二L 꿨옳L의 직캡척옆 동기가 되었다는 것은 흥미롭-다@ 

그리하여 묘카ζ:악 學者플은 g政治學이 상당수의 륨自的야고 疑담텀~ 

餘地7~ 없는 理;옳上의 編見플 발전시켰다。 ζ1. 1댐뿔은 ?궁態科醫종ζ로책 

政治學어1 대한 支配的언 定義로부벼 s 事‘寶이 價{í훌로부터 철력 분~펼 수 

있고 분리되어야 한다는 支配的 信念으로부터 y 그려고 좋온 敏、治學야단 

問題에 있어서 正確f生이 重훨f生보다 先行해야 된다는 基準으로부터 도 
출되었다”고 非難하였던 것이다 18) 

코카스의 級亂에는 척어도 두가지 몇素가 介入되어 있다。 히-냐는 敏

治學의 科學的 似以非 中立性에 대 한 知的 꿨亂이 며 3 다른 하나는 美國

政治學會의 組織的 非中立性에 대한 組織上의 꿨亂이었다。 그리하여 우 

천 前者의 測面에서 코카스는 아래와 칼이 宣言하고 나섰다. 

“美國政治學會는 그 年例會議와 會誌에 있어서 오늘의 커다란 危機나

美國 政治體系악 內在的 脫弱點에 관하여 急進的연 批判精神 이래서 됐￥ 

究하는 것에 계속 失敗하여 왔71 때문에 3 本 코카스는 우리의 거대한 社

會的 危機를 다개하깨 위하여 學會l켜에서의 새로운 關心을 진작시켜고， 

學者료서 社會와 學問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수행하커 위하여 우혀 모 

두에게 주어진 새롭고 보다 광뱀한 機會를 增進시킬 것을 決議한다。 

코카스의 -次的 關心事의 하나는 政治學分野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하고 또 이제까지 아주 등한시되어온 %주究블 활발하케 할 것임을 

決議한다。 "19) 

업) 다. Alan ￦o1fe ， ‘밤nthinking about the T힘nkable: Reflections on the 
Failure of the Caucus for a New Political Science강’ 합olitics an갱 30εiety ， 

Vol. 1. No. 3 (1얘ay ， 1970) , pp.393-406. 
18) Lowi, “The Politics of 뾰igher Education간’ p.14. 
19) ι‘Communications，" P3, Vo1. L No. 1 (햄Tinter ， 1968) , 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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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코카스는 “危機에 처한 美國의 民主主義”라는 제목 아래에책 

다음과 같은 짧究에 專念할 것을 또한 決議했다. 

(1) 1968年 選靈가 의미있는 選擇을 제공하였는가? 

(2) 人種y 權力s 돈 

(3) 新兵의 徵集과 權利

(4) “뉴스”의 創造 : 매스 미디어와 美國政治에 대한 ::L 影響

(5) 美國의 지배적인 自由主義 이데올로기의 쭉當↑生 

(6) 地方政府의 態樣과 犯罪 및 魔敗

(7) 越南과 美國外交政策의 態樣

(8) 美國에 있어서 急、進的안 政治思想과 行動의 새로운 樣式

(9) 美國이 世界의 領導力을 위 한 政治的 資源을 소유하고 있는가 ? 20)\ 

그라하여 19681건 워싱톤에서 개최된 美國政治學會 年例會議에 뒤이어 

코카스는 위에서 제시된 諸問題에 대한 패널會議를 성공적으로 가졌던 

것이다. 

1969년 봄부터 쿄카스는 級亂의 第二훨素를 分明히 하고 나섰다. 1969"' 

년 4월의 宣言에서 코카스의 執行委員會는 美國政治學會의 改옳을 要

求했다. 특히 美國政治學會의 “첩鷹主義的이고 非民主的 組織3 學問上

의 不適切性 맞 많得階層의 政治的 定向”을 批判하면서 코카스의 目的

은 人間의 敎條注入과 科學의 命令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A閒生存을 위하여 科學을 응용하는 政治學의 創造라고 주장하였다。 말 

하자면， 政治學은 國內外에 있어서 贊者i， 被壓追者， 또는 後進의 A民

야 당%得階層y 엘리트， 그리고 操作의 制度的 形態에 대항하는 蘭爭에 기 

여해야 함을 再關明하였던 것이다 21) 

코카스가 美國政治學會의 改휠을 요구함에 따라， 거기에는 知的 쨌← 

亂의 要素보다 組織上의 寂亂의 훨素가 강하게 대두되었다. 물론 강D期 

의 知的 꿨옳L에 同調하던 學者들 가운데 組織上의 問題가 강하게 대 두되 

면서 코카스로부터 脫退한 學者도 없지 않았지 만， 코카스는 1969년부터 

美國政治學會의 任員選出에 있어서 퇴體의 候補릎 별도로 내세워 美國

20) Ibid. 또한 “Supplement to Professional Notes," PS, Vol. 1, No. 4 (Fall" ‘ 

1968) , pp.17-18. 참조. 
21) Lowi, "The Politics of Higher Education," pp. 15-16. 또한 “Caucus for

a New Po1itical Science,'’ PS, Vol. 2, No. 3 (Summer, 1969) , p.36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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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治學會의 에스태블리쉬먼트에 挑戰하게 되었먼 것이다。 

앞서도 言及하였지만y 이스턴의 後期行態主義에 대한 演說은 코카스 

의 活動에 대한 에스태블리쉬먼트의 反應、이었다. 그는 美國政治學會를 

대변하여 가능한 한 많은 코카스 同調者를 만족시키려는 反應을 모색하 

려하였으며， 다른 한펀 政治學會에 대한 코카스의 壓力을 最少化하려 

고 努力했다. 學會의 立場에서 子先 時急한 問題는 組織上의 問題였지 

만9 學會는 먼저 코카스기- 1969년 年例會議부터 獨自的인 패널會議를 

갖도록 許容하고3 코카스의 同調者들이 대 거 참여 하는 중요 政策을 삼 

의 9 결정하는 수개의 委員會를 설치함으로써 코카스의 挑戰을 우마하기 

애 여르렀다 22) 

다른 하나의 중요한 決定은 iPSJ라는 새르운 雜誌、의 경햇刊이었다. oT 
것은 職業集團으로서의 政治學者들의 關心흙가 表現될 수 있는 일종의 

廣場(forum)으로서 刊行되게 되었던 것이다。 결국 美國政治學會는 요 

카스와의 마찰을 되도록 피하기 위하여 3 그 組戰上의 꿨뚫L을 인청하껴 

에 이르렀고， 코카스의 同調者들도 美國政治學會의 테두리 내에서 조직 

적언 活動을 한다는 것이며 g 學會로부머의 完全 獨立을 宣言한 것은 아 

니었다고 밝혔다 23) 그려하격 織組上의 問題가 대체로 일단락되자 뼈的 
꿨홉L의 問題는 계속되면서 위에서 잠시 言及된 政治學에 있어서 뽑學빽 

哲學의 문제 를 포함하여 後期行態主義의 認識論에 관한 論議가 둬 따르 

게 되었먼 것이다。 

1[V。 後觀쯤뿔主훌훌옐 탤識훌쓸 

後期行態主義의 認識論에 관한 論議 가운데 筆者가 발견한 가장 우수 

22) 그 委員會는 Constitutional Revision Committee, Committee on the Status: 

of Blacks in the Political Science Profession, Committee on Journals ,‘ 

Committee on the Status of W omen in the PoHtical Science Prof않sion ， 
Committee on Political Science in the Secondary Schools, Editorial Board 
of PS, Committee on 웹nance， Committee on 망rofesslonal Ethics, Com
mittee on Scientific Information Exchange, CommÏttee to Review the Gradu~ 

ate Record Examination , Committee on Procedures and Agenda. Com
mittee on Academic Freedom, Committee on Undergraduate Instruction. 
CommÏttee for an Exploratory Study of Graduate Education in Politicd 
Science 등이 포함되었다。 

23) “Caucus for a 뼈ew Political Science켜 p.36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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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논문은 유진 띨려 (퍼ugene Mi1ler)의 ‘6實證主義， 歷史王義 및 政治的

探짧”란r 것야다. 24) 물론 蘭統的언 政治哲學어] 力點을 두고 있는 밀러의 

立場도 後期行態主義의 다양한 認識論的 立場의 하나에 콸과하지 만s 그 

j척容왜 包챔{生어1 있어서 他의 追從을 불허하기 패품에， 여기서는 주프로 

멜려의 論-文을 중심으르 後흉~行態主義의 認、識論올 整f멸하고자 한다。 

/맘知하다시피 行態王義의 認識論的 根據는 實證王義이며 y 좀더 소급 

하-딴 힘與-따얀 美國의 經驗主義에서 出發한다。 여기에 만하야 1950년대 

와 1960년 ::H 혹까지의 反行態主-露는 플략돈과 아리스토텔혜스의 古典

옆 j3:治哲學의 認識論的 f專統을r 강i픈한 것이 다@ 그런더1:싫廳行態조義 

으f-i싫닮꿨論쉰얀 출힐盤은 돼처]료 I歷史포義략-고 블 수 있다。 25) 그평다면 現l켠E 

後期行態圭義가 초래 한 政治學 方法論-악 論팡~의 텔源은 활뚫초義와 歷

史主義으} 對tL에서 찾융 수 있을 것이 다e 

철쫓S찮.:t義의 f專統을 고수하는 哲學者-들은 近f~經델科學어l 돼 한 熱옆과 

그 發展에 기여하려는 欲求블 꽁통적으르 갖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知

識論얘는 펀代科學의 方法을 옹효하고y 적어도 이헤 I司調하싹는 意圖가 

있았다. 이러한 運動의 先祖는 말할 것도 없이 데이바도 흉(David 

묘ume) 아 다。 人關뽑f生떠1 팩 한 흉의 分析은 베 이콘(Bacon)과 뉴톤(Newø 

ton)의 實驗的 方、풍을 적용하고y 그것의 인식흔적 정당화블 시도한 것 

。] 다- 춰 근에 와서 論理寶證主義者들은 哲學의 ff:務가 科學의 認識論的

基隨블 담구하는 것이 아나 라s 科學的 擺念， 陳述 및 說明의 論理的 分

析으프 。1 해하고 있으나， 그 基魔의 쭉當性은 물론 二L 分折어} 의하여 

前提펀다는 것이다 26) 

實證主義者들은 經驗科學과 非經驗科學--예 컨데 論￡휠學야 나 純햄數 

學---윤 염격하게 區別한다. 前者는 事象(events) 이 발생하는 露條件을 

일반적인 用語르서 公式化하터하고 이러한 -般原則은 說明괴- 據測의 근 

거 가 된 다. 經關科學의 搬;융" 法測 및 理즙옳은 예 컨데 形而上學의 世界와 

24) Miller, “ Positi vism , Historicism , and Political Inquiry." 

25) 後期行態主義의 認識論的 基鍵블 廳史主義라고 단정하는 것은 지나친 單純
化일지는 모르나， 歷史主義의 흉흉素가 상당히 많다는 의마이며， 政治學 없 
究에 있 어 서 "releγance’9와 “action"만을 강조하는 것 이 後期行態主義의 全

部라고 분다면， 그 認識論的 背景은 政治學者의 數만큼 多樣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6) Miller, “Positivism , Historicism , and PoHtical Inquiry ,’, p.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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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區別되는데 3 二L 이유는 經驗科學에 있어서는 모든 것아 人關의 親察

료부터 도출되거 때문이다。 

그렇 다면 實證主義的 認識論의 課題는 外界핵 대 한 一般化가 經驗와 

素材에 의하여 구촉되고 검증될 때만 신빙성야 있다는 假g릎을 주장하는 

것야디 그리하여 實證主義者들은 認識이란 것야 주어진 “무엇”을 직짧 

척으로 깨닫는 것이며 3 判斷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을 의머한다e 

그리고 주어진 資料는 外界의 舊實을 表象하는 것오로 간주환다” 二Z플 

은 經驗 속에서 무엇이 "주어진 것”야냐 하는 問題에 관하여는 意見팩 

不-줬를 보이지만s 패체로 擺;슐:化나 推論해 선랭히-여 우리가 푸엇을 

앞석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合意하는 젓이다。 

악와같은 認識論的 立場은 人間의 心性이 정상척야고 자연적인 상태 

에서 時空을 초월하여 l함一한 方法으로 同一한 펀物을 지각한다는 갓[아 

다。 實證主義者들의 이른바 經驗에 근거를 둔 채識야 “客騙性”을 갖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또한 外界에 대한 陳述이 의미릎 가지려떤 經

驗的 資料어l 의하여 검증되어야만 하고a 이러한 몇件은 論揮實證초義의 

“檢證可能性의 原則 (verifiability principle)" 요로 表現된 다는 것 아 다。 27) 

知識이 發見보다는 創造에 g의하여 理解된다는 歷史主義는 칸트(용ant). 

헤 겔 (묘egel) , 마르크스(Marχ) ， 및 니 체 (Nietsche) 에 의 하여 발전 하기 

시작하여 y 훗口識의 相對的 理論을 주장하는 여러 學說로 전파되었는페? 

知識論의 立場에서 歷史￡義는 다음으} 세가지 點에서 寶證王꿇와 對比

된다고 밀러는 지적하고 있다 28) 

첫쩨 y 純伴感覺資料에 대한 직점적인 인식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寶證主義에 의 하띤 經驗이 擺念과 理論에 先行하며 y 感覺寶料는 “주어 

진 것”이기 때둡에 이로부터 擺念이 추출되고3 理論이 檢證된다g 그러 

나 知覺(sense perception)을 해 석 하는 데 있 어 서 는 칸트의 영 향을 받고 

있다. 칸트는 感覺資料가 원초적이고 순수한 형태효는 意識궤 야료지 

않는다고 보았던 것아다。 말하자면 精神의 先驗的 原理나 範廳어1 외하 

여 통일되고 구조화된 것오로만 感覺쩔料는 파악된다는 것이디; 歷史主

27) Ibid. Eugene Miller, '‘Hume’ s Contribution to Behavioral Science," Joμr
nal of the History of the Behαvioral Sciences, Vo1. 7 (April, 1971), pp. 
154-168. 참조。 

28) 없iller ， “ Positivism, Historicism, and Political lnquiry,'’ pp.8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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讓者들은 우리가 인식하는 經驗이 이미 精神자체에 의하여 선택되고 형 

성되어진다는 점에서 칸트와 同調하고 있는데， 특히 自然界에 대한 考

察에 있어서 보다 人댐과 社會헤 대한 省察에 있어서 經驗의 寶料는 더 

큰 變化룹 나다낸다는 것이다. 

둡째 , 人關精神의 歷史性(historicity)을 주장한다는 것이 다. 歷史王

義는 認識이 精神에 의하여 변형된다는 점에서 칸트에 同調하지만， 칸 

트 펀평。] 歷史主義꿇는 아니 었다， 그러 나 歷史主義는 精神의 原理니- 範

隱기- 時代과 文化획 변천역} 따라 변화한다고 주장함헤 있어서 헤겔流인 

것이다， 歷史같 람구획떤 客觀的 世界에 대한 單一의 見解는 발견되지 

않고 다양한 j템젤과 世원觀이 발견되는 것이다。 이러한 多樣性을 헤겔 

은 理性의 內한J論理쉐서 이해하였으며， 歷史主義者들은 人閒이 상이한 

歷史的y 社會的 條{각:아래서 生活어] 적응한다는 측면에서 설명댔던 것이 

다. 各 時代와 文化는 全體로서의 世界에 대한 특정적 見解플 발전시키 

기 폐문쉐 y 認識이 거초후 히-는 前提， 價f直y 範廳에 있어서 時代와 文

化는 본질적인 差異블 낳게 된다. 물론 歷史學者들은 특정한 社會에 있 

펙 서 모는 思想과 짜口펼이 支配的 世界觀에 의 하여 左右되 느냐 하는 문 

제에 관하여는 뚫見을 갖지만， 人閒정신의 歷史性을 안정하고 있는 점 

섹]서는 共通된다3 

세째， 헐理의 相對{生을 주장한다. 人聞精神의 歷史性을 인정하는 접 

어1 서 歷史主義는 “있는 그대효의” 텀然을 파악한다는 의미에서 혈理 또 

는 客離的인 知識의 可能性을 의 문시 한다. 물론 歷史主義者들도 認識論

的 相對性의 문제블 취급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差異가 있으며 ?29) 初期

헤 있어서는 A댐의 創造的 행위를 대상오로 하지 않는 自然界에 대한 

첼誌王義的 見解릎 인정했었다， 다만 λ間行寫에 대한 댐주究는 世界觀에 

의하여 자배되기 쩨푼에 相對的ó1 고 -時的인 해석만이 可能할 뿐이라 

는 것이다. 

블론 여 기 서 첼펀초義와 歷史主:義의 立場과 그 짧展의 系諸블 詳述할 

여유는 없다. 다만 여기서 지적해야 할 것은 최근에 科學哲學헤 있어서 

自然科學이 준징-하는 客誤的아고 組對的인 될理의 可能性을 공걱하는 

29) 예컨대 헤겔이나 마료크스는 歷史的 時點의 연속이 歷史過程 전체를 해명해 
주는 世界觀이 지배하는 최종의 時點으로 반드시 발전한다고 보아 相對主

義를 회 피 하였￡나， 니 체 이 후의 歷史主義者블은 廳史의 dÐ、然、性을 거 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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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L場01 생겼다는 것이다。 1920년대에 와서 哲學。1 近代自然科學의 論理

와 認識論에 부합해 야 한다는 王張의 論理寶證主義가 등장하면서 대 체 

~로 實證主義的 해석이 科學의 哲學을 支配하게 되었지만， 19501캉대 이 

후 論理實證主義나 論理經驗主義가 歷史主義的 認識論에 의하여 挑戰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샤펴어 (Shapere)의 表現l에 의하면 “科學의 

哲學에 있어서에 單命 흑은 적어도 /放亂”인데 3이 이것은 윗트겐슈타인 

(W i ttgenstein)의 後期著作과 문(Kuhn)의 科學史에 대 한 解釋에 힘 입 

은 바가 크다。 31) 

윗트겐슈다인의 後期立場과 문의 立場은 요컨데 歷史主義的이고y 또 

相對主義的언데， “反實證主義的 反動”이라고 볼 수 있는 그들 立場의核 

心은 하나의 科學的 理論이나 傳統이 그것과 다른 理論이나 傳統과는 

아주 相異한 前提에서 출말한다는 것이며， 그것이 科學的 探究와 그 發

展의 基本。1 된다는 것이다@ 이려한 立場은 예컨데 모든 思想과 經驗이 

“世界觀" (Dilthey나 Mannheim)"에 의하여 y 慣習的 言語와 “生活形態”

(댐Tittgenstein) 에 의하여 9 흑은 “파라다임 "(Kuhn)에 의하여 決定된다 

는 見解룹 상기시킨다 32) 

어쨌든 이와같은 科學의 “藏哲學”의 득징은 다음의 세가지 測面에서 
고찰될 수 있다。 첫째 3 “意味의 前提理論(presupposition theory of 

meaning)" 이다。 이것에 의하면 모든 科學的 用語의 意味는 그것아 事

寶的안 것이든g 理論的인 것이든 그根底의 파라다입이나 理論y 흑은한 

세트의 前提에 의하여 決定띈다는 것아다. 이것은 科學的 用語의 意味

가 經驗에서 도출되고y 경험만이 宇園에 대한 어떤 陳述의 “意味있음 

(meaningfulness) "을 판단하는 절대 적 인 根據가 된 다는 實證主義 JL場

과 반대된다. 

30) Dudley Shapere, "Meaning and Scientific Change" in Robert G. Colodny 
(ed.) , M쩌d αnd Cosmos (Pittsburgh: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뼈 
66) , p. 41. 

31) 예 컨 대 Ludwig 、ìVittgenstein ， 말hilosophical Investigαtions， trans. G. E. 聊e

Anscombe (New York: r띠acmillan ， 1953); Prεliminαry Studies for the 
"p hilosophical lnvestigations'’ Generally Known as the Blue αnd Brown 
,Books (New York: 묘arper， 1958) 및 Thomas Kuhn, The Strμ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 2nd 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망ress ， 1970) 
참조할 것. 

:32) Miller, “Positivism , Historicism, and 밤olitical Inquiry," p. 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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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科學的 探究의 領城을 한정 하는 問題와 그 間題‘에 대 한 說딩닫 

이 무엇어냐는 것어1 대한 前提理論”이다. 說明이란 것이 服絡에 따라 

다르다고 主張함으로써， 反實證主義者들은 모든 科學的 證明이 同-한 

形式모델 (formal model) , 즉 “演繹的 法則的" (deductive-nomological)모 

텔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實證主義者들의 兒解를 문제시한다。 사싣 後者

는 -般法則 없이는 說明야 不可能하다-고 主張한다。 

셰째 3 底實끓초議者들은 “理論에 대한 事實의 適合性y 適合性의 程度

(相異한 事鷹에 대 한 상대 적 重몇性) 빛 相異한 科學的 結論에 대 한 상 

대 적 受容可能f生 (acceptability) 또는 受容不可能性(unacceptabiHty) 에 대 

한 前提理論의 立場을 취한다。 야것온 寶끓포義者들의 포張p 즉 모든 科

學的 理論이 檢證可能f生 (verifiability) , 確끓可能性(confirmability) , 또 

는 虛節可能性(falsifiabili ty)의 原則에 따라서 經驗에 비 추어 立設되 어 

야한다는 主張과 對立된 다 33) 

j까上에서 우리는 寶證主義1 歷史호義 및 科學의 哲學에 있어서 反實

짧主義의 준요한 立場을 일별하였 다e 

그러면 後期行態主義의 認識的 背景을 이루는 美國政治學에 있어서 

歷史主義는 어떠한 經繹에서 논의되고 있는가? 물론 여기에는 寶用主

義와 같은 쫓國思想의 傳統的안 웹流가 영 향을 준 사싶도 否認할 수 없 

εL나빌려는 다음의 네가지 훨素를 중요지하고 있다. 즉， 그들은 (1) 科

學의 哲學과 科學史에 있어서 反實證主義的 著作J (2) 만하임의 입장을 

취하는 知識社會學의 著作， (3) 實存主義的 現象學의 최근 著作3 그리 

고 (4) 니체의 思想이 그것이다@ 물론 이들의 영향을 받은 政治學者들 

의 認識論的 立場이 一致하고 있지 않고部는 相對主義에 立밤P하고 

있고3 다른 -部는 궁극적 인 拍識이 不可能하다는 立場만을 批判하고 

있다 34) 그려나 이들은 대체로 寶證主義에 기반을 두고 있는 行態主義

릎 批判하고 있는데 그 代表的인 學者와 그들의 立場은 아래 와 같다. 

::L렌데 여껴서 우리가 注意、해야 될것은 行態主義的 接近을 主띈하는 

政治學者들이 科學의 특청한 擁念을 정당화하는 데 있어서 科學의 哲學

의 “權威”를 벌려왔다는 사섣이다. 사싣상 한동안 行態主義 政、治學者확 

世代는 科學的 探究의 實證主義的 觀;송:을 支持하는 合意가 적 어 도 科學-

33) lbid. 
34) Ibid.. pp. 806-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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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哲學內에는 돈재한다고 맏어왔던 것야다ι 二X려나 우}에서 고찰한 13}

와 같이 人間의 知識에 대한 근본적안 見解差가 認識論의 水揮에서 있 

어왔고? 行態主義가 가반오로하고 었는 寶證포義에 돼한 批判이 科學

의 哲學에서 대두된 것은 흥미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1 구나 料擊의 

哲學에서 寶證主義에 대한 批判이 成熟해질 무렴 s 政治學者플어 寶등쏠효5 

義에 심취하게 된 사싶은 어떻거} 보면 ι‘아이려다”이고3 다시 어떻제 

보면 政治學者들의 溶後된 哲學的 素養의 結뚫료 밖에 는 섣 영 할 수 없 

다。 그렇 다면 後期行態主義가 行態主靈의 認識論을 批判하고 녀-전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동시에 당연한 일인지도 모룬다 

料學의 哲學어} 있어서 최근의 著뿜과 그어} 대한- 政治學者뜰의 認識폐 

관하여 논의한 學者루는 거넬(John Gunnell)윤 흡을 수 었다. 그는 예 

컨데 문과 같은 反實證主義的 認識論에 同調하면서 科學의 實證主議띤쟁 

擺;승" 특히 說明어} 있어서 演繹的 모델을 批判한다. 그는 演繹-論理71-

自然科學어] 있어서도 정확하체 적용될 수 없다고 하면서 s 섣혹 그렇다 

고 하더라도 社會科學이 그 論理를 쫓아야 될 理由가 없다고 主張한다， 

요컨대 “특정 한 學問分野의 科學的 據究의 法則은 그 分野에 종사하는 

學者에 의하여 決定되어야 하며 y 다른 分野의 權威가 決定할 것은 아다 

다”고 간조한다 35) 거델에 의하면 各社會는 일정한 象徵的 形式(sym

bolic forms)을 중심 으로 조직 되 어 있고y 이 것은 社會現實에 대 한 見解블 

규정하고， 그 成員으료하여금 行動의 可能性까지도決定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人間行動의 意味는 그것이 발생하는 象徵的 服絡혜서 發見되 

는데 따라서 社會料學者의 任務는 여러 社會에서 行動에 意味를 부여하 

는 象徵的 服絡을 解明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거 넬 은 自身의 “服絡主義的 接近"(contextualist approach) 이 客親뾰 또 

는 相互主顆性(intersubjectivity)의 理想을 포기 한 것은 아녀 라고 하면서 3 

35) John Gunnell , “ Deduction, Explanation, and Social Scientific lnquiry," 
.APSR, Vol. 63, No. 4 (December, 1969) , pp. 1233-1246; “ The Idea of 
the Conceptual Framework: A PhiIosophical Critique ,'’ Jourηαl 0/ εom
껑aratiτle Administγation ， Vol. 1 (August , 1969) , pp. 140-176; “ Social 

Science and PoHtical Reality: τhe 밤roblem of Explanation," Social Re
seαrch ， No. 35 (Spring , 1968) , pp. 159-201. Thomas 1. τhorson， Bio‘ 

.politics (New York: 묘olt ， Rinehart and ￦inston ， 1970)도 同-한 혔列어k 

넣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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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科學에 있셔서 客觀的 또는 相互主觀的 R度는 항상 특정한 R따 

絡 흑은 파라다임에 비추어 相對的임을 주장한다. 요컨대 論理學이나 

認識論이 科學을 위한 超服絡的(trans-contextual) 基準을 확럽할 수 없 

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行態主議를 批判하고3 傳統的 政治哲學을 공걱 

하고， 知識의 相對性을 강조하고， 꺼H識은 모름지 기 時代的 훨求에 부응 

해야 된다는 것을 力說하고 있다。 36) 

윌 런 (Sheldon W olin)도 역 시 科學의 새 로운 解釋이 란 立場에 서 行態

主義외- 傳統的 政治理論을 批判하고 있다. 그는 科學의 發展헤] 관한 문 

의 모델을 기초료 하여 政治思想史에 있어서 소위 “英雄的 理論" (epic 

theories)의 彼劃과37) 科學史에 있어서 파라다임의 沒劃을 비교하면서， 

“파라다임의 쉽u造者i" (paradigm-creaters)와 “파라다임 運營者" (paradigm

workers)를 區別한다。 그는 또한 理論的인 파라다임과 作用的(opera

tiγe) 파라다임을 區分하면서 이 兩者의 關係에 관하여 두가지 중요한 문 

제 를 지 적 한다. 첫 째 , 英雄的 政治理論家들은 그가 사유하는 世界 (social 

world)의 變化릎 追求했고3 단순히 世界블 보는 사람들의 눈을 변화시 

키려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며? 둘째 g 중요한 政治理論은 理論上의 危

機뽑아니라 政治的 危機 및 作用上의 파라다임이 變化에 적응할 수 없 

는 條件에 대한 反應이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理論은 作用上의 파라다 

임을 排除하거나 代置시키는 것을 目的으료 삼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政治學에 있어셔 行態主義的 陽究의 前提는 -般理論에 근거룹 둔 것이 

아니라y 自由民主主義 政府가 운영되는 作用上의 파라다업에서 도출된 

것이라고 非雜한다. 그리하여 -→般理論의 不在 속에서 行態主義的 昭究

를 인도해온 假定들은 支配的인 政治 이데올로기로부터 발전된 것이며， 

36) Gunnell의 立揚에 대 한 批判은 Arthur S. Goldberg, “On the Need for Con
textualist Criteria: A Reply to Professor Gunnell," APSR, Vol. 63, No. 4 
(December, 1969) , pp. 1247-1250; A. James Gregor, “Gunnell on ‘Deduc
tionism,’ the ‘Logic’ of Science and Scientific Explanation: A Reposte ," 
ibid. , pp. 1251-1258을 볼 것. 이 에 대 한 Gunnell의 反論은 “Science and 
the Philosophy of Science: A Rejoinder to Professors Goldherg and Gre。

gor," ibid. , pp. 1259-1262 . 
.37) “英雄的 理論”이 라 함은 Plato, Aristotle. Machiavelli, 묘obbes ， Locke와 

Marx 등이 제창한 것으로서， 이들은 “새로운 파라다임의 創造를 목표로 한 
活動을 理論의 作業”으로 삼 았다는 것 이 다. Wolin, “Paradigms and Poli
tical Theories", pp. 139-140. 



現代 美國學 : 政治學 59 

펠하자면 行態主義的 없究와 理論{'P業은 觀存體制가 좋다든지 y 또는 正

‘常的언 것이라는 前提에서 出發한다는 것이다。 38) 

월련의 核心的언 關心事는 "英雄的 政治理論”의 認識論的 狀態를 규 

명하는 것으로 훨約된다。 그에 의하면3 政治理論은 단순히 어느 社會의 

支配的인 世界顆의 反映이 아니라는 것이다。 理論은 모름지기 廳存의 

意見과 制度에 대하여 批判的이어야하며 y 그것은 그 社會의 作用上의 

파라다임의 結果가 아녀라 그것의 源없이어야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理論은 그 휩理性이 理뾰이나 經驗에 의하여 결정적으로 확립될 수 없 

는 前提를 基續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 만하임의 영향을 고찰하자. 만하임은 준록 이데올로기의 職念에 

관한 論議에 의하여 政治學者들에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이데올로 

거論은 그의 歷史￡義에서 出發한 갓이다。 39) 만하임의 이른바 이데올로 

기의 g‘特珠全體(particular-total) " 擺;옮은 모든 思想이 社會的으로 決定

되고3 歷史에 따라 변한다는 그의 歷史主義的 見解를 表明한 것에 지나 

지 않는다。 그런데 만하임의 영향을 받은 대부분의 政治學者들은 만하 

임의 相對主義的 立揚에 대합하여 科學的 知識의 理想을 옹호하는데， 問

題는 思、想의 이더]을료기的 휴은 歷史主義的 姓格을 주징-한 만하압의 見

ι解를 한펀오룩 받아들이면서 科學的 客親性의 理想을 컬謂할 수 있느냐 
눈 것아다。 40) 

여 기 에 관하여 는 효놀려 (William Connolly)의 立場이 중요하다。 41) 모 

놀리는 科學的 據究를 포함한 모든 思考가 특정한 世界觀 흑은 l現角에 

대 한 表現이 며 3 世界觀은 思考를 하는 者의 時f\;~ 文《七 및 社會的 {ft置

외 塵物。I 라는 만하임의 見解에 同調한다。 “相對的으로 不確實한 狀況

에서 政治活動에 임할때 y 사람들은 이데올로71-즉， 社會的 내지는 

政治的 環境을 記述하고 說明하려 는 信;옳體系나 經驗的 主張---를 말 

38) Sheldon S. Wolin, “ Political Theory as a Vocation," APSR, Vol. 63, No。

4 (December, 1969) , pp. 1062-1082. 
39) Karl Mannheim, ldeology and Utopia (London: Routeledge & Kegan Paul, 

1936). 
40) Miller , "Positivism, Historicism, and 맘olitical Inquiry," p. 810. 
41) William E. Connolly, Political Science and Ideology (New York: Atherton,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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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시 킨 다。 야 데 올료기 는 어 떤 視角 (perspective) 에 서 나오는 것 야 다 '~42> 

그러나 그는 政治에 대한 據究가 본질적으로 이데올르기的이라든착 혹 

은 主聽的이 라는 主張에 는 反對한다e 그는 政治學의 科學的 理想을 언 

정하고9 그것의 目標는 이데올로기블 科學的 理論과 代置시키는 것이략 

고 주장한다 그라고 科學的 理論에 있어서 假定과 權念들은 당던示的오 

루 또 正確하거} 定義되어야 하며， t빚界어l 대한 前提는 經驗的안 立證을 

거처야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i핍훤는 만일 人國思、想、의 j[텅힘 B얀 性

格 (perspectival character)을 인정한다면， 과연 二L 目標기- 성춰펀 수 있 

는가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코놀리는 科學펴 理想이 좋월않윗료는 성 

취될 수 없다-고 하띤서 y 담뭘의 認識論的안 前提들이 “f띔則上” 科學的

理想、을 지해하지는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現뻐짧學의 理想이 활際:ç는 성취될 수 없다고 하꽉략도 그것이 우리 

의 ￡뭘解의 完全性---즉3 가장 높고 가장 자연스러 운 理解에 의 達成--

을 딴영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9 코놀퍼는 科學의 理想을 정덩-화하는 fF 
業어} 있어서 認識論的 根據보다 倫理的 根據릎 깅「조하는 것야 아닌가 
생각된다 43) 

1960년대 중반이 후 現象學61 美國의 政治學에 영 향을 주71 시 작폈다。 

진]期의 現象學은 歷史主義어1 반거를 들있오나， 兩’者는 점차후 近接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써킨 (Marvin Surkin)의 경우에서 블 수 있는 

바와같이 政治學에 있어서 現l象學的 接近은 歷史초義와 극단적인 형태 

후까지 結合할 수 있게 되었다。 44) 

써 킨 은 머} 를료-뽕띄 (Maurice Merleau-Ponty)의 영 향 아래 45) 혈存圭 

議的 現象學의 立場에서 政治學의 方法論을 검토하고s 월린과 類似한 見

地에서 行態主義的 接近을- 批判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行態主義는 그 表

42) Miller, '‘Positivism, Historicism, and Political lnquiry ,'’ pp. 810-811。

43) Cf. ibid. , p. 811. 
44) Marvin Surkin, “Sense and N on -sense in 맘。litics ，" in Marvin Surkin and 

Alan Wolfe (eds.) , Aη Eηd to Political Science (New York: Basic Books, 
1970) , pp. 13-33. 이 것 은 I司-한 제 목으로 PS, Vol. 2. No. 4 (Fall , 19' 
69) , pp. 573-581에 실 린 바 있 다. 또한 類似한 系列의 論文우로는 Hwa Yol 
Jung , “τhe Political Relevance of Existential Phenomenology," The Reviε?ιr 

of Politics, Vol. 33 (October, 1971) , pp. 538-563등을 참조할 것 。
45) Maurice Merleau-Ponty, Sense and Noηseηse (Evanston: Northwestern Uni

versity Press , 196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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휩휩土;확 客顆性과 價f直r:þ立性에 도 불구하고 支配的 이 데 올르커 를 反映하 

고 있요며 9 동시에 美國社會의 역시 支配的안 制度를 옹호헬다는 것야 

다. 그는 自뭘의 方法論야 行態主義의 方法論에 벼하여 보다 척게 評廣

的이거나， 이데올로기的이나， 흑은 偶然、하다고는 초張하지 않는다。 왜 

냐하벌 員理에 대한 모든 主張과 哲學的 내지는 社蠻的 擬究팩 묘든 方

式이 어쩌면 偶然한 것이고y 社會的으로 決定되껴 때문이략는 첫이다 

다만 써킨의 方빨論이 行態主義의 그것과 근본적부로 다른 것은 그 {뽑 

然↑生과 이데올로꺼的안 t生格을 안정하면서도 觀存社會의 保存보다는 二L

것의 改單과 批判을 主目的으로 하고 있다는 點야다。 그는 :.:L획 論文어1 

잭 다음과 갚은 結論을 제시하고 있는데 y 다소 갚자만 여기샤 링 1m하고 

자 한다‘社會變動의 人聞主義的 벼전과 결함댈 實存主義的 現i종흉學은 

行態主義어} 대 치 할 수 있는 하니-의 過數한 다른 길 (alterna ti ve) 엎 것 야 

다。 첫째 〔그 이유는〕 世界어] 돼한 〔現象學의〕 바천이 行態主義의 合웰 

的연 宇富가 看過하기 쉬운 路上의 보통사람의 常識的인 現實을 포함하 

여 社會現實의 全體를 함유하기 째 품이 다。 둘째 , c그것은〕 社會世界에 

대한 그 비전 01 行態主義者 사이에서 아주 支配的언 廳存政治權力에 돼 

한 無政治的 記述과 그에 대한 JI直應보다는 現象維持〔勢力〕에 대한 批判

的언 態度 위에 서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급진적언 社會科學 方法論은 

다음과 같은 希똘을 제 시 한다。 c즉〕 無分別하게 보이 는 美國의 政治 및 

짧識앨리트의 合理主義로부터 또 〔역시〕 無分別하게 보이는 美國의 低

階級(underclasses)의 非合理主議로부터 理↑生과 社會的 目的(social pur

pose)의 새로운 感覺이 나타나리라는 것이다 "46) 

美國敏治學의 歷史主義的 認識論에 있어새 마지막오로 考察되어야 활 

것은 녀체의 영향이다。 여거의 代表學者는 말할 것도 없이 카리엘(圓en

ry Kariel) 이 다e 사실 녀 체 는 自 由民主主義의 敵인 동시 에 따라서 파시 

즘-의 始祖라는 불명예스래운 평판때문에 美國에서 한동안 환영을 받지 

못했으나， 과격한 歷史主義를 대변하고 있는 카리엘에 와서 새로운 좀Pl賣 

블 받게 되었다。 47) 카리옐의 見解에 따르면， 다체는 人間이 道德 및 政

46) Surkin, "Sense and Nonsense in PoHtical Sdence,'’ PS, p. 581. 

47) Cf. 협enry Kariel, "Nietzsclhe' s Preface to Constitutionalism건， Joμrnal of 
PoUtics, VoL 25, 뼈o. 2 ‘ (May, 1963) , pp. 211-225; In Search of Au
thoγ앓y (뼈ew 장ork: Free 뺨ress ， 1964); 1‘'he Promise of Politics (Engle 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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治의 領域에 있어서 궁극적인 知識의 可能性에 관한 信念을 상실하였다 

고 최초로 力說했다는 것이다. 니체는 그후의 만하임과 마찬가지로 A 
閔에게 공통오로 “바르고 善한 것 "(just and good)을 확싶하게 定立하 

는 것이 원칙상 不可能하다고 밝힘으로써 傳統的인 政治哲學을 배격했 

다. 니체의 相對主義는 認識論的인 동시에 存在論的인데 y 결국 그는 모 

든 것이 말전 내지는 변화를 겪고， 따라서 外樣의 끊임없는 변화를 넘 

어서 궁극적인 置理나 道德뾰의 領域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主張했던 것 
이다 48) 

카리엘에 따르면， Á間에게 콩통척으로 “바르고 善한 것”은 우려가 

알 수 없커 때문에 3 國家는 道德的 價f直와 궁극적인 目標에 대하여 無

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國家의 關心事는 善에의 비천을 창조 

하고， 週德的 質理를 확련하기 위한 최대의 自由블 個/\에게 保障하는 

手段에 그쳐야 된다는 것이다。 다만 니체가 創造的인 “超入" (ùbermen-

sch)의 擺念을 절청했던 것과는 달리， 카리엘은 일관된 相對主義가 모 

든 人間的인 目標와 追求의 同等한 權利主張을 인정한다고 말한다. t!P, 

相對主議는 모든 人間으로 하여금 經驗의 범위를 확대케 하고y 캄재력을 

띤증케 하고， 다양한 沒劃속에서 參與를 可能케 한다는 것이다. 니체와 

마찬가지흐， 카리엘은 “주어진 것”에 대한 受動的인 受容을 租否한다， 

소配的 條件에 대하여 默從하는 흉勢가 正當化될 수 있는 것은 人聞이 

그러한 條件의 不可變性을 確信할 수 있을 때만 可能하다는 것이다. 말 

하자면 우리가 現實的이라고 믿는 것은 우리 自身의 主觀的인 創造에 

지나지 않으며 y 우리는 現象의 世界를 설계하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한 

다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많存의 意見이나 制度에 默從한다면y 우리는 

創造性을 享有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49) 요컨데 p 카리엘은 완벽한 

相對主義에 임각하여 後期行態主義의 認識論的 原則을 제시하고 있는 

wood Cliffs , N.J.: Prentice-HalI, 1966); “The Political Relevance of Beha
vioral and Existential Psychology," APSR, VoI. 61, No. 2 (June, 1967) , 
pp. 334-342; Opeη Systems (Ithaca, 111.: Peacock, 1969); <<Expanding 
the Political 받resent ，" APSR, Vol. 63, No. 3 (September, 1969) , pp. 
768-776; “ Creating Political Reality ,’, APSR, Vol. 64, No.4 (December,_ 
1970) , pp. 1088-1098, etc. 

48) Kariel , 1η Search of Aμthority ， pp. 5-24. 
49) Kariel , Open Systems, pp. 73,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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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以上에서 우리는 後期行態主義의 認識論上의 홉立場을 주로 反實證主

義의 測面에서 보아왔다。 사실 1960년대 중반이후 상당수의 美國政治學

者들은 行態主義에 挑戰하기 위하여 歷史主義로 이름지을 수 있는 反實‘

證主義의 認識論을 主n昌했던 것이다。 

물론 밀려가 적철하게 지적하고 있는 바외- 같이 實證主義와 歷史主義

兩者가 묘두 政治的 探究에 있어서 滿足스러운 基鍵를 제꽁하지 못한다 

고 주장하는 ~群의 政治學者도 있다 50) 여껴에 속하는 代表的언 學者

는 스트라우스(Leo Strauss) 와 포겔 런 (표ric V oegelin) 이 다 51) 이 틀은 政

治哲學에 대한 傳結的인 接近---즉s 善하고 바른 政治흉序에 대한 認”

識의 追求---에 새로운 관심을 表明한다. 사실상 政治學의 짧達史에서 

보면 實證主義와 歷史主義는 모두 傳緣的 政治哲學에 反對하여 온 것이 

다。 傳統的 政治哲學에 대 한 實證主義의 反對‘는 價f直判斷이 經驗的즈L로 

立證될 수 없다는 根據에서 시작하고 있으며 3 歷史主義에서는 價f直가 

個人的 혹은 社會的 創造物이라는 立場에서 反傳統主義를 固守하고 있 
는 것이다. 

그러나 實證主義와 歷史主義가 古典的 政治哲學과 만날 수 있다는 立

場에서 傳結的 政治哲學에로의 復歸를 力說하는 政治學者도 있으며， 밀 

러가 여기에 해당된다@ 밀러에 의하면9 歷史主義는 評價를 理解에 있어 

서 펄수적언 것으르 또 A間의 諸問題는 善惡의 判斷으로부터 분리되어 

理解할 수 없다는 점에서 傳緣 즉 古典的 政治哲學과 엽창을 같이 한다 

는 것이다. 다만 實證主義에서 말하는 科學的 方法은 A間과 社會에 있 

어서 무엇이 “λ、間的”인가 하는 문제를 밝허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펀 

實證主義도 相對論的 認識論에 는 反對하지 만 傳統과 임 장을 같이 하는 

50) Miller, "Positivism, Historicism, and Political Inquiry강’ p. 816. 
51) Cf. Leo Strauss, 때aturαl Right and History (εhicago: University of Chi

cago Press , 1953); Whαt is Politicαl 암hilosophy? (Glencoe, m.: Free' 
만’ess ， 1959); "Relativism,’9 in 묘elmut Schoeck and James ￦. Wiggins 
(ecls.) , Relαtivism and the Study of 1뼈αη (Princeton: D. Van Nostrancl, 
1961) , pp. 135-157; “Philosophy as Rigorous Science and Political Philo
sophy," Interpretation , Vol. 2 (Summer, 1971), pp. 1-9; Eric Voegelin •. 
The New Science of Politic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1952) ..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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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自然에 대한 신맹성 있는 짧識의 可能한 分野가 있다고 주장하는 

點이다. 傳統的인 견해는 購神이 “있는 그대로의 自然(存在)"을 파악하 

고f 이 知識을 기초료 하여 當寫-릎 아해한다는 것이다。 實證主義는 善

과 正줬어1 돼한 참된 쩌口識을 거부하지만3 있는 그대르의 事實世界를 알 

수 있다는 可能뾰윤 고칩한다e 또 歷史主義는 事實과 價f直에 대한 客顆

的 쩌識의 可能性윤 의품시함오로써 寶證主義와 古典的인 知識論을 넘 

어 서 지 만y 벼-로 이 러 한 이 유에 서 f專統的 政治哲學的 接近이 實證主義와 

歷몇主露의 兩者가 갖는 缺點윷 補完할 수 있다는 것이다。 52) 

그런펙 우택가 주목할 것은 歷史主義의 立錫/슬 취하는 政治學者나 밀 

려와 갚이 博統的인 政治哲學의 授近을 취하는 學者나 모두 寶證主義를 

認識論的 基짧루 하고 있는 行態主鎭에 r:l}끼를 들고 있는 것은 흘훈實이 

다‘ 그‘럼혜도 不웰j하고 우리는 뷔에서 行態主義와 後期行態主義 사이의 

중요한 계속성이 있다면， 그것은 政治에 대한 “科學的 昭究”라고 했떤 

것이다。 科學의 意味가 實흐 明隱한 것야 아닐자리-도 政治學의 “科學

的” 昭究를 否定하는 政治學者는 없을 것이 다。 

밀려는 낸컨대 이스턴이 行態主義와 後期行態主義과의 繼續f生을 인정 

하고 있으며 y 만일 應用的인 船究에 努力을 碩注하고，1îtf究에 있어서 

價隨의 영 향을 인식하고， 나아가 未來에 가능한 政治的 關係에 대하여 

創造的안 思、考플 계속한다먼3 行態主義의 目標를 포기하지 않더라도 後

期行態主義의 熱똘이 充足되리라고 主張한다고 이스턴을 非難한다 53) 

그렇다고 하여， 멜러 自뭘이 政治學의 “科學的” 探究플 否認하는 것은 

이-니 다。 그는 단자 그가 歷史主義로 규정 한 後期行態主義의 認識論的

1펌題를 지 나치 제 강즈한 나머 자 ? “料學的” 探究의 意妹를 寶證主義 흑 

52) Miller , ι‘Positivism ， 묘istoricism ， and Political Inquiry" , pp. 816-817. Milc 

ler의 立場에 대 한 批判은 David Braybrooke and Alexander Rosenberg, 
“Comment: Getting the War News Straight: The Actual Situation in the 
Philosophy of Science,'’ APSR, Vol. 66, No. 3 (September, 1972) , pp. 
818-826; Richard S. Rudner , “Comment: On Evolving Stanclard Views in 
Philosophy of Science," ibid. , 입p. 827-845; Martin Landau, “ Comment: On 
Objectivity ," ibid. , pp. 486-856을 볼 것 , 이 들 批判에 대 헌. Miller의 反應
은 Eugene F. Miller, "Rejoinder to ‘Comments’ by David Braybrooke and 
Alexander Rosenberg, Richard S. Rudner and Martin Landau,'’ ibid. , pp. 
857-873. 

53) Miller, “ Positivism , ￥iistoricism ， and Political Inquiry"ε p. 817. 



現代 美國學 : 뼈治學 65 

은 이에 기초를 둔 行態主義와 同一視하는 立場을 취하게 된 것이 아난 

가 생각된다。 

혐。뿔 쓸 

우리는 위에서 美國政治學에 있어서 後期行態主義 單命의 t生格， 新jEJl

治學을 뷔 한- 코카스 運動 및 後期行態主義의 認識論에 관련된 품채 플 

을 고찰했다。 이스턴아 지적한 바와같이 後期行態主義 筆命에 同調하고 

있는 政治學者플은 다양한 背景을 갖고 있기 해문에 그 黨命해 자담해 

온 學者틀을 어느 特定한 認識輪에서 이해략려는 젓은 쫓혈라지 많다고 

생 각펀 다. 오늘날 美國政治學界에 는 아직 도 行態主義者와 博統主義者7￥

大多數이고e 오히려 後期行態主議를 주창하는 學者률은 少數얻 것야 40 

그려 나 傳統主義者와 行態主義者의 相當數7} 後期行態主義약 信條헤 歸

調하고， 또 新政治學을 웹한 모카스에 參與해 온 事寶을 감안하면?後 

期行態主義는 認識論的 立場에서 보다 %行動”과 "重團性”을 표방하면저 

政治學者들의 過去의 實體윷 批判하는 測面에서 이해하여야 될 것이다。 

後期行態主義가 갖는 장기적엎 意味를 예측하기는힘들다@ 월도(聊Tal

do)의 表現‘대로라면 後期行態主義의 등장은 보다 科學的혈 政治學의 됐￥ 

究를 향한 行進에 있어서 일시척인 廷回일지도 모른다-。 政治學의 새료 

운 目的과 手段y 動機와 技法이 定立되면서 3 科學(政治學)은 그 自體를 

위하여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선태된 價f直의 寶現을 위한 의식적언 努

力 속에서 “活用”되기 위하여 발전할 것이 껴대된다。 그러나 續重한 者

는 據測을 回避한다(τhe ρrudent will avoid prediction)고 한다 54) 

흉흉 옳뿔 葉

짧ooks 

Brecht, Arnold, Political Theory: The Found，αtions of Tαlentieth Century Poli

tical Though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9) 

Bruun, 짧. H. , Science, Values and Politics in Max 聊Teber' s Methodology (Co ‘ 

54) Waldo, “Political Science: Tradition, Discipline, Profession, Science, En
térprise'’, pp. 115-116. 



66 美 國 學

penhagen: Munksgaard, 1972) 

Char1esworth, James C. (ed.) , ε'ontemporary Political Analysis (New York~ 

Free Press, 1967) 

Charlesworth, James C. (ed.) , A Desigπ for Political Scieηce: Scope, Objec

tives and Methods (Philadelphia: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1966) 

Connolly, William E. ‘ Political Science and ldeology (New York: Atherton Press, 

1967) 

Cowling, Maurice, The Nature anιl Liηzits of Political Scieηce (New York: Cam

bridge University Press, 1962) 

Crick, Bernard, In Defense of Politic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 

Press, 1972) 

Crick, Bernard, The American Science of Politics: Its Origins αχd Conditions 

(Berkel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59) 

Cunningham , Frank, Objectivity iη Social Scieηce (Toronto: University of To

ronto Press , 1973) 

Dahl , Robert A. , Moderη Political Analysis (Englewood Cliffs, N.].: Prentice

Hall , 1963) 

Eu1au, Heinz, The Behavioral Persuasion 까 Politics (New York: Random House , 

1963) 

Eulau, 묘einz ， an낭 ]ames G. March (eds.) , Political Scieχce: The Behavioral aηd 

Social Sciences Survey (Englewood Cliffs, N.].: Prentice-Hall, 1969) 

Friedrich, Carl J. , IHaη aηd His Gov’erηmeηt: Aη EmPiricα1 Theory of Politics 

(New York: McGraw-H il1, 1963) 

Frohcck , Fred M. , The Nature of Politicα1 lnquiry (Homewood, Ill.: The Dor

sey Press , 1967) 

Graham , George 1. and George W. Carey (eds.) , The Post-Behavioral Era: 

Perspectivεs in Political Science (New York: Mckay, 1972) 

Green , Philip and Sanford Levinso!1 (eds.) , POαler and εommμηity: Dissentiηg 

Essays in Political Science (New York: Vintage Books, 1970) 

Hyneman, Charles S. , The Study of Politics: The Present State of ι4..merican 

P olitical Scieηce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59) 

Isaak , Alan C. , Scope aηd Methods of Political Science: Aη Introd，μctioη to the 

Methodology of Political Iηquiry (Homewood , Ill.: The Dorsey Press , 19" 



現代 美國學 : 政治學 67 

69) 

Kap1an. Abraham , The Cond;αct of 1πquiry: Methodology for Behavioral Sciences 

(San Francisco: Chandler, 1964) 

Kuhn, Thomas S. , The Structμre of Scientific Revolu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0) 

Landau, Martin, Political Theory and Politicαl Science: Studies in the Methodogy 

of Political lnquiry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972) 

LassweU, Harold D. , The Future of Political Science (New York: Atherton, 19 

63) 

Lasswell, Harold D. , A Pre- View of Policy Sciences (New York: American Else

vier Publishing Company, 1971) 

Lipset, Seymour Martin (eds.) , Politics αηd the Social Sciences (New York: Ox

ford University Press, 1969) 

Loewenstein, Karl, Max Weber' s Political ldeαs zπ the Prespecti'τJe of Our Time 

(Amherst: The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 1966) 

Mackenzie , William J. M. , Politics and Social Science (BaltimoTe: Penguin Books。

1967) 

Mackenzie, Wi11iam X. M. , Thg stμdy of Political Science 1’'odαy (New York: 

Macmillan , 1971) 

Mannheim, Karl , ldeology and Utopia , translated by Louis Wirth and Edward. 

A. Shils (New York: Harcourt Brace, 1949) 

McCoy, Charles A. , and John Playford (eds.) , A강oliticαl Politics: A εritiqμe of 

Behavioγαlism (New 정ork: Thomas Y. Crowell , 1967) 

Meehan, Eugene 1., Contemporαry Polì’ticαl Thought: A εritical Stuιly (묘ome

wood , Ill.: The Dorsey Press, 1967) 

Meehan, Eugene J.. Value Judgement and Social Science (Homewood , Ill.: The 

Dorsey Press , 1969) 

Merritt, Richard L. and Gloria J. Pyszka, The Student Politicαl Scientist’sHaηd

book (Cambridge , Mass.: Schenkman, 1969) 

Nagel , Ernst, The Structure of Scieηce: Proble없S tη the Logù: of Sci，εnt階c

Explanation (New York: 묘arcourt ， Brace and World, 1961) 

Natanson, Maurice (ed.) , Pheχomenology and the Social Sciences, (Evanston~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1973) 

N atanson, Maurice (ed.) , P henomenology and Social Reαlity: Essα.ys in Memory' 



68 美 國 學

of ι4.lfreà Schutz (The Hague: Martinus Nijhoff, 1970) 

Parsons, Malcolm B" Perspectives iη the Study 01 Politics (Chicago: Rand Mc

Nally, 1968) 

p。이， Ithiel de Sola (ed.) , Conteηzporary Political Scieηce: Toward EmPirical 

Theory (New York: McGraw-Hill, 1967) 

Ranney , Austin (ed.) , EssαYS on the BehαVwrα1 Stuày of Politics (Urbana , Ill: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62) 

Rudner , Richard S. , Philosophy 01 Scial Sciences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1966) 

Runciman , W. G. , Soc껍l Science αnd Political Theory (New York: εambridge 

University Press , 1963) 

Somit, Albert, and Joseph τanenhaus ， The Development of Americαn Political 

Science: From Burgess to Behavioralisηt (Boston: Allyn and Bacon , 1967) 

Somit, Albert, and Joseph τanenhaus ， Americαη Political Science: A Prolile 01 
a Discipline (New York: Atherton, 1964) 

Sorauf, Frank J., Political Science: ι'Ín lnformal 0νerνiew (Columbus. Ohio: 

Merrill, 1965) 

Sorauf, Frank J. , Perspectives 0η Politicαl Science (Columbus: Merrill , 1965) 

Spragens, Thomas A. , Jr. , The Dilemma 01 Conteηzporary P oliticα1 Theory: To

없Iαrd a Postbehαrψral Science 0/ Politics (New York: Dunellen Publishing 

Co. , 1973) 

Storing, Herbert (ed.) , Essays on the Scieηtilic Study 0/ Polítics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62) 

Surkin, Marvin and Alan Wolfe (eds.) , An End to Political Science: The Cau

cus Papers (New York: Basic Books. 1970) 

Ulmer, S. Sydney (ed.) , Introdiαctory Readings iη Political Behaτ!ior (Chicago: 

Rand McNally, 1961) 

Van Dyke, Vernon, Political Science: A Philsophicαl Anαlysi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0) 

Voeglin, Eric. The New Scieηce 01 Politic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2) 

Waldo, Dwight. Political Science in the United states 0/ America: A Trend Re

port (Paris: UNESCO, 1956) 

￦olin ， Sheldon, Politics and Vision (Boston: Little, Brown, 1960) 



現代 美國學 : 政治學 69 

Artides 

Almond, Gabriel A. , ‘'Political Theory and Political Science," A합SR ， Vol, 60, 

잖o. 4, December 1966, pp. 869-879。

Bay, Christian, "PoHtics and Pseudopolitics: A Critical Evaluation of Some 짧e

havioral Literature간’ APSR, VoL 59, ‘No. μ March 1965, pp. 39-51. 

Berns, Walter, '6τhe Behavioral Sciences and the Studγ 며 PO십상cal 맙lings: 

Case of Christian Bay's 옆'he Stγ앓cture Freedom ," APS앓 S5~ No~ 

3, September 1961, pp, 850-559. 

Dahl, Robert A. , 'ιThe Behavïoral Approach in ,Political Science: Epita햄1 for a 

Monument to a Successful Protest," APSR ,;; Vol. 55 , No, 4, Dεcember 

1961, pp. 763-772. 

De Jouvenel, Bertand, “On the Nature of Political Science," A암SR， VoL 55, No. 

갱， December 1961 , pp. 773-779. 

Easton, David, “ The New Revolution in PoHtical Science ,’, APSR, Vol. 63, No. 

4, December 1969, pp. 1051-1061. 

Eckstein, Harry, “ Authority Patterns: A Structural Basis for Po1itical Inquiry ," 

APSR, Vol. 67, No. 4, December 1973, pp. 1142-1161 。

Gunnell, John G. , 멈eduction ， 행xplanation ， and Social Scientific 1띠uiry，" AP SR, 

Vo1. 63, No. 4, December 1969, pp. 1233-1246; Arthur S. Goldberg, “On 

the Need for Contextualist Criteria: A Reply to Professor Gunnell," ibid. , 

pp. 1247-1250; A. James Gregor, “ Gunnell on ‘Deductivism,' the ‘Logic' 

of Science and Scientific Explanation: A Riposte;" ibid. , pp. 1251-1258; 

Gunnell , “ A Rejoinder to Professors Goldberg and Gregor였 뼈id. ， pp. 1259 

-1262. 

Gunnel1, John G. , “Philosophy of Science and Political Science: An Overview," 

paper prepared for delivery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PSA , Chicago, 

1971. 

Gunnell, John G. , “ Social Science and Political Reality: The Problem of Expla

nation," Social Research, Vol. 35, No. 2, Spring 1968, pp. 159-201. 

Irish, Marian D. , “ Introduction: Advance of the Discipline?" The Joμrηal of 

Politics, Vo1. 30, No. 2, May 1968, pp. 291-311. 

Jung, Hwa Y 01, “The 맘olitical Relevance of Existential Phenomenology ," The 

Review of Politics, Vol. 33, No. 4, October 1971, pp. 538-563. 

Jung잉 묘wa Yol, “ The Crisis of 밤olitical Understanding: An Insight into Subjec-



70 美 國 學

tivity in Political Inquiry ," paper prepared for delivery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PSA , Chicago, 1974 

Karie1, Henry, “ Nietzsche’s Preface to Constitutionalism," The Jourηal of Poli

tics, Vol. 25, No. 2, May 1963, pp. 211-225. 

Kariel , Henry, “τhe Political Relevance of Behavioral and Existential Psy

chology," APSR, Vol. 61, No. 2, June 1967, pp. 334-342. 

Kariel , Henry, “ Expanding the Po1itical Present," APSR, Vol. 63, No. 3, Sep. 

tember 1969, pp. 768-776. 

Kariel , Henry, “Creating Political Reality," APSR, Vol. 64, No. 4. December 

1970, pp. 1088-1098. 

Kirn, Michael F. , “Behavioralism, Post-behavioralism and the Philosophy of 

Sci-ence: Two Houses, One 맘lague，" The Reψiew of Politics. Vol. 39, 

No. 1, pp. 82-102. 

Lane, Robert E. , “To Nurture a Discipline,’'APSR , Vol. 66. No. 1, March 

1972. pp. 164-182. 

Leiserson, A very, “Science and the Public Life,’, The Journα1 of Politics, Vol. 

29, No. 2, May 1967. pp. 241-260. 

MiJler, Eugene F. , “Positivism, Historicism, and Political lnquiry," APSR, Vol. 

66, No. 3, September 1972, pp. 796-817; David Braybrooke and Alexan

der Rosenberg , “ Comment: Getting the War News Straight: The Actual 

Situation in the Philosophy of Science," ibid , pp. 818-826; Richard S, 

Rudner, “ Comment: On Evolving Standard Views in Philosophy of Scien

ce," ibid. , pp. 827-845; Martin Landau, “Comment: On Objectivity," ibid. , 

pp. 846-856; Miller , “ Rejoinder to ‘Comments ’ by Davïd Braybrooke and 

Alexander Rosenberg , Richard S. Rudener and Martin Landau," ibid. , pp. 

857-873. 

Moon, J. Donald, “τhe Logic of Political Inquiry: A Synthesis of Opposed Pers

pectives," Fred 1. Greenstein and Nelson W. Polsby (eds.) , Handbook of 

Political Science, Vol 1: Political Science: Scope and Theory (Reading, 

Massachusetts: Adàison-Wesley, 1975) , pp. 131-228. 

PeriLore , N. Patrick , “Some Problems in Alfred Schutz' s Phenomenological Me

thodology ," APSR, Vol. 69, No. 1, March 1965, pp. 132-140. 

Pfotenhauer, David , “ Conceptions of Political Science in West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1960-1969," The Journal of Politics, Vol. 34, No. 2, May 



現代 美國學 : 政治學 71 

1972, pp. 554-591. 

-Ranney, Austin, 6‘τhe Divine Science: PoHtical Engineering in American Cul

ture,'’ APSR, Vol. 70, No. 1, March 1976, pp. 140-148. 

Ranney , Austin, and Robert G. McCloskey, “Political Science: The State of the 

Profession-A Review Artic1e," Political Scieηce Quarterly, Vol. 80, No. 

2, June 1965, pp. 277-287。

Redford, Emmette S. , “Reflections on a Discipline ," APSR, Vol. 55, No. 4。

December 1961, pp. 755-762. 

Reid, Herbert G. and Ernest J. Yanarella. ‘4합olitical Science and the Post

Modern Critique of ScientÏsm and Domination선’ The Review 01 Politics, 

Vol. 37, No. 3, July 1975, pp. 286-316. 

Somit, Albert and Joseph Tanenhaus, “ Trends in American PoHtical Science: 

Some Analytical Notes ," APS끓， Vol. 57, No. 4, December 1963, pp. 933 

-947. 

、 Stillman， Peter G. , "The Limits of Behavioralism: A Review Essay on B. F. 

Skinner's Social and Political Thought ," APSR, Vol. 69, No. 1, March 

1975, pp. 202-213; Meredith Watts , "B. F. Skinner and the Technological 

εontrol of Social Behavi6r,'’ ibid. , pp. 214-227; B. F. Skinner, “Comment 

on Watts ," ibid. , pp. 228-229; Wat엽， κBehaviorism and Skinner’s Social 

Commentary: Letting Science Catch up to Ideology? Rejoinder to ‘Com

ment’ by B. F. Skinner," ibid. , pp. 230-237。

Strauber, Ira L., “Paradigms: Behavioralism, Phenomenology and the Philosophy 

of Science감’ paper deliver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Northeastern 

Polïtical Science Association, Saratoga Sprïngs, N. Y‘’ 1971. 

Stra 11SS, Leo, “ Philosophy as Rigorous Science and 망olitical Philosophy," Inter

pretation , Vol. 2, No. 1, Summer 1971, pp. 1-9. 

Strauss, Leo, ι'What is PoHtical Philosophy? The Problem of PoHtical Philoso

phy," The Journal 01 Politics, Vol. 19, No.3, August 1957, pp.342-355. 

Strong, τracy， “Dramatic Audiences as Metaphor in Political Theory," pa멍er 

prepared for de1ivery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망SA， Chicago, 1974. 

τruman， David 묘.， "Disillusion and Regeneration: τhe Quest for a Discipline,'’ 

APSR , Vol. 59, No. 4, December 1965, pp. 865-873. 

맴T aldo, Dwight, “ Political Science: τradition ， Discipline, Profession, Science. 

Enterprise ," in 맘red 1. Greenstein and Nelson ￦. Polsby (eds.) , Haηdbook 



72 美 國 學

of Politicα1 Science , VoL 1: Political Science: Scoψe and Theory (Reading ,. 

Massachnsetts: Addison-Wesley Publishing Co. , 1975) , pp. 1-130. 

￦ertheimer ， Alan. “1s Ordinary Language Analysis εonservative?，" paper pre

pared for delivey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PSA , Chicago, 1974. 

W olin, Sheldon S. , “PoHtical Theory as a Vocation," APSR, Vol. 63, 뼈o. 4,. 

Decrmber 1969, pp. 1062-1082. 

W olin, Sheldon S. , and John 묘. Scharr, “ Essays on the Scientific Study of Poli

tics: A Critique," APSR, Vol. 57, 뼈。. 1, March 1963, pp. 125-150;~ 

Herbert J. Storing, Leo Strauss, 재Talter Bems, Leo Weinstein and 표obert 

뾰orwÏtz， “ Rep1ies to Schaar and ￦olin ，" ibid. , 양p.. 151-160. 

Wolin, Sheldon S. , "Paradigms and Political Theories," in Preston King and 

B. C. Parekh (eds.) , 합olitics and Eχperieηce: Essαys Presented to Michae l: 

Oakeshott (ε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8) , pp.125-1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