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척 국째판계여론의 행생과 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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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적 정체성’ 모색이라는 맥략에서 한국에서 국제관계이론

연구의 현황을 정리한다고 활 때， 우리는 먼저 “국제판계이론의 한국적 정체성이

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옳 던질 수 있다. 그리고 이 질문올 “한국적 국제판계이

론이 존재하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형성될 수 있는 것인가， 만약
한국적 국제관계이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국제관계이론의 한국척 정체성이 의

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라는 방식으로 보다 구체화할 수 있올 것이다. 즉 국제관
계이론의 보편성파 톡수성의 문제다. 그리고 이 질문의 의미를 명료화하기 위해서

는， “ ‘국제관계학’ 이 자기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학문분과인가한국적
정체생’ 이란 무엇인가

“이론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둘에 대한 답이 필요할 것

이다. 질문의 답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질문의 구성요소가 염밀하게 정의되거나 또
는 각 구성요소의 의미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글윤 한국적 국제관계이론의 형성과 적용에 관한 포괄적 연구를 위한 준비작

*01 논문온 故 -如 具永廠 敎授의 l 주기률 맞아 제자들과 후학들이 선생님올 추모하기 위
해 마련한 화술회의 (2002년 11 월 7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선생님의 학문세계훌 돌
이켜 보려는 뜻으로 쓰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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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으로， 국제관계이론의 한국적 정체성에 지속적 관샘올 가지고 연구작업올 수행

했던 한국의 대표적인 국제정치학자 가운데 한 분언 一如 具永輸 敎授J)의 업적올
중심으로 논의홉 전개한다. 이 률은，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국제판계이론의 발전
과정올 간략히 소개하고 그 과정에서 학문분과로서 국제관계화의 성격올 논의한
다. 둘째， 국제판계이론의 한국적 정체성에 판한 기존의 논의를 통시적으로 개팔

한다， 한국정치화회 및 한국국제정치학회가 발간한 『한국정치화회보』와 『국제정
치논총』에 게재된 연구논문이 그 주요한 분석대상이다. 셋째， 具永雄 敎授의 연구
업적올 한국적 정체성 모색이라는 맥락에서 정리하고 명가한다. 마지막에서는， 具
永緣 敎授의 화문적 삶올 톨이켜 보며 具永!據 敎授와 학문공동체의 관계를 공헌의
측면에서 되짚어 본다.

11.

환파학룹으로서 국쩨판잭학

각 국벌로 그리고 세계적 차원에서 국제관계학의 연구률 직업으로 삼고 있는 전

문가물려 모임인 국제정치학회가 조직되어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국제관계학 또는
국제정치학이 하나의 학문분과엄올 나타내는 가장 좋온 지표 가운데 하나다. 즉

국체판계학이 다른 학문분과처럼 전문가뜰로 구성훤 학문꽁동체의

‘자기구속적

기제’률 바탕으로 연구되고 있융올 부정할 수는 없다 2) 그럽에도， 국제관계학윤
다륜 사회과학의 분과학문파 구분되는 몇 가지 특정올 가지고 있다. 국제관계학
시장은 외견상 자기 고휴의 이롤올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화파 또는 접근 - 현실
주의와 기타 - 이 경쟁하는 과정시장이고. 이 시장에서 이론을 공급하는 지배척

행위자가 미국의 학계라는 사실이다 3) 국제관계학이 하나의 분과학문으로 동장하
는 파정이 미국의 세계권력으로의 부상과 밀접히 연판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즉

1) 글의 성격상. 일체의 존칭올 생략함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

2) 예훌 들어 분과학품으로서 정치화의 성격파 판련해서는， R.Go때in and H. Klingennann,
“Political Science: The Discipline," R. Goodin 잉.， A New Handbook 01 Political Science (0상'ord:
0앙'ord U띠versity Press, 1996), pp. 4- 10; G. Stoker, “Introduction," D. M따업1 and G. Stoker ed. ,
Theory and Method in Political Science (London: Macmillan Press, 1995), pp. 1-18 창조 .

3)

K. Golφ뻐n， “Intemational ReJations:

An Overview," Gαxlin 없ldK파1gem없m (1 996), pp. 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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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학윤 호프만 (S. Hoffm없1) 이 지척하고 있는 것처럼 그 태생이 미국적 사회
과학이다 4)

따라서 국제관계학 또는 국제정치학이 미국 외교정책의 도구로 기능했고 지금
도 기놓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는 않다. 이 도구화하는 현실에 대한 기폰의 국
제정치학 학푼공동체 안과 ‘밖’ 으로부터의 도전이， 국가중섬적 국제관계이론 및
그 이론의 근저에 놓여 있는 철학적 기초에 대한 공격윷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1980년대 후반의 이른바 ‘세 번째 논쟁’ 이다 5)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 논쟁은
기본척으로 국가중심성융 공유하면서 국제제도률 매개로 한 국제협력의 가능성에

대한 논쟁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미국척 사회파화인 국제판계학이 현실의 변
화에 따라 주기척으로 수행하는 개정작업이었다고 해도 파언이 아니다. 반면， 국
제관계학의 철학척 기초 및 국제적 수준에서의 좋은 사회에 대한 고민은 신현실주
의 대 신자유주의 논쟁과 달리 미국 중심의 국제관계학에 대한 발본적 반성올 가

농하게 했다고 할 수 있다. 족. 국제관계학계 내부에서 새로이 열린 ‘이론의 다원
주의’ 는 국제관계화이라는 분과학문의 국지적(局地的) 성격올 넘어성 수 있게 한
중요한계기였다.

4) S. Hoffman, Janμs and MineTVa (Boulder: Westview Press, 1987), pp. 3-24. 국쩨 정 치 학이 그 출
범부터 미국적 사회과학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펼요가 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인문

·

사회과학의 영역에서 미국의 화계가 지배력융 행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
외 인문

· 사회과학은

유럽에셔 시작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구중심주의척 분과학문

체제는 유럽중심척 분과학문 체제와 동의어였다. 이 분과학문 체제가 서구중심주의를

확대재생산하는 기제라면， 국제정치학은 미국중심주의률 확대재생산하는 역할올 맡고
있다고 활 수 있다. 유럽중심적 분과학문 체제의 효과에 대한 간략한 소개로는， 박한
제

· 김호동 · 한정숙 · 최갑수

r유라시아 천년을 가다~(서옳: 사계절.

2002). pp. 279-

88.
5) 셰 번 째 논쟁 과 관련 한 자세 한 철 학척 논의 는 . M. Neufeld , The Restructuring of
lntemational Rela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참조. 국제관계학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논쟁은， 이상주의 대 현실주의， 과학주의 대 전흥주의의 대립이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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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쩨관채이훌의 한국척 쟁채성

한국에서는 해방이 되면서 분과학문으로서 국제판계화에 대한 연구와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1946년 서울대학교의 전신인 경성대학과 고려대학에

.국제정

치론’ 강화가 개설된 것이 국제관계화 강의의 효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수
진 및 교재의 부쪽으로 본격척인 국제판계학 강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힘들다.
1950년 전쟁옳 겪으면서 국제판계 및 국제정치에 대한 판심운 보다 제고되었고，

1956년 ‘한국국제정치 학회’ 가 설립되면서 하나의 학문분과로서 국제관계학 및 국

제정치학의 연구와 교육융 위한 학문꽁동체가 형성되었다 .6) 1963년 학회지로 『국
제정치논총』이 발간되면서 한국 국제정치학계에서는 국제관계이론의 한국적 정체
성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국제정치학계률 선도한 초기의 화자들온， 일단 지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한국척 정체성에 대해 매우

급진적인

사고률 한 듯이 보인다.

학문에는 국경이 없다는 생각올 하면서도 자신들이 선택하는 이론틀이 ‘남의 것’

이라는 생각이 대단히 강했다고 할 수 있다. 즉 국가의 수만큼 국제관계이론이 존
재하는 것윤 아니지만， 한국척 정체성을 담온 국제판계이론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한국국제정치학회의 출법부터 주기적으로 둥장하고 있다 .7) 1963년의 『국제정치논
총』 창간호에 실려 있는 당시의 “국제정치학회 편집위원회” 이륨으로 게재된 l‘한

국국제정치학회약사”에는 국제정치이론에 관한 명확한 문제의식이 다옴과 같이
표훌되어 있다:
국제정치학이 20세기의 학문이며 동시에 영미의 학문이라는 것온 주지하는 바
6) 이 시기까지 국제판계화의 연구와 교육 현황에 대해서는， 손제석 , “국제정치학의 연구
및 대학교육경향，’. r한국정치학회보J. 2집(1 967 )，

pp.102-5.

7) 유사한 문제의식은 일본학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동정대에서 『강좌국제정치』
의 첫 번째 책으로 펴낸 r국제정치이론J (서울: 한율. 1992) 의 한국어판 서문에서 鏡 昭

夫 교수도 ‘·훤래 학문에는 국정이 없는 것이므로， 국제정치학에도 ‘일본의’ 라든지 ‘한
국의’ 또는 ‘미국의’ 라는 형용사가 활는 사실 자체가 이상하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각각의 국민문화나 역사률 배경으로 하는

......

국제정치화”은 존재할 수 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붐적. 또는 ‘한국적’ 인 혹정을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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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된 학문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내것이 된 이상에는 그것은 나의

학문이며 우리의 학문으로 만들어야 한다

오늘 날의 국제정치학이 영미 특

히 미국의 진영정책의 요청에 따르고 있음은 사실이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나라
에 있어서의 국제정치학은 파연 어떠한 것이며 또 어떠하여야 할 것인가? ..
구미척역사의 산물인 이 이론을 이 땅에셔 수용하는 태도률 제창해 본다면 우리
는 모륨지기 그 역사흘 역으로 뒤집어셔 재평가하면서 국제정치이론 자체를 채음

미 재평가하여 이것율 우리의 것으로 새로히 체계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

...... 한국과 같이 건국과 그 존립마저 국제갱치에 거의 완전히 의존하고 있는 곳
에서는 차라리 모든 사회과학은 국제정치로부터 시작하여야 할른지도 모른다(강
조는 인용자)，

이 인용문을 보면. 한국의 국제정치학자들이 시도하고 있는 국제관계이론의 한

국적 정체성 모색이라는 문제의식이 과거에 훨씬 더 강했다는 생각옳 활 수도 있
옳것이다.
그러나 그 규범척 지향과 현실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과 괴리가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한국적 국제관계이론의 모색이라는 문제의식이 한국적 국제관
계이론 또는 한국적 정체성올 고려한 국제관계이론올 산출한 것은 아니다. 박상섭
교수는 1988년 『국제정치논총』에 투고한 논문에서 , 1960년대에 출간된 대부분의
국제정치학 및 이론 관련 책들이， 권력파 세력균형에 강조점을 두는 “미국 국제정
치학올 국제관계 현상에 대한

객관척

이론으로서 보는 무비판적 태도를 단적으

로 잘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롤 하고 있다. 비유하자면， 당시는 국제판계이론의

‘완제품’올 수입하던， “인용의 시대”였다 8) 완제품 형태의 “국제정치이론은 E.H.
Carr의 소위 이상주의와 현실주의간의 정총이론과 H없lS J. Morgenthau의 권력이론”
이었다 9)

아마 예외가 있다면 이용회 교수의 저작일 것이다 10) 미국의 현실주의 비판으로

8) 박상섭， “한국국제정치학과 외래이론수용의 푼제챔" r국제청치논총..ß 28집 l 호(1 988) ,

p. 26-7;

1960 1녕대 국제판계이론에 대한 또 다른 평가로는， 이상우‘한국척 국제정치학

의 정립율 위하여 " r한국정치학회보.. ß 12집(1 978) . 당시 국제정치학 교과서 및 이론서
로는， 조효원국제정치학..ß(서울: 문총각， 1954); 조재권국제정치학J(서울: 법문

사， 1963); 최종기

r국제관계론..ß(서올: 박영사， 1966) 동올 참조.

9) 손제석， “국제정치학의 연구

p.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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얽힐 수 있는 두 저작에서 이용회 교수는 현재의 비판이론가롤이 주장하는 것처
럼， 미국의 국제정치이론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문제활 제기하고 있다. 이론
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올 천착할 필요성옳 제기했다고 볼 수 있다. 이용회 교수의
표현올 벌면， “국제정치학은 그것이 형성되어 온 고장 · 시기에서 우선 고찰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는 것이다. 당시의 『국제정치논총」에 실린 한 서명에서는 이용
회 교수의 저작옳 “국제정치학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및 새로운 문제제기”라고

명가하고 있기도 하다 1 1) 그러나 두 저작이 “이론의 상대주의” 및 “강한 민족주
의”의 함정에 빠질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한국 국제정치학계 초기의 강한 문제의식과 달리， 한국 국제정치학계
.주류’ 이롬의 발전과정은 미국 국제정치이론과의 긴장보다는 그것의 수용의 방

향이었다. 1970년대훌 통파하면서 다양한 미국의 국제정치이론의 소개 및 재구성

작업이 진행된다 12) 그러나 이 시기의 이론작업에 대한 평가가 긍정척이지는 않
다. 한국문제와 관련한 독자적인 전문연구는 수행되고 있지만， 한국국제정치학회
창립 15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국제정치연구가 외국의존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했

다는 것이다 13) 박상섭 교수의 지적처렴

1970년대는 국제정치이론의 ‘수입대체

산업화’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14) 즉，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의 국제정치학
자들은 사회과학의 새로운 효륨이었던 과학주의에 기초한 국제정치이론을 수입하

10) 이용회 r국제갱치학원론~ (서옳: 장왕사， 1955); r일반국제정치학(상 )J (서옳: 박영사，
1962) .
11) 강상운， “일반국제정치학(상)." r국제정치논총』 창간호(1963) ， p.96.
12) 1970년대에 국재판계이혼파 관련한 저작으로. 홍종철국제정치론J; 조재권 r국제정
치이론J' 김상준

r국제정치이론J. 이상우

r국제판계이론J; 구영록

r인간과 전쟁: 국

제정치이론의 체계」 퉁이 훌간되었다.

13) 박치영， “한국어1 서 국제정치학연구: 평가와 제의" r한국정치학회보J. 12집 (1 978) , p.

132
14) 박상섭(1988) ， 28-9. 당시에 출간된 국제정치이론서로는. 구영륙 r인칸파 전쟁 J(서울:
법문사， 1977); 이상우 r국제판계이론J(서옳: 박영사. 1979); 갑상준국제정치이론
1. IIJ (셔훌: 삼영사， 1977 , 1988) 동올 참조. 박상섭 교수는， 구영록 교수외 『인간과 전

쟁」올 i헝가하면서"(다른 책과 달리) 소개 그 자체보다는 국제정치의 실제분석올 시도
하고 있다”는 평가훌 하고 있다. 박상섭. “한국국제정치학 40년: 혐황， 방향 및 가농
성" r한국정치학회보'J ， 21 집(1 987) ， p.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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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나홈의 독자척인 설명올 시도했다고 평가활 수 있다.
이 수입대체화 시기에도 ‘한국적 국제정치학’은 여전히 중요한 화두였다. 예를

들어. 1970년대 국제관계이론 작업에 참여했던 이상우 교수는 “보편적인 국제정치
학에서 「한국국제정치학」올 톡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소망스럽다”는 입장올 밝
히고 있다. 그 핵심은， 강대국의 시각에서 강대국의 지배력 신장파 약화의 문제률

다루는 국제정치연구가 아니라 .약소국’ 의 시각옳 체계화하는 것이었다 15) 그러
나 약소국의 시각올 담온 국제판계이론이라는 문제의식이 구체화된 결과물의 산
출윤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었다.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 한국의 국제판계학은 새로운 전환기률 맞이하게 된다.
한편으로， 세계적 차훤의 경제위기률 겪게 되면서 국제정치경제학이라는 국제관
계학의 하위분과가 소개되었고， 이에 따라 상호의존론， 레짐이론 둥이 수입되었

다 16) 다른 한편， ‘새로운’ 국제정치이론의 모색이 과거보다는 구체척으로 진행되
었다. 그 시도는 세계질서운동， 평화연구， 종속이룡 풍외 반(半)미국척 또는 탈미

국척 이혼의 소개로 나타났다 17) 이 이론들외 특정 가훈데 하나는 국제체제에 대
한 객관적 분석과 규법적 지향율 결합하려는 것이었다. 예훌 들어， 세계질서운동

올 주도했던 포크(R. F외k) 는 국제판계이론올 체제휴지 , 체제개혁 , 체제변혁 이론
으로 구훈한다. 그리고 강대국 중심의 국제관계이용이 빈곤， 인권. 생태위기 동의

문제률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18) 평화연구는 한반도의 분단과 통일올
고려합 때， 매우 중요한 연구주제일 수 있다. 그러나 하영선 교수의 문제제기 이후

한반도의 평화훌 고려한 국제판계이론의 형성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협들다. 한
반도의 상황옳 고려활 때!영화연구의 져발전은 사실 매우 놀라운 일이기도 하다.

이른바 근대화 이론에 대한 비판으로 둥장한 종속이론온， 학계의 비주류와 재야학

15) 이상우， “「한국국제정치학」의 정립방향 .. r한국정치학회보J. 13집(1979).
16) 예흘 들어， 박경서 r국제청치경제론~ (셔울: 볍문사. 1985).
17) 하영션， “새로운 국제정치이혼올 찾아서: 세계질서연구률 중심으로" r국제정치논총J.
20집(1 980) ; 안챙시. “국제정치이론파 새뚱훈 세계질서운동: 그 이미지， 모헬 및 문제
정올 중심으로" r국제정치논총~. 20집(1 980) ; 하영선， “새로운 국제정치이론올 찾아
서: 평화연구흉 중심으로

..

r국제정치논총J. 21 집(1 98 1) ; 염홈철

r제 3세계와 종속이

론J (서올: 한길사. 1980); 김호진， “제 3세계 국제갱치이론의 수용과 비판
논총J. 28집 (1 988).
18) R. Falk, Th e End ofWor없 Order (New York: Holmes and Maier.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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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이 매우 판심올 보였지만， 한 차혜의 유행처렴 지나간 느낌이다 19) 그러나 이
‘새로용’ 정향도 사실상 완제품의 수입 또는 수입대체의 성격올 띠고 있었음올 부
정활수는없올것이다，

『국제정치논총』의 창간호부터 미국의 국제정치이롬윷 재구성해서 새로이 체계
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국제관계이론의 연

구는 시차롤 두고 미국의 이론이나 탈미국적 이론을 수입하는 것에서 크게 벗어나
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올 것이다. 즉， 한국 국제정치학계의 주류는 미국에서 생
산된 이론올 보편이론으로 간주했올 쁜만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 이론이 한
국이 가지는 륙수성올 설명할 수 있는 이론으로 간주했다고 할 수 있다. 이 규범과

현실의 차이 및 미국식 보편으로의 함몰온 어떻게 셀명훨 수 있율 것인가? 이 질
문에 대한 답용 매우 중요활 수 있다. 왜냐하면. 1990년대률 거치면서도 이 간극과

피리는 반확되고 있기 때문이다.
1980년대 후반 국제판계이론의 한국척 정체성 모색온 크게 두 측면에서 진행되

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나는， 미국적 이론의 수입이 야기할 수밖에 없는， ‘자조
척(自爛的) 결정론’ 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미국척 파라다임의 무비판적 수용

태도에 대해 근본척인 자기성찰의 작업”이 훨요하다는 생각이다 20) 이 견해를 수
용하는 화자틀윤 이후 탈미국척， 탈현실주의적， 탈근대척 국제정치이론에 경도되

는 경향올 보이기도 한다. 다른 한편， ‘국제정치학의 한국화’ 는 불가피하게 보면
척 성격올 가질 수밖에 없는 국제정치이론으로 한국사례률 분석하는 것으로 간주

되는 경우도 있었다 21) 후자의 흐륨도 한국국제정치학계에서 지속되고 있다.
결국， 객관생과 보편성의 지향이 학문연구의 기본요건임올 인정하면서도 이론

에 내재된 역사성과 사회성. 그리고 이데올로기성옳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
였다고 활 수 있다. 따라서 두 차원의 작업이 필요활 것이다. 첫째， 이론의 수입이
아니라 창조적 수용이 필요하다. 수입된 이혼의 철학적 기초 및 정책적 함의를 들
추어내면서 그 이론들옳 비판쩍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다. 둘째， 한국의 현실분석
에서 척실성융 가질 수 있는 이론의 개발이다. 한국의 역사롤 조망하면서 보다 깊
19) 1했7년 IMF 위기 이후 종속이론의 부활이 논의되고 있다. 혜훌 뚫어 , 임현진， “종속이
론온 죽었는가? 한국의 발전위기에 대한 해석，’. r경제와 사회 J. 36호(1997).

20) 박상섭 (1 988) .
21) 이호재， “한국국제정치학의 발천옳 휘한 방향제시，’. r국제쟁치논총J 28집 I 호(1 9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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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한국적 메타이론의 형

성이 가능할것이다.

]990년대에 접어률면서 이러한 문제의식윤 보다 강화되면서

‘집합척 노력’ 의

형태로 나타나고 었다. 1992년에 한국국제정치학회가 편집한 r현대국제정치학』온

좋은 사혜 가훈데 하나다 22) 그 책의 서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의식온 다음과
같다:

우리가 우리 학생들에게 국제정치학옳 가르치기 시작한지도 벌써 반세기가 되

어간다. 이제는 더 이상 외국 교파서로 우리 학생뜰올 가르철 수만은 없는 때가
되었다 ....... 21 세기의 보다 나은 한반도륨 위해서는 기존의 강대국 중심의 지배

의 국제정치학이나 약소국 중심의 종속의 국제정치학율 넘어서서 신세계질서의
중진국융 위한 활용의 국제정치학이라는 새로운 흘로서 변화하는 국제정치 현실
율 새롭게 보아야 한다

우리 나톰의 언슐체계로 우리의 국제정치 현실올 구

성하기 위한 준비작업으로서 현대 국제정치의 대표적 언술체계라고 할 수 있는
현실주의 , 자휴주의 , 사회주의의 사상척 전통에 선 국제정치이론과 미래 국제쟁

치의 중요한 언술체계로 부상하고 있는 세계체제론과 탈근대 국제정치 이론올 집
중적으로 검토하였다(강조는 인용자).

지배의 국제정치학과 종속의 국제정치학올 넘어서려는 서문의 문제의식은 『국
제정치논총』 창간호의 문제의식의 반복이면서도 보다 구체적이고 세련된 형태로

전개되고 있음올 볼 수 있다. 그러나 과거보다 진일보한 형태이기는 하지만， “이
론의 소개와 한국에 주는 합의 라는 고식적 흩융 벗어나지는 봇한 것처럼 보이기

도 한다. 상당한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즉 발본적으로 국제정치이론올 재구성
하려는 본격적 시도는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현대국제정치화』의 후속작업이라고 활 수 있는 1995년에 출간된 『국제정치학
의 새로운 영역과 쟁점』도 국제판계이론의 한국척 정체성 모색올 위한 집합적 노

력의 결파물이다 23) 이 책에서는 국제관계이론의 한국적 정체성 모색이라는 자의
식은 훨씬 더 강화된 것처럼 보인다. 특히， 기존의 ‘국경’ 판념올 깨는 새로운 현
상에 대한 자각이 뚜렷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 자각은 국가중심적 사고와 군
22) 이상우 · 하영션 공편

r현대국제정치학J(서올: 나냥. 1992) ,

23) 김달중 · 박상섭 , 황병무 공펀 r국제정치화의 새로훈 영역파 쟁정 J (서옳: 나남 .19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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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력 중심외 권력개념올 가지고 있는 현실주의에 대한 비판 및 기술， 자훤위기， 환

경， 여성과 같은 이슈의 제기로 나타나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이나 역사사회학적
비전， 세계체제론파 같윤 활미국적. 탈현실주의척， 탈곤대척 담론이 지면의 많은
부분올 차지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인 것처령 보인다. 또한 “학문자체가 국척융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어진 개별 학문의 기본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연구

의 주제나 방법의 선정은 실제 연구가 이루어지는 특정 사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제와 분리하여 생각될 수 없다 는 면자들의 주장에서 볼 수 있듯이， 한

국척 맥락에서 국제판계이론올 재성찰하려눈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나룡의 언솔체계의 구성과 직결된

를쓰기 의 방식에서는 기존의 한

계가 여전히 표출되고 있다. 한국척 문제셀정과 그에 기초한 이론의 재구성이라기
보다는 여전히 이론의 소개 더하기 한국에 주는 함의라는 형태를 고수하는 측면이

있다. 새로운 언술체계의 구성용 현실 및 역사에 대한 주체의 인식과 분리될 수 없
다는 생각올 다시금 하게 된다. 이론온 현실의 반영일 뿔만 아니라 현실올 구성하
는 요소이기도 하다. 문제의식의 .과잉. 파 이론 또는 한국적 정체성의 ‘빈곤’ 이라

는 악순환의 고리롤 절단할 수 있는 방법은 쩔국 정치 (精織)한 현실분석올 동반할
수 있는 이론의 재구성일 것이다.
이 측면에서 1990년대에 들어서 한국사회자 가지고 있는 독특한 국제정치적 문
제라고 할 수 있는 미국올 포합한 동북아시아 국제정치와 경제 및 남북한 판계에

대한 국제정치학자의 이론적 개입이 중대하고 있음은 주목활만하다 24) 또한 미국
의 국제정치이론 논쟁올 검토하면서， (신)현실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제도주의와
구성주의 이론올 통해 남북한 관계 및 동북아 국제정치률 설명하는 것의 적실성과

24)

아주 제한척인 연구성과만 제시하면 다융과 같다. 구명룩l'한국의 국가이익 J(서울: 법

품사. 1995); r한국파 햇볍정책 J (서울: 법문사， 2아)()) ; 오기명

륨， 1쨌); 정진위

r한국외교룬J( 서울: 오

r새로운 동북아질서와 한반도J (서옳: 법문사. 1998); 백영철 외，

r21 세기 남북판계론.I(서올: 볍문사. 2α)()) ; 함택영국가안보의 정치경제학J (서울:
법문사. 1998): 하영선 편

r활근대 지구정치학J (서융: 나남. 1993); 윤영판

국제정치경제와 한국J (서울: 민융사. 1996); 박건영

1999) ; 이삼성

r전환기

r한반도의 국제정치~(서울: 오륨，

r현대 미국외교와 국제정치 J (서울: 한길사. 1993); 김재한게임이롱

과 남북한 판계 J (서울: 한옳. 1995); r남북판계롤 어떻게 볼 것인가: 남북한 관계의 국
제정치이론적 이해』 한국정치학회 2αm년 추계학술회의; 동아시아 차훤의 협력에 관해

다양한 이론융 사용한 분석 논문 둥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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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성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경) 이 글에서 이 연구업적에 대한 본격 평가롤
유보할 수밖에 없지만 몇 가지 톡징이 나타나고 있음올 확인활 수 있다.

첫째， 그 내용파 성취의 경로는 다르지만， 한반도의 I영화와 번영이라는 규범적
관정이 명확히 표출되고 있다. 국제관계이론의 한국적 정체성올 형성하기 위한 출

발점이라는 의미롤 지닌다. 둘째， 이론의 다양성파 재구성올 위한 노력이다. 이른
바 문제해결이론부터 비판이론에 이르기까지 미국척 사회과학올 넘어셜 수 있는
다양한 이론에 대한 천착이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한국적 현실의 분석올 통해 이

론의 적실성올 확보하려는 노력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판계이론의 한국적
정체성 모색 내지는 ‘토착화’를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이론의 다양성
은 이슈의 다양성으로 연결되고 있다. 전통적인 안보문제나 외교정책문제뿔만 아
니라 동아시아 경제협력. 남북한 경제협력 퉁이 주요 분석대상으로 부상하고 있
다. 또한 파학기술， 사이버공간. 환경， 여성， 차원 둥과 같은 탈근대척 과제도 구

체적 연구대상으로 셜정되고 있다.

IV.

구명혹 교수의 연구업적

-如 具永輸 교수는， 한국 국제정치학의 발전과정에서 항상 중심에 서 계셨다.

구영록 교수는 국제판계이론의 한국적 정체성 모색하면서 동시에 그 이론을 한국
이 처한 국제정치척 현실올 설명하기 위해 부단히 개선하고자 한 학자였다. 먼저

개인척 이력을 간략히 소개하면서 본격적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구영룩 교수는 1%8년부터 30년 넘게 서울대학교에 재직했고 정년 뒤에는 학술

원 회원으로서 학문활동율 계속했다. 여기에 해국 이전 미국 대학에서의 교수생활
과 석 · 박사파정기간까지 합산하면 구 교수의 화문활동 기간은 반세기에 이른다.
이 긴 기간 동안 구 교수가 국제정치학 분야에 방대한 연구업척올 남겼음은 재론

의 여지가 없다. 구 교수 스스로 추리고，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에서 공식 기록으로
보존하고 있는 구 교수의 연구업적만도， 단행본(저서， 역서， 공저， 공편저 포함)

24권. 주요논문 58편에 달한다. 연구업적의 수만이 방대한 것이 아니라， 국제판계

25) 정진영， “국제정치 이론논쟁의 현황과 전망 .. r국제정치논총J. 4O집 3호 (2αX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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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에서부터 한국외교정책， 남북판계와 홍일품제， 한미관계， 미국 국내정치. 공

산주의체제에 이르기까지 연구영역 역시 방대하다.
필자들의 능력으로 보나， 지면파 시간의 제한으로 보나， 이같이 방대한 구 교수
의 연구업적 전체률 세밀히 분석하는 것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구 교

수의 화문세계률 엿볼 수 있는 대표적 엽적들올 중심으로， 구 교수 학문의 성격과
의미흘 부분척으로라도 정리해 본다.

방대한 업적들흩 일별하면， 우선 국제판계 훈야의

‘이론적’ 저작과 그 이론울

용용하여 국제적 현실올 분석한 ‘현실적’ 저작으로 구분활 수 있다. 물론 이론파

현실은 개념적으로 엄격히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더용이 사회과학 분야의 온전한
학문적 굽이라면 한 쪽올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륙히 국제정치학의 학문척 성격

상 더욱 그러하다. 전쟁. 평화. 분쟁， 공존. 국가깐 교류 동 국제정치학의 주요문
제는 투키디데스나 손자의 시대에까지 소급되는 오래된 문제이다. 그만큼 동서고

금올 막론하고 인류가 안고있는 근본적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국제정치학의 연구
자는 이러한 현실올 떠나 학문활동올 추구할 수 없다. 한편. 앞서 지적한 것처럽
국제청치현상에 대한 과학적 탐구는 이차대전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을
정도로 학문분과로서 국제정치학의 연륨윤 일천하다. 따라서 국제정치의 다양한
현상올 설명활 수 있는 이론과 방법론올 모색하는 작업은 국제정치학도들에게 부
과된 일차척 파제였다. 이론에 대한 관심이 극히 높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구 교수의 저작이 이론과 현실의 두 차원올 고루 포팔하고 있다
는 점은 국제정치학자로서 당연한 것일 수 있다. 더욱이 국제정치학 연구률 시작

한 시기로 보아서 구교수가 미국 학계에서도 제 2세대에 숙한다는 점올 감안하면
이론에 대한 판심윤 당연하며， 식민시대부터 분단과 한국전쟁. 남북대치의 시기를
겪온 그로서 동북아 국제정치와 남북한 관계 및 홍일의 문제에 대해 탐구해 왔던
것 역시 너무나 당연하다. 이하에서는 한국 국제정치학의 발전과정에서 구 교수의

학문활동이 가지는 의미률 살펴보도록 한다.

1 ，이폰의형성

표 1 에서 보듯이 구 교수는 한국 학계에서 활동올 시작하던 1970년대에 특히 많

은 이론척 저술률을 발표했다. 물론 한미판계나 남북관계 동 현실외교에 대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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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구영확교수 연구업적: 시기밟， 저옳형태밟， 연구분야밟 분휴
기간

저술
형태

제

이론본야 현실훈야

목

미국외교

논문 까le American Senate and Ratifica찌.on .of the U. N,

Charter
논문 共塵主餐에있어서zp;等械念의否定的

기타

展開過程에 關한鼎究
논문 對美外交의 彈化策

한국외교

논문 박정회 정권과 안보외교의 반성

한국외교

논문 국채연합의 구상파 세계정치

집단안보

(미국)

국제기구
논문

논문

Two Pattems of Wo때ng ‘BUJ뼈Uσacy’ :
SupranationaJism v. Intergovemmenta\ism
Coll∞tive Security Re-examined

통합이론
집단안보

이론

~

논문 박정회 정권의 명화통일외교

남북관계

논문

New Dimensions in Korea’ sSe따ityPI이icy

한국외교

논문 美國의 統轉政策: 美國의 極東政策에 反映된

한미판계

1970년대

통얼

韓國安保
問題와 統韓理;융:에 對한 分析.

1945-1954

역서 國際政治의 分析

국제정치
이론일반

논문 美國의 國際聯盟規約|해爭과 브릿커改憲꽤爭의

미국외교

比較鼎究
논문

Multipolarity

국제체계
이론

논문 統合理論에 關한 ~究: 統合의 類型파 萬顧

논문

홍합이론

on the Forms, 다lances， and Limits of No떠l-SOUth
Transactions

꽁저 新政治學漸짧

남북판계
국제관계
이론일반

공저 現代各園政治論
논문 萬薦파 國際政治: 萬藏理論의 R좌究

미국정치

갈퉁이론

분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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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계 숙
기간

저술

제

형태

목

이론훈야 현실분야
한국외교

논문 까le Conduct of Foreign Aff빠
논문 미국의 도려주의와 국제정치

논문 現代戰爭理論에 對한 鼎究
논문

~

미국외교

전쟁이혼
한미판계

Korea in the Context of America’s Future Policy

논문 ηle Future of Korean Foreign Policy

한국외교

논문 훌홈顧理論에서 본 南北轉 去來의 限界

남북관계

1970년대 논문 與論과美國의 對外政策

저서 A間과 戰爭: 國際政治理論의 體系

미국외교
국제관계
이론일반

져서 Politics of Dissent in U.S. Foreign Policy
저서 國際政治의 主要漸急

미국외교
국제판계
이롱일반

논문

한국외교

Future Pers없tives on South Korea’s Fore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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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계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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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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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파 처방에 대해서도 판심올 기울였지만， 1980 1년대 이후에 비해 훨씬 많온 수의

이론척 저술들을 이 시기에 발표했다. 구 교수는， 이론의 형성파 그 적용이라는 문
제의식올 가지고 있었다고 펑가할 수 있는 부분이다.

주지하듯이 ， 1970년대는 한국 국제정치학계가 걸음마 단계흘 벗어나면서 본격

적으로 이론올 수입 . 소화하던 시기다 26) 1960년대 후반까지는 주로 미국 국제정
치화의 이론이 부분적으로， 상당한 시차를 두고 소개되었다. 더욱이 대부분의 저
술들은 권력이나 세력균형 동 전통적 현실주의의 시각파 기본개념들올 소개하는

개셜서 수준이거나， 이에 의존한 채， 역사적， 전통적 접근올 취하고 있었다. 1970
년대 들어서서야 국제정치확의 다양한 이론률과 과학적 연구방법들이 소개되고

수입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외래이론들올 체계적으로 소화하는 작업들이 부분
적으로 이루어졌다. 휴학 첫 세대의 선두주자로서 구 교수의 연구업적들은 이 시

기 한국 국제정치학계가 새로운 이론을 도입하고 체계척으로 소화하는데 지대한

공헌올 했다고 명가된다.
‘과학적 이론’ 올 소개하는 구 교수의 첫 번째 작업은 도이취(Karl W, Deutsch) 의

The Analysis of Intemational Relations ( 1971 )의 번역에서 시작되었다Ir국제정치의 분
석』으로 번역된 이 책은 역자 서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국제정치의 행태이론에
판한 전반척인 소개서로서는 유일한 책이고， ( ...... J 부분적인 이론과 결론들을 전
체적인 체계속에 종합정리(했고)， [ ...... J 따라서 우리나라에 꼭 소개되어。F’ 하는

책이다. 이천까지 “책올 번역하고자 한 적이 없고

이후에도 번역작업에 관심올

두지 않았던 구 교수가 “여러 가지 어려옵”올 무홉쓰고 이 책을 번역한 이유는， 이
시기 우리 학계가 과학적 국제정치이론을 도입， 소화하는데 이 책의 소개가 반드
시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수입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이론들과 개념들， 방법돌올 우리 학계가 제대

로 소화할 수 있도록 하려던 구 교수의 의도는 이후 출판된 『국제정치의 주요개
념 J (1 978) 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이 책은 총 421 개의 국제정치화척 개념들을 해

셜한 일종의 사전이다. 그러나 이 책은 단순한 용어해껄집에 그치지 않는다. 우선

26)

이상우. “한국국제정치학의 정립옳 위하여
모색

김겸동 · 안청시 편

하영선. “한국국제정치학의 새로운 방향

r한국사회파학방법론의 모색 J(서울대학교 출판부，

박상섭. ’‘한국국제정치학 40년: 혐황. 방향 및 가놓성" r한국청치화회보~，

둥융참조.

1986):
21:2 (1 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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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수입되어 온 다양한 이론들， 개엽돌， 방법똘 전체률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해

셜함으로써 우리 학계가 외래이론올 보다 체계척으로 수용할 수 있는 기틀을 제공

했다 27) 나아가 수많은 국제정치학의 특유한 분석용어와 개념을 우리말로 옮기는
어려운 작업올 감수한 결과였다. 한국 국제정치학계가 외래이론올 수용하면서 연
구엽적올 축적해 나가기 위해， 이러한 작업은 반드시 이후어졌어야 하는 기초적인
일이었다.

1970년대는 앞에서 지척한 것처럼. 우리 학계가 외래이론툴올 수입하면서도， 그
것을 대체할 이론체계률 모색하던 시기였다. 구 교수의 『인간파 전쟁.1 (1 977) 윤 구
교수 개인의 대표적 저술이자 한국 국제정치학 반세기의 연구업적올 대표하는 저
술로 손꼽힌다‘ r인간과 전쟁』은 국제정치의 핵심문제률 전쟁으로 보고， 국제정치

이론들올 이에 따라 재구성， 체계화하였다. 우선 전쟁으로 진전되는 과정을 갈동
분쟁-전쟁의 단계로 구분하여 갈둥이론에서부터 협상이론과 전쟁이론들올 이 틀
안에서 정리했다. 또한 전쟁의 방지수단으로 힘의 균형과 집단안보체제를 평가했
고， 전쟁의 예방수단으로 국제기구와 국제통합의 문제를 검토했다.

국제정치의 핵심문제륨 천쟁과 평화의 문제로 파악하고 기존 국제정치이론들올
이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분류함으로써 독창적으로 국제정치이론을 재구성했던
것이다. 같용 시기에 외국의 과학적 이론들이 소개되고 현실에 부훈적으로 척용되
기는 했으나， 이와 같이 기존 (외래)국제판계이론들올 독자척 안목에서 재구성하

고 평가한 것은 처음이었다. 이는 한국 국제정치화의 수준올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획 기 척 공헌이 었다고 평 가된다 28)
『인간과 전쟁』온 구 교수의 이론척 깊이와 포용성용 찰 드러낸다. 예컨대 전쟁
의 방지와 예방의 수단으로 제기되어 다양한 이룬들， 죽 전통적 현실주의의 세력
균형론이나 집단안보이론， 그리고 통합이론들이 검토되는데， 구 교수의 입장은 어
느 한 이론에 치우치지 않고 각 이론들이 지닌 허점과 현실적 적용의 문제정들을

냉철히 평가하고 있다. 나아가 구 교수는 국제정치학의 분석단위를 국가로만 보는

27) 민만식. “서명 : 국제정치의 주요개념 .. r국제정치논총.8(1980) ， p.349.
28) 한배호. “천쟁의 본질에 대한 접근 .. r신동아J ， 151 호(1977년 3월)， p.326-329: 민만식，
“인간연구로서의 전쟁론" r중앙J ， 108호(1 977년 3월)， pp. 356-357: 김용구， “인간과

천쟁" r기독교사상~， 225호(1 977년 3월)， pp‘ 164-166: 최창윤서명 : 인간파 전쟁
r국제정치논총'.，8， 16집

(1 976) , pp. 17 1-1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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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흉척 접근올 거부하고 인간， 국가， 국제체계의 다차원척 분석의 필요성올 제기

했다. 베스트팔리아 이후 근대국제체계의 기본 행위자는 주권국가이고 현대국제
정치학에서도 이옳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왔다. 그러나 국제관계의 기본단위인
국가는 “그 자체가 유기체가 아니며 국가의 행위에 동기와 목표률 부여하는 것은
인간.. (p. vü) 이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의 행위가 골 인간 행위의 집합은 아니다.
“인간의 행위는 환경， 제도 및 그 행위가 구현되는 단위수준에 의해 제약되기 .. (p.

viü)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정치현상온 인간， 국가， 국제체계 세 훈석단위간의 상
호연판성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분석수준에 대한 방법론적 논의는 현

대국제정치학의 핵심과제중의 하나였다. 최군의 논의를 감안하면 29) 구 교수의 이
러한 문제 인식은 분석수준간의 엄격한 분리를 당연시했던 싱어 (D. Singer) 의 고전

적 연구30) 훌 뛰어넘는 것이라고 명가할 수 있다.
이 외에도 1970년대에 구 교수는 국제정치학의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전문척인 이
론적 저술툴올 벌표했다. 우리 국제정치학계의 이론척 논의가 그다지 깊이 있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실정올 감안할 때. 구 교수의 깊이 있는 이론적 저술들은 학계
에 큰 자극용 줄 수 있었다. 특히 주목할만한 것은 일찍부터 구 교수가 통합이론을

연구， 발표했다는 점이다. 통합이론온 구교수가 별개의 논문으로 다루기도 했고，
『인간과 전쟁』에서도 전쟁의 예방수단으로 검토하고 있올 뿔 아니라， 후술할 『한
국파 햇볕청책』의 핵심척인 이론척 근거가 된다. 이에 대해 두 가지 점올 지적할

수었다.
첫째， 현대 국제정치학의 전반적인 발전과정에서 흉합이론은 특별한 의미를 지

닌다. 카와 모겐소가 주창했돗이 3 1) 이차대전 이후 미국 중심의 국제정치학은 현
실주의적 접근이 지배적이 되었다. 국제체계의 본질올 “힘으로 규정된 국가이익”

올 추구하는 국가들로 구성된 ‘무정부상태’ (anarchy) 로 파악해 왔던 것이다. 이와

29) 예률 들어 , 이 륜바 구성 주의 논쟁의 시 발캠 이 된 Alex없lder Wendt, ‘깎le Agent-Structure
Problem in Intemational Relations ηlOOry ," lnternational Organization, 41: 3 (SUIIlIJl(π 1987), pp.

335-370

참조.

30) Singer, ‘The LeveI of Analysis Problem in Intemational Relations," World Politics, 14: 1(1961), pp.
77‘ 92.
31) E.H. Carr, The Twenty Years ’ Cπsis. 1919-1939 (London: Macmillan , 1946); Hans J. Morgenthau,

Politics αno째 Nations， Knopf,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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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현실주의가 지배하는 상황에서 이차대전 이전의 이상주의척 신조와 자유주
의 적 접근의 명 맥올 유지 해 왔던 것 이 미트라니 (David Mitrany) 와 하스(EmstH없s)

률 중심으로 모색된 국제통합이론이다. 1950년대 말부터 시작된 휴럽통합와 파정
에서 국가간 공존과 협력의 현실척 가능성올 발견하게 되면서， 통합이론은 한때

현실주의의 대안적 접근으로 대두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 유럽홍합이 지
지부진해지고 전세계척 상호의종망이 확대되면서 하스 자신도 통합이론의 가능성

에 회의적이 되었다 32) 이후 자유주의적 접근에서 홍합이론윤 사실상 포기되었고，
상호의존론과 신자유주의척 이론화가 모색되었다. 그러나 1990년 를어 통화주권
이 포기될 정도로 유럽통합이 심화되면서， 지역통합의 문제는 국제체계의 본질올
변형시킬 수 있는 중대한 대상으로 연구되고 있다. 이러한 이론사적 맥락에서 바

라불 때， 구 교수가 일찍부터 국제홍합의 푼제에 관심올 지니고 이불 지속적으로
탐구해 온 것은 경이롭다고 활 수 있다. 하스의 표현대로라면

‘격변하는’

(turbulent) 단기척 현상파 이론적 유행에 좌우되지 않고 국제정치의 핵심문제에 인
내심올 지니고 천착했던 구 교수의 일면올 드러내주는 것이다.

둘째， 구교수가 통합이론에 일찍부터 판심울 가지게 된 것운 이률 이론적 근거
로 남북판계의 개선파 교휴， 나아가 통일문제를 분석활 수 있었기 때푼이다. 뒤에
서 논의하겠지만， 분단파 남북대치의 한반도 현실은 구 교수가 지닌 문제의식의

본질을 구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비극척 현실의 개선방안의 가농성올 구교수는 통
합이론에서 찾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7.4 공동성명 이후 남북간의 대화. 교착，
긴장 격화， 화해가 반복되는 과정에서도 구 교수는 홍합이론의 틀 속에서 남북간
공존과 평화구조， 나아가 통일의 길올 모색했던 것이다. 이같은 지속적 노력의 결

과， 구 교수는 기능주의， 신기능주의 통합이론올 기반으로 햇볕정책의 공과(功過)
와 가능성올 평가하는 역작 『한국과 햇볕정책』율 저술활 수 있었다. 이에 비추어，
우리 학계에서 통합이론에 대한 보다 깊은 연구가 확산되지 못했던 점윤 대단히
아쉬운 현실이다. 동서독 통일 직후 통합이론에 대한 관심이 일시적으로 고조되었
고， 휴럽홍합에 대한 소수 연구자률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국제

정치학계 전체는 물론 남북판계 연구자들조차， 남북칸 공존， 협력， 통일의 과정올

32) Ernst B. Haas , “ Turbulent Fields and the Theory of Regional Integration," International
Organizaûon， 30:2(S마ing

1976), pp. 19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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셜명활 수 있는 이론적 훌로서 홍합이론이 지닌 의미에 많은 노력융 기옳이지 않

고 있는것처럽 보인다.
이상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1970년대 구 교수는 한국 국제정치학계가 외래

이론올 수용하고 이롤 토대로 분과학문올 구축해 나가는데 선구적 역활올 했다.
다양한 선진이론들올 소개했올 뿐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이론체계를 구
축했던 것이다. 이와 동시에 구교수의 이론적 작업의 동기는 항상 현실에 바탕올

두고 있었다. 인류를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동기에서 국제정치학의 본
질올 전쟁으로 규정했고， 남북관계의 개선올 위해 홈합이론에 관심올 기울였던 것
이다.
마지막으로 구 교수의 이론척 업척과 연판하여 강조활 활 점운 구 교수의 이론

적 포용력이다. 구 교수는 특정한 이론적 시각이나 접근， 혹윤 방법론에 치우치지
않고， 휴행성 이론에 현혹되지 않았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 구 교수는 과학적 이

론올 소개하는 선구적 역할올 했지만. 전통척 접근윷 무시하지 않았다. 국제정치
가 상당 부분 혐에 의해 좌우됨을 인정하면서도， 꽁존파 협력외 가능성올 파악하
고 있었고， 이상과 현실의 조화가 정치외 본질이라고 믿었다. 분석수준에 있어서
도 인간과 국가와 국제체계간의 상관판계에 주목하려 했다. 이같은 포용력이 이후

구 교수가 다양한 현실 문제률을 썰명하고 처방함에 있어서 보다 합리적이고 실현
성이 있옳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고 하겠다.

2. 이훌의척용

국제정치와 한국외교의 다양한 현실문제에 대한 구 교수외 관심은 학문활동의

초기부터 시작되었다. 서두에서 논의했돗이， 격변의 한국현대사훌 겪으면서 ‘국제
청치학’ 이란 학문올 선핵한 이상， 당연한 일이다. 구 교수 학문의 이러한 성향은
박사논문에서부터 엿볼 수 있다.
구 교수의 박사논문

“

Politics of Dissent in U.s. Foreign Policy" (1 966) 는

미 국외 교정

책에서 고립주의와 국제주외간의 대립윷 훈석한 사례연구였다. 이 논문용 국제연
맹조약 비준파정과 브릿커 개헌운동의 두 사례률 중심으로. 일차대전 이후 국제관

계의 효릅올 결정지어 온 미국 외교정책의 본질파 현실올 규명했다. 두 사례는 외
교정책 이슈훌 둘러싸고 벌어진 행정부(대홈령)와 의회 (상원)간의 대립올 전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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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사례는 미국 내정파 국제정치의 두 분야가 중첩되는 분야

에 속하며， 미국 학계에서도 대단히 까다로훈 연구대상이다. 국제정치학의 이론척
배경과 미국 내정에 대한 통찰력이 모두 요구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국제정치학의
국가중심적 시각에 몰두할 경우， 사회집단과 정치세력의 영향력올 제대로 명가할
수 없다. 반대로， 미국 내청 연구의 미시척 분석에 사로잡히면， 국제체계의 변동파
미국 패권의 부상， 냉전구조와 미국외교정책의 관계 동 구조적 변수률 간파하게
된다. 구 교수는 국제정치학도로서 국제정치학척 시각파 이론적 배정올 지니고 동
시에 미국 내정에 대한 흉찰력올 발휘하여， 두 사례률 분석했던 것이다.

표 l 에서 보듯이 , 1970년대 초부터 구교수는 현실문제에 대한 진단과 처 방을 제
J

시했다. 이롤 주제별로 정리해 보자. 첫째， 미국정치와 미국 외교정책의 본질에 대
해 많은 저 술올 발표했다. “πleAme끼can Senate and the Ratification of the U. N. Chartei'

(1 969) , “미국의 국제연맹규약투쟁과 브릿커 개헌투쟁의 비교연구H (1 973) , Politics

of Dissent in U.S. Foreign Policy (1978) 동 박사논문연구의 연장션에서 수행된 연구물
들은 물륜， “미국의 도덕주의와 국제정치

“여론과 미국의 대외정책"(1 978) ，

..미

국의 흉한정책: 미국의 극동정책에 반영된 한국안보문제와 통한이념에 대한 분석，

1945 -1954" (1 97 1) 둥 미국외교정책의 성격에 대한 분석률이 었다. 우리에게 사활
척 이익이 걸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외교정책이 이루어지는 국내정치적 기
반에 대해 이해가 부족했던 당시의 현실에서 이 연구툴윤 학계는 물론 외교현실에

도큰기여훌했다.
둘째， 한국외교와 한국의 대외관계에 대한 많은 분석률이 있다. “박정회 정권파
안보외교의 반성 ..

(1970) , 'New Dímensions in Korea ’ s Security policy" (1 970) , “박정

회 정권의 평화통일외교" (1 973) ,

‘The Conduct of Foreign Aff없" (1 975) ,

깨e Future

of Korean Foreign Policy" (1 976) 동에서 구 교수는 한국외 교의 문제 점 융 진단하고
그 개선책올 제시했다. 또한

China’ s Representation Issue and Its Impact on Korea’ s

Foreign Policy" (1970) , ‘Xorea in the Context of America’ s Future Policy" (1976) , 둥 한국
의 대외 관계 의 제 측면올 분석 한 굴과

"On the Forms. αlances. and Limiα of North-

South Transactions'’ (1 975) , “갈둥이 론에서 본 납북한 거 래의 한계" (1 977) 동 남북관
계에 대한 글률도 발표했다.
요컨대 1970년대에 구 교수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정치이론올 소개하

고 체계화하는 작업올 함파 동시에， 그 이론올 용용하여 한국외교정책과 대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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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미국외교청책과 대한국정책의 양 분야훌 중심으로 다양한 현실문제들에
대해 깊옹 판심파 고민율 쏠아왔던 것이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 현실에 대한 구

교수의 판섬윤 더욱 고조되었다. 표 1 에서 보듯이

r인간파 전쟁』의 저술 이후 구

교수가 이론적 작업율 일시적으로 마무리짓고. 현실문제에 몰두했던 것처럼 보이
기까지 한다. 후술하겠지만， 구교수의 이론적 판심은 여전히 지속되었고， 1990년
대의 주 저술들에서 현실과 이론의 조화로 구현된다. 그러나 1980년대의 대부분의

저술윤 한미관계와 한국 외교정책의 현실척 문제룹에 집중되었다.
우선， 한미판계에 대한 연구들로 ·‘한미판계의 향방 .. (1 98 1),

"Prospects for

Broadening U.S.-Korean Cooperation" (1 983) , "Ref1 ections on the Future of KoreanAmerican Relations" (1 983) , ij"한미관계， 1882-1982.0 (자료집

1982) , ij"미국파 동북

아J (1 984 ), 1"한국파 미국: 과거 · 혐재 · 미래.0 (1 983) , “미국의 국력파 한국의 미
래" (1 988) 가 있다. 이 중 특기활 것윤 『한국파 미국』으로， 구 교수가 편집， 저술한
이 책윤 한미판계 100년의 정치， 외교， 군사， 경제， 문화， 종교 둥 제 측면올 심충

분석했다. 이 책윤 1979년부터 4년간 구 교수가 서울대화교 미국학연구소 소장으
로 채직하면서 한미수교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국제화술회의의 발
표문똘올 편집한 것으로， 한미판계의 각 분야에 대한 화계 전문가들이 망라되었
고. 하와이대학에서 영문으로도 출판되었다l'한국과 미국』윤 한미판계률 역사적
접근에서 체계척으로 연구하고 정치 · 경제 , 문화의 제 측면율 분석한 최초의 시

도였다 33) 또한 구교수는 미국학연구소장으로 재직하면서 『한미관계』 자료집파
『미국파 동북아4 퉁 한미판계에 관한 연구홉 독려함으로써， 우리 학계의 한미관계
연구에 초석율놓았다.

물째， 한국외교정책에 대한 연구업적으로 ‘'Future Perspectives on South KOJ1않’ s

Foreign Relations" (1 980) , 까le Foreign Policy of 빠e Republic of Korea (공편저 ; 1985) ,
『남북한 정치통합과 국제판계.n(편저: 1986) , “한국파 국가이익 우선의 문제점”

(1 987) , “한국과 국가이익의 과제 .. (1 987) 및 "East Asi뻐 Lobbi않 in Washington:

Comparative Strate밍es" (1 985) 와 "동남아시아 국가의 대미로비전략 비교.. (1 986) 둥
이 있다.

"The Foreign Policy of the Republic of KoreaJ] 는

한국외 교정 책 율 체 계 적 으로

분석한 최초의 영문판 저술이며， 구 교수는 이 편저에서 한국 외교정책 결정과정

33)

장달중서명

:

한국파 미국

..

r국제청치논총J

(1 983) , pp.390-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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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환석하는 장올 집훨했다.!f. 하나 특기활 저술윤 동아시아 국가률의 대미 로비
행태훌 비교 분석한

"East Asian Lobbies" 와 .. 동남아시아

국가의 대미로비전략 비

교”이다. 코리아게이트 둥올 겪으면서 보다 효과척이고 정당한 대미 로비의 필요
성이 절실한 상황에서 제시된， 다분히 현실문제 지향적인 글이다. 이 글은 구 교수
가 우드로 윌슨센터 (TheW∞drow

Wilson Intemational Center for Scholars) 에서 l 년간

연구하면서 자료훌 수집하고 현장에서 미국 정책결정과정파 동아시아 국가들의
외교행태훌 관찰하면서 저술되었다. 미국 내정에 대한 통찰력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연구로， 이후 후학들 연구의 초석이 되었율 뿐 아니라， 우리의 대미외교의

효윷성올 제고하는데 많은 창고가 되었다 ..

3. 이훌과 현실의 초화: 19901려대 이후
앞의 절에서 살펴 본 와 같이 , 현실문제에 대한 구 교수의 판심온. 1970년대에는

한국외교의 다양한 측면파 미국 외교정 책의 본질올 규명하는데 있었다가. 1980년
대에는 한국외교 및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인 한미관계에 집중되었다. 1990년대에

이르러서도 한국외교문제는 여전히 구 교수의 주 판심 영역이었지만， 남북관계와
통일정책이 또 다륜 주 연구영역이 되었다. 1990년대의 주요 업척들올 살펴보고

그의미률찾아보자.
구 교수의 한국외교정책에 대한 연구들로는 열 편어 넘는 논문파 두 권의 저서
가 있다. 이 연구물들올 살펴보면 두 가지 의미률 발견활 수 있다. 첫째 , 이전까지
한국외교정책에 대한 구 교수의 연구틀이 주로 안보와 대미외교에 집중되었던 반

면. 1990년대 이후의 연구돌용 다양한 영역의 다양한 측면둘올 분석하고 있다. 예
컨대 “Korea’ s Glob떠 타onomic Interest" (1 990) 라든가 “세계화와 국가이 익 .. (1 995).
“한국의 국가이익과 경제청책 ..

(1 994) 풍 경제 외교률 훈석한 연구와 “한국과 동아

시아 협력체제. (1 990). “민주화와 국제관계: 북방외교와 동북。F’(1 99 1) . “Korea’ s

Re횡O뻐1 InteJ:1앓t in Northeast Asia" (1 990) 와 같이 동아시 아 지 역 에 대 한 연구돌올 발

표했다.
이같이 판심영역이 확대된 것용 다분히 1990년대 국채질서의 변화 때문얼 것이

다. 즉， 탈냉전과 세계화 시대훌 맞이하면서， 더 이상 한국외교의 초점이 안보와

미국에만 국한훨 수 없는 현실울 구 교수는 직시했던 것이다새로훈 국제환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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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소고.. (1 990). ‘신세계질서속의 동북。r (1 992) ...탑국가중심주의와 평화체제”

(1997) 둥의 글에 구교수의 이러한 현실인식이 명확히 드러나 었다. 특정한 이론
툴파 특정한 연구대상에만 물두하여 국제관계의 본질올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후
학들에게 구교수의 통찰력파 포용력은 좋은 귀감이 된다. 특히， 지구화 시대의 특
정올 ‘활국가중심주의’ 로 이론화하는 통찰력은 이미 『인간과 전쟁』에서 구체화된
이론과 방법론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는 중요한 기여로 명가할 수 있다.

한국외교정책에 대한 구교수의 명생에 걸친 연구는 한국의 국가이익에 관한 일

련의 글플로 청리되었다. 특히 정년올 몇 년 앞두고 저술한 『한국의 국가이익: 외
교정책의 현실과 이상.n (1 994) 은 명생에 걸친 이론 탑구와 현실 분석이 어우러진
주저중의 하나이다. 이 책은 다음 몇 가지 점에서 특히 주목되어야 한다.

첫째. 구 교수는 이 책에서 전통척인 현실주의의 국가이익 개념올 벼판하고 이
를 수정 · 보완했다. 근대 주권국가체제에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던 힘 중심
의 국가이익 개념은 오늘날과 같은 탈이념척， 상호의존척 시대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며. 국가는 자국의 이익과 지역의 이익. 그리고 국제이익과의 조화 속에서

깨병된’ 국가이익올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정치현실주의와 이
상주의의 조화를 꾀했다는 컵에서 다시 한번 구교수의 이론쩍 포용력올 드러내고
있올 뽕 아니라， 최근 주목받고 있는 구성주의척 시각까지 보여준다는 점이 놀랍
다. 탈냉전， 세계화 시대에 접어들어

국가이익의 개념은 분명히 변해가고 있다.

더 이상 ‘상대적 힘. 과 장대적 이득. 만이 절대시훨 수 없는 것이다. 이같은 변화

가 충분히 지속된다면. 국제체제의 성격도 더 이상 홉스적 무정부상태가 본질일
수 없다. 구 교수는 이점올 직시했던 것이다.
둘째， 이 책에서 구 교수는 “전통적인 국가이익 개념윷 수정 · 보완하여 한국 외
교정책의 중심지표로 웅용할 수 었도록 토착화시키려

시도했다 (p. 9). 주지하듯이

국가이익 개념은 근대 주권국가체제의 수립에 기원을 두고 있고. 따라서 서구 중
심척， 강대국 중심척으로 규정되어 왔다. 구 교수는 이홉 재규정하여 안보적 이익
이외에 경제척， 문화척 이익과 민족적 이익의 차원으로 구분하고. 이에 해당하는
한국의 국가이익을 모색했던 것이다. 구교수가 서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러한

작업윤 최근 학계에서 다시 논의되고 있는 ‘한국척’ 국제정치이론의 모색과 관련
하여 의미가 크다. 한국척 국제정치이론의 수립 가능성은， 무조건 독창척 이론을

고집하기보다는， 서구이론올 수용하되 그 서구지향성율 인식하여 이률 한국척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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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 척합하게 변용하는 작업에 있다l'한국의 국가이익』은 이러한 노력의 대표척
성과라고 평가활 수 있다.

마지막으로i'한국의 국가이익』은 구 교수의 평생에 걸친 학문척 노력의 결과로
I헝가받올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이론파 현실 양자에 대한 균형 있

는 판심과 지속적 연구가 이 저술에 구현된 것이다l'한국과 국가이익』은 국가이
익 개념에 대한 이론적 이해와 면밀한 분석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융 것이다.

구 교수의 평생에 걸친 이론척 모색이 이률 가능하게 했다고 하겠다. 다른 한면，
한국 외교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와 외교현실에 대한 통찰력이 없었다면， 이 책은

이론적 논의에 그쳤올 것이다. 현실에 대한 구 교수의 지속적 판심과 애정이 이률
가능하게 했다고 하겠다. 현실주의 이론이 강대국들의

‘실천지.

(practical

philosophy) 였던 것처렴，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실천지훌 추구하는 것이 한국 국제

정치학의 성숙에 필수적이라는 점올 『한국의 국가이익』은 보여주고 었다.
이는 구 교수의 마지막 저술 『한국과 햇볕정책』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앞에서
논의했듯이. 구 교수는 일찍부터 통합이론에 지대한 관심올 두어 왔다. 남북관계

와 통일문제를 접근활 이론적 툴올 여기에서 발견한 때문이다. 기능주의 · 신기능
주의 통합이론에 기반을 둔 이론적 분석과 남북판계 현실에 대한 이해가 결합되어

햇볕정책에 대한 흉찰력올 제시한 것이 『한국과 햇볕정책』이다. 이 책에서 구 교
수는 햇볕정책의 이론척， 현실적 근거가 통합이론과 유럽연합 및 독일 홍일에 있

음을 밝힘으로써 햇볕정책의 가능성올 입증했다. 반면， 다원척， 상호의존척 사회
간에 적용되는 기능주의 통합이론의 한계를 직시하고， 남북판계에서 기능주의적
발상의 햇별정책이 부딪힐 수 있는 장애와 한계훌 경고했다. 햇벌정책에 대한 우
리 사회와 학계의 논의가 확고한 근거 없이 정파적 이해와 선입견에 따라 혼란만

부추기고 었는 현실에서Ð"한국파 햇볕정책』은 논의의 방향과 방법올 제시해 주었

던 것이다. 이 책이 일본과 프랑스에서도 번역. 출판될 수 있었던 것윤 바로 이론

과 현실에 대한 척절한 분석이 결합되었기에 가놓한 일이었다.찌)

34) 具永綠

“

r韓國￡太陽政策J (東京: 八千代. 200 1); Koo Young-nok, Coree: vers la

reunifica on (paris: Editions Syllepse,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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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 국제정치학은 그 출범부터 한국척 정체성에 입각한 이론의 필요성올 제
기했다. 한반도의 분단이라는 국제정치적 현실의 분석올 위해， 한국척 정체성올

고려한 이론의 형성온 젤실한 과제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정치학 일반파
마찬가지로. 한국회 국제정치학도 이론의 빈곤을 겪율 수밖에 없었다. 한국적 이

론의 문제의식용 있었지만. 그것올 구체화할 수 있는 화문공동체의 역량의 부족
때문이었다고 할 수 었다. 다른 한편. 이론의 보편성올 고려활 때， 한국적 이론이

혼재활 수 있는가， 라는 회의척 시각이 없었던 것용 아니다. 그러나 약소국 또는
중진국의 시각에서 한반도훌 울러싼 국제관계률 분석활 수 있는 이론의 필요성율

부인하는 한국의 국제정치학자는 없었다고 해도 파언。1 아니다. 1990년대롤 거치
면서， 한국의 국제정치학계에서는 한반도의 명화와 번영이라는 규범융 담지하면
서도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 혐실올 분석활 수 있는 다양한 이론의 실험이 이
후어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기존의 미국적 이론뿔만 아니라 다양한 탈미국척， 탈

문대척 이론에 대한 천착도 이루어지고 있다.

一如 具永輸 교수는 한국 국제정치학계의 이 지난한 고투(苦關)의 과정에서 항

상 한국척 이론의 형성파 그 이론에 기반한 현실분석이라는 두 과제에 대해 긴장
올 풀지 않았헌 학자였다. 구 교수는 초기에 주요한 국제정치이론에 관한 저작을
번역하면서 우리 학계가 외래이론울 보다 체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기툴을 마련
했올 뽑만 아니라 1970년대 이론의

수입대체화’ 시기에도 독창쩍인 국제관계이

룬외 행성에 노력했다Ii'인간과 전쟁』은 평화에 대한 열망올 과학척 이론으로 체
계화한 역저라고 활 수 있다. 그 책에서 하위이혼 가훈데 하나로 제시된 통합이론

은 남북한 관계에 대한 연구의 초석이 될 수 있었다. 구 교수 스스로 『한국과 햇볕

쟁책』올 통해 이론의 한국적 정체성 형성 및 그에 기초한 현실분석의 전범을 보여
주었다고할수있다.

구 교수의 이론형성 과정에서 언급할 수 있는 또 다른 업척으로 국제관계이론의
세계화와 토착화률 지척할 수 었다. 결국， 미완의 과제로 남게 되었지만， 구 교수

는 이른바 세계화 시대를 바라보면서

‘탈국가중심척’ 국제판계이론올 구상하고

있었다. 이 구상이 체계화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 다른 한편. 국제관계이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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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착화에 있어서는 『한국의 국가이익』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힘으로 환훤되지 않
는 새로운 국가이익올 개념올 제시함으로써 한국의 외교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실

천지를 제시했다고 활 수 있다. 한국적 국제관계이론올 탑색하고 있는 후학들에게
『한국의 국가이익』은 모범적 이론화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구 교수는 이 이론작업올 항상 혐실분석과 병행했다. 그 현실은 바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와 남북한 판계였다. 한반도문제의 중요한 행위자 가운데 하나인
미국의 내외정과 한국의 외교정책은 경험척 분석의 주요 대상이었다. 한반도의 평
화와 번영이라는 가치률 과학척이고 객관적 분석올 통해 실현하려 노력했다는 점

에서， 구 교수의 현실분석은 국제정치학자가 학자로서 현실과 대화하는 방법올 우
리에게 일깨워준다.
마지막으로， 구영록 교수의 후진 양성올 위한 노력올 언급하면서 이 글을 마치

고자 한다. 구 교수는 엄격한 선생님이면서 동시에 이론에서 보여준 포용만큼이나
제자들의 다양성올 포용하신 분이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안정적 기반 위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애를 쓰시기도 했다. 정년 퇴임 이후에도 제자들
의 고민옵 함께 해 주셨다. 오늘의 학술회의는 바로 선생님의 학문에 대한 열정과

후학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자리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 학술회의는 한국적 국
제관계이론의 경영성과 적용이라는 한국 국제정치학계와 구영록 교수의 일관된 문

제의식이 펼쳐지는 공간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