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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00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미국정치학계의 방법론 논쟁에 대해
그 기원과 주장, 성과 등을 1969년 후기행태주의 혁명의 연장선상에서 살
펴보고 있다. 이른바, 페레스트로이카 진영으로 불리는 개혁의 지지자들은
방법론 중심(method-driven)이 아닌 문제중심(problem-driven)의 연
구를 통한 정치학의 부활을 주장하면서, 미국정치학회의 운영과 미국정치학
회보 편집 등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 글은 개혁진영이 주장하는 내용
과 근거를 그레고리 카스자의 논의를 통해 알아보고, 그에 대한 주류진영의
비판을 데이비드 레이틴의 주장을 통해, 이에 대한 재반론을 이안 샤피로의
논의를 통해 살펴보고 있다. 이 글의 결론에서는 미국의 논쟁이 한국정치학
계에 던지는 의미에 대해, 실증적 방법론과 해석학적 방법론 지지자들이 동
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보는 필자의 생각을 정리하였다.

I. 1969년의 후기행태주의 혁명과 2000년의 페레스트로이카 논쟁
2000년 10월 익명의 한 정치학자가 동료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시작된 미국정
치학계의 방법론 논쟁은 1969년 데이비드 이스턴(David Easton)이 제기한 후기행태
주의 혁명 선언 이후 미국정치학계에 가장 근본적이고 광범위한 파장을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페레스트로이카 논쟁으로 불리워지고 있는 이 사건은
대규모 모집단(Large N)을 동원한 통계학적 방법과 합리적 선택이론 및 게임이론
등의 방법론이 미국정치학계를 지배하기 시작한 1980년대 중반 이후의 상황을 비
판하고, 실증적 방법론의 헤게모니 해체와 정치학 연구 방법론의 다원화를 주장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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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하바드 대학의 테다 스카치폴(Theda Skocpol), 2003년 시카고대학의 수잔 루돌
프(Susanne Rudolph), 2004년 와싱턴 대학의 마가렛 레비(Margarett Levi)로 이어지
는 3명의 여성 미국정치학회장을 연이어 배출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여기에는
여성정치학자 코커스의 영향력도 작용했지만, 2003년 수잔 루돌프의 경우는 그녀
가 페레스트로이카 진영의 초기 핵심 회원이었고, 지지자들이 인터넷 야후 그룹에
서 그녀의 지명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였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페레스트로이카 진
영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두번째 성과는 기존의 미국정치학회보(APSR)가 갖는 실증적 방법론 선호 경향
을 보완하기 위해 미국정치학회가 발행하는 새로운 공식 학술잡지 Perspectives on
Politics를 탄생시켜 2003년부터 발행에 들어갔다는 점이다. 2000년 미국정치학회장
을 지낸 로버트 저비스(Robert Jervis)는 이 잡지의 탄생이 페레스트로이카 논쟁 등
장 이전에 이미 검토되었고, 폴 벡(Paul Beck)을 위원장으로 한 연구위원회에서 발
행 결정이 내려졌다고 주장하지만 페레스트로이카 지지자들은 자신들의 개혁 주
장이 받아들여져 새로운 잡지 발행이 결정된 것으로 여기는 분위기이다.
세번째 성과는 미국정치학회를 비롯한 다양한 학회활동에 개혁의제를 가지고
의욕적으로 참여하여 이뤄낸 결과들을 들 수 있다. 예컨대, 2001년 샌프란시스코
에서 열린 미국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에서 페레스트로이카 지지자들은 미국정치
학의 현주소와 방법론 개혁의 문제를 중심으로 4개의 패널을 구성하여 총 22명의
학자가 참여하는 토론을 벌였다. 또한, 8명으로 구성된 3년 임기의 미국정치학회
집행위원(Council Member) 선정에 페레스트로이카 진영에서 독자 후보를 지명하여,
2004년 경우 하바드 대학의 하비 맨스필드(Harvey Mansfield)가 당선 된 바 있다.
네번째 성과로는 미국정치학회보(APSR)를 비롯하여 네 개의 지역 정치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잡지 즉, 서부정치학회의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중서부정치학회
의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북동부정치학회의 Polity, 그리고 남부정치학
회의 Journal of Politics 등에 실린 논문의 주제와 방법론을 분석하여 게재논문의 균
형을 요구하는 다양한 차원의 압력을 꾸준히 행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페레스트로
이카 지지자들은 2002년에 APSR에 실린 팀 부쓰(Tim Buthe)의“Taking Temporality
Seriously: Modeling History and the Use of Narratives as Evidence,”
와 2003년에 실린 로
리 발포어(Lawrie Balfour)의 Unreconstructed Democracy: W.E.B. Du Bois and the Case
for Reparations 등의 논문은 만약 페레스트로이카 진영의 균형 요구가 없었다면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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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두 가지 방법론이 균형을 이루면서 경쟁하고 있다면 문제는 지금처럼 심각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상황은 양적 방법론의 압도적인 우세속에서 질
적 방법론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다는 데에 심각성이 있다.
예컨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University of California at Riverside)의 데이비드 피온
벌린과 그의 학생 댄 클리어리의 분석에 따르면, 1991년에서 2000년까지 APSR에
게재되었던 318개의 논문 가운데, 225개의 논문이 통계학적 방법을 사용한 것이었
고, 88개의 논문이 수학적 모델을, 그리고 단지 5개의 논문이 질적인 사례연구였
다(Pion-Berlin and Cleary 2005).
유타 주립대학(Univesity of Utah)의 페레그린 슈와츠쉐는 미국의 대표적인 57개
박사과정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그 가운데 66퍼센트인 38개 대학이 양적 방법론의
수강을 요구하고 있지만, 9퍼센트인 5개 대학만이 질적 방법론의 수강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Schwartz-Shea 2001). 슈와츠쉐는 또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California State University at Hayward)의 드보라 야노우와 공동연구한 12개의 정치
학 방법론 교과서 분석에서 대부분의 교과서가 중립적인 입장에 서 있다기 보다
는, 경험적이고 과학적인 연구는 곧 양적이거나 통계를 사용한 연구라는 인식을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질적인 연구방법을 낮게 평가하거나 아예 소개하지 않
고 있다고 주장한다(Schwartz-Shea and Yanow 2001).
이러한 현실의 격차는 미시간 주립대학(University of Michigan)에서 매년 여름에
열리는 통계 위주의 양적 방법론 강좌와 애리조나 주립대학(Arizona State
University)에서 매년 1월에 열리는 질적 방법론 강좌의 비교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미시간 주립대학의 정치 사회 연구를 위한 대학간 콘소시엄(ICPSR: InterUniversity Consortium for Political and Social Research)은 1962년에 시작되어 현재 약
500여개의 대학과 기관을 회원으로 연 1천만 달러 이상의 예산을 쓰면서 해마다
700명에 가까운 학생들에게 사회과학연구에 필요한 통계와 양적 방법론을 가르치
과 질적(qualitative)라는 구분은 질적 접근에서도 숫자와 통계가 사용되고, 양적 접근에
서도 자료에 대한 설명이 뒤따른다는 점에서 최선의 용어라고 볼 수는 없다. 드보라 야
노우(Dvora Yanow)의 지적처럼 양적, 질적이 아닌 실증적 방법론(positive method)과 해
석학적 방법론(interpretive method)이 두 접근을 구분하는 가장 포괄적인 용어일 것이다.
필자는 이 글에서 맥락에 따라 네 개의 용어를 모두 사용하지만, 궁극적으로 실증적 방
법론과 해석학적 방법론이라는 구분을 지지하고, 이 용어가 정착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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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였다 빽 애려3::.나 때학어l 서 열려늄 짧 Z샘 뺑볍룡올 왜햄 룡소λ뼈 (CQRM:

llnter-ílJ niversity lFac때lty COII1lS。때ilJJm for’ Q때빼ita때ve Me1:hod) 용 30<:얘 뼈 핵올 햄 잃요효
2002밸얘 사잭E대핵 \JRl캡 70 C얘햄왜 젊용 iiL축二.\2} 햄생물애채 젤 2핵 뺑볍폼에 빼해 가
효응체 3표 었다。 2)
:::L행다햄 01 왜 활용 륨 잭차늄 며국 챙혜핵왜 혐잘애 액땐 ~ul 률 랬끊 었율까?
만약 。l 왜 캘용 하왜가 재짱빽 수요애 의해 샘웹웰 첫핵빼고 ￡휴뽕햄τt~뻗 해 추쟁
용 쩡행a행~~일까? 카스자는 토흥노 훈왜 주짱책램 표풍파햄(때O때mlll:;;cie때ce} 햄 왜

치를 짧7.1 하랩는 실흥책 방법륜햄 헤째모y~효젝 E증가 7}져요늄 워햄왜11 r재해 쩔

맹활다。 그블 무엇보다묘 과햄-챔 쟁챈율 재촉해71 왜짧 뺑얘륜척 9 팽:~~뿜훌2샘 쩔풀
물에 해해 합왜률 장요하늄 지 빼 2샘 앤 호륨왜 풍장용 핵뿔빽 차퓨률 햄해햄E객r.Jl 쥬i
짱햄cr(Kasz21 2(0 1) .

.2.눌1옳 u] 쭉 해학-의 쩡치확 뺑사과쩡 엽햄핵차률 영 71 얽해서늄

챔훼 팬샘에

무엇엎 7빼 충실확71 5!，따늄 캡퓨뼈률 빽용행 훔계해벼햄 자슐을 짧고 었융올 증
명해 뾰。]째나， 륙쟁질풀어1

tJl õ~

57~ 국카디r !표늄 W7~ 국가를 때쨌g효 자료률

수챔하때 째입 01 롬옳 원용핵￠댁 규뺑해 뾰꼈략궁E 주쟁하는 꼈 01 r:-] 중요할 수 었
다 g 예챔에블 다}햄애

r4e}

폼쩡 맹}볍폼 01 우λ~l 햄 qj 햄과 그렇지 않용 때}햄에 없었

다g 예캠다L 뼈샤간 다}략어나 앤며얘냐 벼}확용 실종챔 뺑X없폼에 악축핸 사뽑물에
거l 훨엠 *뼈했었.Jl， λ빽끊태햄용 싫증흥2샘 뺑-뺑롬 경혐 휴무률 흘째 J않짧확7.1 않
았다 g 끄g 핵냐， 뻐교íJ)행해뺀구에얘 플햄.~샘 접끈율 정e;종확댈 λ11}국2 r뼈핵빼빼!r. oJ 릎

1:l} 해샘핵쩍 뺑법훌율 궁Z수화템 궁g수률에 은퇴하고” 캘중캡 뺑볍풀요로 무장행 젊
륜 교수플 01 rJl켜 충웹댐면쩌 뺑화화3l 었다。 II애랴쩌 9 액채 질중캠 빵펙캡론햄 총요
성어1 r왜함 양즈죠블 빼꿈때핵 챔처}효 확쟁밟고 있논 쨌 3폭로증 뾰앤다。 짧률날 빼국~
애￡二 대함에얘픈 략사확맑볼품옳 쏘논 고t정어}λ~ ul 뼈~ 햄 2얘 ;영챙탤율 워핵 햄구
주채왜 훨요E내 꺼않용짧아 수학캠 뺑-법어나 싫증2샘 방짧룡율 짧얘떻율 첫을 충즙Z 뿔

료 것용 흔항· 앨여 빽였다。
라 A .A}논 엎햄 。l 렇채 혐생월 실총책 뺑햄뽑왜 E빽서117} 왜뿜~ 짧중중 없빽 빽웃향

2) 무 빼 햄외 뺑-볍 홀 깅i캡’놈 연빽 뱃 흉퍼} 여자빼:llwww.ic뼈『。빼c!h밟때왜 !http://www.없u.e뼈
d2ìS/빼SCi/1얘rm/i때S때뼈Ke.hKll뼈에서 확앤혈 수 있다。 륙히 애벼종냐 며}학왜 CQRMl흠퍼1]01 쩌

에는 빼국 주요빼핵얘채 사용하는 해석학척 뺑볍론에 때햄 장왜 계획얘가 s:.아져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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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향을 가진 연구자들끼리의 교류를 통해 서로의 출판과 충원을 지원하는 거대한
카르텔을 형성하여 다른 성향의 연구자들에 대해 진입장벽을 만들고 있다고 본다.
즉, 학문에서 독과점의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페레스트로이카
진영의 주요한 목표는 당연히 실증적 방법론자들이 미국 정치학계에 구축한 헤게
모니에 대한 도전이 된다(Kasza 2001).
카스자는 미국 정치학이 현실세계의 문제 해결에 무능력해진 현재의 위기상황
을 주로 실증적 방법론의 폐해 탓으로 돌린다. 윌리암 라이커가 정치학을 가라앉
는 배에 비유하면서 합리적 선택이론이 정치학을 구할 것이라고 호언했지만, 카스
자가 보기에 실증적 방법론이 정치학을 인도한 곳은 황폐한 무인도이다. 실증적
방법론에서 규범적이거나 도덕적 질문들은 중요성을 갖지 못한다. 실증적 방법론
이 보는 세계는 계랑화될 수 없는 부분을 포함한 실제의 인간사회가 아니라, 이론
의 필요와 상상속의 게임 논리에 따라 선택된 현실이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현
실의 문제가 아니라 방법론이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사는 사회의 절박한 문제
에 대해 먼저 고민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법론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problem-driven), 스스로 과학적이라고 믿는 방법론이 설명할 수 없는 문제는 아예
선택하지 않는 것이다(method-driven). 카스자는 이러한 관계를 영어의 political
science에 비유하여 science가 우선이 되고, politics가 나중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오늘날 미국정치학이 미국의 현실문제 해결에 얼마나 무능력한가를 보여주는
사례로 노스 플로리다(University of North Florida) 대학의 로날드 리비는 2000년 대
통령 선거에서 부시와 고어가 플로리다 개표문제로 싸울 때 텔레비전 방송을 예로
든다. 그는 텔레비전 방송의 해설자로 수많은 변호사들이 등장했지만 정치학자는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주장한다. 지금 우리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정치
적 사건을 두고도 정치학자들은 말하지 못하는 것이다. 리비는 또한 유명한 대학
의 교수들이 APSR에 논문을 발표한 자신의 동료에 대해 자랑할 때, 그 논문의 내
용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의회에 관한 것이라든가 국제정치경제에 관한 것이라
는 식으로 윤곽만 이야기할 뿐이었다고 말한다. 리비는 아마도 그들이 논문을 읽
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즉,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 논문
의 내용이 아니라 누구의 어떤 논문이 APSR에 실렸다는 사실 자체라고 본다. 그
러면서 리비는 도대체 아무도 읽지 않는 잡지에 논문이 실린 것으로 업적을 평가
하는 미국 정치학계의 방향이 올바른 것이냐고 질문한다. 리비는 자신이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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컸블 혐쩔 문채 핵} 때} 함 햄二규용 AJPSR왜 팽황:과 옐해 힘-쩌 않긍1 ， 흉사 에 APSR에 싫

햄 논품꽤 때뿜불용 혐질과 챙혀 E퓨훈훈함 논뿔릎얘캠rJ1 주창행며~ (libby

20m)

0

불뽑 셔앓종2석 뺑볍폴용 쟁점옳 갖고 없다。 카&자놀 二l 짱캡옳 잭훨/생 (0빼ec뼈'\11뺑

과 ;썽 햄생 (IPrecision) 二I뼈 J1 얼 뻗f성 (gener빼i맹 )01 라고 정 혀 햄다(KaSZ21
0

2002)

0

수확

용 뺑구자~ 주핑많2쩍 뽑램Ji다 Z갱홉맺생옳 햄띨￡해 줄 수 었Jl， 옳:A}불 뿔뿔꿇 01 후oi
챔 점슐빽 7H 햄성뿜맥:;;썽확하벼， 때}규r .2.~ 표표짧활용 채댈 사돼연구$화다 멸밸짧맴
7}놓쟁을 높얘훈다。 :::L 혀나- 어 모륨 ;양첩을용 앨챙 2샘뺑 ~캘옳 짧.Jl:;ù늄 À} 뽑톨

왜 행빼양 계량화될 추 없늄 정치현짱돼 봄짧옳 포햄화해 않올 빼 7}놓향 첫。l 따。

핵깅느:A}에 따릎뺑， 켜1 량화쩔 수 없늄(\1때C0\1n1빼[e) 청핵현양율 쩨량화화혐 혈 빼 7}
융활 정우왜 수늄 λ얘 자째이다@ 첫째는 겨1 량향활 수 없용 현삼율 뽑4녁에$서 져1 왜하

늠 ?앓아31.， 물째늄 껴}량화헬 수 없늄 현상옳 뻐쩡양쩍뺀 뺑t짧올 통핵 갱f 뽕햄핵옳
젖。I 고? 쨌째는 ζl 혐성-빼 때햄 실중2퓨 뺑맴올 몽활 객f 량확를 포 71 확논::" ;생야다。

J.려얘: 첫째 경우체램 겨}량짧혈 수 없늘 헬양율 뽑챔얘책 며벼 처빽짧-늄 갯용
;짧핵현싫액 태함!: A}빽적엠 얘부률 왜벼활다。 뺑二F짜붐 Al 급 ::l혀햄 혐삼 01 정치혐

살애새 중요하잭 않깨 때문에 À~1 왜향 갯 01 아나라 뺑법홉Z석 얘려움 X빼뿔얘 저1 왜환

쟁 ò1 다” 다쩌 말해자햄， 현실옳 풀걷생하늄터11 ~블 뺑뿔룡올 챔택햄 갯여 。F나라 뺑
법홀에 -맞추어서 채왜적요로 환실을 왜폼한 켰아다。 아켰온 실종챔 뺑볍훌 01 갖.Jl

있늠 캠첼생확 장점율 :ε4느료 뽑쩡하늄 Z앉아다。 율롬 껴X 량화혈 수 없늄 현양옳 책1
왜하블 갯윤 정확성과 일뺑/성품 펠액t:1C뭘다， 뺀약 투업밟늄 해 01 랩 7} :;;썽체현실왜
정확한 째표를 뺑영화끊 었책 않때뺑

::l 산출용 당혐확 현실애 빼댐 정확짧해 앓a

용 0] 해률 가져옳 웠얘략。

￡휴뺑째외 캡우쩌렴 계량화활 수 없놈 현상올 빼정장쩍임 방볍을 흉해 껴1 량짧하
늄 쟁우해 객룡생과 정확썽 9 알뺑생 묘동휴가 떨어캡다늄 쨌용 설명옳 펼요E뚱 하해
앓늄다。 얘른바 해규모 f표점탤옳 E해양 g토효 톰랩뺑:몫9.l 얘&二 핸 향폼율 용져1

{con때00 햄다rJl 얄활 때 , 햄구자플용 총총 겨$ 량왜 ;챙 확샘 01 2l-픔 맹J1j캡 폼2쩍 웰/영 옳
햄 õ~ 배정1 상적햄 누뿔 01 디- 양중 통빽 2ε작융 통해 첼명율 사s:，햄다. 사실 빽핵햄

과정용 싫증쩍 뺑법륜왜 꽤핵썽뼈 때함 뺑목2샘 멜융뺑 없다뺑 쉽채 갚A1 해 낼 수
었다。 슛차가 갖놈 캠햄성얘 옐따냐 허양햄 첫었가블 2000 1냄 며국 E뼈통령햄책왜
플로뼈다 채재표 λ빼플 월￡ R행 딸 수 없다。 여 사캘용 심얘얘

zt 후보자

햄륙햄 프륨

표쑥二 2t.채5:. 정쟁확늄 두 업장9.l 해석￠팩뿜애 따2} 캘혀 다료쩨 나타많다놀 점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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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나라하게 보여 주었다(Jacobson 2005). 계량화할 수 없는 현상을 비정상적인 방
법을 통해 계량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장 부정적인 점은 현실의 정치현상을
설명하려는 정치학 본래의 목적보다는 방법론적 편의나 방법론적 완성이라는 부
차적인 목적이 더욱 중요해 진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비판을 근거로 페레스트로이카 지지자들이 제시하는 결론은 대체로
다음 3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는 문제중심의 연구가 중요하다는 것
이다. 즉, 정치학 연구가 이론을 위한 이론의 도출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현실문제
해결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실증적 방법론이 대신한 정치철학과
역사연구의 지위를 회복시키고, 각국의 정치와 문화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외국어 학습 의무조항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방법론적 다원주의이다.
다양한 방법론 사이의 인식론적, 존재론적 차이를 인정하고, 하나의 방법론이 모
든 문제를 설명할 수 있다는 헤게모니적 시각에서 벗어나, 각각의 문제에 맞는 방
법론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는 학제적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강
조이다. 역사와 철학을 아우르는 다양한 학제적 학위를 만들어 내고, 다양한 접근
을 동원한 연구를 통해 정치학의 풍부한 전통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시카고 대학의 존 미어샤이머(John Mearsheimer)는 이와 같은 이상을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은 박사과정을 갖고 있는 주요 대학의 교수충원에
어떤 식으로든지 문제를 제기하고, 개입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즉, 해석학
적 방법론자들이 세부족을 이유로 다소 손쉬운 소규모의 학부중심대학(liberal arts
college)으로 도피할 때, 박사를 길러내는 대규모 대학은 여전히 실증적 방법론자
들에 의해 장악된 상태로 학문의 불균형은 더욱 심각해진다는 것이다(Stewart
2003, 36). 미국정치학회의 간선제 선거방식에 대한 문제제기와 연례학술회의 프
로그램 구성에 대한 문제제기, 공식 학술잡지의 편집방향에 대한 문제제기 등도
이상의 세 가지 원칙을 구현한다는 목표아래 설정된 페레스트로이카 지지자들의
주요 전략들이다.

III. 페레스트로이카 지지자들에 대한 반론과 재반론
그렇다면 이와 같은 페레스트로이카 진영의 주장에 대해 실증적 방법론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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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는 댐혀 있는 싱타폐{t 션어서 각각외 쉰。| 강논 효과용 암아내기나. 득엉한 부
한외 상~싹용외 효파깐 ?:.사허·기 위한 짓이기 l에뻗얘. 하나 61 나의 쇠외 억함..a-

큐멍하지 않고， 액학그 자쩨잔 강조하는 갯용 단ι1 우리가이칙 앙 11.한 진 jlH} 인1
단어 내는 연'î-률이 우엇언 "Iü 딴건하~1 꽂앤다는 시· 낌음 고액하는 낀!인 뿐이라
고 판다 (ulÌ~1\

2003 , 16!!)

그형지만 혜이 l씬온 빼씌학적 빵빙판에서 혜심히인 지￥I{} 차지하는 .이야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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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핸으쿄 에우어?! 과마척 갑안에 놓여져야 힌다고 웬디 축， 혐장:，.1f:.사삼 용매
멸이낀 이야 '1 (I1ßrr~tiyc) 즙용 흉계학의 망법(빼I1gt1cs) 융 거쳐 비교되어이 하고. 이
용죄 모앤링 {fun떠I 11'때~Ii때)융 장빼 획총잭인 캠충융 거쳐야 힌다논 것이다 이
]가지 과갱이 함셰 칙용엠 때 비승소 기앙 쩌헨~!， 정 ~1 학 연구 방법잔이 원 수 있

다는 깃이 패이띤의 주갱 "1 다때이만운 해석학혀 l앙캡 {!ol 용'-하논 담판 운섹딴융 챈객으로 선외하는 것용

협째 ’싼판에 ~I 면함 수 있디고 판다 고핍된 땀잔웬써의 한채홉 보여후논 예호씨
그는 스혀강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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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캉 잊 총교 감장융 연구한 스앤리 함비아(Sumley Tambi빼)외 액윤 거흔얀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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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의 연구는 스리랑카가 직면한 분쟁의 문화 및 역사적 맥락과 지역의 권력관계
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여준다. 그가 1992년에 펴낸 책 Buddhism Betrayed?는 비폭
력을 옹호하는 불교가 어떻게 소수 힌두교도인 타밀족 학살을 지지하는 근거가 되
었는가를 밝히고 있다. 레이틴이 탐비아의 논의가운데 주목하는 부분은 그가 스리
랑카 인종갈등의 기원으로써 1956년 싱할라 공용어 정책(Sinhala Only Act)을 지목
하고 언어정책에 대한 소수 타밀족의 불만이 갈등을 폭력의 상황으로 몰고 가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본다는 점이다(Laitin 2003, 172).
그렇다면 스리랑카의 사례연구로부터 언어정책과 폭력사이의 일반론을 끌어낼
수 있을까? 레이틴은 언어정책에 대한 불만이 폭력으로 비화되는 경우는 매우 드
물다는 내정에 대한 국가간 교차연구의 통계를 근거로 탐비아의 폭력의 기원에 대
한 설명을 다시 검토한다. 즉, 싱할라 공용어 정책은 폭력상황을 악화시킨 것이 아
니라 오히려 개선시켰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레이틴은 왜 싱할라족
은 자신들이 원하는 언어정책을 얻었는데도1956년과 1958년에 콜롬보에서 폭동을
일으켰으며, 싱할라 공용어 정책 채택 이후 1975년까지 싱할라족을 겨냥한 타밀족
의 폭력은 거의 없었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한다. 나아가서, 가장 심각한 타밀족의
폭동으로 기록된 1981년과 1983년의 사건은 왜 타밀족이 싱할라족과 거의 동등한
언어권리를 부여 받은 직후에 일어났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한다(Laitin 2003, 173).
레이틴은 이 단계에서 이른바 이론적 모델링(formal modeling)이 필요하다고 본
다. 즉, 언어정책의 시행결과 어떤 그룹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느냐에 따라 예상되
는 반응의 모습을 추론하여 도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1956년의 싱할라 공용
어 정책은 타밀어를 쓰는 선생과 학생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당연히 이들
이 가장 활발한 대응을 보였는데, 그 양상은 다양한 정부기관에 자신들의 직업에
대한 보장과 공직임명에 대한 보장을 호소하는 것이었다. 즉, 이들은 게릴라전보
다는 관료적 협상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따라서 싱할라
공용어 정책은 타밀족의 불만을 군사적 영역보다는 정치적 영역에서 해결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사실상 폭력의 일시적인 중단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이처럼, 관련당
사자에 따른 반대급부에 대한 이론적 모델링은 싱할라 공용어 정책이 광범위한 지
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행은 매우 느렸다는 또 하나의 수수께기도 설명할
수 있다고 레이틴은 주장한다. 즉, 이 정책을 집행해야 할 관료들은 자신들의 공직
취임을 가능하게 만든 영어구사능력이라는 차별성이 싱할라 공용어 정책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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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궁극캠￡￡E로 위협뿔율 첫용프증 생 zf 해Jl t뀌업옳 ^1 :5ë했다블 랬이다 (l21[뼈o

2ü(]l3,

174) 。

어체웹? 통계릎 얘용함- 빼 X묘왜 빼롬챔 .'!l.댈행율 흉해 앨용 쩔꽤-늄 뿜뽑뽑쩍햄
챙우9-} 빼jJL할 애 매우 태「플 쩔론을 자책온태·。 략λ} 뿔앓:A}뺑， 소빼뽕카돼 사햄불
앤얘챔책과 폭력사얘외 엠과뽑껴l 얘 E쩨햄 앨뺑2액연 빼해와늄 다릎 얘B 왜 2샘뺑 ;영우
염에 묘핵 1냥 컸아태r lJ웹-서 p 혜에햄용 햄빽아빽 쩔품0] 뼈F뱀얘야 햄다궁l 쥬창환
0

다。 축， ι볍얘끼정책얘 다}할- 불많용 폭력캠임 뺑좀갤흉애 얘료블 과쩡애셔 액뺑 액
황옳 했늠 7]-?' 가 아애2f， 。왜 스리랑카늠 햄액쩡챔얘 E챔행 불뺨에s:， 불구확고Z 폭
력。1 햄째 존재하늄 얘l 왜캠웹 청우자 되었블카? 효 뼈}뱀해얘 햄-다늄 쳤아파 (L뼈~in

2003 , 175) 。
우려불 4느려렴카 얘례애 캡용함 혜야탤으} 과확챔 방법룡애 애환 쩔뺑어}얘 그포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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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용 주장묘릎 표혐햄태~(l뼈~ 2001 ， 3 1)。 때사 앨밟자뺑 p 소핵량커 사례에서 4농며
량카왜 l때행온 총속뺑추아효l ， 햄에챔책용 뽑랩뺑즙:;'01 다。 포표현E 협맹의 웹얼에 빼한

연구블 종송뺑4F빼 중씹을 릎 질품야랴 g 빼급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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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햄용 품 가져 야융빼얘 폼협뺑수 중캡왜 햄구흘 째째행다 a 뿜뺏뾰다x， 폼랩
범수늄 짧져} 츄;척 자농핵-다。 혜캠다1. 혐명왜 뽑언에 X빼함 표l플 7}놓쟁올 묘아채 웹
캡한 。l 야71 률 뺀묘불 첫용 불가용애 7}껴a움 과채때다。 그해나 혁뺑왜 뿔생에 갱l
급구축가 머챔 측정할 만함 효과자 없었놈쩌를 추캠화붉 쳤용 화나~ 용폰품양애해

댐얘볼 수 있놀 질품야다 됨E행， 홉랩뺑츄Z블 짧뺑웹 01 떻얘햄다늄 사싫아 밟핵체

뺑 옐째릎째 폐기처품활 수 없략。 물룡 좀좀뽑쥬二훌얘 햄맹왜 웹면빼 [때햄 멸구불
二X다}토 냥블다 (l빼때02001 ， 32) 。

。빽햄 종솜뻔 gF애써 톰랩뺑수E효 질뿔왜 초챔옳 얘뽑혀놈 뺑햄놓 싫중중쩍 뺑햄
론자율에!왜늄 떠 과핵책빼고 놈빽캡맴 햄二규률 위향 쟁랩 0] 라고 용옳빽째밤~， 0] 륜
빼 문쩨왜주왜 햄二JL(맹robtεm~dlrive때없@없￠빼)훌훌 춤;짧하불 팩1 빼소토응효애카 째때짜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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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는 방법론을 위한 방법론 중심의 연구(method-driven research)를 강조함으로
써 정치학에 대한 대중들의 흥미를 잃게 만든다는 비판을 받는다.
레이틴은 독립변수를 중심으로 한 세 차원으로 이루어진 자신의 과학적 방법론
이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페레스트로이카 진영이 주장하는 방
법론적 다원주의의 필요성에 대해 회의적이다. 결국,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
는 과정에서 어떤 방법론은 실패하여 사라지고, 어떤 방법론은 성공하면서 살아남
을 것이다. 다만, 레이틴은 담론의 중요성에 대해 부연하는데, 자신의 과학적 방법
론에서 담론이 차지하는 위치가 부차적인 것이 아니라, 통계와 이론적 모델링이
현실의 세계와 실재 관련을 갖는 지 여부는 담론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
에 담론과 통계, 이론적 모델링은 똑 같이 중요하다고 말한다(Laitin 2003, 179).
레이틴의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이안 샤피로는 많은 정치학자들의 정치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다를 수 밖에 없
고, 그 문제를 연구하는 방법 또한 다른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한다
(Shapiro 2003). 이와 같은 비판은 수잔 루돌프가 레이틴의 세 차원으로 이루어진
과학적 방법론에 대해 제국주의적 이라고 비판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Stewart
2003, 37). 따라서, 샤피로는 하나의 방법론으로 모든 문제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고 주장하는 것 보다는, 문제를 먼저 제기하고 그에 따른 설명을 찾는 과정에서 알
맞은 방법론을 채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즉, 정치학을 공부하는 학생
들이나 학자들은 문제가 흥미로우면 그 문제가 왜 중요한지를 더 생각해 보게 되
고, 더욱 엄격한 세분화를 통해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를 구분해 내고, 그 다음에 가
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규명하기에 적절한 방법을 찾아서 연구를 진행한다는 것
이다. 샤피로는 이와 같은 순서가 사람들이 정치에 흥미를 갖는 이유, 즉 정치현상
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원하거나 또는 정치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싶어하는 이유
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한다(Shapiro 2003).
샤피로는 방법론 중심의 연구가 스스로의 목적에 복무하는 문제 설정속에서 데
이터를 오용하기 쉽고, 무엇보다도 갖고 있는 도구가‘망치’한 가지뿐일 때 주위
에 보이는 것은‘못’
뿐이라는 비유로 비판한다. 방법론 중심의 연구는 또한 한 가
지 특정 모델이나 이론의 선호에 근거해 문제를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환
원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본다. 실증적 방법론자들이 강조하는 예측가능성에
대해서도 샤피로는 그 중요성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설명되어야 할 문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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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늄 혜축을 램 한 힌챙-댐 .9.J 째 뿔애 P~ 활밟 R팽책 풀쩨왜 중중요/용 o~ 쥬뺑뽑릎 되뭘 려 나-불

7r놓생 흩 째 Z쩍 항q(Shaprro

2002 , 590) 。

λ햄~왜 01 와 짧용 빽훨용 행옳핵 방햄뽑 왜주 (me뼈OO\-drive1l1l)왜 연二톰에 두I체쩌
않고， 01 폼왜춤 (ilieory때ive때)혜 햄:규빼까해 확장햄교l 였다。 λ￥팩효
웹 주왜 햄구조죠 햄二규Ã}자 샌효하늄 략다왜

01 룡옳

뾰 71 해 01 론

중심요효츠 잭술을 뿔해 1빽늄 환웹

주뱀의 폐해 E효3뽑빽 Ãr%롬자 똥혀다。 요릎 ;행치행통。1 나 챙째현상-용 여핵 7뿌1 차
월애해 써슐훨 수 없고포 해술율 횟뺑햄혈 다양한- 뺑볍빽 염옳

iF

없따。 그려나

얘롬왜주확 뺑:규늄 매매 Â}효냐 사쩔어11 t뼈한 1 차척뺑 해슐애얘 햄二륨자~ 해흉캠옐
선호률 표해 1괜다。 o뻐한 쟁효자 불가패해다햄 품져]률 쩔뺑하늄 3과생에서 핵나왜

뺑맴홈。1 나 하다햄 야롬율 주찮챔늄 환원폴2쩍 E왜s:，률 보&엎 것얘 야-매뱀， 다양핸
뺑볍과 빼샘왜 깨a놓챙율 열얘 놓불 엇。1 1:l}짧캠햄 컸얘t:}。
예켈때， 샤펴효는 쩔훔쇄빼얘 선부자 ‘맹뼈협-벼깨-?9 g}놈 주뼈9.1 물용애

‘빼

!

하그표 때흉활 때， 二1 1:에짧용 1남편빼 빼한 짚쩡행 사람융 표로현햄 말앨 추~ 었Jl， 그

뼈왜 아벼째가 캘흉하면 얘 Ã}불 01 렇왜 해야 훨따라고 얄했햄 첫애 때향 애짧잃
휴二E둥 없고” 쩔흩삭 01'*논 λ}햄 2샘 9.J빼에서 그그1휴 7} 말용 뿜분을 뺑좋혀Jl 었릎 쨌
웰 격r.5도 였고， 그X객햄 7r뿜창2쩍 7}좀왜핵율 문.9.J삭흉해 뺑염라5E gX 놓 쳤얼 슈조￡
없 3표， 계쌓 뿜퓨햄 많햄올 젤탱 하겠며-늄 다;짧 앨 축응 료g gX 그l 。 그L갱 왜 유점차훌훌 었놓

힘꼈 재생양해내겠다늄 왜\01 률 효E 활닮궁l 없을 수도 었다끊 뽑다.

선뽑빽 짧용 행마돼 때}많에 따}현!

01

q.양한!E.]며률용 ::J.에 ~불 해프료 따륜 쩔품

율 채1171 핵거} 빨물Jl.::J. 쩔품을 쩔명輔 줄 서호릎 다륜 뺑볍올 쟁각라째 뺑륨다。 측p
첫뺑째 해챔요로뿜댐 그n객불 왜 二X률 사량짧거I 핵었올깨핵i늄 왜품율 자짧 수 없

고. 01 에 혜환 쩔맹용 기}앵확 J;}채행 2객 71 록에l 얘 뺑훌울 수 없율 첫얘다， 뿜뺑쩨 해
4생요로운부터 그얘놈 액 그표얘빽 해?빼째 얄에 뽑좀하채 핵였율까i2}Jl 절품햄다뺑，

01

얘l 때향 쩔맹은 짧벼략캠 뽑챔 o 료부터 나와야 활 쨌빽약。 λil 뺑빼 해샘용 왜 그얘
가 사회캡 확해에해 멜-용 자샘의 햄행옳 좋싫하재 01 햄확3L 었놓해 빼해 뿔율
수 없불떼11. 01 에 qj 햄 쩔 τ행용 햄뽑학캠웰 뽑챔에재 앨율 수 었다。 뼈1 뺑 )Ji~ 해 4핵요끓
$뷰1Sì 왜 그1.1 늄 7}부짱째흘 ~~캡종여l 재생얄해~끊 었블7r B￥ 11 물픔다뺑，

01

철

풀어} 랩핵깨 우}해얘불 0) 더}옳효가왜 햄랩됐껴뼈 쩔뺑애 짧중해야 활 랬애다。 다졌

뺑째 해책용 二l백 7} 결혼셔떻에얘 왜 ::J.험 점핵율 활깨에 얘해 불올 수 었불때표
E뼈맙용 。]해어) 용재한 합혀 2샘 챔뱀아룡을 폼웹핵놈 쪽 01 1;l"다。 얘쨌빨빼 해챔즈호E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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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그녀는 왜 자신의 유전자를 재생산해내는 데 관심을 갖는지에 대해 질문한다
면, 이는 사회생물학적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다(Shapiro 2002, 596).
신부의 대답에 대한 이 모든 해석과 질문 및 설명방법이 비록 연구자에 따라 중
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어느 하나만이 진실이고 나머지는 거짓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방법론 위주의 연구나 이론위주의 연구는 이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하나의 지배적인 해석으로 대체하려는 환원주의의 모습을 보인
다. 따라서, 그러한 시도는 반드시 거부되어야 하는 것이다. 샤피로는 정치학 연구
가 문제위주로 진행되지 못하고, 방법이나 이론 가운데 하나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미국정치학계에서 보여지는 정치철학과 여타 정치학 분야와의 분리
즉, 규범적인 이론과 경험적인 이론의 분리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Shapiro 2002, 589).
오늘날, 규범이론과 경험이론의 분리를 통해 정치철학자들은 규범이론에 대한
독점을 선언하고 있고, 실증적 정치이론에 대해서는 다른 정치학자들에게 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결과 규범이론가들은 서로의 이론을 비평하는데 너
무 많은 시간을 쏟으면서 마치 자신들 스스로가 적절한 정치학 연구의 대상이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경험적 정치학 이론가들은 방법론적으로
추적 가능한 문제에만 집중하면서 시대의 중요한 질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상
대적으로 무감각하다. 샤피로는 이렇게 나누어진 두 분야의 연구가 대중들의 정치
학에 대한 흥미를 잃게 만들면서 같은 분야의 동업자들 말고는 누구도 관심을 갖
지 않는 정치학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한다. 결국, 샤피로의 주장은 이 두 분야는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경험 연구 없는 이론적 야망은 공허하고, 이론적
야망 없는 경험 연구는 맹목적이다.”
라고 말한다(Shapiro 2002, 605).

IV. 미국의 방법론 논쟁과 한국의 현실
샤피로와 레이틴의 주장은 문제 위주의 연구선호와 방법론 위주의 연구선호, 방
법론적 다원주의 지지와 세 차원으로 이루어진 과학적 방법론 지지라는 두 가지
점에서 확연히 다르다. 샤피로를 중심으로 한 페레스트로이카 진영의 주장에 더
공감을 표시할 지, 아니면 레이틴을 비롯한 실증적 방법론자들의 주장에 더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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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표A1 헬 해늄 쩡체햄-차에 따라 왜쟁얘 략률 Z갱어다。 따-뺑。 펼자늄 확폼빽 À}￥F앓
학품확 볕광챔얘r.}놈 측맴해얘 핵느 함 업뽕왜 얼뺑챔햄 퓨위확。 01 우빽률 빼땅g
호뭉 행 꽤육 강짧웰 쥬L없왜 Jí~생양에 C째해 재쟁얘꺼내~ 쟁쟁 쩔콰라.::ïl 햄검를밟겨，1 ~

R캘화71 }j효다불 왜 E돔2캠엎 채업올 훔햄 꿈형왜 압도햄 01 훨요해봐훈툴 랩에불 흉빽한E때-。

빼국gJ 뺑햄홀 폼쟁올 웰국왜 협싫어] 벼추얘 $용깨 우}해쩌플 몇 가째 앓그l 햄해

7}O]: 활 사실 01 었다。 우캡。 輔뼈호훌훌빽카 챔영왜 추정?해 해챔햄캠 뺑뺑롬융 똥
웰해얘 쩔중2캡 뺑뽑륜왜 째우}릎 돼처}하쨌다늄 쨌 01 아냐라릎 점아다。 측 p 싫총쩍
방뺑폼으3 해채5:.냐를 해쩍학캠 뺑t짧룡왜 해째묘E다효 E꽤체하핵 !f 막릎 지뼈훌 얘
뽑겠다용 것여 o}나

:;휴 뺑웹풀율 효종햄했 다양행 뽕볍 홈 01 서로 흉흉하해 콩종

활 수 었얘야 행다늄 컸 01 패례Il~느흘효중아카 캠영왜 ￡F쟁 01 대r. 01 렇빼 뾰뺑 빼l 빽햄

왜 주쟁묘긍 해챔량쩍 뺑-뺑룡맑 훨챔 , 륙학 햄혼운 품샘확 중요성올 엔;정확3표， 그 l째용
율 À}신빼 과확캠 1량볍룡 좀에 ~훨확:rr용} 째몽하효1 su 채 빼훌때 묶도 으휴짱왜 해려
71ι 뺑묘사 멸다고 활 수놓 없벼。

그램에훌 불구짧꿈， λl5조왜 실채 치ooH옳다 벼 생각화거} 페해11::::노홉로01 1'} 논챙어
전행 Q :rr 있늄 첫용 얘 훈E챔여 쩡핵햄 뺑二규 팽「랩흉왜 j유떻 ;표 7Z}해훌

u:}-^J7] 멜다

블 햄생챔뺑a과 .iil꽤과챔， 교수충원? 햄슐짧져왜 햄짧햄 흉올 물웹짜궁l 。 홍용뺑밟채
해}거11 2\표바률 장약웹- 설중램 뺑뽑혼용자률애 ￠때행햄， 햄4앓하왜 소왜 B얘줌￡ 었놈 해샘핵

2액 뱃f~홉폴자톨왜 쟁좀옳 햄 루챙올 하후l 었다늄 점얘1 였‘따 a 측 9 똥g챙~ 샤쭉01 :;정
핵확 뺑규l확 첼켈짧률 우}햄 멍-뺑론왜 챔토 펼요/생얘 λf 뼈}훗됨 첫 01 야i나많， 뺑쩍생

폴울 중심￡로 형성훨 정체햄껴뼈 휴셉햄 뿔끊형옳 재;앓하71 웹해 쌓E꽤방옳 함2갱
앓운ξ 것얘l 채 빽롯돼었 71 tl재품얘 양 캠햄얘 더욱 뼈타2샘 3농로움 뼈}훨과 뺑액~ 훈ξ 배률
장짧하고 있、늄 첫핵벼-

따t!.}책 p 꽤렘소동효 o11} 째-^]-^}률확 률애꺼내 월￡얘용l 놈 따츄햄에 왜했 품끔그왜- 좌
캘， 콩2꾀쩍햄 뺑액 풍왜 샘 Z￥썽을 우해냐라왜 정째학자물얘 그tl-l 3중 놈二껄 펼요늄

없애 .!2..씬다@ 햄E￥확 정치학겨l 늄 뺑뺑훔율 71 훈요로 애￡二 햄중중아 빼따Z캠앵 우우}률

보얘채나， 얘를 바탕요효 상해뺑011 빼향 국뺑캡뺑 빼채 7} 없다고 뾰빼째 -^1 않71

g챔품야다。 요하려 9 껄증캠 뺑랩폼에 때햄 선구캠앤 소7~ 왜 옆구생짧(행추햄 1989;
젊재햄 1993) 얘닮 불구하그표 9 아챔 아 뽑

총뽑활 정표E호품 활행짧 $혜쩌 않였다블

￡二햄 에 고， 핵챔 햄2샘 뺑법홉에 7}빼용 사생 \l:l]후묘청해 , 얘 뽑불얘 흉빽 훈툴문용 햄뿜
정체햄햄$용 작 호에} 낙 EF 많아 싫빽끊 었블 첫여 야생

하늄 L 짧얘 률 정묘긍야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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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문제 위주의 연구를 선호하는 정치학자도 나름대로 목소리를 내고 있
고, 방법론 위주의 연구를 선호하는 학자도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 또한 실증적
방법론을 선호하는 학자도 당당하게 존재하고, 해석학적 방법론을 선호하는 학자
도 당당하게 존재하는 상황은 미국과 비교할 때 훨씬 낙관적이다. 굳이 따지자면,
한국의 정치학자들은 방법론적 유사성 이외에도 연구주제와 개인적 인연 등 여러
가지 준거에 따라 다양하게 모인다. 따라서, 방법론이라는 단일 기준을 중심으로
형성된 미국 정치학계의 극단적인 불균형은 한국의 현실에서 걱정할 일은 아닌 것
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의 방법론 논쟁에서 지적되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측면, 즉 정
치학이 왜 현실문제 해결에 무력해지고, 대중들로부터 흥미를 잃어가고 있는가라
는 문제는 한국의 정치학계도 똑 같이 고민해야 할 사안이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
가 알고 있는 한 가지 대답은 서구 정치학의 이론과 방법론을 한국의 현실에 곧바
로 적용하는 데서 오는 부조화였다. 안청시 교수는 이미 1987년에 서구의 이론을
준거로 한국의 현실에 대해 초사실적 일반화를 시도하는 위험을 지적한 바 있고
(안청시 1987), 김홍우 교수는 서구에서 만들어진 방법에 맞추어 한국의 정치현상
에 접근한 결과를 생활세계의 식민지화라고 표현한 바 있다(김홍우 2000).
이를 극복하기 위해 문승익 교수는 주체적인 실천지향과 문제해결 노력에 초점
을 맞추는 자아준거적 정치학의 필요를 강조한 바 있고(문승익 1999), 김석근 교
수는 진정으로 성찰과 전망을 원한다면 애매한 추상성에서 머물지 말고 과감하게
땅위로 내려와서 세속의 살아있는 언어로 솔직하게 논의하고 계속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석근 1997). 정윤재 교수는 또한 의미있는 삶을 추구하는 생활 정치에
대한 학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정윤재 2005).
이들의 지적은 주어진 방법과 이론에 근거해 한국에서 추적 가능한 문제를 선택
하여 연구하는 이른바 방법론 위주와 이론 위주의 연구가 갖는 적실성에 대한 비
판이고, 이 경우에 나타나는 정치학의 추상화와 궁극적인 빈곤화에 대한 비판이
다. 따라서, 우리 현실에서 중요한 문제를 찾아 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
법과 이론을 구체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이들의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다.
필자는 이러한 주장에 대체적으로 동의하지만 이 주장을 보완하기 위해 두 가지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는 지구화에 따른 국민국가 사이의 불가피한 교류 증가는 우리나라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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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반대하지 않겠지만, 그것이 인간의 삶과 사회를 향한 의미 있는 질문인가
에 대해 대답하지 못하는 시도는 정치학을 왜소화시키고 빈곤하게 만들기 때문이
다. 한동안 방법이나 이론의 충분한 뒷받침 없는 거대담론을 정치학이 제기하던
때가 있었다. 그러한 시도가 정치학의 장기적인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 것은 아니
었지만 그래도 그 때에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는 있었다. 실증적 방법론은 이와
정반대로 정치학을 사람들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져 가게 만들면서 동시에 우리 사
회의 지배적인 기존질서를 기술을 통해 정당화해 주는 부차적인 역할에 머무르게
만들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해석학적 방법론을 선호하는 학자들도 정치학이 대중들의 관심으
로부터 멀어져가고 있는 현실에 대해 책임을 느껴야 한다. 특히, 정치사상을 전공
하는 학자들은 이 분야가 실용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취직에서 불리하다는 주장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순전히 텍스트 분석에 집중하는 사상연구
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지만, 모든 정치사상 연구가 이렇게 진행되는 것에는 반대
한다. 필자는 정치사상 연구가 가능하면 정치사와 함께 가야 한다고 믿는다. 정치
사상에 관한 연구는 때로 다사다난했던 그 시대의 파장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
채 평온하고 건조한 추상적 그림에 불과해 질 때가 있다. 정치사에 대한 고려가 없
을 때 이러한 현상은 두드러진다. 마찬가지로 정치사상의 고려 없는 정치사의 서
술은 시대를 고민하고 새로운 체계를 건설하려는 인간들의 숨결이 빠진 채 즉자적
이고 무미건조한 사건들의 나열에 그칠 수 있다(김남국 1993, 31).
많은 정치사상가들은 자신의 시대가 당면한 중요한 질문에 대해 이론적 정당화
의 근거를 제공했던 고급 정치평론가들이었다. 그들의 연구는 당시 사회가 당면한
중요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핵심적인 논리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가장 실용적이었다. 사상이 곧 텍스트의 논리적 일관성을 규범이론의 차원에서 따
지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마치 자신의 저서가 곧 정치학 연구의 중요한 대상
이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고, 이러한 태도는 정치학을 대중의 관심으로부
터 멀어지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된다. 그 시대의 중요한 질문으로
부터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제기한 명제의 논리적 일관성과 우월
성을 증명하려 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 학계에는 이미 시대
로부터 사상을 읽어내는 좋은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박현모
2001; 장인성 2002; 정용화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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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밟 핵해에묘긍 용료률왜 짧사률 통해 볼품거}째률 껄정화륜 핵열햄 ;쟁갱생 01 ^1 캡-햄
였다불 접용 옆구추체}와 뽕뺑룡얘랴늄 두 휴뺑에서 협자 2쩍햄 변확훌 7}져옳 쨌요
로 밟뺀다。 따면-。 샤캡빽 Al y.~옆얘 모품 학슐뽑째 7} A}챔쩍언 뭘웹왜 챔생산 빼빼

11 줌올 꼈채 S래뺑， 전핵 채릎옮 불문뾰다불 행청함 형쇄옳 따료그l~블 도F루 딴챔
함- 논뿔옳 양산밟해 훨 7}융생얘 었고 g 뺑·gF 효행째 뼈햄 다얘 쩡척햄-용 채뼈없해
A1 혹1 ， 끼쟁해핵A}률쪼차.5é. 싫렸다블

싫뺑 확엠활 뽑 액무훌 :그 폼품플율 읽지 않

놈 쟁향에 생껴날 수 었다.

헥』

『매

뿜』
힘

따
쐐덩

i

쟁정엠。 깅004. If해구중심추햄률 랩해셔』。 새옳: o}5'}옛。
김많쭉，

1993.

Ii'뿜혀웹: 혐맹파 뺀혐명E1 A}얘』。 λf 옳: 품햄과 지생사.

검앞국。 2005. 쟁계왜 사멜: 뿜빈곤뿜자왜 E광챙흉채블 챙닿한가t If향국파 국채정체』
21 웹 2호 a

캡챔급。 1997 。 “주변쁨 째샘엎왜 혐워외얘과 차7] 창체쟁。‘9 향쭉;영체핵회 햄Ii"햄국왜

쩡치학: 혐행과 햄양』。 서옳: 뺑풍사。
갱홍뽑。

11혔짱햄과 정해첼햄』。 얘옳: 풀학과 A1 생사。

갱생;Aij 환。 1993 ， “투표창빽왜 합뽑2샘성。" 11핸국과 국져1 정쩌 JJ 9뭘 I효。
품좋약。 1999. If자。}출채 2쩍 정치핵빽 모잭』。 얘옳: 요륨。
빽뺑햄

2002 ,

IJ핸국

1950:

챔쟁꽤 평화』。 얘울; 나남。

빽혐조표。 200 1. IJ청왜가 정종Jj. 채옳; 증용륜햄사.
해똥만。 2005. IJ홉쪼쟁 사회추왜처째 성랩사 1945-1961.!] 。 서윷: 쟁뺑。
용효철 .2003. IJ현때 행국챙해

엎-청샤.

1987.

:

여론과 맴사 1945-2003.!] 。 얘옳: λ}햄평롬。

“핸국정쳐햄-왜 활전팩쩨왜- 명향모색。” 향국쟁치핵회 훨

론』。 얘울: 뺑풍사。

IJ햄해행국쟁쩌

미국 정치학계의 방법론 논쟁에 대한 소고�247

임혁백. 2000.『세계화 시대의 민주주의』
. 서울: 나남.
장인성. 2002.『장소의 국제정치 사상』
.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정용화. 2004.『문명의 정치사상: 유길준과 근대한국』
. 서울: 문학과 지성사.
정윤재. 2005.“정치평론과 한국민주주의.”한국정치평론학회 춘계심포지움 발표논문.
최장집. 2002.『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 서울: 후마니타스.
황수익. 1989.“사회행위의 의도되지 않은 결과, 기능적 설명, 그리고 개인주의적 설
명.”
『한국정치학회보』23권 2호.
Brady, Henry, and David Collier. ed. 2004. Rethinking Social Inquiry: Diverse Tools, Shared
Standards. Maryland: Rowman and Littlefield.
Easton, David. 1969. “The New Revolution in Political Scienc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3, No. 4.
Flyvbjerg, Bent. 2001. Making Social Science Matter: Why Social Inquiry Fails and How It Can
Succeed Agai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Jacobson, Kurt. 2005. “Perestroika dans la Science Politique Americaine.” L’Economie Politique.
No. 26. (Sommaire 2005).
Jeffrey, Friedman. 1996. The Rational Choice Controversy: Economic Models of Politics
Reconsidered.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Kasza, Gregory. 2001. “For an Ecumenical Science of Politics.” A Paper Posted on the Yahoo
Group of Perestroika.
Kasza, Gregory. 2002. “Quantitative Methodology vs Methodological Pluralism: Reflections on the
Files of Recent Job Applicants.” A Paper Posted on the Yahoo Group of Perestroika.
King, Gary, and Robert Keohane and Sidney Verba. 1994. Designing Social Inquiry: Scientific
Inference in Qualitative Research.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Laitin, David. 2001. “The Political Science Discipline.” A Paper Presented in APSA Annual
Conference, San Fransico, September 2001.
Laitin, David. 2003. “The Perestlokan Challenge to Social Science.” Politics & Society. Vol. 31,
No. 1.
Libby, Ronald. 2001. “Comments by an Alienated Political Scientist.” PS: Political Science and
Politics 34, No. 2.
Monroe, Kristen Renwick. ed. 2005. Perestroika: The Raucous Revolution in Political Scienc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Morrow, James. 1994. Game Theory for Political Scientist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ion-Berlin, David, and Dan Cleary. 2005. “Methodological Bias in the APSR.” in Kristen Monroe.

241용

헌-국짧째열:륨

쩌i 때짧 JCil1 훌

ed., Perestroikα: Th e Raucous Reν'olution in Political Science. New 묘aven: Y3lle Umversilty
lPress。

Ragin, Charles. 2000.

정ISetS，θ cial Science.

Sclhw뼈z-Sh없， lPere뺑때e.200L “Cm남C때lar

ru1l때

M없뼈뼈gs of lPolli뼈cru

Crucago: Urnversity of Chlcago。

Vïsions:

Doctor빼

Progranm

Req빼emeαts， Offe빼gs，

Sdence." A lPaper Presentedl lllfl AlPSA Aml뼈1 Cünference, Sru1l

1Fr3Jl1sico , September 2001 。

Sclhwartz-Shea, Peregrine, andl Dvora Y3Jl1OW.

21002。

“ Readling Methods 1fexts: How Research

Metlb떠s 1fexts Construct PoHtkal Sde뼈lce，" Pθlitical Reseαrch

Shapim, Kalfl , amJl DOl1l aldl

Gree때。 1996.

-nrM""""

/,

J애椰li뼈tions j，α PoliticαI Scienεe.New 떼mven:

Shmpiro, 빼。

1f.>

빼 Rational

Quarrterly 55, No. 2。
Choice

A

Crit뼈ue

of

Yrue Universï때r Press。

2002。 “lProblεmS ， Me뼈Q때s， ru1ld Ihεo매없 빼 뼈eS뻐dly

of lPo뻐뼈CS or: Wlhat’ 5 Wrong

with lPo뼈때cal ScÎem:e 3Jl1dl 재'hat to Do aboutαI Theθry 30， No.4.
Shapmα I없1‘

2Û03. "The lP。때tlC띠 Scie때ce Dïsdpline: A Comment ün Dmvid Lílli때n’ s Propos빼."ïn

Edwardl Mansfield and Ri chard Sisson. edls. Political Kn에1Jledge and PU없Uc

lnteresî。

Columbus: Ohio St!te University Press。
Shapiro, b때， 없d Rogers lVt Smiili ru1ld larek 1E. Míl\Soudl. 005. 2004. Problems and Metho뼈5 in the
Stμ얘yof Politics. Cam빼dge:C때ìb때dge Universilty lPress。

Stewart, Sharla. 2003. "lRevolutiolll from Wîthin: Perestroika Comes
Uniν

ofChicαgθ !yj[，α95， No.5。

tα

Political

Science。’9

미국 정치학계의 방법론 논쟁에 대한 소고�249

ABSTRACT

Perestroikan Challenge to American Political Science Society

Nam-Kook Kim |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American debates on the methodological hegemony of the quantitative
approach in the field of political science. Since October 2000, a group of scholars have raised
serious questions regarding dominance of the positivistic methodology such as mathematics
and game theory in political science of the U.S. They blamed quantitative methodologists for
the incapacity of political science in solving real world problems, thus, for eventually losing its
popularity. This paper explores detailed contents of the so-called Perestroikan movements and
the grounds of their claims centering on Gregory Kasza’s arguments. This paper then reviews
criticism of David Laitin against Perestroikan movements and the re-response of Ian Shapiro
against that of David Laitin. While Kasza emphasizes the need of methodological pluralism,
Laitin argues for the superiority of an integrated tripartite method of his own. In contrast,
Shapiro stresses the importance of problem-driven research, criticizing both theory and method
oriented approaches. This paper concludes with a discussion on the implication of these
debates for Korean political science society in terms of intellectual pluralism and academic
progr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