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치학의 형생과 역사척 전깨과정:
대학제도 변화와의 판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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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독일에서 정치학적 연구주제들온 쭈로 업학 ， 정학 역사학 사
회학에서 다루어졌다 독립 운과학운으로서 정치학은 2차 대전 이후 미국의
엉항하에 독일대학에 도입되었다 정치권력에 의한 정치학의 갑작스런 훌현
은 학지들 간의 동쟁괴 알력올 초래하였디

1950년대의 정치학의 독일어

번역을 둘러싼 논란과 경험적， 서숱적 연구징향과 청학적， 규엄적 연구정횡

간의 대립‘ 미국 사회과학의 영함으로 등장한 정치학의 앵태주의적. 과학주
의적 연구정향율 둘러씬 70년대의 정치학 앙법혼 논쟁은 그 예이다
정치적 변화에 가장 민갑현 학운인 정치학온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된 방

업론적 논쟁에 자주 휘일힐 수밖에 없다 독일의 정치적 연회외 이에 따른
대학제도의 변화는 정치학이 지녀야합 혹성과 타학문과의 관련성 . 정치학의
방업론적 근거에 대한 논쟁을 지속적으로 불러 일으켰다 세계화의 압력 하
에서 진행 중인 볼로냐 프로세스에 따를 대학제도의 급격한 번회는 전용적

인 통합적， 철학적 연구징향과 경험주의적. 전문화된 사회과학화의 연구정
향 간의 갈등용 야기했다 오늘날 독일 정치학온 새로운 위상정립이라는 도
전에 직연하고 있다 이는 비단 독일 정치학민의 과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주
옥휠필요가있다
주제어

독일 정치학 미국 정치학 ， 정치학의 정체성 세계화 대학제도의

변화

이 논문은 2007년도 정부재원(교육인척째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요로 한국학술진흥
재단의 지원올 받아 연구되었옹 ( KRF.2007.321.BlXXXl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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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연구의 의의와 대상
독일 정치학의 역사와 전개과정에 대한 연구는 한국 정치학의 발전을 위한 학문

적 성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한 가치가 있다 하지만 독일 정치학의 역

사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독일 정지학의 역사에 주목하는 것은 독일과 한국의
역사와 정치학 발딸과정이 유사한 점이 많다는 것이며， 이정에서 독일 정치학의

역사는 한국 정치학의 발전을 위해서 매우 유용한 연구주제라 할 수 있올 것이다
독일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2차 대진 이후 미군정을 경험하였고 미국의 영향 아래

서 분과학문으로서 정치학은 양국에 수입되었다 그러고 양국은 분단국가로서 정
치학의 이념척 논쟁올 경험하였으며

현재 세계화의 앙력 하에 대학개혁을 추진하

고있다

독일에 수입된 분과학운으로서 정치학은 독일의 전통적 정치학 연구방법과 학

제와의 갈둥을 초래하였다 독일의 학문전통에샤 갱치적인 것에 대한 연구는 역사

학， 철학 법학의 영역에서 주로 다루어 졌으며， 국가학척( Staalswissenschaft) 전동
이 강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때문에 정치학은 1 954년에 가서야 독럼적인 학
문으로서 등장하게 된다 수입 학문으로서 정치학은 정치학의 독일어 번역문제로
부터 시작된 논쟁으로부터 전봉적인 정치학 연구방법 인 규법적， 철학적 연구와 새
로운 경험객 연구 간의 논쟁으로 이어졌다 그러고 대학재도의 변화에서 추통된

70년대의 정치학 방법흔 논쟁으로까지 이 이 진다 70년 대 의 논쟁은 과거와 달러 보
수적， 진보적 갱치학 간의 이념적 성향에 따른 논쟁이었다 독일 정치학의 방법론

과 정체성을 둘러싼 E거운 논쟁은 결국 1983년 학회의 분렵까지 이어진다 그리
고 오늘날 세계화의 영향력 아래 진행되는 EU의 폴로냐 프로세스 ( Bologna Proces s)

에 입각한 니l 학제도의 개혁은 독일 정치학의 또 다른 댄화를 유도하고 있다

1)

독일 갱치학과 한국 정치학은 유사한 정로를 밟아 왔다고 불 수 있다 한국 정
치학의 발전과정은 구한딸의 정치학의 진사(前잊)시기

모색기 ( 1 953 - 70 )

제도

1) 환로냐 프호세스에 따른 지금까지 의 유업 대학제도 개회의 전개과정에 대해샤는 Der

Bologna- Pro7..ess." www.bmbf.dι'dcJ3336.php겉 깜조 볼로냐 프로세스의 내용에 대한 개
요는 3.3장에서 후술함

독일 갱치화의 엉성과 역사적 전개파정

화기(1 97 1 - 19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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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주의기(1 980 - 1 99 1 ) ‘ 포스트 띤중주의기 ( 1 992 -) 5기 로

나눌 수 있다(손호철 2α)6， 103- 124) 독일 정치학의 경우 2차 대전 이진의 시기까
지의 전사(前씻)， 50년대 의 정치학의 수입과 모색기， 60 - 80년대 제도적 확립과
이념적 분화， 90년대 이후의 세계화의 압력에 대한 대 용으로서의 대학제도의 앤화

를정힘하고있다

물론 양국의 정치학의 발전과정은 구제적인 영역에서 차이성을 보인다 일제에
의한 과거의 학문적 전통으로부터 강제적인 분리를 경헝한 한국의 경우， "1 국의
영향 아이1 수입된 정치학이 초래한 전흉파의 단질은 독일보다 훨씬 격열한 것이있

다 따라서 전통적 정지학과 근 대 정치학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근대로의 자세적

인 이행을 성취한 독일의 경우와는 다르며 훨씬 복강하고 어려운 문제와 할 수 있

다

2)

또 다른 차이점으로는 독일의 경우 정치학의 이념적 분화가 68운동을 기점으

로 60 - 70년대 진행되었고 정치적 제도적 방법흔적 차이가 학회의 진문화 경향

과 더블어 학회의 분웹 학파와 학풍의 형성으로 이어진 반면 한국의 경우 87년을
기정으로 이념적 문화가 진행된 점

그리고 학회의 문립이 전문화와 지역 화에만

기초하고 있다는 짐을 들 수 있다 ))
봉 논문은 중세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독일 정치학의 역사를 그 시대적 11\1

경으로 한다 그리고 독일 정치학의 역사와 독일 대학제도 엔화의 관계를 한국 정
치학계에 소개함을 그 옥적으로 한다 그러므쿄 독일 정치학과 한국 정치학의 딸

선과정에 대한 세한적인 비 교연구‘ 논문의 성격상 이 론적 운석보다는 서술적 소개
의 성격을 갖는다는 한계가 있다 4) 본 논문에 서 최초로 시도되 는 독일 정치학의
역사와 방뱀론 정채 성 논쟁 에 내한 연구는 최근 학문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한
국정치학에 내 한학문적 성찰에 기여쌀수 있을 것이다 5) 특히 전통적인 독일 학

2)

구한맡 유길준과 현체에 의한 서구 정치학의 소개는 한국 징지학의 따 æ 로 윤 수 있다

그 러므로 한국에서 근대 학문으로서의 갱치 학의 웅장은 1946년 서울대 정치학과의 설
립부터악 할 수 있다(집계수

1987 , 4)

3) 신보적 소장학자뜰에 의해 1 987년 갱생원 한국정치연구회 틀 정치적 깨도직상법흔
적 차이에 기초한 학회의 분립으로 상 수 있다 그러 나 한국갱치연구회를 기존학회에
비교해 판 매 %년대 중반 진보정치 이넘의 쇠퇴 。|후 특히 그 영향력파 역항이 미미
하다는 정에서 본문에서 >i1외하였다

4) 이러한 한계는 필자의 능력의 한체와 지연상의 한계에서 비 훗된다

5) 연 구경헝의 소개는 경판에서 후숨함

218 한국정치연구 제 1 8집 저12호 ( 2009)

용과 수입된 신학문으로서 정치학올 둘 러싼 독일 학자들의 논쟁과 정치상황의 연

화에 따른 대학제도 개혁에 대한 방법론적

철학적 논쟁은 한국 정치학의 정체생

수립과 학회 대학교 연구기관을 비 롯한 고퉁연구 기관들의 제도적 발전올 위한
지적 반성의 밑거름이 될 수 있올 것이다

독일 정치악의 前史

11.

1 18셰기까지의 정치학적 전통

독일에서 정치학적 전통은 중세의 토마스 아퀴나스의 정치적 저작까지 소급훨

수 있다 물흔 독일이라는 민족국가는 1 9세기에 비 로소 퉁장한 현상이므로 토마스
아퀴나스와 독일 정치학이라는 용어는 엄밀한 의미에서 같이 쓸 수 없다 그러므

로 아퀴나스의 사상은 독일 정치학의 전사(前없) 라는 측연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다

중세의 제후들이 중심이 된 정치권력은 국가적 공동채에 속한 구성원들올 어번
조화로운 통일성 속에 귀속시키는 역할을 한다 정치학은 이러한 권력자들의 올바
른 직무수행의 충고자로서 적법한 권력행사에 대한 이론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
다 즉 제후와 그들의 후계자들의 교육서 (Fürstenspiegel-Literatur) 역할올 갱치학이

주로 하였던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토마스 아려나스가 키프로스 왕에게 헌갱한
저작

De regno ad regem α'Pri {키프로스 왕국의 통치에 대하여)를 들 수 있다 교육

서로서 정치학은 크게 두 분야로 나뉘어졌다 켓째 분야는 적법한 통치에 대한 이

흔적 모텔이었고 둘째 분야는 올 바른 지도자의 이상적 모델에 관한 역사적 예 들
이었다이
증세의 정치학은 아리스토텔레스 저작의 재명가 및 부활과 관련이 김다 아리 스

6)

제후괴육서 (Fürstenspiegel- Li leratur) 로서 정치적 문헌의 저자의 예는 다옹과 짙다

Reinhanl Lnrich(? - 1556) , Wolfgang Se idel(?- 1633 J. Jacoh Om뼈alius( ? - 1570 }, Konrad
Heresbach(l 496- 1576) , Manin Mollcr{I463 - 1477 }, Francìscus Husman 띠， Georg Engelhanl
von Löh neyß{? - 1624 1, Wilhelrn Adolfvon Fe iSl 따키아엘리의 r군주흔J도 이 범주에 릎
어 간다고 올수 있다

독일 정치학의 형성과 역사적 진개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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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탱레스의 저작들은 11 세기 후반 이후부터 설립 된 유협의 대학들에서 강의의 일
반적인 표준이 되이 있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은 마그누스 ( A. Magnus) 와 파

펴와 펼른의 도미니크 수도회에서 가르쳤던 아퀴 나스에 의해 서유럽에 널리 알려

지게 되었다 기 아퀴나스는 중세기 동안 무시되었던 정치적 동물로서 인간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올 기독교책 국가론 통치론과 결합시컸다 아해나스는 인
간은 정치적 공동체플 통해서만이 자신의 필요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고， 자신
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아쾌나스는 정치에 보다 적극적이

고 긍갱적인 기능융 부파했다

8)

정치는 인간의 타락에서 비 롯된 필요악이 라는 아

우구스티누스의 부정적 관정올 넘어 정치는 인간사회의 핑수적인 기능으로 이해

되었다(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공저 때6.47-51 ).9)

7)

아리스토텔레스의 r정치학」은 앨기에의 도미니크회 수도사

Wilhelm

VOIl

Moerbcke

(1 2 1 5 - 1 282) 에 의해서 최초로 그리스어에서 라틴어로 밴역왼다 아려나스는 아리스토
탤레스의 r정 -'1 학」융 비 릇한 당시에 엽수핀 전체저작올 라틴어 로 밴역하었다 이릅

ùR

경으로 1 4Al1 기에 드디어 대학에서 정치학용 독립객 과목으로 퉁장한다 그러나 직업척
학문으로서는 아니었다 칙영 지향척 갱치학온 이후 판료제의 퉁장과 해훌 같이 한다
8) 아퀴나스의 。}리스토탤레스에 기반한 갱치에 대한 새로운 이혜는 근대 정치학의 여영
으로 이해훨 수 있다 신학자인 프란시스 쇄피는 아려나스 사상이 갖는 근대생 올 은총
의 영역에 대한 자연의 장식으로 파악한다 아퀴나스는 갱치훌 옹총으로부터 독립적으

로 인식하는 시안정 용 염었다(쉐퍼 1997. 17- 18) 이러한 이유 때문에 종교개혁자틀용
아퀴나스에 반대하여 다시 아우구스티누스로 툴아가고자 하였던 것이 다 흑 루터는 갱
치새계에서의 인간의 성향은 동물적 충동과 자연적 행동으로 향한다고 하여 아리스토

헬레스적 정치판융 비판하였다(스트라우스

크랍시 2007 . 28) 아해나스는 X샌의 의

도와는 무판하게 사상적으로 근대성의 여영용 여는 역할올 하였다 즉 스할라 철학의

대가 아퀴나스는 르네상스로 가는 길용 연었댄 짓이다 아퀴나스에 의한 아이스토엘레
스 젤학의 부싼옹 이 길흉 향하는 이정표 역할용 하였던 것이다

9)

Münkler의 아퀴나스 갱치학과 아려 스토땐레스의 관영성에 대한 서술은 서유럽에 아리

스토텔레스의 전숭에 중요한 역할올 한 이숱함 학자들융 배재하고 있다 플라통보다 아
리스토헬해스표 종시여겼던 네 스토여우스교파인 시리아인틀

학」올 출간한 Kindi와 (873년경 사망)

r아리스토텔레스의 신

아리스토앨래스의 서유럽 천숭에 대한 Ibn

Sina (98O - I037 ) 와 Ibn Rus벼 ( 11 26 - 11 98) 의 운영한 공헌에 대해서 는 알하고 있지 않
고 아리스토엠레스판 Magous와 Aquinas와 직접 연결시키고 있다(러생

1995 , 573-

580) 이 슬랑 사상가등의 영향력에 대한 서숭은 이슬람권과 기독교 문화권의 갈둥이
존채하고 있는 상앙에서 더욱 옐요하다 유럽의 근대 를 견인한 르네상스 운동에 。l 슐랑

깅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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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기 후반 무렵의 종교적 분열， 세속화 인본주의

개인주의의 영향력은 정치

학에 새로운 임무를 부과하였다 새로이 둥장한 정치학적 테 ot는 권력파 지배， 국
가와 주권 안전과 지 배 등이었다 지 "11 질서 자연법에 기반한 국가이진 상태의 시
민권 영적 질서와 세속적 질서의 역할관계， 저항권이 주요 질문대상이었다 독일

전통에서는 알투시우스， 프랑스에서는 보냉‘ 네댈란드에서는 그로티우스가 대표
적인 학자이다 다른 한면 정지적 자운도 징치악의 증요한 역할이었다 그러 나 세

후교육서의 저자들과 달리 새로운 충고자들은 지 ull 자의 덕을 우선시하는 대신 지
배의 안정성과 국가의 번영 을 우선시하였다 당위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중시한 마키아엘리의 현실주의가 대표적인 에이다 그는 신학과 도덕철학으로부
터 정치 룹 해앙시컸다 16. 1 7세기의 마키아엘리 즘의 성공은 마키아밸리흘 권릭의
기술자로 해독함에 있었다 써|후의 조언자들은 국가형성에 있이서 폭력의 집중을

목표로 하였고‘ 또한 국가이성이라는 기준에 기초하고 있다는 정에서 이뜰도 마키
아엘리처럽 권력 기술적인 문제들에 직연하고 있었다

독일에서는 콘링 ( H .

Conring) 과 알투시우스가 따키아멜리의 진통에 속한다. 알투시우스는 1 6 1 4년 출간
왼 저 서 Die PoJitik. Eille melhα'lische Darsrellu lIg mil heiligell
illllsrrierr ( 정치

d welllichell Beispielen

1I1l

성스러운 예 세속적 예를 통한 방볍론적 서술) 에서 정치용 인간

을 세우고 돌보며

공동시1 적 삶의 보존으로 인도하는 기술로서

인간의 공동체적

삶에 필수 불가결하고도 유용한 것을 보증하는 기슬로서 정의한다 이런 공동체적
삶의 보중이 국가이며

국가는 주권. 영령권

최고 판결권‘ 입법행위에 의해 특정

지워진다 정치를 기술로서 도구씌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정에서 암투시우스
의 정치에 대한 관점은 마키아엘리와 함께 근대적 갱치관을 공유한다 그러나 진
자는 마키아벨리와 당려 주권을 배타적으로 인민 (Volk) 에게 있다고 본정에서 후

자와 차이를 보인다 마키아엘리의 전통은 또한 제국의 헌법을 새로운 주권론의

관접에서 다룬 일련의 시도로 이어진다 주권론과 국가헝태혼에 대한 이론을 현실
과 제국헌법의 역사적 전개와 통합시키려는 시도는 범죄와 형법학. 검열정치

교

회정치， 종교정치 행정 조세권， 재정학에 대한 관심을 일으켰다， 이런 변화는 전

의 영향력을 서술함으로씨 양 문영 간의 갈퉁이나 불연요한 객대강을 해소하는 데에 기

여 릎 할 수 있올 것이다 유렵 시민의 상당수가 이슬랑 이민자동인 헌실옹 고려하인 더
욱그러하다

옥일 정치학의 형성과 역사척 선개파정

깅1

통적인 대학의 정치교육 시스댐을 붕괴시켰을 뿐안 아니라 이 제도의 용호자들에

게 서1 후틀의 필수적인 고문의 역할올 부여하였다. 그리고 이 틀은 동장하기 시작한
영토국가에서 비 중이 높아진 관료제 (BeamtenlulIl )의 성공적인 동기부여자가 되었
다 재갱학 가정경제학 ， 정책학이 새로이 대 학에 동장했다 그리고 선동척인 정치

학척 주제인 좋은 질서에 대한 논의들은 정정 몽러나게 되었고‘ 중상주의 교본들
이 광범하게 둥장하게 되었다 10) 18세기 중엽에는 국가학이라는 개념이 다양한 중
상주의적 학운과 정책학올 워하여 수립되었다 이 러한 개념의 퉁장은 근대국가 개

념의 전개과정의 깅과로서 이해될 수 있다 11)

2. 보수주의 정치학과자유주의 정치학의 대결 : 바이마르 공화국 이전 시기
18세기 말엽 독일 대 학은 재정적 이유에서 전체 대학의 정반이 문을 닫게 되는

위기틀 맞는다 예 플 틀연 훨른대학은 1 798년에， 에어푸르트 대 학은 1 817년에 폐
교된다 특히 프로이센에서 프랑스의 점령올 전후한 이 시기

대학들은 보다 분명

한 정치적 가치를 띠게 된다 즉 정치적. 경제적 국가재건을 위한 기초를 통치구조
의 연혁올 통하여 다지끄} 한 것이다 대 학개혁이 중시왼 것은 이런 맥락이었고 ‘

새로운 도전에 적함한 국가와 사회에서 핵싱적인 지위를 갖는 교육엘리트의 육성
이 요구되었다 。l 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학자가 홈볼트 ( W. v. H UIIlb이dt ) 이 다 그의
보면적이고 일딴적 교육이~l-는 이상은 일방적으로 실습과 전문화에 기울어진 국
가학적 교육에 대한 반론이었다 그는 전문적 지식과 관련된 직업적 연구와 대비
하여 학적 진리릎 향한 비 목적적인 연구와 강의의 통일올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라
는 개 녕 을 Uber die ;, mere lmd älφere Organ;zotioll der hölrerell wissellsclzaftliclren

|이 대표적 학자호서는

Heinrich Goulob von Juιti ( J72α‘ 1771). Geo명 Hcinrich 긴ncke (1 6921769 ), Josφh von Sonnenfels(l 733- 1817) 퉁이 있다 (Münkler 2006. 2이

11 )

독일 정치학의 역사에 대한 참고운헌은 아래와 같다

MUnkler 2006 . 13- 53 : Bcrg-

S<:hlosser a찌 Stammcn 2003 . 14-20: Fmntz and S<:hubcrt 2005. 13-24 ‘ Mols. La uth

Wagner 2006.
Jürgι n

4ι47 :

뻐d

Wilhelm Blcck. 2001 . Geschicllle der Po(Îtikw;ssensd째 Îl I De mschland:

HaJ1 mann. 2003. GeschicJl1e d~ε.， Polilihvissellschtφ Gnmdzüge der FachellnvickJung Ï11
dClI USA ul/d ;/1 Europa; Gcrb때 G야llcr . Bodo Ze uncr, 떠S. 199 1. Konr;mlÌ riilen wlll Bn~ιhe in
der dewscJum PolirikwissefJscluif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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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stallell ill Berlill (I~I 풍렌 고등교육 기관의 내 직 외적 조직에 대하여)에서 제시했
다 이러한 새로운 시도는 정치학적 교의에 새 로운 판점을 부여했다 경제와 사회
에 대한 경직왼 규재 륜 지향하는 절대주의적 공리주의적 정신에 입각한 정책지향
적인 중상주의적 교육은 프로이센의 개혁가 들의 비판에 직연하였다 관료적 통치
술과의 판련성에 정차 거 èl 를 두띤서 이 틀은 국가， 경제 사회에 대한 일반척 교의

를 세우고자 시도하였다

[2)

이는 개혁가들의 新휴 머 니 즘적인 교육이상에서 비롯

되기도 했지만 프로이샌의 정치적 상황에서 비풋되기도 하였다 프로이샌에서 입
법자로서의 의회는 아직 발달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므로 흉치관료들에게 입법자
로서의 역왈이 종대되었다 이 들은 정치가로서 (SI"'IL~mann ) 전문영역 을 너떠 국가

의 본질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야 했다 정치학은 1 9세기 초 독일 대학에서
교과과정에서 분명한 위5<1 룹 가지게 되었고 공동체적 존재의 좋은 질서파는 고래
의 아리 스토텔페스적인 생각뜰은 중심적인 위치에서 정차 밀려나게 되었다 대신
에 개혁종인 국가의 헌입과 개혁가들이 헌법과 더왈이 국가의 업적

판습적 도덕

적 기초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제도적으로 19세기의 정치학은 세 분야로 나누어진다 정치철학‘ 법학과 국가
학‘ 그리고 역사학적 정치학이다 정치철학에는 혜갱의 영향력이 지대했다
의 개인 사회

13)

그

국가에 대한 개념 은 다가오는 10년 을 욕정지웠 다. 두 번째의 전통

에 는 로핵 ( K . v. Roueck) 이 대표적이다 그는 그의 저서 Lehrbuch des Vemωifiredus
II l1d

der Staatsw;ssellschψ (01 성법과 국가학 교재)에서 입헌 군주제의 구성 자유주

의적 엽법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동시에 그는 정치체제의 정당성의 근원으로서
상류계급 의회형태( Landslände) 인 인인대의재룹 성정한다 세 번째의 전몽에는

Polilik a/lf dell Grwul /llId das Maß der gege/xmell ll lSlIillde Z/lriickgψïlm (근원과

Die

현실의

관접에서 본 정치)의 저자 달만 ( F. C. Dahlmann ) 이 대표적이다 그에 따르면 현 역
사적 국연에서 헌법형태로서의 입헌 군주씨는 고대 게르딴적인 인민의 자유와 종
세적인 귀족과 왕의 지 !내， 근대적 국가개념이 통일된 것이다 。l 것은 군주와 양원

제 시스템에 의한 섭행권과 입볍권의 집중을 특정으로 한다 이 시스댐은 정치적

12) K3 r1 Reichsfrciherr vom und zum Stein ( 1757 - 183 1), Karl AuguSI Fürsl von Hardenbcrg
()750- 1822). Wilhelm von H uml에dl

퉁이 그 에이다

13) 해생 이외에도 F꺼αlrich Schleicmlacher( 1768 - 1834) , HcmJa1l1l 에ωrich Wi lhclm Hinrichs
( 1794 - 186 1), Amold Ruge ( I 802 - 1 880) 장

틀 수 있다

꽉일 정치학의 형성파 역사적 전개과정

껑

결정은 보다 효과적이게， 변화는 보다 느리게 정치적 악화 블 좀더 회피하게 하여
왕에 의한 자체적인 교정플 가능하개 하는 것이다 상원은 귀족들의 대표체로서

영구직이 1셔 세숭직이다 하원은 선거로 싼히벼. 다양한 공동체들의 내표셰이다
여기에 지도적 국가공직자와 정부 장관들의 중요한 지위가 부가원다 이뜰은 왕의
모든 서류에 대한 부서권(폐l협抽)과 법적 탄핵권을 갖는다
이러한 절제된 자유주의척 정치이흔들파 달리 계몽주의의 철학적 유산에 반대

하고 사회질서의 급진적인 변화에 반대하는 보수적인 국가이론가들이 있다‘ 합리

주의적 개인주의적 경향에 반하여 이들은 전몽 역사， 종교의 힘을 증시하며 계
획 가능한 진보에 반해 유기채적인 성장쓸 강조한다 정치적 낭만주의자인 윌러

(A. Mü ller) 와 슈탈( F. J. 51.h l ) 이 그 에이다 (4)

개혁사상가들은 반동적인 복고주의 경향도 혁명적인 진복의 열정도 거부하였
다 정치적 실천과 보다 강화된 결합올 한 정치학은 새로운 차원에서 성갱되었으
며. 이는 보다 복고적인 국가관갱의 계획에 기초하였다 따라서 대학에 대한 갑시
와 통제가 강화되었다

1 837년 11 웰 l 일 하노버 (E. A ι H annover) 왕은 헌 법 정지

의회해산 공직자들의 국가기본법에 대한 선서금지를 칙서륜 동해 발표했다 괴팅

엔의 7명의 교수들은 15) 이러한 군주의 자의성에 대한 공식적인 1칸대 를 표영하였
다 이 사건은 이들이 더 이상 신분의 대표가 아닌 의식적이고 자발적인 시민의 조

직으로샤 정지적 견해륜 표출했다는 의 0] 흘 갖는다 즉 이 틀은 교수의 강화왼 자
기의식을 드러낸다 께후들의 태도는 단호했고. 복종하지 않는 교수들은 실직했
고 일부는 추방되었다 이 사건의 의의는 새로운 입무판 부여받은 정치학과 더불

(4)

보수주의와 자유주의는 여러 가지 생에서 대핍한다 후자가 이성에 기초힌 사언엉

자

인빙에 기초한 게약파 함으1. 함의의 주'II~서 국가보다 개인의 우위룹 강조하는 만면
전자는 정념으로서 이성이판과 자언법 비판 히구로서의 계약과 함의릎 이판한다 그러

고 합의에 따른 의무와 구분되는 복중왈 강죠한다 보수주의에 따르연 국끼는 자연법적
이성에 기초한 개인픔 간의 합의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습과 전흉의
산란인 것이다 보수주의의 특정에 대해서는 이국영(1 999 ， 48-5 1 ) ‘ 양숭태(1 995 ， 13-

26 ), 로버트 니스뱃 C, B 액 "1 슨 0997 ， 95- 162 ), 자유주의의 욕징에 대해서는 프퍼드
여히 하이에크 ( 1 983 ，

82-86 , 110) 유흥검 (2003 ， 8 1-1 17) 창조

,

15) 7인의 괴팅엔A이라 감리는 이들은 Friedrich Chri Sloph Dlhlmann(J 785 - 1860 ), Wilhclm
Ed uanl Albrechl( 1800- 1876 ), Jacob Grimm( 177 1- 1851 ) ‘ Wilhclm Grimm ( 1786 - 1859) ,

Gcorg Goufried Gcπl’lU5， Hcinrich Ewald(I803 - 1875) , Wilhelm Wcbcr( 1 804 - 1 89 1 ) 이 다

깅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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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직업으로서， 교수혀 정치학자 그룹이 대학에 풍장했다는 것 이 다

또 다른 정치적 행통의 가능성은 자유주의적인 경향용 띤 정치학 교수들에 의해
서였다 이들의 정치적 활동은 1 848년 초 헌법을 제정한 국민회의， 즉’ 바올교회
의회’ 에서의 선거를 통해서였다 그러나 이들의 노력은 프리드리히 벌헬름 씨에

의해서 거부되었고. 바올교회 의회의 대표였던 교수 50여 명은 퇴진하게 되었다

그러 나 이들이 정치적 활동을 중지한 것은 아니었다 달안， 올 ( R . v. Mohl ) 라우머

(G. W. Raumer) 같은 과거의 대표자들은 1849년 고타에서 모여 프로이센 국민국가
연합올 논의하였고‘ 이 통일이 최종적으로 실패했을 때에도 상당수의 교수들은 각
국의 의회에서 청치적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하였다 바울교회 의회의 해산 이후
또 다른 많은 정치학 교수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경험의 이흔화에 올두하였다 달
만 올， 슈달‘ 슈타인 (L. J. v. Slein) 동의 권력과 이성(뿔性)의 관계 ， 정치이론의 실
천적 영향력의 가능성에 대한 강의틀이 그 예이다

1 9세기 후반의 대표적인 프로이샌의 정치학자로는 또한 트라이취케 ( H .v

Treirschke) 를
작

들 수 있다 그는 권력관계 분석에 올두했고 미완성된 다섯 권의 저

Ðefllsch. Geschichte im 19 Jah시IlIIulert ( 19-'1171 독일사)에서 1 9세 기 사건에 대한

역사적이고 표준적인 문현들올 제시하였다 그는 왕. 귀족‘ 군대와 관료제를 입현
군주국의 기초로 보았고. 이 형태안이 국가의 단결과 강력합올 보장한다고 보았
다 그에 따르면 잘 또직된 군주국은 공화국보다 뛰어난 것이다， 왜냐하연 군주국
에서만이 국가권력은 하나의 권리에 입각하게 되어 분열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
서 그는 정치적 이해의 통로인 의회률 거부했다 트라이취케의 사고는 대학에서

정치학의 전통에 큰 영향력을 미쳤다

그는 정치를 위대한 인간들의 국가기술

(S없lSkunst) 로 정의했고 이에 따라 대학의 정치학은 하위적인 지위를 부여받게
되었다 정치적 상황과 과정에 대 한 비판적 분석은 부정되었다 질파로서 정치학
은 학문적인 주장올 포기하게 되었고 대 신에 국가를 영도하는 천부적인 기술로서

정치학이 중시 되었다
독일은 서유럽 국가들에 비해 신성로 마제국의 전통이 강했다. 따라서 절대주의
국가의 수립이 늦었고‘ 절대주의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투쟁의 역사도 미약한 나라

였다. 그러므로 영국의 흉스. 로크나 프랑스의 보앵 루소와 같은 정치학적 전통의
확립도 띠약했다‘ 때 플린 자유대 학의 역사학과 하겐 슐체 교수는 독일과 스코트핸
드 동유럽， 북유럽 국가들의 이러한 특성에 대하여 독일의 역 사학자 툴레스너 ( H

독일 정치학의 형성과 역사적 전개파정

Plessner) 의 지제국가 ( ve~pätete Nation) 라는 표현올 쓰고 있다(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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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1. 36. 56-

58) 중부. 동부‘ 북부유럽에서 신성로마제국의 전통의 강세는 민족국가의 형성 에
큰 걸립돌로 작용하고 있었다 그러 나 신성로마제국의 전통을 후진성의 표현으로
안 보는 것은 일연적 고찰이다

오히려 신성로따제국의 전통은 황제 를 선씨l 후

( Kuκü~t) 들의 함의에 의해 선출하고 각자의 자융성이 절대주의 국가보다 높았다
는 점에서 절 대 주의 국가보다 훨씬 민 주적， 분권적 이었다는 정도 강조될 필요가
있다

”비 란트 ( Wieland 1 끼3 - 1 8 13 ) 는 이러한 생각을 요약하여 독일의 다양생은 전시}

군주적 권력행사에 제동을 걸며 도덕과 흉습의 자연스러운 다양성은 물론이고，
극장이나 대 학에 다양한 문화나 인문주의 정신을 촉진 시키며 ， 나아가서는 국가

진재의 부가 한곳에 죄중되이 있는 나라들에 비 해 국가의 부활 골고루 매분시 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심지어 쉴러와 빌 헬 릅 폰 홈볼트는 독일올 문화적 전성기
를 구가하는 새로운 그리 스 라고 영영하연샤 독일은 협은 없지만 사상이 풍부한
나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비해 혜게모니 를 추구하고

고도로 조직화되고 문영 화

되었지만 독일인이 그렇게 자긍심을 갖고 있던 독일척 운화는 없는 나라-이러한

새 로운 로마가 곧 프랑스였 다" (슐체 20(H . 104) 16)

3 민주주의 교육자웰의 정치학의 역할- 바 01마르공화국시기
세 l 차 대전‘ 1 918년의 혁명， 초기 바이마르 공화국의 혼란은 19세 기 독일 의 국
가에 관한 논의 들의 법 척‘ 정치객 기초를 와해 시켰다 동시에 바이마르 공화국의
정치상황은 학문이 급격히 변화된 행세 속에서 정치와 논쟁하도록 강제했다 이러

한 상 황 속에 서 하나의 경향은 바이마르 공화국의 국가볍 논생 속에서 캘센(H.
Kelsens)의 Reine RechrsleJz re. Einleirung in die reclllSIVissenschaftliclre Problemarik( 법 학

16) 독일에서는 자유주의적 민족주의 낭만적 민족주의가 비 스마르크의 소독일 통일갱책에
걸럼돌로 동장했고 ， 비 스아르크와 이들의 대립이 유럽 강대국들의 옥일의 야앙에 대한
의싱올 활식시깅으로써 비 스마르크의 소독일 홍일정책에 역설적이개도 도옹올 주었다

민족주의 운동이 현실적인 통일(소득일 흉일갱책)에 방해가 되었다는 정이 독일 인족
주의 운동과 이념의 특색이라 할 수 있다 민족주의자들의 당시 국제갱세에 대한 딴단
은 이 스마르크에 비해 애우 뱅 옥객이었으며 비현실적이었다 (슐혜 200 1, 149-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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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적 문제에 대한 개흔)에 의해 대표되는 법실증주의를 들 수 있다 그는 법규
영올 댐의 기왼이나 국가직 토대의 내용과 독립원 것으로 본다 그러고 헌 1겁은 법
질서의 최상규범이 된다 그는 헌법

법률 . 입법가‘ 법정은 행위지침들에 대한 자

기규제적인 시스댐을 형성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국가는 탈정치화된다 왜냐하

연 법률이 확정되연 앵위와 결정은 배타적으로 재판관과 공무웬에게로 넘어가게
되기 때운이다 이에 반대되는 경향은 슈띠트 ( K . Schmill) 에서 블 수 있다 즉 슈미
트는 법보다 정치릎 우선시한다 정치권력이 지지하고 있지 않다면 법규범은 공허

한 것이다 그에 따르면 정치의 본질은 권릭이며 국가， 법질서， 관료제는 우선 정
치에 의해서 구성되며 정치에 의존하여 그 형태릅 유지하는 것이다

학운으로서 정치학올 새로이 설립하고자 하는 시도는 20세기 초의 개혁안들에
서 살펴볼 수 있다

냐우안 ( F. Naumann ) 은 사회-자유주의적 (50깅하 libcml ) 입장에

서 자유주의적인 엘리트의 학문적 육성융 선호하였다 1 920년 1 0웰 24일 에룹린에
세워진 정치를 위한 독일 대학 창립재단’ (die Gründung der Deutschen Hoc뼈ch비e fur
Potitik ) 은 민주주의 학교룹 그 목표로 하고 있었다 중심인물은 호이스 (T.

나우만 ( F . Naumann )

볼퍼 ( A . Wolrer)

헬리 ( H . Hclicr)

Heuss)

에르그슈트라세 ( A

ßcrgsunesser) 퉁이 다 ( Mols. ulluh and Wagncr 2이)6. 43). 11) 학교의 성 렵 은 .파리 정
치학 에괄 (Panser 당ole Li bre dcs Sciencc P，이 itiquc) 올 모법으로 삼고 있었다

교의 과제는 다양했다 학문적

이 학

비화문객 교육과정이 제공되었다 이는 초대 재단

책임자인 예크스 ( E . Jäckhs) 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그는 대학 (Hochschule) 과
전문대학 (F，양뼈ochschule) 그리고 시민대학 (Vol kshochschule) 의 홍일을 시도했으여，

이는 가능한 국민의 다양한 계충에 갱치에 대한 진문지식을 제공하고자 합이었다

대학 입학자격을 위한 야간학교의 강좌틀도 제공되었고

이는 기존의 종합대학

(Universität) 교과과정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었다 최초의 공화국의 풍장과 함께
정치학 교육 대상자의 범위가 과꺼와 달리 급격히 맹창한 것올 올 수 있다 정치학은

민주주의의 학교라는 목표에 부합해야 했다 외교판， 노조간부. 사회사업가를 위한

세띠나들은 정치 전문학교로시의 대학이라는 당시 대학의 성격을 잘 드러낸다 18)
아카데익한 정치교유옹 1927년에서야 시작된다 철학， 역사 법학이 중심이었으

17)

DHI1'는 1948 서에잔린에서 재건5'1 며 이후 1949년 설립된 배틀린 자유대학 ( FU ) 의 α'0Suhr.lnslitut로 엔화한다

독일 갱치학의 헝성과 역사씌 전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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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철학은 정치사상의 흐륨이 중심이었고， 역사는 1 9세기의 역사 법학은 정치의
l겁 척 기초가 괴육의 종심을 헝성하였다 빙학에는 콰가의 권펴

행정권 ， 노동권

시인권올 중심으로 징치의 법적 기초룹 강의한 드류 (B . Drew ) 가 대표적이고 . 역사
에는 마이네케 ( F. Meincçkc) 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고진적 연구 경향과는 다른 새로운 갱치학 연구경향이 둥장하였다 전후
자유민주당 ( FDP) 윷 재건한 호이스와 노이만 (S. Neumann ) 둥이 대표적인 정치학자
이다 정당연구와 국제정치학의 영역에서는 선쟁부채 문제와 께 르사이유 조약에

대 한 논갱이 중심적인 역할올 하였다 그러고 시대 상황에 따른 지역학적 관심‘ 특
히 동유럽 국가들과 소비에트 공화국 1 근똥과 극동국가들에 대한 판싱이 고조되었

다 이외에도 긴If dialektischen Demokralie ( 연 종업척 민주주의)릎 저솔한 프랜첼(E

Fmenkcl) , 인주주의 와 바이아르 헌법의 운제을에 대한 에세이를 쓴 킬히하이머 (0
Kirchheimcr) 의 연구륜 들 수 있다 이틀의 연구는 당시 철학 역사 법 학이라는 고

전적 정치학적 테따틀이 우세했던 경향 속에서 20세기 독일 정치학의 나아갈 길올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 발달하고 있던 경힘주의적인 정치학은 아직 받아
틀여지지 않고 있었다 정치학 교수틀이 주로 법률가들 출신이었기 때문에 바이마

르 공화국에 대한 묘사와 비명 이상의 것을 갱치학이 수행할 수는 없었다
1 933년 히틀러의 집권과 함께

정치툴 위한 독일 대학‘ 의 시도는 악올 내린다

질 반 정도의 학자틀이 앙영하게 되고 니l 학은 우익신통가틀애 의해 나지 즘적인 학
교로변화원다

4

나치즘시기의 정치적 사고

나치즘 흥지기간 동안 정치학이라는 것이 존재했는가? 이는 논쟁적인 질문이
다 긍정적인 대답올 하는 사랍들은 해외에서 지속된 학문적 환동올 든다 부정껴

인 대답을 하는 사람들은 학술단체의 종말과 정치학이 정치적 임우의 수행올 위한
보초역할을 했올 뿐이라고 본다 이 시기에는 정치학뿐 만 아니라 모든 학문이 형

18) 이피한 전용은 2 차 대진 후 독일 언앙 공화국에서 다시 부안한다 갱치교육은 대학에서
쁜만 아니라 연앙 정치교육본부 ( Bundc“<n뻐c
쿄회‘ 노동초함

für p이 itische Bildung) 윤 비옷한 시인대학

정당 산하째단 연 ’상군 동에서도 행해진다 오늘날 독일 정치교육의

기본 이념은 계몽， 창여. 인주화이다(황뱅억 1997 . 89 , 9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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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중인 민족공동체의 규법적인 지향성에 기초해야만 했다 프라이어 ( H . Freyer) 가
1 933년 제안한 정치적 학기 (politisches Semester) 는 새로운 나치줍 이떼융로기에 상

옹하는 것이었다 나치즘적인 사고를 지향하는 정치적 훈련이 전셰 대학을 지배했
다 또한 노동의 에토스가 나치즘 교육의 요소가 되었다 크릭 (E. Kriek) 이 대표적

이데올로그이다

구체적으로 전쟁올 준비하던 1 936/37년 이후 영토확장 정치

(Großraumpotitik ) 는 학문에 새로운 임무를 부여했다 인구 ， 경왈， 국방사회학에 대

한 저술들이 둥장하고 선전‘ 국방정치학， 인총학이 새로운 테 마로서 대학에 둥장
했다 그리고 미래의 정병지에 대한 이주 정책， 전황보고 적국연구 동도 퉁장했
다 정치학자이자 떼를린 대학 학장인 식스 ( F.

A. 5α) 가 이 새로운 임무에 적극적

헌신올하였다
나치즘 독재기에 많은 학자들이 망영올 하였다 사민당 계열에서는 뢰엔슈타인

(K. Loewenstein) , 프랜젤‘ 보수계열에서는 슈트라우스( L. 5tr. uss). 외겔린 ( E
Voe양tin ) 올 예로 들 수 있다 다음세대를 이어갈 젊은 학자들도 외국에서 새로운
학운걱 시작올 감행하였다

하。l 던!하이며 (A. J. Heidenheimer)

벤덕스 (R . Be찌ix ) .

키싱어 (H . Kissi맨er) 동은 미국에서 Potitical Seienee룹 연구하였고 . 프랜켈온 시카고
대학 법학부에서 엉학을 하였고 노。 l 만 ( F. L. Neumann) 은 련던에서 두 번째 박사
학위룹 작성하였다

1 933년 이미 앙영지에서 대학의 재건이 시작되었고‘ 혼슨 (A

Johnson ) 은 이듬해 뉴욕에서 Graduate F:빼 ty der New se뼈l올 창립하였다 여기에
서 과기의 독일 대 학의 많용 정치학자들은 일자리흘 얻게 되었다

모겐쏘 ( H

Morgenlh.u) 와 슈트라우스가 봉직한 시카고 대 학파 호르크하이어 ， 아도르노‘ 마르

쿠재 퉁 프랑크푸르트 사회연구소의 주축들이 황동한 롤럽 비 아 대 학의 뉴욕 사회
연구소는 망영자들의 새로운 학문적 고향이 되었다

나치즘 시기 독일 국내의 정치학은 나치즘의 선전도구로 전락한 상태였고‘ 갱치
학 연구는 미국융 중심으로 한 앙명지에서 이루이졌다 망명 독일 학자의 정치학
온 미국적 정치학과는 다른 것이었는데 특히 슈트라우스와 외겔린의 규범적. 옥
척흔적 정치학은 미국의 행태주의적 과학적 정치학과 상당히 다른 것이었다 이

는 독일 정치학이 전문화된 분과학문이 아니라 철학， 역사학， 법학에 기초하고 있
었용에 연유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독일 갱치학의 형성과 역사적 전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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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전후(聊後) , 신학문으로서 정치악의 풍장
1 정치학의 수입을 둘러싼 논쟁
민주주의 학문이라는 게념은 1945년에 서 1 959년 사이의 독일 정치학의 특정이

다 이 개녕은 서방 연합국가들에서 선호되던 교육개념올 받아들였음을 뜻한다
이로써 민주적 가치와 구조들이 교육체계에 자리잡을 수 있게 된다 미국의 재정
적 도움이 이에 중요한 역할올 하였다 전후 미국의 도웅으로 설립된 배 를린 자유
대학의 갱치학과가 그 예이다 19) 나치즘에 의해 타락하지 않았던 귀환자 즉 자유
민주주의의 대표자들과 냐치즘하에서 나치에 동조하지 않고 살아남은 국내 망명
자들이 이 파업올 수행한 학문적 엘리트들이었다 전자의 예로는 에 르그슈트라세
(FIπiburg) . 프랜앨 외겔린 ( Müochen ) . 헤르멘스 (A .
께비 (A .

Weber; Heidelberg).

슈미트(c.

Hermens; Köln). 후자의 예로는

Schrnid; F때lkfurt am Main)

에웬떼르그 (T

Eschenb띠g; Tü bingen) 아엔트로트 (W. Abendrolh; Marb따g) 를 들 수 있다 ( Frantz and

Sc hubert 2005. 14)
정치학의 독일어 표현에 대 한 논쟁은 정치학이 진통적인 역사학， 철학‘ 법학과

다른 독립적인 신학운으로서 둥장하였음을 보여준다 2차 대 전 후 독일에서 정치
학은 신학문이었다 제 l 세대 정치학자틀이 공법학 ， 사회학， 역사학， 철학 경제학，

문헌학자들이었고 그들이 정치학을 독학했다는 점은 이러한 정융 잘 드러낸다

20)

1 954년에 처음으로 베 를린의 정치학자인 아이 너 른 (G . Eynem ) 은 그의 동료 피셔알
링 ( E. Fisher.Baling) 의 제안올 받아들여 Politologie라는 용어 를 새 로이 동장한 학문

19) 전후 미국의 지원으로 설립된 자유 떼 롤린 대학 (FIπìe Univers띠11) 의 자유라는 이콤은 이
러한 상황에서 왈여진 것이다 대부분의 대학이 국럽대학인 독일에서는 한 개 도시에
하나의 종합대학이 있으나 떼를딘 옹 운할정령핑에 따라

Universität

Humboldt

Universitäl와

Freie

두 개의 종합대학이 존재하는 예외척 도시가 되었다

20) 정치학올 신학운으로 새로이 정립하느냐 아니연 폭일의 전통에 기반하여 정치학올 재
건하느냐 하는 문제는 정치적

학운적 차이룡 기반으로 하여 칙흔을 용러 일으컸고， 학

회와 학회지의 분리까지 이르게 하였다 당시 주류가 갱치학올 새로운 학문으로 받아틀
였으므로 여기서 전후 독일의 정치학올 신학운으로 일단 규정한다

경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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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정치학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였다

정치학자들 간에 논쟁을 일으컸던

Politologie라는 용이는 다륜 학문과의 구분을 위해서도 사용되었다 Politologie와 다

른 용어로 니마이어 (G . Niemeyer) 와 1934년 간행된 국가학 강의 (Staatslehre )의 편
집자인 헬러 ( H. Heller) 는 Poli야이ogle를 제안하였다 PolitikwissenschafT를 아이너 른

은 6개의 모음에 비하여 19개나 되는 철자를 가진 어려운 단어라는 점에서 기각한
다 그는 사회학자 (So7.iologcn ) 와 비숫한 용어인 Politologcn (정치학자)를 선호하였

으며 , 그리 하여 Pol il'i kologie보다 Politologie라는 용어 를 선 택 했다 ( Münkler 2006

13- 14) 2 1) Politologie라는 용어가 선택되는 과정에서 볼 때， 정치학은 신학문이었
고 독립학문으료 확고한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던 인접학문으로부터 점차 독립적
인 학문으로 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영미의 Politic띠Sciencc와 프랑스의

Scienee Politique를 독일어로 어떻게 번역할 것

인가를 물러싼 논란은 2차 대전 이후 수엽된 학문으로서 독일 정치학의 성직을 잘
드러내준다

베르그슐로서 ( D . Berg-Schlosser ) 와 슈당엔 (T. Stammen ) 에 따르면

Politik이ogie， Politologic, Polilikwissenschaft 외 에 도

Wissenschafi von der Politik , Politisebe

Wιsenschafl， Wissensehaftliche Polilik이 제안되었다 이들은 니마이어와 아이너른과
달리 Politikwissensehensehaft가 의미와 발음상의 오해를 피한 수 있는 가장 무난한
번역요로 제안한다 ( Berg-Schlosser and S때nmen
의 독일이 직역인

2003 , 1) 에를 틀연 P이 itical Scienee

Poltische Wissenschaft는 정치척 학문이라고 오해될 수 있다 그리

고 Wissenschaftliche Politik은 학문적인 정치라고 오해되어 정치에서 상 대 적으로 독
립적인 정치학의 특생을 나타내기에는 어려웅이 있다

60. 70년대 널리 쓰이던

Politikologic. Polilologie가 당시의 서떼를린 대학생들의 폭통과 연루되었다는 의심
을 받게 되었다는 정도 Politikwisseschaft가 새로운 번역어로 퉁장하게 된 또 다른
이유이다

서방국가들의 점령지에서 ( 1949년 이후 서독) 정치학은 민주적 문화의 발진올
위하여 중요한 가치를 부여받았다 소비에트 정령지 ( 1949년 이후 통독)에샤는 달

21)

오늘날은 Pol iûkwisscnschah와

Polilologic

양자 다 두루 깐이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wwwhocbschl싸:001짜s.dc.(독일연방공화국 대학입학 관련 자료 홈페이지) 창조 정치학
용어의 다양한 해석에 대해서는 Bc rg-Schlosser and

Schu bert(2005 .

13- 1 4 ) 룹 참고하였용

Smmmeo(2003.

1 -2 ) 와

Fran lZ and

Berg-Sc삐osser와 Slammen에 따르연 Politikol앵10가

Politologie보다 그리스 왼어에 보다 충실 한 표현이며 Pol ilologie는 인위적인 용이이다

독일 갱지학의 형성과 역사적 전개과정

랐는테

2.11

이는 나치즘의 둥장과 성공에 내한 서로 다른 이해에서 비롯되있다 소비

에트 집령지역은 파시쯤의 퉁장을 사회 -경제적으로 이해혔다 즉 자본가와 대지주

의 연합에 의한 억앙적이고 공격적언 제국주의로 이해했다 이에 반해 서방 접령
지역 은 특히 미국은 독일의 정치문화륜 파시즘 등장의 주왼인으로 보았다 따라시
선자의 -'1 망은 자본과 토지의 몰수가 되고 후자의 처방옹 새로운 민주적 엘리트의
양성이있다 그 리하여 민주주의 학문으로서 정치학은 서방 점령지역에서 중요한
기능윷 갖게 되었다 반면 소비에트 정령지에서는 1 945년 이후 대학에서 정치학과
가 새 로 성럼되지 않았다 동독의 대학개혁은 1950년대 초에 이루어졌 는 데

이는

밝스-레닌주의적 교육이었다 개혁은 이전의 교육올 사회정치씩인 내용으로 바꾸
어 놓았다 대학에서의 정치학적 연구와 교육올 통하여 독렵적인 정치학을 제도적

으로 수렴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으나 공산딩의 풍제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었
다

1 980년대 동베룹린파 라이프찌히에 있는 연구소틀의 개혁 노력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산당은 정치적 지매의 독정뿐만 아니라 맑스- 레닌주의의 해식에 대해서

도 독짐 권i:!1 을 행사했다‘ 1 988년 공산당 중앙위원회 서기 하거 ( K . Hagcr ) 는 고르
바초프의 개혁에 고무원 동독학자들의 사회주의 정치학의 수힘을 다음과 같은 딸
로 거부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다r 통일 이후 구 동독지역의 정치학

은 시옥에서 수입된다 1 995년 53영의 교수가 채용되고 이 플은 대부분 서독출신
이었다
한연 서독에서는 1 949년 헤센 (Hesscn ) 주갱부와 미 군정 의 재정적 후원 아래 대

학에서의 정치학 엽문에 대한 회의가 열렀다 깅) 참여 À~는 대부운 대학에 소속된
자들과 교육부 대표자들. 미국정치 학회 (APSA ) 의장‘ 미 군정의 대표자들이었 다‘
이 기찍은 기존 독일 대학 대 표자들의 강한 반발에 부텃혔다 뜩히 법 륭가들의 정
치학에 대한 저항은 단호하였다 이 들은 정치학을 좌익학문으호 의심했으며‘ 정치
적인 것에 대한 강의는 이미 국가학과 국법학의 션통에 의하여 수행되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역사가돌 또한 자신월 보다 나은 정치학자로 보았으며

이틀은 현

실에 대한 분석이 일상적인 견해에 쉽게 의존펼 수 있음올 경고하였다

1 950년에

계속된 회의에는 앞서 밝혔듯이 독일 정치학의 전통적 뿌려인 철학자플， 역사학자
들 사회학자플 법학자들의 참여가 충요한 짐이었다 이 틀은 대표권을 새로운 학

22)

1 950년 호반 최초의 정치학 강의가 시작된 곳도 해센이있다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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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갱치학에 내어주어야딴 했다 정치학은 처음 10년 동안 통합적인 기능올 하였
는데， 이는 민주주의 교육 때문이었다
1949 - 1950년의 회의에서 우리는 다른 학문보다 훨씬 정치적 상황에 특히 민감

할 수밖에 없는 정치학의 특성을 볼 수 있다 철학， 역사학 법학 ， 국가학에 기초

하던 독일 정치학의 전통은 미군정의 민주주의 교육이라는 과업 아래 새로운 분과
학문으로 둥장하게 되었고 기존의 전통은 자신이 지금까지 누리던 특권적 지위를
박탈당하게 되었던 것이다 법률학자들의 반발은 이런 백락에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 즉 독일 학자들 간의 논의를 통한 화제의 개연이 아닌 미 군갱의 정책에 따른
전통적 학제의 변화에 대한 반벌이라 할 수 있올 것이다.깅) 20세기 초까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국가학자들은 국가학이 동일하거나 비슷한 주제를 다콩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쟁치학과가 왜 신셜되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새로운 정
치학은 비 진통척인 새로운 모텔이 며

비 독일적이고. 미국적이다는 이유에서 서독

의 대학들은 오래 동안 정치학의 도입을 거부했다 그리고 미 군정에 의한 재교육
프로그랩과 정치학이 관련됨으로써 나치시대와 다른 의미에서의 대학의 정치화를

그들은 두려워하였다원) 이러한 저항 때문에 제도척 변화는 천천히 진행되었다
1960년 초에 가서야 모든 대학에 해당과목과 연구영역들이 둥장하였다
미국청치학회는 또한 독일 정치학을 세계정치학회 (IPSA ) 의 회원으로 인도하였

다 갱치학의 전공분야는 미국정치학회의 규준에 따라 셜립되었다 그리하여
년 독일갱치학회 (DVPW:

195 1

Deutsche Vereinigung fiir Poltische Wissenschaft: 1959년 설

립)의 전신인 정치학회 ( Vere뻐gung fiir die Wissenschaft von p，이 itik) 가 셜립되었 다 2이
학회는 정치학 연구와 강의의 촉진

외국과의 학문적 경험과 견해의 교류를 목적

으로 하였다 초기에 보였던 학문걱 정치척 갈퉁은 드디어 1983년

DG fP (Deutsche

깅) 이군정 하에서의 냥한에서 앵혜진 국립 서울대학교 설립계획안 파통이 생각나는 지정
이다‘ 독일 정치학의 외상 연화는 1 970년대의 대학개혁과 90년대 이후 새계화로 인한
유럽연합의 대학 개혁노력파 이의 실천인 Bologna process에 의혜서 다시 옐생한다

24) 신학문으로서

정치학의 퉁장에 대한 반엘에 대해서는 (Mols， Lauth aJ녕 Wa맑r 2006.

44 ),

(Franα aJ떠Scbuhen 2005 ‘ 14) 창조 앞서 살펴본 정치학의 이즙용 독일어로 어떻게 부
를 것인가에 대한 논쟁용 갱치척 논리에 의한 외삼척인 갱치학의 풍장이 가져온 부작용
용그대로보여준다

25)

의장은 Ale:<ander Rüstow. 명 예 회장은

Alfred Weber가

맙았다

독일 갱치학의 형성과 역사척 전개과정

강3

Gesellschaft fiir Politikwissenschaft ) 의 분리 설립으로 이어졌다 양 단체는 격렬한 논
쟁을 거친 후 종종 협력하는 모습으로 발전하였다 αJfP는 소수파로 미불러 있었

으며‘ 보다 진통적인 학자틀이었다 양 학회 간의 갈둥은 학문적이고도 정치적인
것이있다

1 954년 재판올 발행한 학회지 (Ze씨'chrift jìir Politikwissenscl씨ift) 는 갱치학

의 인정과 발전에 기여했다 2이 편집 자와 출판사를 툴러싼 다퉁은 순조로운 발행올
방해했다 1 %0년 독일정치학회는 새 로운 학회지 ( PVS: Politische Vierteljahresschrift )

룹 발행하였다 끼 한면 ZfP는 윈헨 대학 갱치학과와 연관되어 있었고 DGfP에 관
련되어 있었다 28)

1 9세기 말과 나치즘 시기의 대학에서 독일 정치학의 전동은 왜곡. 단절되었다
그래서 독일 정치학의 재건에 관한 논의는 더욱 복잡해졌다 DG fP와 관련된 정치

학자틀은 보다 독일적 전통에 충실하고자 하였다 2차 대전 이후 미국의 영향력
아래 독일의 정치학이 재정립되었지만 그러나 1 9세기 후반의 독일 갱치학 또한 프
랑스와 미국의 정치학의 수립에 큰 기여 를 하였다

프랑스의 자유 정치학대 학

(Ecole Libre Science Politique) 은 보불전쟁 패배 이후 독일대학의 홉올트의 교육이념
아래 건설되었고， 독일 대학은 미국의 근대적 대 학과 정치학의 설립파정에 모델역
할올 하였다 미국으로 이민간 베 를린 출신의 리버 ( F 니eber) 는 콜령 비아 대학에서

역사와 정치학‘ 올 강의하였고 1 그는 북미 정치학의 중요한 건립자 중 한 명이 되
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무지 때문에 오늘날 젊은 독일의 정치학자들은
독일 정치학의 전통올 망각하였고

하르트만(1. Harttnann ) 은 그의 저서 r정치학의

역사J (GeschicJue der PoliliJ..'wissellsch야， 2003 ) 에서 독일 정치학은 미 국과 함께 시 작

되었다는 그릇된 주장을 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1 945년 이후 정치학은 독일에 수

입된 것이 아니라 재수입왼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올바른 이해다 29) 이러한 점에

26)

연집자는 Ouo Suhr. AdolfGrabowsky , Alexander Rüs!DW이었다 ztP의 최초의 안행옹 Ad이 f
Grabowsky와

Richard

Schmidt에 의하여 1 908년에 이루어졌다 ( Mols， U! u.h

and Wagncr

2α)6‘ 42)

27} Gcrt von Eynem, Otto Hcimich von dcr Ga blen lι Karl Dictrich Bracher 퉁이

‘

연짐 자었다

원헨은 옥일연땅 내에서 독립성이 가장 강한 바이에른 주의 수도이다 오늘날도 기사연
，CSU ) 은 바이에흔 주에서안 국회의원 후보훌 낸다 기사연온 헬무트 콜의 기인연의 자
매당이며， 지역당이지만 중앙권력의 일부릅 장악하기도 하였다 기사연에 대해서는 김
원 ( 2004.

203- 219) 강조

강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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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잘 때 소수파인 DGfP 찬린 화자틀의 저항은 정당한 것이었다 이릎을 소수파에
이월도록 강제한 것은 핵문적 이유보다 정치적 이유가 더 크게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분과학문으호서 정치학의 동장은 학제간의 격렬한 논쟁융 유말했다 정

치학의 방법과 옥적. 정치학의 전동에 대한 이해가 논쟁의 핵이었고 이는 학회의

분려까지 이어지는 정치적 논쟁이 되었다 찌
정치학에 대한 방법론적 차이의 관짐에서 보연 경험적 . 서숭적 연구청향과 철학

적. 규범적 연구정형:이 맞서고 있었다 JJ) 선자에는 굴란트 (A. L. R.Gu끼and ) 와 슈탑
미 ( 0 . S Ja mm er ) 가 대표 적이다

후자에는 프괜캘

찍젤린 . 슈테흔베르거 ( D

SJemberger) 가 대표적이다 슈탐머는 정치블 욕징 역사척

사회적 상황 속에서 개

인과 사회그룹들이 공적 영역에서 특정이익과 옥표를 다른 개인틀과 그룹틀의 의

도와 옥표에 잊서 투쟁과 협약을 통해 관철시키는 것으로서

권력획득과 행사를

위한 사회적 챙위로 정의한다 슈탐이는 권력 개념올 보편적 사회현상에까지 확장

시켰으며， 정치는 기쿄와 테크닉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슈당마는 마
키아엘리에서 비롯되는 정협주의적 현실주의걱 정치판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혜 프헨캘은 정치를 공공선의 합입척 형성으로 정의한다 왜냐하연 합법적
권력행사는 규엄적 기초 없이는 발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래서 슈테른배르거는
정치같 풍위 있는(Il잉 il1eten) 권력행사과고 정의한다 옥 이블은 정치권력은 이기
적 목적이 아니라 정치질서의 이성적 형성에 기여할 때에만 의미 즐 가질 수 있다
고 본다 따라서 개별적 정치행위자의 권릭지향옹 집합적 세계에서는 냉리적 현상

29)

1 9새기 미국의 대학세도는 유럽. 뜩"81 독일을 모옐로 하였다 정치학의 미국화는

1903

년 미국정치학회의 풍장과 시작왼다 20새기 프항크쭈르트 학파의 학자틀과 한나 아헨
드. 떼요 스트라우스 둥 망명 독일학자픔은 "1 국에서 정치사상의 발전에 큰 영향융 미
쳤다， 미국 정치학의 설립과 전개과갱에서의 꽉일 gl 영향에 대혜서는

FranlZ and

Schuben(2005. 19)
30) 이 분열옹 독일 갱치학의 정세성올 짖기 위한 분열이라는 점에서， 이권싸용에서 비옷되

는 부정걱 분열이 아니라는 갱에서 긍정적으로 영가힐 수 있다 해망 이후 전용적 정치
학에 대한 새로운 이혜와 신학문으로서의 정치학의 수용과 판련왼 한국 갱치학의 건렵

융 동러싼 논쟁이 제대로 없었다는 정옹 합 때 이러한 격웰한 논쟁은 애우 부러운 현상

。l 다‘

31 ) 앞서 보았듯이 이야한 차이는 톡일의 양멍 정치학자둥이 미국에 갱척하띤서 이미 등장
하었다

꽉일 정치학의 형성과 역사적 신개과정

깅5

이며 1 개인의 행위는 비사회적인 행위로 올 수 있다 양자의 정치에 내한 관점은
상이하다 전자는 1앙엄 흔적 개인주의에 기초한 징험흔적 현실주의에 기 초하고 있

는 l간밴 후자는 정치의 공동채성과 규빙성을 중시한다

32)

앞서 압혔 듯이 독일은 자유주의적 전동의 딸전이 미약한 나라였다 이 는 지채국
가 개념에서 드러 나듯이 독일의 봉건재가 강고했음에 기인하기도 하고 독일적 진
퉁에는 개인 주의가 낯선 것이기 때문이 기 도 하다 미국의 영향을 받은 자유주의

적 개인주의적 정치판은 독일인들에게는 낯선 것이었다 이군정으쿄부더 민주주
의의 교육자로서의 임무룹 부여받은 정치학은 자유주의직 전흉 을 네거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당시 민주주의는 미 국적 정치질서흘 뜻했기 때 문이다 그 러나 자
유주의와 논쟁의 한 축을 형성하는 공동세주의자들 진부가 ，，] 민주주의자가 아니
듯이 자유주의적 전통에 기초하지 않은 민주주의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 위
의 정치관을 둘러 싼 논쟁은 이러한 액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전자는 미국
적 정치관에 후자는 독일의 신통적 정치관에 기초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옥일의

자유주의직 개인주의 적 사상의 부재 내지 걸핍올 민주적 선통의 부재 로 일반화하
기보다 영띠척 전흉과 다른 정치적 진똥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올바른 이해라
할 것이디 33)

32) 독일 정치학의 진용적 망빔 흔에는 젤학적 규범적 l앙~j 흔 외에도 혜갱과 밝스로우터

"1

풋되는 낀종멍 '1 역사적 망빙 흔용 등 수 있다 플 바용 아리스토탠레스로우터 비 롯되
는 철학직 규범적 '11업흔옹 번종，~척 역사직 망엠 혼과 더싼이 독일 정치학의 선용식
방냉흔이라 한 수 있다 그러으호 망법륜 논생은 선봉적인 앞의 두 가지 방입흔과 미국
의 영향에서 이 풋원 경혐적 서술적 1상l성판 사이의 논쟁이라 할 수 있다 정학적 규빙
적 망입한이 우의 "1 한 사회학과 달리 정치학에서 이 방llj 잔은 여전 %1 유효하다 사회학
은 근 대학문인 l간 l~ 정치학은 그 연원융 용싹판과 아피 스토댐에스에 두고 있기 때문이

다 각각의 앙세판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다응 문헌융 강죠(Bcrg-Schlosscr and Stammcn

2003. 45-87: M oι. Laulh and Chri‘ tain 2006.292-301 ; l ñöndI 2005 .4 3-56: Fr.l mz and Schuben
2005.27- 37)
33) 자유주의는 정때주의에 대한 저항이아 항 수 있다 그리고 초기 자유주의는 매우 비인
주적이있다는 징은 기익원 필요가 있다 꽉일은 서유럼국가 S에 l’l 해 공핑채성에 기조
한 고대 원시민주주의의 선동‘ 신성로마제국의 인주척 전용이 강하게 자리잠고 있었다

이는 사 유쉽의 정 대 주의 국가체제에 "1 해 서 II 씬 인주식 세세라 융 수 있다， 전흉에 대
한 지부싱이 톡일 민족주의의 자양운이 ~I 었으여， 파시씀은 이 자부심을 에곡 악용하
였다 오늘날 특일에서는 독일의 욕수성이냐? 서유럼 운영의 일반적 수용이냐‘ 한 능

경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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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도적 확립과 이념적 분화: 60-80년대
신학문으로서의 정치학의 등장으로 인하여 학제간의 논쟁안이 아니라 전문화

경향도 생겨났다 독일의 정치 시스탱 ， 국제관계 정치이론파 정치사상사， 비교정
치학이 거의 모든 갱치학 연구기관에 동장하였다 또한 지역적인 학풍이 형성되었

다

외겔련은 윈헨에서 규법적인 정치학올 기초하였고

휠른은 헤르엔스 (F

H erm ens) 의 지도하에 헌법과 선거법의 중섬지가 되었다

이는 빌덴안 ( R

Wildenmann) 에게 계숭되어 경험적이고 분석적인 만하입 학파로 발전한다 슈테
른 베르거는 하이댈베르크에서 갱치사상사와 의회주의 운제에 몰두하였다 실천적

인 학문으로서 정치학은 프라이부르크의 베르그슈트라세에 의해 강초되었다

마

르부르크 학파는 구체적인 이론적 방법론적 특생을 가졌다기보다 특정 테마에 집
중하고 있었다 정당과 사회단체 동의 정치조직에서의 정치적 의지의 형성파 나

치즘의 지배구조의 건립과 기능방식 또는 나치즘에 대한 저항을 포항한 바이마르
공화국의 노동운동아 주요 연구테마였다 자온주의에 내재하는 반민주적인 위험
성의 제거를 비롯한 경제와 사회의 민주화라는 마르부르크 학파의 급진 민주주의
적

사회주의적 경향은 이 들의 지적 활동의 기초였다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사회

적 관계들의 총체성에 대한 앙법론적 성찰을 기초로 하여 사회학에서의 전흉객이
고 과학주의적인 개녕 들에 대한 비판을 흉하여 독일에서의 사회과학의 발전에 지
대한 영향올 마쳤다 미국앙영이 끝난 후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사회연구소는 독일
사회학의 경험적 사회연구의 미국적 표준에의 연결을 위하여 존재하였다 호르크
하이머와 아도르노의 귀국 후의 5년간의 사회학적 간행올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1 952년과 1 954년 아도르노는 경험적 사회연구를 위한 표준적 논문올 두편 발표한
다 여기서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관점은 단지 이론에 의해서 통제되어야 할 데이
터들의 보편적인 연관성이라는 정도에 마왈렀다

1 960년대에 가연 경험적 사회연

구로부터의 탈피가 시작된다 아도르노는 이흔적 연구와 경헝적 연구는 결합윌 수

러싼 정치적 논쟁은 종식되었다 독일은 이세 유럽연합의 리뎌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

문깨는 러시아흘 이 훗한 보다 동쪽에 자리잡옹 슬라브 국가틀에서 여전히 나타난다(숭

'11 2001. 347-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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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아도르노는 사회학적 이롱은 경험적 연구의 결과로 도출될
수 없다고 말한다 왜냐하연 사회적 사실자세가 사회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
다 그러므로 이론은 사회의 적대적 성격에 관한 지식을 우선 발견해야 하는 것이
다

땅법론상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학문간 협력적인(interdisιiplinären )

통합적 인

설명방식은 정치경제학 심리분석， 문화비판‘ 이데올로기 비판에서 중요한 역할올

하였고 많은 정치학자들에게 영향올 미쳤다 프랑크푸르트 화파에서 내용적으로
가장 강한 영향력올 미 친 학자는 캘리포니아 버클리에서 가르친 허버트 마르쿠제
였다 마르쿠제의 마르크스와 프로이트의 결합과 거기서 도출되는 발전된 후기 자

본주의 사회에서의 해땅의 전망은 68운동에 정치적으로 강한 영감을 주었다 그의
영향력은 1980년대 초 하버마스에 의해서 해체되었다

소통행위 이론 (Die 꺼l0ne

des kommunikativen Handelns) 에서 하버마스의 언어이흔적 사유의 사회이론에의 적
용은 경제학에서 사회학으로의 패러다임 변환을 가져왔고. 또한 사회과학 이흔 형
성의 기초로서의 철학이라는 변화를 가져왔다

정치학 발전을 위한 1960년대의 대학의 개혁은 1 970년대의 방법론적 논쟁올 야
기했다 이 논쟁은 주로 50년대， 60년대 지역적으로 형성된 학파를 중심으로 표현

되었다 해결방안은 학문세계에서 정치학의 위상변화였다

1 970년대의 대 학 구조

개혁에 따라 정치학은 사회학 사회싱리학 언론학 같은 사회과학 분야와 결합되
었다 정치화에 대한 광범위한 이론적‘ 방법론적 논쟁이 있었다 근대 적 사회파학
으로서의 청치학에 대한 이해와 미국 행태주의의 과학주의적 영향력은 경험적 사
회연구에 대한 강화된 인식올 가져았다 성문지를 갖춘 인터뷰와 같은 비 교적이

고 양적인 연구방법 사료분석 통제된 실험 퉁이 등장했다 이 분야의 선두는 선
거연구와 정치적 입장의 분석이었다 60 ， 70년대의 정치학과는 학생과 교수의 수
에서 폭딸적인 성장올 이루었다

1 960년 정치학과의 규모는 1 8개 대 학에 24영의

교수가 전부였으며 이 중 10명이 베 를린 자유대학 (FU) 과 관련된
구 센터

정치학 강의 연

(Zentrum p이 itikwissenschaftljcher Lehre und Forschung) 소속이었다 그러나

1 970년 부터 급속하게 정치학 교수의 수가 증가하여 1 970년에는 63명
133 영

1 975년에 는

1 885 년에 는 278 '정이 되었다 85년 이후 증가세는 다소 강소하였고 통일

이후 2αm년 독일의 정치학 교수는 344명에 이르게 되었다 (Frantz and Schubert

2005 , 20) 써 양적인 성장은 정치학의 갱체성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야기했으며，
60년 대 알의 학생운동의 분위기는 정치학 연구방법 간의 논쟁을(규범적

존재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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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경힘척 운석적 연구 역사석 비판적 언구) 정치적 논생으로(복고적 성향， 치l

재유지적 성향. 진보적 성향) 이끌었다 좌파적 경향은 기촌의 부르조아 정치학을
무비판적인 지배자의 학문으로 비판하면서 저항 학문으로서 비판적 갱치학을 내
세웠요며， 이 들은 반대자들에 의하여 학자로서의 직업시장에서 애깨되었다 게다

가지금까지 갱치학과의 육성에 적극적 지웬올 해오인 국가는 국가직 지원을 재검
토 하기에 이 르 렀다 이 위기에 맞서 m년대 후1간에 보다 정치적으로 용건하고 학
적인 열정에 찬 젊은 교수들은 정치학의 학문적 공고화와 정치적 자문자로서의 정
치학의 역할을 굳건히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는 정치학의 새로운 위상 정힘으
로 이어졌는데

이재 정치학은 정험적인 작입과 이흔적인 생득력이 있는 근대 사

회과학으로 성정되었다 또한 정치학의 사회과학화 과갱에서 정책학이 징치학의

주요한 분야로 둥장하였다 35)

3 2 1 세기의 독일 정치학. 세계화와 정치학의 새로운 위상정립을 위한 노력
1 950년대와 60년대 독일 정치학은 고유의 망빔 흔과 대상올 갖는 학문이 아니라
흉합적인 성격융 띠고 있었다 정치학은 민주주의의 공고화라는 새로훈 갱치질서
의 요구에 따라 다른 학문뜰을 통합하는 역할올 하였다 정치학옹 민주척 가치 흘

전파하고 이의 작동방식올 관찰하고 비명 올 수행하며

또한 선망올 제시하기도

했다 진후의 특수한 사정에서 기인한 갱치화의 정치l 성옹 오래 지속펀 수 있는 성
질의 것이 못되었다 그러므로 60년대 후반의 정치학의 전문화는 웰언적인 과정이
었다 그러나 정치학에 대한 기대는 실앙스려운 것이었다 측 갱치학에 여전히 지
도적인 역할이 기대되었기 때문이다 학문으로서 정치학에 맞시 자문자로서의 정
치학의 역할이 갈등의 구조었다 실제적인 정치와 정치학 사이의 간격은 협소했

고 유동적인 것이었다 정치에 깊숙이 연루된 정치학은 자신 의 학문으로서의 성
격을 상설할 위협에 직연 하였다 정치학의 을 "}흔 위상올 찾기가 웹지 않았다 이
34) 초기 정치학 당당교수의 적은 숫자와 이국의 지앤 하에 세워진 께 당린 자유대학의 갱치
화과가 갱치학파 건설에서 주도걱인 역할융 한 점은 서독에서 정치학 엉성과갱의 용정
응산 보여준다

35) 1970년 에는 유언 갱치 연구회 (ECPR: Eu ro때11 Coul1cil of P，이 IUC‘11 Rcscaκh ) 가 창션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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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상적인 위상의 확정이 불가능한 실용적 학문이 갖는 특성 때문이었다 정치
와의 거리에 대한 논쟁과 정치학의 적절한 자기이해의 확립올 위한 논쟁이 활발해

졌다 정치학의 규범죄 정향과 경험적 정향 사이의 긴장이 각각의 경우에 따파 새
흘게 만단되어졌다 이는 정치학의 부족한 부운이 라기보다 특성으로 이해되이져야

한다 정치학은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 단독으로 정치썩인 요구들에 만족스럽게
대응할 수 없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 문제들은 학문간 협력 연구 ( interdisziplinären )
와 다양한 학문의 연구를 통해서 수행훨 수 있고. 여기서 다양한 학문의 죠직자의
자격이 정치학에 부과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정치학은 이 위치 를 두고 법학과
정쟁판재였고 정치학은 열세에 있었다
그러나 국가의 조정역할의 후퇴와 정 치 적 교섭과정에서의 평퉁한 권리를 가진
다수의 시민들의 동장과 함께 변화가 일어났다

국가의 우세가 약화됨에 따라 볍

한가들의 특권적 지위도 잠식 되었고. " 1 국에서처럼 정치학의 특수한 역할의 의미

가 커졌다 정치적 결정파갱파 실행과정이 집차 꽉잡해지고 규칙재정자 절차의
주재자 결과의 보증자 결정하는 관리자로서의 국가의 지위의 후퇴와 국가， 시장

지향의 기업 시민사회의 행위자들의 상호행위는 정치 과정의 변환을 가져왔다 이
는 정치의 탄법 률화와 정치학의 영향력의 증대 릎 가져왔다 사회와 학문체계 내에

서의 미패의 정지학의 우|상은 정치학자들의 다수가 정치에 대한 비 판적인 비 평가

로서의 역할자로 납을 것인가 아니연 정치적 문제들의 해 질에 질함될 것인가에 따
라질갱원 것이다

직접적인 영향올 주는 요소는 아니지만 ßologna Process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
학제도의 변화는 독일 정치학자뜰의 양성과정에 번화칠 유도할 것으로 보인디
1 999년부터 지금까지 매 2년마다 총 6회 개최된 Bologna proces찌는 유럽연합이 세

계화의 에파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대학개혁 프로그햄이 다

36)

개혁 프로그샘은 독

36) 회의 개최는 블로냐(1 999) 프라하 (2001 ) 에룹린 (2003) 께르센 (2005) 런던 (2007)
펠기에 로이밴 (2009) 에서 총 6회 개최되었다 블로냐 프로세스 이진에 1 998년 소르싼

느 대학의 800주기 기념축세에서 프랑스 독일 이태이 영국은 대 학제도 개혁에 함의
하였다 。l 창 소르본느 선언이과고 한다 소프용느 대학 800주년 기념축제에서 대학세
도룹 개혁하기로 한 짐은 아이i!:l 니하다 국내의 연구로는 김상원 (2007 ) 요정은 (2이)8 )
이 있다 윤호냐 프로세스가 세계화에 대한 유럽대학의 제도개혁이라는 중요한 변화임

에또 불구하고 굿내 연구가 "1 신하다 보다 않은 학문적 판심이 필요하다고 핀단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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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대학제도의 급격한 연화를 유도하고 있다 개혁의 내용옹 학사졸업제의 설립，

계수화왼 학점제 박사과정을 비롯한 수학기간 단축， 학제간 연구의 강조， 학업과

정의 유동성 증가‘ 부분적인 동록금 갱수 퉁이다 37) 이러한 변화는 전통척인 학자
양성과정의 변화를 뜻한다

1) 학사/석사 제도의 도입 (Bacbelor und M따ter) J8)
2) 계수화 왼 학정의 도입(ECfS)

3) 질적 보장 명가와전권위임(교육부가아닌 전문위임 기관이 담당)
4) 국가 자격제

작업부담 수준 학업결과， 자격， 프로펼올 정의한다 투명성

재고. 교육 과정의 비교가능성과 더붙이 교육과정의 행성， 영가. 진권위잉올

위한 관련사항들과 가이드라인이 작성되고. 이를 통해 대학의 질적 보장을
지원한다

5) 유통성 촉진 ‘ 50% 정도의 학생들의 외국유학과 30% 학생이 적어도 한 학기
를 외국대학에서 수학함을 목표로 한다

6) 박사과정 ‘ 3- 4년의 수학기간 학제적 연구의 강화， 직업적 능력 강화
7) 명생교육 미래지향적 교육. 경쟁력 있는 유럽경제흉 위한 명생교육
8) 사회적 차원 능력 있는 대졸자의 양성파 대졸자들의 취업기회 강화찌

IV.

결론

지금까지 독일 정치학의 특성과 그 역사적 전개과정올 독일 대학제도의 연화와

37) 오늘날 목일 대학용 퉁꽉금융 받기 시작했다 각 주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뼈 유로에
서 %유로 가까이 받는 주툴도 있다 그러나 둥흑긍에 한 학기 동안외 대중교통 이용
비 가 들어 있기 때문에 이 흘 제한다연 여션히 저령하다고 항 수 있다 그러나 대학이

동융 받기 시작했다는 것온 분명 엉갱난 연화이다

38) 인문학 분야에서 독일대학 구제도에는 학사졸엽이 없으며 석사흔엽 (Magister) 이다 이
는 이션의 무상교육제도와 맞몰려 졸업기간의 장기화훌 초래하었 다 20C엉/9년 겨울학
기 기춘으로 이 미 75 %의 교과과정이 화사 식사세로 바'11 있다 독일 교육연구부 홉때
이지 www.bmbf.de(검색일

2009. 5 낀)

39) "Der Bclogna-Prozcss." www.bmbf.deldel3336.php동 창고(검색영 2α19. 5. 27)

옥일 정치학의 형성과 역사적 전개파정

2잉

더불어 살펴보았다 정치적 시스템의 다양한 변 동올 경험한 독일정치의 와중에서
독일 정치학과 독일 대학제도는 변화하였다 독일 정치학옹 2차 대전 후와

60 - 70

년대에 자신의 정체성올 미국 정치학과의 긴장관계 속에서 모색하였다 오늘날 독
일 정치학은 세계화의 압력과 이에 따른 대학제도의 급격한 변화라는 새로운 도전
에 직띤해 있다 독일 갱치학이 어떻게 자신들의 전통과 새 로운 개혁을 조화시켜

나갈 것이며 이 파정에서 인문학과 정치학의 위상올 어떻게 정립할 것이 며

미래

의 학자들올 어떤 교육과정을 통하여 육성할 것인지는 중요한 학문적 관심사이다
이러한 변화는 대학과 정치학의 새로운 위상정립을 요구하고 있다

2차 대 전 후의 정치학 도입시기와 60 - 70년대 대학개혁에 따른 정치학 방법 론
논쟁에서 보았듯이 독일 정치학의 전통적 연구영역과 방법론에 대한 외부적 압력
에 의한 도전은 상당한 논갱을 초래하였다 정치적 ， 제도적 변화들이 전통척으로
법적， 철학적 ， 역사적 정치학 연구경향이 우세하던 독일 정치학에 미철 영향에 대

한 학문적 관심이 요구왼다
독일 정치학의 역사에서 중요한 논쟁점은 경험걱 분석적 경향과 규법적

통합

적 연구정향 간의 철학적 긴장， 법학. 역사학 철학의 영역에서 정치화이 연구되는

전통적인 인문학적 전통과 미군정의 영향 아래 둥장한 전문화된 분과학문으로서
정치학의 갈풍 학재간 연구에서 정치학의 위상， 현실정치와 정치학의 관계가 주
요한 논쟁성이 다 독일 정치학은 독일 역사 속에서 중상주의 갱책의 이론적 보조
자로서 ， 몽치이녕의 교사로서， 민주주의의 교사로서. 나치츰 이데올로기 선진도구
로서， 동독에서는 사회주의의 이념적 도구로서， 그리고 사회척 문제의 해결자 정
책의 입안자로서 동장했다 그리고 오늘날 국가영역의 후퇴와 정치과정의 복잡화

는 정치학에게 새로운 임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 대 한 명가는 불흔 정치척 논쟁거리이며. 명가의 상이합은
정치학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의 차이에서 비룻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쟁은
정치상황의 변화에 따 른 문제이기도 하지만 정치학이 무엇인가에 대한 시각 차이
를 드러 내 는 청학적 문제이기도 하다

최근 독일 정치학의 인문학적 연구전통과 독일 정치학의 역 사에 대한 관심이 증
가하고 있다 이점에서 독일 정치학회를 중심으로 독일 정치학의 역사연구에 대한

관심이 중대되고 있 는 점은 고무적인 현상이다 얘) 미국 정치학의 강새에 따른 정
치학 연구방법의 획일화에 대한 경고는 1 970년대의 위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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랴 오늘날 독일 정치화， 한국 갱치학을 비 롯한 정치학 일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
다

41)
올해는 한국정치학회가 발족한지 56년 정치학회보가 알간된 지 50년이 되는 헤

다 그 동안 한국 정치학은 질적

양적인 연에서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다 현재 학

술진흥재단에 둥록된 정치와 관련 학회는 24개이다 4잉 학회의 분립은 국제정치，
지역연구 지방자치

정치사상， 교육정치， 커뮤니케이션 정치 동 정치학 연구분야

의 특화 지방 정치학회의 분럽을 그 특정으로 한다 학회의 전문화는 바람직한 현
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유사한 학회들의 중복의 극복 50 - 60년니l 독일 정치
학이 보여주듯이 지역적 차이에 기초한 지땅학회를 넘어 앙법론적‘ 정치적， 철학

적 차이를 특정으로 하는 학파와 학풍의 형성은 앞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
한국 정치학에 대 한 최초의 학문적 성찰은 60년대 말 구빙모와 민병태에 의해
시도되었다(구범모 1%7

빈병태 1%9)

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후 한국 정치학의 정체성에 대한 연구

최근 들어 학술대회를 비롯한 본격적인 연구들이 시

도되고 있다는 집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43)
독일 정치학과 한국 정치학의 역사는 이군정 하에서 정치학의 수업기 ， 제도화

기， 이녕적 분화기‘ 세계화의 도전으로 비숫한 경로를 밟아 왔다 독일 정치학의
역사와 전개과정에서 학회의 분립까지 이어진 자국의 정치학적 전통과 수입 학문
으로서의 정치학의 관계에 대 한 격펼한 논쟁

정치학 방법 론애 대한 철학적 논쟁，

이넙적 논쟁. Bologna Process를 통한 독일 정치학자들과 톡일 대학의 세계화에 대

때) 각주 11 의 장고문헌 창조

41 ) -우리는 정치학 앙법론에 있어서 옳고 그즘의 구분올 통해 하나릎 지양해 버릴 수 없는
복수성융 고려해야만 한다 오늘날 정치학은 다양한 방법흔들의 명존에 의해 결갱된다
그러고 。l 는 현 대 사회과학 일반의 상황의 반영이다

- (8.1강Schlosser and SlanIDlcn 2003

46)
42 ) 독일의 갱치 관련 연구소는 22개 ‘ 관련 한회는 1 2개이다 Winfried Schröder가 편집한 정
치학 관연 포딸사이트. 정치짝 연구소 정치학회， 갱치학 판린 푼서와 자료. 정치학회
지에 대한 정보는 Münklcr( 2OO6. 680-7 1 6) 을 창조항 것

43 ) 대표적인 언구로는 이갱꽉( 1999)
( 21)(μ ) 김영영 ( 2006)
의 정셰성 모색
월1의 수렴

배명상 ( 2003)

학술단체혐의회 (2003) . 이상익

학술대회로는 서강대 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주최

(2007 . 11 . 3이

한국동양정치사상학회

한국 정치학

한국정치사상화회 주최‘

동양 전용정치사상과 현대 민주주의 ‘ (2α)9 . 3.2 1 ) 릎 톨 수 있다

’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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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 응 등은 한국 정치학자들괴 대학 관계자틀이 숙고해야 보아야 할 모습을로
생각된다

투고일 2α18년 4월 22일
심사일 2αg년 5월 11 일

게재확정일 2 뼈년 6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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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onnation of Gennan PO뻐C때 Science and its J-listo디cal
De velopmen t: Focusing on its Relation with the Refonn
of the University System

5DDn배

Traditionally. in Gennany, po1itica1 study
p1tiJosophy, hi5tOry or socio1ogy.

p，이 iticaJ

w‘ι

usua l1 y a fie1d within the faculty of Jaw.

scicncc became an independent

univcrsities aftcr Wor1d War n . undcr thc

p이 iti ca 1

더culty

in Gennan

innuence of the US . The sudden

introduction of p이 itica1 sciellce in Gennan universities by the

politic띠

power uiggered heated

‘

debme and discord among the scho1ars. The eontrO versy on the eorrect trans1ation of poJiticaJ
5cience in German . the confrontation between empiricaJ , descripti ve research and
phi1 osophic띠 ，

nonn8lJ ve

rcseaπh

in the 1950’ s. and the debare 011

the 1970 ’ s on be써vioristic and scientific research

1

in thc US, are examp1야

Po1itic띠

intrαluced

m

and innuenced by soci써 SClence

sciencc. one of the most sensitive

often finds itseJf at the centcr of disputc conceming

po li tiω mculOd이ogy

i잉 a띠demi c

fiel여

to po1iti띠1 changcs,

identity. PoJitica1changes in

Gcnnany and ensuing refonns in the unive n; ity 5ystcm uiggered on-going debates on the
identity , method이 ogy of politic써 science and thc academic reJatiollship with other facuhy.
꺼1e radi αtl

refonn of the univen; ity system due 10 the Bologna process being pursue에 under

the pressure of globalization ‘

provok혀

the controven;y between the traditional illtegrated and

phiJosophieal researeh and the empirical and

s야:cialized

scientific re se.m: h. Gem1an

po1 itiαtI

SClcnce 때ay faces the chal1enge of finding a new identity. lt is worth to [ake note that tltis is
not a challenge confined [0 Gcnnan p이 id cal science.

Kcywords: German politica1 5cicnce. American political sciellce, i이entity of political
science, globalization. refonn of the univen; ity systc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