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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방법론적 회의. ‘멸수척 긴장”과 과학적 진보
연구방법흔{이하 방엉롱’)응 과학적 지식의 생산과정에 있어서 정동원 이야기 의 진

행을 계도하는 길장이의 위상으로 위축되어 왔다 즉， 방엉온은 특정한 과학째예 내에서

·이 논운은 2010년 도 한국외국어애야요 요내핵않연구비 지원얘 외혜 연구되었읍

2 !.~정<1연구 째’9잉 찌B호(20'0)

합의핀 지식의 용도와 형태”에 상용하여 구축휠 문이라는 용업에 따라 그에 관한 논의
는 주어진 유리스틱 (heuri잉 ic)갤 춘수"는 기 엉객 제안의 앵주톨 벗어나지 옷했던 것이
다 물흔 과학쩌계가 안쟁되기 위해서는 유리스틱융 충실히 수용하려는 인지승성 (habits

of mind), 쪽 ‘견고 t) 구혹왼 무의식적 반용‘(en t renched responses that ordinarily occur
wìthout 예lSCious

3 l1 enlion)

(Margolis 1993.7.8)이 요구되고， 이러한 인지슐성의 확11<> 1

야말로‘강한파학”에이트는지용킬이라고용수있대깅용진 2009， 3 1-37) 바꾸어알혜
서 유리스틱에 대한 재성장，특히 핵심척 분석규춘과 협약에 대한 방법롱척 도션의 부재는
곧 과학체계의 안갱성과 강고생융 우회적으로 보여주는 g갱이여， 따라서 자료분석기법
에 한정원 방엉론척 논의와 그에 따른 ‘방법론의 이롱종속성’(깅용진 1993a}은 강한 과학

의가장두드러진혹징이다
강한 과학은 지일하재 구성핀 과학적 파악외적 때권 네트워크플 용얘 진보의 추풍력
인 ‘핑수척 긴장(essentialtension)’‘(Kuhn 1 977)융 쩨어한다 즉， 적실성이 인중왼 ‘강력
한 문제용이 기재~(Lakat여 1986， 4)에 대한 회의와 그로부터 야기되는 기혼 연구전용새

로운 시각의 강풍온 유리스틱융 장출하고 판려하는 ‘핵싱세력 (core se l)‘씨의 정치적 흥

원(B rown 1988, \0 1-106), 곧 과학정치”의 때권적 역통{김용진 2009 ， 25-87)으로 인해 소
멸왼다 그러냐 과학의 진보는 ‘의식적이자 비판척인 오류보정-(∞nsc ious， critical error
elimination)융 용해 샤고의 정직성융 탈며함으로써 진행왼다(pop야 r 1994, 134) 유리스

틱에 대한 앵목적 신조용 격파항 때 연구대상에 대한 새로웅 이혜와 해석이 허용되며， 방
엉론은 바로 그러한 격파과갱애 있어서 전위대효서의 위상용 지닌다 멸수객 긴장융 유도
하는 달리 생각할수 있는 방엉 의 양색이야안로 연구의 영역옹 확장하고 지식생산과정얘

1) 예컨대 경앵과학의 경우 성영과 에욕융 지향한 인파영 진얽@아꾀 stattment)
2) 륙갱한과학세계 내에셔 객실생과 정당성용 핑엉위하게 인갱알고 없는 운석규춘 영약과 절차
악가도λ1( '"μ10$ 1 986， 4-6)-:용장고

3) 공고하게 구용원 연구프로그영과 다수의 지지자와추종자흉생공적으료 확보항으로써 "1안 파
악사회 ~안 아니라 엉사회척으호 권위와 영양력융 인정받고 입는 과학셰셰 깅용진(2001ι

99

100) 잊 융려 (Fuller 2α)()， 45)용 창고
4) 과학세째(과학사회) 내에서 연구용재와 유리스획융 주도칙으호 창충하고 그러안 유리스회에
기한흩 든 과학앵위외 예트워크흩 판장엉으호써 추종자을의 지식생산융 예권쩍으호 용제하는
소규모의 강력한지얘집단 브라용 (Brown 1988)흩 창고

5) 과학뺑위의 갱향과 경로융 흥재 'f는 과학적 과학외적 왜권의 명성， 배분과 전개과갱(깅용진

200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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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신성과창조성을부여항수있는유일한길이라고용수있다

성공척인 과학자는 전용고수~\{traditional ist)와 우상파괴 ~\{ iconoc last)의 성격융

동시애 나타낸다

성속한 과학애 있어서 양견과 새호용 이혼으로의 전주곡은 우지(!o

*이가 아니라 기종 지식과 신녕애 우엇인가 잘옷되었다{something

has gone wrQß g with

existing knowledge}는인식이다 (Kuhn 1977, 227，깅5)
이 보고서는 우랴 갱치학방엉흔 연구의 현양융 진단하여 정치학 션안에 결친 연구갱향
의 장조척인 개방， 즉 ‘과학민주주의대용진 2009)의 확립가능성융 초망하기 위해 작성원

것으로서 ， 1 994년 이래 "k 김용진 1994., 1997, 200lb, 2(07)에 걸쳐 수챙왼 검색작업의

일횡이다 검색기간은 1980년으로부터 2009 년까지 지난 30년간이며， 최초의 보고서(김용
진 1 994.)가 작성왼 이후 이 루어진 연화을 일목요연하게 추적힐 수 있도혹 선행연구의 체
제용 유지하되 서흔 및 결혼용 전연 재작성하고 본문애 새로용 갱보용 추가 수정 보완
하는 구성방식올 채택하였다
겁색대상으호는 r한국갱지학회보，( 14징-43집 5호)와 r국제정치논총，(20집-49집 6호)애
게재왼 방엉론 논문과 국내 용판사툴 홍혜 출간된 단행온용 선갱하였다 논의대상용 r한
국정치학회보，9t'국제갱치논총」에 제한한 이유는 이듭이 우리 정치학계를 대표하는 양대

학회인 〈한국정치학회 〉 잊 〈’éh:-국제정치학회 )의 학울지이며， 모든 정기간행울옥차와 게
재논운 요약이 데이터에이스로 구축되어 있지 못한 상땅하에서 다양한 얘채를 용혜 산발
적으로 발표된 방법흔 판현 논운융 와징없이 검색하기란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검색
대상 기간을 1980년 이후로 셜갱한 것은 이미 1970년대 일영 - 1 9800년대 초영에 걸쳐 이 른
바 과한객 방엉론， 륙>1 정형과학방엉흔이 안챙 '1( 1 977)， 이용선( 1 978)， 깅숭흩( 1 980)， 신
명순( 1 982) 동 선구적 학자률의 연구에 객 용되었으나 그 충요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 것유 2세대 격헝과학자인 이남영 ( 1985)， 조충빈( 1986)‘ 김용진(1 98끼， 이갑윤(1987)
퉁의 논문이 발표된 1 980년대 중영 이후이며， 1970년대에는 순수한 방엉론 연구가 이루어

지지 않았융 분만아니라 이루어질 수 있는 인적 자원과 연구여건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

이다
겁색방식으로는 @ 연구논문의 경우 대상기간에 발간왼 r한국정치학회보껴f'국째정치

논총j 에 게재왼 모든 논문의 요약융 충간본파 학회 인터넷 홈메이지용 용해 검색하여 논
의대상올 선정하였고， @ 단앵본의 경우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셔판〉 및 〈교보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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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 인터넷 서정의 검색창융 이용혜 추적하였다 검색과갱에서 륙히 유의한 점은 우선 방
엉혼이라는 용어 자제의 광범위한 함의이다 방엉혼의 엉주율 어떻게 획쟁하느냐에 따라
검색철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애서는 가능한 한 논의의 엉주를 확

장한다는 측연애서 특갱한 연구프로그웹 re""π h programme)6l 내애서 지식생산방식융
규정하는 분석규준과 협약( 방엉흔. melll얘ol ogy}분만 아니라 그러한 규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자료획득{관측) 및 처리방식(방법 혹은 기법， m히h여νtechn iques)， 그라고
방업론의 형성， 확산과 제어에 관한 과학철학적 지식사회학적 당론용모두 포항시 키기로

한다
다응으로 한국정치학의 방법론척 현황융 5~다 치멜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비단 방영
혼 자제에 한갱왼 논문이냐 저서분만 아니라 갱치학의 주요 구성분야， 즉 한국정치 비교
정치 국제정치 둥 전 영역애 걸쳐 생산왼 문헌들이 수용하고 있는 유리스틱과 실제로 적
용왼 분석방엉융 상세 "1 추적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자료수집과 처리과정에 있어서 대

규모 연구인력의 장기 ιk애 걸친 투입이 요구되는 방대한 프로잭트이자 반드시 수행되어

야 함 우리 정치학계의 과셰이다 용 논문을 흥해 시도왼 방엉론 관련운헌의 경색 명가는
보다 포팔적인 검색작업의 기안을 구측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며， 따라서 션반적인 경향

과 갱향의 도층에 목적융 제한하고 있용융 서두에서 밝혀둔다

II. 연구성과의 검잭과 진단: 축적성 영역 정향”
지난 30년간 진행된 우리 갱치학계의 방법환 연구는 엉주와 축척성의 측연에서 모두 방

법롱융 독립왼 분야로 간주하기 어려올 정도로 이흉하다 예컨 대 1 980년으로부터 2009년

까지 r한국정치학회보껴l'국제정치논총」에 게재왼 방법흔 논문은 게재논문 총 2 ，902연
가운데 단지 26연애 불과하며(정유융

6) ‘부정되거나 수정필

0.9%). 융간된

수 업는 인식흩혀 이흔적 충핵

저서 역시 그 절대 쉬 1 6종}에 있어서

hard coref과 그융 툴러싼 보조가성의

-방

어환<.얘eclÎ ve be’.)'융 근간으료 한 안갱척 유리스틱융 갖용 과학찌찌 아카호시(Lak.atos 1986,
4) 장죠

7) 이 부분은 서릎에서 언급한 바와 장이 앙셔 4차애 경쳐 이후어진 보고와 비교 정호하여 연화양
상용영목요연하게 추씌양수 있도혹 7f장 칙근에 이루어진 선행보고서(2007)의 내용융 수정하
여션재하외새호용정보용추가 보완한것잉용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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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한국정치회회보회 r국제정치논용쩌 게찌된 앙업흔 논운 수 및 정유율 1900-2009
학용지

재재논문총수

방엉흔논문수및정유융

r한국정치학회호， 14징-43징 5호

1,608

r국재정치논총，2<1 잉-49징 6호

1) 4
2.902

17 (1.1 %]
910.7%]

계

’

26 [0.9%J

정치이론 및 사상 한국갱치 비교갱치 국제정치 퉁 여타 주요 분야에 비해 크게 뒤떨어

질 문안 아니라 거의 대부분 연구죠사의 기본정자와 자료분석기법의 소개애 연중왼 입문
서의 성칙융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위 〈요

1) 창조)

이는 선챙연구블 홍혜 수차 지적한 야와 같이 1 990년대 이후 고도로 세련왼 방법흔적
운용놓력을 갖고 있는 정치학자들의 수가 급증하였을 뿐만 아니랴， 주요 대학 및 대학원

의 정치학 교과과정에 방엉롱 교과옥이 포항되어 있다는 사실융 고려할 때 지극히 이옳배
반적인 상황이랴고 망힐 수 있다 요컨대 우리 갱치학계얘 있어서 양엉론은 단지 쩍용’되
는 도구적 위상용 벗어나지 뭇하고 있으여， 이에 따라 방엉돈객 규준의 타당성과 적실성
자재애 대한 논의의 필요성 융 아애 인식하지 옷하도혹 유도하는 -방엉론의 신회{Myt h

of

Methodologyf , 즉 -바른 방영을 척용하기만 하연 과학적 진보가 신속히 ， 그리고 블링없이
달성되리랴는 앵신과 우비판척 의존"(Kaplan 1998, 24-27에 자리 장았융 가능성이 높다
고율수있다

1 연구논문
1) 효백정치악회보
검색기간에 걸쳐 r한국정치학회보j제 14징~제43집 5호)애는 총 1 .608연의 논문이 제재

되었으냐 방엉론 논문은 1 7연(접유올 1.1 %)애 찰과하다{ (표 2) 창조) 륙히 정유융올 시기
영로 나누어 살여보연 1980년대 .1990년대 빛 2αm년대에 각71

2.1)%, 1.0"10. O.~앤으로서

시간이 흐를수혹 감소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2뼈년대에 이르러서는 게재논문 총수
가 755 연얘 달하여 1980연대 (236연)얘 비빼 약 3 애로 증대되었으나， 앙엉혼논문은 단 l 연

만이 추가되어 정유융이 2.0%로부터 0.8%로 절반 이상 하락한 것이다 이러한 수적 빈곤
애 더해 연구재저자)의 측 연에 있어서도 연협성이 노정된다 즉 17연 가운데 7연의 논문
이 동일 저자〈김용진)에 의혜 작성되어 앙엉흔 천문연구인혁의 섬각한 부쪽현상융 여실히

6 ~택정치연구 쩌19집 찌3효1201이

(li 2)

't~정치회회보」에 게재된 잉엉흔 논문 수 잊 집유율 19t1()-v2009

기샌징호)

게재논문총수

방엉흔논문수

방엉용논문의 정유융{%)

1980- 1989
(1 4-212)

24'

5

2.0'%

607

6

I.

715

6

0.&-/ .

1,608

17

1.1%

l 옛%‘ 1999

(24:1-33:4)
Z이10-2009

(34+-4 3,5)
총제

‘

æ

보여주고있다

논문의 내용에 있어서 는 욕정한 방법론의 본질애 관한 과학철학적 인식론적 당롱， 방
법흔적 네트워크을 중심으로 천깨되는 과학정치의 역풍애 판한 지식사회학척 논의 ， 분석
규춘의 적용타당성애 대한 명가 및 기엉적 제또}이 고루 포함되어 영역멸 균형율 갖추고 있

다고 볼 수 있다j (li 3) 장조) 보다 구쳐1 적으로 상여보연， 정헝과학이 견지하고 있는 기온
전제의 무비판객 수용이 초래한 예혜를 지적한 후 정치학 연구의 과학적 사회적 객실성
융 답보하기 위해서는 과학의 개녕 자체를 새홉게 쟁힘혜야 한다고 주장한 김광용의 논문

(1987, 2102), 용상적인 ’실증주의 비판‘융 역비판하고 사회과학지식의 생산경로가 영연혀
으로 나타내는 갱치사회적 예쇄성율 지적한 논문{김용진

1990, 24 욕영호)，

정험과학앙엄

흔의 집단사회화와규엉화， 즉 생회jll\tll)7) 초래하는 지식의 화석왜 Il%lt) 현상용 지혀
한논문{김용진 1993ι 27 ， 2[하])， 과학적 발견의 딴쟁과 갱당화 정로애 깨입하는 과학때권

(scicntific hegemony)의 전개과정용 해제한 논문{김 용진 1995 , 29,3), 과학적 진보의 표상
으로 간주되는 지식의 용척과정이 표출하는 틸과학책 정치척 성격율 추적한 논문{김용
진

1999, 3303) 풍 다섯 면이 경험과학방엄론에 대한 과학철학책 지식사회학적 성창에 해

당되며， 정치학의 과학화용 위한 계량흉계분석기엉의 객극객 도입을 역설한 이갑융의 논
문( 1987， 21 ，2) 역시 이러한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더블어 실증주의적 방엉， 해

석학적 방엉과 서사척 (narrative) 앵엉의 상호보완성 용 수(110의 세계’와 이야기의 세계’
간의 관계을 용혜 람색한 안재홍의 논운(2005 ， 39,3), 사회과학앙엉롱에 있어서 혜석학적

논쟁의 의이와 천깨과갱용 다훈 장원석의 논문( ， 99' ， 25 ， ， ) 또한 방엉혼 자제에 대한 포팡
척 당롱에 해당왼다는 욕연에서 같은 영역에 포항시협 수 있읍 것이다

한국 갱치학의 방업흔 연구， 1 98(}.2α~

(H 3)

r한국정치혁회보J에 게재된 앙엉론 논문

1987(21:2)

저자

영역·

'1 쿄분석기영의 재조영 공간적 흉제양식율중심으로

김옹진

B

김광용

A

이갑윤

A

김용진

B

김용진

8

한국정치핵뻐서 r과학적 연구J의 의미

과학철학에 대한 안성과 제언

1987(21:2)

정치학의과학화와용계적방엉

1987(21:2)
[1987a)U

회귀응석 ‘신드용 ~녁갱치학의 연구방영론에

1989(23: 2)

196O^-2009

논운제목

간앵년(징호)
198~잉 001)

대한기엉적진단
모형화작엉얘 았어서 인과관계의 추혼척도

성용생과효용생에 대한재성장

199이24 흑)

지식생산경로의 예쇄성 정치현실과갱지학적 시각

김용진

A

1991(25‘ 1)

혜석학논쟁과사회과학방엉흔의 제 운제

장원석

A

깅웅진

A

김용진

A

깅용진

A

진영재

B

깅지회

g

1993(27:2[하]) 앙엉혼의 이혼종속성과 이용의 방엉흔종속생

I‘ 993a]U
1995(29 :3)
199어33J)

1999(314)
200 1(35:4)
2아셔{38:2)

2005(39:3)
2008(42:3)
2α19(431)

7

연구영엉혼의 성화와지식의 와석화
과학적 알견의 갱치사회적 갱당와
적실성의 족혜와방법흔적 구속성
지식의 축적과 연구전용의 진보
방엉흔적 네트워크훌 중싱으호
“유효정당원Effect ive

Number of parties)"

계산엉의문제정 갱당연합이흘융중싱으료
비교정치연구에 있어서 혼앙체계 분석 간의
방엉흔적 적실성 인과추론방식올중심으호

한국 대용영 평가방법의 과학적 성계과정

항성득 임동육

8

다속성 효용이흔과스핑기엉융중심으로

꽉송준

수((t싹이야기

안재흥

A

한정흥

B

김형민

8

s. Kim

B

유럽의회 내 갱당용징성 측정애 대한 비교제도학적
연구 공간모옐율 적용한 대안적 지요 개발

네트워크분석방엉의국제정치학적적용
군사무기 이전의 사회연경땅운석

Psychological Leaming, Reinforcement Leaming ,
2아쩌.43: 5)

and Th e Emergence of Cooperation in the Prisoner's
Dilξmm，

'A

과학청학척 인식흔적 지식사회학적논의

B

분석규준/망엉에관한논의

.. 통일년도에 땅표되고 온문애 언급왼 저자의 상이한논문플융구분하기 위한 g시잉
융처 r한국정치학회보， 14집 (1980}-43집 5호 (2010)의 충간온 잊 〈한국정치학회〉의 ‘한국정치학
회보-검색창 httpJlwww. kpsa.or. krlkpsrμaπh.h‘떼정색일

2010.8. 9- 11 )

8

l~정치연구 제얘집 째3호.(2010)

다음으료 구체적인 분석규훈이나 방법올 다를 논문으로서는 우선 이흔구축작업에 있어

서 회귀분석에 대한 과신이 초래항 수 있는 예해(김용진 1987. , 21:2), 인과관계의 추흔척

도와 정험적 실존 간의 원가피한 괴리(깅용진 1989, n2) 퉁 인과추론과정에 있어서 일반
객으로 적용되는 경험과학척 분석규준과 기엉의 척용타당성에 판한 " ) 판적 논의쉴 을 수
있다 국내외툴 악론하고 망엉흔적 논의를 주도해 옹 비교갱치연구애 있어서는 최대상이
셰계분석앤Most

DifTerent Systems Design)과 최대유사세계분석앤Most Similar Systems

α"맹)의 효용성 명 7k깅용진 1986 , 20: 1), 혼합째예분석안(Mixed-sy잉 ems Approach ) 의
이흔적

방엉흔적 적실성과 한계(김지희

2001, 35:4) 퉁 갱성객 인과추론전략의 척겔성에

관한 진단이 이루어졌다 이와 아올러 교차사례적 측정타당성 (cross-cases measurement
va l idity)을 확보한 지표의 구축이라는 맥락에서 락소-타게에래 Laakso & Taagepera)가 제

시한 유효정당수 쩨측법의 개선방안(진영재 1999， 33:4)과， 공간모텔(，띠 lial m여셰에 따

라 유럽의회 내 국가정당의 용징성융 추적하 71 위한 대안객 육갱지표(한갱흩 2008, 42:3)

‘’

가 찌시되었다 이 외에도 다속성 효용이흰 MA UT: Mul -Attribute Utility Theory)과 스
챙기엉 (S… ng Weighting)융 객용한 호택 대홍명 명가방식의 셜계(함성득 잉동욱 곽숭
준 2004, 38:2), 군사무기 이전양상올 파악하기 위한 네트워크 분석방법 (network analysis)
의 국제정치학적 적싱성과 효용성 진댄김형민 2뼈， 43:1)， 연속적 수인의 딜레마 게임 (PD

gamc: Prisoner's Dilemma game)에 있어서 정치적 판단모형， 특히 심리적 학습과갱윤 후사
한 학습모형 (1 eaming m여 01) 의 방영흩척 명 7K '김성윤 2이)9， 43:5 ) 역시 구체적인 분석규훈
과방법에 관한 논의의 영역애 속한다고 알할수 있다
이들이 전반적으호 요창하고 있는 가장 두드러진 륙생온 정헝과학적 엽장융 획일척으

로 수용하고 있다는 정이다 즉‘ 장원석 ( 1991)과 안재흥의 논문(2005)을 제외한 나머지 연

구들은 과학첼학적 지식사회학적 당론으로부터 시작하여 구체척인 연구방법에 관한 논
의에 이르기까지 유리스획의 예쇄성을 영백히 노갱하고 있다 예컨대 분석방법/기법에 관
한 제안과 명가는 말할 것도 없거나와， 과학패권의 얘제로 작동하는 방엉흔적 네 트워크의

행생경효를 다양한 욕연에서 추적한 깅옹진의 논문( 1 990， 1 993'， 1995， 1999)초차 경헝과
학척 유리스틱의 강앙성과 예쇄성에 초정올 맞춘 ‘경험과학자의 경험과학 비판옳 벗어나

지못하고있는것이다
이와 같은 시각의 획일성은 방법론척 논의뜸 주도하여 용 학자군의 학문적 배경과 갱
향에 기인한 바 척지 않다고 본다 쪽， 이들윈본 논문의 필자를 포함하여) 경험과학적 시
각융 주축으호 삼고 있는 구미， 꽉히 미국 정치학계의 엄 격한 방엉혼객 흥육에 집중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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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노출되었으며， 따라서 방엉흔적 분화와 세현화가 급속히 진전되었융 훈안 아니라 연

구방엉의 운용째계가 다루기 손쉬용 때커지(package)의 수춘애 멸적힐 안큼 갱혐화왼 경
험과학의 유리스틱을 지극히 자연스럽게 수용하재 되었다고 올 수 있다 바꾸어 말혜서，
오늘날에 이르러 기온 천셰와 규준에 대한 "1 판적 성장의 여지를 찾기 어려융 갱도로 세
련된 경헝과학방영론의 제계성과 치일생이 강력한 주잉식 교육의 효과와 어우려져 방법
흔적 논의 용 ·이이 형태가 갖추어진 딱딱한 상자"(the pπ“rmed

and relatìvely ìnflexible

box) (K uhn 1 971α 24애 가두어 놓은 젓이다 이러한 방엉흔적 인지습성의 고칙상황 속얘
서 2뼈년대 중엽 방엉론적 시각의 전연 개방융 지향한 미국 갱치학계 일부 학자들의 때
레스트로이캐Pe.π'stroika) 선언(2005)"은 비단 미국 갱치학자들뿐만 아니라 미국 정치학
의 방법 용적 정향을 충실히 수용하고 있는 우리 정치학자들애게 있어서도 그다지 큰 영향

용 주지 옷했다고 딴단왼다

21 국제정치논용
검색기 ι냉 용해 r국제정치논총j 에 게재왼 방법흔 논문은 9연에 왈과하여 제재논문 홍
수(1)94연)의 1%올 념지 옷하고 있다{O.7%， (표

4) 장조) 에록 r국제정치논총J이 〈한국

국제갱치학회)의 학술지호서 국재판예연구에 초정융 잊추고 있으나‘ 께재논문의 성격상
r한국정치학회보껴} 괄목힐 만한 차이흘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정애서 이쩌렁 부진한 축척

성은우리앙엉론연구의취약한위상율재확인해주고있다.，
그러나 논문의 내용에 있어서는 '~국정치학회보j의 정우와 같이 상당 수준의 다양성이
노갱되고 있다{ (Jl 5) 참조) 옥'， 1980년대애는 재재왼 253연의 논문 가웅데 -국제정치와
외교정책분석 비교앙명의 적용과 문제정"(신정현 1980， 20)이 유일한 방엉론 논운이었음
에 비해， 1 990년대애 진입혜서는 지극히 빈약맨 절대 쉬5연， 정유율 1.3%)에도 용구하고
논의의 영역이 대혹 확장되었다 예컨대 창조적 i엉엉과학"(outlaw sc ìencc)의 정립올흉한

경협과학방엉론의 개방을 역설한 김용진의 논문( l994b， 34 ， 2)， 국제갱지의 역용에 있어서
강혁한 샤회갱치적 영향력융 행사하는 ‘지식이전.의 재도격 기 슐척 과갱융 추적하기 위

한 방엉롱적 성계(홍성민 1998, 38J), " Pro삐0여ered Probi l과 Evenl -Co unl 분석을 위한
방법 -이혜와 적용"(주이영 이상환

1995, 35 ,2) 둥 과학철학척 당론， 새로운 유리스틱의

8) 현재 r국제정치논총r온 국재판째 통안 아니라 비교 지역갱치로부터 시작하여 갱치이흔 및 사
상，한국정치 에 이르기까지 광법위한영역의 논문융 재재항으료써 종합하슐지의 연모툴 갖추고

잉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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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4)

r국세정치논총」 에 거 재왼 $엄론 논문 수 및 정유율

기샌집 호)

재재논운용수

1980‘ 1989
(2 0-29:2)

25J

l 잊얘-1999

(30:1- 39:3)
2α)()-2009

14
찌
이1 -49:6)
0

흥계

양엉흔논문수

1900-2009

앙엉흔논문의정유월씨

0.4'’‘

3M

5

1.3%

655

3

0.5%

1,294

9

0.7%

제안과계량홍제기업의소개 명가용포팔하고있다

한연 1 990년대 -2뼈년대 경쳐 게재왼 8연의 논문 가운데 정앤4연)이 비 교정치연구전
략에 관한 방엉흔적 논의라는 점에 주목항 영요가 있다 즉， 1990년대에는 ‘ Bool e의 대
수학객 연산방식용 흉한 정성적 비교분석 기본선제와 절차‘(김용진 1993b,

JJ ,1 )와 ‘비

교 지역연구에 있어서의 인과적 추흔 방엉론적 쟁정과 대안적 연구전략의 모색"(안숭
국 l쨌 38 ， 1) 퉁두 연의 교차사혜적 인과추론에 관한 논문이 소개되었고， 2이@년대에 진
입혜서는 i선 비교사혜연구 후 용계방법”용 채택함으로써 용계분석모형의 오류를 축소

힐 수 있다고 주장한 안재홍의 논문(2006， 46'2)과 교자사혜연구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노
정외는 깨녕적 타당성(∞nceptual val띠1 ‘y)-일안성 (generality)-인과성(0)야al ity) 간의 싱

각 딜레 o}(trilemma)흘 고려항 때 가성갱중융용한 경쟁적 설명요행의 명가에 있어서는 용
계분석전략이， 가셜창출과 이롱화에 있어서는 갱성적 비교분석전략이 적절하다고 주정

한 권혁용의 영문논문(2006， 46，5)01 게재되었다 이는 구미의 정우와 마찬가지로 우리 갱
치학에 있어서도 비교정치연구가 멍}엉흔적 논의의 중심영역 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
을 오여주는 적썰한 샤혜라고 알할 수 있다 따지약요로 국제생치학의 주도적 연구선용

인 경험파학적 입장t실증주의)올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유리스틱으로서 웬트(A lexa찌히
Wendt)의 양자역학적 시각을 논의한 양준회의 논문(2 oo8， 48 A)은 2이m년대에 게재된 유

일한 인식흔적 당흔에 해당된다
이러한 연구영역의 다양화와 양장에도 율구하고 게재논운 수의 극싱한 부족현상은 우

리 방법흔 연구의 장래애 대해 싱각한 우려흩 갖게 한다 우선 앙서 살며 본 r한국정치학회
보」의 사혜와 마찬가지로 유리스틱의 획일성이 다시 한 번 영백히 노정되고 있다 즉， 국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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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5)

，국재정i면용j째 게재왼 앙엉혼 논폼

19BO'‘2006

논문제옥

간뺑년(집호)
198야20)

국재갱치와외a갱액분석 비교방엉의 적용과운재정

1993{33: 1)
[1993b]"

기용전세와정자

1994(34,2)

문셰용이， 엉업과악과 과학의 진보

[ 199에b)U

깨방경로

8001，의 대수학객 연산방식융흉한갱생적 비교분석

비교 지역연구에 있어서의 인과적 추흔

김용진

B

깅용진

A

주미영

8

8

'1"방엉의 앵업용객 갱셰성

안재홍

8

A Trilemma of Conceptual Validity, Ge nerality, and Causatity
Strategies in Com뼈rative Analysis

Kwon,

R왔arch

양자융리따이 국제정치애 던지는 에시지 앤트의 양자역악과

l!'사의식가성 논의용 녕어

' A 과학첼학격

B

홍성인

지식이전의 국제정치학연구노트

2α1ó(46，5)

신정현

8

국세갱 치문화연구 방엉흔서성

20C뼈，46:2)

영역 ·

안숭국

방엉혼혀 쟁정과대얀쩍 연구전략의 모액

1 99'잉8，3)

저자

。 L앙~

이때와혀용-

199~38" )

2("얘(4"')

정앵파악 연구앙엉혼의

p，얘iν않dertd Probit파 Event..(싫mt 분섹용 취한 빵법

1995(ll'2)

11

인식흔객

지식사회학객논의.

H
양준회

B

A

B 분석규훈/영엉에판한논의

.. 홍일년도에 일g되고용용에 언급핑 져자의 상이한논문률을구용하기 외한 g시잉
용쳐 r국제갱쳐논총， 20쇄 1980)-49징 6호(20IO)의 층간용 잊 (한국국세갱쳐학회)의 -국제정치

논총- 정씩장 hnp:l，“w‘ kaisnel.or.kιIhtmVsub04 05ιp. (갱액잉 20 1 0.8. 9- 1 1 ~

정치 연구에 있어서 구성주의잭 잉장에 따른 ‘문화당흔·의 영요성용 역설하고 있는 흉성
인의 논문( 1998)파 -영실충주의적 관정-의 A용성에 초점융 맞용 양준회의 인식온적 연구

(20(8)툴 제외한 나머지 논문들은 모두 경험과학의 엉주 내에서 새홉게 구축된 연구방법
융 소개하거나(김용진 1993b; 주미영 이상환 1995) 기존 연구방엉이 지닌 한째를 극복하
기 위한 전략을 쩨안하고 있대안송국

1998; 안재흥 2006; 권혁용 2006).

또 단 한 연만이

양견되는 지식사회학적 당흔{김용진 1994b) 역시 핑자가 r한국정치학회보j얘 재재한논문
융과 풍일한 액락얘서 정업과학적 입장이 견지하고 있는 과학척 진보의 개녕올 비판척으
로 영가한정헝과학자의 자기성찰에 해당된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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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쳐럽 r한국갱 '1학회보J와 r국쩨정치논총J에 재재된 방엉론 논문툴 속에서 꽁풍적으

로 추적되는 유리스틱의 예쇄성(경험과학적 획일성}은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방법론 연
구자들의 학문객 정~과 배경에서 기인한 것인 풍시에 우리 정치획이 아직도 벗어나지 옷
하고 있는 용과의혜의 소산이라고 올 수 있다 즉， 해방 직후 ‘약한 과학M(weak s야nc야으

로 용말한 우리 갱지학은 구미 정치학의 전면적 수용을 통혜 교육 연구 프로그행융 구혹

항 수밖에 없었던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이애 따라 이미 강한 과학의 위상융 확보한 구미
정치학의 연구천용은 강력한 홉인력융 발휘하는 때러다입 엉예paradigmalic exa mples)로

서 받아들여졌고， 우리 갱지학 연구는 모든약한과학이 그러히웃 구미의 때려다임에 따른
계도추종의 경(K uhn 1970, I α22)융 방아나갔던 것이다 바꾸어 딸혜서， 양숭태 (2뼈， 13)

가쩍절히지척한바와강이일째식인용치가야기한‘전흉이론의무력회‘와그얘따른학
문객 공동{호iIl)이 정재사회적 근대화 전략의 선택과정에서 재택된 ‘구미성은 공 선진성
이라는 정치사회적 을효건과 어우러져 우리 정치학 연구의 구미지향성율 확갱했다고 말
항수있다

요건대 우리 갱치학 연구의 학문적 사회척 정황이 약한 과학。1 강한 과학으로 이챙하

기 위해 반드시 겪어야 하는 .분석시각의 산만한 대립"(김용진 1992， 222)을 얘당초 애제
함으료써 왜곡왼 약한 과학， 의당용 흥해 구촉왼 약한 과학옵 낳았용 뿐 아니라， 그러한
과정애서 자연스럽게 유입왼 과학 이 데 올로기 ， 곧 과학적 규준의 보연성얘 관한 신죠(이른
바‘보연과학의판영)7)구미유리스틱의 적극적수용용더육추용한것이다 이로부터 방

법 혼 연구의 미진성은 장끼간에 걸쳐 진행원 구미 유려스틱의 앙성쩍 수용과 ‘흩료 서기’
지째의 띨요생애 대한 의구싱， 골 인지슐성이 야기한 미생숙이 노층원 결과라고 진당할수
있다 이와 강은 의도객이자 융성객인 이성숙이 과연 어떤 양태를 지닌 성숙의 킬로 연결
필 것인가에 대한 지식사회학적이지 정치척인 성창이 요구된다 우리 갱치학 연구가 다양
한 분석시각의 장조적 대링올 흉한 자아준거척 유리스틱의 구축과갱으로 전깨핑 것인지
구미 연구선룡의 충실한 수용이 가속화휠 것인지의 여부는 정치학계， 더 나아가 사회과학

계 션반애 걸쳐 션깨되는 과학갱치의 역동얘 좌우휠 것임에 용링없기 때운이다
두 번째로 부진한 연구성과가 방엉롱 연구에 동원될 수 있는 장재척 인력의 부족으로
야기된것이정E 아니라는정융간과혜서는안원다 (한국갱치학회〉와(한국국제정치학
회)의 회원영부에는 방엉롱융 제2전공으로 쩨시한 학자듭이 다수 포항되어 있으여， 고도
로 세련된 분석방엉을 동원한 수많은 연구가 r한국정치학회보융)'국째정치논총J올 흥해
소개되었기 때문이아 바로 여기에 우리 땅엉환 연구의 핵싱적 문제가놓여 었다고 판단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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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충분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옹에도 불구하고 연구성과가 빈익F한 수춘에 어울려 있
다연 절국 "(분석논리에 관한) 사색올 냥에 손에 앙져 놓는 무의식적 사색‘(unconsιIOUS
Ihiπking) (Sartori

1970. 1 046- 1047)이 광엉위하게 확산되어 왔다는 철혼에 다시 도달할수

밖에없다

2

저서

다응으로 갇은 기 간에 〈한국갱치학회 〉에 소속된 정치학자둥이 저술한 연구방엉론 저서
등의 연모을 살여보연 〈요 6)과 경다
요에 나타나돗。 1 198ι2009년 <1 0 1 에 충간왼 방엉혼 저서플은 총 1 6종애 불과하다 이

는 지금까지 총간왼 쟁 '1 악 관련서적이 수백 종’ 에 당한다는 정융 고려힐 때 연구논문의
경우와마찬가지로한국정치

"1쿄갱치 국애정치웅여타운야에크게뒤진다고일힐수

있다 또한 가장 최근의 선행연구(2007)에서 재공한 갱보와 비교얘 용 예 단 3종의 서객이

중가되었올문이대윤종인 2이X， 김용진 2005, 2009)
내용의 측연에서는 1 6종 가운 데 9종(김용진 김지회 2000, 2005 ‘ 김용진 외 2001; 노동
일 1996; 안영섭 1996; 오영호 1995‘ 윤종빈 2004; 최한수 1993; 한배호 1988)01 입원 내
지는 교파서에 해당된다 이듭은 거의 대부분 과학챙학적 전제와 규준， 개녕화와 인과추

흔{causal infereoces)에 관련왼 협약， 연구성계의 구조，판측 측정방엉과 계량홍계적 자료
분석기엉올 한 권의 해에서 포휠쩍으료 소개하고 있는 구미식 g춘 교과서 (sta찌a 여

text)

률이며 ， 존재흔적 인식혼객 욕연애서도 외일적으로 정험과학적 잉장올 기반으로 삼고 있

기 때문얘 상호차영생융 방견하기 어영다 그 가운애얘 성격융 달리하는 지서로서는 비교
정치연구의 방법흔적 전략용 교차사혜분석과 사혜분석으로 구분하여 상세한 적용절차
용 소개한 후 분석단위의 비교가능성과 퉁가성 확보냉식 사혜 간 외산의 문제 (Galton "s

Problem)와 그 해절망식융 다흩 r비교사회연구방법론j 김용진 김 지희 2뼈， 중판)， 일곱
명의 저자가 자신이 실제로 연구에 사용하는 분석방엉싼 ‘이야기 로 영깨 풍어 쓴 r정치학

조사방법 재미있는쩌즐융기，( 1 999，중판}를틀수있다

9)

2010년 8앤 11 일 인터넷 검색장에 ·갱지아-용 잉혁한 정과 (인터넷 쿄보문고)에서 786총이 (극
링중앙도서관JOI서 1 ，366종이 갱색외었다 이 가웅예에 1 980년 이후 용간펀 전문싹슐서객의 수

용 영따 <1 파악힐 수 업으나 수 액 종에 g항 것으로 여겨징다 후속보고서에서 보다상세한 정
색전과를제시하기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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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6)

영구앙업흔 저서 흩간연양

지자

김용진

19&:r-2009
총판사및§판년도

제욕

성척

r현예정치학의 냉엉흔적 위상J

학연사'， 1 987

연구서

q연) 방엉， 방엉릎과 ~택갱 치학J

한윷‘ 1994

연구서

r망엉혼과 갱치적 성흔j

인간사랑.1996

연구서

r신화와성학 파아방엉론의 때권정치j
r과아혜재모냐의 갱치적 영상J

전에씬.200 1

[200la].
챙욕용딴，，+， 2005

r과학빼권과과학민주주의

서강대학"층완부，

영띤 샤회과회}의 모색J

2 이19

r비아여연구앙엉흔 "1"정씨 비교앵갱 지역

연구서
연구서
연구서

한용.21)(뼈충싼)

교과서

r비교지역연구선약 방법흘혀 성장j

인간사링， 2003

연구서

r갱치아 연구방엉용 정험과학연구의 규중과 성셰j

영지AI.200l(충완)

요과서

r정치학죠사망업 재이있는 써 증쯤 71 ，

영지샤 200 1 (충판)

표과서

노홍영

r갱쳐악영엉혼 이혼 용계

엉문샤‘ 1996

쿄과셔

안영성

r사회과학방엉 흩용성 J

엉운샤.1996

교과서

요영호

r현대갱치학앙엉용」

박영사， 1995

쿄과서

용총인

r사회과학땅엉온의 이흔과성재h

칙한수

r갱쳐학연구방엉혼J

대왕사， 1993

요과서

한애호

r갱치아양엉혼J

엉문사.1988(충원)

쿄과서

겁웅진

연구의전략J

김지회

김용진
깅종 g

박정산
이냥영

정영국
조기숙
최신육

SPSS J

영지대여a용판부，

2004

요과서

·용일년도애용간되고본운애 언급왼 저자의 상이한저서 를용 구분하기 위한-"-시입

용지 〈국회도서관〉의 -션자도서완- 겁씩장 hup:llwww. nanel.go.kr/03_dlib/01 _datasearc h/

datasearch.jsp; (국림충앙도서완〉의 -자료핫기- 경씩창 http://www.nl.go.krlsearch/ wed_
""KhI잊 archlsearclv'_brief.php?:었 πh m여 에 ; (인터넷 쿄보문고 )

co.krlindex .laf (정찍일 20 10.
제외하였용

htlp:l/www.kyobobook

얘 11). 누학왼저서가있&수 있으여，외국도서의번역서 는

한국 갱치악의 방엉혼 연구 1980-2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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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서적으로는 깅옹진의 r신화와 성화 과학방법론의 때권갱 ~li200 1a)， r과학 패
권과 과학민주주의，( 2009)， 김용진

김지희의 r비교지역연구전략 방법흔척 성창.，( 2003)

올 포항하여 7종이 출간되었다 그러냐 6종。l 동일 저써김용진)에 의얘 쓰인 것이며， 방법
론적 연계앙 (methodologica l network)융 때개로 한 과학패권의 챙사정로， 과학체계의 형
성， 유지와 재생산올 중심으로 전개되는 과학갱지의 역동율 방엉론적 맥락에서 추적한 과
학청학적

지식사회학적 당혼이 71 때운애 저자와 내용에 있어서 연향성 융 벗어나지 못하

고있다

한연 (한국정치학회〉애 소속되 어 있는 행정학자들이 저슐한 방엉론 교과서을， 예컨대
김광웅의 r방엉흔강의 기 초 원씩 용용，( 1996)이나 강신택의 μ}회과학연구의 논리 정

치학 행정화용 중심으로)，( 1 996) 퉁이 수자 중판되어 정치학과{정치외교학과)의 방엉론
강의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정애 주목할 뭘요가 있다 또한 김호정의 r샤회과학홍계분
석，( 1 993)， 노화준의 r앵갱쩨량분석，( 1 잊>0)， 이원육의 r조사연구방엉론，( lm)쳐럽 계량용
계분석의 기엉적 운용절차플 징 종적으로 소개한 핵틀도 거의 대부분 행갱학자풍의 저셔

이기 때문에， 연구방엉흔에 관한 한 행정학자들이 정치학자등에 비해 보다 훨방한 저슐활
동을 전개혜 왔다고 알힐 수 있다 이와 같은 저슐현망으로 이루어 온 초사연구의 경색대

상에서 째외왼 r한국행정학보」에 는 r한국정치학회보J 혹은 r국쩨정치논총j에 비혜 보다
많은 방엉흔판계논운이 수혹되어 있융 것으로 얘상원다

융돈 출간왼 저서의 수릎 단순 이교하여 행정학자듭이 정치학자들에 비해 보다 큰 방
법흔잭 의식읍 갖고 있다고 단언하기 어려우여， 또한 온정적으로 통일 영역에 싹하는 정치
학과 행갱학융 구획하여 논의하는 것 자째가 우리 정치학 연구의 방영흔적 현항융 진단합
쩌 있어서 그다지 큰 의미용 갖지 뭇한다 아용러 행갱학 또는 갱책학의 싱용적 성칙에 상
용하여 경험객 자료의 처리방엉애 상당한 비중올 두고 있는 대학의 뺑갱학 교과과정뿐만
까니랴 죠사방엉론이 포함되어 있는 행정고시로 인해 양법론 교과서에 대한 수요가 정치
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보다 많은 저서(특히 수헝대비 교과서)가 출간되었다
E 불수있다

III, 절론· 방법론의 개방과 지식의 창조척 재구성
앞셔 논의한 바와 같이 지난 30연간 진행된 우리 갱치학방엉론 연구는 축적성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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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헨껴

2 단찌

3단껴

이에의 수종

지삭외 용껴도

〈그립

1)

"식의 혹적에 띠를 이해의 수중

극히 이진할 뿐 아니라 영역과 갱향에 있어서도 갱체성융 엇어나지 옷하고 있다 혹히 시
간이 흐를수륙 연구가 용소외고 있다는 사실은 방엉흔율 넘어서서 우리 갱치학 연구 천반
애 걸쳐 분석시각의 빼쇄성이 확대되고 었다는 우려용 낳는다

방엉혼의 예쇄성은 유리스틱의 예쇄성， 더 나아가 연구프료그랩 자쩨의 예쇄성올 초래

하여， 이는 특정한 연구전용의 강화과갱에서 표출되는 전앵척 표정이라고 알할 수 있다
즉， 지식의 축적과 연구대상에 대한 이해의 상판생융 논의한 용! El (J e nn y Winte r)에 따르

연 연구프로그랩의 공고화 과쟁은 3단계， 공 @ 새로운 유리스틱의 져 시 단계， @ 수용왼
유리스틱에 따른 연구의 척극객 진행 단예， (j) 연구정향과 영역의 예쇄 단계로 구분왼다

(Winter 1995, 470-473)

방엉혼 연구는 주호 l 단쩨에서 휩양히 진행되i!， J단계에서는 유

리스틱(방엉론)의 공고화애 따라 연구문제의 답습성이 노갱핍으효써 비륙 지식은 지속적
으로 축적된다 하더라도 새로운 이해와홍찰력은 거의 증대되지 않는다， (그링 1) 장조)
우리 갱지학 연구의 공고화 안갱화 과정이 나타내는 가장 두드러진 특쟁은 앙서 논의
한 바와 같이 1 단계가 누확되었다는 정이다 즉， 유리스틱이 자생적으로 구축된 것이 아
니라 학문적 학문외적 상황으로 인해 구미로부터 차용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영한 방엉

흔적 논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산발적으로 이루어진 극소수의 논쟁초차 구미애
서 진행된 논쟁의 안욕재현에 불과었던 것이다 예컨대 1 990년 이후 층간왼 r한국정치악
회보j으| 정우 앵엉흔객 논쟁에 8얘당핀다고 용 수 있는 연구로서는 -정치과학의 존재흔적
잊 인식흔적 한계성’이라는 액략에서 구미애셔 전깨왼 -실충주의 정치학， 혜석학적 정치
학 및 비판적 갱치학. 간의 대립융 소개한 김종송의 논문(1990， 24 욕)과 ‘실증주의적， 행
태주의적，과학척 정치이론화 작엉-에 대한 구미 정치철학계의 비판융 요약한 백숭현의 논

~국 갱쳐악의 방엉룡 연구， 1 98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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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 1990， 24 욕) 둥 단 두 연안융 핫융 수 있을 쁜이다 더구냐 이플은 방법흔 연구자 또는
특정한 방엉융 연구과정에 흥원하고 있는 과학자{polilical scientist)가 아닌 갱치철학 사

상 연구자에 의빼 작성된 것이라는측연에서 우리 과학객 정치학 연구가노쟁하고 있는 방
법흔적 논의의 -기피와 방관"(김용진 1 997)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고 있다 이이 이루어진
논쟁의 단승한 요약 소개융 벗어나 현대 정치학의 주류 유리스틱(정협과학적 유리스틱)

올 영쾌하게 비판한 연구로셔는 당연 김홍우의 저서 (1999， \3-\0 1 )를 옵올 수 있지만 이 역

시 현상학적 잉장이라는구이 유리스틱얘 기초한 갱치철학적 당흔애 해당원다
이러한 상황 하얘서 우리 갱치학 연구의 전반적 축적성은 시간이 흐올수혹 중대되었으

나 방법흔 연구는 오히려 축소핍으료씨 축적성과가 새로운 용창력으로 연결되지 옷했다
고 볼 수 있다 요컨대 우리 정 치학 연구의 현황은 유리스틱과 방엉론의 극심한 구미의존

성애 따른 자아춘거성의 상실로 인해(김영영 2이%， 강정인 2004) 마지 뉴욕 므로드헤이

(Broadway) 뮤지컬올 우리 애우와우리말로 바꾸어 공연하는 것과 같은 모융융 갖재 되었
고， 이와 강은 상황이 지속원 경우 우리 유지철은 브로드웨이의 연종 내지는 북사판으로

전락힐 가능성이 애우 크다 용가피한 차용으로 인한 것이든 잭실성에 대한 억압적 훌육의

결과이든과학얘권의 동원에 의한 것이든， 유리스틱에 대한 맹목적 신조의 앵성과 그에 따
른 방법흔적 시각의 예쇄는 과학연구의 궁극적 목표인 창조성의 극대화흉 저혜하는 가장
큰 장애율이다 파이어라앤드( P.비 Feyernbe찌)애 따르연

견해의 만장일치는 엄칙한 교회， 공포에 질린 사감률， 냥욕스러운 신와의 희생자을，
또는 혹군애제 굴욕하는 나약한 추종자등에게나 어융리는 것이다 견해의 다양성은 껴관

칙 지식의 영요조건이다 그라고 이러한 다양성융 격려하는 양엉이야앙로 인도주의적 사
고방식파어용리는유일한앵업이다

(Feyerabend 1993. 31-32).

이러한 액학에서 껴지하고 있는 유리스틱과 방엉릎에 대한 전연적인 재성장과 의식적

도전이 요구왼다 ·무엇인가 잘옷되었다-는 인식 (K" h " 1 977 ， 235)이 의도적으로 칙려 되어
샤 하며， 그러한 창조적 회의만이 과학적 교조흘 타파합 수 었다 정치학은 갱치적 새계의
지속적인 재구성 양태를 당색하는데 요구되는 분석규준과 시각의 다양화용 지향혜야 한

=+

‘동일한 세계 [.[는 서로 다르게 구성띨 수 있고. 따라서 껴 세계훌 다르게 말하고， 다

금게 생각하고， 다르게 받아을일 수 있는~( H a nson

1995, 63) 방법을 모색 tf는 것， 곧 정치

적 세계를 인석하고 재구성하는 윤융 개방Of는 것이야알로 우리 정치학의 새로운 목표인

18

~극성i 엔구 제19집 제3호(201이

것이다

이와 장은 옥표용 달성하기 위혜서 는 무엇보다도 언저 연구문제의 전연잭 개방융 시도
혜야 한다 과학행위가 본진척으로 -수수께끼(연구문에) 용이 (puzzle-solving activities)’

(Kuhn 1 970， 35-42)라연 i문제율이 기계기 곧 유리스틱과 방엉론의 개방은 바로 풀어야 할
문제의 개방으로부터 시작원 수 있기 때문이다 구미 유리스틱의 수용은 단지 그것으호 끝

난 것이 아니랴 연구운제의 수용올 수반해 왔다 즉， 지금까지 우리 갱지학 연구가 상정한
연구문제들은 내용이나 온젤에 있어서 구미 유리스틱으로 융기에 적합한 문제， 구미 유리

스틱을 용혜 훌수 있는 운째， 더 나아가 구미 정치사회가 용어야힐 문제용복제하거나 한

국의 상빼 맞추어 재구성한 것들이었으여， 이에 따라 연구결과의 쟁지사회적 효용성에
대한 의구싱이 비단 정치학계분 아니라 엄사회적으로도 확대되어 왔다는 사실융 부갱할
수 없다 뭉론 우리의 정치사회적 역동이 구미의 정치사회객 역동애 동화되어 간다연 구이
식 연구문재의 학문적 실천적 적실성융 액연 그대로 수용힐 수 있융 것이다 바로 여기에
서 새로운 연구운재의 상정과 문제용이의 단초갚 찾융 수 있다 과연 우리의 정지사회적

역동은고유성융 정차 상실하고 있는가? 따라서 구미 유리스틱으로는풍기 어려운 운제툴

율 찾융 수 없는가?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당올 핫는 과갱 속에서 유리스틱과 연구문쩨의 재
구성옹모색항수있용것이라고본다
방영 롱은 애당초 특갱한유혐의 문제블 용기 위해 제안되나， 용이의 지속적 생꽁에 힘입
어광엉위하재수용필경우역으로연구문제의선갱융제어하게아련이다 다시말해서 연

구문제가 연구방엄에 종속되는 결과용 초래한다 강한 과학은 유리스틱의 핵심션제와 유
쥔 h， ro ∞π}올 보호하기 위한 방어핸protective belt), 공 보조가성(au:\iliary hy∞lheses)
의 집객제를 지속적으로 확장항으호써 진보척 연구프로그행 ( prog re ssive resea rch

programme)의 위상율 획득하려 시도한다{니katos 1986‘ 4-7) 그러나 이러한 진보는 본질
객으로 풍일한 연구문제， 주어진 유리스틱으로 왈 수 있는 문제의 안복 답습올 흉한 ‘제어
왼 축적’의 허상일 훈이다 과학청학적

지식사회학척 액락에서 용 때 우리 갱치학 연구，

혹히 정험과학 연구는 강한 과힘의 모슐에 급속히 정근하고 있다고 판단원다( (그립 1 )애
서 3단계) 측， 정형과학적 유리스틱애 잉각한 보죠가성들이 끊입없이 생산됩으로써 방대
한 량의 연구경과가 r한국정치학회보껴f'국쩨갱치논총j 퉁 다양한 학슐매체를 용혜 발표
되고 있으여， 0 1 에 따랴 적어도 경협과학 연구는 유리스릭의 강요와 연구문제의 제어에 입
각한 진보의 혀상융 이미 확보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상힘 속에서 방법흔 연구

의 추용쩍율 확보앙 수 있는 유엘한 수단은 구 이 연구전용으로 용 수 없는 운제， 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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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었다고 여기지는 쓸데없는 문제， 그러나 우리 갱치사회척 정양과 현실에 비추어 반드
시 용어야 합 문제 용 적극잭으로 당색하는 것이다 익숙한 문채안융 반복적으로 푼다연

문제울이 방식은 결 E 변화하지 않는다 다른 문제흥 의도적으로 탑색하여 그 학문척

실천적 적실성애 대한 과한계 내외의 지지툴용원항 때 "1 로소 방법혼 연구가암성화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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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ritical

Review of Methodological Studies in the

Korean Political Science

, 1980-2009:

Diagnosis and Prescriptions

Ungjin Kim

A bibliographic re씨ew of the articles

I 벼배‘ U빼"'~-φ sb.óes

published ∞th in The Korean Political Sc ience

Reviewand The Korean Journal 01 Jnternational Relarion:ι as well the books and
monographs published in lhe

κn얘

of

1980-2이8‘

reveals thal the

meln∞ological

studies

in the Korean p이 ilical science have exposed negligible degree of accumulation and
petrified reseaπh orientation

Th e presenl condition is an evident prognosis of the sanctificatìon of heuristics and
analytic canons of well-estab1i shed research programmc. Unconditional surrender and
ft
5ubmission to the methodological creed of ~st rong science would produce 싸
Ih
야e ’깨
h
M yth
h
。 f M ，티t hod 이
o logyft’. thereby Cfea
떠tmg epl’”…"야， m κ， c hudd
이1，앙
:S 10 scα" ’""'…"“
1“
ific progress. CrÍl…"ιca에l
…
m
ntrospec
ωIÎon
디

‘

of the
le

currπ."매I h，
ωunst
씨tÎcs

Îs urgently requÎrtd to promote free and diverse

methodologÎcal campaÎgns, which would lead to the construction of the ‘ open scÎentÎfic
"""히1y’ f아 crea tÎ ve polîtÎcal re앙aπh

Keywords: heurÎstÎc , Korean
research tradÎtÎon

p이 ÎtÎcal

scÎence, methodology,

resear，εh

programm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