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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화두로서의 학문적 다양성 

근래 학문의 위기에 관한 여러 갈래의 논쟁에서 공통된 핵섬어를 하나 

고른다변 ‘다양성’이 아닐까 싶다. 인문학 위기를 논하는 사람들은 실용적 

기술과 물질적 생산만 과도하게 중시하는 세태를 개탄하고 사회가 인문 

학에도 고른 관심을 보여 학문의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때 이공계 위기가 거론되던 때에는 의학에 밀리는 이공계에 균형 잡힌 투 

자를 해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기반을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 

다. 인문학과 사회과학 전반에 퍼진 서구(혹은 미국)중심주의를 위기의 

근본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서구(혹은 미국)의 지적 헤게모니에 맞서 각 

국가나 지역의 특수성， 다양성을 발견， 보존， 발전시켜야 한다는 대명제가 

강한 원동력을 제공한다. 최근 불거진 미국 정치학계에서의 ‘페레스트로 

이카’ 논쟁에서 소위 비주류에 속한 일단의 학자는 게임이론이나 통계분 

석에 입각한 주류 정치학의 학문적 획일성을 비판하며 방법론적 다양성 

을 제 창한다(Monroe 2005). 

다양성은 특히 특정 지역이나 국가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학문분야에서 

강조된다. 일반적 현상이 아닌 특정 지역이나 국가를 중심적으로 다루는 

입장에서 지식의 보편성보다 다양성을 중요하게 내세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지역학의 성장 초기 단계에는 미국이 냉전체제의 세계에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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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고 지배적인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타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가운데 지역학이 정책적으로 장려된 변이 있지만 그 후 학문의 속성으로 

인해 차이와 다양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자연히 나아갔다(Rudolph 2005, 

18-19) , 정치학 내에서는 지역정치 분야가 다른 분야에 비해 관찰대상의 

공간적 맥락에 따른 고유성과 다양성에 특히 높은 우선순위를 둔다. 이처 

럼 다양성을 강조하는 학문 분야에서는 그 가치의 결여 내지 훼손이 곧 

학문적 위기를 뜻한다. 

그러나 지역정치 중 미국정치 분야는 좀 어정쩡한 위치에 있다. 미국이 

라는 독특한 정치체제도 다른 정치체제들과 마찬가지로 맥락의 고유성과 

다양성을 지닐 수밖에 없을 것이지만， 미국정치 연구는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유럽 등 다른 지역의 정치에 관한 연구와 비교해볼 때 맥락 

의 고유한 의미와 현상의 다양한 변이( variatìon)에 주목하는 정도가 약한 

것 같다. 그 이유를 찾자면， 첫째， 현대 정치학의 이론 정립 작업을 주도 

하는 미국 출신 또는 거주 학자틀이 자기틀에게 익숙한 미국사례를 주로 

다루면서 그 속에서 일반적 이론읍 모색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미국정치 

의 고유성과 맥락적 다양성이 일반화된 이론 시각 뒤에 가려질 수 있다. 

둘째， 미 국정치학의 주류 방법론으로 게임이론이나 통계학처럼 보편적 적 

용성을 지닌 일반적 관점이 자리 잡게 되면서 미국적 사례의 특이성， 다 

양성을 챈착하는 역사학적 · 인류학적 연구가 주변부로 밀려게 되었다 셋 

째， 세계화가 곧 미국화로 혼동될 만큼 미국의 국제적 영향력이 큰 현실 

속에서 띠국정치가 세계정치의 흐름을 주도하고 미국정치 모델로의 세계 

적 수렴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지젝 오만함도 미국정치 연구에서 다양성 

과 맥락성보다는 일반성과 통일성이 강조되는 이유일 것이다. 미국정치의 

반(反)다양성에 대한 비판은 오늘날 미국정치학계의 ‘페레스트로이카’ 논 

쟁에 잘 드러난다(Monroe 2005) , 

다양성올 경시한다는 비판가들의 지적은 미국정치 연구 분야에 심각한 

고민거리를 던진다， 미국정치연구도 다른 나라나 지역의 연구와 마찬가지 

로 다양성과 고유성을 강조해야 하나? 현재에 비해 얼마나 더 그러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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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으로 가야 하나? 이 글은 이러한 문제제기에 따라 미국정치연구를 이 

끄는 적절한 당위적 관점을 우선 세우고 그 관점에서 미국정치연구의 성 

격과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다양성과 일반성의 대비 

선상에서 미국정치연구는 어떠한 위치에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구체 

적으로 어떠한 주제들을 다루는 것이 좋을지 살펴보는 데에 초점을 맞추 

고자 한다. 물론 미국정치 분야 전반에 어떤 성격과 과제를 부여하려는 

노력 자체가 다양성을 경시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날 미국정치 분야가 많은 비판을 받으며 성격 논쟁을 겪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어느 한 관점에서나마 그 성격과 과제를 고찰해보는 것은 나름대로 

의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본론에 앞서 핵심 논지를 정리하자변 다음과 같다. 미국정치연구는 지 

역학이기에 앞서 정치학의 한 부분으로서 고유한 맥락의 다양성 못지않 

게 이론적 일반성도 중시하며 양자간 균형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즉， 미 

국정치의 구체적 측면과 개별 사례의 특이성을 세밀히 관찰하되 비교정 

치학적 시사점이 풍부한 이론 틀 내에 담아 이론적 일반화에 연결시키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자료중심(어da따ta-dri끼ve밍n띠1)의 접근보다 이 

론중섬 ( theory-driven)의 연구를 목표로 삼아야 하고， 미 국 자체 의 현상 

관찰에만 몰두하기보다 미국을 다른 나라나 지역과의 체계적 비교 관점 

에서 조망해야 한다. 그럴 때에 미국중심적 획일성 내지 편협성을 벗어나， 

다양한 정치맥락의 존재를 인정하는 가운데 이론적 일반화를 위한 중요 

한 사례로 미국의 고유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론은 정의상 

확정적일 수 없고 조건적 임시적 성격을 띨 수밖에 없으므로 학자들 간 

의 공동 노력이 필요한데， 미국정치 전공자들만의 대화뿐 아니라 보다 포 

괄적으로 비교정치의 여러 분야 전공자들과의 많은 교류가 일반적 이론 

의 정립에 도움을 줄 것이다. 이처럼 미국정치에만 고유한 지식을 창출하 

기보다 보다 일반성을 띤 지식을 쌓고자 고민할 때 미국정치연구가 인문 

학적 지역학이 아닌 핵섬적 사회과학으로서의 정치학에 공헌할 수 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정치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미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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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연구가 그러한 현상들에 주목해 이론적 틀을 세우고 미국적 맥락을 비 

교학적으로 다룬다면 미국정치띤구 및 정치학의 앞날은 몇몇 난관에도 

불구하고 밝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11. 지역정치연구의 이중성: 지역학과 정치학 

1. 지벽학으로서의 지역정치연구 

행태주의와 구조기능주의의 등장과 함께 현대 비교정치학이 학문분야 

로 체계화되던 초기인 1960년대에는 각 지역에 대한 연구가 비교정치학 

의 중요한 일부로 시 도되 었다(Harbeson et al. 200D. Almond, Apter, 

Coleman, Pye, Weiner, 0 ’Donneill 등 개별 지역이나 국가를 연구하는 학 

자들이 비교정치학의 여러 이론 작업을 주도했다. 그러나 이들은 다양한 

국가의 다양한 맥락을 경시한 채 성급히 이론적 일반화를 시도했고 서구 

중심적 관점에서 획일적으로 정치현상을 설명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Winch, MacIntyre, Taylor 등 개 별 사회 적 맥 락의 고유한 의 미 와 사회 

구성원룹 간의 간주관성 Gnter-subjec디vity)을 탐구의 핵심으로 상정하는 

방법론석 공동체주의자들이 일반화 위주의 비교정치학을 거부하는 지적 

움직임웰 이끌었다(Winch 1963, MacIntyre 1973, Taylor 1985). 반(反)일 

반화 운동에 특히 큰 힘을 실어푼 것은 인류학자 Geertz가 제창한 “풍부 

한 서술(thick descriptionr' 개념이었다. 그는 일반화， 특히 인과관계에 대 

한 일반화가 필연적으로 현실을 자의적으로 재단하고 왜곡한다고 비판하 

며， 감정이입 (empathy)을 통해 관찰대상자들에 대한 내적 관점 Gntemal 

point of view)을 취하고 개별 현상이나 행위의 독특한 의미를 찾기 위해 

풍부한 서술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Geertz 1973, 1983). 

이러한 일반화 반대 움직임이 1960-70년대 이래로 상당한 지적 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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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 파급의 결과， 각 국가나 지역의 정치 

에 대한 연구가 비교정치학의 포괄적 이론 틀에 연결되어 체계적으로 이 

루어지기보다는 각 사례의 개별적 고유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점차 커지 

기 시작했다. 정치학의 큰 우산 아래에 있지만 지역정치연구 중 상당수는 

다른 정치학 분야와의 유기적 연관보다 각 지역에만 주된 초점을 맞춰 다 

양한 각도에서 그 지역을 살펴보는 경향을 증가시킨 것이다. 다른 국가나 

지역을 공부하는 다양한 정치학자들과의 내적 교류는 줄어들고 대신 자 

기의 전공 국가나 지역을 공부하는 여러 다른 학문분야의 학자들과의 외 

적 교류가 강조되기 시작했다. 때마침 냉전시대 국가발전의 실용적 전략 

에 의해 힘을 받은 미국학， 소련학， 일본학， 중국학 등 지역학의 성장에 

발맞춰(이홍종 2001 , 274; 이현송 2005, 5-10), 지역정치연구가 지역학으로 

서의 성격을 점차 강하게 띠게 되었다. 지역정치 연구를 비교정치학의 일 

반적 이론 틀 정 립에 활용하는 사조(비록 성급한 일반화로 비판 받았지 

만)를 이끌었던 대표적 학자인 Almond가 1988년에 개탄했던 정치학의 

파펀화와 세부 분야 간의 대화 실종은 방법론과 이념적 관점뿐 아니라 연 

구지역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었다(패mond 1988). 

이처럼 1970-80년대 무렵 지역정치연구는 전통적 정치학의 영역과 종 

합적인 지역학의 영역 양자 사이에 위치하며 후자를 더 강조하지는 않았 

을지라도 과거에 비해 점차 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정치현상뿐 아니라 역사， 문화 등에 대한 학제적 Gnterdisciplin때) 

이고 다분야적 (multidisciplinary ) 탐구를 하려는 노력이 점차 증가했다. 

물론 지역정치연구가 인문학적 지역학으로 바뀔 만큼 근본적 성격 변화 

를 겪은 것은 아니지만， 사회과학적 이론 탐구를 목표로 하는 비교정치학 

의 일부로서 뿐만 아니라 특정 국가나 지역에 대한 자세한 지식 습득을 

목표로 하는 종합적 지역학의 일부로서도 흔합적 정체성을 재정립하려는 

시도가 있어왔다. 아울러 각 지역을 전공하는 정치학자들의 모임도 지역 

학의 성 장과 함께 활성 화되 기 시 작했다(McKay 1988, 105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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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치학으로서의 지역정치면구 

그러나 학계 일각에서 호응을 엠은 지역학으로서의 정체성 재정립 노 

력은 동시에 정치학과 사회과학 전반에 걸쳐 여러 만발과 논쟁을 낳았다 

(Bates 1997, Hall and Tarrow 1998) , 일 반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특정 국 

가나 지역에 대한 자세한 서술을 시도하자는 시각에 맞서 보다 일반적으 

로 적용휠 수 있는 명제를 만들기 위해 특정 국가나 지역에 대한 깊고 맥 

락적인 지식을 쌓고 활용하자는 시각을 가진 학자들이 반(反)일반화 움직 

임에 맞설 대응 논리를 찾는 노력을 경주했다. 그들은 특히 일반화 반대 

론자의 뚜된 타깃이었던 구조기능주의자틀의 순진한 일반화를 반성하고 

다양한 맥락에 보다 민감한 조건적 일반화를 정교한 방법론에 입각해 추 

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Almond and Verba 1980), 지역학으로서의 정 

치연구에 대한 이러한 비교정치학적 반격은 지역학이 자리를 잡는 1970 

년대에 이미 많은 정치학자의 공감을 자아냈다(Hall and Tarrow 1998), 

물론 너무 획일적 벼교의 잣대를 잭용하면 곤란하지만， 개별 사례의 고유 

성에 대한 해석에만 치중할 때 경험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추론이 불가능 

하고 해석이 과학적이기보다는 자익적으로 흐르게 펀다는 데에 대한 인 

식이 공감을 자아낸 결과일 것이다. 

지역정치연구의 성격이 개별 사례의 고유한 의미 해석과 정치학적 일 

반화 추구 중 어느 쪽으로 기울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은 완전히 매듭지 

어질 수 없을 것이다. 양자가 모두까 중요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기 때 

문이다. 양자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수사(修離)적 결론에 동의 

하지 않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따. 그러나 어디에 상대적으로 보다 큰 

강조점을 둘지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한다면， 지역정치연구는 실용적 복합 

학이라 힐 수 있는 지역학이기에 앞서 순수학문인 정치학의 한 부분으로 

서 고유한 맥락의 다양성 못지않게 혹은 그 이상으로 이론적 일반성을 중 

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개별 국가나 지역 정치의 구체적 측면과 개별 

사례의 특이성을 세밀히 관찰하되 그 관찰을 비교정치학적 시사점이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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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한 이론 툴 내에 담아 이론적 일반화에 연결시키는 데까지 나아가야 정 

치학의 한 분야로서 정체성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해석주의자의 주장처럼 이론적 일반화가 펼연적으로 현실을 왜곡하게 

되지만， 어떠한 사회현상에 대한 논의도 어느 정도의 현실 왜곡을 피할 

수는 없다. 혁명이나 민주주의 같은 사회 개념은 물질처럼 객관적으로 존 

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인식 속에 인위적 구성물로 존재한다. 우리의 

인식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어떤 행위가 혁명으로 인식될 수도 쿠 

데타로 인식될 수도 있고 어떤 사회조건이 민주주의 또는 반대로 권위주 

의로 인식될 수 있다. 이 인식의 구성이 바로 이론이고 이론은 일반화， 즉 

단순화의 형태를 취한다. 일반화의 적용 범위가 클 수도 작올 수도 있지 

만 한 개가 아닌 복수의 사례에 공통되는 특성에 대한 이론적 진술이므로 

현실 그 자체일 수 없고 현실을 단순화한 것이다. 사실， 사회현실 그 자체 

는 누구도 모른다. 각자의 인식 속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과제는 

우리가 알 길 없는 사회현실을 어떤 단순한 인식적 구성물(이론적 일반 

화)로 그릴 때에 이해가 쉽고 설득력과 적실성을 높일 수 있는지 고민하 

는 것이다， 지하철 노선도는 현실 자체가 아니라 인위적 구성물인데 그것 

을 어떻게 단순하게 만들어야 유용한 길잡이가 될지 고민하는 것과 마찬 

가지이다. 

일반화가 인간의 인위적 구성물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하는 것은 물 

론 아니다. 수많은 시간적 · 공간적 사례에 대한 체계적 비교관찰에 입각 

해야 한다. 사례 수가 늘어날수록 일반화에 유리하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므로 지역정치연구도 특정 국가에만 유일한 배타적 초점을 맞추어서 

는 광범위한 일반적 이론을 창출해냄에 있어서 한계가 크다. 특정 국가의 

특정 현상에 대한 서술적 이해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넓은 이론 틀에 넣 

어야 분석적 검증의 여지가 생기고 진술의 타당성 내지는 적절성을 판단 

할 수 있게 된다 일반적 이론은 지역정치연구를 통해 얻는 다양한 국가 

및 지역에 대한 맥락적 지식에 의해 검증 보완되어나갈 수 있다(Bates 

1997, 168). 그런 의미에서 지역정치연구야말로 이론적 일반화를 위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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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학 분석의 핵심이라 할 수 있마， 정치문화， 근대화， 종속 등의 예가 보 

여주듯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다룬 연구가 여러 비교사례를 제공함으로써 

정치학에 중요한 이론적 개념적 공헌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Harbeson et 

al. 2001). 

지역정치연구가 단일 국가나 끼역에 심층적 분석을 가해 그 곳에 고유 

한 깊은 지식을 얻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한 세분화된 전문연구 

없이는 이론 정립에 유용한 지식을 얻을 수도 없다(Jervis 2002). 그러나 

단일 국가나 지역의 이해에 집중하는 것이 곧 배타적 지방 지식을 얻기 

위해서딴은 아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지역정치띤구는 맥락적 · 역사적 

지 식 에 입 각한 조건 적 일 반화를 추구해 야 한다(Katzenstein 2001, 789-90). 

이 일반화는 물론 보편적일 수 없고 조건적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아 

프리카 지역전문가인 Bates는 아프리카의 고유한 개별 현상을 연구함에 

있어서 합리적선택 이론이 지방적 지식(Ioc머 knowledge)과 일반적 논리 

양식을 연결시켜주며 개별 현상에 대응하는 조건적 일반화를 창출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J:t(Bates 1997). 

3. 비교정치학으로서의 지역쩡칙연구 

일반적 이론을 상정하지 않고 딴일 국가나 지역의 개별적 독특한 성격 

을 찾는 지역학적 정치연구는 세계화의 심화와 주권국가 모델의 약화라 

는 글로벌 추세로 인해 한계를 티욱 노정하게 되었다. “1990년대에 지배 

적 개념으로 떠오른 세계화로 인해 동질화와 수렴띄 정치과정이 전개되 

기 시작하여 다양한 나라와 지역의 내부 사안에 대한 자세한 이해가 점점 

그 적실성을 잃게 되었다까\:atzenstein 2001. 79이. 국가 간 상호의존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한 나라에만 초점을 맞추어서는 여러 정치현상에 대 

한 이해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비폼 관찰범위는 한 나라나 지역에 한정시 

킨다 해모， 보다 비교학적인 이론 틀 속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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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해야 보다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말이다. 립셋은 “한 나라만 

아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무 나라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미국의 예외주의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일본의 특이한 성격과 비교하 

는 방식을 취했다(Lipset 1994, 154) , 또한， 세계화가 국가들의 동질화만 

가져온 것이 아니고 주권국가의 절대성도 약화시키면서 초국가적 단위들 

및 국가 이하의 하부 단위들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현대 국민국가를 분석 단위로 삼는 지역학은 다른 단위(초국가적 단 

위와 하부 단위)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이 공감을 자아낸다 

(Rafael 1994), 

기존 지역학적 접근에 대한 이러한 비판들은 물론 위험성을 수반한다. 

즉， 다양성-일반성의 대칭축 선상에서 일반성 쪽으로 너무 편향될 수 있 

다. “특정 지역의 다양한 문화적， 역사적， 정치적 맥락에 대한 관심이 줄 

어들 수 있다"(Hall and Tarrow 1998. B4) , 세계화에 따른 동질화 효과만 

주목하다보면 각 국가나 지역의 내적 복잡성과 고유성은 잘 인지하지 못 

한 채 세계 차원의 넓은 경향에만 경도될 위험성 있다는 것이다(H머1 and 

Tarrow 1998, B5) , 예를 들어， 특정 국가의 경제 문제나 정치 문제는 상 

당 부분 국내적 상황에 기인함에도 불구하고 세계화에 따른 여파로만 그 

원인을 돌릴 수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봐서 세계화가 심화되기 이전에 

비해 오늘날 세계화로 인한 국가와 지역을 초월한 동질화와 수렴화가 가 

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단일 국가에 대한 배타적 관심이 일반적 이론 

의 정립， 검증， 수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 작아진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지역정치연구도 넓은 시각에서의 비교를 핵심으로 내세워야 하는 이유 

는 전술한 일반적 이론 정립이라는 순수 학문적 차원뿐 아니라 실제의 차 

원에서도 찾을 수 있다. 특정 국가나 지역을 연구하는 이변에는 일반적 

이론 탐구를 향한 동기도 있지만 자기가 속한 사회에 실제적 도움을 주고 

바람직한 변화를 추구하려는 동기도 작용한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지역연 

구는 다른 나라나 지역을 공부할 때 자기 사회를 염두에 두면서 실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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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학적 시사점을 찾게 된다， Tocqueville처 럼 외국(미국)을 관찰함에 있 

어서 병시적으로 자국과 비교하지 않는 경우에도 암묵적으로는 자국을 

위한 실제적 교훈을 찾는 노력이 가미된다. 자기 사회를 위한 실제적 시 

사점을 찾는 목표가 더욱 크다면 보다 명시적 방식으로 특정 지역과의 비 

교를 시도할 것이다. 

개별 지역이나 국가에 집중하는 연구를 진행하면서 그것을 일반 이론 

틀 속에 담아야 하므로 확정적 답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론은 

정의상 조건적， 임시적일 수밖에 없다. 과학적 지식은 이론적 추론의 형 

태를 취하는바， 추론은 불확실할 수밖에 없다(King et 머， 1994, 7-9), 특히 

한정된 공간적 범위를 지니는 지역연구는 더욱 그러할 수밖에 없으므로， 

지역정치연구도 너무 확증적 (conf’innatory)이기보다는 탐색적 (ex미oratorγ) 

성격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Gening 2001, 230-239), 적절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 확정적 답을 얻는 것보다 더 큰 학문적 공헌일 수 있다는 말은 

특히 지역정치연구를 통한 이론작업에 해당된다 하겠다(Jervìs 2002, 189), 

이론석 지식을 쌓아나감에 있어서 확정적 결론을 내기보다는 끊임없이 

계속되는 비교를 통한 검증， 수정， 확대， 재검증 과정에 강조점을 둔다면， 

이론작엽은 외부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해서는 안 되고 학문적 공동체 

의 공동작업으로 진행해야 한다. 학문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 

러 사람이 상호간에 지속적 대화싹 논쟁， 끊임없는 후속작업을 통해 조금 

씩 진전시켜 나가는 “사회적 과업 (socí머 enterprise)껴다(King et 머. 

1994, 9) , 이 대명제가 특히 공감을 자아내는 분야는 지역연구에 기반을 

둔 비교정치이다. 지역정치는 종합적 지역학으로서띄 성격도 있으므로 같 

은 국가나 지역에 관심을 갖는 여타 분야， 예를 들어 경제학， 사회학， 역 

사학， 문학， 언어학， 인류학의 학자들과 학제적 교류가 펼요하다. 그러나 

전술했뒷이 지역정치는 정치학으로서의 성격이 더 중요할 수 있으므로 

다른 지역을 연구하거나 정치사상이나 국제정치 등 다른 세부분야에 있 

는 정치학자들과 많은 내적 교류륜 할 필요가 있다. 

공동의 학문적 노력을 통해 비교정치학의 이론작업에 공헌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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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역정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가정， 가설， 연구방법， 연구 

범위 등을 명확히 그리고 세밀히 밝혀서 다른 학자들이 용이하게 이해， 

비판， 수정， 적용， 확대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아울러 지역정치연구 

자는 개념 정의， 명제 정립， 관찰사례 선택에 있어서， 학계 공동과업으로 

서의 비교관찰에 필요한 다음과 같은 핵심 가치들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Gerring 2애n 첫째， 개념을 정의 내림에 있어서는， 의미의 명확성 

(조작화 operationa1ization) , 개념의 사회적 반향성/친숙성 (resonance) ， 개념 

의 분석적 유용성 (an외ytic uti1ity). 예를 들어 분점정부(divided government) 

나 전략투표(strategic voting) 등의 개념은 정치현상 이해에 유용한 인식 

적 길잡이를 제공한다) 등의 가치를 중시해야 단발성 연구가 아닌 여러 

사람에 의한 지속적이고 누적적인 연구가 가능해진다. 또한 개념의 비교 

가능성 (comparability)도 유념 하지 않으면 과거 구조기 능주의 자들처 럼 단 

일 개념이 다양한 시공적 맥락에서 상이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할 위험성이 있다. 

둘째， 명제 정립과 관련해서는， 명제의 명확성， 이론적 유용성(다른 학 

문적 연구틀과 연결될 수 있는 문제제기를 해야)， 사회적 적설성(특정 지 

역에 대한 고유한 정보만 얻으려 하기보다 내가 속한 사회에 설제적 중요 

성을 지난 질문을 던져야)， 이해 용이성 Ontelligibili ty ) 등의 가치가 중요 

하다 이러한 가치들이 충족돼야 보다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며 학문적 

논쟁과 후속작업들을 낳아 특정 지역의 연구가 일반적 비교정치학의 이론 

틀에 접목될 수 있다. 또한， 개념 정의에서와 마찬가지로， 비교학적 작업을 

가능케 할 수 있는 명제 정립을 위해서도 명제의 비교가능성(comparability ) 

을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연구가 비교정치의 관점에서 일반적 이론작업에 연결되고 공 

헌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사례선택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상정된 이론과 부합할 수 있는 사례의 적절성 그리고 일반화에 필요한 사 

례의 대표성이 중요하다. 그 외에도 사례의 다수성 (plenitude) ， 그리고 복 

수의 사례를 다룬다면 사례들 간의 비교가능성 사례들의 상호독립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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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성이 크지 않은) 등의 가치도 가급적 충족시킬 수 있다면 더욱 바람직 

할 것이다. 

이상 이 절에서는 지역정치연구가 지역학에만 머물기보다는 정치학의 

틀 속에서 일반적 이론 정립에 기여해야 하고 특히 비교정치학의 관점에 

서 다각도의 비교관찰 결과를 이론의 검증， 수정， 확대， 재검증에 연결시 

켜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이 개별 지역이나 국가의 고유성 

및 다양성을 무시하는 것으로 오해해선 곤란하다. 학문에서 균형은 아무 

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너무 일반 이론의 추구에만 매달리다가 맥락 

적 지식 창출에 실패한 탓에 지역연구에서 소외되고 있는 경제학의 교훈 

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정교한 이론적 정형화에 지역연구의 내용적 풍 

부함이 가미되어야 참 지식에 어울리는 틀과 내용이 갖춰질 것이고， 지역 

연구에 일반화된 개념과 이론이 추가되어야 특이한 개별 사실들의 단순 

집 합을 넘 어 설 수 있다”는 Pye의 충고는 공감을 자아낸다(Pye 2001, 805) , 

II I. 정치학으로서의 미국정치연구: 성격， 방향과 전략 

1. 미팎정치에 대한 비교학적 접근의 필요성 

미국쟁치연구는 지역정치연구의 한 부분이므로 당연히 앞 절에서 논한 

지역정치연구의 바람직한 성격을 추구해야 한다. 미국정치의 각 현상， 제 

도， 의식， 행태가 지닌 독특함을 관찰하되 일반적 이론 틀 속에서 그 이론 

을 검증 수정， 확대， 재검증하는 페교학적 경험관찰의 일환으로 미국정치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비교정치학의 이론들을 정 립， 적용함에 있어 

서 미국정치연구가 재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지역이나 국가의 정치연구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정치연구가 특히 

일반적 비교정치학에 더욱 밀접하게 연결되어 그 일환으로 접근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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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이유를 몇 가지 들 수 있다. 우선， 세계 각 지역의 정치에 미치는 미국 

의 영향력이 워낙 크고 총체적이므로 정치현상 일반을 비교학적으로 이 

해함에 있어서 미국정치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 

탈냉전， 세계화의 시대를 맞아 미국이 유일한 초강대국으로서 정치적 영 

향력을 매가하고 있는 현실 상황에서 미국정치연구가 비교정치학 일반에 

핵심적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 이의를 달기 힘들다. 다음으로， 현실 

조건을 차치하고 지적 영향력만 고려해도 정치학 전반에서 미국사례가 

차지하는 위상을 부인할 수 없다. 미국은 민주주의적 정치제도， 운용， 행 

태， 의식의 모델로서 많은 나라에 지적 영향을 끼쳐온바 각종 정치제도， 

정치행태， 나아가 정치규범에 관한 일반적 이론의 정립 작업에서 빼놓고 

말할 수 없다. 

세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이러한 이유에 덧붙여， 미국과 

다른 나라들 간의 상호의존성이 더욱 심화되며 미국정치가 다른 지역이 

나 국가의 정치로부터 받는 영향도 커졌다는 점도 미국정치를 보다 일반 

적 이론 툴 속에서 비교학적으로 연구해야 할 이유가 된다(Brown 2005) , 

건국 이래 적어도 20세기 중반까지 미국정치는 외부로부터 격리된 채 유 

럽과는 상당히 다른 정치문화와 정치제도 위에서 자유주의적 균질성을 

유지해왔다(Hartz 1955) , 미국적 예외주의라는 표현이 자연스랩게 받아들 

여졌다. 그러나 1960년대 이래 미국정치의 내부 균질성이 깨지며 미국정 

치의 고립성과 예외주의적 정체성이 약화되어왔음은 주지하는 바이다(임 

성호 2002, 122-133) , 9. 11테러와 이라크전쟁에 따른 최근 미국정치의 

성격 변화는 미국정치를 세계정치와 밀접히 연결시켜 보다 넓은 비교학 

적 관점에서 조망해야 한다는 대명제에 힘을 실어준다. 

정치현상에 대한 편협한 미국중심적 시각을 극복해야 한다는 당위성도 

비교학적 접근의 이유를 제공한다. 미국 출신으로서 미국정치를 전공하는 

학자들은 미국만 관찰하면서 마치 일반적 보편적 정치현상을 다루는 듯 

한 흔동에 빠지기 쉽다. 미국 출신이 아닌 미국정치전공자도 정치학 분야 

에서 미국정치학계의 위상이 워낙 압도적이고 주로 미국 출신 학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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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로부터 지적 영향을 받는 탓에 그러한 미국중심적 관점에 젖어들 수 

있다， 이러한 위험성을 피하기 위해 미국정치연구자는 미국의 현상을 관 

찰하면서도 그것을 일반적 이론 블 속에서 다른 나라나 지역과의 체계적 

비교 관점에서 조망해야 한다. 그래야 다양한 정치맥락의 존재를 인정하 

는 가운데 이론적 일반화를 위한 중요한 사례로 미국의 고유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미국중심적 획일성 내지 편협성이라는 비판을 변할 수 있 

을 것이다. 

2. 비교학적 미국정치연구의 함정 

그러나 다른 지역이나 국가에 대한 연구에 비해 미국정치에 대한 비교 

학적 접 근은 특별히 조심해야 할 점이 많다. 첫째， 다양성-일반성의 균형 

축에서 일반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너무 편향될 위험성이 있다. 미국사례 

에 입각한 미국적 관점이 비교정치학의 일반적 이론 작엽에 패권적 영향 

력 을 행사할 경 우에 대 한 우려 (Hyden 2001 , 798) , 수많은 지 역 중 하나인 

미국에 대한 연구로써 보편적 지식을 창출할 수 없다는 비판(Pye 2001 , 

805), 다른 나라나 지역의 정치에 비교해볼 때 미국정치는 각 측면에서 

상당히 달라 대표성을 띠기 힘들다는 지적(Hyden 2001, 797) 등은 공히 

공감을 자아낸다. 정치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가장 막강한 위상을 차지하 

고 있는 미국을 연구하며 일반성잘 찾다보면 미국적 현상이 일반적 현상 

인양 성 급한 일반화를 할 위험성이 그만큼 크다. 섣혹 성급한 일반화가 

아니어도 그럴 것이라는 의심을 사기 쉽다. 

둘째， 보다 심각한 경우로서， 미국정치 전공자는 스스로를 사회과학자 

로 보고 다른 지역정치 전공자를 단순한 지역 전문가로 경시하는 지적 오 

만의 위힘성이 있다(Bates 1997, 167). 미국정치학에서 그동안 강조되어온 

방법론적 정교성에서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만약 미국정치 

전공자가- 이런 생각을 한다면 미국중심적 편협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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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고 보다 다양한 맥락의 광범한 비교에 입각한 일반적 이론의 정립에 기 

여할 수 없다. 게임이론이나 통계학이 아닌 질적 해석의 방법도 앞의 

II-3J 절에서 강조한 접들에 유의하면 양적 방법 이상으로 비교학적 관점 

에서 일반이론 작업에 기여할 수 있다(King et 외‘ 1994). 미국정치의 현 

상들은 변이( variation)가 부족하다.50개 주를 다 고려해도 정치학의 중 

요한 쟁점들과 관련해서 충분한 변이를 관찰하기 쉽지 않다. 그러므로 미 

국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그리고 일반적 이론을 정립하기 위해서 다른 나 

라에 대한 연구를 가능한 한 많이 참조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다른 지 역 

정치연구에 대한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셋째， 미국정치에 주된 초점을 맞추되 다른 지역정치와의 연관성도 살 

피며 일반이론 작엽을 진행할 때 빠지기 쉬운 또 하나의 함정으로 사례들 

간의 자기상관성 (autocorrelation)을 들 수 있다. 미국의 정치적 · 학문적 

영향력이 큰 탓에 다른 나라의 어떤 정치현상이 미국의 영향력을 긍정적 

때론 부정적 방향으로 상당 수준 반영한 것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라틴아 

메리차 국가들의 정치에서 미국은 중요한 변수로서 정 또는 부의 영향력 

을 미친다， 이런 점을 감안하지 않고 미국과 다른 나라틀을 상호독립적 

사례로 병렬해서 비교학적 관찰을 한다변 자기상관성의 문제가 발생된다. 

그러므로 특정 현상과 관련해서 미국 사례와 다른 나라 사례들 간에 상호 

독립성이 존재하는지를 신중히 살펴야 한다. 

넷째， 비교정치학적 접근을 강조하다보면 종합적， 학제적 접근의 중요 

성을 상대적으로 무시할 위험성이 있다. 오늘날 미국의 정치는 경제， 사 

회， 문화 등 다양한 측면과 매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미국 정부는 

더 이상 “작은 정부”가 아니며 미국사회 곳곳으로 활동 영역을 확장시켰 

다， 이 공적 영역의 확대에 따라 사익추구 이익단체들뿐 아니라 공익추구 

의 시민단체들이 정책쟁점마다 목소리를 내며 시민사회의 정치화가 가속 

화되고 있다. 정치적 갈등을 낳는 주요 쟁점도 경제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탈물질주의 시대에 맞게 사회 · 문화 분야로 폭넓게 확대되었다. 미국인을 

이끄는 사상의 흐름에서도 정치제도로써 사회적 병폐를 완화시키려는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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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슨 류의 제도주의 못지않게 가족， 학교， 교회， 마을공동체 등의 사회문 

화적 기제를 통한 도덕심의 앙양과 시민의식 성숙을 추구하는 사조가 퍼 

지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복합적으로 작 

용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이므로 미국정치만 천착 

하기보다는 다른 영역과 연결시켜 종합적 연구를 진행할 펼요성이 크다. 

비교정치학적 이론 툴 속에서 미국정치를 접근하면서 동시에 학제적 관 

심과 교류도 간과해선 안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 

3. 미국정치 사례연구의 이흙적 유용성 

과연 미국정치만 관찰해서 일싼적 이론을 위한 시사점을 찾아낼 수 있 

을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혹자는 비교정치 분석을 위해서는 복수의 

국가에 대한 관찰이 필수적 이 라고 주장할지 모른다. 그가 보기 에 미국사 

례가 다른 국가나 지역을 대표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례에 대한 

관찰을 통해 이론작업을 한다면 현실 왜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미국 

뿐 아니라 다른 어떠한 경우도 단일 사례라면 충분한 비교분석을 할 수 

없어 이론작업에 연결되기 힘들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미국사례에 주된 초점을 맞추고 다른 나라나 지역은 명시적으 

로 비교하지 않더라도 비교학적 이론화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첫째， 

여러 정치관련 주제에 있어서 미국이 “패러다임 시-례 "(paradigm case)를 

제공해 이론화에 공헌할 수 있다(Gening 2001, 219). 혁명을 논하면서 프 

랑스사례를 뺑 수 없고 공산주의를 논하면서 러시아사례를 뺑 수 없듯이 

민주주꾀를 논하면서 미국을 뺑 수 없다. 비록 프랭스 혁명이 모든 혁명 

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후 다른 혁명들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프랑스사례를 집중 분석함으로써 혁명에 관한 중요한 이론적 시 

사점을 찾아낼 수 있다. 마찬가지로 미국 민주주의가 수많은 다양한 형태 

의 민주주의를 대표할 수 없지만 미국 민주주의의 전세계적 파급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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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때 미국사례의 탐구를 통해 민주주의에 관한 일반적 이론작업에 공헌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패러다임 사례”로 작용할 수 있는 예로서 민 

주주의뿐 아니라 권력분립， 대통령제， 의회 역할， 대통령 리더십 등 수많 

븐 주제를 떠올릴 수 있다. 

둘째， 미국정치는 여러 측면에서 “least-likely case" 또는 “most-likely 

case，，로서 이론적 검증에 결정적 기여를 할 수 있는 “중대사례" (critic떠 

kruci외) case)가 될 수 있다(Eckstein 1975). 미국정치는 다른 나라의 정 

치와 비교해볼 때 어느 한 쪽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친 변을 많이 갖고 있 

다. 이러한 극단성으로 인해 어떤 가설과 관련해서 “least-likely case" 또 

는 “most-likely case"이 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 그러한 예로， 헌법의 

안정성과 지속성， 권력 분산의 정도， 사람들의 가치정향에 나타난 이념적 

진폭(변이)의 협소함， 정책결정과정상 의회의 막강한 영향력， 정당조직의 

낮은 단합도와 기율， 이익집단정치의 높은 활성화 정도， 노조의 미미한 

정치적 영향력， 낮은 선거 투표율， 정당 공천(공직 입후보자 선정)과정의 

개방성， 사법부의 큰 정치적 영향력， 주 및 지방 정부의 독립적 권한 등을 

틀 수 있다. 이처럼 여러 측면에서 미국정치가 “outlier"로서 여타 사례들 

에 비해 극단적 성격을 띤다는 사실로부터 일반적 이론의 정립에 공헌할 

수 있는 여지를 찾을 수 있다. 

셋째， 미국정치에 관한 어떤 연구가 “패러다임 사례”나 “중대 사례”가 

되지 못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경험사례로서 이론작업에 필요한 재료 중 

일부를 제공할 수 있다 앞의 11-3‘) 절에서 강조했듯이 이론화가 탐색적 

성격을 넘어 확정적이기는 쉽지 않다. 필연적으로 추론이 수반되는 이론 

은 불확실할 수밖에 없고 이론화란 끊임없는 경험관찰과 이론작업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점차 쌓아나가는 사회적 과업 (soci머 enterprise)이다. 그 

러므로 미국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론적 시사점을 탐색하고 다른 사 

례들과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도 충분한 이론적 공헌이 된다. 

이처럼 미국정치연구가 사례로서 비교정치학에 기여할 수 있지만， 이왕 

이면 미국정치 분석에서 관찰의 수를 늘려 비교의 관점을 늘릴 수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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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바람직할 것이다. 우선， 공간적으로 관찰의 범위와 수블 늘리기 위해 

미국 연방정부만 분석 단위로 상정하지 말고 주정부와 지방정부 등 보다 

다양한 수준을 고려하면 좋을 것이다. 이 점에서 미국정치는 상대적 장점 

을 지난다. 미국 주 · 지방 정부가 여러 정책분야에서 상당한 독자적 권한 

을 행사한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바어지만， 최큰에는 국제무대에서도 연 

방정부의 독점권을 무너뜨리며 주 · 지방 정부가 중요한 행위자로 떠오르 

고 있다. 예를 들어， 교토의정서를 미국 연방정부가 거부하고 있지만 뉴 

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시애틀， 보스톤， 애틀란타” 샌프란시스코 등 주 

요 도시꾀 시장들 수백 명이 연합체를 구성해 각 시의 조례로써 교토의정 

서 내용을 실천하겠다는 강력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주 · 지방 정부 수 

준도 연구범위에 넣음으로써 사례 수를 증가시키고 관찰 변이를 확대시 

켜 비교분석에 보다 유리한 조건달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 이론 툴 속에서 관찰 사례 수를 늘리기 위해 연구 범위를 시간 

적으로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즉， 역사적이고 통시적인 연구가 많아야 

한다. 미국정치는 이와 관련해서도 장점을 지난다. 비록 미국역사는 짧지 

만 미합풍국의 성립과 동시에 민주주의 체제에 입각한 현대 국가의 형태 

를 갖추었기 때문에 오늘날 정치학적 이론작업에 적실성 있게 연결될 수 

있는 시깐적 범위는 상당히 넓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건국 이래 오늘까 

지 헌법 틀이 그대로 유지되어 왔고， 그 밖의 모든 측면에서 미국정치체 

제는 상당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끈본적 단절 없이 연속선상에서 진화해 

왔다고 딴할 수 있다. 이 덕분에， 매교불가능한 시대들을 비교할 때 초래 

되는 왜곡과 오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다(Spector 1981, 24-26) 이 

러한 미국정치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기존 미국정치연구에서 역사적 · 통 

시적 분석에 의존한 연구가 그리 많은 편이 아닌데， 일반 이론의 정립을 

위한 비교학적 접큰을 활성화하려면 연구 지평을 시간적으로 보다 넓히 

는 것이 중요하다. 

관찰 사례 수를 늘림에 있어서 정치과정에 대한 미시적 접근이 장점을 

지난다， 거시적으로 집단적 분석단위만 상정하면 관참 사례의 수와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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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물론 거시적 접근도 매우 중요한바 간과해선 

안 되지만， 개인수준의 자료에 대한 미시적 접근을 통해 사례 수 증가를 

도모할 수 있다 사실， 이와 관련해서 학계의 기존 연구 동향은 좋은 평가 

를 받을 만하다. 다른 나라에 비해 정치과정의 미시적 측면에 대한 자료 

가 풍부한 덕에 미국정치연구에서 미시적 접근이 수에 있어서 주류를 차 

지하고 있다 다만， 재차 강조하자면， 미시적 경험분석이 전술한대로 거시 

적 일반 이론 틀 속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시적 경험분 

석이 곧 개별적 지방 지식을 위한 것에 그치게 된다. 

IV. 미국정치연구의 이론적 공헌을 위한 주제: 예시 

국내에서 미국정치연구는 특히 1990년대 중반 이래로 활성화되어 왔다. 

이 무렵 1996년 미국전공 소장학자들을 중심으로 미국정치연구회가 결성 

되어 연구 증진의 기폭제가 되었다. 이 연구회는 정기적 월례 발표회와 

수시 세미나를 통해 발표와 토론 기회를 늘려나갔고， 여러 권의 번역서와 

연구서를 공동작업으로 진행했다(예: 미국정치연구회 2003). 또한 미국선 

거 에 대 한 연구서 시 리 즈도 출간하기 시 작해 2000년， 2002년， 2004년 선 

거에 대한 분석결과를 책으로 묶어냈고(손병권 외 2001, 서현진 외 2003, 

미국정치연구회 2005), 현재 2애6년 중간선거에 대한 연구서도 준비 중이 

다. 미국정치연구회는 이처럼 연구 기회의 증가와 연구 결과불의 출간에 

서 많은 활동을 했는데， 무엇보다 큰 공헌은 전공자틀에게 미국정치연구 

자로서의 정체성을 느끼게 한 것일 것이다. 

1995년부터 국내의 대표적 정치학저널1)에 실린 미국정치 관련 논문 수 

를 세어보면 2000년에 11편으로 최고조에 달한 후 점차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정치연구회의 출범과 함께 활성화되는 듯하던 미국정치 

1) 여기서는 『한국정치학회보J，국제정치논총J，한국과 국제정치J，국가전략J，세계지역 
연구논총』 등 5개 학술지만 살펴보았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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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근래 많은 논문을 생산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미국 

정치 전공자의 수가 계속 늘어났음을 감안할 때 이외이다. 논문심사가 강 

화되며 미국정치 분야 심사자틀이 워낙 엄격한 평가 잣대를 적용하기 때 

문일지도 모르고， 학술지들의 증가에 따라 다른 지면에 게재하는 빈도가 

늘어났기 때문일지도 모르고 연구서 발간에 더 치중한 결과일지도 모른 

다. 그퍼나 미국정치 전공자들이 미국정치 이외의 분야로도 연구관심을 

분산시키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이유일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한국정치 

분야에서 미국정치 전공자들의 연구가 끈래 눈에 많이 띤다. 이러한 연구 

관심의 분산이 한편으로는 우려룹 자아낼 일이지만， 다른 한편 미국정치 

연구의 비교정치학적 공헌에 도뜸이 되는 유리한 조건으로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 미국정치 전공자가 미국에만 주목하기보다 다양한 정치맥 

락에 대한 비교학적 고민을 거쳐 일반 이론의 정립 작업에까지 나아갈 때 

미국정치에 대한 이해도 더 잘 도모될 수 있음은 선술한 바이다. 

미국정치 전공자가 관심 영역윤 미국 이외의 지역에까지 넓히는 추세 

는 근래에 지역이나 국가를 초월한 보편적(물론 상대적 의미로) 정치 현 

상이나 쟁점이 점차 늘고 있음을 볼 때 자연스러운 일이다. 미국정치 연 

구를 일반적 이론 틀에 연결시켜 진행해야 한다는 이 논문의 대명제를 실 

천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국가 · 지역 경계를 가로지르는 정치현상을 찾아 

미국에 관찰초점을 맞추되 좀더 이론적 관점에서 비교학적 접근을 시도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주제가 유망할까? 

세세한 주제를 다 논할 수는 없고 여기서는 수많은 세부주제를 내포하는 

큰 주제 몇 가지만 예시해보고자 한다. 

첫째， 민족주의의 고조는 미국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관찰되는 현상 

으로서 미국정치 맥락에서 그 특성을 살피며 일반적 이론 틀에 연결시켜 

비교학적 논의를 이끌기에 적당하다. 자국중심적이고 외부에 대해 배타성 

을 띤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미국 민족주의와 여타 지역에서의 민족주의 

는 성격상 큰 차이를 보인다. 다띤족국가인 미국에서 민족주의는 동질적 

민족정체성에서 나오기보다는 미국이라는 역사공동체에 같이 사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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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느끼는 시민의식에 기인한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에서는 애국주의 

(patriotísm) , 미국주의(마nericanísm)로 호칭해야 혼동을 줄일 수 있을지 

모른다. 민족주의에 대한 이론적 작업을 위해， 특이한 미국정치 맥락에서 

의 경험분석으로부터 유용한 비교학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역으로 그러한 일반 이론적 틀이 미국 민족주의의 특이성을 명확히 찾 

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민족주의의 고조를 세계화의 심화와 연 

결시켜 볼 때， 전자가 후자로 인한 펼연적이고 보편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단기적 반응인지 흥미로운 의문을 제기한다. 민족주의적 분위기와 세계화 

의 섬화， 양자에서 공히 일반 추세를 이끌 만큼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곳이 미국이므로 미국 사례의 섬층 분석은 양자의 관계에 대한 이론화에 

서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다. 

둘째， 종교의 정치적 영향력 증대도 미국정치에 대한 비교학적 접곤에 

서 유용한 주제일 것이다， 근래 미국에서 종교적 근본주의자의 수와 목소 

리가 커지고 있고 그들의 활동이 정당정치에까지 깊숙이 침투했음은 주 

지하는 바이다. 이런 현상은 미국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슬람권에서도 관 

찰된다. 오늘날 국제무대에서 심각한 상호 대립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미 

국과 이슬람권에서 공히 종교주의가 중요한 정치적 변수가 되고 있음은 

우연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종교주의의 강한 정치적 영향력이라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종교주의와 민족주의가 상당 수준 중복 

되는 데에 반해 이슬람권에서는 종교와 아랍민족주의가 상충적 - 대칭적 

관계에 있다.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한 관찰은 흥미로운 결과를 가져올 것 

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미국정치에서의 종교주의를 연구할 때 그 자체만 

생각하지 말고 비교학적 이론 틀에 연결시킨다면 보다 깊은 이해와 이론 

적 시사점의 도출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 기존 민주주의 모델이 여러 위기 증후군을 낳고 있음에 대한 반 

성으로 새로운 민주주의 패러다임을 찾아야 한다는 요구가 오늘날 대부 

분의 국가와 지역에서 널리 들린다. 미국의 경우， 사회를 지배해온 민주 

주의 패러다임은 고전적 자유주의 현실주의적 제도주의， 보수적 공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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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등 때론 상호모순이 되기도 하는 여러 사조에 복합적으로 기반을 두어 

왔다. 오랫동안 미국 내에서 미국석 민주주의는 가장 우월한 모델로서 신 

성시되었으나， 시대 변화에 따라 유권자 행태， 정당정치， 이익집단정치， 

정부 거버넌스 등에서 심각한 어펴움이 나타나면서 미국적 민주주의 모 

델의 적설성에 대한 의문이 점증하고 있다. 대안으로 참여민주주의， 결사 

체민주주의， 토의민주주의 등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주의 패러다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기존 민주주의 특히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반성과 대안적 민주주의의 모색은 미국보다 유럽 등에서 더 활발한 학문 

적 의제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수준과 측면에서 미국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명확히 진단하고 바람직한 지향점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비교학 

적 관점에서 일반적 이론을 염두에 두며 연구해야 한다. 그럴 경우， 아울 

러 미국 사례로부터 일반화를 위한 흥미로운 이론적 시사점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넷째， 탈근대， 탈물질주의， 탈산업， 탈냉전， 탈주권국가 등 여러 갈래의 

전환기적 사회변화가 정치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눈지는 매우 흥미로운 

비교정치학적 주제이다. 이러한 여러 변화는 근본적이고 보편적이다. 미 

국에서 이러한 변화가 특히 크게 심화되고 있지만， 쟁도 차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에서도 보편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시민의 정치참여 형태와 행 

태， 시민사회-국가 관계， 정부의 첼동영역， 정당의 성격 및 기능과 정당 

간 대립구도， 의회 의사과정상의 정치역학， 의회-대통령 관계， 전반적 국 

정 거버넌스， 핵심적 정책 의제， 정책 방향 등 모든 즉변에서 전환기적 사 

회변화가 상당한 여파를 초래하고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여 

러 면을 섬층 관찰하되 보다 일반적인 이론 틀 속에서 체계적으로 실시해 

야， 미국 자체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론 정 립을 위한 비교학적 시사점 도 

출 양자에서 공히 소기의 성과를 꺼룰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정치의 양극적 대립의 심화와 이에 수반하는 사회갈등의 격화 

도 미국뿐 아니라 여러 다른 국가에서 관찰되는 것으로서 유용한 비교정 

치학적 연구주제가 될 수 있다. 선거 승리를 위해 주-요 정당과 정치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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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중도로 수렴할 것이라는 다운스(Anthony Downs)의 명제가 미국정 

치에서 오랫동안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졌지만， 2004년 대선에서 극명히 

재확인된 미국정치의 양극화는 새로운 이론화를 요구한다. 전체 유권자의 

이념 분포가 좌우 대칭의 단봉(one-peaked)형(즉， 중도에 위치한 유권자 

층이 두럽고 좌우 양 극단의 유권자 층은 밟은)을 보이는 상황이라면 다 

운스의 명제가 들어맞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유권자의 이념 분포가 양봉 

(two-p얹ked)형이거나 좌우 비대칭이라면 중도 수렴화가 정치인들에게 

최적의 선택이 아닐 수 있다. 또한 유권자의 선택이 일차원적으로 이념성 

향에 주로 의존하지 않고 보다 복잡하게 여러 차원에서 여러 변수에 의거 

하는 상황이어도 중도 수렴화를 기대하기 힘들다. 대신 전략적 극단주의 

를 취해 자기의 잠재적 지지기반의 충성심을 강화시키고 선거에 동원하 

는 것이 더 나을지 모른다. 이럴 경우 정치의 양극적 매립이 필연적으로 

초래될 것이다. 이러한 정치 양극화에 대한 이론화는 보다 충분한 논리와 

풍부한 경험관찰에 입각할 필요가 있는데 미국 사례가 유용한 실마리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만큼 정치적 양극 

화로의 변화 정도가 벼교적 크기 때문일 것이다. 정치 양극화의 원인과 

그 결과에 대한 비교학적 연구에서 미국정치연구가 큰 역할을 할 수 있기 

를 기대해볼 만하다. 

V. 결론: 현설적 장애물 

이 글은 미국정치연구가 종합적 지역학이 아닌 핵심적 사회과학으로서 

의 정치학에 공헌할 수 있기 위해서는 미국정치에만 고유한 지식을 창출 

하기보다 비교학적 관점에서 보다 일반성을 띤 지식을 쌓고자 고민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다. 물론 개별성과 일반성， 다양성과 통합성， 어느 한 

쪽만 중시할 수 없고 균형이 중요하다. 그러나 개별 사례에 대한 관찰이 

일반적 이론 틀과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될 경우 이론적 공헌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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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개별 사례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확한 이해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주목 

할 펼요가 있다. 

미국정치연구를 비교학적 관점에서 정치학의 이폰화 작업에 유기적으 

로 연결시키는 일이 쉬울 리 없다 일반화 자체를 거부하는 학문 시각으 

로부터의 비판이 가장 근원적 어려움을 가져올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실 

제로 비교정치학적 틀에서 미국정치를 연구하는 학푼적 어려움도 근원적 

일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몇몇 현실적 장애물도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우선， 미국정치 전공자가 미국학과， 지역학과， 국제학대학원 등에 재직하 

는 경우에는 학과의 설립 취지 및 소속 학교의 운영 방향과 상충될 가능 

성이 있따. 그러한 기관은 미국정체를 종합적 지역학 또는 실용적 국제학 

의 일부분으로 간주하는 성격이 를 것이고， 지역정치연구를 인문 · 어문학 

교육이니 실무위주 국제화 교육의 보조 정도로 경시할 가능성이 있으므 

로， 비교정치학의 이론 틀 속에서 미국정치를 조망하는 학문적 정향에 전 

폭적 지원을 보내지 않을지 모른다. 물론 연구자 개인의 노력이 훨씬 결 

정적 요인이지만 소속 학과나 대짝의 커리률럼에 따라 교육하는 가운데 

연구도 그러한 분위기로부터 어느 정도나마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 

이다. 

학문성보다 실용성을 우선하는 사회 분위기는 소속 학과를 불문하고 

모든 미국정치 전공자(사실， 모든 지역정치 전공자)에게 어려움을 가져오 

는 높은 장애물이다. 비교정치학의 관점에서 이론화에 무게를 두는 연구 

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관심을 끌지 못하고 외부 연구비 수혜 대상이 되기 

힘든 형편이다. 기업이나 정부는 원래 실용적 · 실무석 활용성을 강조하니 

까 차치하더라도， 학술진흥재단도 최근 그리 호의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따. 학술진흥재단은 한편으로는 인문학 위기론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에 대한 반응으로 인문학적 접근을 장려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식 

의 실용적 활용을 위한 학제적 · 복합적 접근을 강조한다. 이 사이에서 지 

역정치연구를 순수사회과학적 관점에서 비교학적 방식으로 접근하는 노 

력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는 것 같다. 연구비 차원에서만 그런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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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일반적 사회 분위기가 실용성 쪽으로 과도히 흘러가면서 상당수 

의 학생 및 학부모가 사회과학적 지식보다는 실무적 정보 전달을 더 원하 

는 실정이고 출판계에서도 시장이 좁은 진지한 비교정치학적 연구서를 

꺼린다. 

특히 미국정치연구는 많은 사회적 편견을 낳는데， 특히 미국의 세계적 

위상에 따라 지적 제국주의를 퍼뜨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반발에 희생 

될 수 있다. 대부분의 특정 국가나 지역에 대한 탐구로부터 얻은 지식을 

일반적 이론 작업에 활용할 경우 시야의 지평 확대라는 칭찬을 듣지만， 

반대로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적 상황을 일반화한다는 지적 제국주의의 

비판올 받곤 한다. 유일 초강대국으로서 미국 영향력이 지배적일수록， 그 

리고 미 정부의 일방주의 색채가 짙어질수록， 미국에 대한 세계적 반감이 

증가하면서 미국정치연구마저 적어도 결과적으로 친미 입장에서 패권주 

의를 정당화해주는 것으로 오해를 살 가능성이 있다. 미국정치 연구를 비 

교학적 관점에서 이론 틀에 연결시킴에 있어서 여러 유보적 · 제한적 가 

정， 조건， 범위가 연구에 담기기 마련인데， 이것은 무시하고 무조건 미국 

중심주의의 패권적 확산이라고 거부하는 사회 분위기가 존재한다면 큰 

현실적 장애가 아닐 수 없다. 

이런 현설적 장애가 결코 결정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연구자가 정치학 

자로서의 진지함과 절실함을 갖고 있다면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상당 수 

준에서 극복할 수 있다. 연구자는 미국정치 전공자이자 동시에 비교정치 

연구자로서 경험적 자료에만 매몰되기보다 비교학적 관점에서 이론적 시 

각을 정립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자료와 이론 간 끊임없는 상 

호작용을 학계라는 공동체에서 사회적 과업 (soci머 enterprise)으로 실천해 

야 한다. 상기 IV절에서 말했듯이 오늘날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정치현상 

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미국정치 연구가 그러 한 현상들에 주목해 이 

론적 틀을 세우고 미국적 맥락을 비교학적으로 다룬다면 미국정치연구 

및 정치학 분야는 앞으로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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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와tracαt】 

A Part of Area Studies or a Core of Political Science?: 
Methodological Note for Studies of American Politics 

Seong-Ho Lim 

(Kyung Hee University) 

This articJe provides a methodological perspective to guide studies of American 

politics. Main argument goes that studies of American politics should go beyond 

area studies to become a core of comparative politics. Full integration into the 

fiεld of comparative politics would require a balance between contextual 

specìficity and theoretical generality. A cJose observation of concrete details of 

specìfic cases in American politics must be complemented by a theoretical effort 

to find broad implications for comparative politics in general. A 

theory-conscious Americanist would take a theory-driven, not data-driven, 
approach and would view American politics as an important, but not excJusive, 
case to be theoretically compared with politics in other p따t5 ofthe world. He or 

she would also understand that a theoretical effort calls for intellectual 

interactions with political scientists in various fields; in the words of King, 
Keohane, and Verba, studies of American politics ought to be a “ social 

enterprise." This artic1e discusses in detai! in what sense and how a researcher on 

Amεrican politics could elevate one’s work to a core of comparative politics and, 
more genεrally ， political science. This artic1e also wams of some methodological 

problems hampering this theoretical elevation, and presents a sample of specific 

topics in American p이itics promising to avoid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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