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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주의의 
이론적, 경험적 발전의 맥락 속에서 구성주

의 국제정치경제 분석을 방법론적으로 고찰

하고 다양한 분석기법을 소개하고 조망해본다. 특정의 새로운 분석기법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연구방법들을 연구질문을 중심으로 논하여 독자로 하여금 구성

주의 분석기법의 타당성과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게 하는 것이 이 글의 목표이다. 

구성주의 내에도 여러 분파들이 상존하여 지면관계상 모든 접근법들을 논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합리주의처럼 인과관계와 인과경로를 밝히는 ‘경험주의

적 구성주의’를 중심으로 분석기법 등을 논할 것이다. 이와 함께 결론을 맺으며 미

래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정치학의 핵심 개념인 권력(power)을 구성주의

가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간략하게 살핀다. 이는 구성주의 연구에서 취약점으

로 지적되어왔던 권력(power) 작동분석을 기존의 구성주의 연구가 등한시하지 

않았음을 밝히는 동시에 더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미래 연구 분야로서 제시한다.  

This article seeks to explore how constructivists analyze various issues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trade, finance,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and so on. The focus here is to review and investigate research 

methods these constructivist IPE scholars employ to tackle their research 

puzzles. This article discusses this ‘method’ issue in the broad context 

of constructivist ontology, epistemology, and methodology. In presenting 

constructivist empirical works, what this article emphasizes is the linkage 

between research question and selection of research methods. With this 

in mind, four exemplary constructivist IPE works are critically examined for 

the purpose of demonstrating the diversity of analytical techniques tailored 

to address research puzzles. This article concludes with suggestion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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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 research. The suggestions are as follows. Constructivist IPE can 

benefit from further engagement of the concept of power, arguably the 

central concept of political analysis. Also it can fruitfully work with ‘Practice 

Turn’ as well as communication informed game theoretics.

keywords 구성주의 국제정치경제 constructivist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방법론 methodology, 분석기법 analytical techniques, 경험주의적 구성주의 

empirical constructivism, 집합적 아이디어 collectively held Ideas, 권력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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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구성주의 국제정치경제란 구성주의 분석틀을 사용하여 다양한 국

제정치경제 현상을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보편주의를 표방하는 합

리주의를 비판하며 사회학에서 1960년대 이래 발전해온 구성주

의는 1989년 니콜라스 오너프(Nicholas G. Onuf)의 World of Our 

Making: Rules and Rule in Social Theor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저작을 시발점으로 국제정치 영역의 새로운 분석틀로서 

공헌해왔다.1 합리주의의 대항마로서 이론화된 구성주의는 역으로 

구성주의에 대한 합리주의의 비판에 대응하며 국제정치 영역에서 

현실주의, 자유주의와 함께 ‘트리오’의 한 축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Katzenstein 외 1998). 초기의 구성주의는 오너프, 크로토크빌, 웬

트 등을 중심으로 합리주의에 대한 메타이론적인 도전을 하였다. 

이들의 메타이론적 논의는 구성주의가 실제 안보, 경제, 외교 정책

에 대한 엄밀한 경험적 분석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합리주의

적 회의론으로 연결되었다. 이에 대해, 카첸스타인은 구성주의 주

요 개념인 규범과 정체성을 변수화하여 안보 영역에서 경험분석

을 시도한 논문들을 편집하여 The Culture of National Security: 

Norms and Identity in World Politics를 1996년 출간하였는데, 

이 저작의 성공은 메타이론을 넘어선 ‘경험주의적 구성주의’ 확립

에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 무역, 투자, 금융, 통화, 개발협력 등을 

1　 Ruggie(1982), Ruggie and Kratochwill(1986) 등 구성주의적 시각을 가진 연

구들은 오너프의 저작 이전에도 발견되지만 국제정치에서 이론으로서 구성주의

의 공식적 사용은 오너프의 저작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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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는 국제정치경제 영역에서도 구성주의 연구들이 1990년대 중

반 이후로 눈에 띄는 약진을 보여 왔다. 아브데랄 등은 기존의 구성

주의 국제정치경제 연구를 토대로 발전시킨 정밀한 분석틀을 제시

하고 경험적 연구를 통해 분석틀의 유용성을 증명한 Constructing 

the International Economy를 2010년에 출간하였다. 구성주의 

국제정치경제 연구를 집대성적한 이 저서는 전술한 카첸스타인 저

작의 국제정치경제 카운터파트라 할 수 있겠다.

이 글은 이러한 구성주의의 이론적, 경험적 발전의 맥락 속에

서 구성주의 국제정치경제 분석을 방법론적으로 고찰하고 다양한 

분석기법을 소개하고 조망해본다. 특정의 새로운 분석기법을 논하

는 것이 아니라 기존 연구방법들을 연구질문을 중심으로 논하여 

독자로 하여금 구성주의 분석기법의 타당성과 적용 가능성을 검토

하게 하는 것이 이 글의 목표이다. 구성주의 내에도 여러 분파들이 

상존하여 지면관계상 모든 접근법들을 논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합리주의처럼 인과관계와 인과경로를 밝히는 ‘경험주의적 

구성주의’를 중심으로 분석기법 등을 논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연구방법론(methodology)와 연구방법(methods)

을 개념적으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연구방법론은 ‘과학적 탐구를 

가능하게 하는 논리적 구조와 절차(logical structure and procedure 

of scientific inquiry)’로 규정되며 이는 ‘응용 인식론(applied 

epistemology)’ 성격으로 과학적 연구의 논리적, 인식론적 기반을 

제공한다. 연구방법은 ‘데이터 수집과 분석의 기술(techniques of 

data gathering and analysis)’로서 질적, 양적 분석기법을 통칭한다. 

연구방법론과 연구방법의 관계에 대해 구성주의 내에서도 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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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관점이 존재한다. 첫 번째 관점은 ‘구성주의적 통일성’이다. 구

성주의 이론의 존재론적, 인식론적 기반이 실증주의적 합리주의와 

다르므로 구성주의 방법론은 이와 차이가 있어야 하며 방법론적 

차이는 동일하게 분석기법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합리

주의 분석기법에서 사용되지 않는 담론 분석, 스토리텔링, 민속학

적 분석, 발화 행위(speech act) 분석 등의 강조가 이 범주에 속한

다. 두 번째 관점은 ‘구성주의적 다원성’이다. 이 관점은 ‘구성주의

적 통일성’ 관점과 마찬가지로 연구방법론에 있어 합리주의에 대

비하여 구성주의적 차별성을 인정하지만, 분석기법에 있어서는 실

증주의적 방법에 열려 있다. 가령 정체성, 규범, 규칙 등의 개념을 

조작화하여 대외경제정책을 분석함에 있어 서베이, 컨텐트 분석, 

통계, 실험 분석, 비교사례 분석 등을 연구방법의 기제로 포괄적으

로 사용한다. 이 글은 ‘구성주의적 다원성’ 입장에서 국제정치경제 

분석기법을 논한다. 이는 ‘구성주의적 통일성’ 관점이 편협하거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구성주의가 다양하게 

국제정치경제 분석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함이다. 어

떤 관점이 더 적확한가는 이 글의 내용과 목적을 넘어서는 분석을 

요청한다는 점을 밝힌다. 

이 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I절에서는 구성주의 방법

론의 인식론적 토대를 간단히 살펴본다. 실증주의적 합리주의와 

대비하여 논하는데, 구성주의 연구방법론이 어떻게 연구설계와 분

석기법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지 검토한다. III절에서는 국제정치경

제 영역의 주요 주제에 대한 기존의 구성주의 국제정치경제 연구

를 분석기법을 중심으로 개관한다. ‘구성주의적 다원성’에 입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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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다양한 분석기법이 구성주의 연구에 활용되고 있음을 몇 개의 

대표작을 통해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IV절은 결론이다. 주요 논의

들을 정리하고 미래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정치학의 핵심 개

념인 권력(power)을 구성주의가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간략하

게 살핀다. 이는 구성주의 연구에서 취약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권

력(power) 작동분석을 기존의 구성주의 연구가 등한시하지 않았

음을 밝히는 동시에 더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미래 연구 분야로서 

제시하며 이 글을 마무리한다. 

II  구성주의 방법론 인식론적 토대 

연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연구질문이 있고 이에 대

한 답으로서 주장이 있다. 오리지널한 연구는 새로운 질문과 새로

운 주장이거나, 질문은 새롭지 않지만 주장이 새로운 유형으로 나

뉜다. 공헌도가 높은 연구는 기존의 주장이나 상식을 뛰어넘는 새

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새로운 시각의 타당성

은 연구방법, 즉 분석기법의 올바른 선택과 엄밀성의 정도에 따라 

평가되고 좌우된다. 다시 말해, 연구방법은 연구질문과 주요 주장

을 잇는 연결고리이고 연구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연

구질문과 주요 주장 사이에 연구방법이 있다면 연구방법은 연구

질문의 내용에 따라 선택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논리적으로 성립

된다. 가령, ‘왜 미국 국민들은 자유무역을 지지하나?’라는 질문은 

‘미국 국민들’이라는 관찰수(number of observations)가 많아 서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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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통계기법을 사용해서 분석한다(Mansfiled and Mutz 2009). 비

슷한 주제인 자유무역 확산에 대해 ‘왜 미국, 캐나다, 멕시코 정책

담당자들은 북미자유협정(NAFTA)을 체결하게 되었나?’라고 연구

질문을 던질 수 있다(Fairbrother 2010). 이 경우 연구방법은 비교

사례연구로 귀착된다. 두 연구 모두 자유무역 지지의 결정요인으

로 행위자 인식(Out-group Anxiety: Mansfield and Mutz; Economic 

Worldviews: Fairbrother)의 중요성을 주장하였지만, 연구질문에 

따른 상이한 연구방법을 통해 결론에 도달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

다. 

그렇다면 국제정치경제 영역을 포함하여 주류 합리주의적 사

회과학 연구질문의 형태는 무엇인가? 인과관계 분석으로 좁혀서 

말하면 다음과 같다.2 ‘어떤 조건에서 현상 A는 발생하나?’ 포퍼식 

반증(falsification)에 기초하고 있는 신실증주의(neopositivism)는 

위의 질문을 확률적으로 변환하여 ‘조건 B에서 현상 A가 발생할 

확률은 얼마인가?’의 형태로 연구질문을 만들게 된다. 국제정치경

제 주요 이론의 하나인 패권안정이론이 ‘어떤 조건에서 자유무역

질서는 확장되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발전하였다는 것은 널리 알

려진 사실이다(Krasner 1976). 코헤인의 신제도자유주의 역시 연

구질문은 ‘어떤 조건에서 국제협력이 일어나고 지속 가능할까?’

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Keohane 1984). 2008년 미국발 글로

벌 금융위기 이후 촉발된 국제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패권적 지위 

2　 인과관계 분석을 위한 ‘왜(why)’라는 질문 외에 개념이나 사회현상의 실체를 파

악하는 ‘무엇(what)’에 대한 질문이 있고 사회현상의 메커니즘을 탐구하는 ‘어떻

게(how)’ 형태의 질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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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자. 일련의 연구가 ‘어떤 조건

에서 국제기축통화가 탄생하고 지속하는가?’에 대한 답을 탐구하

였고, 결정요인으로서 경제력(경제 규모 및 교역 규모), 통화의 신뢰

성, 국내 금융시장의 유동성 및 제도적 기반, 통화 네크워크, 군사 

및 안보 리더십 등이 상호보완적으로 혹은 경쟁적으로 제시되었다

(Helleiner and Kirshner 2009; 이용욱 2012). 

전술한 합리주의적 연구질문 형태는 실증주의(혹은 자연주의) 

방법론을 반영하고 있다. 실증주의 방법론은 두 가지 서로 연관된 

요건을 전제로 작동한다. 첫 번째 요건은 ‘자연과 사회의 통일성

(unity of nature and society)’으로 불리는 관점으로, 이는 자연현

상을 분석하는 과학적 분석기법이 사회현상을 분석하는 데도 유

용할 것이라는 믿음이다. 두 번째 요건은 연구자의 객관성에 대

한 믿음이다. 이는 연구자가 제3자의 객관적 위치에서 연구대상

에 대해 사고하고, 관찰하고, 기록함으로써 개인의 경험과 독립된 

‘실제 세계’에 대한 객관적 지식을 창출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3 

따라서 사회현상도 자연현상처럼 ‘발견되어야만 하는 법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연과학처럼 사회현상을 탐구하는 사회과학 역

시 인간의 경험으로부터 독립된 ‘실제 세계’를 작동하게 하는 ‘일

반사회원리(법칙)’를 발견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 된다. 실증주의 

방법론이 ‘실제 세계가 무엇이고 어떻게 존재하나’에 대한 존재론

적 입장으로부터 출발하며 인식론이 존재론과 유리되어 있지 않

3　 이에 대한 반박으로 Giddens(1984)가 ‘이중 해석학(Double Hermeneutics)’ 

개념을 통해 비판하였고, 국제정치에서는 Guzzini(2005)가 ‘지식과 권력’의 관

점에서 비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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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의미이다.4

따라서 일반사회원리를 탐구한다고 하는 것은 특정 사회현상

이 일어나는 인과적 ‘일반 조건’을 밝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러

한 실증주의 방법론 기반 위에서 합리주의는 사회 일반법칙의 인

과적 발견을 위해 전술한 형태의 연구질문을 정당화한다. 합리주

의는 일반론적 연구질문을 통해 도출된 인과관계가 일반원리에 입

각하여 사회현상에 대한 설명과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즉 합리주의에서는 설명, 예측, 규범적인 사회 통제가 ‘조

건’의 조작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일반화(external validity)에 대한 

강조는 복잡한 사회현상을 가정을 통해 단순화하여 이론의 간결성

(parsimony)을 높이는 것을 연구 미덕으로 이끈다. 간결한 이론을 

통해 검증 가능한 모델과 가설을 도출하고, 도출된 가설을 (자연과

학과 유사한) 과학적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분석 및 측정 

기법을 통해(internal validity) 반복 가능한(replicable) 결론을 확보

하는 것이 합리주의 사회과학이다. 

크래스너(Krasner 1976)가 ‘자유무역 흥망성쇠’의 결정요인

을 단수 변수인 패권국의 유무라는 가설로부터 출발하여 경험적 

연구를 하였다는 것이 하나의 예이다. 사례연구의 경우에도 ‘일반

화 법칙’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통계기법에서 모집단(population)

4　 존재론과 인식론은 상호의존적이다. 위의 논의를 포함하여 존재론이 인식론을 규

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 있고, 반대로 인식론이 존재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도 

있다. 후자의 예는 다음과 같다. 가령 합리주의에서는 일반화를 위한 분석적 목적

을 위해 행위자를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자기중심적 개체로 가정하고 개념화 

하였는데 ‘자기예언적’ 메커니즘에 의해 실제로 각 행위자는 자기중심적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로 규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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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표본(sample)을 가려내는 것이 일반화의 엄밀성을 가늠하는 

주요 연구과정 중의 하나이듯 사례연구에서도 사례 선택의 논리

가 일반화를 위한 핵심 방법으로 간주된다(King 외 1994; George 

and Bennett 2004; Gerring 2012). 특정 이론의 일반화 정도를 사례

연구를 통해 검증하기 위해 고안된 개념들인 ‘최대유사 사례(most 

likely case)’, ‘최소유사 사례(least likely case)’, ‘어려운 사례(hard 

case)’, ‘중대 사례(critical case)’ 등을 사례 분석기법을 사용하는 

연구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5 저명한 합리주의 국제정치

경제 학자인 밀너(Milner)의 1987년 비교사례연구도 ‘일반화 법

칙’의 영향력을 잘 보여주는 또 하나의 좋은 예이다. 밀너는 ‘왜 보

호무역주의가 1970년대에 선진국가들 사이에서 창궐하지 않았는

가?’를 주 연구질문으로 하여 미국과 프랑스를 비교사례로 선택하

여 분석하였다. 미국과 프랑스가 선택된 이유는 선진국들 사이에

서 두 국가의 국내정치경제 구조가 가장 현격한 차이를 보이기 때

문이다. 밀너는 보호무역이 일어나지 않았던 결정변수로서 기업의 

역할에 주목하였는데, 국내정치경제 구조가 가장 다른 미국과 프

랑스 두 국가 모두에서 보호주의를 막을 수 있었던 기업의 영향력

을 보일 수 있을 경우 나머지 사례들에도(국내정치경제 구조의 차이 

정도가 미국과 프랑스 간의 차이보다 작은 국가들) 기업의 역할이라는 

변수가 어렵지 않게 일반화될 수 있다는 논리이다.6

5　 단일사례연구는 이론 검증뿐만 아니라 이론 구축(theory building)에도 사용된

다. 이에 대한 논의는 Rueschemeyer(2003) 참조. 사례 분석기법을 활용한 주요 

국제정치경제 연구에 대한 유용한 비평은 Odell(2001) 참조. 

6　 무역정책 결정 과정에서 기업의 역할에 대한 구성주의 분석은 Woll(20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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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구성주의는 ‘변화와 차이, 다름’에 주목한다. 또한 

사회현상의 역사성을 중요시하는데, 이는 분석에 있어 시간과 공

간의 맥락성을 고려한다는 의미이다. 구성주의 분석이 ‘변화와 차

이, 다름’에 주목하고 사회현상의 역사성을 중요시한다는 것은 합

리주의 사회과학이 표방하는 ‘사회현상 일반적 법칙성’이 존재

하지도 않으며 따라서 이를 분석한다는 것은 허구적이라는 입장

에 맞닿아 있다. 일반 조건을 밝히려는 합리주의적 연구질문과 달

리 구성주의자들의 연구질문은 시공간의 맥락 안에서 구체성을 띠

며 유사성이나 지속보다는 다름과 변화에 초점을 맞춘다. 이는 합

리주의를 비판하며 성장한 구성주의의 이론적 역사성에도 기인

하는데, 구성주의의 문제의식은 ‘왜 많은 유사한 사람들이 유사하

지 않은 선택을 하는가?(why do so many similar people make so 

many dissimilar choices?)’로 표현될 수 있다(Abdelal 외 2010: 2). 

여기서 ‘유사한/동질한(similar)’은 계급, 젠더, 국내정치경제 구

조,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위치 등 사회과학적으로 개념화된 행동

에 영향을 미치는 보편적 조건들, 즉 동질성을 말하는데, ‘동질하

지 않은 선택(dissimilar choice)’은 이러한 보편적 가정에 대한 경

험적 반증이다. 구성주의 분석은 또한 역방향으로도 움직인다. 이 

경우 연구질문은 ‘왜 많은 동질하지 않은 사람들은 동질한 선택을 

하는가?(why do so many dissimilar people make so many similar 

choice?)’가 되겠다.7

7　 Kindleberger(1975)의 “The Rise of Free Trade in Western Europe”은 구성주

의 이론의 바탕 위에서 분석된 글은 아니지만 서유럽 국가들의 국내경제 구조의 

상이성에도 불구하고 19세기 말 서유럽 전역으로 퍼진 자유주의무역을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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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연구사례를 통해 구성주의 문제의식을 살펴보자. 러

기(Ruggie 1982)는 ‘배태된 자유주의(embedded liberalism)’라

는 개념을 통해 2차 대전 이후 성공적으로 안착한 다자주의에 기

반한 자유무역 질서의 확립 원인을 분석하였다. 러기의 핵심 주장

은 American Power and Economic Ideology에 있다. 바꾸어 말

하면, 러기는 사고실험적 반사실(counterfactual)을 이용하여, 만

약 미국이 아닌 독일이 승전하였다면 다자주의적 자유무역 질서

가 아닌 독일을 중심으로 양자주의적 거점 중심(hub and spoke) 

무역 질서가 전후에 확립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러기의 분석

은 ‘동질한 사람(similar people)’의 ‘동질하지 않은 선택(dissimilar 

choice)’에 해당한다. 이는 앞서 논의한 크래스너(Krasner)의 패권

안정이론과 비교해보면 명확해진다. 크래스너의 분석에서는 패권

국이 ‘누구 혹은 어떤 국가’인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군사, 정

치, 경제력에서 상대국을 압도하는 패권국의 존재 유무가 자유무

역 질서의 흥망성쇠에 연결된다. 2차 대전을 독일이 승전하였더라

도 자유무역의 성장이라는 결과는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번에는 ‘동질하지 않은 사람(dissimilar people)’의 ‘동질

한 선택(similar choice)’의 경우를 검토한다. 헬레이너(Helleiner 

1994)는 ‘왜 국내정치경제 구조가 상이한 국가들이 1970년대 이후

로 급격히 금융자유화(자본자유화) 정책을 채택하게 되었는가?’라

는 질문을 던진다. 이에 대한 답으로서 스태그플레이션을 유발한 

확산(idea diffusion)’ 차원에서 설명한 연구이다. 이는 위에서 논한 ‘동질하지 않

은 사람(dissimilar people)’의 ‘동질한 선택(similar choice)’에 해당한다. ‘규범 

확산(norm diffusion)’에 관해서는 Finnemore and Sikkink(199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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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인지언 경제패러다임의 실패와 이를 신자유주의 경제패러다임

이 대체하면서 금융자유화가 시작되었고 연이어 확산되었다고 주

장한다.8 특히 헬레이너는 각국 금융정책 당국자들의 경제패러다

임 전환 과정을 경험적으로 추적, 분석하고 이를 인과 메커니즘으

로 제시하여 금융자유화에 시공간적 역사성을 부여하였다. 

구성주의가 역사성에 토대를 둔 ‘변화와 차이, 다름’에 천착하

는 이유는 ‘실제 세계’가 무엇이고 어떻게 존재하는가에 대한 존재

론적 입장이 합리주의의 토대가 되고 있는 실증주의와 다르기 때

문이다. 이는 자연과학을 모델로 한 실증주의 사회분석과 차별되

는, 간주관성과 해석을 강조하는 구성주의 방법론으로 연결된다. 

전술한 대로 실증주의는 ‘실제 세계’가 인간의 경험과 인식과는 무

관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바탕 위에서 이러한 실제 세계를 

움직이는 일반적 법칙의 발견을 연구 목적으로 삼는다. 이러한 실

증주의 존재론에서는 자연과 사회가 구별되지 않고 자연과 사회 

모두 동일한 존재론적 법칙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자연과학적 분

석기법이 사회현상을 분석하는 데도 유용할 것이라는 결과가 논리

적으로 도출된다. 

이와는 반대로, 구성주의자들은 자연과 사회를 구분하고 인

간의 경험과 인식에서 벗어나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사회 실제’

8　 관련해서 Peter Hall(1989)도 참조. 헬레이너의 주장은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

융위기 이후 상당 부분 해체될 것으로 예견되었던 신자유주의 경제패러다임의 건

재에도 적용될 수 있다. 즉 새로운 대안 경제패러다임의 부재 또는 미약성(비확

산)이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인다. 관련해서 Crouch(2011) 참조. 금융자

유화에 대한 (상대적으로) 합리주의적인 분석은 Cerny(1994)를 참조. 금융자유

화의 타이밍에 관한 비교사례연구는 Goodman and Pauly(199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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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있을 수 없다는 존재론적 입장을 취한다.9 구성주의는 ‘사회 구

성주의’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글자 그대로 ‘사회 실제’는 객관적

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경험과 인식을 통해 실제화되

고 그 경험과 인식의 구성적(collectively held) 변화에 따라 ‘사회 

실제’도 변화하게 된다는 논지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설(Searle 

1997)의 자연적 사실(natural fact)과 사회적 사실(social fact)의 개

념적 구분은 구성주의 존재론과 방법론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자연적 사실은 실증주의적 사실이다. 다시 말해 인간의 경험

이나 인식과는 별개로 존재하는, 그 본연이 구성될 수 없는 사실

이다. 가령, 나무는 우리가 집합적으로(collectively) 나무를 무엇

이라고 부르기로 약속하는 것에 관계없이 광합성 등을 통해 성장

한다(function). 극단적으로 나무를 ‘호랑이’라고 불러도 호랑이처

럼 행동하지도 않고 호랑이가 되지도 않는다. 사회적 사실은 구성

된 사실이다. 구성된 사실이란 사회적으로(집합적으로) 합의가 되

면 그 사회 내에서 실제성을 갖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그에 따라 

기능을 하게 된다. 종이와 돈(지폐)의 차이가 사회적 사실의 형성

과 기능에 대해 자주 사용되는 예시이다. 종이와 돈은 물질성에서

는 동일하지만 사회 구성원의 합의에 의해서 종이가 돈이라는 사

회적 사실이 되면 지불 수단으로서 제도적 기능을 하게 된다. 포괄

적으로 말하면, 추상성을 내포한 모든 사회적 개념은 역사성을 가

진(not natural) 사회적 사실로서 사회적 합의에 의해 제도화되고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젠더, 결혼, 인권, 주권, 경제

9　 일군의 구성주의 과학철학자들은 자연 현상도 일정 부분 사회적 구성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Latour(20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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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자본, 복지 등 모두 사회적 사실에 속한다. 존재론적으로 보

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많은 유형적 사실들은 기실 역사상

의 한 순간에 사회적 합의에 의해 탄생하여 제도화된 (토대가 없는) 

무형물이다. 

구성주의는 사회 현상이란 이러한 유동적인 사회적 사실로 이

루어져 있다고 전제한다. 따라서 사회과학은 ‘있는 그대로의’ 세

상을 발견하는 것이 목적이 될 수 없다. 이러한 연유로 사회과학

은 자연과학과 다를 수밖에 없으며, 자연과학에서 사용되는 분석

기법이 사회 현상에 적용되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입장

이다. 전술한 대로, 사회적 사실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구성되었

기 때문에 구성주의의 핵심은 ‘집합적 아이디어(collectively held 

ideas)’에 대한 분석이라 할 수 있다. 정체성, 규범, 규칙 등의 집

합적 아이디어가 어떻게 형성되어 사회, 경제, 정치 현상에 영향

을 주는가를 경험적으로 탐구하는 것이 구성주의 연구의 본질

이 된다(Adler 1997). 구성주의 방법론은 존재론적 사회 구성 원

리에 입각하여 행위자와 구조를 양 방향으로 연결하는 집합적 

아이디어의 다른 이름인 간주관성(intersubjectivity)과 의미 지

향적인(meaning-oriented) 인간 행동방식의 탐구를 위한 해석

(interpretation)이라는 두 가지 중심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구성주의 방법론은 베버(Weber)의 방법론적 개념인 ‘해석학적 과

학(interpretative science)’ 혹은 풀리오트(Pouliot 2007)의 ‘소브젝

티비즘(Sobjectivism)’으로 표현될 수 있겠다.10

10　 베버의 인터랙티브 사이언스(interactive science)와 풀리오트의 소브젝티비즘

(Subjectivism+Objectification)은 객관성과 주관성의 논리적 연결을 시도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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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학적 과학’을 토대로 한 구성주의 방법론은 방법, 즉 분

석기법과 어떻게 연결될까? 다양한 구성주의 분석기법을 심도 있

게 논의한 클로츠와 린치(Klotz and Lynch 2007)의 저작을 보면 구

성주의 연구가 거시비교방법, 문헌고증기법 등 주류 분석기법을 

포함하여 계보학, 참여관찰기법, 민속학 등도 연구질문에 맞추어 

창의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가령 국제시스템에서 시

기별로 ‘도덕적 권위’와 ‘정당성’이 어떻게 다르게 형성되었는가

에 대한 연구는 개념사에 기반한 거시적 역사 비교연구방법을 사

용하여 분석한다(Hall 1997; Reus-Smit 1999). 왜 신자유주의와 같

은 특정 이념이 특정 시기에 득세하게 되는가에 대한 연구는 계보

학을 통해 분석한다(Tickner 1992; Price 1995). 모제스와 크누트센

(Moses and Knutsen 2011)은 구성주의 과학철학이 비교, 통계, 실

험 등의 분석기법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해석비교’, ‘통계의 맥락화’, ‘해석적 실험’ 등을 구성주의 분석기

법으로 제시하였다. 구성주의 국제정치경제 연구의 분석적 체계화

를 시도한 아브데랄 외(Abdelal 외 2010)의 저작 역시 다양한 분석

기법을 통한 경험적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이 저서의 저자들은 구

성주의를 활용한 경제현상의 경험적 분석을 크게 4개의 ‘분석통로

(analytical path)’로 나누어서 체계화하였는데, 이들은 ‘의미 분석

법론적 모색이다. 베버는 사회과학분석이란 각 개인의 주관적인 동기를 객관화하

는 시도라고 주장한다(Hollis and Smith 1991, 71-82). 관련해서 Pouliot(2007, 

364-367)는 소브젝티비즘의 구체적인 방법론적 함의로 트리오인 귀납법, 해석, 

역사성(induction, interpretation, historicization)을 제시하였다. Sobjectivism

은 Geertz(1973)가 사회과학 분석기법으로 제시한 주관주의(experience-near; 

subjectivism)와 객관주의(experience-distant; objectivism)의 조합에 착안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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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로(path of meaning)’, ‘인지 분석통로(path of cognition)’, ‘불

확실성 분석통로(path of uncertainty)’, ‘주체성 분석통로(path of 

subjectivity)’ 등이다. 각 분석통로에서 사용되는 분석기법은 연구

질문에 따라 통계, 비교연구, 과정추적 분석, 담론 분석, 프레이밍 

분석, 컨텐트 분석 등 질적・양적 연구방법을 망라하고 있다. 

정리하면, 경험적 구성주의 연구의 최근 추세는 전술한 ‘구성

주의적 다원성’의 맥락 안에서 연구질문에 따른 연구설계와 다양

한 분석기법의 창의적 활용을 통해 ‘집합적 아이디어’의 형성, 지

속, 변화와 그 영향력을 분석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베버식 

‘해석학적 과학’이 함의하고 있는 주관성의 객관화는 ‘사회적 사

실’로서 주관성과 객관성이 내포하는 역사적 맥락성과 상호작용

(reflexivity)을 고려해야 함을 의미하고, 이는 연구단계별 다양한 

분석기법의 적용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시공간을 초

월한 ‘올바른’ 분석방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다양한 분석

기법의 창의적 활용’이란 연구주제의 사회성과 역사성을 읽어내는 

데 도움을 주도록 분석기법이 선택, 변용, 혼합되어 사용되는 것을 

뜻한다. 

III 구성주의 국제정치경제 분석기법의 다양성

구성주의 국제정치경제에 다양하게 적용된 연구방법을 예시로 논

하는 데 분석기법과 함께 연구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단일사

례 분석, 비교사례 분석, 통계 분석기법, 컨텐트 분석기법 등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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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용한 4개의 주요 저작들을 연구방법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연구주제도 유럽경제통합, 무역, 자본자유화, 경제불평등에 따른 

지역분리주의운동 등 다양하게 소개한다. 예시로 논의될 것은 파

슨스(Parsons 2002), 아브데랄(Abdelal 2001), 취로드(Chwieroth 

2007), 헤레라(Herrera 2005)의 저작들이며 대표적인 구성주의 국

제정치경제 연구로 평가받고 있다. 이 저작들의 공통된 특징은 단

순히 ‘집합적 아이디어’가 변수로서 특정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데 

중요하다는 점에 그치지 않고 ‘얼마나 중요한가(how much)?’를 

경험적으로 분석해내고 있다. 이는 기존의 구성주의 연구에서 ‘집

합적 아이디어’의 상대적 중요도를 알기 어렵다고 지적한 주류 이

론들의 비평에 대한 구성주의자들의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11

1. 단일사례 분석

먼저 단일사례 분석을 파슨스(Parsons 2002)의 논문을 통해 살펴

보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논의가 진행된 유럽통합의 기원에 관

해 분석한 파슨스의 연구질문은 ‘왜 유럽은 공동체의 형태로 발전

하게 되었는가?’이다. 이 연구질문은 1950년대 초의 유럽정치 지

형을 고려할 때 유럽이 지금과 같은 초국가적 제도의 토대 위에 공

동체의 형태로 발전하게 된 것은 필연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즉 어

11　 변수의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하는 것은 주로 통계 분석에서 행하여지는데, 이를 

토대로 구성주의 연구를 비판하고 구성주의 연구는 이에 대응해야만 했다는 점은 

분석의 세밀화와 기술적 발전이라는 점과는 별도로 국제정치연구에서 패러다임

을 규정하는 주류 사회과학의 힘을 방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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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객관적 조건으로도 설명될 수 없다는 것에서 출발하였다. 특히 

파슨스는 1957년 로마협약에 의해 탄생된 유럽경제공동체를 ‘유

럽공동체’의 시원으로 보고 그 형성 과정에 대해 기존의 구조주의

(정부 간 자유주의)와 신기능주의를 비판하며 구성주의 분석을 내놓

았다. 

파슨스의 분석적 문제의식은 다른 변수들과 대비하여 어떻게 

아이디어의 상대적 중요도를 경험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에 있었

다. 이 문제에 관한 파슨스 분석기법 핵심은 ‘교차 아이디어(cross-

cutting ideas)’라는 개념의 고안과 경험적 적용에 있다. 파슨스의 

연구에서 독립변수로서 ‘교차 아이디어’란 행위자의 ‘객관적’ 사

회, 정치, 경제 위치에서 물질적 이익을 토대로 가설화할 수 있는 

정책 선호도와 ‘실제’ 정책 선호도 사이의 ‘차이’를 범위화한 개념

이다. 가령 정당이 같고, 나이, 학력, 집안 등 출신 배경도 비슷하

며, 정당 조직 내부에서 업무와 직책이 유사한 두 사람이 유럽공동

체주의에 대해 다른 입장을 취할 경우 ‘교차 아이디어’가 관찰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여기서 ‘차이’는 ‘교차의 차이’이고 ‘차이’의 범

위가 클수록 아이디어가 물질적 변수에 비해 정책 선호도를 설명

하는 데 있어 상대적 중요도가 높다는 논리이다. 교차의 차이가 최

대화될 경우 아이디어가 단독으로 결정 변수가 된다.

파슨스는 분석기법으로 ‘교차 아이디어’를 착안하고 이를 유

럽경제공동체 형성에 경험적으로 연결시켰다. 파슨스는 경험적 분

석을 3단계로 설계하였다. 먼저, 프랑스가 유럽경제공동체 형성을 

주도하였다는 것을 기존 문헌을 통해 찾아내고 프랑스의 정책결

정 과정을 집중 분석하기로 결정하였다. 당시 프랑스는 전후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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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대해 국내적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았고 유럽공동체주의 외

에도 프랑스-영국 주도의 제한된 다자협력을 추구하는 연합주의

와 다자협력을 배제하고 전통적인 양자협력을 추구한 전통주의 등 

세 개의 경쟁적인 분파로 나누어져 있었음을 분석하였다. 이에 따

라 경험분석의 관건은 유럽공동체주의가 어떻게 이들과 정책 경쟁

에서 승리하였는지와 이 과정에서 ‘교차 아이디어’의 작용을 증명

하는 것이 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교차 아이디어’ 작용을 분석

하였다. 유럽공동체주의자들의 리더로서 결국 유럽경제공동체를 

이끈 몰레(Guy Mollet)는 1956년 총선에서 중도좌파 연합의 승리

를 통해 총리에 올랐는데, 중도파와 좌파 모두 당론이 유럽공동체

주의와는 거리가 멀었다. 몰레의 ‘유럽경제공동체’는 당론과 대치

하며 아이디어를 매개로 우파 유럽공동체주의자들을 포함하여 초

당파적 연합을 통해 탄생하게 되었다. ‘교차 아이디어’ 분석기법을 

적용해보면, 반유럽공동체 당론이 ‘객관적’ 정책 선호도가 되고 몰

레의 정책선호도가 ‘실제’ 정책이 되어 ‘그 차이’의 아이디어가 독

립변수로서 작동한 범위가 된다. 

2. 비교사례 분석

비교사례 분석은 아브데랄(Abdelal 2001)의 저서를 통해 검토해보

자. 아브데랄은 1990년대 초 소련 몰락 후 신생 독립한 16개 국가

들의 대외경제관계를 연구주제로 삼았는데, 연구질문은 ‘신생 독

립한 16개 국가 중 왜 어떤 나라들은 러시아(구 소련)와 다시 경제

관계를 맺은 데 비해 다른 국가들은 러시아와 경제관계를 축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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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단절하였는가?’이다. 이 연구질문이 풀어야 할 퍼즐이 된 이

유는 신생 독립국가들의 대외경제정책 선택이 ‘객관적’ 경제이익

의 득실로 설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령 리투아니아처럼 러시

아와 심화된 상호경제의존 관계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무

역 등으로 러시아로부터 큰 흑자를 내고 있었던 국가가 러시아와

의 경제관계를 축소 및 단절하기로 결정하였다. 왜 이런 예기치 못

한 결과가 발생하였을까? 어떻게 비교분석을 설계하여야 의미 있

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까? 

아브데랄은 비교연구에 있어 현실적으로 신생 독립국 16개 사

례 모두를 동일한 수준으로 분석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아브데랄은 (다른 뛰어난 비교사례연구자들과 마찬가지로) 전략적 사

례선정을 통해 연구질문에 대한 분석력을 최적화하는 시도를 하였

다. 아브데랄의 사례선정 방법은 주류 사회과학에서 권고하는 방

식을 따랐다. 즉 임의성을 높여 편향성을 줄이기 위해 종속변수

가 아닌 독립변수를 기준으로 사례선택을 하였다(King 외 1994). 

자세히 후술하겠지만, 아브데랄의 연구에서 독립변수는 국가정

체성이고 국가정체성의 내용(content)이 국가이익 혹은 국가목적

(national purpose)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구성주의적 논리체

계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국가정체성의 내용이 사례선택의 기준

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정체성은 근본적으로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 규정되기 때문에 

신생 독립국가들과 러시아와의 경제관계가 연구주제인 아브데랄

의 연구에서는 러시아가 타자화되었다. 사례선정 기준은 국가정체

성의 내용이 러시아를 어떻게 ‘타자화’하였는지가 되었고 친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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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3등분하여 16개국 중 벨라루스(높음), 우크라이나(보통), 리투

아니아(낮음)가 ‘우선’ 사례연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12 이와 함께 

이들 3개국은 독립 전에 러시아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각기 달랐는

데, 이 또한 연구목적의 견지에서 사례 선정에 고려되었다. 대러 

경제의존도에 있어서는 반대로 리투아니아가 높았고, 우크라이나

는 보통이었으며, 벨라루스는 낮았다. 대러 무역구조 역시 리투아

니아는 흑자, 우크라이나 보통, 벨라루스는 적자를 기록하였다. 대

러 경제의존도와 무역구조 등 단순히 경제 지표를 통해 보면 사례

로 선택된 3개국은 리투아니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순으로 러시

아와 경제관계를 다시 맺는 것을 원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

대로 나타났다. 벨라루스가 가장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가 그 다

음으로 러시아와 경제관계 재개를 원하였고, 리투아니아는 대러시

아 경제관계 단절 정책을 취하였다. 

기존의 구성주의 정체성 연구를 토대로 아브데랄이 주목한 점

은 국가정체성과 위협인식의 상관관계였다.13 아브데랄이 분석 개

념으로 새롭게 재해석하여 사용한 국가정체성은 그 내용으로 국가

목적(national purpose), 즉 한 국가가 어떤 정치, 사회, 경제 방향

으로 나아가야 하는지가 담겨 있다. 따라서 국가정체성에 담긴 국

가목적과 타자(러시아)가 함축하는 정책적 방향의 괴리가 클수록 

그런 타자와의 접촉은 위협인식을 높이게 된다. 리투아니아의 경

12　 여기서 ‘우선’ 선정되었다는 의미는 나머지 13개 사례, 즉 13개국의 경우 아브데

랄이 저서의 뒷부분에서 본 사례인 3개국 연구에서 도출된 결론의 일반화를 위해 

재검증 차원에서 간략하게 다룬 것을 말한다. 

13　 정체성과 위협인식에 관한 양적 분석은 Rousseau(20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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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국내 주류 국가정체성 인식은 리투아니아가 근본적으로 서유럽 

국가라는 것이다. 리투아니아는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오랜 세

월 동안 서유럽 국가였으며 소련이 2차 대전 직후 리투아니아의 주

권을 무시하고 강제로 소련의 일부로 편입시켰다는 정체성 담론이

다. 소련의 후계인 러시아와의 경제관계의 지속은 단기간의 경제

이득을 안겨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리투아니아의 서유럽 정체성

과 독립을 훼손할 위협요인이 되며, 따라서 리투아니아는 대러시

아 경제관계 단절 정책을 선택하게 된다. 대러시아 단절 정책은 리

투아니아의 ‘유럽 귀환’과 맥을 같이한다. 이와는 반대로 친러시아 

국가정체성을 가진 벨라루스는 대러시아 경제교역에서 지속적인 

적자가, 위협보다는 장기적인 투자로 인식되어 러시아와의 경제상

호의존성 심화 정책을 취하게 된다. 

아브데랄은 리투아니아 국가정체성 내용을 정당 문건과 내부 

토론, 정치 담론, 외교부를 비롯한 정부 문건 등의 분석을 통해 경

험적으로 추출해 냈다. 리투아니아는 대러시아 경제관계 단절 정

책을 수행하는 시기에 정권이 민족주의 연정, 공산당, 다시 민족주

의 연정으로 이동하였음에도 상기 정책은 변하지 않았고, 민족주

의 연정, 공산당 모두 리투아니아의 서유럽 국가정체성 담론과 국

가목적을 내세우며 유럽으로의 귀환을 정당화하였다. 아브데랄은 

이와 같은 정책적 지속성은 리투아니아가 내면화하고 있는 서유럽 

정체성의 강도를 대변한다고 주장하였다. 벨라루스의 경우에도 아

브데랄은 동일한 경험적 분석기법을 동원하여 국가정체성과 위협

인식의 상호성을 증명하였다. 

국가목적을 매개로 국가정체성과 위협인식의 상호성을 새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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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조명한 아브데랄은, 국가정체성은 그 내용이 영구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국내정치의 장에서 경쟁과 논쟁(contestation)의 중

심에 있다는 점도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국가정체성의 내용

이 유동적이며 이에 따라 국가목적과 위협인식 모두 달라질 수 있

다는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준다. 우크라이나처럼 국가정체성이 양

분된 국가에서는 타자와의 관계에서 오는 위협인식의 가변성에 따

라 경제관계의 방향성이 빈번하게 바뀔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3. 통계 분석기법 

구성주의 국제정치경제에서 통계기법을 활용한 대표적 연구는 취

로드(Chwieroth 2007)를 들 수 있다. 취로드의 연구주제는 신흥시

장의 자본자유화(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에 있었다. 취로드

의 연구질문은 ‘왜 이러한 자본자유화의 트렌드가 1990년대 이래

로 신흥시장에서 일어났는가?’인데, 이는 기존 연구 결과에 대한 

회의로부터 출발하였다. 자본자유화는 정부의 자본통제 종식을 의

미하는데 신흥시장 정부의 자본통제 종식은 자본 이동이 이미 선

진국을 중심으로 자유로워진 세계경제 구조에서 필연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구조론과(Andrews 1994), 국제금융시장에의 접근성과 

유동성 확보를 원하는 신흥시장 금융기업들의 로비 결과라는 이익

집단론(Frieden 1991)이 이론적으로 제시되어 있었다. 취로드에 따

르면 구조론은 모든 신흥시장 국가들이 자본자유화를 채택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허점이 있었고, 이익집단론 역시 신흥시장 금융

기업들이 자본자유화가 가져올 불확실성으로 자본자유화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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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로비를 펼치지 않았다. 즉 두 주장 모두 경험적으로 뒷받

침되지 않았다. 취로드는 구성주의 분석의 하나인 ‘인식공동체론

(epistemic community)’에 이론적 영향을 받아 신자유주의 경제이

론(혹은 경제이념)을 체화하고 있는 신흥시장 금융 및 통화정책 관

료와 정책담당자들이 신흥시장 자본자유화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고 통계분석을 통해 주장하였다. 

통계분석기법을 사용하여 경제이론/이념이 정책결정자를 통

해 정책으로 발현되는 연결고리를 탐구한 취로드는 두 가지 참신

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연구를 설계하였다. 연구설계의 핵심은 

‘아이디어에서 정책’에 이르기까지 각 분석적 연결고리를 개념의 

조작화, 수량화를 통해 통계적 검증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었

다. 앞서 논의한 파슨스의 ‘교차 아이디어’의 경우처럼 취로드 역

시 독립변수로서 아이디어의 영향력을 측정하는 논리적 토대와 분

석기법의 결합을 연구설계에 담아내는 것이 관건이 되었다. 첫 번

째 연결고리는 신흥시장의 재무부 장관, 중앙은행장 등 고위 경제

관료들이 신자유주의 경제이념을 신봉하고 체화하고 있는 것에 대

한 증명이다. 이에 대해 취로드는 이들 경제관료들이 받은 ‘대학원 

교육(professional training)’으로 변수화하였다. 신흥시장 경제관료

들이 신자유주의 경제이론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미국 대학원 등에

서 학위를 받았다면 신자유주의 경제이론/이념에 사회화되었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논리화하였다. 취로드는 1977년부터 1999년에 

걸쳐서 29개 신흥시장국의 1,500명의 고위 경제관료를 샘플로 하

여 방대한 코딩작업을 수행하였다. 

두 번째 연결고리는 자본자유화를 결정한 이러한 고위 경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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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들의 임명에 대한 임의성(randomness) 여부이다. 무작위적이지 

않았다면(nonrandomness) 임명의 이유와 경제이론/이념과의 관

계는 내생성(endogeneity)의 문제에 노출될 수 있다. 실제로 취로

드의 분석에서 국제금융시장에 자국의 경제정책 신용도를 제고할 

목적이 신자유주의자 재무부 장관의 임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통계적인 유의미성이 포착되었다. 취로드는 내생성의 문제에 대해 

두 개의 통계분석 모델을 교차 검증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다. 첫 

번째 모델은 ‘신자유주의자 임명’에 관한 상관분석이었고, 두 번째 

모델은 ‘자본자유화 결정’에 관한 상관분석이었다. 교차 검증을 위

해 두 번째 모델에서 ‘임명 방식과 자본자유화 결정’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명 방식은 자본자유화 결정에 

영향도 미치지 못하였다. 따라서 첫 번째 모델을 통해 노출된 임명

의 임의성 문제는 자본자유화 결정과는 관련이 없게 되었다. 결과

적으로 두 연결고리의 성공적인 수량화를 통해 취로드는 ‘신자유

주의 경제인식공동체’와 신흥시장 자본자유화의 상관관계를 밝혀

낼 수 있었다. 

취로드의 통계기법 사용은 연구질문과 무관하지 않다. 29개의 

신흥시장을 대상으로 자본자유화의 원인을 탐구하는 일반론적 연

구질문은 합리주의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전술한 대로 변수로서 

아이디어를 수량화하여 그 영향력을 정교한 연구설계를 통해 측정

하였다는 것이 취로드의 연구가 기존의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수

행된 구성주의 연구에 끼친 큰 공헌이며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볼 수 있다. 동시에 한계도 존재한다. 취로드 자신이 논평하였듯이 

통계분석은 상관관계를 넘어 인과관계를 보여주기에는 한계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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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Chwieroth 2007, 459). 자본자유화의 타이밍과 내용도 국가별

로 동일하지 않아 과정추적 기법을 포함하여 사례연구가 병행되어

야 구성주의적 ‘맥락적 일반화’에 한층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4. 컨텐트 분석기법

헤레라(Herrera)는 1990년부터 1993년 사이에 러시아에서 발생

한 지역분리주의운동을 연구하였다. 기본적으로 비교연구의 형

태를 취하였는데, 지역분리를 요구했던 스베르드로브크 자치구

(Sverdlovk oblast)와 그렇지 않았던 사마라 자치구(Samara oblast)

를 비교분석 하였다. 헤레라는 두 지역의 경제적 불평등이 지역분

리에 대한 다른 입장을 취하게 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헤레라의 

문제의식은 경제적 불평등이라는 인식이 자동적으로 그냥 주어지

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스베르드로브크 자치구와 사마라 자치구의 

경제상황은 지역 수준에서 GRP(Gross Regional Product), 연방세

금, 실질 소득, 실업률 등 객관적 지표를 비교하면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경제적 불평등이 어디에서 오며 어떤 과정을 통해 인식되

는지가 중요한 연구과제가 되었다. 헤레라는 여기에 덧붙여서 경

제적 이익(economic interests)이라는 인식과 개념 자체가 주어진 

것이 아닌 행위자들에 의해 해석되고 구성되는 연구대상이라는 입

장을 취하며 경제적 불평등이 어디에서 시작되어 어떻게 만들어지

고 재생되는지 분석하는 것을 중심으로 연구설계를 하였다. 분석

기법으로는 질적 비교방법과 양적 컨텐트 분석을 혼용한 다중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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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을 채택하였다. 

헤레라는 사례선택에 있어 경제상황이 비슷하지만 지역분리

운동 선호도에서 차이를 보인 두 지역을 선택하여 경제적 이익, 경

제적 불평등이 어떤 과정을 통해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형성되는

지를 탐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헤레라는 스키마 이론

(schema theory)을 사용하여 행위자가 경제 이익을 규정하는 과정

을 가설화하였다. 스키마 이론은 어떤 정보도 여과 없이 한 가지 

해석으로 행위자에게 전달되지 않는다고 전제한다. 다시 말해 데

이터, 통계지표 등 수치화된 정보도 그 의미에 대해서는 해석이 필

요하다. 스키마 이론은 행위자가 주어진 정보를 해석하는 과정을 

이론화하였는데, 이는 행위자의 선호도 형성에 있어 필수불가결하

다. 행위자는 경제적 사실을 비롯한 주변 상황에 대한 정보의 해석

을 통해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스키마 이론

은 행위자가 경험에서 축적되어 구성된 스키마를 이용하여 정보를 

선별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여 결국 특정 방향으로 정보를 해석

하여 경제이익 등을 규정한다는 논리이다. 이를 바탕으로 헤레라

는 경험적 검증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인과경로를 단계별로 나

누어 제시하였다. 인과경로는 ‘물질적 사실(데이터, 통계지표 등) → 

경험(스키마)에 기반한 정보 처리와 해석 → 이 해석을 통해 경제적 

사실에 대한 간주관적 이해 형성 → 행위자의 경제적 이익 규정 → 

이익 추구를 위한 행위’의 순으로 연결되었다. 분석 마지막 단계는 

위에 제시된 인과경로의 경험적 검증이 되었다. 

경험적 검증은 위에 제시된 분석 단계별로 데이터를 수집하

고 질적, 양적 분석을 수행하여 이루어졌다. 경제적 불평등으로 지

세계정치20_5.indb   312 14. 5. 9.   오후 12:27



313구성주의 국제정치경제 

역분리주의 운동을 전개한 스베르드로브크 자치구의 경우를 간략

하게 살펴보자. 먼저 각종 경제데이터를 통해 스베르드로브크 자

치구가 타 지역에 비해 경제상황이 나쁘지 않았음을 보였다. 다음

으로, 타 지역에 비해 경제상황이 나쁘지 않았음에도 스베르드로

브크 사람들이 경제상황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음을 1990~1993

년에 나타난 지역신문 기사를 통해 보여주었다. 다음 단계는 스키

마 이론을 적용하여 행위자인 스베르드로브크 사람들이 왜 경제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지 원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 단계는 경

제적 이익 규정과정에서 가장 중요한데 이는 원인이 규정되면 그

에 따라 무엇을 추구해야 할 것인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헤레라

는 이 단계에서 지역신문을 대상으로 컨텐트 분석을 시도하였다. 

1990~1993년까지 3년간 지역신문에 대한 컨텐트 분석을 통해 스

베르드로브크 사람들이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불평등이 높아지는 

것이 외부 행위자, 즉 모스크바 중앙 정부와 의회의 비타협성과 무

관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밝혀내었다. 여기서 외부 행위자

인 모스크바는 ‘정보를 거르는’ 스키마로 작용하였는데 스베르드

로브크 사람들이 과거의 경험으로 구축한 인식의 틀이다. 마지막

으로 1993년 8월의 여론조사 등을 활용하여 스베르드로브크 자치

구의 지역분리주의운동(Ural Republic 창설)은 경제적 불평등의 해

결이라는 인식된 경제적 이익(perceived economic interests)에서 

출발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헤레라에게 있어 물질적 이익을 

포함한 모든 이익은 인식된 이익에 다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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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이 글은 지금까지 구성주의 연구의 방법론적 토대를 논하고 그 맥

락 속에서 구성주의 국제정치경제 연구를 다양한 분석기법을 통해 

고찰해보았다. 전술하였듯이, 특정의 새로운 분석기법을 논하거

나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연구를 연구질문, 연구설계, 분석기

법으로 연결해 논하였다. 합리주의와 구성주의의 차별성과 상보성 

모두를 고려하며, 분석기법의 예시로 사용된 연구들은 ‘구성주의

적 다원성’의 입장을 취하며 인과관계와 인과경로를 밝히는 ‘경험

주의적 구성주의’ 연구로 제한하였다. 구성주의 연구방법론이 어

떻게 연구설계와 분석기법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지 검토하였으며, 

III절에서 4개의 구성주의 국제정치경제 대표연구들의 ‘분석기법

의 분석’을 통해 그 타당성과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지면관계상 간략하게 구성주의 국제정치경제 분석의 미래 방

향에 관해 논하며 이 글을 마무리 짓고자 한다. 권력 분석, 실천적 

전환(Practice Turn), 게임이론과의 융합 가능성, 세 가지 측면에

서 검토한다. 먼저 권력 분석이다. 그동안 구성주의는 정치학의 핵

심 개념인 권력(power)을 다루고 있지 않다는 비판과 함께 권력분

석의 부재가 구성주의 연구의 핵심 취약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일

단 이 비판은 ‘객관적’ 사실이 아니다. 구찌니(Guzzini)는 지난 20

년 동안 구성주의 권력분석을 주요 저널에 기고해 왔으며 최근 이 

논문들을 편집, 확장하여 저서를 출간하였다(Guzzini 2013). 켁과 

시킹크(Keck and Sikkink 1998)의 사회운동과 저항을 토대로 한 

인권연구도 권력분석과 멀리 있지 않으며 존스턴(Johnston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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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화적 현실주의(cultural realism)’ 역시 중국의 전략적 문화

의 시원과 발전을 통해 권력정치를 정면으로 분석해 내었다. 설

(Searl)의 화행이론(speech act)을 차용하여 발전시킨 다나카 아키

히코(2010)의 ‘언력정치’도 구성주의 권력분석의 한 예이다. 국제

정치경제 분야를 살펴보면 바넷과 듀발(Barnett and Duvall 2005)

이 공편한 Power in Global Governance가 대표적 구성주의 권

력분석 연구이다. 바넷과 듀발은 권력의 작동 방식을 강제 권력

(compulsory power), 제도 권력(institutional power), 구조 권력

(structural power), 생산적 권력(productive power) 등 4가지 유형

으로 나누고 각 유형이 어떻게 사회적 관계를 통해 작동하는지를 다

양한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사례를 통해 그 적실성을 검증하였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권력분석의 취약점은 오히려 현실주의에서 

발견된다. 모겐소(Morgenthau) 이래로 길핀(Gilpin)과 크래스너

(Krasner)등을 거치며 권력분석을 상징하였던 현실주의는 월츠의 

행태주의적 신현실주의의 발전과 함께 그 명맥을 잇지 못하였다. 

변수로서 권력의 순환성(circularity), 권력분석이 수반하는 과학적 

방법으로 규명하기 어려운 의도성(intentionality)에 대한 의존성, 

권력 개념 조작화의 측정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현실주의 권력분석

은 ‘신현실주의’ 아래에서 도태되었다(Guzzini 2013, 2-5). 위에 제

시된 세 가지 문제는 모두 사회과학의 자연과학화와 밀접하게 관련

이 있기 때문에, 이들 쟁점에 대해 열려 있는 구성주의 분석이 권력

분석의 정밀화를 통해 미래에 ‘구성주의적 현실주의’릍 창출할 가

능성이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구성주의 분석의 핵심

이라 할 수 있는 사회성, 관계성, 성찰성 등의 개념이 해석적 과학

세계정치20_5.indb   315 14. 5. 9.   오후 12:27



316

을 통해 권력분석을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 권

력분석은 구성주의 연구에 있어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 것인가? 이

와 함께 구성주의 국제정치경제는 실천적 전환과도 융합하여 국

제경제협력, 경제 이념의 흥망성쇠, WTO, IMF, 세계은행 등 제도

의 기원, 발전, 변화 등을 탐구할 수 있다(Adler and Pouliot 2011). 

실천적 전환(Practice Turn)은 특정 시기와 공간에서 시작한 ‘실천

(practice)’이 발전, 진화하여 패턴화되고, 배경지식이 되며, 실천공

동체를 이루고, 이것이 권력과 상호작용하여 재생되거나 퇴출되는 

일련의 과정과 현상을 다루는데, 이는 전술한 구성주의적 요소인 

사회성, 관계성, 성찰성과 상보적 관계를 이룬다. 마지막으로 게임

이론과 융합 가능성이다. 알커(Alker 1996)와 취(Chwe 1999; 2000) 

등은 행위자 간 커뮤니케이션이 공동지식(common knowledge)을 

창출하여 게임의 구조와 보수 개념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

었다. 이를 통해 수인 딜레마를 풀 수 있고, 집합적 행동(collective 

action)의 발생 시기, 조정(coordination)을 통한 사회 네트워크의 

구성, 상대적 이득과 절대적 이득의 사이의 선택 등을 공식적・논리

적・경험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구성주의 국제

정치경제의 핵심 중 하나가 행위자의 선호도 혹은 이익 개념의 구

성과 변화라고 볼 때, 위에 논의된 커뮤니케이션을 매개로 한 게임

이론과 연결되어 연구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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세계정치20_5.indb   318 14. 5. 9.   오후 12:27



319구성주의 국제정치경제 

52, No.4, 645-685.

Keck, Margaret and Kathryn Sikkink. (eds.) 1998. Activists beyond Borders: 

Advocacy Networks in International Politics.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Keohane, Robert. 1984. After Hegemony: Cooperation and Discord in World 

Econom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Kindleberger, Charles. 1975. “The Rise of Free Trade in Western Europe.” 

Journal of Economic History 35, No.1, 20-55. 

King, Gary, Robert Keohane and Sydney Verba. 1994. Designing Social Inquiry: 

Scientific Inference in Qualitative Research.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Klotz, Audie and Cecilia Lynch. 2007. Strategies for Research in Constructivist 

International Relations. Armonk, N.Y.:M.E. Sharpe. 

Krasner, Stephen. 1976. “State Power and the Structure of International Trade.” 

World Politics 28, No.3, 317-347. 

Latour, Bruno. 2005. Reassembling the Social: An Introduction to Actor-Network 

Theory.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Mansfield, Edward and Diana Mutz. 2009. “Support for Free Trade: Self-

Interest, Sociotropic Politics, and Out-Group Anxiety.” International 

Organization 63, No.3, 425-457. 

Milner, Helen. 1987. “Resisting Protectionist Temptation: Industry and the 

Making of Trade Policy in France and the United States during the 

1970s.” International Organization 41, No.4, 639-665. 

Odell, John. 2001. “Case Study Methods in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International Studies Perspectives 2, No.2, 161-176. 

Onuf, Nicolas. 1989. World of Our Making: Rules and Rule in Social Theor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Columbia, S.C.: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Press. 

Parsons, Craig. 2002. “Showing Ideas as Causes: The Origins of the European 

Un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56, No.1, 47-84. 

Pouliot, Vincent. 2007. “’Sobjectivism’: Toward a Constructivist Methodology.”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51, No.2, 359-384. 

Price, Richard. 1995. “A Genealogy of the Chemical Weapons Taboo.” 

International Organization 49, No.1: 73-104.  

Reut-Smit, Christian. 1999. The Moral Purpose of the State: Culture, Social 

Identity, and Institutional Rationality in International Relation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Rousseau, David. 2006. Identifying Threats and Threatening Identities: The 

Social Construction of Realism and Liberalism. Stanford, C.A.: Stanf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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