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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학술지에 게재된 한국정치연구의 경향 분석 년SSCI : 1986

부터 현재까지 상위 개 정치학 학술지를 대상으로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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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년 이후 현재까지 총 년간 상위 개의 학술지에 실린 한국정치  1986 31 50 SSCI 

연구 총 편을 연구분야별 및 연구주제 연구범위 방법론별로 분석한다 그 동안의 한국228 , , . 

정치연구의 경향을 보면 첫째 학술지에 게재된 한국정치연구의 편수가 꾸준히 증가, SSCI 

한다 둘째 특정 학술지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다 한국정치연구가 한 번도 게재된 적이 없. , . 

는 학술지가 총 개인 반면 한국정치연구가 편 이상 게재된 학술지도 개이다 셋째12 , 10 7 . , 

주제별로 여론분석과 경제성장에 대한 연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넷째 한국을 . , 

단일사례로 연구한 논문이 절반 정도였고 그 다음으로 동아시아 국가와의 비교 연구가 많, 

았다 마지막으로 질적 방법론을 이용한 연구가 다수이지만 양적 방법론을 이용한 연구도 . , 

증가하고 있다. 

주제어 한국정치연구 해외학술지 연구 주제 연구 방법: , , SSC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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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Trends in Studies of Korean Politics Published in 

Top 50 SSCI Journals Since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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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explores the research trends in the Korean politics studies by analyzing 

research articles published in prominent foreign political science journals. We 

identify and study 228 articles published in top 50 SSCI journals for the last 31 

years since the democratization in 1986. Ou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number of publication is increasing over time. Second, publications are not equally 

distributed across journals. While 12 journals have never published the Korean 

studies, 7 journals have published more than 10 articles on Korean politics. Third, 

in terms of research topic, public opinion analyses and studies on economic 

development take the largest share. Fourth, approximately half of articles study 

Korea as a single case, followed by comparative studies employing other East Asian 

countries. Finally, while most articles use qualitative methods, the use of 

quantitative methods is increasing following the global trend. 

Keywords: Korean politics studies, foreign journals, SSCI, research topic, research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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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학술지에 게재된 한국정치연구의 경향 분석SSCI : 

년부터 현재까지 상위 개 정치학 학술지를 대상으로1986 50 . 

서론. Ⅰ

이 논문은 년부터 현재까지 지난 년 간 상위 개의 사회과학인용색인  1986 31 50 (Social 

학술지에 게재된 한국정치연구를 대상으로 하여 한국정치Science Citation Index, “SSCI") 

연구들의 경향을 분석한다 권혁용 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정치연구는 한국에. (2012:118) “

서 행해지는 정치학 연구 로 정의할 수도 있고(political science conducted in Korea)” , 

한국정치에 대한 정치학적 연구 로 정의할 수도 있다 본 연구“ (study of Korean politics)” . 

는 한국정치 연구를 후자의 관점으로 정의한다 즉 한국이라는 지리적인 학문공간을 분석. , 

의 범위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한국정치의 제반주제를 분석하는 정치학 연구를 분석의 범위, 

로 하여 해외 주요 학술지에서 출간되는 한국정치연구들의 경향을 논하고자 한다, . 

한국정치학 연구의 흐름을 통시적으로나 실증적으로 분석한 기존 연구들이 있지만 이런   , 

기존연구들은 한국정치학을 한국에서 행해지는 정치학 연구 로 정의하고 한국에서 출간되“ ”

는 학술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었다 권혁용 김지희 조성대 한국정( 2012; 2002; 2008; 

치학회 편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연구들의 발견을 기반으로 하되 한국에서 발간되2003). , 

는 정치학 학술지가 아니라 해외 주요 학술지에 게재되는 한국정치연구의 경향 및 특징을 

검토해볼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년부터 현재까지 총 상위 개의 학술지에 게재된   1986 50 SSCI 

한국정치연구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상위 학술지에 게재. (1) SSCI 

된 한국정치연구는 총 몇 편인가 학술지 별로 게재된 연구편수가 편중되어있는가 혹은 균? , 

등한가 주제별로 특정 분야 혹은 특정 주제가 해외주요 학술지에 더 많이 게재되는가? (2) ? 

혹은 주제별로 균등하게 게재되는가 한국정치연구 게재의 연도별 추이는 어떠한가 경? (3) ? 

제발전 민주화 경제위기 북핵 위기 같은 주요한 한국사회의 변동이 연구의 흐름으로 반영, , , 

되고 있는가 한국정치연구가 주로 다루는 경험적 범위는 주로 어디인가 한국을 단일? (4) ? 

국가사례로 분석하는 연구가 많은가 혹은 국가 간 비교연구가 많은가 국가 간 비교연구는 ? 

주로 어떤 나라들을 비교의 대상으로 선택하는가 방법론적 측면에서 정성적 연구방법? (5) 

과 정량적 연구방법 중 어떤 방법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토? 

대로 하여 해외학술지에 실린 한국정치연구들은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지에 논하며 결론을 , 

맺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이 한국정치연구 전반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학계의 흐름에 대  . 

한 저자들의 주관적 평가는 최소화할 것이며 학술지에 게재된 한국정치연구에 대한 , SSCI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기술하는데 치중하고자 한다 그 동안 해외 학술지 게재. 

에 관한 국내 학계의 관심 증가에도 불구하고 해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체계적인 ,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 연구는 한국 정치에 대한 국내외 연구자들과 학술지 편집자. 

들의 관심을 통시적으로 관찰 분석함으로써 향후 한국 정치 연구자들의 연구방향 설정에 , 

간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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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분석방법. Ⅱ

 

연구 범위1. 

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 정치학 학술지에 출간된 한국정치연구의 경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 

따라서 이 연구의 진행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수행하여 할 작업은 정치학 연구를 게재하

는 해외학술지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다 모든 정치학 학술지를 분석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 

불가능하기에 어떠한 기준으로 어떤 범위까지의 학술지를 분석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로 , 

남는다 연구자의 임의로 정할 수밖에 없으나 반드시 독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로 정. , 

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여러 방법 가운데 가장 납득 가능한 방법은 학술지의 순위에 기반해서 연구범위를 결정  , 

하는 것이다 통상 학술지의 순위가 연구자의 업적 평가 기관의 연구비 책정 및 정책결정. , 

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학 분야 전반에 무엇이 현실을 반영하는 순. 

위 책정 방법인지에 관해서 적지 않은 논쟁이 있어왔다 자연과학 및 응용과학 분야에서 가. 

장 널리 쓰이는 방법은 인용횟수에 기반한 순위 측정이다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웹오브사. 

이언스 의 피인용지수 가 바로 이 방법을 사용한다 구글스(Web of Science) (impact factor) . 

칼라 역시 자체 산출한 인용횟수를 연구 평가의 기준으로 보여준다(Google scholar) . 

그러나 인용횟수에 근거한 방법은 널리 사용되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맥린 외  (McLean 

가 설명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인용횟수가 높은 논문이 반et al. 2009) . , 

드시 양질의 논문은 아니다 자주 반박 당한 논문이기 때문에 인용횟수가 높을 수 있기 때. 

문이다 둘째 연구결과를 주로 발표하는 플랫폼이 다른 경우 학술논문의 인용횟수가 반드. , , 

시 연구의 영향력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은 아닐 수 있다 특정한 연구분야는 연구결과를 학. 

술지에 주로 게재하지만 다른 특정한 연구분야는 학술지 게재보다는 책을 저술하는 방식으, 

로 연구결과를 주로 발표하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책 출간을 주로 하는 분야의 경우는 학. 

술논문의 인용횟수가 그 연구분야의 경향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것이다 셋째 순위를 정. , 

하는 데 있어 웹오브사이언스가 정한 비교의 범위가 지나치게 작위적이라는 비판이 있다, . 

특정 학술지가 어떤 학문 분야에 속하는지에 대한 기준 또한 분명하지 않아서 논란이 있다. 

인용횟수에 기반한 순위 책정방법의 이러한 한계로 인해 학자들은 전문가 설문조사에 근  , 

거한 보완책을 모색해 왔다(Garand 1990; Garand and Giles 2003; Giles and Wright 

전문가 설문조사의 가장 큰 한계는 비록 학술지를 평가하는 주1975; Giles et al. 1989). 

체들이 학계의 전문가들이지만 설문조사를 통한 평가가 주관적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 

수 없다는 점이다 평가자들의 주관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부분의 설문조사는 학술지 간. , 

의 상대 순위를 묻기보다는 개별 학술지의 질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왔다 또한 정. 

치학 분야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평가라는 점에서 단순한 피인용지수에 의한 

순위보다 적실성이 높다고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는 가장 최근 시행된 전문가 설문조사에 기반한 학술지 순위인 맥린 외 의   (2009)

순위조사를 이용하였다 설문의 조사대상은 박사학위를 수여하는 미국 대학의 여명의 . 3,486



- 5 -

교수들이었고 이 중 명의 교수가 설문에 응답하였다 각 응답자는 개의 정치학 학, 1,134 . 92

술지 가운데 잘 모르는 학술지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각각 미진 훌륭 의 범위 내1( ) 10( )– 

에서 학술지를 평가했다.

  

표 정치학 주요 학술지 순위< 1> 

1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21

Journal of Theoretical 

Politics
41

History of Political 

Thought

2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2 Electoral Studies 42 Publius

3 Journal of Politics 23 International Security 43
Studies in Comp and 

Int’l Development

4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4 Public Choice 44 Party Politics

5
International 

Organization
25

Social Science 

Quarterly
45

Political 

Communication

6 World Politics 26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46 Review of Politics

7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27

Political Science 

Quarterly
47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8
Comparative 

Politics
28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8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9
Perspectives on 

Politics
29 Politics and Society 49 Political Studies

10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
30

Studies in American 

Political Development
50 Governance

11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31 Political Psychology 51

Journal of Public 

Policy 

12
Legislative Studies 

Quarterly
32 Polity 52 Political Geography

13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33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53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14 Political Analysis 34
Law and Society 

Review
 

15
Public Opinion 

Quarterly       
35 Journal of Democracy  

16 Political Theory 36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17
PS: Political 

Science and 
37

Journal of Peac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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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결과로 매겨진 학술지의 순위를 기준으로 본 연구의 분석범위를 정했다 상위 위   . 53

학술지인 아래 표 의 학술지 중 에 등재되지 않은 < 1> SSCI Foreign Affairs, Review of 

를 분석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위까Politics, History of Political Thoughts 53

지의 학술지 가운데 에 등재된 개 학술지가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이다 이 순위는 정SSCI 50 . 

치학자들이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해외 주요 학술지의 순위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연구대상인 개 학술지 중에 한국정치 관련 연구를 선정한 방식은 다음과 같다 개   50 . 50

학술지 웹사이트를 개별적으로 방문한 후 제목 및 본문 검색기능을 이용하여 한국관련 논문

을 검색하였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한국을 주요 사례로 이용한 경우나 다른 국가와 비교한 . 

경우는 분석대상에 포함하였지만 다수사례 연구분석의 사례 중 하나로 한국을 , (Large N) 

포함한 경우는 한국정치연구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

다.   

끝으로 주목할 점은 본 연구가 한국 정치를 주제로 한 영문 연구를 분석한 것으로서 연  , 

구자의 국적이나 소속기관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다수의 한국정치연구가 한국. 

인이나 한국대학에 소속된 연구자에 의한 연구인 것은 맞지만 한국인이 아닌 연구자들의 , 

한국정치연구도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연구자의 국적이나 소속기관을 한국으로 한정하는 , 

것은 해외 학계에서의 한국정치연구에 대한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오류를 제공할 수 있

다.  

분류 방법2. 

해외 주요 학술지에 출간된 한국정치연구의 동향 파악을 위해 각 논문에 대한 개별적인   

검토작업이 진행되었고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들을 연구 분야 및 연구주제 사례범위 및 방, , 

법론별로 각각 분류하였다.  

우선 한국정치연구의 주제별 분포 및 동향 파악을 위해 분석대상인 논문들을 연구분야 및   

연구주제별로 분류하였다 연구분야 및 연구주제의 선정은 선행 연구인 권혁용 을 참. (2012)

고하여 저자들이 작성하였다 연구분야는 크게 정치체제 정치과정 공공정책. (1) , (2) , (3) , 

정치경제 국제정치로 설정하였다 정치사상 분야는 개의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 (4) , (5) . 50

논문이 없어서 분석에 포함되지 못했다.   

분야별 세부 연구주제는 다음과 같다 정치체제 연구는 민주화 민주주의의 질 비교권위  . , , 

주의 연구를 이른다 정치과정에는 선거연구 공공여론과 정책선호 의회와 정당 법 및 선. , , , 

거제도의 하부 항목이 포함된다 공공정책분야에는 정책내용과 결과분석 정책결정과정 및 . , 

시민사회에 관한 연구가 해당된다 정치경제 항목은 발전국가론 등의 경제성장 복지와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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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를 포함한 경제정책 아시아경제위기 노동 및 정치경제사 연구를 아우른다 국제정치 연, , . 

구는 안보 국제정치경제 북한 및 통일 국제기구와 인권 및 외교에 대한 연구를 의미한다, , , , . 

둘째 사례의 범위 경우 한국만을 대상으로 하였는지 혹은 한국을 다른 국가와 비교하였  , , , 

는지를 분류하였다 다른 국가와 비교한 경우 몇 개의 국가가 비교 대상에 포함되었는지도 . , 

확인했다 분류과정에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국이 무작위의 여타국가와 비교되지 않는다. 

는 점이었다 동아시아 국가와의 비교가 가장 많았고 대만이 가장 자주 비교되는 국가였다. , . 

권위주의 하에서의 경제성장 민주화 경험 동아시아 경제위기 극복 안보 문제 등 유사한 , , , 

정치적 논점을 공유하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대만을 비교 사례로 꼽았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방법론 면에서 질적 방법론과 양적 방법론을 구분하였다 양적 방법론으로 분  . 

류하는 기준은 회귀분석 사회관계망 분석 등의 분석결과를 제시하면서 가설검증하였거(1) , 

나 독자적인 양적 데이터 수집과 분석이 이루어졌는가 여부이다 따라서 기존 통계를 , (2) . 

단순히 보여주거나 교차표 정도로 정리한 경우는 양적 방법론에 포함하지 않았다 둘째 한. , 

국정치연구가 어떠한 자료를 사용하였는가를 조사하였다 논문의 주요 분석대상이 된 자료. 

를 여론조사 집합수준의 선거자료 국가통계자료 저자들이 수집한 차 자료로 구분하였다, , , 1 . 

출간경향분석. Ⅲ

연구내용의 범위1. 1)

이 절은 한국정치연구의 경향 및 추이를 학술지별 시기별 연구주제별로 분석한다 우선   , , . 

학술지 별로 한국정치연구 논문들의 편수를 보자 아래 그림 은 총 개의 학술지를 SSCI . 1 50

대상으로 한국정치연구가 게재된 편수를 표기한 히스토그램이다 상위 위 학술지인 . 1,2,3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Journal of 

에는 지난 년 간 한국정치에 대한 연구가 단 한 편도 없다 그러나 상위 개 학Politics 31 . 3

술지를 제외하면 학술지 순위와 논문편수 간의 상관관계는 없어 보인다 즉 순위가 상대적. , 

으로 낮은 학술지라고 해서 한국정치연구의 편수가 상대적으로 더 많다고 볼 수 없다 예컨. 

대 상위권 학술지인 나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에 상대적으로 많은 편수 각 편과 편 의 한국연구가 게재되어 있지만 위권의 학술( 9 16 ) 4-50

지인 위Studies in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43 ), International 

위 위 에도 Political Science Review(48 ),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53 )

많은 편수 각 편 편 편 의 한국연구가 게재되어 있다( 18 , 14 , 14 ) . 

또 하나의 특징은 학술지 간 논문 편수의 편향성이다 모든 학술지에 골고루 한국정치연  . 

구가 게재되어있다기보다 특정한 학술지에 한국정치연구가 편중되어 게재된 편이다 한국정. 

치연구가 한 번도 게재된 적이 없는 학술지가 개 중 개인 반면 한국 정치 연구논문을 50 12 , 

편 이상 게재한 학술지는 개이다10 7 . 

이러한 편향성의 원인을 가정해보면 우선 한국정치를 포함한 지역학 연구자체에 좀 더 개 , 

1) 연구내용의 범위는 멍크와 스나이더 가 정의한 정치학의 범위 (Munck and Snyder 2007) (the scope of 

를 뜻하며 정치학의 범위는 실질적 측면 의 범위와 경험적 측면politics) , (substantive dimension) (empirical 

의 범위로 나뉘는데 본 장은 연구주제나 연구질문을 분석하는 연구범위의 실질적 측면을 다루고dimension) , , 

장은 연구의 사례나 방법론을 다루는 연구범위의 경험적 측면을 다룰 것이다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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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적인 학술지와 그렇지 않은 학술지 간의 성향차이를 생각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최상위 . 

학술지의 경우 일반 정치학 학술지로서 혁신적인 이론이나 방법론이 적용되지 않는 한 통, , 

상적으로 단일국가사례연구의 게재 비율 높지 않다 또한 지역학 연구 자체에는 개방적인 . 

편이라고 간주되는 American Politics Research,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등 몇몇 학술지는 지역연구의 범위를 미국과 유럽 등으로 국한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사례 

연구가 게재되기 힘들 것이다 반면 는 비교정치 학술지로서 . ,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단일 국가 사례 연구에도 개방적인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편향성의 원인 중 하나는 학술지. 

의 지역학 연구 자체에 대한 개방성과 지역학적 범위의 포괄성에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

인다. 

그림 학술지별 한국정치연구 편수< 1> 

  

편향성의 또 다른 원인으로 한국 정치 연구자들이 특정 학술지를 더 선호했을 수 있다  . 

이는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특정 학술지의 성향을 감안해서 연구자들이 특정 학술지를 

더 선호하는 측면과 기존에 한국정치 연구를 게재한 적이 있는 학술지에 본인들의 연구를 , 

더 많이 투고하는 일종의 경로의존적 선택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인은 . 

한국정치연구들의 학술지별 투고율을 알아야만 추론이 가능한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접근가

능한 자료를 수집하기 어려워 직접 확인할 수는 없다. 

연구분야와 연구주제별 경향은 어떠한가 표 는 개 학술지에 게재된 한국정치  ? < 2> 50 SSCI

연구 논문들을 연구분야와 연구주제별로 분류한 표이다.2) 정치체제 정치과정 공공정책 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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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경제 국제정치의 가지 분야 중에서 한국정치연구 논문이 가장 많은 분야는 정치과정분, 5

야로 총 편 이며 정치경제분야가 편 으로 두 번째이다 국제정치분야73 (32.02%) , 63 (27.63%) . 

가 편 공공정책 연구분야가 편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치체제에 대한 41 (17.98%), 31 (13.6%), 

연구가 편 이다20 (8.77%) .   

표 연구분야 및 연구주제별 분포< 2> 

표 와 같은 이런 연구분야별 분포가 국내 정치학 연구분야별 분포와 유사할까 이를   < 2> ? 

확인하기 위해 년부터 년까지 한국정치학회보에 실린 한국정치학연구를 분석한 1991 2010

권혁용 의 연구와 비교해보자 분석범위인 학술지의 편수나 분석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2012) . 

권혁용의 연구와 일대일로 비교하기는 조심스러운 면이 있으나 한국정치의 국내 경향과 해, 

2) 표 에서 사용한 연구분야와 연구주제 분류는 권혁용 를 참고하되 연구자들이 임의로 설정했다 분류< 2> (2012) . 

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표 가 정치학 전반의 모든 분야와 연구주제를 분류하는 것을 목적으로 , < 2>

한 표가 아니라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을 대상으로 나눈 분류이기 때문에 학계의 상식적인 분류와 다, SSCI 

를 수도 있지만 학계의 상식에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 

연구분야 편수 비율(%) 연구주제 편수 비율(%)

정치체제 20 8.77 민주화 8 3.51

　 　 　 민주주의의 질 실질적 민주주의( ) 6 2.63

　 　 　 비교권위주의 6 2.63

정치과정 73 32.02 선거연구 18 7.89

　 　 　 공공여론 정책선호/ 38 16.67

　 　 　 의회 정당/ 14 6.14

　 　 　 법 1 0.44

　 　 　 선거제도 2 0.88

공공정책 31 13.6 정책내용과 결과 9 3.95

　 　 　 정책결정과정 20 8.77

　 　 　 시민사회 2 0.88

정치경제 63 27.63 경제성장 발전국가포함( ) 31 13.6

　 　 　 경제정책 복지 분배( , ) 11 4.82

　 　 　 아시아경제위기 9 3.95

　 　 　 노동 11 4.82

　 　 　 정치경제사 1 0.44

국제정치 41 17.98 안보 17 7.46

　 　 　 국제정치경제 7 3.07

　 　 　 대북관계 및 통일 13 5.7

　 　 　 국제기구 인권/ 2 0.88

　 　 　 외교 2 0.88

계 　 　 　 22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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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경향을 전체적으로 비교하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권혁용의 연구에서 분류한 한. 

국정치연구의 국내학술지 내 연구분야별 분포를 보면 정치과정 및 정치제도 분야가 , 44.5%, 

국제정치경제를 포함한 국제정치분야가 정치경제분야가 정치체제 분야가 22.9%, 19.1%, 

마지막으로 방법론 연구가 였다 권혁용 정치과정분야의 연구12.5%, 1% ( 2012, 123-124). 

가 가장 많은 것은 해외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나 국내학술지에 게재된 연구 모두 동일하지

만 다른 분야는 상대적 비중이 조금씩 다르다 해외 학술지에는 정치경제분야가 상대적으, . 

로 더 많이 게재되었고 국제정치분야의 논문비중이 적은 편이다 이는 국내 학계의 연구 수. 

요와 해외 학계의 한국 정치에 관한 연구 수요의 차이를 반영하는 결과라 볼 수 있다 해외 . 

학계에서는 한국의 경제 성장을 가능케 한 정치경제구조나 발전국가론 등의 이론에 관심이 

높은 반면 국내 학계에서는 한국의 국제정치적 상황과 대처에 관한 연구에 대한 수요가 상, 

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연구주제별로 보면 해외 국내 학계 간 차이가 더욱 분명해진다 우선 해외학술  - . 

지에서는 공공여론과 정책선호에 대한 연구주제가 총 편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의 경제성38

장에 대한 연구가 총 편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공공여론과 정책선호에 대한 연구들 31 . 

편을 보면 한국인의 가치관에 대한 연구가 편 정치신뢰에 대한 연구가 편이었고 나38 , 18 , 8 , 

머지 연구들은 세부연구질문이나 분석대상이 다양해서 특정한 주제나 분야로 분류하기가 어

렵다 시기적으로도 특정 시기에 편중되지 않고 꾸준히 게재되고 있으며 연구가 게재되는 . , 

학술지들의 상대적인 순위 역시 특정 순위의 학술지에 편중되지 않은 편이었다 권혁용. 

에서는 동 항목이 를 차지했던 것에 비하면 는 이상 상회하는 매우 (2012) 6.1% , 16.7% 10% 

높은 비중이다 이는 해외 학계가  경제 성장과 민주화 등 빠른 정치 경제 사회적 변화를 .  , , 

겪은 한국 사회의 여론에 대해 관심이 많으며 이런 연구의 비교정치학적 연구가치가 높다, 

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이다.      

두 번째로 많이 연구된 주제는 경제성장 이다 경제성장에 대한 연구가 많은 이유  (13.6%) . 

는 한국의 빠른 경제성장에 대한 학문적 해석의 수요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경제성장에 . 

대한 편의 논문 중 절반인 편이 대만 등의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성장과 비교한 31 15

연구였으며 세부내용을 보면 발전국가론에 근거한 연구들이 많았다 이는 한국의 경제성장 , . 

과정에 대한 해외의 정치학적 관심이 한국의 개별성이나 국내정치적 맥락보다는 동아시아 , 

발전 모델의 성공적 사례로서 비교연구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목할 만한 점은 편 중 편이 북한에 관한 연구라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북  228 18 . 

관계 및 통일에 대한 연구가 편이고 정치체제에 대한 연구 편 북한의 정치경제에 대한 15 , 2 , 

연구 편이다 북한에 대한 국내외 학계의 높은 관심에 비하면 해외 상위 학술지에 게재된 1 . 

북한 논문의 숫자가 많다고 볼 수는 없다 이는 실증적 자료의 접근이 극도로 제한된 북한 . 

연구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권혁용 에서는 북한과 한국을 경험적 사례의 . (2012)

같은 항목으로 포함하여 국내 연구와의 경향 비교는 어려웠다.

연도별 학술지 게재 논문편수를 살펴보자 연도별 추이를 보여주는 그림 을 보면 첫째 . < 2> , 

최근 시기와 가까울수록 상대적으로 더 많은 수의 한국정치연구들이 게재되었다 년을 . 2000

기준으로 봤을 때 년 이전은 모두 연간 주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편수가 편 이하2000 10

인데 반해 년부터 년까지는 매해 연간 편 이상의 한국 연구가 게재되었고, 2001 2015 5 , 10

편 이상 실린 해도 차례나 있다8 . 

이러한 시간적 경향에 대해 세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첫째 공급의 측면에서 한국정 . , 

치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양이 증가했을 수 있다.3) 한국정치연구의 상당수가 한국인 학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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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가정한다면 해외 최신 학문경향을 학습한 신진학자 및 소장학자들이 본인들의 연구성과, 

를 활발하게 발표하면서 학술지에 적극적으로 연구를 게재했을 수 있다SSCI .4) 둘째 한  , 

국정치연구의 상당수가 한국대학에 소속된 연구자라고 전제한다면 이는 한국 대학의 현실, 

과 관련된 추세일 수 있다 최근 들어 대학평가와 교수업적 평가 신임교원임용에 학. , SSCI 

술지 논문 편수가 정량평가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한국정치 연구자들이 , SSCI 

학술지에 논문을 더 적극적으로 게재할 가능성이 높다. 

그림 연도별 논문편수< 2> 

주 년으로 표기된 논문 편은 게재예정 인 논문들이다: 2017 2 (forthcoming) . 

 

마지막으로 학문의 당대적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 사회의 변동을 학문적으로 해  . 

석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연구자들도 이에 부응했으며 해외정치학계도 이러한 수요

를 반영하여 학술지에 한국을 연구한 논문들을 많이 수용했을 수 있는 것이다 예를 SSCI . 

들어 년에 게재된 논문 편을 보면 이 중 편이 한국의 경제성장과 발전국가론을 다1989 10 5

룬 연구였다 당시 한국 경제가 호황기였으므로 경제성장을 추동한 원인에 대한 연구가 각. 

광받았다고 짐작할 수 있다. 

아시아경제위기를 다룬 연구도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아시아경제위기를 다룬 연구 편   . 9

중 편이 경제 위기 직후인 년대 초반에 출간되었고7 2000 ,5) 아시아경제위기에 대한 원인과   

3)한국정치학회보에 실린 한국정치연구의 경향을 분석한 권혁용 의 연구 역시 비슷한 지적을 하는데(2012, 128) , 

계량적 연구방법을 활용한 연구가 증가하는 추세를 해석하면서 이른바 유학자율화 세대의 귀국과 신진학자들

의 활발한 연구활동을 언급하고 있다. 

4)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논문들의 저자들에 대한 정보 즉 저자들의 국적 나이 소속대학 박사학위취득시기 등, , , , 

을 분석할 수 있다면 위의 해석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므, , 

로 추후연구과제로 분석하겠다.

5)총 편의 발간연도를 보면 년 편 년 편 년 편 년 편 년 편 그리고 년 9 2000 1 , 2001 2 , 2002 1 , 2003 2 , 2005 1 2007

편 년 편이다1 , 2010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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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 대한 분석이 충분히 논의된 이후인 년대 이후로는 주요 학술지에 게재된 적이 2010

없다. 

년 이후로는 복지나 분배정책에 대한 연구가 증가했는데 년에서부터 년까  2010 , 2010 2014

지는 매년 한 편씩 년에는 두 편이 게재되었다 한국의 경제적 불평등문제가 악화되면, 2015 . 

서 이와 관련된 연구가 주목을 받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유사한 맥락에서 노동분야에 . 

대한 연구 역시 년도 이후 많이 게재되었다2010 .6) 

그러나 이러한 학문의 당대적 맥락에 대한 해석이 모든 연구주제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한국이 민주화된 직후인 년대 말에서 년대 초반에 민주화 성공의 . 80 1990

원인이나 과정에 대한 연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막상 민주화를 다룬 편의 논, 8

문들을 보면 연도 간 특별한 차이가 없다 년 년 년 년 년 그리. 1989 , 1996 , 1999 , 2001 , 2004

고 년에 각 편씩 게재되었고 년에 편이 게재되어 있어서 민주화에 대한 연구2013 1 2012 2 , 

의 경우는 반드시 당대적 맥락과 직결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분석 사례의 범위 2. 

해외 주요 학술지에 게재된 한국연구들은 주로 어떤 사례를 다루고 있을까 단일국가 사  ? 

례연구가 많을까 혹은 동아시아나 다른 나라들과의 비교연구가 많을까? 

아래 표 은 연구들이 다루는 사례의 범위에 대한 분포이다 한국을 단일사례로 분석  < 3> . 

한 연구가 편으로 가장 많고 대만 일본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한 연구120 , , , 

가 편으로 그 다음이었다 그 외 중동 및 아프리카와 비교한 연구들을 제외하면 다른 대62 . 

륙의 국가들과의 비교연구는 비슷하게 분포되어 있다. 

표 분석사례의 범위< 3> 

편수 비율(%)

한국 120 52.63

동아시아 62 27.19

북한 18 7.89

남미 8 3.51

북미유럽 5 2.19

동남아시아 4 1.75

아시아 4 1.75

동유럽 4 1.75

아프리카 1 0.44

중동 1 0.44

전 세계7) 1 0.44

계 228 100

6)노동분야에 대한 연구의 발간연도를 보면 년 편 년 편 년 편 년 편 년 편1989 1 , 1993 2 , 2006 2 , 2009 2 , 2010 1 , 

년 편 년 편이다2012 2 , 2015 1 . 

7)앞서 밝혔듯이 통상적으로 전 세계 국가를 사례로 한 연구는 한국정치연구로 포함하지 않았지만 여Large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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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연구분야별 분석사례의 범위< 4> 

　 　 연구분야별 　

　 　 정치체제 정치과정 공공정책 정치경제 국제정치 계

분석사례

의 범위

북한 2 0 0 1 15 18

한국 11 54 20 23 12 120

동아시아 4 17 7 24 10 62

동남아시아 0 0 0 3 1 4

아시아 0 0 1 3 0 4

남미 1 1 0 5 1 8

북미유럽 0 1 2 1 1 5

아프리카 0 0 0 1 0 1

동유럽 2 0 1 1 0 4

중동 0 0 0 1 0 1

전 세계 0 0 0 0 1 1

　 계 20 73 31 63 41 228

연구분야별로 분석사례의 범위를 나눠서 보면 표 와 같다 정치체제나 공공정책 분야  < 4> . 

는 한국만 집중하는 연구가 다수이고 정치과정 분야도 한국단일사례를 다룬 연구 편 가 (54 )

다른 나라와의 비교연구 편 보다 많다 이에 반해 정치경제분야는 한국사례연구 편 만(19 ) . , (23 )

큼이나 동아시아 비교 연구 편 가 많다 한국의 경제성장이나 발전국가모델에 대한 연구(24 ) . 

가 주로 대만 싱가포르 일본과 같은 동아시아 국가의 전략을 비교하는 특징이 여기서도 , ,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국제정치분야에서는 북한과 관련된 연구가 가장 많았다 해외 주요 . . 

학술지 역시 한반도 갈등 상황과 북한 핵 위기 및 그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높음을 

반영하는 수치로 보인다. 

두 번째로 연구 방법론에 대한 경향을 보자 방법론은 크게 양적 방법론과 질적 방법론으  . 

로 분류했는데 앞서 설명했듯이 양적 방법론은 회귀분석 등의 분석결과를 통해 가설을 검, 

증하거나 독자적인 데이터 수집과 분석이 이루진 연구를 뜻한다 총 편 중 질적 방법론, . 228

을 사용한 연구는 총 편으로 이고 양적 방법론을 사용한 연구는 편으로 145 63.6% , 83

이다36.4% . 

아래 그림 은 연구에 사용된 방법론의 종류를 연도별로 본 것이다 첫 번째로 드러난   < 3> . 

특징은 최근 시기로 가까워질수록 양적 방법론을 사용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는 한국정치 연구뿐만 아니라 정치학계의 전반적인 양상과 일맥상통하는 흐름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방법론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편수를 보면 양적 방법론보다 질

적 방법론이 더 많이 사용되었다 이전 시기의 연구들이 주로 질적 방법론을 많이 사용하고 . 

최근 시기로 올수록 양적 방법론을 더 많이 사용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통념과 달리 양적 , 

기 표 에서 전 세계를 분석한 연구로 분류된 블릭과 로버 는 다수사례< 4> (Bleek and Lorber 2014) (Large N) 

연구와 한국 사례분석을 다 포함한 연구이기 때문에 본 논문의 분석대상으로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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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론을 사용한 논문이 질적 방법론을 사용한 논문보다 더 많이 게재된 연도는 년1993 , 

년 년 년 년 총 년뿐이었고 나머지 시기는 양적 방법론을 사용한 1996 , 2008 , 2012 , 2016 5 , 

연구가 더 많았다. 

그림 연구방법론별 논문 편수< 3> 

연구분야별로는 어떨까 아래 표 는 연구방법론을 연구분야별로 나눠서 본 표이다  ? < 5> . 

정치과정 분야를 제외하면 모든 분야에서 질적 방법론을 이용한 연구가 더 많았다 정치과. 

정 분야는 주로 선거와 여론 개인의 가치관 등의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연구분야의 특성상 , 

양적 방법론을 사용한 연구가 많을 것이다. 

표 연구분야별 방법론의 분포< 5> 

　 연구분야별 　

　 정치체제 정치과정 공공정책 정치경제 국제정치 계

질적 방법론 14 25 20 51 35 145

양적 방법론 6 48 11 12 6 83

계 20 73 31 63 41 228

그렇다면 주요 학술지에 게재된 한국정치연구들은 주로 어떤 종류의 자료를 사용했을까  ? 

아래 표 은 연구자료의 성격을 분류하고 이를 방법론에 따라 나누어 본 표이다 양적 <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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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론을 사용한 연구들의 연구자료의 성격을 보면 여론조사자료를 사용한 연구는 편, 45 , 

집합 수준의 선거결과자료를 사용한 연구는 편 국가통계를 사용한 연구는 편이었다 저3 , 20 . 

자들이 직접 차 자료를 수집한 연구는 편인데 의회관련 자료 편 나 인터뷰 편 등의 1 14 , (4 ) (2 ) 

자료가 활용되었다 최근 해외 정치학계에서 독창적으로 연구설계를 하고 차 자료를 직접 . , 1

수집하고 가공한 연구들이 각광받는 추세에 비하면 한국정치연구는 아직 차 자료를 적극적1

으로 수집하기 보다는 여론조사 자료나 국가통계 같은 자료를 가공하여 이용하는 경향이 강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인과추론분석은 물론 사회관계망 분석 컨텐츠 분석 등 새. , 

로운 연구설계 자료활용 및 방법론을 적용한 연구가 증가세에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추이, 

이다.

표 연구자료의 분류< 6> 

결론. Ⅳ

본 논문은 년부터 현재까지 상위 개 학술지를 대상으로 하여 한국정치연구   1986 SSCI 50

총 편의 경향을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정치연구의 출간학술지 출간 시기 연구분야228 . , , , 

연구주제 사례의 범위 방법론 및 연구자료의 특성 등을 살펴보았다, , . 

첫째 학술지의 순위와 상관없이 상위권 학술지와 하위권 학술지 모두 골고루 한국정치연  , 

구가 게재되고 있으나 특정한 학술지들에 편중되는 현상을 보였다 연구분야로는 정치과정, . 

과 정치경제분야가 많았고 연구주제별로 보면 공공여론과 정책선호 경제성장에 관한 연구, , 

들이 많았다 시기적으로는 최근으로 올수록 많은 연구들이 해외주요 학술지에 게재되고 있. 

다 분석사례의 범위를 보면 한국을 단일국가사례연구로 한 연구가 가장 많았지만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비교연구도 많았다 양적 방법론을 사용한 연구가 더 많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 

리 질적 방법론을 사용한 연구들이 더 많았으며 양적 방법론을 사용한 연구 중에서는 여론, 

조사 자료를 사용한 연구가 가장 많았다. 

기존 연구가 한국 내 국문 출판을 위주로 분석했다면 본 연구는 국내 연구가 아닌 전 세  , 

계 학계에서의 한국 정치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를 통해 한국정치연구의 . 

방향성을 제시하기보다 해외주요 정치학계에서 주로 연구되는 한국정치연구의 특성에 대한 , 

객관적 자료와 분석을 제시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추후 연구에 몇 가지 함의를 제공한다 우선 해외 학계와 국내 학계 간에 한국   . 

정치 연구 수요의 차이가 분명하다는 점이다 국내 정치학계에서 답하고자 하는 정치학적 . 

질문과 해외 학계에서 궁금해 하는 주제와의 차이가 분명하다 가령 한국을 중심으로 한 주. 

변국의 국제 안보 및 정치적 갈등은 국내에서의 수요가 확연히 높은 주제였다 반면 한국 . 

사회의 변화 및 경제 성장은 해외 학계에서의 수요가 유독 높은 주제였다 이는 연구자들이 . 

　 여론조사 집합수준 국가통계
저자들의 

차 자료1

정량자료 없음
계

질적 방법론 0 10 28 0 106 144

양적 방법론 45 3 20 14 0 84

계 45 13 48 14 106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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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계획과정에서 유념하여야 할 중요한 차이로 보인다 또한 경제성장과 민주화 이후 한. 

국정치연구를 선도할 다양한 주제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한국 경제와 정치가 변화하고 발. 

전되면서 복지 노동 정치과정 등 새로운 연구분야의 성과가 증가하고 있으나 경제성장이, , , 

나 발전국가론처럼 한국의 사례가 대표적인 사례로 연구되는 정도는 아니다 한국정치연구. 

의 비교정치학적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세계적인 학문연구에 종속된 하나의 사례로서 한

국을 연구하기보다 한국정치연구가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주제나 분야를 선도적으로 , 

발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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