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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 법학방법론〉

民事訴訟의 法經濟學*

―基礎理論―

1)

宋 沃 烈**

Ⅰ. 序說

법경제학은 법제도를 경제학적 방법으로 분석하는 학문을 말한다. 법경제학을 

경제법과 혼동하던 시절도 있었으나, 이제는 법경제학에 한 소개가 국내에도 

많이 이루어져,1) 이러한 초보적인 오해는 사라진 것 같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학

문적 풍토에서 법경제학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은 아직도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아마도 그 질문은 “법경제학이 법학인가 경제학인가”라는 질문에서부터 풀어가는 

것이 가장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물론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의 의도는 법경제

학을 법학과에서 가르쳐야 하는지 아니면 경제학과에서 가르쳐야 하는지 하는 

유치한 수준의 호기심에서부터, 법경제학이 도 체 무엇을 하는 학문인지 알고 

싶어하는 것까지 천차만별일 수 있겠지만, 일단 이 질문에 한 필자 나름 로의 

결론은 “적어도 최근까지 논의되는 법경제학은 경제학의 한 분야로 보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어느 학문의 정체성을 규정짓는 것은 그 

학문이 다루는 상이 아니라 그 연구방법이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형법과 

민법이 모두 법학이라는 같은 울타리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유, 그리고 세법과 재

* 이 연구는 서울 학교 신임교수 연구정착금으로 지원되는 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助敎授(상법)

1) 국내에서 법경제학의 소개는 박세일 교수에 의하여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박세일 
교수는 80년  중반부터 서울 학교 법과 학에서 법경제학을 강의하면서 1994년에는 
법경제학 전반을 관통하는 본격적인 교과서를 저술하기도 하 다. 이 교과서는 단순
히 법경제학에 관한 기술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시장주의에 
기반한 그의 철학을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독특하고 귀중한 저서라고 할 수 있
다. 필자 역시 90년 초 박세일 교수의 법경제학 강의를 수강하면서 처음 법경제학에 
입문하 고, 이후 학문의 방향을 결정한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 졸고를 통하여 그 학
은에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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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학이 서로 분리된 학문 역이라고 생각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굳이 학문의 편가르기를 한다면 법경제학은 경제학이라고 분류하는 것이 옳다.

따라서 법경제학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경제학으로서의 법경제학의 특성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경제학이 전통적인 법학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여러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법제도에 한 기본적인 시각이라는 측면에서 가

장 중요한 차이는 무엇보다도 효율성(efficiency)을 가치판단의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한다는 점과, 이해관계자의 사전적(ex ante) 인센티브를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두 가지 특성에 하여 좀더 부연설명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법경제학은 효율성을 극 화하려면 법제도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를 연구한다. 쉽게 비유하자면, 파이의 크기에만 관심을 가지는 학문이다. 예를 

들어, 민사소송을 통하여 甲이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 경우 누가 승소하는지는 실제로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매우 중요하겠지만, 이

를 효율성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소송결과 그 자체는 사회적 효율성에 아무런 

차이를 가지고 오지 않는다. 누가 얼마나 승소하는지의 문제는 어디까지나 파이

의 배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甲과 乙로 이루어진 사회 전체의 富

는 누가 얼마를 이기든지 차이가 없다. 그렇다면 당사자들이 민사소송을 하면서 

지출하는 여러 거래비용은 사회적으로 낭비에 불과한가? 궁극적으로 효율성의 

측면에서 보면 민사소송제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가? 자세한 것은 본문에서 논

하겠지만, 이처럼 효율성이라는 개념을 끝까지 관철시키면 상식적으로는 어리둥

절한 결론에 이르기도 하지만, 또한 그렇기 때문에 법경제학을 통해서 기존의 이

론을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는 것이다.

흔히 법경제학에 해서 너무 효율만을 강조하는 이론이라 비판하는 경우도 있

으나, 이는 잘못된 비판이다. 물론 구체적인 사회정책이나 법정책은 효율만을 고

려하여 만들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람직한 것도 아니다. 실제 제도

를 만들고 운 함에 있어서는 효율뿐만 아니라 공평이나 정의 등과 같은 여러 충

돌하는 가치를 조화시킬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어느 가치든 일정 부

분의 희생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론적으로도 모든 가치를 함

께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가

치를 한꺼번에 고려하는 이론이 생산적일 가능성은 별로 크지 않기 때문이다. 결

국 모든 이론이란 어쩔 수 없이 사물의 어느 한 측면만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부

분이론이 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받아들인다면, 법경제학에서 항상 “만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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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효율성만을 생각한다면”이라는 전제를 하는 이유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법경제학은 효율의 측면에서 바라볼 때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를 하나의 생각

의 틀을 제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결론이 어떻게 도출되었다고 해서 실제로 법

제도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성급한 결론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로 더욱 중요하지만 많이 간과되고 있는 특징으로, 법경제학은 사전적 

의사결정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앞에서 법경제학은 항상 

파이의 크기만을 생각한다고 했는데, 잘 생각해 보면 부분의 법질서, 특히 법

경제학에서 주로 다루는 민사법 질서는 그 전체가 파이를 나누는 방법에 하여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甲이 계약을 위반하여 乙에게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제도를 생각해 보자. 이러한 법제도가 실제로 규정하

고 있는 것은, 채무불이행이라는 사건이 생기면 甲과 乙로 이루어진 사회의 富를 

어떻게 나누어 가져야 할지에 관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구체적으로 법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따라 甲과 乙 각자가 가지는 몫 ―구체적으로는 각자가 

부담해야 하는 손실―이 달라지는 것이다. 법경제학이 다루는 상이 실제로는 

파이를 “나누는” 방법에 관한 룰이라면, 이는 법경제학이 파이의 크기만을 염두

에 둔다는 것과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가? 그 해답은 경제학은 항상 사전적(ex 

ante) 인센티브에 관심을 가진다는 특징과 연결될 수 있다. 위와 같이 채무불이

행으로 인하여 甲이 乙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규정을 보자. 이 규정은 

채무불이행이 이미 일어난 이후에 적용되지만, 단순히 당해 사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에도 적용될 것이 예정되어 있다. 따라서 甲으

로서는 만일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 乙에게 일정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을 

예상하게 되고, 甲은 이러한 예상을 기초로 하여 자신이 계약을 지킬지 위반할지

를 결정하게 된다. 이를 채무불이행과 관련하여 甲의 “사전적 인센티브”라고 한

다. 사회적 파이의 크기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는 이처럼 계약을 이행할 

것인지 파기할 것인지에 관한 甲의 사전적 인센티브이다. 이처럼 법경제학에서 

파이를 나누는 규칙들에 해서 연구하는 이유는 그 나누는 방법의 공정함을 논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규칙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따라 그 규칙을 알고 있는 

당사자들의 사전적 의사결정이 달라지고, 그 결과 사전적으로 전체 파이의 크기

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징들은 추상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실제로 법제도를 분석하는 것을 

살펴봄으로써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 글은 법경제학적 연구방법의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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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로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경제학을 살펴본다. 민사소송은 립되는 이해관계자

의 존재가 분명히 드러나고, 그들이 실제로도 경제적 인센티브에 의하여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제학적 논의가 상당히 잘 적용될 수 있는 분야 가운데 

하나이다. 이를 반 하듯 민사소송에 한 법경제학은 상당한 수준까지 발전되어 

있다. 나아가 최근 집단소송의 도입과 관련된 논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로 

당사자들의 경제적 인센티브가 제도의 설계 및 운용에 상당한 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민사소송에 관한 다양한 이론들은 국내에 잘 알려

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 글은 향후 본격적인 법경제학 연구의 기초로서, 현재

까지 민사소송 역에서 전개된 논의들을 기초적인 것에서부터 최근의 논의까지 

일련의 체계 속에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이 글의 목적이 기초적인 사항의 정리

와 명확한 이해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복잡한 경제학 모델의 소개를 지양하고 

간단한 숫자 례를 가지고 그 핵심을 이해하는 서술방법을 택하기로 한다.

Ⅱ. 民事訴訟의 存在意義 : 費用과 便益

1. 民事訴訟制度의 費用

민사소송제도의 이상으로서 교과서에서는 적정, 공평, 신속, 경제를 든다. 그리

고 일반적으로 이를 적정․공평과 신속․경제의 두 부류로 나누어, 양자는 서로 

상충되기 쉽다고 설명한다.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양 당사자를 동등하게 다루

려면 아무래도 시간과 비용, 노력이 많이 들게 마련이고, 소송을 신속하게 진행

하면서 비용과 노력을 절약하면 아무래도 오판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

이다. 따라서 서로 모순되는 이상을 어떻게 조화시키는가 하는 점이 민사소송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한다.2)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러한 설명은 소송제도의 사회적 비용이라는 용어로 바꾸

어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소송제도를 운 하기 위해서는 관계 당사자들의 시간과 

비용, 노력 등이 들게 된다. 이를 소송제도의 “운용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법원 운용비용과 양 당사자의 변호사비용 등을 말한다. 운용비용은 사회적 

거래비용이므로, 이를 줄이는 것이 효율적임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를 줄이지 못하는 이유는 교과서적 설명에서도 지적하는 바와 같이 오판의 가능

2) 호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 (제3판, 2003), 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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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높아지기 때문일 것이다. 이를 “오판비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데 오판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예를 들어, 실

제 손해가 100원인데, 법원이 오판으로 인하여 150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

하 다고 하자. 피고로서는 정확한 판결의 경우보다 50원을 더 지불하여야 하지

만, 이 자체를 사회적 비용이라고 할 수 있을까? 피고의 불이익은 원고의 이익으

로 상쇄될 것이므로 사회 전체적으로 본다면 100원의 손해배상을 명한 것과 아

무런 차이가 없다. 사실 50원의 손해배상을 명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다시 말

해서, 오판으로 인하여 지급된 금액에 차이가 생기는 것 자체는 사회적 비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판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

판으로 인하여 사전적으로 사람들의 “사전적인” 인센티브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이것이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법원에서 기준을 잘못 설

정하거나 오판을 할 확률이 높아지면 사람들은 불법행위책임을 피하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보다 과다한3) 또는 과소의4) 주의를 할 경향이 있다는 것

이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오판의 가능성이 당사자들의 사전적인 인센티브에 

향을 미쳐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현상을 오판비용이라고 

한다.

2. 民事訴訟制度의 便益

이처럼 민사소송 역시 사회적 비용을 수반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민사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이 이러한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제도가 정당화될 수 있다. 

소송을 통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얼마의 재산이 무슨 명목으로 이전되든 그것

은 부의 재분배에 불과하므로 효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소송을 통하여 원고

로부터 피고에게로 금전이 이전되는 것 자체는 사회적 이익이 아니라면, 민사소

송의 사회적 이익은 무엇인가? 결국 아무런 사회적 순이익이 없음에도 국가는 

법원을 운 하고 있는 것인가? 물론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본다면, 법원이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여러 법제도, 예를 

3) Robert Cotter & Thomas Ulen, Law & Economics (3rd ed. 2000), 319-320면 [이하 
Cooter & Ulen, Law & Economics]; Steven Shavell, Foundations of Economic 
Analysis of Law (2004), 225-227면 [이하 Shavell, Foundations].

4) Thomas J. Miceli, The Economic Approach to Law (2004), 73면 [이하 Miceli, 
Economic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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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소유권이나 계약 등과 같은 여러 법제도를 유효하게 강제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법제도는 그 사회적 이익이 그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보다 클 

경우에 존재의의가 있는 것이고, 이 비용에는 법원을 통한 분쟁해결비용, 즉 사

법비용이 필수적으로 포함되므로, 결국 소송의 사회적 이익은 제도의 유지라는 

추상적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고, 아마도 이러한 정도로 설명하더라도 별 무리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경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소송수준에 

한 구체적 아이디어를 얻기 어렵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제도의 유지가 편익

의 내용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소송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지 생각하기가 

매우 어렵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당사자의 행위를 장려해야 하

는지 아니면 억지하여야 하는지 판단이 곤란하다.5) 이러한 맥락에서 몇 가지 민

사소송의 구체적인 편익이 제시되곤 하는데, 그 가운데 매우 유력한 이론적 틀로

서 “소송을 통한 억지(deterrence through litigation)”라는 개념이 있다.6) 다시 말

해서, 소송을 통하여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가 사전적으로 억지될 수 있다

는 점이다. 물론 이 개념은, 단순히 소송이 이러한 측면에서만 사회적 기능이 인

정된다는 의미는 아니고, 민사소송이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이익의 한 가지 예

를 들고 있는 것임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이 이론적 틀은 소송이 

당사자들의 사전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한 가지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소송의 

사회적 편익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지, 다른 편익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

니라는 것이다.

소송을 통한 억지라는 개념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소송수준을 생각해 

보자. 예를 들어, 원고가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소를 

제기하 다고 하자.7)

① 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고가 입는 손해는 10,000원, 원고의 소송비용은 

3,000원, 피고의 소송비용은 2,000원이라고 하자. 만일 이 경우 사고확률은 10%

5) 이러한 이유로 부분의 민사소송에 관한 법경제학적 연구나 교과서에서는 민사소송
법의 목적을 단순히 비용측면만을 고려하여 “운용비용과 오판비용의 합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Cooter & Ulen, Law & Economics, 376면.

6) 표적으로 W. Kip Viscusi, ed., Regulation through Litigation (2002).
7) Shavell, Foundations, 392-393면. 이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논의는 Steven Shavell, 

“The Fundamental Divergence Between the Private and the Social Motive to Use the 
Legal System,” 26 Journal of Legal Studies 575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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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데 피고로서는 사전적으로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10% 미만으로 사고확률을 

낮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자. 사고가 나면 원고는 소송비용 3,000원을 들여 

10,000원의 손해배상을 얻을 수 있으므로 소를 제기하겠지만, 이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소송의 결과 피고로부터 원고에게 10,000원이 이전될 

따름이고, 소송을 통한 억지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8) 만일 사회적 이익으로

서 이러한 억지만을 고려한다면, 소송을 통한 사회적 이익은 없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결과는 소송비용만큼의 낭비만 생길 따름이다. 이 사례는 소의 제기가 사

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음에도 원고에게 소송을 할 인센티브가 있는 경우이다.

② 만일 피고가 10원을 지출하여 사고확률을 1%로 낮출 수 있다면 어떻게 될

까? 원고는 여전히 3,000원의 비용을 들여 10,000원의 손해배상을 얻을 수 있으

므로 소를 제기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로서도 ―이 경우 피고도 2,000원의 소송

비용을 지출한다고 가정한다― 주의를 하지 않을 경우 기 손실이 1,200원9)인

데, 10원을 지출함으로써 이를 120원10)으로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10원을 지출

할 인센티브가 있다. 그렇게 되면 소송비용까지 포함한 사회적 총사고비용을 낮

출 수 있다.11) 이 경우는 소의 제기가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고 또한 원고 역시 

소를 제기할 인센티브가 있는 경우이다. 이 모형에서 소송이 사회적으로 바람직

한 이유는 소송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가 억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③ 물론 소송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해서 언제나 소송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피고가 10원을 지출하여 사고확률을 1%로 낮출 수 있으나, 이번에는 사

고가 발생한 경우 원고의 손해를 1,000원이라고 하자. 원고는 3,000원의 비용을 

들여 1,000원의 손해배상을 얻으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로서도 주의비용을 추가로 지출할 이유가 없고, 따라서 사회

적 총사고비용은 1,000원의 10%인 100원이 될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소

가 제기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소송이 어쨌든 생긴다고 하면, 피고로서는 

―이 경우 피고도 2,000원의 소송비용을 지출한다고 가정한다― 주의를 하지 

8) 피고가 10% 미만으로 사고확률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가정하 다.
9) (10,000원 + 2,000원) × 10% = 1,200원.

10) (10,000원 + 2,000원) × 1% = 120원.
11) 소송이 없는 경우 사회적 총사고비용은 (10,000원 + 3,000원 + 2,000원) × 10% = 

1,500원이지만, 소송이 제기되는 경에는 10원 + (10,000원 + 3,000원 + 2,000원) × 
1% = 16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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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을 경우 기 손실이 300원인데, 10원을 지출함으로써 이를 30원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이처럼 피고가 주의를 기울인다면 사회적으

로 총사고비용을 70원12)으로 낮출 수 있다. 이 사례는 사회적으로는 소가 제기

되는 것이 30원의 이익을 가져다 주지만, 원고는 소송의 인센티브를 가지지 못하

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송제도의 분석에서도 항상 사회적 최적과 원고

의 소제기 인센티브에 차이가 발생한다. 그 이유는 크게 다음 두 가지이다.

① 위 사례에서 보았듯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원고의 이익과 사회적 이익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원고의 이익은 피고로부터 받는 배상액이지만, 사회적 이

익은 소송으로 인한 억지효과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사회적 최적과 원고의 인센

티브를 다르게 하는 결정적 요소가 된다. 원고가 소를 제기하거나 소송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소송이 가져오는 사회적 이익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

은 이후 소송제도의 분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한다.

② 다음으로 위 사례에서는 분명하지 않지만, 비용 측면에서도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위 모델에서는 원고가 자신의 소송비용만을 부담할 뿐 피고나 법원의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원고의 인센티

브는 항상 과다하게 소송을 제기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된다. 다만 이러한 비용 

측면의 왜곡은 소송비용 부담을 통하여 일정 부분 조절이 가능하므로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원고에게 일정한 인지 를 내도

록 하고 있고, 패소시 피고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도록 함으로서 이러한 왜곡을 

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비용부담을 공평하게 하고자 하는 법정책이 반드

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는 보장은 없다는 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원고에게 인지  등의 형태로 법원에서 발생하는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정책은 

원고의 소송 인센티브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은 원고가 비효

율적으로 과다하게 소송할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을 때 적절한 정책이다. 만일 사

회적 이익이 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누리는 이익이 작아서 소가 제기되지 않고 

있다면, 이러한 정책은 왜곡을 더 심화시킬 따름이다. 또한 패소자에게 상 방 

소송비용까지 부담시키는 제도도 마찬가지이다. 원고가 소를 제기하면 100% 원

고가 이긴다고 전제하면 이러한 제도는 원고의 소송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에 

원고에게 보다 과도하게 소를 제기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그러나 만일 사회적 

12) 10원 + (1,000원 + 3,000원 + 2,000원) × 1% = 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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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과다하게 소송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

러한 소송비용 정책은 과다한 제소를 더욱 심화시킬 따름이다. 결국 이러한 해결

책들은 어느 한쪽 방향으로만 왜곡을 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다른 방향으로 

왜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왜곡을 보다 증폭시킬 위험이 있는 것이다.

Ⅲ. 訴訟과 和解

1. 기본모델

원고가 소를 제기한 후 다음 단계의 게임은 원고와 피고가 화해를 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을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다. 통상 화해는 

제소전 화해와 소송상 화해로 나눌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경제학적 분석에서는 

일단 소를 제기한 후 당사자들이 계속 판결로 나아갈 것인지 화해를 할 것인지

를 결정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다시 말해서, 이론의 일반성을 잃지 않는 한도 내

에서, 소송상 화해만을 생각하는 것이다. 나아가 판결까지 가는 소송비용보다는 

화해비용이 훨씬 적게 드는 것으로 가정한다. 보다 단순한 모델에서는 화해비용

을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도 많다.

현재 가장 기초적인 모델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소송

결과에 한 기 가 서로 다를 경우에 화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13) 예를 들어, 

원고가 70%의 확률로 승소를 예상하고 1,000원의 승소금액을 기 한다고 하자. 

그리고 피고는 50%의 확률로 패소를 예상하면서 800원의 패소금액을 기 한다

고 하자.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원고와 피고는 모두 위험중립적이라고 가정하고, 

원고의 소송비용은 200원, 피고의 소송비용은 300원이라고 하자. 화해비용은 없

다고 가정한다. 이 간단한 모델에서 먼저 원고의 의사결정부터 생각해보자. 원고

로서는 소송으로부터의 기 값이 700원이고 소송비용이 200원이므로 500원의 기

이익이 있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500원 미만을 받고서는 화해에 응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최소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화해금액은 500원

이다. 다음 피고의 의사결정을 생각해 보자. 피고로서는 소송의 기 손실이 400

원이고, 게다가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판결까지 가게 되면 300원의 소송

비용을 지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모두 700원의 기 손실이 있으므로, 

13) 이에 하여 정보불균형에 기반하여 민사소송의 기본모델을 구성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기본모델에 해서는 Miceli, Economic Approach, 248-25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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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원까지만 지불하고 화해할 수 있다면 화해하려고 할 것이다. 물론 700원을 

초과해서는 지불할 생각이 없다. 따라서 피고가 제시할 수 있는 최 금액은 700

원이다. 이를 종합하여 생각해 보면, 원고가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화해금액보다 

피고가 제시할 수 있는 최 화해금액이 크기 때문에, 화해가 가능하고, 화해의 

범위는 500원에서 700원 사이가 될 것이다. 이를 보다 정식화하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정리될 수 있다. “원고의 기 이익에서 피고의 기 손실을 차감한 금액

이 원고와 피고의 소송비용의 합보다 작다면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14) 다시 

말해서, “원고기 이익 - 피고기 손실 < 원고소송비용 + 피고소송비용”이 성립

하면 화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물론 이 공식과 위 사례의 논리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이야기이다.15) 위 사례에서 원고의 기 이익 700원에서 피고의 기 손실 

400원을 공제한 금액보다 소송비용의 합 500원이 더 크므로 화해가 가능하다.

원고가 요구하는 최소화해금액과 피고가 제시하는 최 화해금액의 크기를 비

교하면 바로 화해금액의 범위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이를 변형하여 

“원고기 이익 - 피고기 손실 < 원고소송비용 + 피고소송비용”인 경우에 화해

가 성립한다고 정식화하는 실익은 무엇인가? 원고와 피고가 판결까지 가지 않고 

화해를 하게 되는 요인을 보다 쉽게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① 이 모델에서 우변을 고정되었다고 보고 좌변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소를 보

면 어느 한 당사자의 인식이 아니라 양 당사자의 인식의 차이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원고가 화해를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판결로 가는 이유는 원

고가 재판에서 승소할 가능성을 높게 평가해서라기보다는 “피고보다” 높게 평가

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원고의 기 만 가지고는 판결과 화해 가운데 어느 쪽으로 

간다는 보장이 없다. 만일 피고도 원고와 비슷한 수준으로 자신이 패소할 가능성

을 평가한다면 화해로 갈 가능성이 높다. 피고로서는 높은 화해금액을 제시할 인

센티브가 생기기 때문이다. 결국 원고는 크게 이기리라고 생각하고 피고는 적게 

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즉 당사자가 모두 낙관주의를 취하고 있는 경우에 

14) Cooter & Ulen, Law & Economics, 398-402면; Miceli, Economic Approach, 247면; 
Shavell, Foundations, 401-403면.

15) 위 공식의 유도는 매우 간단하다. 먼저 원고의 입장에서 화해에 응할 조건은, 원고기
이익 - 원고소송비용 < 화해금액. 그리고 피고의 입장에서 화해를 제의할 조건은 

피고기 손실 + 피고소송비용 > 화해금액. 따라서 원고기 이익 - 원고소송비용 < 피
고기 손실 + 피고소송비용이라면, 그 사이에 반드시 원고와 피고가 서로 만족할 수 
있는 화해금액이 존재한다. 이 조건은 다시 “원고기 이익 - 피고기 손실 < 원고소
송비용 + 피고소송비용”으로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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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② 이러한 이유에서 원고와 피고가 소송결과에 하여 동일한 예측을 하는 경

우 원고기 이익이 항상 피고기 손실과 일치하므로 항상 화해를 할 인센티브가 

있다. 따라서 화해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원고와 피고가 서로 비슷한 정보를 가지

도록 유도하는 것이 한 가지 유력한 방법이 된다.

③ 위 식의 좌변을 보면 원고와 피고의 소송결과에 한 확률의 차가 동일한 

경우, 소송물 가액이 커지면 좌변의 크기가 커지게 됨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확률의 차이가 20%인 경우 소송물 가액이 1,000원인 경우에는 좌변이 200원밖

에 되지 않지만, 소송물 가액이 10,000원인 경우에는 2,000원이 되기 때문에 소

송비용의 합계를 초과하기 쉬워진다. 따라서 소송물 가액이 커지면 좌변이 우변

보다 커질 가능성이 더 많게 되고, 따라서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판결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16)

이상에서 살펴본 모델은 위 조건이 성립하면 당사자 사이에 화해할 수 있는 

역이 가능하다는 것이지 당사자 사이에 반드시 화해가 이루어진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시 말해서 화해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것이다. 당사자

사이에 존재하는 정보불균형 등으로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

다.17) 원고가 소송금액 1,000원의 소를 제기하는데 소송비용은 100원이라고 하

자.18) 원고는 자신의 승소확률을 예측할 수 없지만, 아마도 피고의 예측이 정확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의 유형을 정확히는 모르지만 ―피고는 

자신의 유형을 알고 있다― 다음과 같은 확률로 주어진다는 것은 알고 있다. 확

실하게 패소할 것으로 생각하는 피고일 확률이 10%, 50%의 확률로 패소할 것으

로 생각하는 피고일 확률이 60%, 20%의 확률로 패소할 것으로 생각하는 피고일 

확률이 30%로 주어진다는 것이다. 피고의 소송비용도 100원이다. 만일 피고가 

첫 번째 유형이라면 제시할 수 있는 최 화해금액은 1,100원이 될 것이고, 두 번

째 유형이라면 600원, 세 번째 유형이라면 300원이 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만

16) 이 문장에서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ceteris paribus)”의 문구에 주의할 필요가 있
다. 일반적으로 소송물 가액이 커지는 경우 당사자들로서는 보다 고가의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그렇다면 양 당사자의 소송비용도 함께 높아
지게 되므로, 일률적으로 판결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할 수 없다. 이 문장은 이
러한 소송비용의 증가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17) Miceli, Economic Approach, 248면.
18) 이하 숫자례는 Shavell, Foundations, 407면.



2005. 6.]  民事訴訟의 法經濟學 147

일 300원만 요구하게 되면 100% 확률로 화해가 이루어질 것이고, 600원을 요구

하게 되면 70%의 확률로 받아들여질 것이고, 마지막으로 1,100원을 요구하게 되

면 단지 10%의 확률로 받아들여질 것이다.19) 각각의 경우 원고의 기 값을 구해

보면,20) 원고는 600원을 요구하는 경우 기 값이 가장 높기 때문에 결국 600원

을 화해금액으로 요구하게 될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화해요구는 

70%의 확률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나머지 30%의 확률로는 결국 판결까지 이

르게 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고가 20%의 확률로 패소할 것으로 생각

하는 경우에도 원고와 피고의 예측이 같기 때문에 기본모델에 따르면 화해의 인

센티브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로서는 피고가 어떠한 유형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피고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하게 되고, 결

국 재판으로 진행하게 된다. 이처럼 정보불균형이 존재하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 

서로 이익이 되는 협상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2. 和解를 장려하는 것은 바람직한가?

이상에서 원고와 피고의 화해에 관한 인센티브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인센티브

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가? 우리나라는 특히 다른 선진국보다 화해율이 낮기 때

문에 문제라고 지적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저조한 화해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

력이 여러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 법원 자체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

도 2002년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화해권고결정 제도(민사소송법 제225조 이하)가 

도입될 정도로 화해를 유도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인식이 퍼져 있

다. 그러나 화해를 장려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법정책인지 여부는 진지

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당사자 사이에 원만한 해결인 듯 보이지만, 실제로

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결국 화해를 장려함으로써 얻을 

19) 그 중간의 금액은 화해가 받아들여질 확률에 변화를 주지 못하면서 단순히 원고가 
지불하는 금액만 증가시키기 때문에 원고의 고려사항이 되지 못한다.

20) 먼저 300원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모든 유형의 경우에 화해가 이루어질 것이므로 원
고의 기 값은 300원 × 100% = 300원. 다음으로 600원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첫 번
째와 두 번째유형의 경우에는 화해가 이루어지지만, 세 번째 유형에 해서는 판결로 
가게 되므로 원고의 기 값은 600원 × 70% + (1,000원 × 20% - 100원) × 30% = 
450원. 마지막으로 1,100원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 유형의 피고에 해서만 화
해가 이루어지고 나머지 두 번째와 세 번째 유형의 경우에는 판결로 가게 되므로, 
1,100원 × 10% + (1,000원 × 50% - 100원) × 60% + (1,000원 × 20% - 100원) × 
30% = 380원. 따라서 600원을 요구하는 경우의 기 값이 가장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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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이익은 법원의 업무부담을 줄인다는 측면밖에는 없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의문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법경제학에서도 사회적으로 바람

직한 화해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한 구체적인 분석은 별로 없으나, 앞서 살펴

본 민사소송의 비용과 이익을 생각해 봄으로써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실제로 당사자들의 인센티브만 보면 화해가 과소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화해를 장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① 화해의 필요조건인 “원고기 이익 

- 피고기 손실 < 원고소송비용 + 피고소송비용”을 생각해 보자. 이 경우 우변에

는 사회적 소송비용이 포함된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부담하는 소송비용만 포함

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당사자들은 법원을 운용하기 위한 비용을 내부화하고 있

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항상 적게 화해가 발생하게 되고 

법원을 과도하게 이용하게 된다. 이러한 논리는 화해를 장려하여 법원의 업무부

담을 덜어준다는 논리와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에서 화해를 장려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비용을 내부화시키는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조절하는 것이 아니

라 직접 수량규제를 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인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과소화해의 문제는 적정 수준의 인지 의 부과로 해결하는 것이 옳다. ②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본모델에서 도출된 화해의 조건은 화해의 충분조건이 

아니라 필요조건이라는 문제가 있다. 화해가 이루어질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당사

자 사이의 정보불균형으로 인하여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고, 따라서 사회

적 관점에서는 과소하게 화해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당사자는 사회적 비용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익도 역시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화해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과다하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도 생각해 볼 수 있다. ① 먼저 소제기의 사회적 이익, 그 가운데서 사회적 비용

을 야기하는 여러 행위들을 억지할 수 있다는 측면을 생각해 보자. 피고가 화해

에 응한다는 것은 소송의 결과 자신이 부담하게 될 기 손실보다 화해금액의 지

급이 더 작다는 의미가 되고, 결국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비용의 내부화가 적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다 과도하게 이러

한 행위를 하게 된다. 이는 마치 교통법규를 위반하 는데 그 벌금 신 교통경

찰에게 뇌물을 주고 벌금을 피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러한 뇌물의 수수는 단순히 

부의 이전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는 효율과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그로 인하여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지킬 인센티브에 향을 주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효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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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되는 것이다. 만일 현재의 벌금수준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에서 억

지력을 발휘하도록 책정된 것이라면 뇌물 ―벌금보다는 항상 작을 수밖에 없다

―의 수수는 과소억지를 초래하게 된다. 소가 제기된 경우 화해금액을 일종의 뇌

물로 보면 화해가 과소억지를 초래한다는 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바꾸어 말

하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과도하게 화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다. ② 사안에 한 구체적인 법리나 규범의 정립은 오직 판결을 통해서만 가능

하다. 따라서 판결로 가게 되면 법리의 발전이나 법치주의의 정착과 같은 이와 

같은 부수적인 사회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역시 

이러한 사회적 이익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과다하게 화해가 이루어진다.21) 결

국 당사자들이 소의 제기와 관련하여 사회적 이익을 고려할 수 있는 메카니즘이 

없는 이상, 화해를 장려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따라서 

최근에 이루어진 화해를 촉진하는 제도들에 해서도 보다 비판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Ⅳ. 脅迫訴訟理論

앞서 설명한 기본모델의 아이디어는, 원고는 소송으로부터 얻는 편익이 소송을 

수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보다 클 경우에 소를 제기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못함에도, 다시 말해서 소송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순이익

이 음수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원고로서는 판결로 

가게 되면 순이익이 음수이지만, 만일 판결로 가지 않고 화해로만 끝난다면 양의 

순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를 제기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소송을 

흔히 “frivolous suit” 또는 “strike suit”이라고 하는데, 소송에 이길 가능성이 없

음에도 소를 제기하여 피고를 협박한다는 의미에서 협박소송 정도로 번역하면 

무난할 것 같다. 협박소송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문제는 “왜 피고는 원고의 협

21) 화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지적은 본문에서의 분석과 일맥상통한다. “아직 법치주
의가 제 로 기능하지 못하는 우리나라에서 화해를 강력히 권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
다. 이는 민사소송의 목적을 권리보호에 두지 않고 분쟁해결에 주는 사고방식을 전제
로 한다. 화해가 효과적인 분쟁해결 방안이 될지는 모르지만 법과 정의에 따른 권리
보호 방안은 아니기 때문이다. … 특히 당사자들이 화해할 자세를 보이지 않는 사안
에서 법원이 화해를 강권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호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 (제3판, 
2003), 673-674면. 같은 책 5-7면에서는 재판외 분쟁해결절차의 남용에 하여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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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에 굴복하는가” 하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원고의 소제기는 자신의 피해를 전

제로 하는 협박이기 때문에 게임이론에서 흔히 말하는 “신뢰할 수 없는 협박

(empty threat)”일 가능성이 높은데, 왜 합리적인 피고가 화해를 하게 되는가 하

는 점이다. 각각 중요한 이론을 살펴본다.

1. 情報가 不均等하게 배분된 경우22)

협박소송의 가능성으로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정보불균형, 다시 말해서 

원고의 소제기가 협박소송인지 아닌지 피고가 알지 못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

다. 이 경우 피고로서는 화해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 원고가 실제로 재판으로 진

행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의 손실이 충분히 크다면 이러한 만약의 결과를 방

지하기 위해서 보다 적은 금액의 화해에 응할 인센티브가 있다. 예를 들어,23) 원

고가 100원의 금액을 청구하 는데, 이 소송은 25%의 확률로 협박소송 ―원고

의 손해가 20원에 불과하다―이고, 피고도 그 사실을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당해 원고가 협박소송을 제기하고 있는지는 구별할 수 없다고 하자. 소송비용은 

원고가 30원, 피고가 20원이다. 손해가 20원인 경우에는 당연히 원고로서는 소송

비용이 더 크므로 소를 제기할 인센티브가 없지만, 피고로서는 협박소송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원고가 소를 제기한 것이다. 피고는 원고가 75%의 

확률로 실제로 100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것은 알고 있다. 만일 당해 원고가 이

러한 상황이라면 원고가 요구하는 최소화해금액은 소송비용을 공제한 70원이 되

고, 피고가 응할 수 있는 최 화해금액은 소송비용을 더한 120원이다. 이제 피고

의 입장에서 70원의 화해에 응하는 경우와 전혀 화해를 하지 않는 경우를 비교

해 보자.24) 70원을 피고가 제시하면 원고가 어느 유형이라도 ―설사 실제로 100

원의 손해를 입은 원고라도― 이 금액을 받아들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기

손실은 70원이 된다. 반면 화해를 하지 않는 경우 재판이 진행될 확률은 75%이

22) Lucian A. Bebchuk, “Suing Solely to Extract a Settlement Offer,” 17 Journal of 
Legal Studies 437 (1988); Avery Katz, “The Effects of Frivolous Lawsuits on the 
Settlement of Litigation,” 10 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 3 (1990).

23) Shavell, Foundations, 420-421면.
24) 피고로서는 70원 미만의 금액을 지불하면서 화해할 이유는 전혀 없다. 그렇게 되면 

손해가 20원인 원고의 경우에만 화해에 응할 것이고 손해가 100원인 원고는 결국 재
판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손해가 20원인 원고는 재판으로 갈 인센티브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원고에게 70원 미만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피고로서는 낭비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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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그 경우의 피고의 손실 120원의 기 값은 90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70원을 지급하고 화해하는 편이 이익이므로, 원고와 화해를 하게 된다.

이 모델에서 핵심적인 것은 원고가 제기하는 소가 실제로 협박소송일 확률이 

충분히 작다는 것이다. 그 결과 피고가 원고의 불확실한 협박을 무시하고 소송을 

진행하 을 경우 기 손실이 충분히 크게 되어 협박에 굴복하는 것이다. 만일 그

렇지 않다면, 예를 들어, 이 사례에서 협박소송일 확률이 약 42%보다 크다면 피

고로서는 화해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이익이다.25)

2. 情報가 對等한 경우

위에서 설명한 모델은 피고가 협박소송인지를 분간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

고 있지만, 사실 이러한 경우 피고가 원고의 협박에 굴복하는 것이 그렇게 신기

한 결론은 아니다. 이론적으로 그리고 정책적으로 보다 중요한 것은 피고가 충분

히 협박소송인지 알 수 있었던 경우이다. 이론적으로 정보가 서로 등한 경우에

도 협박소송이 가능하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정보가 완전한 경

우에도 협박소송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것은 단순히 소송관련 정보의 공개만

으로 협박소송의 가능성을 없애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최근 집단

소송의 도입이나 표소송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이 모델의 현실적 중요성도 크

다. 정보가 등한 경우 직관적으로 원고의 협박은 신빙성 없는 협박이 분명한

데, 피고는 왜 이에 응하게 되는가? 이에 관하여 중요한 설명으로, 법원의 오류 

가능성을 전제하는 모델, 피고가 소송비용을 먼저 지출하여야 하는 모델, 소송비

용을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분할하여 지출하는 모델 등이 있다. 각각의 논리를 

자세하게 본다.

(1) 법원의 오류가능성26)

법경제학에서는 법원의 판단에 오류가 있는 경우 사회적으로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하는지에 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소송제도와 관련하여 법원의 

25) 소송이 협박소송일 확률을 P라고 하면, 화해를 하지 않는 경우 재판이 진행될 확률은 
(1 - P)가 되고, 따라서 기 손실 120원 × (1 - P) 값이 70원보다 커야 화해를 하게 
된다. 120원 × (1 - P) > 70원에서, P < 5/12. 따라서 협박소송일 확률이 5/12, 약 
42% 이하일 경우에만 화해를 하게 된다.

26) Keith N. Hylton, “Costly Litigation and Legal Error Under Negligence,” 6 Journal of 
Law, Economics, and Organization 433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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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에 오류가 있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협박소송이 가능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협박소송은 흔히 통계학에서 말하는 제2종 오류, 다시 말해서 책

임을 지우지 말아야 할 피고에게 법원이 책임을 지울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예를 들어, 이러한 제2종 오류의 가능성이 20%라고 하자. 그리고 만일 이러한 

가능성이 없다면 피고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자. 원고와 피고의 소송비

용은 각각 100원이다.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을 1,000원이라고 하면 원고의 기

판결금액은 200원이 되고, 따라서 소제기로 인한 기 이익은 100원이 된다. 피고

의 경우에도 제2종 오류의 가능성을 20%라고 생각하면, 피고는 200원의 기 손

실과 100원의 소송비용을 지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기 이

익 100원에서 피고의 기 손실 300원 사이에서 화해를 하게 된다. 그런데 자세

히 살펴보면 이러한 논리는 기본적으로 “원고기 이익 - 피고기 손실 < 원고소

송비용 + 피고소송비용”이라는 기본모델에서의 공식과 다르지 않다. 여기서 원고

와 피고의 기 값을 결정하는 확률로서 “법원의 제2종 오류의 확률”이 신 사

용되었을 따름이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것과 동일한 논리로 원고와 피고가 생각

하는 법원의 제2종 오류의 확률이 동일하면 언제나 화해가 가능하게 된다.

(2) 소송비용 지출의 순서27)

부분의 소송에서 피고가 승소하기 위해서는 피고도 소송비용을 지출하여야 

한다. 만일 피고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아 자백간주 등으로 패소할 수밖에 

없다면, 원고가 설사 협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피고는 소송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서 상당한 화해금액을 지불할 인센티브를 가지게 된다. 예를 들어, 원고가 10원

의 비용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청구금액은 100원이라고 하자. 이 모델에서

는 원고가 거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원고의 소송비용 지출

은 피고의 응 이후에 본격적으로 일어난다는 점이 특징이다. 만일 피고가 30원

의 비용을 들여 방어를 하면 이 소송은 100% 피고의 승소로 끝나지만 방어를 

하지 않으면 원고가 의제자백으로 이긴다고 하자. 이러한 예측은 원고도 동일하

다. 이 소송이 협박소송임은 쉽게 알 수 있고, 나아가 이 경우 소가 제기되면 피

고로서는 30원의 비용을 들여 100원의 손실을 피하고자 할 것이므로 당연히 방

어를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도 협박이 유효하게 성립될 가능성이 별로 

27) David Rosenberg & Steven Shavell, “A Model in which Suits Are Brought for Their 
Nuisance Value,” 5 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 3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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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고, 이를 예측하는 원고는 소를 제기하는 것이 10원의 낭비에 불과하다고 생각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가능성은 없는가? 원고가 일단 10원을 소모하면서 소를 제기하

다고 하자. 이 경우 피고는 최소한 30원의 손실을 보아야 한다. 여기서 원고는 

피고에게 30원 이하로 ―예를 들어, 25원 정도에― 화해를 하자고 제의할 수 

있다. 피고로서는 이러한 제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이익이고, 따라서 화해를 하게 

된다. 이처럼 소제기 이후 피고가 소송비용을 지출해야만 하는 경우에는 원고의 

협박소송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이 모델은 원고가 실질적인 소송비용을 지출하기 

전에 피고가 상당한 소송비용을 지출하는 경우를 전제하고 있으며, 나아가 화해

금액이 소송금액과 아무 상관없이 오직 피고의 소송비용과만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협박소송의 구조를 설명하는 데는 제한적이라고 하겠다.

(3) 소송비용의 분할 가능성28)

이 모델은 이론적으로 매우 재미있는 모델인데, 게임이론의 역진귀납의 논리를 

아주 교묘하게 이용하여 구성하고 있다. 추상적인 설명보다는 구체적인 예를 가

지고 설명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소송금액이 100원이고 원고와 피고의 소송비

용을 모두 140원 ―원고가 소제기시 인지 로 납부하는 10원을 포함한다― 이

라고 하자. 피고의 소송비용은 이 모델에서는 상관없으나, 편의상 원고와 동일하

게 전제한다. 원고는 이 소제기로부터 40원의 기 손실이 발생할 뿐이기 때문에, 

설사 원고가 소송을 하겠다고 위협하더라도 이는 신뢰할 수 있는 협박이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원고의 협박은 피고에게 손해를 입히기 위하여 “자신도 손해를 

보겠다는” 협박이기 때문이다. 게임이론에서는 이를 “신빙성 없는 협박(empty 

threat)”이라고 말한다. 그 논리를 이해하기 위하여 다음 그림을 보자.

원고    피고        원고               (–40, –240)

          file w/10          reject           trial w/130

                           

      (0, 0)      (S – 10, –S)        (–10, 0)

28) Lucian A. Bebchuk, “A New Theory Concerning the Credibility and Success of 
Threats to Sue,” 25 Journal of Legal Studies 1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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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의 보수는 (원고, 피고)로 표시되어 있다. 처음 원고는 소를 제기할 것

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한다. 원고가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잃는 것도 얻

는 것도 없다. (0, 0)은 그것을 표시한다. 소를 제기하기로 하면 10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소제기 이후 피고는 금액 S를 지불하고 화해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

로 진행할 것인지 결정한다. 화해금액 S 만큼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 때

문에 원고와 피고는 (S - 10, -S)의 보수를 얻게 된다. 만일 그 로 진행하기로 

결정하면 이제 원고가 소를 취하할 것인지 ―이 경우 원고는 이미 지출한 10원

만 손해보면 된다― 아니면 130원의 소송비용을 추가로 지출하고 판결을 얻을 

것인지를 결정한다. 피고도 소송비용을 동일하게 140원 부담한다는 것을 고려하

면, 판결까지 가서 원고가 100원에 하여 전부승소 판결을 받으면 원고와 피고

의 보수는 (-40, -240)으로 될 것이다. 완전정보를 전제하고 역진귀납의 논리로 

이 게임을 풀면, 부분게임완전균형은 처음부터 원고가 소를 제기하지 않아 (0, 0)

의 보수를 얻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29) 이 게임에서 왜 소송을 진행하는 것

이 부분게임완전균형이 될 수 없는지는 명백하다. 원고 자신이 손해를 보면서 협

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정보게임에서는 신빙성이 결여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게임에서 원고의 소송비용을 70원씩 두 단계로 나누어 지출하게 된

다면 어떻게 되는지 다음 그림을 보자. 편의상 소제기시 10원을 지출하고 첫 번

째 단계에서 60원, 두 번째 단계에서 70원을 지출한다고 하자. 피고는 첫 번째 

단계에서 70원을 지출한다.

  원고    피고        원고   피고         원고         (–40, –240)

             reject       trial w/60      reject        trial w/70

 (0, 0)   (S1 – 10, –S1)   (–10, 0)    (S2 – 70, –S2 – 70)   (–70, –70)

이 그림은 원고가 140원의 소송비용을 두 단계에 걸쳐서 지출하고 그 사이에 

화해를 두 번 제의할 수 있는 것밖에는 위 그림과 차이가 없다. 이 게임의 마지

막 단계를 보자. 원고의 보수만 비교하면 되기 때문에, 원고는 -70원보다는 -40원

29) 세 번째 단계에서 원고는 -10원과 -40원의 보수를 비교하여 소를 취하하는 결정을 하
게 될 것이다. 세 번째 단계에서의 원고의 결정을 예상하는 피고는 두 번째 단계에서 
-S원과 0원의 보수를 비교하여 화해를 거절하는 선택을 할 것이고, 그 결과를 예상하
는 원고로서는 첫 번째 단계에서 0원과 -10원의 보수를 비교하여 처음부터 소를 제기
하지 않는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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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보수를 가져오는 경로, 즉 70원의 비용을 들여 판결을 얻는 경로를 따르게 

될 것이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원고의 입장에서 이미 지출된 70원은 매몰비

용(sunk cost)이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향을 미치지 못하고, 추가로 70원을 들여 

100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다면 30원의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 이전 단계에서 피고의 선택은 어떻게 될까? 피고는 -240원의 보수를 전제

로 이를 화해를 할 경우의 보수와 비교하기 때문에, 피고가 화해를 할 조건은 

-S2 - 70원 > -240원이 된다. 원고로서는 이러한 화해를 S2 - 70원 > -40원의 조

건에서 받아들일 것이므로 결국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금액은 30원부터 170

원 사이가 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금액을 지불하고 원고와 화해하는 경로

를 따르게 된다. 논의의 편의상 양 당사자의 협상력이 동일하여 100원에 화해금

액이 결정된다고 하자. 그럼 원고와 피고의 보수는 (30, -170)으로 된다. 이제 그 

앞 단계로 가서 원고의 의사결정을 생각해 보자. 원고는 10원의 손실과 30원의 

이익을 비교할 것이기 때문에, 60원의 소송비용을 지출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경

로를 택할 것이다. 다시 그 이전 단계에서 피고는 화해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면

서 결국 S1을 지불할 것인지 170원의 손실을 볼 것인지 결정해야 하고, 결과적으

로 40원과 170원 사이의 금액을 지불하고 화해를 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당사자

간의 동등한 협상력을 전제로 하는 경우, 위 게임의 부분게임완전균형은 처음 원

고가 소를 제기하고 바로 피고가 40원과 170원 사이의 금액을 제시하여 화해를 

하는 것이다.

물론 이 사례는 구체적인 숫자를 가지고 계산한 결과이므로 숫자가 달라지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 모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소송 단

계를 여럿으로 나눔으로서, 마지막 단계에서 볼 때 이전 단계의 금액을 모두 매

몰비용으로 만들 수 있게 되면, 마지막 단계에서는 판결로 가겠다는 협박이 신빙

성있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록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원고의 보수가 

음수이지만, 마지막에 피고에게 손해를 입히겠다는 협박을 신뢰성있게 만들 수 

있어서 그 이전 단계에서 피고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화해금액을 얻어낼 수 있다.

V. 訴訟의 節次

1. 情報共有의 效果

앞서 살펴본 기본모델에서 소송으로 갈 것인지 화해로 끝날 것인지는 상당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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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의 소송결과에 한 예측이 중요한 역할을 하 다. 특히 예측이 접근

하는 경우 화해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당사자들 사이에 분쟁의 쟁점에 하여 

비슷한 정보를 가진다는 것은 이러한 메카니즘을 통하여 화해를 유도하게 된다.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만일 당사자들 사이에 가지고 있는 정보가 서

로 다른 상태라면, 당사자들은 자신의 정보를 공유하려고 할까”라는 문제이다.

우선 일정한 경우 당사자들은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강한 인센티브가 있음

을 보일 수 있다.30) 예를 들어,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가 100원이라고 생각하

고 있다고 하자. 그러나 실제로 원고가 입은 손해는 200원이다. 피고와 원고는 

원고가 100% 승소하는 것으로 동일하게 예측하고 있으며 다만 손해금액에 한 

예측만 다르다. 그리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30원, 피고가 40원이라고 가정하자. 

이 경우는 앞서의 기본모델에서 화해로 갈 조건, 즉 “원고기 이익 - 피고기 손

실 < 원고소송비용 + 피고소송비용”을 만족하지 못하므로 판결로 가게 된다. 그 

결과 판결로 200원의 지급이 결정되면, 원고는 170원을 얻고 피고는 240원의 손

실을 보게 된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170원 이상으로 화해가 가능하다면 이러한 

화해를 할 가능성이 있다. 원고가 정보를 공개하여 피고가 실제 손해액이 200원

임을 알게 되면 위 화해조건이 성취되고, 화해금액의 범위는 170원에서 240원이 

될 것이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정보를 공개할 인센티브가 있다. 물론 만일 피고

가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피고로서도 화해로 가기 위하여 정보를 

공개할 인센티브가 있다.

이처럼 소송당사자 사이에 화해로 가기 위하여 정보를 공개할 인센티브가 있

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다시 말해서, 기본모델과 같이 정보가 외

생적으로 주어진다고 가정하지 않는 한, 부분의 경우 분쟁과정에서 정보가 공

유될 것이므로, 결국 부분의 분쟁은 화해로 끝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

실에서는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많고, 나아가 정보공개를 강요하는 절차도 많다. 

예를 들어, 미국의 discovery 제도라든가 우리나라의 문서제출명령, 변론준비절차 

등은 정보를 현출시키도록 강제하는 메카니즘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왜 이런 제

도들이 필요한가?

우선 당사자들이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인센티브도 있는지 살펴보

자.31) ① 먼저 중요한 이유는 어느 일방이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다른 당사자가 

30) Cooter & Ulen, Law & Economics, 392-394면; Shavell, Foundations, 424-425면.
31) Shavell, Foundations, 425-4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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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믿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위 사례에서 원고가 자신의 손해

가 200원이라는 정보를 공개하 다고 했을 때, 피고로서는 원고가 실제로는 손해

가 100원인데, 화해금액 170원 이상을 얻기 위해서 거짓 정보를 흘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② 다른 경우로 위 사례에서 원고의 실제 손해가 100원인데 피

고가 이를 200원으로 믿고 있다고 하자. 이 경우 원고로서는 가만히 있으면 피

고가 100원 이상으로 화해를 제의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실제 손해를 알려줄 

이유가 없다. ③ 설사 정보의 공개가 화해로 갈 확률을 높이고 그 결과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화해금액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당사자들은 그러한 정보공개를 

꺼릴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정보를 공개했는데, 어찌된 이유로 계속 소송으로 

간다면 정보의 우위를 상실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정보공개를 하지 않을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경우에는 그 정보공개를 법으로 강제하는 방법

을 취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정보공개는 화해의 확률을 높이기 때문에 바람직하다

는 견해도 많으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당사자들은 정보공개가 강제되지 않더

라도 정보를 공개할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강제 자체가 추가적으로 어떤 효용

증가를 가지고 오는지는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는 정

보공개를 하지 않을 상황으로서 위에서 지적한 세 가지 경우를 보면, 첫 번째 경

우는 정보공개를 강제하더라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이 법에 의

하여 강제되었다고 하여 정보의 신뢰성이 높아진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이다. 그

러나 두 번째와 세 번째 경우는 정보공개의 강제가 효과를 볼 수 있다. 사회적으

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면 후생의 증가가 있음에도 당사자들에게는 적절한 인센

티브가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보공개의 강제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이유는 

다소 제한적이다.32)

2. 法院의 誤判可能性

사법제도는 오판의 가능성을 언제나 전제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오판의 가능

성을 줄이는 것 자체가 반드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도 아니다. 오판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사

32) 일반적으로 discovery 제도가 어느 경우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지에 한 본격적인 
논의는 Thomas J. Miceli, Economics of the Law: Torts, Contracts, Property, 
Litigation (1997), 173-17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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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으로 최적의 오판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오판가능성이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 다시 말해서 오판가능성을 줄임에 따른 사회적 편익은 무엇인지 생

각해 보자. ① 먼저 오판가능성이 줄어들게 되면 사회적으로 개인의 인센티브를 

보다 정확하게 부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불확실성과 오류로 인하여 불법행위에 

하여 과소 또는 과다 주의를 하는 왜곡을 줄일 수 있다. ② 판결의 결과가 실제

와 정확해지고, 당사자들이 다른 오판의 가능성에 기 지 않게 되면, 당사자들의 

기 의 차이가 좁혀져 화해가 보다 많이 일어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화

해가 사회적으로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전제 하에서 가능하다. ③ 법적 행위주체

의 위험기피성향을 가정하는 경우,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책임을 질지 아닐지

에 관한 불확실성이 감소하게 되면 위험부담의 감소로 인한 후생의 증가가 가능

하다.33)

오판가능성을 줄임에 따른 사회적 편익은 이상과 같지만, 이에는 사회적 비용

이 지출되기 때문에, 순편익이 극 화되는 점에서 사회적 최적이 달성된다. 그러

나 소송당사자의 인센티브는 이러한 사회적 최적을 달성하는 것과 괴리되는 것

이 보통이다. 왜냐하면 소송당사자에게 있어 법원의 오판가능성이 주는 것으로 

인한 편익은 승소로 인한 이익을 보다 확실하게 얻을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

다. 양자의 편익의 구성요소가 서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소송당사자들이 사회

적으로 최적의 오류가능성을 선택한다는 보장이 없다. 이는 앞서 언급한 소제기

의 인센티브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34) 피고가 50원의 주의

비용을 지출하면 사고금액 1,000원이 발생할 확률을 10%에서 1%로 줄어든다고 

하고, 원고가 과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1,000원이 드는데, 이 비용을 지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오판의 가능성이 50%라고 하자. 다시 말해서, 원고가 이 비용을 

지출하지 않아도 50%의 확률로 사고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

면 원고로서는 소를 제기한다 하더라도 1,000원의 비용을 지출할 이유가 없다. 

이를 지출함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기 값의 증가분은 500원에 불과하기 때

문이다. 만일 피고가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알고 있다면, 피고로서도 50원의 주의

비용을 지출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피고가 생각하는 사고금액은 500원에 불

과하고, 그렇다면 50원을 지출함으로써 사고발생확률을 10%에서 1%로 낮추더라

도 이는 45원의 기 이익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 사회적으로 

33) Shavell, Foundations, 451-456면.
34) Shavell, Foundations, 4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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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면 원고가 과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1,000원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원고가 1,000원의 비용을 지출하지 않아 사고확률이 10%인 경우 사회적 

비용은 기 사고금액 100원이지만, 원고가 1,000원의 비용을 지출하면 피고는 50

원을 지출하여 사고확률을 1%로 낮추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사회적 비용은 피

고가 지출한 50원과 원고가 1%의 확률로 지출하게 될 1,000원의 합인 60원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 사례와 반 로, 원고로서는 적극적으로 오판가능성을 줄

이고자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이러한 행위가 바람직하지 않은 사례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앞서 설명한 소제기의 경우를 유추해 보면 된다. 결론적으로 원고가 오

판가능성을 줄이려는 인센티브는 그로 인하여 자신의 소송결과에 따른 기 금액

이 얼마나 높아지는가에 달려 있는 반면, 사회적 최적은 이와 전혀 상관없이 정

해진다. 따라서 양자가 일치한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다.

3. 上訴制度

오판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상소제도를 생각할 수 있다. 상소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쉽게 긍정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지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오판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다른 방법, 

예를 들어 보다 제1심의 재판을 길게 하고 많은 판사를 투입하는 방법과 비교하

여 어떠한 점에서 더 효율적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만일 더 효율적이라면 왜 

모든 재판을 다시 검토하지 않고, 그 재판을 다시 검토할 것인지 여부를 당사자

들의 판단에 맡기는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상소제도를 채택하

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는 두 가지 필요조건은 ① 당사자들이 소송에 관한 정보

를 가지고 있어서, 판결이 법원의 오판에 기한 것이라는 점을 상당히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하고, ② 상급심 판단에 있어서, 오판에 기한 재판을 파기 또는 취

소할 확률이 올바른 재판을 파기 또는 취소할 확률보다 높아야 한다. 이 두 가지 

조건이 갖추어지면 국가는 적절히 수수료나 보조금을 이용하여 잘못된 판결의 

경우에만 다시 사법비용을 지출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어, 사회적으로 바람직

하게 된다.35) 이를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제1심의 재판을 길게 하거나 보다 많은 운용비용을 투입하는 것보

다 동일한 비용으로 상소제도를 운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이유는, 전자의 경우에

35) Shavell, Foundations, 458-4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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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모든 사건에 하여 그러한 비용이 투입되어야 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그 

중에서 일부 오판가능성이 높은 사건에 해서만 비용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오

판가능성이 적은 사건에 해서는 다시 비용을 투입하지 않음으로써 사회적 비

용을 절약한다. 그러나 오판가능성이 높은 사건들만 상소가 되는 것은 무엇이 보

장하는가? 위 두 가지 전제조건이 갖추어지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상급심에서 

파기 또는 취소될 확률이 잘못된 판결의 경우에는 80%, 정확한 판결의 경우에는 

30%라고 하자. 그리고 소송금액이 100원이라고 하자. 당사자들이 사건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법원의 확률을 알고 있다면, 당사자들의 기 값은 

잘못된 판결을 상소하는 경우 80원, 정확한 판결을 상소하는 경우 30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상소비용이 30원에서 80원 사이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

이 판단하기에 잘못된 판결만 상소가 이루어질 것이다. 만일 상소비용이 10원이

라면 당사자들로서는 어느 판결이든 상소하는 것이 이익이지만, 사회적으로는 비

효율적이므로 ―모든 사건이 상소될 것이므로, 차라리 제1심에서 상소제도 운

비용 상당을 투입하는 것이 개인의 상소비용 10원을 절약하는 길이 된다― 이 

경우에는 법원이 일정한 수수료를 부과하여 개인의 상소비용을 30원을 초과하도

록 만들어야 한다. 상소비용이 너무 높아 80원 이상인 경우에는 반 로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상소비용을 80원 이하로 낮추어야 한다.

그러나 위에서 논의한 것은 동일한 비용을 들여 상소제도를 두는 것과 제1심

의 운용비용을 증가시키는 것 사이에 어느 것이 효율적인가의 문제이다. 상소제

도가 제1심을 충실하게 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사회적으

로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러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인하여 생기는 사회적 편익이 더 작을 수도 있기 때문이

다. 예를 들어, 오판가능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500원이라고 하자. 그리고 

상소제도를 운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150원이라고 하고, 이 결과 위 사례와 

비슷하게 잘못된 판결만 상소되고 80%의 확률로 바로잡힌다고 하자.36) 그렇다면 

이 상소제도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상소제도를 운 함으로써 사회

적 비용이 250원으로 줄었기 때문이다.37) 그러나 만일 상소비용이 동일하게 150

36) 상소제도가 제1심 운용비용을 증가시키는 것보다 효율적이라는 말은, 80%의 교정확
률을 가지고 옴에 있어서 제1심을 충실하게 하는 방법은 150원보다 많은 비용을 소
모한다는 것이다. 그 근본적이 이유는 물론 상소제도는 잘못된 사건만 판단한다는 점
에 있다.

37) 150원 + 500원 × 20% = 2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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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더라도 교정확률이 30% 미만이거나, 교정확률이 80%인 경우라도 상소제도

의 운용비용이 4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모두 그 사회적 비용이 500원 이상이 

되므로 사회적으로 비효율적이다. 상소제도의 운용에 있어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다.

Ⅵ. 訴訟費用理論

1. American Rule v. British Rule

소송비용은 일반적인 민사소송법학에서는 크게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지만, 

법경제학에서는 아마도 가장 논의가 많은 부분일 것이다. 물론 그 이유는 법경제

학에서는 당사자들의 제소의 인센티브에 가장 큰 관심을 두기 때문이다. 일반적

으로 소송비용의 부담은 크게 미국식 제도(American Rule)와 국식 제도(British 

Rule)로 나눌 수 있다. 미국식 제도는 소송결과에 상관없이 자기의 소송비용은 

자기가 부담하는 “본인부담제도”이고, 국식제도는 패소한 당사자가 승소한 당

사자의 소송비용까지 사후적으로 부담하는 “패소자부담제도”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후자의 방법을 채용하고 있다(민사소송법 제98조). 물론 이미 

들어간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는 어디까지나 사후적 분배에 관한 룰이

다. 그러나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룰이 당사자들의 사전적 인센티

브에 향을 주게 된다. 특히 전통적으로 논의된 것은 당사자들이 화해를 할 것

인지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향이다. 앞서의 모든 설명은 소송비용을 당사자들이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하 으므로, 여기에서는 소송비용이 패소자에게 전가되면 

지금까지의 모델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차례로 생각해 보기로 한다.

(1) 소제기에 미치는 효과

패소자부담제도는 원고가 승소할 확률이 높은 경우 소제기를 장려하고, 반 로 

승소확률이 낮은 경우에는 소제기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진다.38) 예를 들어, 원고

의 승소확률이 70%이고 소송금액이 100원이라고 하자. 원고와 피고의 소송비용

은 각각 80원이라고 하자. 본인부담제도라면 원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80원의 비용으로 70원의 기 이익을 얻기 때문이다. 그러나 패소자부담제도라면 

38) Micheli, Economic Approach, 255-2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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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게 될 수 있다. 이 경우 원고의 비용의 기 값은 48원에 불과하기 때문이

다.39) 반 로 원고의 승소확률을 30%라고 하고 소송금액은 100원이라고 하자. 

신 원고의 소송비용은 10원으로 낮추도록 하자. 본인부담제도에서는 원고는 소

를 제기하게 된다. 10원의 비용으로 30원의 기 이익을 얻기 때문이다. 그러나 

패소자부담제도의 경우에는 비용의 기 값이 63원이 되기 때문에,40) 소를 제기하

지 않는다. 결국 패소확률이 원고가 피고의 소송비용까지 합한 전체의 소송비용

을 부담할 확률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패소확률이 높은 경우에는 소송비용 부

담이 본인부담제도 하에서보다 높고, 패소확률이 낮은 경우에는 본인부담제도 하

에서보다 비용부담이 낮게 되는 것이다.

(2) 소송과 화해의 인센티브에 미치는 효과

일반적으로 소송비용의 전가, 즉 패소자부담제도는 판결로 가는 인센티브를 더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1) 그 이유는 본질적으로 소송비용이 패소자에게 

전가되면 양 당사자가 소송으로부터 얻는 기 금액에 한 예상이 더 벌어지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원고기 이익 - 피고기 손실 < 원고소

송비용 + 피고소송비용”의 공식은 생각하지 말고, 원래의 논리인 “원고가 받아들

일 수 있는 최소화해금액보다 피고가 제시할 수 있는 최 화해금액이 커야 화해

가 이루어진다”는 조건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편하다. 예를 들어, 원고는 100

원의 소송금액을 80%의 승소확률로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고는 원고의 승

소확률을 30%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 경우 본인부담제도 하에서는 

소송비용의 합계가 50원을 넘으면 이 분쟁은 화해로 진행한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로서, 원고의 소송비용은 50원, 피고의 소송비용은 40원인 

경우를 생각해 보자. 소송비용이 패소자에게 전가되는 경우, 원고가 화해의 경우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금액은, 소송기 값 80원 - 전체 소송비용 90원 × 20% = 

39) (80원 + 80원) × 30% = 48원.
40) (10원 + 80원) × 70% = 63원.
41) Miceli, Economic Approach, 253-255면. 이에 관한 실증연구로는 James Hughes & 

Edward Snyder, “Litigation and Settlement under the English and American Rule: 
Theory and Evidence,” 38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225 (1995). 그러나 이에 

한 이론적인 반론으로는, A. Mitchell Polinsky & Daniel L. Rubinfeld, “Does the 
English Rule Discourage Low-Porbability-of-Prevailing Plaintiffs?”, 27 Journal of Legal 
Studies 141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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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원이 되고, 피고가 제시할 수 있는 최 금액은 기 손실 30원 + 90원 × 30% 

= 57원이 되기 때문에,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42) 쉽게 말해서, 당사자들이 

서로 승소확률을 상 방보다 낙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면 소송비용이 상 방에

게 이전될 가능성도 서로 더 높게 보고 있을 것이고, 그 결과 원고와 피고의 기

가 더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당사자들은 화해를 하지 않고 판

결을 구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효과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패소

자부담제도의 장점으로서 흔히 거론되는 것은 협박소송의 가능성을 줄인다는 것

이다. 승소확률이 매우 낮은 경우, 원고로서는 피고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피고로서도 소송으로 진행하더라도 자신이 손해볼 것이 없으

므로 원고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게 된다. 그 결과 협박소송의 가능성은 패소자부

담제도 하에서는 매우 줄어든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의 경우 집단소송이나 표소송이 기업을 협박하는 방식으로 남용될 우려가 적

다는 지적의 중요한 근거로 소송비용의 패소자부담원칙을 들 수 한다.

(3) 소송비용에 미치는 효과

패소자부담제도는 다음 두 가지 이유에서 소송비용의 지출을 증가시키는 효과

를 가진다. ① 먼저 소송비용을 지출하더라도 그 당사자에게 전액을 부담시키지 

않는다. 왜냐하면, 소송결과에 따라 일정 확률로 상 방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

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소송금액이 1,000원인데, 이 경우 1,000원의 소송비용을 

지출하면 승소확률을 10%에서 80%로 높일 수 있다고 하자. 따라서 700원의 기

이익 증가가 일어나는 것에 불과하므로 본인부담제도 하에서는 소송비용을 지

42) 이 계산을 잘 들여다 보면 패소자부담원칙 하에서 일반적인 화해조건을 만들 수 있
다. 원고가 화해금액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한은 “원고기 이익 - 전체소송비용 
× (1 - 원고가 생각하는 원고승소확률)”이고, 피고가 제시할 수 있는 최 한은 “피고
기 손실 + 전체소송비용 × 피고가 생각하는 원고승소확률”이 된다. 후자가 전자보다 
크면 화해가 성립하므로, 따라서 그 조건은 “원고기 이익 - 피고기 손실 < 전체소
송비용 × (1 - 원고가 생각하는 원고승소확률 + 피고가 생각하는 원고승소확률)”이 
된다. 이를 본인부담제도 하에서의 조건인 “원고기 이익 - 피고기 손실 < 전체소송
비용”과 비교하면, 결국 원고가 생각하는 원고승소확률과 피고가 생각하는 원고승소
확률의 차이에 따라 원래의 조건과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보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원
고가 생각하는 원고승소확률이 피고가 생각하는 원고승소확률보다 크다면, 위 조건의 
우변은 본인부담제도의 경우보다 작아지게 되고, 결국 조건을 만족하기 힘들게 된다. 
따라서 보다 더 화해가 일어나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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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할 인센티브가 없다. 그러나 패소자부담제도 하에서는 승소확률이 80%가 되면 

기 비용이 200원에 불과하므로 소송비용을 지출하게 된다. 승소확률이 높을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 ② 패소자부담제도란 소송의 승패가 

당사자에게 미치는 향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사자는 단순히 판결금액

뿐만 아니라 승소자의 소송비용까지 지불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승소의 

확률을 높이는 데 따르는 기 이익이 더 커지고, 따라서 동일하게 승소확률이 높

아지는 경우에도 본인부담제도 하에서보다는 패소자부담제도 하에서 보다 많은 

비용을 사용할 용의가 있게 된다.

2. 成功報酬의 效果

민사소송은 일반적으로 변호사가 주도하곤 한다. 따라서 변호사의 인센티브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변호사의 인센티브는 보수의 지불방식에 따라 달라지는데, 

여기에서는 성공보수(contingent fee)의 형태로 보수가 주어지는 경우 어떠한 인

센티브의 왜곡이 주어지는지 살펴본다. 성공보수라 함은 원고가 승소판결을 얻거

나 화해를 하는 경우 판결금액이나 화해금액의 일정 비율을 변호사에게 지불하

고, 만일 전혀 원고가 얻은 것이 없다면 변호사의 소송비용도 지불하지 않는 경

우를 말한다. 쉽게 말해서, 원고가 소송의 일정 비율만큼을 변호사에게 그 노무

를 가로 하여 매도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매도하는 통상의 이유는 물

론 리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다.43) 회사의 임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부여

하는 이유와 동일하다. 예를 들어, 변호사의 보수가 소송의 승패와 상관없이 정

해진다면 변호사가 고객의 이익을 위해 일할 아무런 인센티브도 갖지 못한다. 물

론 일정한 고정급과 약간의 성과급으로도 보수패키지를 짤 수 있기 때문에, 변호

사의 리비용을 줄이는 방법으로 성공보수는 상당히 극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공보수는 변호사의 인센티브, 특히 소송으로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화해를 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어떠한 함의를 가지는가?

① 먼저 원고의 인센티브를 생각해 보자. 원고는 100원의 소송금액을 80%의 

승소확률로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고는 원고의 승소확률을 30%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 경우 기본모델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소송비용의 합계

43) Cooter & Ulen, Law & Economics, 386-390면; Miceli, Economic Approach, 259-2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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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50원을 넘으면 이 분쟁은 화해로 진행한다. 이러한 경우로서, 원고의 소송비

용은 30원, 피고의 소송비용은 40원인 경우를 생각해 보자. 그리고 원고는 이 소

송에서 성공보수 합의를 하 다고 하자. 다시 말해서 30원의 비용을 변호사가 부

담하는 신 변호사는 이 소송에서 승리하면 50%의 금액을 가지고 간다고 하자. 

원고로서는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화해금액은 

80원이 된다.44) 피고로서 제시할 수 있는 최 화해금액은 기본모델에서와 같이 

기 손실 30원에 소송비용 40원을 더한 70원이다. 피고로서는 80원 이상을 제시

할 용의가 없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화해를 하지 않고 결국 소송으로 진행하게 

된다. 기본모델에서는 화해를 하 으나, 성공보수 하에서는 화해를 하지 않는, 다

시 말해서, 성공보수 하에서 보다 화해가능성이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인가? 위 

사례를 보다 정식화하면 쉽게 드러난다. 변호사에게 성공보수를 지급하고 원고가 

가질 수 있는 비율과 상관없이 원고가 화해금액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한은 

“원고기 이익”이 된다. 반면 피고가 제시할 수 있는 최 한은 “피고기 손실 + 

피고소송비용”이 된다. 후자가 전자보다 크면 화해가 성립하므로, 따라서 그 조

건은 “원고기 이익 - 피고기 손실 < 피고소송비용”이 된다. 이를 기본모델과 

비교하면, 좌변에서 원고소송비용이 없어진 것이 다르다. 따라서 좌변은 기본모

델의 경우보다 항상 작고, 그 결과 기본모델보다 조건을 만족하기 더 힘들게 된

다. 따라서 화해가 일어나기가 보다 어렵다. 결국 그 근본 원인은 원고가 화해금

액으로 “원고기 이익 - 원고소송비용”이 아니라 단순히 “원고소송비용”을 요구

하는 것에 있다. 이렇게 된 것은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변호사가 부

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공보수 하에서 원고의 인센티브는 일반적으로 

보다 소송으로 진행하려고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다시 말해서 전혀 리비용이 없는 변호사의 경우에는 성공보수 결과 화해가 줄

어든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② 그러나 실제로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변호사가 

소송을 주도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의사결정에 있어서 고객의 이익보다 더 중요한 

44) 여기서 원고는 승소시 100원이 아니라 50원을 얻기 때문에 최소 화해금액은 40원이
라고 오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성공보수 합의에서는 화해의 경우에도 변호사가 
50%를 가져간다는 것을 주의하여야 한다. 원고의 보수는, 판결의 경우 100원 × 80% 
× 50%, 화해의 경우 화해금액 × 50%가 된다. 따라서 원고는 100원 × 80% × 50% < 
화해금액 × 50% 조건을 만족하면 화해를 받아들인다. 따라서 최소 화해금액은 80원
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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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변호사의 이익이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변호사의 인센티브는 어떠한가? 예

를 들어, 위 사례를 생각해 보자. 피고가 70원의 화해금액을 제시하여 왔다고 하

자. 위에서 자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제의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 

받아들이면 35원을 얻지만, 소송으로 가면 40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변호

사는 어떠한가? 변호사는 이를 받아들이면 35원을 얻는다. 소송비용을 30원 지출

하는 경우 기 금액은 40원이므로, 결국 변호사는 소송으로 가는 겨우 10원의 

이익을 얻는다. 따라서 변호사로서는 피고의 70원 화해금액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익이다. 일반적으로 변호사는 성공보수, 즉 승소시 기 판결금액의 일부와 소

송비용 전부를 비교하기 때문에, 앞서 본 기본모델의 경우 원고가 기 판결금액

의 “전부”와 소송비용 전부를 비교하는 경우보다도 더 화해로 가는 인센티브가 

강하다.45) 따라서 결론적으로 변호사의 리비용이 성공보수의 효과를 결정한다

고 하겠다. 변호사가 고객의 이익을 상당히 충실하게 반 한다면 화해의 가능성

이 줄어들지만, 반 로 변호사의 리비용이 상당히 높은 경우에는 성공보수 약

정이 보다 화해로 갈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하겠다.

Ⅶ. 을 맺으며

이상에서 경제학적 분석틀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에 관하

여 살펴보았다. 민사소송의 법경제학에 한 기초적인 서베이 논문을 목적으로 

한 것인 만큼, 경제학적 배경이 없는 사람이라도 찬찬히 읽으면 기본적인 논점 

및 법경제학적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있었기를 희망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

이, 민사소송법은 당사자들이 경제적 인센티브에 의하여 전략적으로 행동할 가능

성이 크다는 점에서 경제학적 접근방법이 상당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우리나

라에서도 이러한 기초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향후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전

개되기를 희망한다.

45) Miceli, Economic Approach, 2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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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conomic Analysis of Civil Procedure
―A Survey―

46)

OK-RIAL SONG
*

This survey provides an overview about the current debates of economic 

analysis of law of civil procedure. Built on the efficiency perspectives, the 

economic analysis of law assumes that rational individuals regard the legal 

system as imposing implicit prices for their choosing certain kinds of behaviors, 

and thus such “ex ante” incentives of individuals are determined by specific 

legal rules. Civil procedure provides the most interesting examples, because there 

are explicit conflicts of interests, in which the gain of one party means the loss 

of the same amount of the other opposing party. Several theories have been 

developed, and this paper tries to explain them in more understandable ways.

In the Chapter II, the paper start with asking why trials “should” occur. In 

other words, what are the social costs and benefits of civil procedure system. By 

identifying the social costs and benefits of suits, it should be emphasized that 

the private incentive to suit is highly likely to diverge from the socially optimal 

level of suits. Plaintiffs make their filing decision based on a comparison of 

their private costs and benefits, but “social” costs and benefits are not 

internalized in that calculation. In the following Chapter III, the basic model of 

civil procedure ― so called “differing-perception” model― is closed examined. 

According to this model, litigants disagree about the likelihood of a trial 

outcome based on different opinions, and the level of suits and settlements is 

determined by the degree of such disagreement.

The Chapter IV deals with the most interesting topic in this area, which is 

the theories of “frivolous” or “strike” suits. Such kind of suits attracts atten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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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ause the expected payoff of plaintiff from filing a suit is negative. It is quite 

understandable if the defendant is assumed to be ignorant of the frivolous nature 

of the suit. Recent theoris, however, have argued that, even if the defendant 

knows what the plaintiff knows, the suits are likely to end up with settlement. 

This paper summarizes the result of previous researches, such as Hylton (1990), 

Rosenberg & Shavell (1985), and Bebchuk (1996). The Chapter V briefly 

examines the procedural aspects of the rules; rules on revelation of information 

and appeal system, and finally the Chapter VI summarizes the current debates on 

the effect of different rules allocating litigation costs between plaintiffs and 

defendan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