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 내부협상 전략과 정책적 

함의: 
양면게임이론을 중심으로

허  윤｜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본 연구의 목적은 통상(通商)협상 시 한국 정부가 고려해야 할 국내 대응전략을 내부협상의 관

점에서 도출하는 데 있다. 내부협상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내부협상을 외부협상의 설명

변수 혹은 제약조건으로 가정하고 분석의 초점을 외부협상에 둠으로써 내부협상 자체에 대한 중요

성이 간과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내부협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도구’들에 

대한 분석은 전무하다. Putnam(1988)이 제시한 ‘윈셋(win-set) 3대 결정요인’ 또한 외부협상가의 

전략과 정치변수를 포함, 내부협상 이해관계자들의 선호 분포와 연합에 관한 변수까지 고려하고 있

지만 정작 내부협상을 둘러싼 국내 정책변수는 결정요인의 범주에서 제외되어 있다. 내부협상 관련 

국내 정책과 제도를 협상분석에서 제외함으로써 기존의 연구는 내부협상을 최적화할 수 있는 ‘정책

도구의 활용’이라는 중요한 측면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내부협상 관련 정책변수를 

고려한 ‘내부협상 3대 결정요인’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전통적인 변수라 할 수 있는 ‘협상의 선호

분포와 조직화’ 및 ‘정치적 변수’에 ‘국내 정책 변수’를 추가하여 한국 내부협상의 양상을 분석하고 

그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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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다자통상체제가 흔들리고 있다. 이미 위축된 WTO(World Trade Organi 

z-ation, 세계무역기구)의 입법기능에 이어 사법부라 할 수 있는 분쟁해결기

구 또한 예산의 부족과 보호주의의 높은 파고에 휘청거리고 있다.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와 TTIP(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와 같은 

메가(mega) FTA를 통하여 새로운 국제규범을 제정하고 이를 토대로 다자체

제를 견인하려던 미국과 EU(European Union, 유럽연합) 등 선진국들의 대

안적 시도도 어려움에 봉착했다. 트럼프의 등장과 영국의 EU 탈퇴 추진으로 

교착 상태에 빠진 것이다. 

한국은 2004년 한 · 칠레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발

효를 시작으로 지난 13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한 · 미 FTA, 한 ·

EU FTA, 한 · 아세안 FTA, 한 · 중 FTA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를 포함, 

총 52개 국가와 15개의 자유무역협정을 성공적으로 맺으면서 동아시아 FTA 

허브로 자리 매김하는데 성공하였다. 박근혜 정부에서만도 중국을 비롯한 6

건 신규 FTA를 타결했으며, 세계 10대 교역국 중 미국, 중국, 유럽연합과 

모두 FTA를 체결한 유일한 나라가 되었다. 

하지만 최근 우리 사회에서 개방정책의 추진에 대한 국민적 지지 기반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이는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2008년 글로벌 금

융위기를 겪으면서 세계 주요국 정부들은 대부분 형평성(equity)과 효율성

(efficiency)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에 관심

을 기울이게 되었다. 한국도 개방의 대원칙은 견지하되 그 과정에서 발생하

는 많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문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하지만 개방에 따른 국내대책 수립주체가 부처별로 

분산되어 범부처간 효율적인 협업 체계가 가동되지 않고 있으며 그 결과 외

부협상과 내부협상을 통합적 ·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협상을 추진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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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거버넌스의 구축에 실패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17년 5월 출범한 한국의 신정부가 향후 시장개방 협

상을 추진할 때 고려해야 할 국내 대응전략을 내부협상의 관점에서 제시하는 

데 있다. II장에서는 연구의 이론적 틀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그 적용 사례를 

추적하였으며 III장에서는 내부협상 이론을 적용하여 내부 갈등의 양상과 정

도 그리고 국내협상 원활화를 위한 국내 정책도구들의 운영현황과 문제점들

을 살펴보았다. IV장에서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V장은 결론이다. 

II. 내부협상 이론의 발전과 분석의 틀 

1. Putnam의 ‘양면 게임’ 모델  

Putnam(1988)에 의해 제시된 ‘양면 혹은 2단계 게임’ 모델은 협상자가 국

내의 비준 절차(ratification procedure)의 존재로 인해 국가(정부) 간의 협상

인 외부협상은 물론 국내에서의 내부협상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다. ‘1단계 게임’은 양국 정부 협상대표 간에 서명을 목표로 이

루어지는 외부협상을 의미하고, ‘2단계 게임’은 정부와 자국 국민 간의 비준

을 목표로 이뤄지는 내부협상을 말한다. 이 비준절차라는 제도로 인해 외부

협상자로서의 정부는 협상 과정 중 ‘외국으로부터의 불리한 결과는 최소화 

시키면서 국내적 요구와 압력을 정치적으로 충족시키는 데 자신의 노력을 극

대화’하는 목적함수 하에서 행동한다. Putnam의 이론은 이후 정책공간론적, 

분배론적, 사례론적이라는 3가지 접근 방식으로 논의가 확장, 심화되었고 현

재에도 파생 논리와 접목 이론이 소개되고 있다.1

 1. 정책공간론적 관점이란 “‘공간적 협정(spatial agreements)’이라는 정책 공간 상의 점
들에 의해 표시되는 협정 또는 협상을 ‘국내 제약 조건’과 ‘국내 제도의 차이’를 중심
으로 연구하는 관점”이다(Tarar, 2005). 예를 들면, Milner(1997), Milner and 
Rosendorff(1997), Garriga(2009)의 연구가 이에 속한다. 분배론적 관점이란 협상 내
의 각 행위 주체자들 간에 일정한 성과(pie)를 분배하는 방식과 경로에 초점을 맞추
고 협상을 연구하는 관점이다. Rubinstein(1982)에서와 같이 게임이론 모델들이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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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tnam의 정의에 따르면 ‘윈셋(win-set)’이란 “내부협상의 당사자인 국민

들에게 비준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외부협상의 협상안들”이다. 즉, 윈

셋이란 “해당국 국민들이 현재 상태보다 선호하는 파레토 개선(Pareto- 

improvement) 정책들의 모임들”이다(Humphrey, 2007). 윈셋의 크기는 협상

의 성공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국내 제약, 즉 국내의 압력이 강하면 해

당국의 외부협상에서의 윈셋이 작아지며, 반대로 국내의 압력이 약하면 해당

국의 외부협상에서의 윈셋이 커진다(Garriga, 2009). 이때 ‘국내 제약’이란 

“협상 결과에 대해 국내의 지도자를 벌하거나 혹은 보상하는 국내 제도적 메

커니즘”으로 볼 수 있다(Chapman, 2012).

Putnam이 제시한 윈셋 크기의 3대 결정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내부

협상 이해 관계자들 사이의 선호분포와 연합이다. 내부협상에서 이해관계자

들을 포함한 국민들의 협상관련 선호 분포는 비준에의 참여 여부와 난이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정보 변수이다. 내부협상에서의 선호 분포는 성격에 따라 

동질적(homogeneous) 혹은 이질적(heterogeneous) 이슈로 구분된다. 동질적 

이슈는 내부협상의 국내 행위자들이 해당 협상에 대해 유사한 선호를 갖는 

것을 의미하고, 그 결과 협상에 대해 높은 수준의 동의가 이루어짐을 의미한

다. 이질적 이슈는 내부협상의 국내 행위자들이 해당 협상에 대해 서로 다른 

선호를 갖는 것을 의미하고, 협상에 대해 일국 내에서 분열된 시각을 갖게 

됨을 의미한다. 둘째는 국내 정치 제도이다. 내부협상에서의 국내 정치 제도

는 게임의 규칙을 정하고 관련 국내 행위자들의 정치력에 영향을 주는 중요

한 변수이다. 예를 들어 비준 절차의 방식, 선거관련 제도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협상가의 협상전략을 들 수 있다. 협상 전략의 종류로

는 측면보상(side-payment), 이슈 연계(issue linkage), 반향(reverberation), 

협상시한 지연(deadline delay)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된다. 사례론적 연구는 다양한 사례의 현실적 특수성을 강조하는 측면이 강하다. 자
세한 내용은 Ko(20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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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협상 이론의 한국 적용 사례      

 

안세영(2002, 2010)은 Putnam(1988)의 윈셋 크기의 3대 결정요인을 5대 

결정요인으로 보다 세분화 하여 한 · EU, 한 · 일 FTA에 관하여 분석을 시도

했다. 내부협상의 5대 결정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협상 사안의 성격이

다. 협상 사안에 대한 선호함수가 동질적이면, 즉 승자와 패자의 구별이 명확

하지 않으면, 내부협상은 상대적으로 쉬워진다. 반면 이질적이면 내부협상은 

어려워진다. 두 번째는 내부집단의 반응으로 개방으로 손해를 보는 패자 집

단은 정치적으로 강하게 반발하는데 반하여 상대적으로 승자집단이 침묵하

면 내부협상은 실제 선호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균형을 잃고 난항

을 겪게 된다. 세 번째는 협상 사안의 정치 이슈화이다. 협상사안이 합리적 

공론화 과정을 거부당하고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는 형식으로 정치 이슈화 되

면 내부협상은 어려워진다. 네 번째는 정치적 동기이다. 정치가들이 선거 승

리와 국내 정치세력의 규합 등을 의식해 정치적 목적과 동기 하에서 내부협

상에 개입하면 내부협상이 어려워진다. 마지막은 정치적 리더십이다. 즉, 대

통령 등 협상의 최종 리더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으면 내부협상이 

어려워진다. 안세영의 연구는 한국의 통상협상에 있어서 내부협상의 내용과 

성패가 어떤 역할을 하는 지에 대한 유의미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 밖

에도 류규열(2004), 박승락(2011), Strohmaier(2008), 황창호(2011), 김기흥

(2012), 김정수(2004), 이경희(2010), 이시영 · 전성희(2004) 등이 내부협상 

이론을 우리나라의 통상협상에 적용하여  다양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의 관계, 대통령의 리더십, 시민단체의 선호도 등의 변수를 중심

으로 우리나라 내부협상의 패턴과 결정요인들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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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내부협상 이론 적용의 정책적 함의: 선진국형 메가 
FTA를 중심으로 

내부협상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내부협상을 외부협상의 설명

변수 혹은 제약조건으로 가정하고 분석의 초점을 외부협상에 둠으로써 내부

협상 자체에 대한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내부협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도구들에 대한 분석은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Putnam이 제시한 ‘윈셋 3대 결정요인’ 또한 내부협상을 둘러싼 국내 

정책변수는 결정요인의 범주에서 제외되어 있다. 내부협상 관련 국내 정책과 

제도를 협상분석에서 제외함으로써 기존의 연구는 내부협상을 조절할 수 있

는 ‘정책도구의 활용’이라는 중요한 측면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Mayer 

(1992, 2010)는 측면보상(side-payment)을 포함한 국내 정책이 분열된 일국

의 이해관계자 상황을 전제로 해당국의 국내 제약조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며 이는 윈셋의 크기를 확장시켜 외부협상의 성공 가능성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분석한다. 이 논리는 한국의 내부협상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예를 들어 트럼프의 비준 철회로 철퇴를 맞은 TPP가 미국의 

정치 상황 변화로 다시 수면 위로 떠 오르는 상황을 예상해보자. 한국 정부

는 ‘분열된’ 반응을 보일 한국 이해관계자들을 상대로 내부협상의 원활화를 

위해 정부가 운영 중인 국내 정책 도구 혹은 조직이라 할 수 있는 무역조정

지원제도, FTA 국내대책국, 그리고 통상절차법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

여 국내 제약을 완화하고 협상의 윈셋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정책변수를 고려한 ‘내부협상 3대 결정요인’을 다음과 같이 새

롭게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는, ‘협상의 선호분포와 조직화’라는 전통적인 결

정요인이다. 둘째는, ‘정치적 변수’로 정치제도, 정치이슈화 가능성, 정치적 

동기, 정치적 리더십 등을 포함하는 정치적 요인이다. 셋째는, ‘정책적 변수’

로 내부협상 원활화를 위한 각국의 정책 혹은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 

지 여부를 고려하기 위해 포함시킨 변수이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첫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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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결정요인은 이미 기존의 연구, 예를 들어 Putnam(1988)이나 안세영

(2010)에서 분석하고 있는 변수들이지만 ‘정책적 변수’는 본 연구에서 처음 

고려하고 있다. 이제 이 세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내부협상 이론을 한국에 적

용하여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보자. 

1. 선호분포와 조직화 

시장접근, 서비스, 투자, 지재권 등 전체 세부 협상 쟁점을 종합하여 분석

해 보면 일본과 미국이 포함된 21세기형 메가 FTA(예를 들어 TPP의 부활 

혹은 4차 산업 선도를 목표로 한 한 · 미 · 일 FTA)의 경우 회원국 간 입장 

차이가 확연하고 국내에 미치는 영향 또한 ‘이질적’ 사안으로 인식될 가능성

이 크다. 특히 원산지 검증 완화, 유기농 제품의 인증시스템, 금융회사의 고

객 데이터베이스 공유, 자동차 분야의 비관세장벽 완화 등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요구가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메가 FTA가 

NAFTA + 한국 + 일본 + 호주 + 뉴질랜드의 형태로 추진될 경우 호주

와 캐나다, 뉴질랜드 등 영연방 3개국의 우리나라 농업 시장 개방에 대한 압

력이 거세질 것으로 보이며, 일본산 정밀기계, 부품소재, 자동차 등의 수입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면서 국내 농민과 제조업 일부에서 함께 반발할 가능성

이 농후하다. 특히 한국은 승자 집단이 패자 집단에 비해 전통적으로 목소리

를 내지 않는다. 선호관계의 시현과 거래비용 및 조직화의 비대칭성 등으로 

인하여 개방으로 손해를 보는 패자 집단은 정치적으로 강하게 반발하는데 반

하여 승자 집단이 침묵하면 내부협상은 더욱 어려워진다. 정부가 충분한 설

득없이 선진국형 메가 FTA의 가입 추진에 나선다면 국내적으로는 비교적 

조직화가 잘되어있는 피해그룹의 거센 저항이 예상되며 특히 농민단체와 부

품소재, 자동차 제조업자들의 반발 또한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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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치적 변수

협상사안이 국회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정치이슈화(politicized) 되면 내

부협상은 어려워진다. 미국 주도의 메가 FTA는 국내 사회단체들과 일부 학

자 및 언론들에 의해 ‘한 · 미 FTA의 심화 내지는 연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

다. 특히 영연방 3개국에 대한 우리 농 · 축 · 수산업 시장의 추가적 개방과 일

본 제품에 대한 국내 시장개방 및 미국식 ISD(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의 아 · 태지역 확대 등에 대하여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정치이

슈화 될 가능성이 크다. 메가 FTA가 쌀 관세화와 미국의 30개월 이상 쇠고

기 시장 개방 압력 및 각종 민영화 괴담과 연계하여 논의가 증폭될 경우 

2008년 5월 광우병 파동의 재연을 맞을 수도 있다. 정확한 피해규모 산정과 

함께 합리적인 피해 대책을 수립하여 정부가 대국민 설득에 나서는 등 정치

이슈화에 대한 준비를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트럼프와 일본의 아베 

등 주요 교역상대국 정치지도자들은 하나같이 국내정치적 요소를 고려하여 

통상정책을 정치화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포용적 통상정책의 기조를 채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아울러 국회의원들의 정

치적 동기가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여 내부협상에 부담

이 될 것이다. 마지막은 정치적 리더십이다. 대통령 등 협상의 최종 리더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으면 내부협상이 어려워진다. 대통령의 정치력 

리더십은 여당이 국회 다수를 차지하지 못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발휘될 것이

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원들의 집단적인 반발과 농민 및 일부 제조업체의 강

력한 저항에 부딪힐 경우 문재인 대통령은 이전 노무현 대통령과는 달리 정

치적 타협의 길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한국의 향후 시장 개방은 내

부로부터 더욱 험난한 길이 예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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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적 변수 

정부가 운영 중인 국내 정책 도구 혹은 조직이라 할 수 있는 무역조정지

원제도, FTA 국내대책국, 그리고 통상절차법을 중심으로 내부협상에 미치는 

정책변수들을 분석하여 보자.   

1) 무역조정지원제도

무역조정지원(Trade Adjustment Assistance, TAA)제도란 일국의 정부가 

국가 간 무역협정을 통해 무역 자유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받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집단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로써 

한국은 2003년 FTA 로드맵 준비 기간부터 본 제도의 도입을 검토 하고 

2006년 4월 법률 제정을 거쳐 2007년 4월 29일부터 동 제도를 시행하고 있

다. 현재까지 우리나라 무역조정지원 제도의 운영 내역을 보면 상담

(consulting) 지원이 아니라 주로 시설 자금 및 운전 자금 대출에 집중되었

고, 시장개방의 최종 피해자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내역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기존 중소기업 지원 제도와의 차별성을 확보하지 못한 대표적인 

통상 정책 실패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제도는 경쟁력이 없는 한계 기

업을 전업 혹은 폐업으로 유도하기보다는 국민의 세금으로 온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열위 산업을 유지하고 자본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 피해 기업에게 설비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금액을 융자 형태로 제공

하는 지금의 지원 형태는 저금리시대에 기업에 있어서도 큰 인센티브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나아가 도덕적 해이나 역선택

의 문제 등을 발생시킬 소지가 크다. 현재 한국의 무역조정지원제도는 내부

협상 원활화를 위한 정책변수로서의 기능은 상실한 상태이다.   

 

2) FTA 국내대책국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FTA 국내대책국은 통상협상의 체결과정에서 국내대

책의 수립을 주도하며 범부처 간 효율적인 협업 체계를 가동하기 위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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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으로 박근혜 정부의 조직 개편에 따라 통상정책과 교섭, 사후대책을 종

합적으로 연계 할 수 있는 조직 체제로 전환한다는 취지하에 과거 기획재정

부 산하 FTA 국내대책본부가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전하여 축소된 조직이다. 

2007년 6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국내대책 업무 총괄 업무수행을 목

적으로 재정경제부 산하에 한시 조직으로 설치된 후, 2008년 3월 1일 정부 

조직 개편과 함께 기획재정부 소속 FTA 국내대책본부로 변경된 바 있다. 

FTA 관련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 피해산업에 대한 보완대책 수립, 

시행 및 중소기업들의 FTA에 대한 정보 제공, FTA 체결 변화에 신속히 대

응할 수 있도록 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FTA 활용 증진 사업 추

진, 기타 FTA 국내 관계자 대상 홍보 및 대학 지원, 협의체 운영 등을 주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산하의 FTA 국내대책본부 시기에는 예산을 결정하는 기획재

정부의 권한을 지렛대로 부처 간 이견 조정이 용이하였던 측면이 있었으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서는 농림축산부, 해양수산부 또는 서비스업을 상당 

부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 간의 원활한 정책 조율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고(정인교, 2013; 박원석, 2013) 업계와의 주요 통상 

협의가 자동차를 비롯한 제조업 중심으로 추진되다 보니 농림, 축산, 서비스

업계 등의 내부 의견 반영이 상대적으로 미진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산업의 육성과 지원 및 보호를 담당하는 산업업무와 개방을 통한 경쟁체제를 

지향하는 통상업무가 정부의 한 부처에 소속되어 있어 산업통상자원부 내에

서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하면서, 예산과 인원의 절대 우위를 점하고 있는 산

업과 에너지 업무에 통상업무가 뒷순위로 밀리면서 낮은 수준의 개방을 추구

해 왔다는 우려가 높다. 

현재 국내대책국의 업무는 주로 정보제공과 대외홍보에 국한되고 있다. 내

부협상의 한 축인 국내 피해산업과의 실질적 협의 및 설득작업이 국내대책 주

요 업무에서 빠진 상황이다. 따라서 국내대책국은 개방압력을 가하면서 동시

에 측면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2017년 5월 문재

인 정부의 등장으로 집권 여당이 된 민주당도 ‘우리나라가 FTA 체결을 가속

화하고 향후 TPP,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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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중 · 일 FTA를 포함한 양자, 다자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일정 등을 고려

할 때 현재의 인원이나 예산에 대한 대폭적인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

시한 바 있다(민주당, 2014). 국무총리실 산하 혹은 기재부로 FTA 국내대책

국 업무를 이관하여 부처별 산업피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보상지원책을 

제시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통상절차법 

2012년 1월 한국 국회에서는 FTA 추진에 따른 극심한 국론 분열과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상절차법‘이 정식 입법되었다. 투명

한 정보 공개, 통상협상 진행 과정에 정치권의 합의 및 참여 유도, 통상 정책

에 대한 대내외 신뢰도 제고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일환으로 17대 국회

에서부터 관련법 제정이 논의되었고 수차례 협의 과정을 거쳐 마침내 입법화

되었는데, 이로써 우리나라 교역상대국 30개국 중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도 

내부협상의 원활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하나인 통상절차법이 도입된 것이

다. 통상절차법의 도입에 관하여 당시 주무부처인 외교통상부는 이를 반대하

는 입장이었다. 반대의 주 논지는 두 가지인데, 첫째, 위헌의 소지가 있는 통

상절차법이 외부협상의 효율적 진행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과, 둘째, 통상협

상에서 중요한 정보에 관한 비밀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통상 

정책 수립과정에서의 절차적 투명성 및 국민 참여 확대의 기회를 부여하는 

일반적 적용 조항 “정보 공개 의무조항”을 통상절차법에 포함하는데 따른 우

려의 시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동 절차법은 통상정책에 대학 국민적 신

뢰 기반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시행에 이르게 되었다. 물론 협상국

가에 전략 노출 위험이 있거나 상대국의 요청에 의한 특별한 경우에는 공개 

대상에 제외시킬 수 있는 장치로서의 예외 사항들을 포함시켰다.    

현재 발효된 통상절차법 내용을 살펴보면, 협상 진행과정에서 협정 체결의 

변화가 있을 경우 혹은 추가적인 파급효과와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된 제10조항 관련, 통상협상 사안마다 국회 보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는 국회 일정의 변경과 협상 상대국과의 협상 

일정 조율간의 문제 등으로 인한 실질적인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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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의 협상 권한에 대한 상대국 불신으로 인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협상의 기반을 저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정

보공개 투명성의 기본 취지에는 이견이 없으나 정보 관리의 부실로 인한 정

보유출 등으로 인해 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협상력 약화로 작용할 수 있는 가

능성에 대한 내부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  

통상절차법은 통상협상의 전 과정에 여당 및 야당, 이해관계자들의 사전적

인 참여 유도를 통해 사후적 책임 전가 등의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해

관계를 내부화하려는 취지에서 입법화된 것이니 만큼,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비효율 문제나 조항의 해석을 두고 발생되는 이견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법리적 해석을 통한 보완이 필요하나 본 절차법이 발의된 원래의 취지를 훼

손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IV. 향후 내부협상 전략과 정책적 제안 

내부협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측면을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외부협상과의 연계성이다. 실제 내부협상의 과정은 외부

협상에서 중요한 협상수단이 될 수 있다. 둘째,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원칙이

다. 개방의 원칙은 확고히 한 가운데 구체적인 대책의 강구 및 제공에 있어

서는 다양한 정책변수의 최적 활용을 통하여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전략

이다. 셋째, 정책변수의 활용에 따른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성과에 대한 철저

한 점검을 통하여 정책과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우리나라 내부협상 전략의 수립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새

로운 정책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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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부협상 마스터 프로세스 매뉴얼(Master Process Manual, 

MPM) 도입

정부는 내부협상에 관한 범정부적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하고 이 같은 기

반 하에서 내부협상 마스터 프로세스 매뉴얼을 도입했으면 한다. 항후 FTA 

국내대책국은 대외 개방 협상 시 내부협상 관련 유관 부처별 구체적인 세부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수립, 마스터 프로세스 매뉴얼을 작성하여 국내 대

책에 대한 부처별 정책 추진 일정과 기대 효과의 달성 및 진척도 등을 상시

적으로 점검하고 조정하여 내부협상의 원활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즉, 통

상 절차법에 명시된 각종 주요 절차를 내부협상 프로세스의 내용에 포함시키

고 무역조정지원제도를 내부협상의 당근으로 활용하여 그 진척도와 성과에 

대한 상시적 점검과 조정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향후 국가 

통상협상에 대한 일관성 있는 내부 정책의 경험 자료로 활용 가능할 뿐만 아

니라 통상절차법과 마찬가지로 통상 이슈가 특정 이해 관계자에 의해 악용될 

소지를 사전에 차단함과 동시에 국내 대책 담당 업무에 대한 객관성 확보, 

업무의 전문화 축적 자료로 활용 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 객관적인 내부 반응 진단 도구 도입

통상협상 관련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국정 공백 및 정책의 방향성 상실은 

궁극적으로 국가 전체의 손실인 만큼 진보 혹은 보수의 과도한 정치적 이해

관계에 휘둘리지 않는 공정한 내부 반응 진단 도구의 도입이 필요해 보이는

데, 예를 들어 언론사 사설 집계, 시위 건수, 기업인 설문, 소비자 설문 등의 

집계 내역을 종합하는 인덱스를 개발하여 내부 반응 진단 도구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한국노동패널의 국민 설문제도 활용 등도 고려

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FTA 체결에 대한 국민 선호도 조사로는 Naoi 

and Urata(2013)가 연구한 가구 소득별, 직업군별 선호도 조사를 비롯,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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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정규직, 비정규직) 교육수준, 거주지역, 성별, 나이 등을 포함한 설문제

도를 실시하여 향후 통상 정책수립 시 정확한 내부협상 대상 및 전략 파악에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3. 비경제적 부수효과 분석

현재의 거시적, 미시적 영향 평가는 계량화가 가능한 경제변수를 중심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실제 메가 FTA 가입이 가져오는 비경제적 부수효과에 대

한 연구분석은 전무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 중에 신속

히 체결한 한 · 미 통화 스왑 및 2014년 2월 23일 체결한 5조 원가량의 한 ·

호주 통화스왑(currency swap), 최근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미국 의회의 협

조 등 경제통합으로 인한 직 · 간접 파급 효과를 분석하여 내부협상 시 효과

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경제통합을 통해 외교와 안보, 환경과 인권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범국가적 공조가 가능하고 일부 실증 연구들이 밝힌 비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결과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내부협상의 전문화

기업의 경우에도 노조협상 담당, 사내 여론진단 담당 및 대외협상 업무 등

에 필요한 인력을 전문적으로 양성 및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내

부협상의 전략과 전술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절

차와 평가는 가급적 표준화 및 객관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지만 상황 판단 및 

전술은 다양한 경험과 훈련에 의해 체계화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 

양성은 향후 효과적인 내부협상을 위한 필요 조치로 보이고, 일본이나 미국

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의 내부협상 관련 인원 및 예산, 기능 등의 사례 검토

를 통하여 내부협상 전담업무의 조직과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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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역조정지원 제도의 획기적 개선

개방 피해 중소기업 지원책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 무역조정지원제도는 실

적이 저조하고 지원의 방향성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는 방식이라 전

면적 개편이 불가피하며, 동 제도의 원래 도입 취지에 맞게 내부협상의 정책

적 수단으로 자리매김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허윤, 2013). 피해

산업에 대한 하향식 정부 지원이 미국 TAA에서와 같이 실직근로자 보호 영

역으로 확대될 경우 국가 전체의 재정지출 부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피

해 보상은 일종의 환경세(Pigovian Tax)와 같은 개념으로 인식하여 개방으

로 인해 실질적인 이익을 보는 집단이 일정 부분 분담하게 하고 피해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 후 일정 기간 지급하고 소멸하는 형태로 전환 가능하다

고 판단된다. 이 경우 탄소세 형태로 부과(특별법 제정 필요), 혹은 수출 부

과세 환급세율 적용 재조정검토를 고려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선진국에 비

해 법인세를 인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자칫 생산

기지의 해외 이전, 국외 가공 등을 통한 세금 도피(tax evasion) 발생 가능성

도 있으며, 이 경우 국내 고용에는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점도 고려

해야 한다(OECD, 2012). 중소기업 지원책으로 유지할 경우 운전자금이나 

설비자금 지원이 아닌 컨설팅 서비스 제공 위주로 전환해야 하며 중 · 장기 

적으로는 개방 피해자들에 대한 소득보조와 교육 훈련 기회의 제공이라는 사

회안전망 확대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다양한 개선 방안에 대한 추가 연

구 및 공론화 역시 필요하며 이에 앞서 관련 단체들과도 충분한 검토 및 협

의가 선행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된다. 

6. 통상절차법의 전략적 이용

통상절차법은 상대국과의 통상협상 시 전략적인 카드로 활용될 수 있으며 

통상절차법 개요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상협정 체결 과정에 다양한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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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내부 관계자 설득에도 훌륭한 도구로 사

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통상절차법 제6조 공청회 개최, 제7조 체결

계획의 수립 및 보고, 제4조 정보 공개 의무 등은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어려

움은 예상되지만 일단 정착 후에는 통상 정책에 대한 정치적인 영향력으로부

터 오히려 벗어날 수 있는 기회로 보이며, 정권의 선호도에 따라 방향성이 

수시로 바뀌는 경우를 최소화하는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V. 결론

본 연구는 내부협상의 관점에서 통상협상을 둘러싼 국내 대응전략을 분석

하고 있다. 수정된 Putnam의 ‘2단계 게임’ 모델을 중심으로 내부협상 3대 요

인을 새롭게 제시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 보았다. 

내부협상의 원활화를 위한 정책적 제안은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째, 정부는 마스터 프로세스 매뉴얼을 작성하여 국내 대책에 대한 부처별 정

책 추진 일정과 기대 효과의 달성 및 진척도 등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조정

하여 내부협상의 원활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둘째, 진보 혹은 보수

의 과도한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는 공정한 내부 반응 진단 도구의 

도입이 필요하며, 셋째, 경제통합이 가져오는 비경제적 부수효과에 대한 연

구분석의 결과가 효과적으로 홍보될 필요가 있으며, 넷째, 내부협상의 전략

과 대책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무역

조정지원제도, FTA 국내대책국, 그리고 통상절차법의 업무가 내부 갈등 최

소화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내부협상의 원

활화라는 원래의 제도 도입 목적에 초점을 맞춰 효과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대내외 협상 과정에서 최선의 결과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

받침할 수 있는 범정부적 내부협상 거버넌스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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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 Diplomacy and Domestic Policy Factors in Korea:
Using the Logic of Putnam’s Two-Level Game Theory

Yoon Heo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ogang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the current state of Korea’s internal negotiation system and 
the role of domestic policy factors in the process of Korea’s future mega-FTA 
negotiations. Alongside Putnam’s three ‘win-set’ size determinants, I identify a new 
set of determining policy factors to analyze the current institutional arrangements 
available for the ratification of future mega-FTAs in Korea: Trade Adjustment 
Assistance (TAA), FTA Domestic Planning Division, and the Trade Procedure Act. 
With the anticipation of strong domestic opposition to the ratification procedure, I 
believe that six policy suggestions—adopting a Master Process Manual (MPM), 
finding a measuring tool to diagnose domestic reactions, directing attention to 
non-economic issues, strengthening human resources for internal negotiation, 
utilizing the strategic role of the Trade Procedure Act, and re-shaping Trade 
Adjustment Assistance (TAA)—will ensure a more tranquil environment to 
facilitate the domestic ratification process.    

Keywords: two-level game theory, level II negotiation, TAA, Trade Procedure 
Act, FTA, mega-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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