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법학 석사학위논문

다자조약의 형성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

2022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국제법 전공

민 한 빛



다자조약의 형성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

지도교수 이 재 민

이 논문을 법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11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국제법 전공

민 한 빛

민한빛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22년 1월 

위  원  장 이 근 관     (인)

부 위 원 장 원 유 민     (인)

위       원 이 재 민     (인)



국문초록

국제법의 주요 연원인 다자조약은 국가들의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

해 형성된다. 이에 이 논문은 다자조약의 형성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을

위해, 법경제학의 주요한 분석틀중 하나인 공공선택이론과 게임이론을 활

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특히, 국제법학 자연법론의 핵심적인 전제인

국가의 도덕성 전제를 대신하여, 국가의 합리성을 토대로 현실적 이론적

예측을 진행하였다. 우선적으로, 국제법학과 법경제학간의 철학적 이론적

관계를 분석하고, 국가의 본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통해 국제법학에

대한 법경제학적 방법론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국가의

다자조약 체결협상 참여여부 결정과정을 분석하였다. 시위게임과 다자간

집단행위 게임을 활용하여, 국가가 절대적 이익(자국의 이익극대화)이 아

닌 상대적 이익(상대국의 이익과 자국의 이익간 비교형량)을 추구하는

경우 국가의 다자조약 체결협상 참여여부가 어떠한 방식으로 결정되는지

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국가간 정치적 결탁모형과 중위투표자이론을

활용하여,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다자조약의 규범수준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조약의 유보가 다자조약 규범수준 결정

에 있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다자조약 체결협상 참여여부 및 다자조약 규범수준 결정과정에 대한 이

론적 예측과 함께, lex ferenda를 향한 국제법의 점진적 발전에 있어 국

제법학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주요어 : 다자조약, 조약의 유보, 법경제학, 게임이론, 중위투표자이론,

법실증주의

학 번 : 2017-27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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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의 제기

국제법은 독립적인 주권국가간의 관계를 토대로 하고 있다. 국가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국제법과 국내법간의 본질적인 차이는, 국제사회에는
국가를 권력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중앙집권적인 입법·사법·행정 체계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Georg Wilhelm Friedrich Hegel도 국가관계에 적용

될 본래의 법을 결정하고 이러한 결정을 현실화할 수 있는 중앙집권적인
권력이 부재하다는 국제사회의 특성으로 인해, 국제법은 주권국가의 의

지에 기한 당위의 형식(die Form des Sollens)을 갖는다고 지적하였다.1)

이러한 국제사회의 특성에 따라 국제법학은 국제법의 성립, 존재, 연원의
탐구를 주요한 연구과제로 삼아왔으며, 국제사회의 분권적 특성을 고려

하여 국내법과는 다른 접근방식을 채택해왔다.2) 특히, 조약은 준수되어

야 한다(Pacta sunt servanda)를 포함하여 왜 국가들이 국제법을 준수하
는가에 대한 논의에 있어, 법을 윤리·도덕문제로 인식하는 자연법주의자

와 법을 권력의 문제로 인식하는 법실증주의자는 국제법의 궁극적 권위

에 대해 치열한 논쟁을 벌여왔다.3)

국제법학 자연법론은 중앙집권적 권력이 부재한 국제사회의 본질적인

한계에 직면하여, 도덕적 윤리적 규범으로서의 국제법을 정립하였다. 특
히, 국제법은 자연이성, 도덕(morality), 정의(justice)와 같은 관념적 존재

에 기반한 자연법으로부터 도출되었으며, 올바른 이성(recta ratio)의 명

령인 자연법은 도덕적 필연성을 내재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4) 국제법의
창시자인 Hugo Grotius는 인간이성의 보편적 합의에 기반한 일련의 국

제법 규칙이 모든 국가를 구속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일련의 국제법

규칙으로부터의 연역을 통해 실정국제법이 도출된다고 지적하였다.5) 이
러한 Hugo Grotius의 주장에 따르면 국제법은 국가의 의사 또는 동의에

1) 게오르크 빌헬름 프리드리히 헤겔, 『법철학』 (한길사, 2008), pp. 571-573. 참조.
2) 김부찬, “21세기 국제법 발달에 대한 자연법론의 영향 –‘국제적 법치주의’를 중심으
로-”, 「국제법평론」 제36호(2012), p. 3.

3) E. H. 카, 『20년의 위기』(녹문당, 2017), pp. 220-223.
4) 오병선, “휴고 그로티우스의 법의 개념”, 「서강법학」 제5호(2003), pp. 19-20.
5) Ibid, pp.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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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인간이성에서 도출된 자연법에서

비롯되므로, 국가의 의사 또는 동의는 법의 연원으로 제한적인 역할만을
할 수 있다. 나아가, 자연법적 입장은 국제법이 자연법(natural law)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국가를 규율하는 법(a law above States)으로서 유효

성과 구속력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즉, 자연법을 법적기초로 삼고 있는
국제법은 국가를 초월하는 상위법으로서, 국가는 국제법의 수범대상이

된다.6) 또한, 자연법적 입장은 인간의 사교성(sociableness)을 국가에 연

장 적용하여, 국가가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한다.7)

이러한 자연법적 입장에 따르면, 다자조약의 형성은 자연이성에서 비롯

된 자연법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다. 이 경우 다자조약의 형성 자체가 자연
법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므로, 다자조약의 형성과정에서 국가의 의사 또는

동의의 역할은 제한될 것이다. 반면, 이러한 자연법적 입장과 달리 법경제

학은 국가는 합리적이며, 국가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는 전제를 토대로 다자조약의 형성과정을 분석한다.8) 특히, 자연법적 입장

이 전제하고 있는 국가의 도덕성 가정을 국가의 합리성 가정으로 대체한

다. 법경제학의 핵심 전제인 국가의 합리성 가정은 다자조약 체결협상 참
여여부 결정과정, 다자조약 규범수준 결정에 있어 법경제학적 분석이 자연

법적 입장과 상이한 결론을 도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법경제학적 방법론을 기반으로 이 논문은 현실에 있어 과연 자

연법적 입장과 법실증주의 입장중 어떠한 입장이 더 타당한지에 대한 이

론적인 예측과 분석을 진행한다.9) 자연법적 입장과 법실증주의 입장간의

6) 보편주의(universalism)는 자연법을 중시하며, 국가를 초월하는 상위법질서의 존재를
긍정하는 입장이다. 세부적인 사항은 김대순, 『국제법론』제14판 (삼영사, 2009), pp.
8-10. 참조.

7) Francesco Parisi·Daniel Pi, "Economic Analysis of International Treaty Law",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Legal Studies Research Paper Series,
Research Paper No. 16-19, 2016, pp. 6-8.

8) Hugo Grotius는 이기성, 공리성에 기반한 자연적 정의에 대한 설명은 인간의 사교성
을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세부적인 사항은 Supra Note 4, pp. 11-16.
참조.

9) 국제법학방법은 일관적 논리적 통일적 체계적 국제법학 지식 구축을 위해 국제법학자
가 채택하는 기본원리(postulate)의 총체이며, 국제법학방법은 법학방법 일반, 사회과
학, 철학 등으로부터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견해가 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박배근, “국제법학방법의 서설적 고찰”, 「국제법평론」 제40호(2014), pp. 4-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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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립이 규범적인 논쟁에만 그친다면, 결국 어떠한 주장이 더 현실적인

타당성을 갖는지 판단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의 본성이 합리
적이라는 전제를 토대로, 국가가 조약체결 참여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어

떠한 요소가 고려되는지와 함께 법경제학적 분석결과의 법적 함의는 무

엇인지를 살펴보고, 조약의 규범수준이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어
떠한 방식으로 결정되는지를 법경제학적으로 분석한다.

먼저, 국가의 다자조약 체결협상 참여여부 결정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
석을 위해 시위게임(civil unrest game)과 다자간 집단행위 게임

(multi-person collective-action game)을 활용한다. 두 모형을 통해 국가

가 단순히 기대이익과 기대비용만을 비교하여 조약 체결협상 참여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국의 전략(다자조약 참여여부)도 함께 고려하

여 다자조약 체결협상 참여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을 분석한

다.10) 다음으로, 다자조약 규범수준 결정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정치적
결탁모형과 중위투표자이론(median voter theorem)을 활용한다. 정치적

결탁모형은 국가가 합리성을 토대로 적극적인 조정과 타협을 진행하여

자신의 입장을 조정하고 관철해나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특히, 이러한 조
정과 타협의 과정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부합하는 국가들간의 정치적 결

탁(logrolling)을 통해 연합(coalitions)의 형태로 현실에서도 빈번하게 나

타나며, 이를 통해 당해 연합이 원하는 규범을 다자조약에 반영시키게
된다는 것을 규명한다. 아울러, 중위투표자이론을 통해서는 다양한 이해

관계를 갖고 있는 국가들이 중위국이 선호하는 수준에서 절충안을 모색

하는 방향으로 다자조약 규범협상을 진행한다는 것을 분석한다. 국가들
은 이러한 다자조약 협상과정에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추구

하고 있으며, 종국적으로 중위국이 선호하는 수준에서 다자조약 규범이

결정되게 된다는 것을 모형을 통해 도출한다.

이러한 법경제학적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 논문은 lex ferenda와 lex
lata간의 관계, 국제법의 법연원성, 국제법의 유효성과 구속력, 국가의 도
덕성 가정 등에 대한 자연법적 입장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이를 기반으

10) 국제제도(조약 등)의 수립은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과 국가의 전략적 고려
(strategic considerations)에 의해 결정된다는 견해가 있다. See Jeffrey L.
Dunoff·Joel P. Trachtman, "Economic Analysis of International Law", The Yal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24 No. 1, 1999, pp.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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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자연법적 입장의 한계를 살펴보고, 현실적인 또는 이론적인 예측에 있

어 lex lata와 lex ferenda간 간극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점과 함께, 국
제법이 lex ferenda를 향해 나아가는데 있어 국제법학의 역할을 살펴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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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이 논문의 목적은 다자조약의 형성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11)을 통해
조약에 대한 규범적 논의가 아닌 객관적 분석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lex
ferenda와 lex lata간의 관계, 국제법의 법연원성, 국제법의 유효성과 구

속력, 국가의 도덕성 가정 등에 대한 자연법적 입장의 타당성을 검토하
는 것이다. 특히, 국제법학 자연법론의 핵심적인 전제인 국가의 도덕성

가정을 국가의 합리성 가정으로 대체하여 현실적 이론적 예측을 진행한

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국제법학과 법경제학간의 철학적 이론적 관
계를 분석하고, 국가의 본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통해 국제법학에 대

한 법경제학적 방법론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국가의 다자조약 체결협상 참여여부 결정과정을 분석한다. 특히, 시위게
임과 다자간 집단행위 게임을 활용하여, 국가가 절대적 이익(자국의 이

익극대화)이 아닌 상대적 이익(상대국의 이익과 자국의 이익간 비교형

량)을 추구하는 경우 국가의 다자조약 체결협상 참여여부가 어떠한 방식
으로 결정되는지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정치적 결탁모형

과 중위투표자이론을 활용12)하여,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다자조

약의 규범수준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분석한다. 특히, 조약의 유보가 다
자조약 규범수준 결정에 있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다자조약 참여여부 및 다자조약 규범수준 결정과정

에 대한 이론적 예측과 함께, lex ferenda를 향한 국제법의 점진적 발전
에 있어 국제법학의 역할을 살펴본다.

11) 법경제학적 방법론은 ①가격이론, ②코즈의 정리, ③게임이론, ④공공선택이론 등으
로 구성되어 있다. 세부적인 사항은 김성원, “법경제학 국제법 방법론에 관한 연구”,
「한양법학」 제33호(2011), pp. 70-73. 참조.

12) 공공선택이론(Public choice theory)은 투표제, 관료제 등 비시장적·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을 주요 분석대상으로 한다. 세부적인 사항은 나성린·전영섭, 『공공경제학』개
정판 (박영사, 2002), pp. 103-115.; 이준구, 『재정학』제3판 (다산출판사, 2008), pp.
120-1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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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제법에 대한 법경제학 방법론 도입

다자조약 형성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을 위해서는 법경제학적 방법론

을 국제법 분석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

히, 법경제학의 핵심 전제인 국가의 합리성 가정이 국가의 도덕성 가정
을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아울러, 실증적 분석에 기

반한 법경제학적 방법론을 규범적 분석을 중시하는 국제법학에 유효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국제법
의 본질에 대한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규범적 논의를 우선적으로 검

토하였으며, 이러한 규범적 논의에 대해 법경제학 방법론을 통한 실증적

분석이 가능한지 살펴보았다.

제1절 국제법의 본질에 대한 국제법학 논의

중앙집권적 권력체계가 부재한 국제사회의 특성으로 인해 자연법주의
자와 법실증주의자간에 국제법의 본질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이루어졌

다. 특히, lex ferenda와 lex lata간의 관계, 국제법의 법연원성, 국제법의

유효성과 구속력, 국가의 도덕성 가정 등에 대한 자연법주의자와 법실증
주의자간의 논쟁은 국제법의 정교화와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이에

제1절에서는 국제법의 본질에 대한 자연법주의자와 법실증주의자의 주요

입장을 검토하였다.13)

1. 자연법적 입장

자연법적 입장을 채택하고 있는 견해에 따르면, 자연법은 신(God) 또

는 인간의 자연이성(reason of human being)에서 유래되며, 인간은 자신

의 이성을 통해 자연법의 존재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14) 특히, 이러한
입장을 국제법으로 확장하여 적용하면, 국제법은 자연법을 그 법적 기초

(legal foundation)로 발견 또는 정립된 경우에만 ‘법’으로서 효력을 갖게

13) 제1절의 목적은 국제법의 본질에 대한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주요 입장을 큰 틀
에서 개관하는 것으로, 이 논문의 범위와 주제를 고려하여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
학설을 세부적으로 분설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14) Supra Note 2, pp.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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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국가는 신법(divine law)과 자연법에 종속된다.15) 국제법의 설립자

인 Hugo Grotius는 근대적 인간주의 자연법을 통해 자연법을 신과 단절
시켰으며, 사교성과 도덕적 신념에 기초한 이성을 요체로 한 인간의 자

연적 본능이 자연법의 출발점이 된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16) 이러한 자

연법적 입장의 국제법의 본질에 대한 태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법이 자연법을 토대로 발견 또는 정립된다는 자연법적 입장

에 따르면, lex ferenda는 lex lata의 당부(當否)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자연법의 핵심적 명제인 “부당한 법은 법이 아니다(lex iniusta non est

lex)”는 결국 자연법인 lex ferenda를 통해 실정법인 lex lata의 당부(當

否)를 판단함으로서 가능하기 때문이다.17) 이는 자연법이 자연이성, 도덕
(morality), 정의(justice)와 같은 관념적 존재에 기반하고 있다는 가정에

서 도출된다.18) Hugo Grotius도 본질적으로 통합된 전체로서의 국제법

을 논의하기 위해 철학, 도덕적 신념에 기초한 자연이성에 의존19)하면서,
올바른 이성(recta ratio)의 명령인 자연법은 도덕적 필연성을 내재하고

있어, 자연법은 불변성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20) 이러한 가정에

따라 자연법과 도덕은 불가분의 일체이므로, 자연법을 법적 기초로 발견
또는 정립되지 않은 실정법은 ‘법’으로서 부당하며, 이에 따라 효력이 인

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견지에서 H. Rommen은 반도덕적인 실정법과 불

완전한 실정법은 자연법과 충돌한다고 지적하였다.21) 다만, lex ferenda
와 lex lata를 구분하려는 시도는 법과 도덕간의 분리가능성을 인정하는

법실증주의의 핵심 주장22)으로, 자연법을 통해 실정법의 당부(當否)를

판단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는 자연법적 입장에 있어서는 lex ferenda와

15) Jianming Shen, "The Basis of International Law: Why Nations Observe",
Dickinso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7 No. 2, 1999, pp. 291-297.

16) Supra Note 9, pp. 11-16.
17) 오시진, “국제법상 법실증주의에 대한 소고”, 「국제법학회논총」 제62권제4호(2017),
pp. 115-117.

18) Supra Note 2, pp. 3-6.
19) 아르투어 누스바움, 『국제법의 역사: 전쟁과 평화와 국제법』 (박영사, 2019), pp.

137-148.
20) Supra Note 9, pp. 19-20.
21) 원상철, “자연법론의 흐름과 법실증주의 비교검토”, 「법학연구」 제17호(2004), pp.
629-631.

22) 이근관, “볼프(Wolff)의 국제법 이론에 대한 서론적 고찰 –세계국가(civitas max-
ima)와 의사국제법론을 중심으로”, 「국제법평론」 제46호(2017), pp. 11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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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x lata간의 구분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 또한, lex ferenda는 정의,

도덕 등 형이상학적 가치와 무관한 정치적·경제적 가치에 바탕을 둘 수
도 있어, 자연법 = lex ferenda라는 등식이 현실적으로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23)

둘째, 국제법은 자연법을 그 법적 기초로 발견 또는 정립되며, 자연법

은 인간의 자연이성에서 유래되므로, 국가의 의사 또는 동의는 법의 연

원으로 제한적인 역할만을 할 수 있다. Hugo Grotius는 인간이성의 보
편적 합의에 기반 한 일련의 국제법 규칙이 모든 국가를 구속한다고 주

장하며, 이러한 일련의 국제법 규칙으로부터의 연역을 통해 실정국제법

이 도출된다고 지적하였다.24) 이러한 Hugo Grotius의 주장은 국제법이
국가의 의사 또는 동의에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인간이성

에서 도출된 자연법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Christian Wolff

는 협정국제법, 관습국제법은 특별(particular) 국제법으로서 단지 사실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일반(general) 국제법인 자연국제법, 의사국제법과

비교할 때 국제법학상 의의가 낮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25) 특히,

Christian Wolff는 인간이성을 토대로 한 규범적 직관(normative
intuition)을 통해 조약, 국가실행이라는 실증적인 방식에 의존하지 않고

국제법을 발견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26) Christian Wolff의 입장은 국

제법을 일반국제법과 특별국제법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국가의 의사 또
는 동의를 통해 수립된 조약, 관습국제법은 자연법에서 비롯된 자연국제

법, 의사국제법에 비해 열등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자연법적 입장은 자연이성이 국제법의 핵심 연원이며, 국가의 의사 또는
동의의 역할은 제한적이라고 지적한다. 다만, 이러한 자연법적 입장에 대

해 Emmerich de Vattel은 국제사회가 협정국제법, 관습국제법과 같은

실정국제법에 기반한다는 점을 제시함으로서, Christian Wolff 등과 상이
한 입장을 피력하였다.27) 특히, Emmerich de Vattel은 자연법적 방법론

에 기반하면서도, 자연법보다 주권국가의 의사가 반영된 의사법(jus

23) 박기갑, “국제법상 lex ferenda”, 「국제법학회논총」 제63권제4호(2018), pp.
145-152.

24) Supra Note 4, pp. 20-21.
25) Supra Note 22, pp. 92-95.
26) Ibid.
27) Ibid, pp. 98-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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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untarium)을 우선하여 법실증주의로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28)

셋째, 국제법은 자연법(natural law)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국가를 규

율하는 법(a law above States)으로서 유효성과 구속력을 갖는다. 자연

법을 법적기초로 삼고 있는 국제법은 국가를 초월하는 상위법으로서, 국
가는 국제법의 수범대상이 된다.29) Hugo Grotius는 국가에 대한 국제법

의 강제성은 인간이성의 보편적 합의에 기반 한 일련의 국제법 규칙으로

부터 도출된다고 주장하였다.30) 특히, 도덕규칙으로서의 국제법은 이성
적이고 사회적 성질을 반영하고 있는 자연법 규칙이기 때문에 국가 간의

관계가 이에 구속된다고 지적하였다.31) 이와 함께, Hugo Grotius는 국제

법의 준수는 양심과 여론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
다.32) 한편, 도덕규칙으로서의 국제법이 국가를 초월하는 상위법으로서

국가를 구속할 수 있다는 자연법적 입장에 대해 Emmerich de Vattel은

양심의 법(laws of conscience)와 실행의 법(laws of action)를 대별하며,
후자만이 국제법상 실천적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하였다.33) 이는 자연법

에서 비롯된 양심의 법(laws of conscience)은 실제 현실에 있어서 국가

에 구속력을 갖기 힘들며, 국가의 의사 또는 동의를 통해 정립된 실행의
법(laws of action)이 현실적으로 유효성과 구속력을 갖는다는 점을 지적

한 것이다.34)

넷째, 자연법적 입장은 국가의 도덕성(morality of states)에 대한 근본

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35) 특히, 국제법의 핵심 요소(critical elements)

를 규범적 도덕적 요소(normative and moral factors)로 대체하여, 국가
는 도덕적 관념(moral notions)에 따라 국제법을 준수한다고 설명한다.36)

하지만, 국가가 국제법상 법인격을 인정받는 문제와는 별개로, 인공적인

28) Ibid, pp. 107-108.
29) Supra Note 6, pp. 8-10.
30) Supra Note 4, pp. 20-21.
31) Ibid, pp. 22-27.
32) Ibid.
33) Supra Note 2, pp. 6-8.
34) Supra Note 22, pp. 98-104.
35) Hugo Grotius 등 초기 국제법학자들은 자연법론을 기반으로 당위적으로 있어야 할
법을 연구하였다. 세부적인 사항은 정인섭, 『신국제법강의』제5판 (박영사, 2015),
pp. 12-15. 참조.

36) Supra Note 7, pp.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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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artificial being)인 국가가 인간(human-being)이 가지고 있는 도덕

성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자연
법주의자의 접근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가정을 국가에 확장하는 방식으

로 이루어졌다. Hugo Grotius는 인간이 한편으로 자기이익을 추구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성향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사회적 성향으로 인해 사회적 질서가 유지된다는 점과 함께 사회보전 본

능이 법의 연원이 된다고 주장하였다.37) 다만, Hugo Grotius의 인간 본

성에 대한 가정은 다소 일관되지 않은데, 인간이 자신의 이익
(self-interests)을 추구하는 합리성을 전제하는 경우, 이러한 합리성과

배치될 수 있는 사교성(sociableness)도 함께 전제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되기 때문이다. 즉, 인간이 자기이익을 추구한다는 합리성을 전제하
는 경우, 사교성은 자기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추구하게 되므로 평화

로운 사회질서의 유지가 본질적인 선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을 수 있

다. 따라서, Hugo Grotius는 인간이성에서 도출된 사교성을 토대로 평화
로운 사회를 구축하려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주장38)한 것이며, 인간

이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합리성을 갖는다는 언급은 부수적인 전제로 보

는 것이 타당하다. 이 경우, 평화로운 사회의 구축은 인간이성의 실현이
자 본질적인 선의 구현이 된다. 한편, Christian Wolff는 실체적 자연인

(physical persons)과 도덕적 인격체(moral persons)인 국가간 차이가 존

재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국가는 윤리적 인격(persona moralis)을 갖
는다고 주장하였다.39) 다만, Christian Wolff는 국가간의 관계에 자연법

을 연장 적용한 세계국가(civitas maxima) 개념을 주창하면서, 개인들로

구성된 사회의 목적이 상호원조를 통한 발전이라는 전제를 국가들로 구
성된 국제사회에도 연장 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40) 즉, 자

연인과 인공적 실체인 국가간의 차이를 지적하면서도, 자연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성향을 국가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가 사회
적 성향을 가질 수 있다고 전제함으로서, Christian Wolff는 자신이 제시

한 세계국가(civitas maxima) 개념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다.

37) 오창환, “그로티우스와 근대 도덕철학의 시작: 「전쟁과 평화의 법」 서설을 중심으
로”, 「근대철학」 제16집(2020), pp. 99-100.; Supra Note 4, pp. 11-16.

38) Supra Note 4, pp. 16-17.
39) Supra Note 22, pp. 86-88.
40) Ibid, pp. 8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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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실증주의 입장

법실증주의 입장을 채택하고 있는 견해는 과학주의(scientism) 내지

경험주의(empiricism)를 토대로 국제법이 정립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

으며, 이에 따라 국제법은 국가의 의사 또는 동의를 통해 제정된다고 주
장한다.41) 이러한 법실증주의적 입장의 국제법 본질에 대한 태도를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법은 국가의 의사 또는 동의를 통해 정립된다는 법실증주의

적 입장에 따르면, 당위로서의 법인 lex ferenda와 현실에 존재하는 법인

lex lata는 서로 구분된다.42) 특히, lex ferenda와 lex lata간의 구분에 대
한 본질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법과 도덕의 분리가능성에 대해 법실

증주의는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43) 이러한 법실증주의적 입장은

ICJ 판례에서도 나타난다. South West Africa 사건에서 ICJ는 법과 도덕
이 분리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으며, 도덕적 필요성의 문제는 법의 문

제와는 구분된다고 지적하고 있다.44) 또한, ICJ가 권고적 의견을 제시한

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사건에서
Guillaume 판사는 개별의견을 통해 관습국제법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

자연법 또는 lex ferenda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는데, 이

41) Supra Note 2, pp. 3-6.
42) Supra Note 17, pp. 115-117.
43) Bruno Simma and Andreas L. Paulus, "The Responsibility of Individuals for

Human Rights Abuses in Internal Conflicts: A Positivist View",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93 No. 2, 1999, p. 302.

44) South West Africa, Second Phase, Judgement, I .C.J . Reports 1966, p. 34.
“para 49. It is a court of law, and can take account of moral principles only in
so far as these are given a sufficient expression in legal form. Law exists, it is
said, to serve a social need; but precisely for that reason it can do so only
through and within the limits of its own discipline. Otherwise, it is not a legal
service that would be rendered.
para 50. Humanitarian considerations may constitute the inspirational basis for
rules of law, just as, for instance, the preambular parts of the United Nations
Charter constitute the moral and political basis for the specific legal provisions
thereafter set out. Such considerations do not, however, in themselves amount to
rules of law. Al1 States are interested-have an interest-in such matters. But the
existence of an "interest" does not of itself entail that this interest is specifically
juridical in charac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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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lex ferenda와 lex lata가 구분될 수 있다는 입장을 전제하고 있는 것

이다.45)

둘째, 법실증주의는 자연이성의 법연원성을 부정하며, 국가의 의사 또

는 동의가 국제법의 연원성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46)

특히, 국가의 의사 또는 동의만이 법연원성을 갖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제법은 결국 국가의 의사 또는 동의를 통해 정립된다고 주장한다.47)

법실증주의 입장에 따르면 국제법은 국제사회에서 국가관행(state
practice)을 통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조약과 관습국제법은 국

가관행을 통해 수립된 확인 가능한 법규범(사회적 관행)이 된다.48) 따라

서, 국가관행이 전제되지 않는 경우 법규범으로 성립될 수 없다는 결론
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견해의 연장선상에서 John Austin은 자연이성에

서 비롯된 법개념은 인간이 변경할 수 없다는 자연법적 입장을 비판하며

명령이론(the command theory of law)을 주창하였는데, 이러한 명령이
론을 국제사회에 적용하면 조약, 관습국제법은 국가의 외부적 의사가 반

영된 산물에 해당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49) 나아가, 이러한 법실증주의

적 입장은 PCIJ와 ICJ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S.S. Lotus 사건에서
PCIJ는 국가의 의사 또는 동의가 법연원성의 핵심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법규칙(rules of law)의 구속력은 국가의 자유의지(free will)

에서 기인한다고 강조하고 있다.50) 이러한 입장은 N icaragua v. United

45) Separate opinion of Judge Guillaume, 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Advisory opinion, I .C.J . Reports 1996, p. 287.
“para 1. (...) In these various areas, the Court, seeking to identify the custom in
force, has taken hardly any account, whatever it may say on the matter, of
practice and of the opinio juris of States, and too often it allowed itself to be
guided by considerations falling more within the sphere of natural law than of
positive law, of lex ferenda rather than of lex lata. (...)” (emphasis added)

46) A. Claire Cutler, "Critical reflections on the Westphalian assumptions of interna-
tional law and organization: a crisis of legitimacy",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27, 2001, p. 135.

47) Alexander Orakhelashvili, "The Idea of European International Law", The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7 no. 2, 2006, pp. 316-328.

48) Supra Note 17, pp. 117-120.; 조홍식, “經濟學的 論證의 法的 地位 –排除的 法實證
主義의 觀點에서-, 「서울대학교 法學」 제48권제4호(2007), pp. 148-151.

49) Supra Note 17, pp. 108-110.
50) S.S. Lotus (Fr. v. Turk.), 1927 P .C.I .J . (ser. A) No. 10 (Sept. 7), p. 18.
“International law governs relations between independent States. The rules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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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s of America 사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ICJ는 관습국제법의 존

부를 판단함에 있어 국가관행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51) 이러한 ICJ
의 태도는 결국 관습국제법이 국가관행으로 현출된 국가의 의사 또는 동

의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제법은 근본적

으로 국가 의사의 산물이며, 국가의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부재한 경우
국제법 자체가 창설되기 어렵다는 법실증주의 입장에 대해 국제법의 숭

고한 이상을 거세하고, 국제법을 권력에 종속된 기술적인 법으로 전락시

킨다는 비판도 가능할 것이다.52)

셋째, 법실증주의(positivism)는 자연법의 유효성과 구속력을 부정하며,

국제법은 국가간의 법(a law between States)인 실정법(positive law)이
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53) 법실증주의는 국가의 주권을 절대시하였으

며, 국제법은 국가들의 합의를 통해서만 형성되므로 국가를 초월하는 상

위법질서는 존재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54) 특히, 법실증주의는 법규범의
유효성이 도덕, 정의 등 법외적 요소(extra-legal factor)가 아닌 법체계

binding upon States therefore emanate from their own free will as expressed in
conventions or by usages generally accepted as expressing principles of law and
established in order to regulate the relations between these co-existing in-
dependent communities or with a view to the achievement of common aims.
Restrictions upon the independence of States cannot therefore be presumed.“
(emphasis added)

51)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against N icaragua (N icaragua v.
United States of America), Merits, Judgement, I .C.J . Reports 1986, p. 98.
“para 186. (...) The Court does not consider that, for a rule to be established as
customary, the corresponding practice must be in absolutely rigorous conformity
with the rule. In order to deduce the existence of customary rules, the Court
deems it sufficient that the conduct of States should, in general, be consistent
with such rules, and that instances of State conduct inconsistent with a given
rule should generally have been treated as breaches of that rule, not as in-
dications of the recognition of a new rule. If a State acts in a way prima facie
incompatible with a recognized rule, but defends its conduct by appealing to ex-
ceptions or justifications contained within the rule itself, then whether or not the
State’s conduct is in fact justifiable on that basis, the significance of that atti-
tude is to confirm rather than to weaken the rule.“ (emphasis added)

52) Supra Note 35, pp. 12-15.
53) Stephen C Neff, A Short History of International Law in INTERNATIONAL LAW,

Third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pp. 14-17.
54) Supra Note 6, pp.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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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system) 자체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한다.55) 이러한 견해에서 더 나

아가, John Austin은 중앙집권적 권력체계가 부재한 국제사회의 특성으
로 인해 국제법은 법이 아닌 실증 도덕(positive morality)에 불과하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56) 이러한 John Austin의 견해에 대해서는 ①국제사

회의 정의실현을 위해 국제법의 법적 성격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②국제법 위반에 대한 실효적 제재수단이 부재하다는 이유만으로 국제법

의 법적 성격을 부인할 수 없다는 점, ③국가들은 국제법상의 문제를 도

덕, 예양 등의 문제가 아닌 법률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 ④전세
계 거의 모든 국가가 국제법을 헌법상 법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점을 근

거로 국제법의 법적 성격을 인정할 수 있다는 비판이 가능할 것이다.57)

한편, Hans Kelen은 법실증주의적 입장을 채택하면서도 국내법의 유효성
(validity)이 국제법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하며, 국가간 관계를 규율하는 국

제법은 실정법이 아니라 추정된 규범(presupposed norms)이라는 입장을

피력하며 국제법 우위론을 주장하였다.58)

넷째, 국제법은 국가의 의사 또는 동의의 결과물로 보는 법실증주의

입장은 국가의 합리성을 본원적으로 전제하고 있다.59) H. L. A. Hart는
국가가 국제법을 준수해야 하는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지, 국가가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moral obligation)를

갖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지적한다.60) 즉, 국가의 국제법 준수는
국가의 도덕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법(jus)의 도덕적

성질을 강조하며, 법은 인간의 도덕적 성질(qualitas moralis personae)로

인식된다고 지적한 Hugo Grotius의 견해와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61)

3. 보론: 국제관계학 현실주의 입장

55) 김성원, “세계화시대에서 법실증주의의 함의에 관한 고찰 –Kelsenian 접근을 중심
으로-”, 「국제법평론」 제48호(2017), pp. 33-35.

56) Supra Note 17, pp. 108-110.
57) Supra Note 35, pp. 4-6.
58) Supra Note 17, pp. 110-112.
59) 김화진, “국제법 이론의 역사와 현황 –국제법의 기능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제
161호(2017), pp. 299-301.

60) Jack Goldsmith·Eric A. Posner, The Limits of International Law, First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pp. 200-203.

61) Supra Note 9, pp.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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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학은 국가의 도덕성이 아닌 국가의 권력적 속성에 방점을 두
고 있는 현실주의적 사조가 주류적 입장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주의 견해에 따르면, 국제법은 결국 국가 간의 상호작용을 토대로 존재

하게 된다.62) 국가 간의 상호작용과 세력균형의 결과물로서 국제법이 도
출된다는 현실주의의 견해는, 국제법은 국가 간의 합의를 통해 도출된

실정법이라는 법실증주의와 맥락을 같이 한다. 특히, 현실주의는 국가의

도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법학의 자연법론과
근본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다.63)

아울러, 현실주의는 법과 정치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다.64) 법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수립되

기 때문이다.65) 같은 맥락에서 E. H. Carr도 법과 정치가 권력과 도덕의

접점에 존재하고 있어, 양자가 불가분의 일체라고 지적한 바 있다.66) 이
러한 현실주의 입장은 법과 정치를 구분하는 국제법학의 자연법론과 극

62) Lassa Francis Lawrence Oppenheim과 Hans Joachim Morgenthau는 국제법은 국제
사회 구성국들간 상호작용, 세력균형을 토대로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세부적인 사항
은 한스 모겐소, 『국가 간의 정치 1』(김영사, 2014), pp. 609-615. 참조.

63) E. H. Carr는 철저한 현실주의가 ①확고한 목표, ②도덕적 판단, ③정서적 호소, ④
행동의 기준이라는 정치사항의 핵심요소를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고 있
으며, 결국 이상과 현실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세부적인 사
항은 Supra Note 3, pp. 123-129. 참조.

64) 국제법을 정치권력의 일종으로 치부하여 국제법을 해체하는 경우, 국제사회는 사실
상 정치권력에 종속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견해가 있다. 세부적인 사항은 Supra
Note 17, pp. 103-106. 참조.

65) Lori Fisler DamroschㆍSean D. Murphy, International Law, Sixth Edition, (West
Academic Publishing, 2014), p. 2.

“First, law is politics. (...) Law is normative and binding, and failure to
abide by legal obligations invites legal remedies and brings other legal re-
sponses; politics suggests freedom of choice, diplomacy, bargaining,
accommodation. In fact, however, the distinction between law and politics is
only a part-truth. In a larger, deeper sense, law is politics. Law is made by
political actors, through political procedures, for political ends. The law that
emerges it the resultant of political forces; the influences of laws on state
behaviors are also determined by political forces.” (emphasis added)

66) Supra Note 3, pp. 227-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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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게 대비된다. 국제법학 자연법론과 국제관계학 현실주의간에 존재하

는 좁히기 어려운 간극에 대해, Niklas Luhmann은 17세기경부터 자연법
은 국내법상에서의 존재 의의를 상실하게 되어 국가 간의 법인 국제법에

만 적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자연법을 토대로 한 국제법은 국제정치

와 적대적 관계에 봉착하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67) 이러한 결과로,
국제법학 자연법론은 국가들이 기본적으로 국제법을 준수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반면, 국제관계학 현실주의는 이러한

믿음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68)

또한, 국제관계학 현실주의는 국가가 본질적으로 권력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르면, 국제법의 유효성과 구속력은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 비롯되며, 국제법의 준수는 국가의 의지에 달려있다.

이처럼, 국가의 존재 목적은 존립과 생존에 있다고 주장하는 현실주의와

국제법학 자연법론간에는 국제법의 유효성과 구속력에 대해 근본적인 입
장차이가 존재하고 있다.69)

67) 니클라스 루만, 『법사회학』 (한길사, 2015), pp. 546-560.
68) 김화진, 『국제법이론』 (박영사, 2017), pp. 6-9.
69) E. H. Carr는 현실주의 법이론과 자연법 이론 모두 법의 구속력을 설명하는데 한계
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세부적인 사항은 Supra Note 3, pp. 223-2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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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법경제학 방법론 적용가능성 검토

다자조약의 형성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을 위해서는 법경제학 방법론
을 국제법 연구에 유효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법경제학적 방법론의 핵심 전제인 국가의 합리성 가정의 타당성에

대한 분석이 선결적으로 요구된다. 이에 제2절에서는 국가의 대내외 의
사결정을 수행하는 통치 집단의 합리성이 국가의 합리성 연원이 될 수

있다는 점, 조약의 본질은 국가의 이익 극대화에 있으므로 국가의 합리

성 전제가 현실에 부합한다는 점을 토대로 국가의 합리성 가정의 현실타
당성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국가의 합리성을 토대로 실증적 분석을 진행

하는 법경제학적 방법론을 국제법 연구방법론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

부와 함께, 국제법학 방법론으로서의 장점을 살펴보았다. 또한, 법경제학
적 방법론에 기반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도덕성, 윤리, 철학 등을 토대로

규범적 분석을 진행하는 자연법적 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가능한

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1. 국가의 합리성, 대안의 모색

국가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도덕적인 존재인가, 아니

면 자신의 생존을 위해 이기적이고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존재인가?70)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모색하기 위해 국제법학 자연법론이 핵심적으
로 전제하고 있는 국가의 도덕성 장막(veil of morality)을 걷어낼 필요

가 있다.71) 특히, 다자조약 형성에 대해 법경제학적 방법론을 적용하기

에 앞서, 법경제학의 핵심 전제인 국가의 합리성 가정이 국가의 도덕성
가정을 대체할 수 있는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

70) Adam Smith는 국가의 법정책 운용원리로 법치(rule of laws)와 효용의 가치를 제시
하였다. 세부적인 사항은 김광수, “애덤 스미스의 법과 경제: 행동경제학-행동법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국제경제연구」 제18권제4호(2012), pp. 35-38. 참조.

71) James Kenneth Stephen,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Relations, First Edition,
(Forgotten Books, 2012), p. 3.

“Contented with showing that international relations can only be governed
by international morality, they have not gone on to show that international
morality is susceptible of really scientific treatment.” (emphasis ad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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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우선, 국가 합리성의 연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72) 국가는 전통적으로

국제법상 법인격을 인정받았다.73) 하지만, 국제법상 법인격을 인정받는

문제와는 별개로, 인공적인 존재(artificial being)인 국가는 인간
(human-being)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즉,

국민, 영토, 주권으로 구성된 인공적 실체인 국가가 인간과 같은 도덕성,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 짓는 것에는 논리적 비약이 존재한다.74)

이러한 논리적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는 실제 국가의 대내외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정치인, 관료, 엘리트집단 등 통치 집단의 본성을 살펴볼 필요

가 있다.75) 현실 정치경제학(realistic political economy)은 국가의 행태
분석을 위해 국가를 통치하는 자연인(정치가, 관료, 엘리트집단 등)의 행

태와 목표를 분석하며, 국가를 통치하는 자연인(정치가, 관료, 엘리트집

단 등)은 합리성 가지고 있다고 전제한다.76) 만약, 국가를 통치하는 집단
이 합리성을 가지고 정치적 의사결정을 내린다면, 통치 집단의 합리성이

국가 차원의 합리성으로 확장 적용될 수 있다.77) 이 경우, 국가 자체가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는 것보다, 국가의 통치 집단이 합리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는 간접적으로 합리성을 갖게 된다고 언급

72) Jack Goldsmith·Eric A. Posner는 국가의 합리성을 가정하면서도, 국가가 합리성을
갖는 근거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다. (“All components of this assumption –
that the state is the relevant agent, that a state has an identifiable interest, and
that states act rationally to further these interests – are open to question.”) See
Supra Note 60, pp. 4-10.

73) 전통적 국제법상 다수의 국제법학자의 입장은 국가중심적 사고방식을 토대로 국가만
을 국제법주체로 인정하는 것이었다. 세부적인 사항은 신창훈, “개인의 국제법주체성
및 법인격에 대한 이론적 재조명”, 「국제법평론」 제23호(2006), pp. 44-45. 참조.

74) 법경제학적 방법론 도입을 위해서는 방법론적 개인주의를 전환하여 방법론적 국가주
의를 도입하여야 한다. 세부적인 사항은 김성원, “국제법학방법으로서의 행동법경제
학”, 「국제법평론」 제53호(2019), pp. 58-61. 참조.

75) 웨스트팔리안적 법실증주의(Westphalian positivism)는 국가중심적(state-centric) 접
근방식인데 반해 법경제학적 실증주의는 개인의 합리적 선택을 토대로한 방법론적
개인주의(methodological individualism)에 기반하고 있다. See Supra Note 10, pp.
9-12.

76) Harvey S. Rosen, Public Finance, Sixth Edition, (McGraw-Hill, 2004), pp. 117-120.
77) 국제관계학 현실주의의 합리성 가정은 정치가가 자국 이익 추구함에 있어 합리적으
로 행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부적인 사항은 Samuel Barkin, “현실주의적 구성주
의”, 『국가 간의 정치 2』(김영사, 2014), pp. 501-5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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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더 엄밀할 것이다. 예를 들면, 조약체결 참여여부 결정, 조약

규범협상, 조약 준수여부 결정은 국제법상 법인격을 갖고 있는 국가라는
인공적인 실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국가의 대내외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통치 집단이 국내외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결정하는 것

이다. 따라서, 국가 합리성의 연원은 결국 국가의 대내외 의사결정을 수
행하는 정치인, 관료, 엘리트집단 등 통치 집단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할

수 있다.78)

다음으로, 현실정치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제법 체계에서 거래

되는 자산은 입법 사법 행정과 같은 국가 권력의 요소(components of

power)이며, 국가는 자국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타국과 이러한 권력을
거래하게 된다.79) 그리고, 이러한 권력의 거래는 조약을 통해 구체화된

다.80) 즉, 국가는 자국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조약을 체결하는 것이지 국

제사회의 보편적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조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며,
조약의 준수여부도 종국적으로는 국가의 이익에 달려있다.81) 이에 대해,

국가는 조약의 준수에 따른 이익보다 비용이 큰 경우에도, 국제사회의

보편적 이익 향상을 위해 조약상 의무를 준수한다는 비판이 존재할 수

78) Hans Joachim Morgenthau가 주창한 인간본능 현실주의는 권력 의지(will to power)
를 갖고 있는 인간들이 국가를 통치함에 따라 국가도 지배의지(animus dominandi)
를 갖는다고 가정한다. 반면, Kenneth Waltz의 방어적 현실주의는 강대국의 권력 의
지를 국제적 무정부 상태라는 외부 요인에서 찾는다. 세부적인 사항은 존 J. 미어셰
이머,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 미중 패권경쟁의 시대』(김앤김북스, 2017), pp.
55-63.; Hans Joachim Morgenthau는 사회적 조직체이자 국제정치의 분석 단위인
국가를 이기적인 개인들이 모여 수립한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는데, 이기적인 개인들
이 국가라는 정치적 질서를 어떻게 형성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세부적
인 사항은 Ashley Tellis, “모겐소: 권력 투쟁으로서의 정치”, 『국가 간의 정치 2』
(김영사, 2014), pp. 560-583. 참조.

79) Supra Note 10, pp. 12-14.; 국제법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에 있어 조약법은 국내법
상 계약법과 유사하다는 견해가 있다. 예를 들면, Hugo Grotius는 국가간 분쟁해결
을 위한 전쟁(소송절차법)을 분석한 후, 평화를 위한 법(국내법상 실체법)을 논의하
고 있다. See Zhang Naigen, "On Economic Analysis of International Law",
Canadian Social Science, Vol. 2 No. 2, 2006, pp. 2-4.

80) 국가는 무역창출효과,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자국에 유
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상협상에 참여하게 된다는 견해가 있다. 세부적인 사항은
이종민, “통상협상, 왜 그렇게 더딘가?: 협상과정의 경제학”, 「무역학회지」 제32권
제2호(2007), pp. 211-214. 참조.

81) 국가는 조약 위반에 따른 비용(price of breach)을 고려하여 조약 준수 여부를 결정
한다는 견해가 있다. See Supra Note 10, pp. 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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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82) 하지만, 국가는 조약 준수에 따라 국가적 신뢰라는 자산을 얻을

수 있다는 점과 조약 준수에 따른 평판효과(reputational effects)83)를 고
려하여, 조약 준수 여부에 대해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다. 결국 국가

는 자국의 장기적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조약 준수에 따른 단기적 손

실을 감내하는 것이다. 즉, 조약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이익이 아닌 자국
의 이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국가의 도덕성이 아닌 국가의

합리성을 전제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현실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정리하면, 국가의 대내외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통치 집단의 합리성이

국가 합리성의 연원이 될 수 있다는 점, 조약의 본질은 국가의 이익 극

대화에 있으므로 국가의 합리성 전제가 현실에 부합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의 합리성 가정은 전통적 국제법학이 전제하고 있는 국가의 도

덕성 가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될 수 있을 것이다.84)

2. 국제법에 대한 법경제학 방법론 적용

법경제학은 국가는 합리적이며, 국가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속성을 가
지고 있다는 입장을 피력한다.85) 즉, 국가의 도덕성 장막을 제거하면, 국가

의 합리성(rationality)이 드러난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합리성을 토대로, 국

가의 국제법 준수는 규범적 의무(normative obligations)로부터 기인한 것
이 아니라 자국의 이해(self-interest)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82) ①국제법을 통해 국제사회의 공통의 이익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 ②국가간 합의와
관행을 토대로 국제법이 성립되었다는 점, ③국제사회의 중요한 자산인 신뢰를 국제
법 준수를 통해 쌓을 수 있다는 점, ④국제사회가 상호주의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국제법이 준수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세부적인 사항은 Supra Note 35,
pp. 6-8. 참조.; ①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이 국가의 장기적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 ②
국제법의 준수를 통해 국가의 평판(good reputation)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 ③국가
는 관행적으로 국제법을 준수(path of least resistance)한다는 점, ④국제법의 도덕적
정당성(moral legitimacy)으로 인해 준수가 요구된다는 점, ⑤국제법이 국내법화되어
국가의 준수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근거로 국제법이 준수된다는 견해도 있다. See
Supra Note 65, pp. 8-17.

83) Supra Note 7, pp. 12-15.
84) 기존 국제법 이론의 연원인 자연법이론(natural law theory)과 국가의사 실증주의
(state-centered positivism)의 대안으로 국제정치이론(international political theory),
법경제학이론(law and economics) 등이 제시되고 있다. See Supra Note 10, pp.
2-6.

85) Supra Note 4, pp.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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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86) 즉, 법경제학은 국제법 준수를 비롯한 국제법의 근본적인 기반을 자

연법, 도덕성 등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국가 자체의 합리성에서 찾고 있
다.87)

이러한 법경제학적 접근은 국가의 본성을 권력적 속성에서 찾고 있는
국제관계학의 현실주의적 견해와 유사점도 가지고 있지만88), 국가의 도덕

성에 대한 입장에 있어 중요한 차이점도 존재한다. 즉, 국제관계학 현실주

의는 국가는 도덕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전제하고 있는 반면, 법경제학
은 국가는 도덕적이지도, 비도덕적이지도 않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하지

만,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법경제학과 국제관계학 현실주의 모두 국가

의 도덕성을 토대로 한 국제법학의 전제가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음
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가의 합리성을 토대로 한 법경제학적 방법론을 국제법학에
유효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89) 우선, 법경제학

적 방법론은 객관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국가의 합리적 선택을 중시하

는 법경제학적 방법론은 도덕성, 윤리, 철학 등에서 법의 근거를 도출하
는 자연법적 방법론과 비교할 때 현상에 대한 객관적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90) 특히, 실증적 분석에 기반한 법경제학적 방법론

86) Supra Note 7, pp. 6-8.
87) 한편, 국제조약과 계약법간 일부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주요 원칙(prevailing doc-

trine) 차이와 국제조약의 강제를 위한 실효적인 국제정부(effective international
government) 부재로 인해 동일한 법경제학적 방법론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존재하
며, 특히 국제조약 위반에 따르는 기대비용의 계량화가 곤란하므로 계약법 분석의
핵심이 되는 효율적 계약위반이론(theory of efficient breach) 대신 조약법상 조약의
신의성실한 준수 의무(pacta sunt servanda)가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See Ibid., pp. 2-4.

88) Kenneth Waltz는 현실주의의 핵심인 세력균형 이론이 국가라는 행위자들간의 상호
작용을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시경제학 이론과 유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세부
적인 사항은 케네스 월츠, 『국제정치이론』(사회평론, 2000), pp. 179-200. 참조.

89) ①법경제학적 방법론은 정부규제, 시장에 대한 자유주의(libertarian) 또는 보수주의
적 입장(conservative political position)에 편향(bias)되어 있지 않다는 점, ②계량화
가 곤란한 가치(values)들도 기수적(cardinal)인 방식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법 방법론으로 유효하며, 특히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political processes)을 통해
결정되는 제도적 결정(institutional choice) 분석에 유용하다는 견해가 있다. See
Supra Note 10, pp. 8-9.

90) Supra Note 11, pp. 6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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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규범적 분석을 중시하는 국제법학에 적용함으로써 국제법 이행력 제

고, 국제기구 효율성 개선 등에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91)

또한, 법경제학적 방법론은 국제사회의 복잡성을 단순화·추상화하여

개별적인 사실들을 통괄하는 질서를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
다.92) 국제사회의 중요한 특성에 초점을 맞추고, 긴요하지 않은 부분을

사상하여 법경제학 모형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이러한 법경제학 모형은

국제사회에 대한 일련의 가정(assumption)과 이러한 가정을 기반으로 한
명제(proposition)로 구성된다.93) 그리고, 이러한 법경제학 모형의 적합성

은 ➀가정의 현실적합성, ➁명제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논리적 일관성, ➂
모형의 일반성, ➃예측의 정확성 등을 통해 평가될 수 있다.94) 예를 들
면, 이 논문의 제4장에서는 일련의 가정에 기반하여 다자조약의 규범수

준은 최대 다수 국가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지점인 중위국 선호수준에

서 결정된다는 명제를 도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모든 개별적인 다자조
약의 규범수준 결정과정을 살펴볼 필요 없이, 어떠한 다자조약도 종국적

으로 중위국이 선호하는 수준에서 규범수준이 결정된다는 일반적인 예측

을 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이러한 법경제학적 모형 없이 다자조약의 규
범수준이 어떠한 수준에서 결정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최대한 다

양한 다자조약의 규범수준 결정과정을 살펴보는 실증적 사례분석을 진행

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일반적이고 예측가능성을 갖는 결론을 도출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이와 함께, 법경제학적 방법론도 사회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
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법경제학은 기본적으로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도덕성, 사회적 가치 등을 고려하지 않는 탈가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사회후생함수 등을 통해 공동체의 가치와 철학을 법경제학
적 분석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95) 이를 통해, 국제사회 또는 개별 국

91) Ibid., pp. 65-66.
92) 이준구, 『미시경제학』제4판 (법문사, 2002), pp. 8-10.; Jack Goldsmith·Eric A.

Posner, "The Limits of International Law Fifteen Years Later", Harvard Public
Law Working Paper, No. 21-12, 2021, pp. 5-6. (“Our models were self-con-
sciously reductive and simplifying about the influences on state behavior related
to international law.”)

93) 이준구, Ibid..
94) 이준구,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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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가치와 철학을 반영하여, 국제법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을 진행할

수 있다.96)

국제법학 방법론으로서 법경제학적 방법론이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음

에도 불구하고, 실제 국제법학에서는 소극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 ①국제법학자의 학제적 연구에 대한 거부감, ②경제학이 기

반하고 있는 자유주의(liberalism)적 정치철학으로 인한 정치적 중립성

확보 불가, ③법경제학적 방법론으로는 lex lata의 효율성만을 분석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97) 이러한 이유와 함께, 법경제학적 방법

론이 국제법학에 소극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 중 하

나는 법경제학적 방법론이 토대로 하고 있는 국가의 합리성 가정이 자연
법적 입장이 토대로 하고 있는 국가의 도덕성 전제와 상충되기 때문이

다. 즉, 법경제학적 방법론이 국제법학 자연법론의 본질적 전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경제학적 방법론은 국제법학에 대한
단순한 방법론 이상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다양한 이유로 법경제학적 방법론은 국제법학 방법론으로 자주 활용되
고 있지 않으나, 국가의 합리성을 토대로 한 법경제학적 분석은 국제법

의 이론화와 과학화에 있어 기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국제법 준수문제

를 국가의 도덕성이 아닌 국가의 합리성을 기반으로 분석할 수 있다.98)

신의성실원칙(pacta sunt servanda)99)과 사정변경원칙(rebus sic

95) ①법학은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선택을 규율하기 위한 규범
제정(rule-making)이라는 점, ②정의, 인권, 공익 등과 같은 법적 가치도 경제학적
선택 문제로 환원될 수 있다는 점, ③개인의 선호를 결집한 사회후생함수는 종국적
으로 사회가 추구하는 공익과 같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경제학적 방법론이 법학
에도 유용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세부적인 사항은 허성욱, “法의 經濟的 分析에
관한 몇 가지 誤解에 관한 考察”, 「서울대학교 法學」 제48권제4호(2007), pp.
183-200. 참조.

96) 경제학에서 논의되는 시장과 마찬가지로, 국제체계(international system)도 자국의
이익을 고려하는 국가라는 행위자(self-regarding units)간의 상호작용(interactions)
이며, 공리주의적 국가(utilitarian states)는 특정 이익을 얻기 위해 조약 등을 통해
주권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See Supra Note 10, pp. 12-14.

97) Supra Note 11, pp. 73-74.
98) ①계약 이행의 반복(repeated game), ②계약이행 강제 메커니즘(사법구제 등)의 존

재, ③계약 파기 가능성, ④신뢰관계(enduring relationships) 형성 등을 통해 장기적
으로 계약준수가 이루어질 수 있다. See Robert Cooter·Thomas Ulen, Law &
Economics, Fifth Edition, (Pearson, 2007), pp. 23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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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tibus)간의 조화 문제는 국제법 준수에 있어 핵심적인 사항이다.100)

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 제62조도 근본적 사정변경(fundamental change
of circumstances)이 발생하는 경우 동 조의 요건을 준수한다는 전제하

에 합법적으로 조약상 의무를 벗어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101) 이에

대해, 법경제학은 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 제62조가 국가의 국제법 준수
에 따른 기대비용과 기대이익간의 균형을 규범화한 것이라는 입장을 가

지고 있다.102) 국가는 국제법의 준수에 따른 기대비용이 준수에 따른 기

대이익보다 커지는 경우 당해 조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검토할 유

99)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Article 26(Pacta sunt servanda):
“Every treaty in force is binding upon the parties to it and must be performed
by them in good faith.”

100) Supra Note 10, pp. 28-29.; Malgosia Fitzmaurice, The Practical Working of the Law
of Treaties in INTERNATIONAL LAW, Third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pp. 197-198.

101)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Article 62(Fundamental change of
circumstances):
“1. A fundamental change of circumstances which has occurred with regard to
those existing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a treaty, and which was not
foreseen by the parties, may not be invoked as a ground for terminating or
withdrawing from the treaty unless:
(a) the existence of those circumstances constituted an essential basis of the
consent of the parties to be bound by the treaty; and
(b) the effect of the change is radically to transform the extent of obligations
still to be performed under the treaty.
2. A fundamental change of circumstances may not be invoked as a ground for
terminating or withdrawing from a treaty:
(a) if the treaty establishes a boundary; or
(b) if the fundamental change is the result of a breach by the party invoking it
either of an obligation under the treaty or of any other international obligation
owed to any other party to the treaty.
3. If, under the foregoing paragraphs, a party may invoke a fundamental change
of circumstances as a ground for terminating or withdrawing from a treaty it
may also invoke the change as a ground for suspending the operation of the
treaty.”

102) 계약의 이행 비용 >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인 경우 계약을 위반하며, 계약의
이행 비용 <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인 경우 계약을 준수하게 된다. 효율성 측
면에서는 계약자의 계약 이행 비용 > 계약 이행에 따른 계약자의 편익인 경우 계
약을 위반하는 것이 사회적 최적이며, 계약자의 계약 이행 비용 < 계약 이행에 따
른 계약자의 편익인 경우 계약을 준수하는 것이 사회적 최적이다. See Supra Note
98, pp. 208-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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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103)이 생기므로, 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 제62조은 이러한 상황을 규

율하고 있다는 것이다.104) 흥미로운 것은 Gabčíkovo-Nagymaros
Project 사건에서 ICJ도 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 제62조에 대한 법리 분

석 시 법경제학적 분석방법을 차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 사건에서 ICJ

는 근본적인 사정변경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
서도, 근본적인 사정변경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 기대이익과 기대비용을

비교(“[E]ven though the estimated profitability of the Project might

have appeared less in 1992 than in 1977, it does not appear from the
record before the Court that it was bound to diminish to such an

extent that the treaty obligations of the parties would have been

radically transformed as a result.”)하고 있다.105) 즉, 국제법의 준수문제

103) 효과적 분쟁해결(effective dispute resolution)을 통해 금전적 배상이 용이한 경우,
국가가 효율적 계약위반이론(theory of efficient breach)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있다. See Supra Note 10, pp. 31-33.

104) 효율적 계약위반이론(theory of efficient breach)을 국제법에 적용하는 경우, 국가는
조약 준수에 따른 기대편익보다 기대비용이 큰 경우 조약을 위반하는 것이 합리적
이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조약의 신의성실한 준수를 기반으로하는 국제법과 상충된
다. 세부적인 사항은 Supra Note 11, pp. 76-77. 참조.

105) Gabčíkovo-Nagymaros Project (Hungary/Slovakia), Judgement, I .C.J . Reports
1997, pp. 64-65.
“para. 104. Hungary further argued that it was entitled to invoke a number of
events which, cumulatively, would have constituted a fundamental change of
circumstances. In this respect it specified profound changes of a political nature,
the Project's diminishing economic viability, the progress of environmental
knowledge and the development of new norms and prescription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see paragraph 95 above).
The Court recalls that, in the Fisheries Jurisdiction case, it stated that

"Article 62 of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 may in many
respects be considered as a codification of existing customary law on the sub-
ject of the termination of a treaty relationship on account of change of circum-
stances" (I.C.J . Reports 1973, p. 63, para. 36).

The prevailing political situation was certainly relevant for the conclusion of the
1977 Treaty. But the Court will recall that the Treaty provided for a joint in-
vestment programme for the production of energy, the control of floods and the
improvement of navigation on the Danube. In the Court's view, the prevalent
political conditions were thus not so closely linked to the object and purpose of
the Treaty that they constituted an essential basis of the consent of the parties
and, in changing, radically altered the extent of the obligations still to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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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국가의 기대이익과 기대비용을 명시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이

다.106)

이러한 법경제학적 방법론은 국제법 준수문제 분석에 주로 적용107)되

어 왔으나, 조약 체결협상 참여여부 결정, 조약 규범수준 결정 등의 문제
를 분석하는데도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다.108) 특히, 국가는 자국의 주권

을 제한하는 대신 협력을 통한 이익을 얻기 위해 조약을 체결한다는

점109)을 고려할 때, 조약 체결협상 참여여부 결정, 조약 규범수준 결정

performed. The same holds good for the economic system in force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1977 Treaty. Besides, even though the estimated profit-
ability of the Project might have appeared less in 1992 than in 1977, it does
not appear from the record before the Court that it was bound to diminish to
such an extent that the treaty obligations of the parties would have been radi-
cally transformed as a result. The Court does not consider that new develop-
ments in the state of environmental knowledge and of environmental law can
be said to have been completely unforeseen. What is more, the formulation of
Articles 15, 19 and 20, designed to accommodate change, made it possible for
the parties to take account of such developments and to apply them when im-
plementing those treaty provisions. The changed circumstances advanced by
Hungary are, in the Court's view, not of such a nature, either individually or
collectively, that their effect would radically transform the extent of the obliga-
tions still to be performed in order to accomplish the Project. A fundamental
change of circumstances must have been unforeseen; the existence of the cir-
cumstances at the time of the Treaty's conclusion must have constituted an es-
sential basis of the consent of the parties to be bound by the Treaty. The neg-
ative and conditional wording of Article 62 of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is a clear indication moreover that the stability of treaty rela-
tions requires that the plea of fundamental change of circumstances be applied
only in exceptional cases.“ (emphasis added)

106) 효율적 계약위반이론(theory of efficient breach)에 대해 ①국제사회가 갖추고 있지
않은 효과적 사법 집행 메커니즘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 ②국가간 효용 비교가 곤
란하여 조약 위반에 따른 손실(damages)에 대한 금전적 보상(monetary payment)
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점, ③규범적 차원에서 국가간의 지속적인 협력을 저해한다
는 점을 고려할 때 국제법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See Supra Note
10, pp. 31-33.

107) 통상협정에 대한 법경제학적 연구의 대부분은 게임이론을 통해 협정의 이행 준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는 각 국가의 보수가 통상협정에 의해 결정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세부적인 사항은 Supra Note 80, pp. 211-214. 참조.

108) Jack Goldsmith·Eric A. Posner는 게임이론을 토대로 조약의 형성, 조약의 준수 등
을 설명하고 있다. See Supra Note 60, pp. 83-106.

109) ①조약의 편리성(expediency), ②관습국제법상 의무 범위의 모호성(vagueness),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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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은 조약에 대한 객관적 시각과 함께, 과연 조

약이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 추구에 있어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110)

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 원용을 통한 불확실성 감소, ④개정 탈퇴 용이성으로 인해
국가는 관습국제법보다 조약을 더 선호하나, ①조약의 협상 체결에 소요되는 비용,
②협상력, 편견, 정치적 요소로 인한 조약의 비효율성(inefficiency)은 조약이 관습국
제법에 비해 불리한 요소라고 지적하는 견해가 있다. See Supra Note 7, pp. 4-6.

110) 법경제학 방법론의 목적은 국제법이 현실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일련의 모델을 만
드는 것(“build a chain of ever more complicated models simulating reality”)이라
는 견해가 있다. See Supra Note 10, pp. 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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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가의 다자조약 체결협상 참여여부 결정과정 분석

국가의 다자조약 체결협상 참여여부 결정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을

위해 시위게임(civil unrest game)과 다자간 집단행위 게임(multi-person

collective-action game)을 활용하였다. 특히, 시위게임과 다자간 집단행
위 게임을 통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자조약 체결협상 참여 촉진을 위한

법적 함의와 함께, 자연법적 입장의 현실타당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

였다. 아울러, 국가의 의지 또는 동의의 국제법 연원성 존부, 조약이 국
가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a law between States)인지 여부, 국가의 합

리성 가정의 현실성에 대한 국제법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자연법적 입장

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제1절 기존 법경제학적 분석 방식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국가의 합리성 가정을 토대로 한 기존 법경제학적 분석111)은, 국가는
다자조약 체결협상 참여에 따른 기대이익(expected benefits)이 기대비용

(expected costs)보다 더 큰 경우에 참여하게 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비교적 단순하지만 직관적인 분석논리를 제시하고 있
다.112) 이에 따라, 발효된 다자조약의 경우 참여국의 선호 또는 이익이

극대화된 파레토 최적(Pareto optimality)을 달성한 상황으로 판단하게

된다.113) 게임이론을 통한 분석결과도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 반복되는
경우 국가간 협력(조약체결)이 이루어져 사회적으로 최적의 결과

111) 법경제학적 방법론의 핵심은 경제주체의 합리성(rationality) 또는 합리적 선택
(rational choice)을 가정하는 것이다. 세부적인 사항은 Supra Note 95, pp.
181-183. 참조.

112) 선택이론, 비용-편익분석에 근거한 법경제학적 분석방법은 기대비용과 기대편익간
비교형량을 통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세부적인 사항은 Supra Note
78, pp. 25-27.; 게임이론을 통한 관습국제법 형성 과정 분석은 국가가 자국 이익극
대화라는 절대적 이익만을 고려한다고 가정한다. 세부적인 사항은 박현석, “國際慣
習法 形成의 게임이론 模型”, 「국제법학회논총」 제55권제4호(2010), pp. 51-52.;
북한을 자국 이익극대화를 추구하는 합리적 행위자로 가정하는 경우, 무력도발로부
터 얻을 수 있는 기대효용이 이에 따른 기대비용보다 크다면 북한이 무력도발(국제
법 위반)을 감행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세부적인 사항은 주진열, “전쟁과 무력행
사에 대한 북한의 규범의식과 정책적 시사점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 「서울국제
법연구」 제17권제2호(2010), pp. 201-203. 참조.

113) Supra Note 11, pp. 7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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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ly optimal outcome)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114)

기존 법경제학적 분석논리와는 달리, 현실에 있어서는 국가는 기대이

익과 기대비용만을 고려하여 다자조약 체결협상 참여여부를 결정하지 않

는다.115) 국제관계학의 현실주의적 접근방식은 국가가 타국과의 협력(사
례: 조약체결 등)을 고려함에 있어 절대적 이익(자국의 이익 극대화)보다

상대적 이익(상대국의 이익과 자국의 이익간 비교형량)을 더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지적한다.116) 이는 현실 국제정치 하에서 국가는 세력 균형
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므로, 다자조약 체결협상 참여를 통

해 자국이 얻을 수 있는 이익만을 고려하기보다는 상대국이 얻게 되는

이익과의 상대적인 비교가 각 국가에게는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117) 즉,
국가는 기대이익과 기대비용간의 비교만을 통해 조약 체결협상 참여여부

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국의 전략적 행동(조약 참여여부) 역시 중

요한 요소로 고려하는 것이다.118) 특히, 당해 다자조약이 공공재적(public

114) Supra Note 7, pp. 10-12.
115) 국제관계학의 자유주의적 제도주의는 국가가 상대적 이익보다 절대적 이익을 주로

고려한다고 가정한다. 예를 들면,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와 같이 자신의 보수
(payoff) 극대화만을 고려하여 전략을 수립하며, 상대방 보수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세부적인 사항은 John J. Mearsheimer, “국제적 제도의 그릇된 약속”,
『국가 간의 정치 2』(김영사, 2014), pp. 472-478. 참조.

116) Ibid., pp. 466-468.; John J. Mearsheimer는 현실주의의 주요 가정으로 국가의 합리
성을 가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합리성에 따라 국가는 타국의 선호를 고려하여 자국
의 생존전략(장·단기적 효과 고려)을 수립하게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세부적
인 사항은 존 J. 미어셰이머, Supra Note 78, pp. 73-75. 참조.

117) John J. Mearsheimer는 국가간 협력시 국가는 자국의 이익극대화라는 절대적 이익
보다는 협력을 통한 이득의 배분이라는 상대적 이익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이는
국가는 세력균형의 중점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세부적인 사항은 존
J. 미어셰이머, Ibid., pp. 100-103.; Kenneth Waltz도 국가간 협력 문제는 이익의
상대적 분배에 의해 결정된다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는데, 국가는 상대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익이 불균형하게 분배되는 경우 이러한 불균형한 이익분배가 자국에 불
리한 영향을 미치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세부적인 사항은
Supra Note 88, pp. 164-169. 참조.

118) 게임이론 분석을 토대로 ①협력을 통한 장기적 이익 예상(예를 들면, 죄수의 딜레
마 반복 게임), ②조화 문제(coordination problems) 해소, ③이해관계의 일치
(coincidence of interests), ④강대국에 의한 참여 강제(coercion)를 국가가 조약 형
성에 참여하는 이유로 설명하는 견해가 있다. See Supra Note 7, pp. 10-12. 이러
한 게임이론 분석은 각 국가가 자국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전략적 행동을 한 결과
로 어떠한 균형이 도출되는지를 분석하는 것으로, 각 국은 자국 이익극대화만을 고
려하기는 하나 자국의 전략은 상대국의 전략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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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s)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상대국의 전략적 행동을 고려할 필요

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 자국은 다자조약을 체결하여 일정 의무를 부담
하는 반면, 상대국은 다자조약을 체결하지 않으면서도 다자조약의 혜택

만을 누리는 무임승차(free-riding)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WTO 협정의 사례를 검토할 수 있다. WTO 협정은 WTO 회원국의 주
권적 권한을 일정 부분 제한(관세부과 권한 등)할 의무를 부과하는 대신,

무역·투자 촉진을 통해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

고 있다. 이에 따라, WTO 협정에 참여한 국가는 WTO 협정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국가의 법·제도를 개선하거나, 향후 법·제도를 변경할 수

있는 주권적 권한을 일정 부분 제한하게 된다. 하지만, 법·제도 관련 주

권적 권한의 제한효과는 WTO 회원국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WTO 협정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는 자국의 주권적 권한은 제한받지 않

은 채, WTO 협정에 참여한 국가들의 주권적 권한 제한효과에 따른 이

익을 향유할 수 있으며, WTO 협정에 따른 거시적 무역·투자 활성화 효
과로부터도 직간접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또 다른 사례로는 기후변

화협정을 들 수 있다. 기후변화협정에 참여한 국가들은 전 세계적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의무를 부과 받는다. 하지만, 기후
변화협정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는 온실가스감축 의무를 부과 받지 않은

채, 환경보호 수준 개선에 따른 이익만을 향유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국가는 기대이익과 기대비용만을 고려하여 다자조약 체결협상

참여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 특히, 기대이익에서 기대비용을 제외한 각

국가의 순기대이익(net expected benefits)을 단순히 합산하여 다자조약
의 순기대이익을 도출(즉, social net expected benefits = ∑ net

expected benefits of contracting parties)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가

파레토 최적이라는 분석결과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공공재적 특성
이 존재하는 다자조약인 경우, 다자조약 미참여국의 무임승차 문제 등으

로 인해 전 세계적 후생이 극대화된 파레토 최적 상황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119)

119) 환경문제 등 초국경적 이슈에 대한 다자적인 규제조화, 기술협력 등을 통해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를 향유할 수 있으며, 거래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See Supra Note 10, pp.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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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다자조약 체결협상 참여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

제2절에서는 시위게임과 다자간 집단행위 게임을 활용하여 국가의 다
자조약 체결협상 참여여부 결정과정을 분석하였다. 특히, 조약 체결협상

참여여부 결정시 절대적 이익만을 고려하는 기존 법경제학적 분석과는

달리, 두 모형은 국가가 절대적 이익이 아닌 상대적 이익을 고려한다는
점을 전제하여 기존 법경제학적 분석의 한계를 보완하였다. 이러한 법경

제학적 분석을 통해 다자조약 체결협상 참여 촉진을 위한 법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1. 시위게임을 통한 분석

1) 모형의 설정

국가의 다자조약 체결협상 참여여부 결정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을
위해 시위게임(civil unrest game)과 다자간 집단행위 게임(multi-person

collective-action game)을 활용한다. 두 모형 모두 국가가 단순히 기대

이익과 기대비용만을 비교하여 조약 체결협상 참여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국의 전략(다자조약 참여여부)도 함께 고려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120) 다만, 두 모형은 다자조약 체결협상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의 이

익에 대해 상이한 전제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다. 시위게임에서는 다자조약을 체결하지 않는 국가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0 이라고 가정하고 있는 반면, 다자간 집단행위 게임은 다자조약

를 체결하지 않는 국가도 다자조약에 참여한 국가와 동일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즉, 다자간 집단행위 게임 분석모형은 다자조

약이 공공재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는 것이다. 별론

으로, 이미 성안된 다자조약에 대한 가입여부 결정은 타국의 다자조약
체결협상 참여여부 결정 및 다자조약 체결협상이 완료된 이후 이루어진

다는 점에서 시위게임과 다자간 집단행위 게임이 가정하고 있는 상황과

상이하므로, 이 논문의 분석범위에서 제외한다.

120) 국제제도(조약 등)의 수립은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과 국가의 전략적 고려
(strategic considerations)에 의해 결정된다는 견해가 있다. See Ibid., pp.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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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차이점과 공통점을 염두하며, 국가의 다자조약 체결협상 참여

여부 결정에 대한 시위게임을 통한 분석을 진행한다. 시위게임의 목적은
개별 시민들이 시위에 참여할지 여부를 법경제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다. 특히, 사회 계층별로 시위에 참여하는 비용을 상이하게 구성하여 비

대칭적 참여자(asymmetric players)가 존재하는 상황을 분석할 수 있다.
이 모형을 국가의 다자조약 체결협상 참석여부 결정에 대한 분석에 적용

하면, 다자조약 체결에 따른 비용이 상이한 비동질적인 국가들이 다자조

약 체결협상 참여여부를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조약체결에 따른 비용을 기준으로 조약체결에 각각 동일한 비용

이 소요되는 선진국, 중진국, 개도국 그룹이 존재하며, 선진국 그룹은 50
개, 중진국 그룹은 50개, 개도국 그룹은 100개의 국가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또한, 선진국의 경우 조약체결에 참여시 각 국가가 직면하는

비용이 A, 중진국의 경우 조약체결에 참여시 각 국가가 직면하는 비용
이 M, 개도국의 경우 조약체결에 참여시 각 국가가 직면하는 비용이 D

이며, A < M < D 라고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은 분석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만약 A > M > D로 가정하더라도 동일한 분석함의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다자조약 체결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가 얻는 보수는 0 이

라고 가정한다. 다음으로, 조약체결에 참여하는 국가가 1개 증가할 때 마

다 개별 국가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b 라고 가정한다. 이에 따라 다자
조약 체결에 참여하는 국가의 수를 n 개라고 할 때, 개별국가는 bn 의

이익을 얻는다. 한편, 개별국가는 다자조약 체결협상 참여에 따라 Ci 의

비용에 직면하게 된다. 이 경우, 각 국가의 다자조약 체결협상 참여조건
은 다음과 같다.

다자조약 체결협상 참여조건 : bn – Ci ≥ 0
i - {선진국, 중진국, 개도국}

이러한 다자조약 체결협상 참여조건을 변환하면, n ≥ Ci / b 을 도출
할 수 있다. 즉, 각 국가는 다자조약 체결협상에 참여하는 국가의 수(n)

가 임계질량(critical mass)을 넘어서는 경우 다자조약 체결협상에 참여

한다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러한 임계질량은 선진국의 경우 A / b,
중진국의 경우 M / b, 개도국의 경우 D / b 이다. 이를 정리하면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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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 같다.

< 표1 : 시위 게임 분석모형 >

※ 단, D / b ≤ 200 (총 국가수)

국가그룹 국가수 조약체결 비용 임계질량

선진국 50 A A / b

중진국 50 M M / b

개도국 100 D D / b

(출처: 저자작성)

2) 모형의 분석

각 국가는 다자조약 체결협상에 참여하는 국가의 수(n)와 임계질량
(critical mass)을 비교하여 다자조약 체결협상 참여여부를 결정하게 된

다. 선진국 그룹에 속한 국가의 경우 다자조약 체결협상에 참여하는 국

가 수(n)가 A / b 보다 큰 경우 당해 다자조약에 참여하게 된다. 다음으
로, 중진국은 다자조약 체결협상에 참여하는 국가 수(n)가 M / b 보다

큰 경우 당해 다자조약 체결협상에 참여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개도국은

다자조약 체결협상에 참여하는 국가 수(n)가 D / b 보다 큰 경우 당해
다자조약 체결협상에 참여하게 된다. 그리고, 앞서 A < M < D 라고 가

정하였기 때문에, 논리적 귀결로 A / b < M / b < D / b 이다. 분석의

편의를 위해 b = 50, A = 3,000, M = 4,500, D = 7,500 로 가정하면, 선
진국 그룹에 속한 국가는 다자조약 체결협상 참여국 수가 60개(= 3,000

/ 50) 이상인 경우, 중진국 그룹에 속한 국가는 다자조약 체결협상 참여

국 수가 90개(= 4,500 / 50) 이상인 경우, 개도국 그룹에 속한 국가는 다
자조약 체결협상 참여국 수가 150개(= 7,500 / 50) 이상인 경우 다자조약

체결협상에 참여하게 된다. 이를 정리하면 <표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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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2 : 임계 질량별 국가그룹 협상 참여여부 분석 >

(출처: 저자작성)

이를 정리하면, 다자조약 체결협상 참여국 수가 60개(= 3,000 / 50) 이
상인 경우 선진국이 참여하게 되며, 다자조약 체결협상 참여국 수가 90

개(= 4,500 / 50) 이상인 경우에는 선진국, 중진국이 참여하며, 다자조약

체결협상 참여국 수가 150개(= 7,500 / 50) 이상인 경우에는 선진국, 중
진국, 개도국 모두가 다자조약 체결협상에 참여하게 된다. 즉, 각 임계질

량에 해당하는 국가 수를 기준으로 당해 국가그룹의 체결협상 참여여부

가 결정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정리하면 <표3>과 같다.

시위게임의 내쉬균형(Nash equilibrium)을 찾기 위해 모든 국가가 조

약 체결협상에 참여하지 않는 점인 n = 0, 선진국 그룹만이 조약 체결협
상에 참여하는 점인 n = 50, 선진국, 중진국 그룹만이 조약 체결협상에

참여하는 점인 n = 100, 모든 국가그룹이 조약 체결협상에 참여하는 점

인 n = 200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시위게임의 내쉬균형은 n
= 0, n = 100, n = 200 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국가가 다자조약 체결협상에 참여하지 않는 n = 0 인 상황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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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임계질량도 초과할 수 없어 선진국, 중진국, 개도국 그룹 모두 체

결협상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내쉬균형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선진국과
중진국 그룹의 합인 n = 100 인 상황에서는, n 이 중진국의 다자조약 체

결협상 참여 임계질량인 90을 초과하므로 선진국, 중진국 그룹이 체결협

상에 참여하게 되므로 내쉬균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국가 그룹의
합인 n = 200 인 상황에서는 n 이 개도국의 다자조약 체결협상 참여 임

계질량인 150을 초과하여 선진국, 중진국, 개도국 그룹이 체결협상에 참

여하게 되므로 내쉬균형이 될 수 있다. 반면, 선진국 그룹의 합인 n =
50 인 상황에서는, n 이 선진국의 다자조약 체결협상 참여 임계질량인

60 미만이므로 어느 국가그룹도 체결협상에 참여하지 않게 되며, 따라서

내쉬균형이 될 수 없다. 즉, 시위게임에서는 조약체결 체결협상에 참여하
는 각 그룹별 국가의 수와 각 임계질량간 비교를 통해 내쉬균형에 해당

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며, 특히 시위게임에서는 다수의 내쉬균형이

존재할 수 있다.

< 표3 : 임계 질량별 다자조약 체결협상 참여 국가 >

(출처: 저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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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 함의

시위게임의 법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대 국가가 다자조약 체

결협상에 참여할 것이라는 국가들간의 신뢰가 중요하다. 앞서 분석한 바

와 같이 시위게임에는 다수의 내쉬균형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러한 내
쉬균형간에 우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각 국가가 조약 체결협상에 많

은 수의 국가가 참여한다고 합리적으로 기대하는 경우, 다수의 국가가

조약 체결협상에 참여하는 점에서 내쉬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주권평
등원칙에 따라 국가의 조약 체결협상 참여를 강제할 수는 없으나, 조약

체결협상 참여에 대한 국가간의 공감대 형성과 당해 조약과 관련된 비구

속적 국제규범의 확산은 다자조약 체결협상에 다수의 국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둘째, 개별 국가가 직면하는

다자조약 체결비용에 따라 국가그룹의 임계 질량이 변화하게 되며, 다자

조약 체결비용이 낮아질수록 임계 질량이 낮아져 더 많은 국가가 조약
체결협상에 참여하게 된다. 예를 들면, 국제기구 플랫폼을 활용하여 다자

조약 협상을 진행하는 경우, 거래비용 등 다자조약 규범협상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여 더 많은 국가의 체결협상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
다.

2. 다자간 집단행위 게임을 통한 분석

1) 모형의 설정

다자간 집단행위 게임(multi-person collective-action game)과 시위게
임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다자조약 체결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도 다자

조약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는 것이다.121) 즉, 다

자조약은 공공재적 특성(특히, 배제불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
라 다자조약의 효과를 당해 다자조약의 비당사국도 향유할 수 있다고 전

제하고 있다. 이는 앞서 사례로 든 기후변화협정과 같이, 기후변화협정

당사국간 기후변화 대응 공조를 통해 도출된 환경개선 효과를 기후변화
협정 비당사국도 향유할 수 있는 경우이다. 또 다른 사례로는 군축조약

121) Multi-person Collective-Action Game의 설계는 Avinash Dixit·Susan Skeath, Games of
Strategy, First Edition, (Norton, 1999), pp. 362-36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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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군축조약을 통해 당해 조약의 당사국들은 전쟁위

험 감소라는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한편, 당해 군축조약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들도 반사적으로 전쟁위험 감소라는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전제하에, 다자간 집단행위 게임은 국가가 어떠한 상황에서

다자조약 체결협상에 참여하게 되는지를 법경제학적으로 분석한다.

우선, 전체 국가의 수는 N 개라고 가정한다. 국가는 다자조약 체결협

상 참여여부를 주권평등원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조약체결에
소요되는 비용인 c 는 다자조약 체결협상 참여국의 수인 n 에 의해 결

정되며, 이에 따라 비용함수는 c(n) 으로 가정한다. 또한, 다자조약에 따

른 이익도 참여국의 수에 의해 결정되며, 이를 b(n) 이라고 표시한다. 특
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자조약의 이익은 다자조약 체결협상 참여

국과 체결협상 비참여국 모두 동일하게 향유한다고 가정한다. 이때, 다자

조약 체결협상 참여국과 체결협상 비참여국의 보수는 다음과 같다.

체결협상 참여국 보수: p(n) = b(n) - c(n)

체결협상 비참여국 보수: s(n) = b(n)

이러한 보수를 토대로, 일국의 다자조약 체결협상 참여여부에 대한 결정

은 당해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N-1)의 선택에 따라 좌우된다. n 개의
국가가 다자조약 체결협상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일국이 다자조

약 체결협상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 당해 국가를 제외한 n 개

의 국가가 다자조약 체결협상에 참여하게 되어 당해 국가는 s(n) = b(n)
의 이익을 얻게 된다. 반면, 일국이 다자조약 체결협상에 참여하기로 결정

하는 경우, 당해 국가를 포함한 n+1 개의 국가가 다자조약 체결협상에 참

여하여 p(n+1) = b(n+1) - c(n+1) 의 이익을 얻게 된다. 결과적으로, 일
국은 p(n+1) > s(n) 인 경우 다자조약 체결협상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며,

p(n+1) < s(n) 인 경우 다자조약 체결협상에 참여하지 않게 된다. 이때,

사회적 총편익은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사회적 총편익: T(n) = np(n) + (N-n)s(n) = Ns(n) - n[s(n) - p(n)]

(n: 다자조약 체결협상 참여국 개수, N-n: 다자조약 체결협상 미참여국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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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사회적 총편익은 전체 국가가 다자조약 체결협상에 참여하지 않는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에서, 다자조약 체결협상 미참여국의 이익에서
다자조약 체결협상 참여국의 이익을 뺀 값에 다자조약 체결협상 참여국

수인 n 을 곱한 값을 차감하면 도출할 수 있다.

2) 분석 I: 다자간 죄수의 딜레마 게임

우선, 항상 p(n+1) < s(n) 인 경우 어떠한 결과가 도출되는지 분석한다.
이러한 상황은 다자간 죄수의 딜레마 게임(multi-person prisoner’s

dilemma game)으로 타국이 다자조약 체결협상에 참여하는지 여부와 무관

하게 항상 다자조약 체결협상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일국의 우월전략
(dominant strategy)이다.

< 표4 : 다자간 죄수의 딜레마 게임 >

(출처: Avinash Dixit·Susan Skeath, Games of Strategy, First Edition,
(Norton, 1999), pp. 362-367을 참조하여 저자작성)

이 경우 내쉬균형은 어떠한 국가도 다자조약 체결협상에 참여하지 않는
점에서 이루어지며, 일국은 s(0)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만약, 전체 국가가

다자조약 체결협상에 참여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인 p(N)과 비교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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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0)이 더 작다면 파레토 개선(Pareto Improvement)이 가능할 수 있다. 이

는 각 국가 차원에서는 다자조약 체결협상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
이나, 사회적으로는 모든 국가가 다자조약 체결협상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s(0) > p(N) 인 경우에는 모든 국가가 다

자조약 체결협상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사회적으로 최적일 것이다.

3) 분석 II: 다자간 치킨게임

다음으로 다자간 치킨게임(multi-person chicken game)을 분석한다. 이

게임의 경우 다자조약 체결협상 참여국 수가 M > n 인 경우 p(n+1) >

s(n) 이며, M < n 인 경우 p(n+1) < s(n) 인 상황이다.

< 표5 : 다자간 치킨 게임 >

(출처: Avinash Dixit·Susan Skeath, Games of Strategy, First Edition,
(Norton, 1999), pp. 362-367을 참조하여 저자작성)

이에 따라, 다자조약 체결협상 참여국 수가 M > n 인 경우 다자조약

체결협상에 참여하는 반면, M < n 인 경우 다자조약 체결협상에 참여하
지 않게 된다. 이는 다자조약 체결협상 참여국 수가 적으면 다자조약 체

결협상에 참여하는 것이 유리한 반면, 다자조약 체결협상 참여국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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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으면 다자조약 체결협상에 참여하는 것이 불리한 상황을 나타낸다. 현

실에서는 한정된 자원의 배분에 대한 다자조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상정
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다자조약 체결협상 참여국 수가 증가할 때, 일

정 체결협상 참여국 이상에서는 일국에 배분되는 자원의 비율이 감소하

여 당해 다자조약의 구속을 받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해 질 수 있다.

한편, 다자간 치킨게임의 내쉬균형은 M = n에서 형성되며, 이때 n 개

의 국가가 다자조약 체결협상에 참여하게 된다. 이때, 사회적 총편익은
T(n) = Ns(n) - n[s(n) - p(n)]을 얻을 수 있다.

4) 분석 III: 다자간 확약게임

마지막으로 다자간 확약게임(multi-person commitment game)을 분석

한다. 이 게임의 경우 다자조약 체결협상 참여국 수가 M > n 인 경우
p(n+1) < s(n) 이며, M < n 인 경우 p(n+1) > s(n) 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다자조약 체결협상 참여국 수가 M > n 인 경우 다자조약
체결협상에 참여하지 않는 반면, M < n 인 경우 다자조약 체결협상에

참여하게 된다. 이는 다자조약 체결협상 참여국 수가 적으면 다자조약

체결협상에 참여하는 것이 불리한 반면, 다자조약 체결협상 참여국 수가
많으면 다자조약 체결협상에 참여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을 나타낸다. 현

실에서는 다자조약 체결협상 참여국 수가 증가할수록 다자조약의 기대이

익이 커지는 소위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s)가 존재하는 경우를 상
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기후변화협정과 같은 경우 당해 조약을 체결한

국가가 더 많아 질수록 당해 조약의 기대이익이 더 커지므로, 많은 국가

가 조약을 체결하는 상황에서는 각 국가 차원에서도 조약을 체결할 유인
이 커지게 된다. 한편, 국가안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군축조약

의 경우, 타국이 당해 조약 체결에 적극적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각 국가

는 당해 조약을 체결할 유인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즉, 다자간 확약게임의 내쉬균형은 모든 국가가 다자조약 체결협상에

참여하거나, 어떠한 국가도 다자조약 체결협상에 참여하지 않는 지점에
서 이루어진다.122) 특히, 사회적 총편익 극대화는 모든 국가가 다자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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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협상에 참여하는 경우 이루어지게 된다.

< 표6 : 다자간 확약 게임 >

(출처: Avinash Dixit·Susan Skeath, Games of Strategy, First Edition,
(Norton, 1999), pp. 362-367을 참조하여 저자작성)

5) 법적 함의

다자간 집단행위 게임의 경우 참여국과 비참여국의 보수 함수(payoff

functions)에 따라 상이한 법적함의가 도출된다. 첫째, 다자간 죄수의 딜

레마 게임은 모든 국가가 다자조약 체결협상에 참여하여 얻을 수 있는
국제사회의 후생수준이 모든 국가가 다자조약 체결협상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얻을 수 있는 국제사회의 후생수준 보다 더 크다면, 파레토 개선

(Pareto improvement)이 이루어 질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다자간 죄수의
딜레마 게임 반복(repetition), 처벌과 보상 메커니즘 도입, 리더쉽 발휘

등은 다자조약 체결협상이 개시되지 않는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해결책

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 최적 수준의 내쉬균형에 도달할 수

122) 만약, 다수의 국가가 존재하여 p(n+1) ≒ p(n) 인 경우, p(n) = b(n) - c(n) < s(n)
= b(n) 이다. 즉, 일국의 다자조약 참여에 따른 이익증가가 크지 않아 p(n+1) ≒
p(n) < s(n) 인 경우, 국가는 다자조약에 참여하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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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다.123) 둘째, 다자간 치킨게임은 다자조약 체결협상 참여국이

직면한 조약체결 소요비용을 낮추거나, 다자조약 체결협상에 참여하지
않는 비참여국에게 일정 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다자조약 체결협상에

참여하는 국가의 수가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즉, 조약체결에

소요되는 거래비용이 감소되거나, 기술의 발전으로 협상비용이 감소하는
경우 다자조약 체결협상 참여국이 직면하게 되는 비용이 감소하게 되고,

이러한 비용감소는 다자조약 체결협상 참여국의 수를 증가시키게 될 것

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한편, 조약 체결협상에 참여하지 않은 채 다자조약
의 효과에 무임승차 하려는 비참여국에 대해 제재조치, 외교적 압박, 국

제사회 규범 수립, 국제사회 원조 연계 등과 같은 처벌과 보상 메커니즘

을 사용한다면, 당해 비참여국의 보수를 변화시켜 다자조약 체결협상 참
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124) <표7>은 다자조약 체결협상 참여국의

비용이 감소하는 경우 다자조약 체결협상 참여국 수가 증가함을 보여준

다. 이러한 분석은 다자조약 체결협상 비참여국의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표7 : 다자간 치킨 게임: 조약체결 소요비용 감소시 >

(출처: Avinash Dixit·Susan Skeath, Games of Strategy, First Edition,
(Norton, 1999), pp. 362-367을 참조하여 저자작성)

123) See Supra Note 121, pp. 369-377.
124) See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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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다자간 확약 게임은 다자조약 체결협상 참여에 대한 국가 간의
믿음과 신뢰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다자간 확약 게임에는 모두 다자조약

체결협상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않는 소위 ‘all or nothing’ 형태의 내쉬

균형이 존재한다. 따라서, 각 국가가 조약 체결협상에 많은 수의 국가가
참여한다고 합리적으로 기대하는 경우, 다수의 국가가 조약 체결협상에

참여하는 점에서 내쉬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주권평등원칙에 따라 국

가의 조약 체결협상 참여를 강제할 수는 없으나, 조약체결에 대한 국가
간의 공감대 형성과 당해 조약과 관련된 비구속적 국제규범의 확산은 다

수의 국가가 다자조약 체결협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할 수 있는 방

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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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국제법적 시사점

앞서 분석한 다자조약 체결협상 참여 모형에서 도출된 법적 함의를 토
대로, 국제법적 시사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125) 첫째, 다자조약 체결에

소요되는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을 감소시키는 경우, 다자조약 체결

협상에 더 많은 국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126) 예를 들면,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제3조제2항은 세계무역기

구가 다자간 무역관계에 관한 협상의 장(forum for negotiations)을 제공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127) 이는 세계무역기구라는 국제기구를 활용하여

협상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소시키고, 이를 통해 다자간 무역관계에 관한

다자조약의 형성을 촉진하는 것을 의도한 것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국제연합헌장(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제13조제1항(a)호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128) 국제연합헌장 제13조제1항(a)호는 총회의 임무 및

권한중 하나로 국제법의 점진적 발전과 법전화 장려를 위한 연구의 발의
와 권고를 규정하고 있다. 총회에 국제법의 발전에 대한 임무 및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다자조약을 포함한 국제법 형성에 소요되는 거래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을 의도하고 있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다자조약 체결에 참

125) ①통신기술 발달, ②국제무역 증대, ③국제기구 설립을 통해 국제법의 역할과 중요
성이 확대되었다는 견해가 있다. 세부적인 사항은 Supra Note 62, pp. 609-615. 참
조.

126) 조약 체결에 대해 코즈의 정리(Coase’s theorem)을 적용하여, 국제기구가 국가들간
조약 체결시 소요되는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See Supra Note 79, pp. 4-5.

127) 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rticle III.2:
“The WTO shall provide the forum for negotiations among its Members con-
cerning their multilateral trade relations in matters dealt with under the agree-
ments in the Annexes to this Agreement. The WTO may also provide a forum
for further negotiations among its Members concerning their multilateral trade
relations, and a framework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results of such nego-
tiations, as may be decided by the Ministerial Conference.”

128)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rticle 13.1.(a):
“1. The General Assembly shall initiate studies and make recommendations for
the purpose of:
(a) promot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political field and encouraging the
progressiv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and its codification;“ (emphasis
ad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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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할 협상 참가국을 탐색하는데 비용이 소요되며, 현실적으로 모든 잠재

적 협상 참가국과 접촉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사회적으로 최적(socially
optimal)인 결과를 도출하기 어렵다는 점129), 다자조약 체결에 참여하는

국가의 수가 증가할수록 다자조약 협상비용도 증가하게 된다는 점130)을

고려할 때, 세계무역기구, 국제연합 총회 등 국제기구를 활용하여 거래비
용(협상비용 등)을 낮추는 것은 다자조약의 형성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입법론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세계무역기구, 국제연합 총회 등 국

제기구는 다자조약 형성을 진행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다자
조약 체결협상에 참여할 잠재적 협상 참가국을 탐색하는데 소요되는 비

용과 함께 다자조약 협상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해, 국제기구

는 더 많은 국가가 다자조약을 체결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131)

둘째, 앞서 분석한 게임이론 모형의 주요한 시사점은 당해 다자조약
체결협상에 참여할 것이라는 국가 간의 신뢰가 실제 다자조약의 체결협

상 참여에 있어서도 중요하다는 것이다.132) 따라서, 다자조약 체결협상

참여에 대한 국가간의 공감대 형성 및 논의를 촉진하고, 다자조약과 관
련된 비구속적인 국제규범을 도입하는 것은 다자조약 체결협상 참여유도

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예를 들면, 국제연합헌장 제10조내지

제11조는 총회의 임무 및 권한을 광범위하게 규정하여, 국제연합 회원국
간 논의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국제연합 회원국간 신뢰를 구축하는 것을

129) 계약 체결 상대방을 찾는데 탐색비용(searching cost)이 수반되어 현실적으로 모든
상대방을 탐색하기 어려운 바, 사회적으로 최적의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 수 있다.
See Louis Kaplow Steven Shavell, Economic Analysis of Law in Handbook of Public
Economics, Volume 3, (North Holland, 2002), pp. 30-31.

130) 조약 참여국이 증가할수록 각자가 협상해야 하는 상대국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게
되어, 협상비용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와 관련, (n-1)n/2 라는 공식을
통해 쌍무적 관계의 수를 산정할 수 있다. 세부적인 사항은 Supra Note 88, pp.
210-217.; 조약 참여국이 증가할수록 조약의 다양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게 되어, 조
약 도출에 소요되는 비용도 커지게 된다. 세부적인 사항은 Ibid. 참조.

131) 과거 양자 또는 상호통상조약(bilateral or reciprocal trade agreements)을 통해 최
혜국 대우(Most-Favoured-Nations treatment)를 부여하였으나, 이러한 방식은 높
은 거래비용을 수반하였다. 반면, GATT를 기반으로 한 다자조약은 GATT 체약국
에 최혜국 대우를 부여함으로써 거래비용을 낮추었다. See Supra Note 79, pp.
6-7.

132) Jack Goldsmith·Eric A. Posner는 국제기구를 활용하여 국가들이 협력전략을 채택
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See Supra Note 60, pp. 8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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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하고 있다.133) 특히, 국제연합헌장 제10조내지 제11조에 따른 총회

결의안, 공동선언문 등은 관습국제법 형성을 촉진하고, 향후 다자조약 규
범의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종국적으로 다자조약의 체결 가능성을 높

이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134)

셋째, 다자조약 체결협상 참여유도를 위해서 다자조약에 무임승차하려

는 국가를 제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재는 특정 경제적 이익 향유

(예를 들면 투자자금 원조 등)의 제한과 같은 경제적 제재에서부터, 외교
적 압박과 같은 정치적 수단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재는 다자조약 체결협상에 참여하는 국가들을 중심으

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국제기구를 활용한다면 더 효과적으로 다자조
약 체결협상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국가의 다자조약 체결협상 참여를 직·

간접적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ICSID Convention에 가

133)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rticle 10 and 11:
“10. The General Assembly may discuss any questions or any matters within
the scope of the present Charter or relating to the powers and functions of any
organs provided for in the present Charter, and, except as provided in Article
12, may make recommendations to the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or to the
Security Council or to both on any such questions or matters.
11. 1. The General Assembly may consider the general principles of cooperation
in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including the principles
governing disarmament and the regulation of armaments, and may make recom-
mendations with regard to such principles to the Members or to the Security
Council or to both.
2. The General Assembly may discuss any questions relating to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brought before it by any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or by the Security Council, or by a state which is not a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in accordance with Article 35, paragraph 2, and,
except as provided in Article 12, may make recommendations with regard to
any such questions to the state or states concerned or to the Security Council
or to both. Any such question on which action is necessary shall be referred to
the Security Council by the General Assembly either before or after discussion.
3. The General Assembly may call the attention of the Security Council to sit-
uations which are likely to endanger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4. The powers of the General Assembly set forth in this Article shall not limit
the general scope of Article 10.”

134) 국제기구라는 국제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를 통해 국가체계 조화
(harmonization of national regimes), 안보유지, 무역·경제 발전 촉진, 문화교류 등
을 추진하고 있다. See Supra Note 79, p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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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 국제투자 유치에 있어 간접적인 불이익을 받도

록 하여, ICSID Convention에 가입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135)

넷째, 다자조약 체결협상 참여에 대한 게임이론 모형을 통한 분석은

조약의 체결 자체가 국가의 의지 또는 동의에 따라 결정되므로, 종국적
으로 국가의 의지 또는 동의가 국제법의 연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Hugo Grotius는 인간이성의 보편적 합의에 기반한 일련

의 국제법 규칙이 모든 국가를 구속하며, 이러한 일련의 국제법 규칙으
로부터의 연역을 통해 실정국제법이 도출된다고 지적하였으나, 현실적으

로 국가는 조약의 체결 여부 자체를 주권적 권한을 통해 결정하게 된다.

이처럼 조약의 체결 여부 자체를 국가가 주권적 권한을 통해 결정할 수
있는 국제사회의 구조하에서는, 모든 국가가 인간이성의 보편적 합의에

기반한 국제법 규칙에 구속된다는 자연법적 논의는 한계를 갖게 된다.

나아가, Christian Wolff는 인간이성을 토대로 한 규범적 직관(normative
intuition)을 통해 조약, 국가실행이라는 실증적인 방식에 의존하지 않고

국제법을 발견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으나, 게임이론 모형을 통한 분석결

과에서 도출된 것처럼 규범적 직관을 통해 발견된 국제법의 유효성과 구
속력을 국가가 주권적 권한을 통해 선택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면, 결국

국가의 의지 또는 동의가 법연원성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할

것이다.

다섯째, 다자조약 체결협상 참여결정, 나아가 同 조약에 구속될지 여부

를 국가가 주권적 권한을 통해 결정하게 되므로, 조약은 결과적으로 국
가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a law between States)이라 할 수 있다. 국

가가 조약에 대한 구속여부를 스스로 결정한다면, 국가의 의사 또는 동

의 없이 국가에 조약의 준수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서 게임이론
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도 국가는 합리성을 토대로 다자조약 체결협상

참여여부 및 당해 다자조약에 구속력을 부여할지를 주권적 권한을 기반

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다자조약의
유효성과 구속력의 연원은 결국 규범의 도덕적 성질이 아니라 국가의 합

리성에 기반한 것임을 시사한다.

135) 물론, ICSID Convention 가입국이 아닌 경우, ICSID Additional Facility rules를 활
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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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국가의 본성은 합리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게임이론을
통한 법경제학적 분석결과는 국가가 도덕적 의무(moral obligation)가 아

닌 합리적 선택(rational choice)에 근거하여 다자조약 체결협상 참여여부

를 결정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론은 앞서 분석한 것처럼 인간
의 합리성으로부터 국가의 합리성이 도출될 수 있다는 전제에 따른 것이

다. 이러한 전제에 대해 Hugo Grotius, Christian Wolff가 주장한 것처럼

인간은 사교성(sociableness)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으나,
인간의 사교성도 종국적으로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생존전략

에 해당하므로, 인간의 사회적 성향으로부터 도덕성, 이타심, 정의를 도

출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또한, 실제 국가의 대내외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정치인, 관료, 엘리트집단 등 통치 집단은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도덕적 의무보다는 합리성에 따라 정치적 의사결정을 내리므로, 이

러한 통치 집단의 합리성이 국가 차원의 합리성으로 확장 적용된다고 전
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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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소결

기존 법경제학적 분석은 국가의 다자조약 체결협상 참여여부 결정이
기대이익과 기대비용의 비교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분

석방식은 직관적이고 명쾌하다는 장점을 갖지만, 실제 현실에서 국가는

자국의 절대적 이익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의 관계에 따라 도출되는 상대
적 이익도 고려한다는 점에서 분석상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이러한 분

석방식은 다자조약 형성에 있어 국가들 간의 신뢰구축, 다자조약 관련

비구속적 국제규범 수립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있으며, 다자조약이 가지
고 있는 공공재적 특성으로 인해 수반되는 문제를 분석하기 어렵다. 이

에 당해 다자조약이 공공재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국가가 다른 국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어떻게 다자조약 체결협상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얻은 공통된 법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자조약 체결협상에 참여할 것이라는 국가들

간의 신뢰는 국가가 당해 다자조약 체결협상 참여여부를 결정하는데 있
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둘째, 다자조약 체결에 소요되는 비용이 낮아질

수록 더 많은 국가가 당해 다자조약 체결협상에 참여하게 된다.136) 셋째,

국제기구는 국가들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다자조약 체결 비용을 낮추는
데 일정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다자조약 체결을 촉진할

수 있다. 아울러, 국가는 주권적 권한을 토대로 다자조약 체결협상 참여

여부 및 다자조약의 구속력 부여여부를 스스로 결정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의 의사 또는 동의가 국제법의 중요한 연원에 해당하며, 국제법

은 국가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a law between States)이라는 것을 도

출할 수 있다.

136) 한편, 조약체결에 소요되는 비용이 클수록 국가의 협력에 대한 이해(interest in co-
operation)가 크다는 것(조약준수 의지가 높다는 것)을 나타내는 신호(signal)가 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See Supra Note 7, pp.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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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다자조약의 규범수준 결정과정 분석

다자조약 규범수준 결정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정치적 결탁모형과 중위

투표자이론을 활용하였다. 특히, 다자조약 규범수준 결정과정에 대한 법

경제학적 분석을 통해 국제법의 본질에 대한 자연법적 입장의 현실타당
성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lex ferenda와 lex lata간의 구분
가능성, 조약에 있어 국가 의사 또는 동의의 법연원성, 조약이 국가간의

법(a law between States)인지 여부, 국가의 합리성 가정의 현실적합성,
정치적 결탁모형과 중위투표자이론의 국제사회 현실부합성에 대한 국제법

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1절 국가간 정치적 결탁모형을 통한 다자조약 규범수준 분석

국가간 정치적 결탁모형을 활용하여 다자조약 체결과정에 참여한 국가

들이 적극적인 조정과 타협과정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조정하고 관철해
나가는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다자조약에 국가

의 선호가 반영되는 과정, 국가간 표 거래를 통해 집단의사결정이 이루

어지는 과정을 살펴보았으며, 국가는 종국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다자조약 규범을 수립한다는 점을 분석하였다.

1. 모형의 설정

Kenneth Waltz는 국가들이 상호간 조정과 타협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maximization of self-interests)할 수 있는 경로를 추구한다고 지
적하였다.137) 이러한 국제관계학적 분석은 현실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국

가관계의 본질을 투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자조약의 규범수준 결정

과정에 있어서도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 다자조약 체결과정에 참여
한 국가들은 다른 국가들과의 조정과 타협 없이 자신의 입장을 다자조약

규범으로 반영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조정과 타협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조정하고 관철해나간다.138) 특히, 이러한 조정과 타

137) Supra Note 88, pp. 174-179.
138) 협력모델에 따르면 국제법은 국제사회의 분쟁을 해소·해결하기 위해 작동하기 때문

에 본질적으로 정치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세부적인 사항은 Supra Note 68,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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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과정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부합하는 국가들간의 정치적 결탁

(logrolling)을 통해 연합(coalitions)의 형태로 빈번하게 나타나며, 이를
통해 당해 연합이 원하는 규범을 다자조약에 반영시키게 된다.139)

국가들간의 정치적 결탁과정을 통해 다자조약의 규범수준이 결정되는
과정을 법경제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모형을 설정한다.140)

첫째, 다자조약 협상과정에 다섯 개의 국가(A, B, C, D, E)가 참여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이는 분석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국가의 수를 확장하
면 분석이 다소 복잡해질 수 있으나 본질적으로 동일한 결과가 도출될

것이다. 둘째, WTO 투자협정 도입 여부, WTO 상소기구제도 유지 여부

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며, 다자조약 협상참여 국가는 찬성과 반대 입
장을 표명할 수 있다. 셋째, 각 국가는 자국의 선호에 따라 각 의제별로

10점의 선호를 배정하게 된다. 예를 들면, A국이 투자협정 도입에 6점,

미도입에 4점의 점수선호를 가지고 있다면, A국은 투자협정 도입에 대
해 미온적인 선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반면, A국이 상소기구 유지에

1점, 개혁에 9점의 점수선호를 가지고 있다면, A국은 상소기구 개혁에

강한 선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넷째, 의사결정은 다수결 방식
(majority rule)으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한다. 즉, 이러한 가정을 통해 1국

가 1표를 전제한다.

2. 모형의 분석

분석의 편의를 위해 A국, B국, C국, D국, E국의 선호를 임의로 설정
하였으며, 이러한 선호는 <표8>에 나타나있다. 이러한 선호에 따라 다자

조약 협상과정에서 어떻게 규범이 수립되는지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투자협정 도입의 경우, 도입에 대해 비교적 미온적 선호를 가지고

20-22. 참조.
139) 제도협상모델은 이해 상충국간 이익의 차이를 반분하는 중간적인 해결책이 아닌,

이해 상충국 모두의 이익을 충족할 수 있는 가교적 해결책(bridging solutions)을
다자협상의 성공적 타결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세부적인 사항은 김현, “무기거래
조약(Arms Trade Treaty) 위한 국제다자협상 타결과정의 분석”, 「평화연구」 제
24권제2호(2016), pp. 81-86. 참조.

140) 투표제, 관료제 등 비시장적·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은 공공선
택이론의 주요 연구대상이다. 세부적인 사항은 나성린·전영섭, Supra Note 12, p.
9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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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A국, B국, D국이 찬성하여 도입하는 것으로 결정된다. 다음으로,

상소기구제도의 경우 기존제도의 유지에 비교적 미온적 선호를 가지고
있는 B국, C국, E국이 찬성하여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된다. 이러한 결과

는 다자조약의 규범수준 결정이 다수결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가정하였기

때문이다.

< 표8 : 국가간 정치적 결탁(logrolling) 사례 I141) >

이러한 정치적 과정(political process)을 통해 결정된 다자조약 규범이
바람직한 규범인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즉, 투자협정 도입의 경우, 도입에 대한 국가들의 선호의 합은 23인 반

면, 미도입에 대한 국가들의 선호의 합은 27이다. 투자협정 미도입에 대
한 국가들의 선호가 더 큰 상황에서 다수결을 통한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투자협정을 도입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상소기구제

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상소기구
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나, 상소기구 유지에 대한 국가들의 선호

의 합은 24, 개혁에 대한 국가들의 선호의 합은 26으로 개혁에 대한 국

가의 선호가 더 크기 때문에 전체 국가의 편익 극대화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141) 출처: 국가간 정치적 결탁모형 사례 I은 이준구, Supra Note 12, pp. 137-139을 참
조하여 저자작성

의안
국가

A B C D E 합계

1. 투자협정

도입 6 7 4 6 0 23

미도입 4 3 6 4 10 27

2. 상소기구

유지 1 6 7 4 6 24

개혁 9 4 3 6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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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다수결을 통해 정치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각 국가의

선호의 강도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부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다. 예를 들면, A국은 상소기구 개혁에 대해 강한 선호를 가지고 있으며,

E국은 투자협정 미도입에 강한 선호를 가지고 있으나, 1국가 1표 원칙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A국과 E국은 자국의 강한 선호를 반
영할 수 없게 된다. 즉, 동 의제에 대해 미온적인 선호를 가지고 있는 국

가의 1표와 강한 선호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1표가 동일하게 취급될 수

밖에 없는 의사결정 구조상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만약, 특정 의제에 대해 강한 선호를 가지고 있는 국가간에 정치적 결

탁(logrolling)이 가능해진다면, 다자조약의 협상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투자협정 미도입에 강한 선호를 가지고 있는 E국과 상소기구

개혁에 강한 선호를 가지고 있는 A국이 결탁하여, A국이 투자협정 미도

입에 투표하는 대가로 E국이 상소기구 개혁에 투표하기로 합의할 수 있
다. 이 경우 투자협정 도입 여부에 대한 표결시 A국, C국, E국이 미도입

에 투표하여 투자협정을 미도입하는 것으로 결정되며, 상소기구제도에

대한 표결에서도 A국, D국, E국이 개혁에 투표하여 상소기구를 개혁하
는 것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이는, A국과 E국이 연합(coalition)을

결성하여, 다자조약 규범 결정을 위한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서 자국이

원하는 입장을 관철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다수결제에서
반영할 수 없었던 국가의 선호 강도를 간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정치적 연합(coalition)이 전체 국가의 편익 극대화 측면에서
항상 효율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

다. <표9>은 이러한 상황을 보여준다. 국가들간의 정치적 결탁이 존재하

지 않는 상황에서, 투자협정 도입의 경우 A국, B국, D국이 투자협정 도
입에 찬성하여 도입하는 것으로 결정된다. 다음으로, 상소기구제도의 경

우 B국, C국, E국이 상소기구 유지에 찬성하여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된

다. 하지만, <표8>의 사례와는 달리 투자협정 도입에 대한 국가들의 선
호의 합은 26인 반면, 미도입에 대한 국가들의 선호의 합은 24로 투자협

정 도입에 대한 국가들의 선호의 합이 더 크다. 마찬가지로, 상소기구 유

지에 대한 국가들의 선호의 합은 26, 개혁에 대한 국가들의 선호의 합은
24로 유지에 대한 국가의 선호가 더 크다. 이는 다수결을 통한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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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을 통해 전체 국가의 편익도 극대화가 되었음을 나타낸다.

이때 투자협정 미도입에 강한 선호를 가지고 있는 E국과 상소기구 개

혁에 강한 선호를 가지고 있는 A국이 결탁하여, A국이 투자협정 미도입

에 투표하는 대가로 E국이 상소기구 개혁에 투표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앞서 분석한 바와 마찬가지로 투자협정 도입 여부에 대한 표결

시 A국, C국, E국이 미도입에 투표하여 투자협정을 미도입하는 것으로

결정되며, 상소기구제도에 대한 표결에서도 A국, D국, E국이 개혁에 투
표하여 상소기구를 개혁하는 것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다

자조약 규범수준은 앞의 결과와 일견 유사해보이나, 정치적 결탁으로 인

해 전체 국가의 편익이 감소할 수 있다는 큰 차이를 갖는다. 즉, 투자협
정을 도입하고, 상소기구를 유지하는 것이 전체 국가의 편익 극대화 차

원에서 바람직한 결과이나, 국가들간의 연합을 통해 전체 국가 차원에서

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표9 : 국가간 정치적 결탁(logrolling) 사례 II142) >

3. 법적 함의

다자조약의 규범수립에 대한 국가간 정치적 결탁모형의 법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자조약 규범수립시 국가들간의 연합을 통해 국가의

142) 출처: 국가간 정치적 결탁모형 사례 II는 Ibid.을 참조하여 저자작성

의안
국가

A B C D E 합계

1. 투자협정

도입 6 8 4 7 1 26

미도입 4 2 6 3 9 24

2. 상소기구

유지 1 8 7 4 6 26

개혁 9 2 3 6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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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를 반영할 수 있다. 즉, 국가들간의 정치적 결탁과정에서 다자조약안

을 만들어 낼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규범수준을 도출할 수 있다. 특히, 국가간 조정과 타협이라는 정치적 과

정을 구체화한 다자조약안을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둘째, 국

가간 표 거래(vote trading)를 통해 효율적 집단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다자조약 협상은 통상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간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정치적 결탁을 기반으로 다자조약 규범수

준의 합의점(landing zone)을 모색할 수 있다.143) 이를 통해, 전체 국가의
편익을 극대화하고 다자조약의 타결 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 예를 들면,

<표8>의 사례에서 A국과 E국은 정치적 결탁이 없는 상황에서 결정된

다자조약 규범수준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따라, A국과 E국은 다
자조약 협상을 계속 지연시키거나, 다수결에 따라 A국과 E국의 입장에

반하는 다자규범이 결정되는 경우 협상을 지속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

만, 정치적 결탁이 이루어지는 경우, A국과 E국 모두 동의할 수 있는 다
자조약 규범이 수립될 수 있으며,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전체 국가의

편익도 극대화될 수 있다.

반면, 정치적 결탁을 통해 특정 국가의 이해관계가 과도하게 반영될

경우, 다자조약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낮은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보는 국

가가 발생할 수 있다. 국내사회의 경우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도
출된 법안 정책을 강제할 수 있는 중앙집권적 체계가 갖추어져 있으나,

국제사회의 경우 이러한 체계가 부재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자조약의

체결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적거나 손해를 보는 경우 국가는 다자
조약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정치적 결탁을 통해 수립

한 다자조약 규범수준이 항상 전체 국가의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즉, 비효율적인 집단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함께, 국가간 정치적 결탁모형이 갖는 법철학적 함의는 국가들이

143) 유보(reservations)에 따른 조약의 파편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조약 체결에
따라 큰 이익을 얻는 A국(low-cost/high-benefit)이 낮은 이익을 얻는 B국
(high-cost/low-benefit)의 유보를 금지하는 조건으로 보상을 제공하는 합의(side
agreements)를 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견해가 있다. See Supra Note 7, pp.
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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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법(예를 들면, lex ferenda)144)을 지향점으로 다자조약 규범을 수립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결탁을 통해 국가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
으로 다자조약 규범을 수립한다는 점이다.145) 실제 다자조약 규범수립

과정에서도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정치적 결탁을 통한 연

합(coalition)을 활용한다. 예를 들면, 파리기후변화협약(Paris
Agreement)의 경우에도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선진

국은 재정지원, 기술이전 등을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146) 이는 선진

국과 개도국 각각이 자신들이 원하는 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정치적 의
사결정과정에서 거래를 한 것이다. 만약 이러한 거래가 없었다면, 개도국

은 낮은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선진국은 낮은 수준의

재정지원, 기술이전 등을 제공하는 수준에서 규범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
았을 것이다. 유사한 사례는 WTO 협상과정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GATT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미국은 지재권보호를 우루과이라운드 의제

로 채택하기 위해 일본, 유럽 등 선진국과 연합세력을 구축147)하였으며,
개도국은 농산물 수입규제 완화를 위해 선진국이 요구한 지적재산권 보

호 강화를 인정148)한 바 있다.

144) lex ferenda는 lex lata와 대척점에 있으며, 향후 존재하면 바람직한 법, 존재해야
하는(ought to be) 법, 형성을 추구하는 법을 의미한다. 세부적인 사항은 Supra
Note 23, pp. 117-120. 참조.

145) 다자간 규범형성을 게임이론으로 분석한 결과 참여국 수의 증가에 따른 규범요청적
상황의 반복, 규범 준수에 따른 이익 증대(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중앙권위체가 없
는 경우에도 국제사회 규범이 형성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는, 국가간 정치적 결탁모
형과 상이한 분석방법과 법적 함의를 갖고 있으나 본질적으로 국가는 이익 극대화
를 추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박
현석, Supra Note 112, pp. 60-62. 참조.

146) 파리기후변화협정은 선진국과 개도국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약속과 함께 차별화
된 약속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진국은 선도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개
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적응을 위한 재정지원, 기술지원 등을 약속하였다. 세부적인
사항은 장신, “개도국 입장에서 본 파리기후변화협정의 협상 과정과 성과”, 「법학
논총」 제40권제1호(2020), pp. 221-224. 참조.

147) 박준우, “무역관련 지적재산권(TRIPS)협정의 한계에 관한 소고 –협상과정과 공개
정보보호상의 한계를 중심으로-”, 「연세법학연구」 제11권제4호(2001), pp.
217-218.

148) 정재환·이봉수, “TRIPS 협정의 성립과정과 진전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
38권제1호(2013), pp. 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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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중위투표자이론을 통한 다자조약의 규범수준 분석

중위투표자이론을 활용하여 다자조약의 규범수준이 다수의 국가 또는
중위적 위치에 존재하는 국가가 선호하는 수준에서 결정되는 과정을 분

석하였다. 특히, 다자조약 체결협상 과정에서 정치적 연합이 형성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다자조약의 규범이 양 극단에 위치한(즉, 특정 국가의
선호만을 반영한) 규범수준이 아니라 다자조약에 참여한 다수의 국가들

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다자조약의 규범수립에 있어 중위투표자이론을 통한 법경제학적 분석이
갖는 법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1. 중위투표자이론 개요

중위투표자이론(median voter theorem)은 집합적 의사결정과 개인의

선택 간 인과관계를 이론적으로 규명하는 모델로, 개인의 선호가 집합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설명한다.149) Duncan Black은 중위투표

자이론을 통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종국적으로 중위투표자가 선호하는 안건이 채택됨을 분석하였다.150) 이
는 표수를 극대화하여 정치적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인의 합리성과

자신의 선호를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는 투표

자(개인)의 합리성에 기반하고 있다.151) 즉, 정치인은 최대한 다수 유권
자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강(platform)을 내세워 자신의 정치적 권력

유지 가능성을 최대화하려 한다.152) 이에 따라, 최대득표가 가능한 지점

149) 김대진, “중위투표자모형과 공공선택: 수도권지역의 재산세 인하 사례 분석”, 「정
책분석평가학회보」 제19권제1호(2009), pp. 57-59.

150) 투표모형은 다수결원칙을 통해 민주적 의사결정(입법)이 이루어진다는 가정을 토대
로 하고 있다. 다수결원칙 가정을 계승하고 있는 중위투표자이론의 경우 다수의 이
질적 선호를 전제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완전한 개개의 투표자, 혹은 다수의 투
표그룹(예를 들면, 좌파, 중도파, 우파 등)의 집합적 의사결정을 분석한다. 세부적인
사항은 Ibid. 참조.

151) Anthony Downs의 표수극대화모형은 투표자는 자신의 효용극대화를, 정치가는 표
수 극대화를 추구한다고 가정한다. 이에 따라 투표자는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정치
인에게 투표하고, 정치인은 투표자 다수의 득표를 얻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투표자 개인의 선호가 집단의사로 반영된다. 세부적인 사항은 이
준구, Supra Note 12, pp. 136-137. 참조.

152) 중위투표자이론은 표수극대화를 위한 정치적 경쟁에 의한 균형은 종국적으로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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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사회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며, 이 지점은 결국 중위투표자가

선호하는 수준이다.153)

이러한 중위투표자이론을 다자조약 규범수준 결정과정 분석에 활용하

기 위해서는 방법론적 개인주의(methodological individualism)을 방법론
적 국가주의(methodological statism)로 환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중위투표자이론의 주요 전제를 다음과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

다자조약 규범수준은 다자조약 형성에 참여한 국가들 간 다수결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한다.154) 이는 1국 1표라는 전제하에, 다자조약 규범수준

은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정은 1인 1표라는 전제하에서, 다수결제를 통해 정치적 의사결정이 이
루어진다는 중위투표자이론과 유사하다.155) 단, 국가의 경우 실제 투표권

을 행사한다기보다는, 여러 규범 대안 중 선호를 표출하거나, 특정 규범

수준 결정에 참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둘째, 상기 다수결제
의사결정과 관련된 것으로, 다자조약 형성에 참여한 국가들은 최대한 다

수의 국가를 다자조약에 참여시키는 것을 추구한다고 가정한다. 중위투

표자이론에서 전제하고 있는 투표자(개인)의 경우, 일단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국내적 입법에 대해 호오(好惡)와 무관히 수범된

다. 반면, 중위투표자이론을 국가의 다자조약 형성에 적용하는 경우, 국

가의 주권적 권한과 불가피하게 직면하게 된다. 즉, 다자조약 체결과정을
통해 다자조약이 수립되더라도 국가는 주권적 권한에 따라 당해 다자조

약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설령 다자조약에 참여하더라도

언제든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따라서, 다자조약의 안정성을 위해

하고 있는 정당의 정책이 유사해지는 지점에서 이루어진다고 지적한다. 세부적인
사항은 Supra Note 149, pp. 57-59. 참조.

153) 중위투표자이론의 핵심은 정치인의 표수극대화를 미시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세부적인 사항은 Supra Note 149, pp. 31-34. 참조.

154) 예를 들면, UN 무기거래조약(Arms Trade Treaty) 타결의 주요요인으로 다수결제
방식의 도입을 지적하는 견해가 있다. 세부적인 사항은 Supra Note 139, pp.
108-110. 참조.

155) 중위투표자이론은 기본적으로 직접 민주주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
로는 선거제도 미비에 따른 투표과정 부재(독재자, 행정부, 의회 등에 의한 의사결
정)로 정치적 의사를 표명할 수 없거나, 대의민주주의 정치체제를 통해 정치적 의
사를 간접적으로 표명하게 된다. 세부적인 사항은 홍경준, “선호와 정치제도를 중심
으로 한 사회정책 발달이론 모색”, 「한국사회복지학」 제61권제4호(2009), pp.
41-4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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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국가가 동의할 수 있는 규범수준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게 된

다. 또한, 국가는 자국의 절대적 이익뿐만 아니라 타국과의 관계에 따른
상대적 이익도 고려하므로, 최대한 다수국가를 당해 다자조약에 수범토

록 할 유인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가정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

거가 될 것이다. 셋째, 다자조약 규범형성을 주도하는 국가 또는 국가그
룹이 존재할 수 있다. 중위투표자이론을 국내에 적용할 때와는 달리, 국

제사회에는 정치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정치인 대신, 특정

규범을 다자조약에 반영하기 위해 다자조약 형성에 참여한 국가들의 표
를 결집하기 원하는 국가 또는 국가그룹이 존재하는 것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주도적 국가 또는 국가 그룹은 자국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표수를 극대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마치 정치인의 역할과 유사하
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정치적 연합이 형성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로 분리하여 별도의 분석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다자조약 형성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는 중위투표자이론의

주요가정인 단봉선호(single-peaked preference)를 가지고 있다고 전제한

다. 이러한 가정에 따라, 국가는 ①높은 수준의 규범 > 중간 수준의 규
범 > 낮은 수준의 규범 순으로 선호체계를 갖거나, ②낮은 수준의 규범

> 중간 수준의 규범 > 높은 수준의 규범 순으로 선호체계를 갖거나, ③

중간 수준의 규범을 가장 선호하는 선호체계를 갖게 된다. 그리고, 높은
수준의 규범과 낮은 수준의 규범보다 중간 수준의 규범을 덜 선호하는

다봉선호(multi-peaked preference) 구조는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

제한다.

2. 다자조약 규범수준의 결정: 정치적 연합 미형성

다자조약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간 정치적 연합이 형성되지 않

은 경우 다자조약 규범수준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중위투표자모형으로

분석하기 위해, 앞서 논의한 중위투표자 가정에 더하여 다자조약 협상에
다섯 개의 국가(A, B, C, D, E)가 참여하고 있다는 가정을 추가한다. 또

한, 분석의 편의상 각 국가는 안건의 규범수준(우측으로 갈수록 높은 규

범수준을 의미)에 대해 상이한 선호를 가지고 있으며, 각 국가는 자신의
선호와 가까운 규범수준을 선택한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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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정 하에서, <표10>는 다자조약 규범이 어떠한 수준에서 결
정되는지 보여준다. x* 규범과 x* 우측에 위치한 규범(높은 규범)간 투표

가 이루어지는 경우, A국, B국, C국은 x* 규범을, D국, E국은 x* 우측에

위치한 규범을 선택하게 되어 다자조약의 규범수준은 x*로 결정된다. x*

규범과 x* 좌측에 위치한 규범(낮은 규범)간 투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도 C국, D국, E국은 x* 규범을, A국, B국은 x* 좌측에 위치한 규범을 선

택하게 되어 다자조약의 규범수준은 x*로 결정된다. 즉, 다수결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종국적으로 중위국인 C국이 선호하는 x* 수준에서 다자조

약의 규범이 결정된다.

< 표10 : 정치적 연합이 미형성된 경우156) >

이를 일반화하면, 다자조약 협상에 참여한 전체국가의 수가 n개일 때,
전체국가의 수가 홀수인 경우 (n+1)/2 가 선호하는 수준에서, 전체국가

의 수가 짝수인 경우 n/2번째 국가와 (n/2)+1번째 국가가 선호하는 수준

사이에서 다자조약의 규범수준이 결정되게 된다.157) 즉, 다자조약 규범협
상시 중위(median position)에 위치한 국가가 선호하는 규범수준이 다자

조약의 규범수준으로 반영되게 된다.158)

156) 출처: 분석모형의 수립은 나성린·전영섭, Supra Note 12, pp. 116-117.을 참조하여
저자작성

157) Ibid.
158) Win-set 모형은 Win-set이 겹치는 부분을 합의점(landing zone)으로 설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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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자조약 규범수준의 결정: 정치적 연합 형성

이번에는 다자조약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간 정치적 연합이 형

성된 경우 다자조약 규범수준이 어떠한 수준에서 결정되는지를 중위투표
자모형으로 분석한다. 현실에서도 다자조약 협상과정에서 선도적 국가

또는 유사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국가들은 정치적 연합결성을 통해 자

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규범 수립을 시도하는 것을 자주 목도할
수 있다. 다자조약 규범협상 과정에서 정치적 연합이 결성되는 경우 다

자조약 규범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기 위해 <표11>과 같이

선진국 집단과 개도국 집단이라는 정치적 연합이 결성되어 다자조약 규
범협상을 주도한다고 가정한다. 특히, 정치적 연합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국가들은 두 정치적 연합이 제시하는 규범수준을 검토하여, 자신의 선호

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규범수준을 선택한다고 가정한다.159)

이러한 가정 하에서, <표11>은 다자조약 규범협상 초기에 중위적 선

호를 갖고 있는 국가가 위치한 M에서 동일한 간격을 두고 선진국 집단
이 제시하는 규범수준 N과, 개도국 집단이 제시하는 규범수준 S가 경쟁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경쟁상황에서는 규범수준 N과 규범수

준 S가 다자조약에 참여한 국가들로부터 동일한 지지를 얻게 되어, 어떠
한 규범수준도 다자조약 규범으로 결정되지 못한다. 이때 선진국 집단이

중위적 선호를 갖고 있는 국가가 위치한 M쪽에 더 가까운 규범수준을

제시하게 된다면 다자조약 규범협상에 참여한 국가들로부터 더 많은 지
지를 확보하게 되어, 선진국 집단의 입장을 관철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중위적 선호로 이동하게 됨에 따라 필연적으로 전보다 규범의 수준은 낮

아지게 된다. 이러한 분석은 개도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개도
국 집단이 선진국 집단과 마찬가지로 중위적 선호를 갖고 있는 국가가

는 바, 의사결정방식에 따라 중위투표자이론의 결론과 유사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
다. 세부적인 사항은 김봉현 곽노성, “한-미 통상협상에서의 균등화전략 요수에 관
한 연구 – 한-미 섬유협상(1969-1972년)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 -”, 「국제지
역연구」 제13권제2호(2009), pp. 554-557. 참조.

159) 반면, 제도협상모델은 포괄적 협상방식 보다는 특정 쟁점에 대해 부분적 합의를 도
출해나가는 점진적 접근전략을 성공적인 다자조약 타결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세
부적인 사항은 Supra Note 139, pp. 81-8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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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한 M쪽에 더 가까운 규범수준을 제시하게 된다면, 개도국 집단 역

시 다자조약 규범협상에 참여한 국가들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 결국, 선진국 집단과 개도국 집단은 자신의 정치적 연합이 주창하

는 규범을 관철시키는 과정에서, 규범수준 M으로 수렴하게 된다.160) 이

는 협상 초기에는 정치적 연합간 입장차이가 크더라도, 다자조약 규범협
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치적 연합간의 입장차이가 중위국이 선호하는

지점에서 합의점(landing zone)을 모색하게 됨을 보여준다.161) 이러한 결

과는 앞서 분석한 정치적 연합이 부재한 경우와 동일하다.162)

< 표11 : 정치적 연합이 형성된 경우 >

(출처: 저자작성)

중위투표자이론을 통한 다자조약 규범수준 결정과정의 분석은, 앞서

국가간 정치적 결탁모형을 통해 도출한 시사점과 유사한 함의를 제시한

160) 국가간의 협력은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 게임에 따른 협조-비협조 전
략의 선택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조정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견해가 있다. 세부
적인 사항은 Supra Note 157, pp. 558-560. 참조.

161) Anthony Downs는 양당제 구조하에서 두 정당의 정강이 유사하게 수렴하게 된다는
최소차이의 원칙(principle of minimum differentiation) 또는 호텔링 원칙(Hotelling
principle)을 주장하였다. 세부적인 사항은 나성린·전영섭, Supra Note 12, pp.
118-119. 참조.

162) 중위투표자이론에 따르면 직접민주주의제(direct democracy)와 대의민주주의제
(representative system) 모두에서 중위투표자의 선호가 반영된다. See Supra
Note 76, pp. 11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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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국가들은 자연법(예를 들면, lex ferenda)을 지향점으로 다자조약

규범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국가들
이 중위국이 선호하는 수준에서 절충안(common ground)을 모색하는 방

향으로 다자조약 규범협상을 진행한다는 것이다.163) 실제 다자조약 규범

협상 결과에서도 중위투표자이론의 예측에 부합하는 결과를 찾아 볼 수
있다. 단, 정성적 규범의 경우 중위적 국가의 선호 수준이 반영되었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계량화가 가능한 정량적 규

범협상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164) 이러한 예시로 파리기후변화협정
의 장기적 대기 온도 목표 협상을 들 수 있다. 장기적 대기 온도 목표

협상과정에서 개도국은 1.5℃ 이하로 설정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중국,

인도 등 중진국은 경제개발을 위해 2℃까지 허용 입장을 표명하였고, 선
진국은 2℃이하로 설정할 것을 요구하였다.165) 파리기후변화협정 참여국

들은 이후 협상단계에서 1.5℃, 2℃, 2℃보다 상당히 아래(well below

2℃)라는 대안을 두고 대립하였으며, 종국적으로는 1.5℃-2℃로 묵시적으
로 설정되었다.166)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규정된 영해의 범위

도 또 다른 사례가 될 수 있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이 수립되

기 전에는 영해 3마일설(영국, 독일, 벨기에 등), 영해 4마일설(노르웨이,
핀란드 등), 영해 12마일설(인도, 이탈리아, 소련, 인도네시아, 이집트, 프

랑스, 멕시코, 아이슬란드, 폴란드 등), 영해 15마일설(알바니아), 영해

163) 제도협상모델은 다자협상의 성공적 타결요인으로 ①연합간 양보교환(crosscutting
coalitions), ②가교적 해결책(bridging solutions), ③점진적 접근전략, ④인식공동체
(epistemic community), ⑤위기상황, ⑥효과적 리더쉽, ⑦실효적 해결책, ⑧효과적
합의준수 매커니즘 등을 지적한다. 세부적인 사항은 Supra Note 139, pp. 81-86.
참조. 제도협상모델이 다자협상의 성공적 타결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는 연합간 양보
교환(crosscutting coalitions), 가교적 해결책(bridging solutions), 점진적 접근전략
은 중위투표자이론의 분석과 상통하는 측면이 존재한다.

164) 공산국가와 제3세계 국가는 1국 1표에 기반한 의사결정 체계를 가지고 있는 국제기
구에서의 수적 우위를 토대로 민족자결권, 인종평등, 천연자원에 대한 영구주권론
등을 국제법의 기본원칙으로 발전시켰으며, Hull 공식 완화, 조약법 개정(강행규범
과의 충돌, 국가대표 부패를 조약의 무효사유로 추가) 등을 이끌어냈다. 세부적인
사항은 Supra Note 35, pp. 17-21.; Supra Note 6, pp. 29-32. 참조.

165) Supra Note 146, pp. 229-233.
166) Paris Agreement Article 2.1.(a): “Holding the increase in the global average

temperature to well below 2℃ above pre-industrial levels and pursuing efforts
to limit the temperature increase to 1.5℃ above pre-industrial levels, recogniz-
ing that this would significantly reduce the risks and impacts of climate
change.” (emphasis ad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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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마일설(에콰도르)이 대립하였으나, 이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

약 협상과정에서 중위국이 선호하는 수준인 12해리에서 영해의 범위가
결정되었다.167) 추가적으로, UN 무기거래조약(Arms Trade Treaty) 협

상도 중위투표자이론의 결과를 뒷받침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 동 협상

과정에서 규제대상에 해당하는 무기의 범위에 탄약을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 반대국(미국, 러시아, 중국 등)과 찬성국(아프리카 국가, 중남미 등)

간 대립이 존재하였으나, 다수 국가의 입장을 반영하여 탄약은 수출만

규제대상이 된다는 타협안이 마련되었고, 이러한 타협안이 결국 최종 조
약에 포함된 바 있다.168)

4. 법적 함의

다자조약의 규범수립에 대한 중위투표자이론의 법적 함의는 다음과 같

다. 첫째, 다자조약의 규범은 다수의 국가 또는 중위적 위치에 존재하는
국가가 선호하는 규범수준에서 결정된다.169) 즉, 다자조약의 규범은 양

극단에 위치한(즉, 특정 국가의 선호만을 반영한) 규범수준이 아니라, 다

자조약에 참여한 다수의 국가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는 민주
주의제도 하에서 정치적 경쟁을 통해 다수 또는 중위투표자가 선호하는

중용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추구하게 된다는 중위투표자이론의 국내적 분

석결과와 유사하다. 정치적 의사결정구조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중위투표
자이론을 통한 국내외적 분석결과가 유사성을 갖는 이유는, 다자조약 협

상초기에는 협상에 참여한 국가들의 대안이 난립하지만 결국 협상과정에

서 다수의 국가 또는 중위적 국가의 입장이 다자조약으로 반영되기 때문
이다.170) 예를 들면, 통상협상의 경우 수차례 제안 교환을 통해 협상당사

자간 이견을 좁혀나감으로서, 협상참가자 전부가 완전하게 만족하지는

않지만 상호 수용할 수 있는 합의점(landing zone)을 도출하게 된다.171)

167) Supra Note 62, pp. 616-620.; Supra Note 6, pp. 29-32.
168) Supra Note 139, pp. 102-104.
169) 한편, 국제관계학 현실주의의 경우 국가는 타국이 조약 위반을 통해 더 많은 이익

을 향유하는 것을 우려하므로, 높은 수준의 조약 체결(특히, 군사적 협력)에 주저하
는 경향이 존재한다고 설명한다. 세부적인 사항은 Supra Note 115, pp. 466-468.;
존 J. 미어셰이머, Supra Note 78, pp. 100-103. 참조.

170) 협상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최선의 대안(best alternatives)을 모색하는
능력을 꼽는 견해가 있다. 세부적인 사항은 Supra Note 157, pp. 554-557. 참조.

171) Supra Note 80, pp. 198-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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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러한 합의점은 가장 많은 국가가 동의할 수 있는 지점이다. 둘

째, 다자조약에 많은 국가의 참여를 유도하면서도, 높은 수준의 규범을
규정하는 것은 양립하기 어렵다.172) 이는 중앙집권적 체계 하에서 정치

적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결정된 법 제도를 강제할 수 있는 체계가 국제

사회에는 부재하기 때문이다.173) 따라서, 높은 수준의 다자조약을 형성하
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규범을 지향하는 입장을 가진 국가들간 다자조

약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상이한 규범수준을 선호하는 다른

국가의 참여를 유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174) 현실에서의 사례로, 국가들
이 다자조약인 WTO 협정과는 별개로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을 체결하여 높은 수준의 통상

규범을 수립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175) 한편, 다자조약에 높
은 수준의 실체적 규범을 규정하면서도, 낮은 수준의 절차적 규범을 규

정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176) 예를 들면, 다자조약을 통해 국가

에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이러한 의무를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규정하
거나, 효과적인 의무이행 강제 메커니즘(소위 ‘teeth’)을 의도적으로 규정

하지 않은 규범체계를 도입하여 다수 국가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

이다.177) 셋째, 다자조약의 규범은 참여국 외연 확장을 위해 전략적 모호

172) 국제법은 필연적으로 국가의 주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국가의 동의가 요구되며, 조
약으로 제정되는 국제법은 조약당사국만을 구속하게 된다. 세부적인 사항은 Supra
Note 62, pp. 616-620. 참조.

173) 법·제도적 개선을 통해 국가의 규범준수를 유도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국가
스스로 자신의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는 규범을 수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다는 견해가 있다. 세부적인 사항은 민한빛, “WTO 협정상 ‘자기판단조
항’의 법경제학적 분석과 개선방안 모색”, 「국제법평론」 제59호(2021), pp.
150-153. 참조.

174) 국내 사회정책의 경우 투표권이 저소득층에게 확대됨에 따라 중위투표자의 소득이
점차 낮아지게 되어, 중위투표자의 사회정책 선호 정도가 점차 더 커지게 된다는
가설을 수립할 수 있다. 세부적인 사항은 Supra Note 155, pp. 37-38. 참조.

175) WTO 체계를 유지하는 핵심인 최혜국대우 원칙은, 최근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s)로 인해 곤란에 처해있다. See Supra
Note 79, pp. 6-7.

176) 한편, 제도협상모델은 협상당사국들이 향후 상대국이 합의사항을 준수할지 여부에
대해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효과적인 이행메커니즘이 요구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세부적인 사항은 Supra Note 139, pp. 81-86. 참조.

177) ICJ 판결의 이행 관련 문제로 ①패소국에 판결 이행 관련 재량권 부여, ②이에 따
른 분쟁당사국간 이행 관련 분쟁 재발 가능성, ③이행 관련 분쟁해결을 위한 기제
불비를 지적하는 견해가 있다. 세부적인 사항은 이재민,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의 이
행: 이행분쟁 규율 규범의 공백과 대안의 모색”, 「서울국제법연구」 제22권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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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strategic ambiguity)을 갖는다.178) 입법·사법·행정체계가 갖춰진 국내

의 경우,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 따라 규범이 결정되면 모든 시민은 당
해 규범에 대한 호오(好惡)와 무관히 수범대상이 된다. 하지만, 국제사회

의 경우, 다자조약에 참여하여 제반 의무를 준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여전히 국가의 주권적 권한으로 남겨져 있다.179) 따라서, 최대한
많은 국가를 다자조약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다자조약 규범형성

에 참여한 국가들은 다자조약 규범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

서도 전략적으로 모호하게 규정할 유인이 존재한다.180) 또한, 국가들간
규범협상을 통해 다자조약을 성안하더라도, 각 국의 비준·발효절차가 추

가적으로 요구되므로, 국내적 비준절차 등 정치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도적으로 핵심 사항을 모호하게 규정할 수 있다.181)

Reservations to the Convention on Genocide 사건에서 ICJ는 각 국가

에게 조약에 첨부된 유보의 유효성을 판단할 권한을 인정함으로서, 동

조약의 핵심적인 개념의 외연 설정에 대해 각 국가의 주권적 권한을 인
정하였다.182) 이러한 ICJ의 사법적 판단은 결국 다자조약의 참여국 확대

(2015), pp. 211-220. 참조.; 파리기후변화협정은 다수의 국가가 참여하고 있으나, 협
정상 의무이행 준수 메커니즘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의 의무준수에
있어서도 유연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세부적인 사항은 Supra Note 146, pp.
219-221. 참조.

178) 사전적(ex ante)인 구체적 규범 수립과 불명확한 규범에 대한 사후적(ex post) 해석
에 의존하는 방식을 비교하면, 전자가 규범 수립을 위한 비용은 더 크나 종국적으
로 예측가능성 제고, 규범준수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사전적(ex ante)으로
구체적인 규범을 수립하는 방식은 규범이 적용되는 행위가 빈번(frequent)하고, 유
사한 특성(common characteristics)을 가지고 있는 경우 더 유리하다. See Supra
Note 129, pp. 64-65.

179) 조약은 국가의 동의 여부와 무관히 국가를 자동적·무조건적으로 규율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법률의 핵심요소인 자동적·무조건적 규율가능성이
부재하다. 세부적인 사항은 Supra Note 3, pp. 220-223. 참조.

180) 국제조약과 같은 국제법은 각 국의 이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공통기반을 모색하
기 위해 모호하고 애매하게 규범을 규정하고 있다는 견해가 있다. 세부적인 사항은
Supra Note 62, pp. 620-626. 참조.

181) 다양한 조약에 반영되어 있는 국제법의 본질적 목적인 평화(peace), 안보(security),
정의(justice)도 그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므로, 개념의 외연뿐만 아니라 실제 이러한
목적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되었을 때 국가간 이견이 발생할 수 있다. See
Martti Koskenniemi, What is International Law for? in INTERNATIONAL LAW,
Third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pp. 32-34. 참조.

182) Reservations to the Convention on Genocide, Advisory Opinion : I.C.J . Reports
1951, p. 15.
“The considerations which form the basis of the Court's reply to Question 1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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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자조약 규범의 전략적 모호성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183) 추가적으로 다자조약 규범협상에 소요되는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이 고려되는 경우, 다자조약 규범의 모호성

또는 불완전성이 나타날 수 있다.184) 만약, 다수의 참여국간 협상을 통해

명확한 규범을 도출해내는데 높은 비용이 수반된다면, 적정한 수준에서
규범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185)

to a large extent equally applicable here. As has been pointed out above, each
State which is a party to the Convention is entitled to appraise the validity of
the reservation. and it exercises this right individually and from its own
standpoint. As no State can be bound by a reservation to which it has not con-
sented, it necessarily follows that each State objecting to it will or will not, on
the basis of its individual appraisal within the limits of the criterion of the ob-
ject and purpose stated above, consider the reserving State to be a party to the
Convention. In the ordinary course of events, such a decision will only affec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making the reservation and the objecting
State; on the other hand, as will be pointed out later, such a decision might aim
at the complete exclusion from the Convention in a case where it was ex-
pressed by the adoption of a position on the jurisdictional plane.” (emphasis
added)

183) 예를 들면, 국가책임협약 초안은 지시(direction)와 통제(control)의 법적 의미에 대
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세부적인 사항은 정영진, “일반 국제법상 민간기업
의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제33권제1
호(2018), p. 125. 참조.

184) 명확한 계약(more complete contracts) 체결에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거나, 불명확
한 계약에 따른 예상 결과(expected consequences)상 큰 피해가 없는 경우 계약당
사자들이 불명확하게 계약을 체결한다는 견해가 있다. See Supra Note 129, pp.
32-33.

185) 조약 문안에 대한 협상 비용이 큰 경우, 국가들은 전략적 고려(strategic calcu-
lation)를 통해 조약을 불완전(incomplete)하게 체결할 수 있다. See Supra Note
10, pp. 33-36.; 국내 계약의 경우 국내법원 등이 계약에 대한 해석을 통해 계약내
용을 명확화하므로, 계약 당사자가 계약 체결시 세부적인 사항까지 규율해야하는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See Ibid., pp. 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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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국제법적 시사점

다자조약의 규범수준 결정과정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은 국제법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 첫째,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규범수준이 결정되는 다자조약의 본질적인 특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lex ferenda의 달성은 곤란하며, 이에 따라 lex ferenda와 lex lata간에는
필연적으로 간극이 존재한다. 정치적 결탁모형은 다자조약 체결협상 참

여국이 정치적 결탁과 연합을 통해 자국의 입장을 조정하고 원하는 규범

을 관철해나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특히, 다자조약 체결협상 참여국은 국
가간 표 거래(vote trading)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다자조약

규범수준에 대한 합의점을 모색해나간다. 이는 다자조약 체결협상 참여

국이 자연법이 지향하는 lex ferenda를 다자조약 체결협상의 지침으로
삼고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이익극대화를 목표로 협상을

진행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다자조약의 최종적인 규범수준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국가들간의 정치적인 타협 협상결과인 것이다. 중
위투표자이론을 통한 분석결과를 통해서도 유사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중위투표자이론에 따르면 다자조약의 규범수준은 최대 다수의 국

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규범수준, 즉 중위국이 선호하는 규범수준에서
결정된다. 자국의 이익극대화를 목표로 다자조약 체결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들은 다자조약 규범수준에 대해 상이한 선호를 가지고 있으며, 최대

다수 국가의 지지를 모색해나가는 정치적인 타협 협상과정에서 다자조약
의 규범수준은 종국적으로 lex ferenda가 아닌 중위국이 선호하는 규범

수준에서 결정된다. 정치적 결탁모형과 중위투표자이론을 통한 법경제학

적 분석결과는 lex ferenda와 lex lata가 구분되며, 양자간 차이가 존재한
다는 법 실증주의의 지적과 일치한다.186) 아울러, 이러한 분석결과는 lex
ferenda가 lex lata의 당부(當否)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자연법적 입

장의 한계를 보여준다.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다자조약
규범은 자연이성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의사를 반영하고 있는

만큼, 규범 수립시 애초에 고려되지 않은 lex ferenda를 통해 다자조약

규범의 당부(當否)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186) 국제법상 법 실증주의의 큰 특징중 하나는 lex lata와 lex ferenda를 구분한다는 것
이다. 세부적인 사항은 Supra Note 17, pp. 115-1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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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국제법의 주요 연원인 다자조약은 국가들의 의사를 기반으로 한

정치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도출된다.187) 이는 적어도 조약에 있어서
는 국가의 의사 또는 동의가 단일한 법연원이며, 자연이성의 법연원성은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으로 귀결된다. 먼저, 정치적 결탁모형은

다자조약 체결협상 참여국이 국가의 의사를 토대로 정치적인 타협 협상을
진행하며, 국가의 의사가 반영된 결과물이 다자조약임을 보여준다. 특히,

국가의 의사는 lex ferenda가 아닌,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목표를 지
향하고 있다. 다음으로, 중위투표자이론도 최대 다수 국가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규범수준에서 다자조약이 결정됨을 보여준다. 다자조약 체결협상

참여국은 합리성을 기반으로 정치적인 타협 협상을 진행하며, 종국적으로

국가의 의사 또는 동의가 다자조약의 규범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인간이성의 보편적 합의에 기반

한 일련의 국제법 규칙으로부터의 연역을 통해 실정국제법이 도출된다고

지적한 Hugo Grotius의 견해와 인간이성을 토대로 한 규범적 직관
(normative intuition)을 통해 조약, 국가실행이라는 실증적인 방식에 의

존하지 않고 국제법을 발견할 수 있다고 지적한 Christian Wolff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제시한다. 즉, 다자조약 규범은 자연이성을 통해 도출 또는
연역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국가들간의 정치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도출되는 것이다. 특히, 정치적인 의사결정 과정은 국가의 합

리성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어떠한 규범적 직관이나 자연이성을
사전에 전제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정치적 결탁모형과 중위투표자이론

의 결론은 다자조약은 국가의 의사가 반영된 의사법(jus voluntarium)이라

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정치적 결탁모형과 중위투표자이론을 통한 다

187) ICJ규정 제38조제1항이 모든 국제법 연원을 열거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동 규정
은 ①국제조약, ②관습국제법, ③법일반원칙, ④판례와 학설을 ICJ의 준거법으로 규
정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법의 연원을 설명하는 시작점이 된다.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rticle 38.1
“1. The Court, whose function is to decide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such disputes as are submitted to it, shall apply:
a. international conventions, whether general or particular, establishing rules ex-
pressly recognized by the contesting states;
b. international custom, as evidence of a general practice accpeted as law;
c. the general principles of law recognized by civilized nations;
d.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59, judicial decisions and the teachings of
the most highly qualified publicists of the various nations, as subsidiary means
for the determination of rules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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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약 규범수준 결정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결과는 시공(時空)을 초월한

추상적인 자연이성의 법연원성을 옹호하는 자연법주의에 대한 비판적 입
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다자조약은 국가간의 법(a law between States)이다. 정치적 결
탁모형과 중위투표자이론을 통한 법경제학적 분석은 다자조약이 국가의

의사를 토대로 형성되는 과정을 경제학적 모형을 통해 도출한다. 특히, 국

가간에 정치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국가를 초월하는
중앙집권적 권력체계나 자연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가의 합리성

을 토대로 다자조약 규범수준이 결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자연이

성의 존재를 가정하지 않더라도, 국제법의 주요 연원인 조약이 형성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분석결과는 다자조약 규범이 인간

이성에 기반한 보편적 합의, 도덕규칙에 기반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시사

한다. 이에 따라 국가에 대한 국제법의 강제성은 인간이성의 보편적 합
의에 기반한 일련의 국제법 규칙으로부터 도출되며, 도덕규칙으로서의

국제법은 이성적이고 사회적 성질을 반영하고 있는 자연법 규칙이기 때

문에 국가 간의 관계가 이에 구속된다는 Hugo Grotius 견해의 타당성이
약화되는 것이다. 다만, 정치적 결탁모형과 중위투표자이론을 통한 법경제

학적 분석은 중앙집권적 권력체계가 존재하지 않는 국제사회의 특성과 국

가의 합리성 가정으로 인해, 다자조약의 유효성과 구속력을 다자조약 자체
에서 찾아야하며, 이 경우 다자조약의 준수가 담보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넷째, 국가는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국가의 합리성은 국가의

대내외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통치 집단의 합리성이 국가 합리성의 연원

이 될 수 있다는 점, 조약의 본질은 국가의 이익 극대화에 있으므로 국
가의 합리성 전제가 현실에 부합한다는 점을 통해 도출될 수 있다. 정치

적 결탁모형과 중위투표자이론을 통한 법경제학적 분석과정에서 인간의

합리성을 국가의 합리성으로 연장 적용한 것처럼, 자연법적 입장도 인간
의 본성을 국가의 본성으로 확장 적용하여 국가의 도덕성 가정을 도출하

고 있다. 특히, Hugo Grotius, Christian Wolff 등 자연법주의자들은 인

간의 사교성(sociableness) 또는 사회적 성향을 국가의 본성으로 연장 적
용하여, 국가들이 평화로운 사회질서의 유지를 본질적인 선으로 여기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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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도덕성을 토대로 평화로운 사회의 구축을 추구한다고 주장한다.

인간이 사회적인 동물이며 사회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는 어려우나, 이러한 인간의 사회적 성향은 본질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생존전략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인간의 사회적 성향으

로부터 도덕성, 이타심, 정의를 도출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즉,
인간의 사회적 성향은 본래 인간의 합리성을 토대로 한 것이므로, 인간

의 사회적 성향을 국가의 도덕성 가정의 토대로 삼고 있는 Hugo

Grotius, Christian Wolff 등 자연법주의자들의 주장은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

다섯째, 중앙집권적 권력체계가 존재하지 않는 국제사회의 현실을 고
려할 필요가 있다. Thomas Hobbes는 국내법은 국내정치적 권력을 토대

로 구속력과 유효성을 도출하고 있으나 국제사회에는 중앙집권적인 입법,

사법, 행정 체계가 존재하지 않아, 국제법의 구속력과 유효성을 국내법과
같은 방식으로 도출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188) 이러한 견지에서 중앙집

권적 권력체계를 전제하지 않는 정치적 결탁모형과 중위투표자이론은 자

연법적 입장에 비해 국제사회의 현실을 적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할 것
이다. 예를 들면, Ronald Dworkin은 연대적 의무(associative obligations)

를 토대로 국제법의 정통성 이론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내법의

정통성 전제와 가정을 차용하고 있다.189) 즉, 국제법 전통성 이론을 수립하
기 위해 전 세계를 관할하는 세계재판소의 존재를 규범적 가정으로 도입

하고 있는 것이다.190) 하지만, 국제법 전통성 이론이 국제사회에서 현실적

으로 존재하지 않는 전제에 근거하는 경우 당해 이론은 당위론에 그치고
말 것이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국제법학은 자연법에서

국제법의 유효성과 구속력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국제법의 준수를 국가의

도덕성에 의지하고 있다.191) 즉, 국제법학의 목적 달성을 위해 국제법학은

188) Thomas Hobbes는 군주 또는 주권을 지니고 있는 합의체가 유일한 입법자이며, 정
치적 권력을 토대로 법의 준수를 강제한다고 지적한다. 세부적인 사항은 토머스 홉
스, 『리바이어던』(동서문화사, 2021), pp. 274-296. 참조.

189) 박정원, “국제법의 본질과 조약 해석에 관한 소고: 해석주의 법철학을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제63권제4호(2018), pp. 340-348.

190) Ibid.
191) 국제사회의 경우 John Rawls의 무지의 장막(veil of ignorance)과 같은 철학적 담론

의 적용이 어려워 국제연대 또는 헌법적 규범(constitutional rules)을 도출해내는 것
이 어렵다. See Supra Note 10, pp. 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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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본성에 대한 도그마적(dogmatic) 전제를 설정해야 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Gabčíkovo-Nagymaros Project 사건
의 ICJ 판결에서도 나타난다. ICJ는 중앙집권적 권력체계가 부재한 국제

사회의 현실에 직면하여 국가의 국제법 준수를 Pacta sunt servanda 의

무를 토대로한 국가의 선의(good faith)에 의지하고 있다.192)

192) Gabčíkovo-Nagymaros Project (Hungary/Slovakia), Judgement, I .C.J . Reports
1997, pp. 78-79.
“para. 142. What is required in the present case by the rule pacta sunt servan-
da, as reflected in Article 26 of the Vienna Convention of 1969 on the Law of
Treaties, is that the Parties find an agreed solution within the cooperative con-
text of the Treaty.
Article 26 combines two elements, which are of equal importance. It provides
that "Every treaty in force is binding upon the parties to it and must be per-
formed by them in good faith." This latter element, in the Court's view, implies
that, in this case, it is the purpose of the Treaty, and the intentions of the
parties in concluding it, which should prevail over its literal application. The
principle of good faith obliges the Parties to apply it in a reasonable way and
in such a manner that its purpose can be realized.” (emphasis ad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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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다자조약 규범수준 관련 유보의 역할

다자조약 규범수준 결정과정에 있어 유보의 법경제학적 함의를 분석하
기 위해, 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에 규정된 유보 관련 조항의 법정책적

함의를 우선적으로 개관하였다. 이를 토대로, 유보가 다자조약 형성에 있

어 ①당해 다자조약의 외연을 확대하고, ②다자조약의 규범 수준을 상향
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을 진행하였고, 아울러

이러한 분석결과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제 현실사례도 살펴보았다.

1. 조약의 유보 개관

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 제2조제1항(d)호는 유보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동 정의에 따르면, 유보는 ①국가가 일방선언(unilateral statement)

을 통해 ②특정 조항의 법적효과(legal effect of certain provisions of

the treaty)를 ③배제 또는 변경시키는 것(to exclude or to modify)을 의
도하는 것이다.193) 이러한 유보는 다양한 정치적 입장(political views)과

법체계(legal system)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다자조약을 형성함에 있

어 정치적 경제적으로 수용하기 곤란한 다자조약상 의무의 적용을 개별
국가의 판단에 따라 배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가능한 많은 국

가가 조약의 당사국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고안된 방안이다.194) 또한, 유

보는 다자조약 규범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합의점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조약의 유보는 다자조약의 완결성(integrity)과 외연확장간의
균형을 모색한다는 법정책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195) 과거에는 다자조약

193)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Article 2(1)(d):
“reservation means a unilateral statement, however phrased or named, made by
a State, when signing, ratifying, accepting, approving or acceding to a treaty,
whereby it purports to exclude or to modify the legal effect of certain provisions
of the treaty in their application to that State.”

194) Supra Note 35, pp. 278-285.; Supra Note 6, pp. 144-157.; Supra Note 65, pp.
139-141.

195) 유보와는 별개로 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 제17조제1항은 다른 당사국의 동의가 존
재하는 경우 조약의 일부 의무만을 적용받겠다는 기속적 동의 표명이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모든 당사국이 동의한 경우에만 조약의 일부 의무만을 적용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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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완결성에 방점을 두고 다자조약에 참여한 모든 당사국이 동의한 경우

에만 유보를 첨부할 수 있었다.196) 하지만, Reservations to the
Convention on Genocide 사건에서 ICJ가 모든 당사국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유보를 첨부할 수 있도록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을 제

시한 것을 기점으로 다자조약의 외연확장에 방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
되었다.197) 이러한 ICJ의 입장은 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 제19조에 반영

겠다는 기속적 동의가 허용된다는 것으로, 만약 이러한 기속적 동의와 유보간의 구
분이 어려운 경우 동 협약 제19조내지 제23조와 상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동 협약은 제17조제1항가 제19조내지 제23조를 침해하지 않는다(without prejudice)
고 규정하고 있다.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Article 17(1)(Consent to be bound
by part of a treaty and choice of differing provisions):
“Without prejudice to articles 19 to 23, the consent of a State to be bound by
part of a treaty is effective only if the treaty so permits or the other contract-
ing States so agree.” (emphasis added)

196) Reservations to the Convention on Genocide, Advisory Opinion : I.C.J . Reports
1951, p. 21.
“It is well established that in its treaty relations a State cannot be bound with-
out its consent, and that consequently no reservation can be effective against
any State without its agreement thereto. It is also a generally recognized princi-
ple that a multilateral convention is the result of an agreement freely concluded
upon its clauses and that consequently none of the contracting parties is entitled
to frustrate or impair, by means of unilateral decisions or particular agreements,
the purpose and raison d'être of the convention. To this principle was linked
the notion of the integrity of the convention as adopted, a notion which in its
traditional concept involved the proposition that no reservation was valid unless
it was accepted by all the contracting parties without exception, as would have
been the case if it had been stated during the negotiations.” (emphasis added)

197) Reservations to the Convention on Genocide, Advisory Opinion : I.C.J . Reports
1951, pp. 23-24.
“The objects of such a convention must also be considered. The Convention
was manifestly adopted for a purely humanitarian and civilizing purpose. It is
indeed difficult to imagine a convention that might have this dual character to a
greater degree, since its object on the one hand is to safeguard the very ex-
istence of certain human groups and on the other to confirm and endorse the
most elementary principles of morality. In such a convention the contracting
States do not have any interests of their own; they merely have, one and all, a
common interest, namely, the accomplishment of those high purposes which are
the raison d'être of the convention. Consequently, in a convention of this type
one cannot speak of individual advantages or disadvantages to States, or of the
maintenance of a perfect contractual balance between rights and dutie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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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국가는 ①조약에 의해 유보가 금지되는 경우, ②조약이 오직 특정

한 유보만 허용하는 경우, ③조약의 대상과 목적과 양립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보를 첨부할 수 있다.198)

high ideals which inspired the Convention provide, by virtue of the common will
of the parties, the foundation and measure of all its provisions.
The foregoing considerations, when applied to the question of reservations, and
more particularly to the effects of objections to reservations, lead to the follow-
ing conclusions.
The object and purpose of the Genocide Convention imply that it was the in-
tention of the General Assembly and of the States which adopted it that as
many States as possible should participate. The complete exclusion from the
Convention of one or more States would not only restrict the scope of its appli-
cation, but would detract from the authority of the moral and humanitarian
principles which are its basis. It is inconceivable that the contracting parties
readily contemplated that an objection to a minor reservation should produce
such a result. But even less could the contracting parties have intended to sac-
rifice the very object of the Convention in favour of a vain desire to secure as
many participants as possible. The object and purpose of the Convention thus
limit both the freedom of making reservations and that of objecting to them. It
follows that it is the compatibility of a reservation with the object and purpose
of the Convention that must furnish the criterion for the attitude of a State in
making the reservation on accession as well as for the appraisal by a State in
objecting to the reservation. Such is the rule of conduct which must guide ev-
ery State in the appraisal which it must make, individually and from its own
standpoint, of the admissibility of any reservation. Any other view would lead
either to the acceptance of reservations which frustrate the purposes which the
General Assembly and the contracting parties had in mind, or to recognition
that the parties to the Convention have the power of excluding from it the au-
thor of a reservation, even a minor one, which may be quite compatible with
those purposes.” (empasis added)

198)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Article 19(Formulation of reser-
vation):
“A State may, when signing, ratifying, accepting, approving or acceding to a
treaty, formulate a reservation unless:
(a) the reservation is prohibited by the treaty;
(b) the treaty provides that only specified reservations, which do not include the
reservation in question, may be made; or
(c) in cases not failing under subparagraphs (a) and (b), the reservation is in-
compatible with the object and purpose of the treaty.”;
Guide to Practice on Reservation to Treaties, United Nations, 2011, para.
3.1.5(Incompatibility of a reservation with the object and purpose of the treaty):
“A reservation is incompatible with the object and purpose of the treaty if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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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은 다자조약 당사국에게 유보를 첨부할 수 있
는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199)하면서도, 이러한 재량권 남용으로 다자조약

이 과도하게 파편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유보 남용방지 메

커니즘을 규정하고 있다.200) 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 제21조제1항은 유
보를 첨부한 당사국뿐만 아니라 다른 당사국도 당해 유보를 원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유보의 법적효과가 상호주의적으로 적용된다고 명시하

고 있다.201) 이는 유보를 첨부한 당사국만이 당해 유보의 이익을 향유하
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유보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소극적 메커니즘

(passive mechanism)에 해당한다.202) 만약, 유보의 법적효과가 상호주의

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면, 다자조약의 당사국은 유보를 통해 자국이 얻

affects an essential element of the treaty that is necessary to its general tenour,
in such a way that the reservation impairs the raison d’être of the treaty.”
(emphasis added)

199) 조약의 대상과 목적(the object and purpose of the treaty)과의 양립가능성
(compatibility)이 주관적이고 모호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국제사회는 큰 문제없이
다자조약에 유보를 첨부하였다. 세부적인 사항은 Supra Note 35, pp. 278-285. 참
조.

200) 상호유보(matching reservations)로 인해 조약의 파편화(fragmentation) 문제가 발
생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See Supra Note 7, pp. 24-26.

201)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Article 21(Legal effects of reser-
vations and of objections to reservations):
1. A reservation established with regard to another party in accordance with
articles 19, 20 and 23:
(a) modifies for the reserving State in its relations with that other party the
provisions of the treaty to which the reservation relates to the extent of the
reservation; and
(b) modifies those provisions to the same extent for that other party in its re-
lations with the reserving State.
2. The reservation does not modify the provisions of the treaty for the other
parties to the treaty inter se.
3. When a State objecting to a reservation has not opposed the entry into force
of the treaty between itself and the reserving State, the provisions to which the
reservation relates do not apply as between the two States to the extent of the
reservation.”

202) 반면, 유보제도가 국가의 주권적 이익침해 방지를 위한 역할만을 수행하며, 조약상
의무에 대한 유보가 다른 국가의 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인권조약의 경우 비상호
주의적 특징을 갖는다는 견해가 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정서용, “인권의 국제적 보
호와 조약의 유보”, 「서울국제법연구」 제13권제1호(2006), pp. 35-3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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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는 총편익이 극대화되는 수준까지 유보를 첨부하게 되어 다자조

약이 파편화될 수 있다.203)204)

2. 유보의 역할

국가는 조약 체결시 유보(reservation), 자기판단조항(self-judging

clauses) 등을 활용하여 조약 준수 의무와 주권적 권한 보장간의 균형을

모색한다.205) 특히, 유보는 다자조약 형성에 있어 ①당해 다자조약의 외
연을 확대하고, ②다자조약의 규범 수준을 상향시키는 역할을 한다.

첫째, 유보는 당사국이 정치적·경제적으로 수용하기 곤란한 다자조약
상 의무를 합법적·제도적으로 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최대한

다수의 국가가 당해 다자조약 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206) 양

극단의 선호를 가진 국가의 경우, 정치적·경제적 사유로 인해 중위적 선
호를 가진 국가의 입장이 반영된 다자조약 규범수준을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양극단의 선호를 가진 국가는 당해 다자조약에 불참하는

방식으로 의사를 표시할 것이며, 이는 다자조약을 강제할 수 있는 중앙
집권체계가 부재한 국제사회의 본질적 한계이다. 이때 양극단의 선호를

가진 국가가 수용하기 곤란한 특정 의무에 대해 유보를 할 수 있도록 허

용한다면, 이러한 국가는 유보를 첨부하여 다자조약에 가입할 유인이 생
기게 된다. 즉, 유보를 통해 다자조약의 외연을 확대할 수 있는 것이다.

<표12>의 빗금 친 부분은 유보의 첨부가 허용되지 않았을 때에는 당해

다자조약 체결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유보의 첨부가 허용됨에 따라 당해

203) 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 제21조에 규정된 상호유보(matching reservations)를 통해
국가의 무임승차(free-riding) 문제와 죄수의 딜레마 게임상 전략적 행위 문제(stra-
tegic problem)를 해소할 수 있는 바, 궁극적으로 사회후생(social welfare)을 개선
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See Supra Note 7, pp. 21-23.

204) 한편, 동질적인 국가(homogeneous nations)의 경우 조약체결에 따른 기대이익과 기
대비용이 유사하므로, 유보로 인한 조약의 파편화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
다. See Ibid., pp. 24-26.

205) Supra Note 173, pp. 141-142.
206) UR 농업협상을 통해 농산물 무역에 대한 최초의 국제적 규범을 수립하는데 장기간

이 소요되었으며, 협상 과정에서 회원국은 높은 수준의 관세율 설정, 유리한 보조금
분류 등을 통해 자국 농업에 대한 영향을 완화하였다. 세부적인 사항은 최찬호,
“UR 협상과정과 WTO의 영향에 대한 평가”, 「농업경영 정책연구」 제27권제2호
(2000), p. 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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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조약에 추가적으로 가입하게 되는 국가 영역을 나타낸다.

< 표12 : 유보의 법경제학적 효과: 외연 확대 >

(출처: 저자작성)

현실에서의 사례로, 다수 국가의 참여가 조약의 목적상 중요한 쿄토의

정서(Kyoto Protocol)의 경우 경제 기술 발전에 따른 차등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후속하여 체결된 파리기후변화

협정도 각 국가가 자발적으로 NDC를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

다.207) 또 다른 사례로는, WTO가 채택한 S&DT(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제공 방식 등이 존재한다.208) 이러한 사례는 당

사국에게 다자조약의 핵심의무에 대해 일종의 유보를 허용하여, 최대한

다수의 국가를 당해 다자조약으로 포섭하려는 현실적 시도를 잘 보여준
다.209)

207) 파리기후변화협정은 국가가 자발적으로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의 NDC 목표 달성에는 법적 구속력이 존재하
지 않는다. 세부적인 사항은 Supra Note 146, pp. 233-234. 참조.

208) See Supra Note 7, pp. 24-26.
209) 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 성안시 선진국은 일방적인 유보(unilateral reservations)에

반대한 반면 개도국은 이에 찬성하는 입장을 채택하였는데, 이는 개도국이 일방적
인 유보를 통해 조약 참여에 따른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See Ibid.,
pp. 24-26.; 국가로 하여금 국제적 이해관계를 국내적 이해관계보다 우선시 하게 할
수 있는 구조적 체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대의(大儀)가 성취되기를 희망하는 것만으
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견해가 있다. 세부적인 사항은 Supra Note
88, pp. 169-17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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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유보는 다자조약의 핵심적인 의무에 대한 광범위한 유보를 허용
함으로서, 다자조약의 규범 수준을 상향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표

13>와 같이, 광범위한 유보는 다자조약 형성에 참여한 국가의 선호를 전

반적으로 우측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함으로써, 다자조약의
전반적인 규범을 상향조정할 수 있다. 다만, 규범수준의 상향조정은 필연

적으로 광범위한 유보를 토대로 한 의무이행 수준의 하향조정과 상충관

계(trade-off)를 갖는다.210)

< 표13 : 유보의 법경제학적 효과: 높은 규범도입 >

(출처: 저자작성)

현실적인 사례로 WTO 협정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WTO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은 WTO 회원국에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시장접근

(Market Access), 최혜국대우(Most-Favoured-Nation Treatment) 등 높
은 수준의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각 국이 이러한 의무에 대한 예외를 양

허에 기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주권적 권한을 인정한다.211) 즉, 모든

210) 유보를 통해 조약의 의무이행 수준(level of compliance)을 낮춤으로서 더 많은 국
가가 조약을 비준하도록 유도할 수 있으나, 국가가 유보를 통해 자국의 부담을 완
화한 채 조약의 이익만을 향유하려하는 전략적 행동을 채택할 유인(ratcheting
down effect)도 제공한다. See Supra Note 7, pp. 21-23.

211) 예를 들면, 미국은 WTO GATS 양허표상 금융 서비스 관련 자연인의 이동(mode
4)에 대해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미개방”함으로써, 내국민대우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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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회원국의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운 높은 수준의 규범을 규정하기

위해 유보를 통해 각 국의 정책적 권한도 광범위하게 보장하고 있는 것
이다.

장접근 관련 광범위한 규제권한을 유지하였다. 이에 따라, 2009년 2월 발효된
Employ American Workers Act가 금융기관에 대해 미국인의 고용을 실질적으로
유도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WTO GATS상 내국민대우와 시장접근 의무
위반문제를 야기하지 않았다. 세부적인 사항은 이재민, “이민법을 통한 외국 서비스
공급자 진출 규제와 GATS –미국의 Employ American Workers Act를 중심으로”,
「서울국제법연구」 제17권제1호(2010), pp. 179-18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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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중위투표자이론의 한계

중위투표자이론을 활용한 법경제학적 방법론의 한계를 분석하기 위해
중위투표자이론의 주요 가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진행하였다. 특히, ①

국가의 합리성 가정의 한계, ②단봉선호 가정의 현실적 문제, ③국제사회

에서의 국가간 권력 불균형, ④거래비용과 불완전정보 문제, ⑤다수결제
의사결정방식 검토, ⑥사후적(ex post) 규범이행 문제를 검토하여, 중위

투표자이론의 주요 가정이 완화되는 경우 법경제학적 분석상 어떠한 함

의를 갖는지 살펴보았다.

1. 국가의 합리성

법경제학적 방법론에 대한 주요한 비판 중에 하나는 합리성 가정이 현

실적이지 않다는 것이다.212) 이러한 비판은 중위투표자이론에도 동일하

게 적용될 수 있다. 중위투표자이론은 정치인이 단순하게 표수 극대화만
을 추구한다고 가정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정치인은 이념을 수호하기

위해 중위투표자가 선호하는 방향과 다른 공약을 제시할 수 있으며, 정

치인의 리더쉽을 통해 중위투표자의 선호와는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213) 즉, 개인의 합리성 가정에 기반 한 이론적 예측과, 실제 현실에

서 도출된 결과는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국가의 합리성 가정에 기반하여 도출한 다자조약 규범수준 결정과정

분석결과도 동일한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통상적으로 국가의 대내외

의사결정이 정치인, 관료, 엘리트집단 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
려한다면, 국가의 합리성은 결국 국가를 통치하는 개인의 합리성과 밀접

한 관련을 갖게 된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통치 집단

을 구성하는 개인의 합리성에 대한 가정이 현실에서도 항상 타당하지 않
을 수 있다. 또한, 개인의 합리성 가정이 타당한 경우에도, 국가의 합리

성 가정은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관료집단은 자신

들의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예산, 자원 등을 사회적으로 비효율적인
수준에서 결정 집행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관료의 합리성으로 인해 국가

212) Supra Note 129, pp. 78-80.
213) Supra Note 76, pp. 11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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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비합리성을 갖게 될 수 있다.214) 이러한 한계로 인해 중위투표자이론

이 예측하는 것과 같이 중위적 국가의 선호 수준에서 다자조약의 규범수
준이 결정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제한된 합리성 가정에 기초한

행동경제학은 공정성에 대한 선호 등 이타주의에 근거하여 자국 이익과

무관한 특정 행위를 채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215) 이를 중
위투표자이론에 적용하면, 국가들의 이타성으로 인해 중위적 국가의 선

호수준 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다자조약 규범이 형성될 수 있다.216)

또한, 앞서 논의한 국가의 다자조약 체결협상 참여여부 결정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도 고전 법경제학은 국가가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조약

체결협상 참여에 동의(consent)할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인 반면, 행
동법경제학은 국가의 현상유지 편향, 손실회피 등으로 인해 조약 체결협

상 참여에 국가의 동의가 요구된다는 입장이다.217) 이러한 행동법경제학

적 분석에 따르면 국가의 조약 체결협상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동의 요
건 완화가 아닌 국가의 현상유지 편향 자체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218)

별론으로, 현대경제학의 주요 가정인 합리성219)의 한계를 지적하며, 제
한된 합리성을 전제로 분석을 진행220)하는 행동경제학은 인간의 제한된

214) 조약 체결이 국가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국내 엘리트집
단, 행정부 관료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Jeffrey L. Dunoff와 Joel P. Trachtman은 국가의 합리성 가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
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At present, we are more interested in identifying this
problem than in resolving it.”). See Supra Note 10, pp. 20-21.

215) Supra Note 74, pp. 50-54.
216) 국가의 제한된 합리성을 보여주는 실제 사례는 다음과 같다. Galbraith의 프레이밍

효과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ICJ 관할권을 opt-out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약의 경
우 당사국의 80%가 ICJ 관할권을 수락하였으나, opt-in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
는 당사국의 5%만이 ICJ 관할권을 수락하였다. 이는 조약의 문언과 무관하게 ICJ
관할권 수락 여부를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결정한다는 합리적 선택 이론과 상충되
는 결과이다. 세부적인 사항은 Ibid., pp. 45-50. 참조.

217) Ibid., pp. 42-45.
218) Ibid.
219) 현대 경제학은 법과 경제 문제에 대해 경제주체의 합리성과 효용극대화 관점에서

환원주의적 접근을 채택하고 있다. 세부적인 사항은 Supra Note 70, pp. 47-49. 참
조.

220) 행동경제학적 접근방식은 기존 경제학적 접근방식이 토대로하고 있는 합리성 가정
을 완화하여 체계적 편향성, 오류, 제한된 합리성을 전제로 분석을 진행한다. 세부
적인 사항은 Ibid., pp. 25-27.; 행동경제학은 불확실성, 휴리스틱(heuristics), 사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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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성 및 체계적 편향성을 교정하고, 사회전체의 후생수준 증대를 도모

하기 위해 법 제도적 규율(온정주의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
고 있다.221) 이를 국제사회에 적용하면, 국가의 제한된 합리성을 교정하

고, 국제사회 전체의 후생수준 증대를 위해 국가간의 법 제도적 협력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으며, 이는 국제관계학의 제도주의 입장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222)

2. 다봉선호(multi-peaked preference)의 문제

중위투표자이론은 투표자들이 단봉선호(single-peaked preference)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정을 국가에도 연장하여 적용
하였다. 하지만, 현실에 있어 투표자 또는 국가는 다봉선호(multi-peaked

preference)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국가가 중간에 위치한

다자조약 규범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규범 또는 아예 낮은 수준의 규범을
선호하는 경우 다봉선호가 존재하게 된다.223) 그리고, 다자조약의 규범수

준에 대한 결정이 아닌 다자조약에 포함될 규범간의 결정(예를 들면, 다

자조약의 분쟁해결제도를 상설법원에서 단심제로 하는 방안, 상설법원에
서 2심제로 하는 방안, 임시(ad hoc) 중재로 하는 방안 등과 같이 동등

한 수준의 규범간 결정을 내리는 상황)인 경우 다봉선호는 더욱 쉽게 나

타날 수 있다. 문제는, 다수결제에서 국가가 단봉선호가 아닌 다봉선호를
가지고 있는 경우, 안건이 고려되는 순서에 따라서 이행성(transitivity)

이 성립되지 않는 투표의 역설(Condorcet’s paradox)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224)

잉확신 편향, 소유효과, 프레이밍 효과, 손실회피 성향, 현상유지 편향, 낙관적 편향
등 제한된 합리성을 토대로 고전 경제학의 합리성 가정을 비판한다. 세부적인 사항
은 Supra Note 74, pp. 35-41.; Ibid., pp. 31-35. 참조.

221) Ibid., pp. 35-38.
222) 한편, ①실증적 연구 곤란, ②통일된 행동법경제학 수립의 어려움, ③제한된 합리성

의 극복 가능성, ④방법론적 개인주의(개인의 심리적 성향)의 국가에 대한 적용상
한계, ⑤제한된 합리성을 개인 또는 국가가 갖는지에 따른 분석단위 문제(즉, 국제
법의 분석단위인 국가는 현상유지 편향 등 심리적 성향을 갖지 않는다는 문제) 등
으로 인해 국제법학방법으로 행동법경제학이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견해가 있다.
세부적인 사항은 Supra Note 74, pp. 54-58. 참조.

223) 나성린·전영섭, Supra Note 12, pp. 104-112.
224) 이준구, Supra Note 12, pp. 13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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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14 : 투표의 역설 발생 사례225) >

<표14>는 투표의 역설이 발생하는 사례를 보여준다. x, y, z의 안건이

존재하며, A국, B국, C국이 다수결제를 통해 안건을 결정한다고 한다.

첫 번째 사례로, x와 y에 대한 투표를 먼저 진행하면 B국과 C국이 y안
건을 지지하여 y안건이 결정된다. 이제 y와 z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면

A국과 C국이 z안건을 지지하여 최종적으로 z안건이 결정된다. 두 번째

사례로, x와 z에 대한 투표를 먼저 진행하면 A국과 B국이 x안건을 지지
하여 x안건이 결정된다. 이제 x와 y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면 B국과 C국

이 y안건을 지지하여 최종적으로 y안건이 결정된다. 세 번째 사례로, y

와 z에 대한 투표를 먼저 진행하면 A국과 C국이 z안건을 지지하여 z안
건이 결정된다. 이제 x와 z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면 A국과 B국이 x안건

을 지지하여 최종적으로 x안건이 결정된다. 즉, 어떠한 순서로 안건간

투표가 진행되는지에 따라, 최종적으로 어떠한 안건이 결정되는지가 좌
우된다.226) 다봉선호의 존재로 인해 투표의 역설이 발생하는 경우 어떠

한 안건이 최종적으로 결정될지 여부는 의사진행자에 달려 있으며, 의사

진행조작(agenda manipulation)에 취약하게 된다.227) 환언하면, 다자조약
규범수준 결정에 있어 의제를 선점하고, 의사진행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

는지가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225) 출처: 나성린·전영섭, Supra Note 12, pp. 104-112.
226) Ibid.
227) 통상협상이 교착상태에 봉착하게 되는 원인으로 의제 선점을 위한 국가의 지연 전

략(유인)을 지적하는 견해가 있다. 세부적인 사항은 Supra Note 80, pp. 211-214.
참조.

국가 A국 B국 C국

1순위 x y z

2순위 z x y

3순위 y z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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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간 권력 불균형: 1국 1표 가정의 타당성

중위투표자이론을 통한 다자조약 규범수준 분석을 위해 주권평등원칙

을 토대로, 1국 1표의 원칙을 가정하였다. 하지만, 설령 제도적으로 1국

1표가 보장된 경우에도, 현실적으로는 특정 국가가 다자조약 규범수준
결정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2021년 10월 기준 국

가 명목 GDP가 22.9조불에 달하는 미국과 국가 명목 GDP가 1.3억불에

불과한 나우루간 경제규모의 차이228)를 고려한다면, 다자조약 규범 수준
결정에 있어 양국간에 실질적인 영향력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것이

다. 만약, 중위투표자모형의 양극단에 위치한 국가의 권력이 크다면, 다

자조약에 당해 국가가 원하는 규범을 반영229)시키거나, 다자조약 규범협
상 과정의 지연 또는 중단이 발생할 수 있다.230)

4. 거래비용과 불완전정보

중위투표자이론을 통한 규범수준 분석은 거래비용이 존재하지 않고,

다자조약 규범협상에 참여한 국가들은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전
제하고 있다.231) 하지만, 현실에 있어 이러한 가정은 타당성을 갖기 어렵

다.232)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거래비용은 국가가 다자조약 참여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다자조약의 규범수준 결정
하는데 있어서도 국가간 정치적 결탁 형성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

228) International Monetary Fund, https://www.imf.org/external/data-
mapper/NGDPD@WEO/OEMDC/ADVEC/WEOWORLD

229) 핵분열물질생산금지조약(Fissile Material Cut-off Treaty) 협상 진전에 있어 미국
리더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견해가 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박동형, “핵분열물질생
산금지조약(FMCT) 협상 분석 및 대책”, 「21세기정치학회보」 제20집제2호(2010),
pp. 166-168. 참조.

230) WTO가 새로운 통상현안에 대한 협상에 성공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을 선진국과 개
도국간 갈등으로 지적하는 견해가 있다. 세부적인 사항은 Supra Note 80, pp.
198-200. 참조.

231) 국제무역에 대한 미시경제학 분석에 있어 거래비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과 완
전경쟁 가정은 현실적 적용에 있어 한계를 갖는다. See Supra Note 10, pp. 38-39.

232) 게임이론을 통한 관습국제법 형성 분석은 ①참여국 보수(payoff) 계량화 곤란, ②불
완전 정보, ③규범 이탈(비협조 전략)시 이를 파악하는데 시간·비용 소요로 인해 분
석상 내재적인 한계를 갖는다는 견해가 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박현석, Supra Note
112, pp. 62-6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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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적 결탁 형성을 위한 협의에 거래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정치적 결탁

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거래비용을 비교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에만 정치적 결탁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다자조약 규

범협상에 소요되는 거래비용이 큰 경우, 다자조약 규범이 불충분하게 마

련되거나 다자조약 규범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 할 수 있다.233)

중위투표자이론을 통한 다자조약 규범수준 결정 분석시, 국가는 규범

협상과정에서 자국의 선호를 표출하게 된다. 따라서, 불완전정보로 인한
문제는 정치적 결탁 형성과정에서 주로 의미를 갖는다.234) 정치적 결탁

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국뿐만 아니라 상대국의 효용수준을 파악하고

있어야하며, 국가 간의 효용비교도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
실적으로는 일률적인 기준 부재, 정량적 가치 산정 곤란 등으로 국가의

이익과 비용을 계량화하는 것에 어려움이 따르며, 국가간 효용비교도 쉽

게 이루어질 수 없다.235) 따라서, 이러한 문제로 인해 정치적 결탁의 형
성이 제한될 수 있다.236)

233) 한편, 조약의 규범수준에 대한 게임이론 분석에 따르면 국가가 동질적이라고 가정
하는 경우 조약체결을 위한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이 낮아 각국의 최적 효용
(private optima) 수준에서 규범이 결정되어 결과적으로 사회적 효용이 극대화되는
반면, 국가가 이질적인 경우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이 높아 국가가 조약을 통
해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규범 수준이 충분히 높아야 한다. See Supra Note 7,
pp. 15-18.

234) 현실주의의 주요 가정 중 하나는 국가가 생존을 위해 전략적인 판단을 한다는 것이
다. 이러한 판단은 종종 정보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제약을 받는다. 세부적인 사항은
Supra Note 115, pp. 459-466. 참조.

235) ①국가 권력의 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국제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②제반
고려요소(relevant considerations)에 적용할 수 있는 일률적인 기준, 정량적 가치
산정 등이 곤란하다는 점 등으로 인해 비용(costs)과 편익(benefits)을 측정 및 비교
하는 것이 곤란하며, 국가간 효용비교도 어렵다는 지적이 존재한다. See Supra
Note 10, pp. 46-49.; 국제법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은 ①국제법의 형식·내용상 유
동성, ②효율성 분석(예를 들면, Kaldor-Hicks 분석 등)상 한계, ③수익과 비용 계
량화 곤란 등으로 인해 적용상 한계가 존재한다는 견해가 있다. 세부적인 사항은
Supra Note 76, pp. 62-66.; 법경제학적 방법론은 국가 선호의 분석·계량화가 어렵
다는 점에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세부적인 사항은 Supra Note 11, p. 78. 참조.

236) 상호균형병력감축(Mutual Balanced Force Reduction) 협상을 게임이론으로 분석하
면 협조와 배신에 대한 객관적 기준 부재, 보수(payoffs)의 정량화 곤란 등으로 인
해 Tit-for-tat 전략이 유효하지 않았다는 견해가 있다. 세부적인 사항은 송승종,
“유럽에서의 재래식 군비통제에 관한 연구: 협상전략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보」 제31권제1호(1997), pp. 266-26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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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치적 의사결정방식: 만장일치제

중위투표자이론에서 전제하고 있는 다수결제 의사결정방식을 만장일치

제(컨센서스방식) 의사결정방식으로 대체하는 경우 어떠한 결과가 도출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장일치제의 경우 모든 국가가 동의하는

다자조약 규범을 도출할 수 있어, 파레토 최적(Pareto optimality)인 결과

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237) 다만, 만장일치제를 통해 사회적으로 최적
인 결과를 얻을 수 있으나, 현실에 있어 만장일치제는 적용상 여러 문제

점을 가지고 있다. 만장일치제를 다자조약 규범수준 결정과정에 적용하

면, 모든 국가가 합의할 수 있는 규범수준을 도출하는데 과도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규범협상 과정에서 전략적 반대에 취약하고, 현 상태

(status quo)가 월등하게 우위를 점한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238) 이

는 만장일치방식은 lex lata이며, 다수결방식은 lex ferenda라는 Sir
McNair의 지적과 상통한다.239) 현실에 있어서도 군축협상240), 지식재산

권 관련 협상241) 등에서 상기 논의한 만장일치제 의사결정방식의 문제점

이 고스란히 나타난 바 있다.242)

237) 국제법은 주권평등원칙에 따라 필연적으로 만장일치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며, 각
국가는 국제조약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조약 불참, 유보 등으로 표출한다는 견해가
있다. 세부적인 사항은 Supra Note 62, pp. 675-678. 참조.

238) 이준구, Supra Note 12, pp. 122-123.
239) Supra Note 23, pp. 145-152.
240) UN 틀 내에서 일부재래식무기협약(Convention on Certain Conventional Weapons)

과 군축회의(Conference on Disarmament)를 통해 재래식 무기의 금지 통제 노력이
이루어졌으나, 컨센서스 결정방식과 이해관계국(재래식 무기를 사용 또는 수출하는
국가)의 반대로 인해 실효적인 군비통제레짐을 창출하지 못하였다는 견해가 있다.
세부적인 사항은 Supra Note 139, pp. 76-81.; 유엔군축회의(Conference on
Disarmament)가 채택한 컨센서스 의사진행규칙이 핵분열물질생산금지조약(Fissile
Material Cut-off Treaty)의 협상 진전을 제한하였다는 견해가 있다. 세부적인 사항
은 Supra Note 229, pp. 166-168. 참조.

241) 미국 제약업계는 특허권 보호 강화를 위해 파리협약 개정을 시도하였으나, WIPO는
의사결정방식으로 1 회원국 1 의결권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
는 개도국의 반대로 개정 시도가 무산되었다. 세부적인 사항은 Supra Note 147,
pp. 217-218.; 미국이 지재권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WIPO가 아닌 GATT를 선택한
이유는 WIPO 개정(파리협약, 베른협약에 대한 권리의 강제를 위한 규정 추가)의
경우 회원국의 만장일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세부적인 사항은 Ibid. 참조.

242) 각 국의 이해관계가 상이한 경우 규제할 법규범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세부적인 사항은 Supra Note 62, pp. 616-6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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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후적(ex post) 규범이행 문제

중위투표자이론은 정치인이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서 공표한 공약을

선거후에도 준수한다고 가정하고 있다.243) 하지만, 현실에서는 정치인이
당초 약속한 공약(公約)을 준수하지 않아 소위 공약(空約)이 되는 경우

가 발생한다. 이는 선거 이후 공약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국제조약의 경우 규범협상 과
정을 통해 문서의 형식으로 성안되기 때문에 일단 다자조약 규범수준이

결정되면 이후 규범을 변경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다자조약 규범을 변경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개정·수정절차와 함께 다자조약 참여국의 동의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제조약의 경우 당해 조약의 규범협상에 참

여한 국가라 하더라도, 당해 국가가 조약상 의무에 구속되는지 여부는

또 다른 문제이다. 즉, 국가는 다자조약상 의무에 구속될지 여부를 결정
할 수 있는 주권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권한은 다자조약을 비

준·발효하지 않거나 추후 다자조약에서 탈퇴하는 방법으로 언제든 행사

될 수 있다.

243) See Dhammika Dharmapala·Etienne Lehmann, "A Median Voter Theorem for
Postelection Politics"(December 16, 2003), Available at SSRN:
https://ssrn.com/abstract=480685 or http://dx.doi.org/10.2139/ssrn.480685, p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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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소결

국가간 정치적 결탁모형과 중위투표자이론을 토대로 다자조약의 규범
수립과정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국가의 합리성(특히, 국

가의 이익극대화 추구)을 기반으로 다자조약의 규범수준이 결정된다는

분석결과는, 다자조약을 통해 국제법이 지향하고 있는 자연법 또는 lex
ferenda를 달성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244) 즉, 다자조약

의 규범수준 결정시, 국가는 국제법이 도달해야할 높은 수준의 규범을

지향점으로 규범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지향점으로 규범협상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국가간 정치적 결탁모

형은 국가간 조정과 타협이라는 정치적 과정을 통해 국가들의 선호가 반

영된 다자조약이 도출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중위투표자이론은
중위국이 선호하는 수준에서 다자조약 규범이 결정된다는 점을 보여준

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당해 다자조약이 환경보호, 인권 등과 같은 국제

사회의 보편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245) 이는 Delimitation of the Maritime Boundary in the Gulf of
Maine Area 사건에서 ICJ가 조약의 형성 과정에 신의성실 원칙이 적용

되며, 국가는 협의 중인 조약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진
정한 의도를 가지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판시가 현실에 있어서는 적용

상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246)

244) 중위투표자가 선호하는 수준에서 집합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중위투표자이론
은 다수 또는 중위그룹의 이해관계만이 반영되고 소수그룹의 이해관계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항상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세부적인 사항은 Supra Note 149,
pp. 57-59. 참조.

245) E. H. Carr는 공공의 이익(보편적 이익)에 관한 이론은 결국 특수한 사적 이익 도
모에 봉사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적 입장을 채택하고 있다. 세부적인 사항은
Supra Note 3, pp. 107-112. 참조.

246) Delimitation of the Maritime Boundary in the Gulf of Maine Area, Judgement,
I .C.J . Reports 1984, p267.
“para. 87. The principle of international law stated in the first sentence of each
of the two paragraphs is simple, yet its importance must not be underestimated.
It must not be seen as a mere "self-evident truth". The thrust of this principle
is to establish by implication that any delimitation of the continental shelf ef-
fected unilaterally by one State regardless of the views of the other State or
States concerned is in international law not opposable to those States. The same
principle also entails application of the related rules as to the duty to negotiate
with a view to reaching agreement, and to do so in good faith, with a genu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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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경우 John Rawls의 무지의 장막(veil of ignorance)과 같
은 철학적 담론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여 국제연대 또는 헌법적 규범

(constitutional rules)을 도출해내는 것이 어렵다는 지적247)은, 다자조약

을 통해 자연법 또는 lex ferenda를 달성하는 것이 어렵다는 법경제학적
분석과도 상통한다. 다만, 다자조약의 규범수준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

은 규범수준이 항상 정체상태(status quo)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보여주

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국제사회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에 대한 국가
들의 인식수준이 향상되는 경우 점진적인 규범 발전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248) <표15>은 중위투표자이론을 통해 점진적 규범

발전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여준다. 국가들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선호
가 증대하는 경우 다자조약의 규범수준이 M에서 M′로 상향되며, 이러

한 과정의 반복을 통해서 다자조약의 규범수준이 높아지게 된다.

< 표15 : 규범의 점진적 발전과정 >

(출처: 저자작성)

이는 Karl Popper가 「열린사회와 그 적들」에서 지적한 것과 일견

intention to achieve a positive result.” (emphasis added)
247) Supra Note 10, pp. 46-48.
248) UN 무기거래조약(Arms Trade Treaty)이 UN 총회에서 채택된 것은 재래식무기의

불법 국제거래를 차단해야 한다는 국제규범이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견
해가 있다. 세부적인 사항은 Supra Note 139, pp. 110-114. 참조.



- 91 -

상통한다. 따라서, 국제법의 역할은 국가들에게 절대적인 국제규범을 맹

목적으로 지향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들이 비판적 논의를 통해
바람직한 국제규범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

제규범의 점진적 발전 과정을 통해 자연법과 유사한 의미로서의 lex
ferenda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변화와 요구를 반영하는 의미로서의 lex
ferenda를 지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249)

249) ILC는 제50차 회기에서 주제선정 기준으로 lex ferenda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The Commission further agreed that it should not restrict itself to tradi-
tional topics, but could also consider those that reflect new developments in in-
ternational law and pressing concern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whole.”)하였으나, 국제법상 새로운 발전에 대한 판단, 국제사회의 급박성 존부, 국
가 상호간 합의 곤란 등을 고려시 이러한 주제를 선정하기가 곤란할 것이라는 견해
가 있다. 세부적인 사항은 Supra Note 23, pp. 134-13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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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다자조약 형성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을 통해 자연법적 입장과 법실

증주의 입장의 현실타당성에 대한 이론적인 예측과 분석을 진행하였다.

특히, 국가의 본성이 합리적이라는 전제를 토대로, 국가가 조약체결 참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어떠한 요소가 고려되며 법적 함의는 무엇인지를

살펴보았고, 조약의 규범수준이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어떠한 방

식으로 결정되는지를 분석하였다.

먼저, 국가의 다자조약 체결협상 참여여부 결정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

석을 위해 시위게임과 다자간 집단행위 게임을 활용하였다. 두 모형을
활용한 법경제학적 분석을 통해 다자조약 체결협상 참여 촉진을 위한 법

적 함의와 함께 자연법적 입장의 현실타당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

다. 두 모형에서 도출된 다자조약 체결협상 참여 촉진을 위한 법적 함의
는 다음과 같다. ➀다자조약 체결에 소요되는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을 감소시키는 경우, 다자조약 체결협상에 더 많은 국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➁다자조약 체결협상에 참여할 것이라는 국
가 간의 신뢰가 실제 다자조약의 체결협상 참여에 있어서도 중요하다.

➂다자조약 체결협상 참여유도를 위해서 다자조약에 무임승차하려는 국

가를 제재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두 모형이 자연법적 입장의 현실타
당성에 대해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➀조약의 체결 자체가 국가의

의지 또는 동의에 따라 결정되므로, 종국적으로 국가의 의지 또는 동의

가 국제법의 연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➁다자조약 체결협상 참여결
정, 나아가 同 조약에 구속될지 여부를 국가가 주권적 권한을 통해 결정

하게 되므로, 조약은 결과적으로 국가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a law

between States)이라 할 수 있다. ➂국가는 다자조약 체결협상 참여여부
를 결정함에 있어 도덕적 의무(moral obligation)가 아닌 합리적 선택

(rational choice)에 근거한다.

이와 함께, 다자조약 규범수준 결정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정치적 결탁

모형과 중위투표자이론을 활용하였다. 다자조약 규범수준 결정과정에 대

한 법경제학적 분석을 통해 자연법적 입장의 현실타당성에 대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➀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규범수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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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되는 다자조약의 본질적인 특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lex
ferenda의 달성은 곤란하며, 이에 따라 lex ferenda와 lex lata간에는 필
연적으로 간극이 존재한다. ➁국제법의 주요 연원인 다자조약은 국가들의
의사를 기반으로 한 정치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도출되며, 이는 적어

도 조약에 있어서는 국가의 의사 또는 동의가 중요한 법연원임을 보여준
다. ➂중앙집권적 권력체계나 자연법이 존재하지 않아도 국가의 합리성

을 토대로 다자조약을 형성할 수 있으며, 이는 다자조약이 국가간의 법

(a law between States)임을 시사한다. ➃국가의 대내외 의사결정을 수
행하는 통치 집단의 합리성이 국가의 합리성의 연원이 될 수 있다는 점,

조약의 본질은 국가의 이익 극대화에 있으므로 국가의 합리성 전제가 현

실에 부합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는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➄중앙집권적 권력체계를 전제하지 않는 정치적 결탁모형

과 중위투표자이론은 자연법적 입장에 비해 국제사회의 현실을 적확하게

반영하고 있다.

이처럼, 다자조약 형성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결과는 다자조약의 형성

은 자연이성에서 비롯된 자연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다자조약의 형성 자체
가 자연법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므로 다자조약의 형성과정에서 국가의 의

사 또는 동의의 역할은 제한된다는 자연법적 입장과 큰 차이가 존재한다.

특히, 이러한 법경제학적 분석결과는 lex ferenda와 lex lata간의 관계, 국
제법의 법연원성, 국제법의 유효성과 구속력, 국가의 도덕성 가정 등에

대한 자연법적 입장이 현실타당성에 있어 한계가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다자조약의 형성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을 토대로 미국

국제법학회(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가 제시한 국제법학
방법론 관련 핵심질문에 대한 나름의 답변을 제시한다.250) 첫째, 국제법

의 본질(nature)로서 국가의 합리성을 전제하였다. 국가의 다자조약의 체

결협상 참여여부 결정, 다자조약의 규범수준 결정과정은 국제사회의 보
편적 가치와 이익 추구, 자연법적 의미로서의 lex ferenda 지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합리성을 토대로 한 국가의 이익극대화에

의해 결정된다. 결국 국가의 도덕성이 아닌, 국가의 합리성이 국제법의

250) Supra Note 9, pp.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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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적인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조약의 정당성, 유효성

은 국가의 도덕성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합리성에 찾아야
한다. 둘째, 국제법은 국가의 합리적 선택에 의한 동의(consent)에 기반

하고 있으며, 국가가 종국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국가는 다자조

약 체결협상 참여에 따른 상대적 이익을 고려하여 다자조약 체결협상 참
여여부를 결정하며, 다자조약의 규범수준도 다수 또는 중위적 선호를 가

진 국가가 동의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이는 국제법이 국가를 규율하는

법(a law above States)이 아닌, 국가간의 법(a law between States)이
라는 법 실증주의 입장과 상통한다. 셋째, 조약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

은 조약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규범적 분석이 아닌, 과학적·객관적 분석

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다자조약 체결협상 참여
여부 결정, 다자조약 규범수준, 조약의 준수 등에 대한 국가의 내재적 유

인(internal incentives) 분석을 통해 현실을 설명하고, 이론적인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법경제학적 방법론은 조약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국제
환경법, 국제경제법 등 다양한 국제법 분야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넷

째, 국제법을 통해 국가의 행동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자연

법주의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자연법주의는 국가들이 기본적으로 국
제법을 준수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국제법을 통해 국가간 협력가

능성을 증대하고 국가의 행동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는 제도(institutions)를 중시하는 국제관계학의 자유주의
입장과 유사하다.251)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국가가 조약체결에 따른 자국

의 권력 제한은 최소화하고 조약체결에 따른 이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에

서, 국가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높은 수준의 국제법 규범 자체가
수립되기 어렵다. 또한, 국가의 본질적인 특성은 합리적 선택을 통한 자

국 이익극대화이므로, 조약을 통한 국가의 행동의 본질적 변화는 오직

자국의 이익에 부합할 때만 가능할 것이다. 다섯째, 다자조약 형성에 대
한 법경제학적 분석은 자연법적 의미로서의 lex ferenda를 달성하는 것

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252) 즉, 다자조약 협상참여국들이 합리성을

토대로 다자조약을 성안하는 과정에서 lex lata와 lex ferenda간의 간극

251) 존 J. 미어셰이머, Supra Note 78, pp. 53-55.
252) 서로 상이한 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국가들간에는 lex ferenda가 다르게 인

식될 수 있으며, lex ferenda는 국제사회의 다원적인 특성을 반영하고 있어 주관성
을 내재하고 있다는 견해가 있다. 세부적인 사항은 Supra Note 23, pp. 145-152.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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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존재하게 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는 다자조약의 규범수준은 국가들

간의 정치적 타협과 협상의 산물이며,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다
수 또는 중위적 선호를 가진 국가가 동의하는 수준에서 다자조약의 규범

수준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다만,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다자조약의 규

범수준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은 규범수준이 항상 정체상태(status
quo)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국제사회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에 대한 국가들의 인식수준이 향상되는 경우 점진적인 규범

발전이 가능하다. 따라서, 국가들이 비판적 논의를 통해 바람직한 국제규
범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국제법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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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lateral treaties, major source of international law, are formed

through political decision-making processes. In this vein, this paper

conducts economic analysis on formation of multilateral treaties by

employing public choice theory and game theory. As it employes the

law & economics methodology, theoretical and realistic predictions are

made based on the rationality assumption of states while not applying

the fundamental assumption of international law, the veil of morality

of states. In order to implement economic analysis thoroughly, this

paper reviews the topic as followed. First, this paper analyzes

philosophical and theoretical relationships between international law

and law & economics. Based on the comparison, the applicability of

law & economics methodology on international law is carefully

reviewed through critical contemplation on the very nature of states.

Second, this paper examines decision-making process of states on

whether to participate in forming multilateral treaties. By employing

civil unrest game and multi-person collective-action game, this paper

analyzes how states make decisions when they pursue rel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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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ests (balancing between interests of own country and those of

counterparts) rather than absolute interests (maximizing interests of

own country). Lastly, this paper reviews how substantive and

procedural rules of multilateral treaties are determined through

political decision-making processes by using political coalition model

and median voter theorem. The role of reservation is additionally

analyzed in determining substantive and procedural rules of

multilateral treaties. Based on economic analysis on multilateral

treaties, not only theoretical predictions on formation of multilateral

treaties but also the role of international law in making gradual

progress toward lex ferenda are carefully analyzed.

Keywords : Multilateral Treaty, Reservations, Law&Economics,

Game Theory, Median Voter Theorem, Legal Positiv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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