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볍철 혈산으| 와빽

법적 협상에 대환 법학계의 관심은 벼교적 최근의 일이다.

법학자가 순전허 법률적 관

점에서 법적 협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은 1970 년대이다‘ 이 시기에 법적 협상에 관한
법학자의 저술이 처음 출간되었고 1) 미국 변호사회는 법과대학에서 협상에 대한 교육을 할
것을 권고하는 의견을 발표했다 2) 나아가 변호사 시험에서 응시자의 볍적 협상능력을 평

가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3)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법적 협상에 관한 교과서와 연
구논문들이

줄을 이었고 미국 유명

법과대학에서

법적

협상에

대한 강좌를 개설하였다.

1990년대에는 법적 협상에 대한 강좌는 법과대학에서 가장 인기았는 과목이 되고 있다.
이처럼 협상에 대한 법학계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변호사의 업무를 분석한 결과였다 4)
변호사 수임사무의 대부분이 협상에 의해 종결되고 적은 비율의 수임사건만이 소송에 의해서

처리된다는 사실이 보고되었다.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협상에 의해 해결되는지는 정확학 알
기는 어렵지만 미국의 경우 대체로

10%

미만의 사건만아 소송에 의해 해결된다고 한다 5)

1) 묘. Edwards and J. J. ￦hite， TheLαω'Yer as a Negotiator αNest， 1977).
2) American Bar As sociation , Report αnd Recommendα tions of the Special Committee for a Study
of LegalEdzιcαtion (1980).
3) Scott Slonim , ‘맙 ar Exam Experiment could Blaze New Path," 66 American Bar Associαtwn
Journαl139 (1 980).

4)

변호사들의 협상결과가 당사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실증연구로 드

모인 (Des 없oines) 에서 행한 실험조사를 들 수 있다. 이 조사는 변호사들이 실제 사건에서 어떻
게

상대방과 합의에

도달하는지를 알기

위한 조사였다.

아이오아(Iowa) 주의

드 모인 (Des

뼈oines) 에서 개업하고 있는 40 명의 변호사를 두명씩 묶어 가상의 신체상해배상사건을 주고 각
기

다

완고와 피고(보험회사)를 대리하게 하였다.

207~ 팀 중에서

147U

이중 3 팀은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고 11 팀은 합의에 도달했다

팀이 협상결과를 공재했

합의액은 최저 15 ， 000 달러

에서 최고 95 ， 000 달러까지 폭이 크게 벌어져 있었다. (평균 합의액은 47 ， 318 달러) 이 조사는
변호사들의 협상 결과에 따라 당사자들이 상당허 다른 위치에 처하게 된다는 점을 실증했다.
이렇게 변호사들에게 협상능력이 중요하므로 법학교육에서도 협상에 대해 가르쳐야 한다는 점
을 시사했다.

5) ibid , p. l.

Gerald R. William , LegalNegotiationandSettlement (West ,

1983) pp. 5-7.

美

204

國

學

第十七輯 (1994)

미국 법원도 법률 사건에서 “타협과 합의에 의한 해결을 우선하는 것이 법의 일관된 정책
임”을 천명해왔다 6)

그러나 법과대학의

교육은 없었다.

교과과정에서는 소송과 관련된 교과목은 많이

직업교육으로서

법학교육에서

실제의

필요성이

지적이 제기되었고 이를 계기로 법률사건을 둘러싼 협상에서

있지만 협상에

반영되지

대한

못하고 있다는

변호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법적 협상강좌가 정착했다. 한편 종래의 협상론이 법률가의 관심을 끌

지

못했던 이 유의

다.

하나는 협 상론의

접 근방법 이

‘행동과학적

갈등문제와 관련되어 협상이 논의되면서 갈등 당사자의

또는 태도변화 (attitude change) 에 집중되었다.

방법론’ 을 사용했기

때문이

행동변화 (behaivour change)

법학자들은 그러한 접근방법에

익숙해

있

지 않아서 이를 법학 속에 끌어들이기가 어려웠다 7)

또한 그 내용도 협상의 심리적 측면(예를 들면 태도의 변화나 행동의 변화)를 강조하였
는데 법적 협상에서는 그런 태도나 행동의 변화는 법률가들의 관심대상이 아니었다. 법률
가는 오직 당사자들의 권리나 의무를 논할 뿐이었다.

그런데 법적 협상에서도

‘권리’

‘의무’ 는 그렇게 분명한 것만은 아니다. 법률가들이 다루

는 법률문제에는 상당한 불확실성이 엄존한다. 예를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가해자의 주의의무의 정도와 손해액은 그렇게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손해액을
배심의 평결에 따르게 되는 미국법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 결과 법률가들도 그런 불확실
성하에서 당사자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또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에 대해 점차 관심

을 갖게 되었다.
더우기

상사거래나 국제통상협상처럼

이를 설정해 나가는 협상에서는 법원의

권리

의무라는 것이

확정된 것이

없고 처음부터

최종판결을 염두에 둔 협상과는 전혀 다른 접근

태도가 요구되었다.
국가간 또는 국제적인 협상이

늘어남에 따라 법적협상에

대한 관심도 점차 커지고 있

다. 1970년 이후 세계는 두가지 변화를 겪게 되는데 하나는 통상의 확대와 무력사용의 한
계이다.

케네디라운드의 체결 이후 국가간의 통상은 확대되면서

합의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계속 늘어 나고 있다

계등으로 국가간의

이를 뒷받침할 각국간의

또한 냉전의 종식과 핵무기 사용의 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무력을 행사하는 비율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그대신 국가간의 협상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법적협상이 학문의 한 분야로 자리잡는 데에는 몇가지 장애물이 있었다. 하나는 협상이

6) Thomas v. Hollowell , 20 III App. 2d 288 , 29 1(1959); Van Bronkhorst v. Safeco Corp. , 529 F. 2d
943 , 950(9th Cir. 1976).
7) Dayle E. Powell , “ Legal Perspective" in International Negotiation: Analysis, Approaches, Issues
(ed. by Victor A. Kremenyuk)(Jossey-Bass , 199 1), p.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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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하나의 기술 (technic， art) 이라는 인식이다. 협상을 잘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굴복시키는 것인데 이것은 기술이라는 생각이다. 더우기 그 기술은 ‘타고난’

것이어서 교

육에 의해서 계발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협상을 학문의 한 영역으로 삼기는
어려워진다.
확실히 협상에는
아도

‘기술’ 적 요인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협상에 관한 책의 제목만 보

‘Theory and Practice' 또는 ‘Art and Science’ 라는 표현이 드물지 않게 보인다. 그

러면 그 기술은 학문적인 접근이 곤란한 또는 필요없는 그야말로 타고나야 되는

‘기술’ 인

가?

다른 하나는 협상이란 그 상황이 워낙 다양하여 이를 의미있게 분류하거나， 체계적으로
분석하거나.

일반화된 이론을 도출하기가 어렵다는 인식이다. 협상의 결과에는 여러가지

요소들이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당사자의 수， 쌍방 당사자간 그리고 당사자 내부에서

의 갈등， 협상의 일회성 또는 반복성， 다른 협상과의 연계성， 쟁점의 수， 합의도달의 절

박성， 비준이나 승인의 필요 여부， 위협력， 시간적언 제약， 강제 가능성， 사적 협상인가
또는 공적 협상인가하는 점， 각 당사자간의 규범의 차이등이 그러한 요소이다. 이러한 여
러 요소들 사이에서 의미있는 체계적인 분석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생각이다.

더우기 협상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

협상에서 양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어떻게 상대를 설득했는지， 무엇이 양당사자의 진정한 관심이었는
지등을 외부에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정확히 알기 색렵다.
그러나 실증적 연구에 의하면 협상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화술이나 매너가 아니고 협
상내용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준비라고 한다. 오히려 협상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노력이
충분히 있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다른 학문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충분한 연구
가 있게된다면 협상도 하나의 학문영역을 구축하리라는 주장이다.

협상에 대한 종래의 관념을 변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저술이
어 리 (Ury) 의

피셔 (Fisher) 와

Getting To Ye s: Negotiating Agreement Wi thout Giving In ( 초판 198 1.

제 1판

1991) 이다. 종래에는 협상이란 누가 더 차지하느냐 하는 싸움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일
방 당사자가 더 차지하는 몫만큼 타방 당사자가 잃게 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위 책은 전혀 다른 논지를 펴고 있다

즉 서로 대립하고 있는 당사자의 뒤에는

갈등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공유할 수 있는 이익도 있다. 사람들은 상대방의 입장이 자신과
대립하고 있어서

그들의

이해관계도 틀림없이

우리와 대립하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

다. 그러나 내재된 이해관계를 자세히 조사해 보면 대립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이익
을 공유할 수 있는 협상이 아주 많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종래에는 협상을 갈등해소책의 하나로 인식했었다. 그러나 협상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 지
면서 오히려 협상을 의사결정의 한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파악하기에 이르렀다. 즉 협상이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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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의사결정이라는 해석이다 8) 따라서 오늘날에는 협상의

조하기보다는 의사결정분석론 (decision

making analysis) 의

전략적

게임이라는 성격을 강

관점에서 연구하게 되었다 9)

그러면 법적 협상이란 무엇인가? 협상은 일반적으로 두 명이상의 당사자가 다투거나 다
툴 우려가 있는 문제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려는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10) 법적 협상에 대

한 연구가 비교적 활발한 미국에서도 ‘legal negotiation’ 을 특별한 정의없이 변호사가 일
상의 업무 가운데 하는 협상을 지칭해 사용하고 었다.

법적 협상의 의미를 구체화한다는 뜻에서 협상에 관한 두가지 유형론을 제시하고자 한
다.

이 유형론은 법적 협상외 실체 파악에 도움아 될 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의 협상에서

법적 협상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하나의 해답이기도 하다

하고자 하는 유형론은 두가지

기준에

입각하고 있다.

하냐는 협상의

필자가 제시

주체가 누구인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다른 하다는 협상의 내용이 권리 의무와 어떤 관련을 갖는가를 기준

으로 하는 것이다. 이 두가지 유형론을 도시하면 다음과 같다.
유형론
권리의무 확정형

유형론

협상의 내용

2

권리의무 장설형

권리의무 무관형

5

4
1

6

변호사

2

협상주체

변호사의

비변호사

3

역할을 기준으로 하는 첫번째 유형론은 협상을 크게 둘로 나누애 하나는 변호

사의 역할이 필수적이거나 필요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그렇지 않은 경우로 본다. 이 유
형론에서는 전자를 법적 협상， 후자를 일반 협상이라고 부를 수 있다.
다음으로 권리의무를 기준으로 보면 첫째， 권리의무 확정형(1 +4) 은 기존의 권리 의무의
다툼이

있어

이를 확정하고자 하는 협상이다.

협상이 그 예이다
는 협상이다

손해배상사건，

이흔사건，

형사사건에서의

둘째， 권리의무 창설형 (2+5) 은 새로운 권리의무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

거래의 성립을 위한 협상，

단체협약을 위한 노사간의 협상， 국가간의 통상

협상등이 그 예이다. 셋째， 권리의무 무관형 (3+6) 은 협상의 결과가 권리나 의무의 형성과
관련이 없는 경우이다.

이 유형의 협상은 협상결과에 대한 법적인 강제가 없는 것이다.

즉시이행으로 협상의 결과가 성취되는 경우，

8)

이달곤

r협상이론의 연구와 원칙에 준거한 협상전략 J.

제 1 호(1 989.

9)

협상내용이 불법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경

6) 1989.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논총』 제 27 권

319 쪽.

앞의 글. 322 쪽

10) P. Gulliver, Disputes and Negotiations: A Cross-Cultural Perspective(1979) x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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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추상적이거나 선언적인 의미의 협상인 경우가 그 예이다.

권리의무 확정형과 권리의무 창설형의 차이는

‘쟁송가능성’ 이다. 전자에서는 협상이 실

패할 경우 소송이라는 최종적인 해결방법을 남겨 두고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소송의

결과를 예측하고 협상에서의 태도를 정하기 때문에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그만큼 커진다

고 하겠다.
중요하다.

그래서 권리의무 확정형에서는 사건의 가치를 제대로 판단하는 것이 대단히
반면에 후자에서는 협상에 실패할 경우 거래가 무산되거나，

힘에 의한 위협이

나 보복이 뒤 따르게 된다.

권리의무 무관형은 앞의 두 유형과는 달리 법적 강제력이 전제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적

용례나 유용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하겠다.

이런 이유에서 협상은 기본적으로 법적

협상의 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권리의무 확정형의 협상은 변호사가 주로 담당하게 된다. 이 경우 비법률가가 관여하는
것에는(도표의 제 4 유형) 현실적인 그리고 법규적인 제약이 따르는 것이 보통이다. 권리

의무 창설형의 협상에서는 협상자의 자격에 제약이 없다. 합의 자체를 도출해야 하는 점
에서 법률 외적인 문제도 있고，

있는 유형이라 하겠다.

합의에 법적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는 점에서 법률문제도

권리의무 무관형에서는 변호사가 관여하더라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직접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제 3 유형)
법규범의 측면에서 볼 때 권리의무 확정형은 법 적용과정

(rule applying process) 이고 권

리의무 창설형은 입법과정 (rule making process) 이라 할 수 있다. 전자에서는 기존의 법규

범을 다툼이

있는 상황에 적용하여 당사자의 권리 의무를 확정한다. 후자에서는 앞으로

당사자간에 어떤 법규범을 적용할 것인가를 정하게 된다

예를들면 상거래와 관련된 협상

은 私A 간의 입 법 (private legi.sla뼈on) 을 수반하기 때 문에 입 법 을 위 한 협 상 (rule making

negotiation) 이 라 할 수 있다11)
물론 권리의무 확정형과 권리의무 창설형 사이에는 상호 관련이 많다.

첫째 유형의 협

상 도중에 보다 나은 해결을 위해서 기존의 권리관계의 확정에 더하여 새로운 입볍을 하
기도 한다.

또 둘째 유형의

협상의 결과로 마련된 권리의무에 다퉁이

있으면 다시 첫째

협상을 하기도 한다.
이들 두가지

유형론은 나름대로의

장점을 갖고 있다.

협상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첫

째 유형론은 법적협상의 의미와 실체를 분명히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 협상의 주체
를

기준으로

(prescriptive)

하는

둘째

。

츄}

。

ìT 0 ""c

변호사의

행태를

서 술적

(descriptive)

,

처방적

또는 규범적 (normative) 으로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법적협상에 관한 논의에서는 협상에 대한 기존의 연구성과가 많이 참고되지만 법적 협

11) Melvin Aron Eisenberg, “ Private Ordering Through Negotiation: Dispute-Settlement and
Rulemaking," 89 H. L. Rev. 637 , 638(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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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서 특이하게 논의되는 주제가 몇 있다. 하나는 협상자의 윤리와 규범의 문제이다. 일

반적인 협상에서는 협상자의 윤리가 문제되는 일은 별로 없다. 주로 협상의 성패만이 관
심사이다. 그러나 법적 협상에서는 변호사가 협상자가 되므로 이 때 변호사의 직업윤리가
문제된다. 그래서 미국 변호사회에서는 이 문제에 관한 여러 지침을 발표한 바 있고 12) 이
와 관련된 학계의 논의도 계속되고 있다 13)

변호사가 협상의 주체가 될 때에는 (1+2+3 유형) 의뢰인 자신이 직접 중요한 결정을 해
야 한다

변호사는 법적협상에서

당사자의

대리인 (agent) 일 뿐이다.

뢰인의 결정을 따라야 하고 14) 의뢰인에게 협상의 내용을 충분히

따라서 변호사는 의

알려 주어야 한다 15) 그

러나 동시에 법률전문가로서 사안에 대하여 독자적인 판단을 내리고 이를 의뢰인에게 솔
직하게 조언해 주어야 한다 16)

변호사는 자신의

의뢰인의

이익을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양 당사자에게

공정한 해결

(j ust and fair settlement) 을 도모해야 할 직업상의 의무도 있다. 법적협상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의뢰인과의

대화를 통해 의뢰인외

이

의뢰인이

모아진다.

아니다.

대개

협상이

기대수준을 조절하여 합의에 도달하는 테 춧점

초기에 제시하는 사건의

진상이나 기대수준은 확설한 것이

계속되면서 변호사가 상대방과의 협상에서

얻은 정보와 전문적인 판단을

의뢰인에게 줌으로서 양 당사자는 합의에 도달할 수준에 이르게 된다 17)
그런데 이러한 윤리성에 대한 논의가 국제협상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는 것은 문제
이다‘ 국제협상에서 윤리기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협상자(변호사)에게 어떠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가하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협상 결과에

대한 가치판단이다.

일반적인 협상에서는 당사자에게 귀속되

는 이익의 양만으로 협상결과를 판단할 수 있다

즉 상태에게서 많이 받아낼수록 잘된 협

상이라고 보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기준을 비판하면서 다른 여러 요소，

예를 들면 문제

해결비용， 문제 해결 정도， 합의의 안정성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18)

그러나 법적 협상에서는 당사자의 이익외에도 고려해야 할 요소가 있다. 사회정의나 공
익이 그러한 요소이다

아무리 당사자에게는 유리한 결과라 하더라도 공익이나 사회정의

12) Model Rules ofProfessional Conduct 4.1 , 4.3.
13 ) 예 를들면 James J. White , “ Machiavelli and the Bar: Ethical Limitations on Lying in
Negotiation," 1980 American Bar Foundatioη Research Journal 926.
14) Model Rules ofProfession Conduct 1.2.
15) MRPC 1. 4.
16) MRPC 2. 1.
17) Donald G. Gifford , Legal Negotiation: Theory and Praεtice CWest , 1989) , pp. 4-7.
18) J. Rubin & B. Brown , The Social Psychology of Bargaining and Negotiation (Academic Press ,
1975) p.33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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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반한다면 그 협상을 잘한 협상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법률문제에서는 소송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일반 협상에서는 합의에 도달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바람직하지만 법적 협상에서는 그렇지 않다. 당사자간의 합의로 끝
나지

않고 소송을 통해서

문제에 대한 사회의 시각을 바로잡고 법원의 공식적인 판결을

선례로서 만드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바람직한 경우도 적지 않다. 그래서 법적 협

상에서는 소송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버려서는 안된다

즉 협상에 의한 해결이 소송에 의

한 해결보다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대립당사자주의에 바탕을 둔 소송이 장점을 갖고 있
으며 효율성이라는 관점에서만 바라보아서는 안된다 19)

2. 헐상가톨서 벌륨자
법률가는 협상가로서 어떤 장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는가? 협상자로서

법률가의 자질은

법학교육과 법률업무의 속성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장점으로는 다읍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 볍률가는 사실에 충실하다. 즉 추측이 아닌 사실에 가초한 판단을 한다. 법률판단은
확정된 사실에 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실규명이 법률판단에 중심적 위치를 차지
한다. 그래서 법률가는 사실을 정확허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능하다.

@

법률가는 증거를 제시하는 훈련이 되어

있다.

소송에서는 사실을 확정하는 것이 7]

본적인 일이고 사실의 확정은 증거에 의하기 때문에 이러한 증거를 다루는 일에 법률가는
누구보다도 훈련이 잘 되어 있다

@

협상 연구가들의 일관된 충고는 협상의 모든 쟁점들을 한꺼뺀에 해결하려고 하지 말

고 다룰 수 있는 정도로 가능한 한 세분하라는 것이다
해결하는 방법이다.

미국 변호사시험 (essay test) 에서

이것은 바로 법학교육에서 사례를
채점

방법의 하나가 응시자가 제시

한 쟁점의 수를 세는 것여다.
G링 법률가들은 비법률가에 비해 분명하고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견해를 밝히
고 가능한 한 모호한 점을 제거하려고 한다. 원래 법률은 개념으로 구성되어
인틀은 수학에서

숫자로 계산을 하듯이

법학에서

있고(‘로마

개념으로 계산했다’ 는 평까지 듣고 있

다) 그 개념은 수 세기에 걸쳐서 의미가 확정되었다. 그래서 법률가 사이의 대화는 그 의
미가 명확한 것이 특정이다.

@ 상대를 설득하는 능력이다. 소송은 자연과학의 실험에서 볼 수 있는 정도의 예측가

19) Stephan Landsman, “The Decline of Adversary System: 묘owthe 묘etholic of Swift and Cerlain

Justice has Affected Adjudication in Am erican Courts ," 29 Buffalo L. Rev. 얘87(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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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과 확실성을 갖고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실의 확정과 이에 대한 판단은 많은 경우 객
관적

증거만이

아니고 판단자의 심증에 의존해야 한다.

법관이나 배심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따라서

법률가는 자신의

생각을

이런 이유에서 법률가는 자신의 생각

을 조리있게 표현하고 상대방을 설득하는 일을 자주하게 된다.

@

협상연구가들은 효율적 협상을 위해서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쟁점을 처리해 나가도

록 권하고 있다. 법률적 판단은 제정법과 판례와 같은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법률가들은 객관적 기준에 입각한 결론에 익숙해 있다

@

법률가들은 업무의 매듭을 문서로서 맺는다. 협상의 결과를 정확히 문서화하는 일에

는 법률가가 적격이다 20)

법률가들이

있다. 유형

협상에

임할 때 범하는 약점으로는 제정법이나 판례에

1 의 법적협상에 익숙한 법률가는 사안에 임하여

‘정답’

대한 집착을 들 수

즉 법원이 어떤 판결

을 내릴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일을 한다. 그러나 유형 2의 법적 협상에서는 그런 의미의

‘정답’은 없다.

이렇게 절대적 기준 뒤로 숨으려 하는 속성은 권리의무 창설적인 협상에

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 미국의 법제도나 법학교육은 우리나라에 비해 법적 협상가를 키우는 데 구조적
인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 원인은 우선 대립당사자주의 (adversary system) 와
구두변론주의 (oral argument) 그리고 배심제도(jury system) 에서 찾을 수 있다.

미국의 소송은 기본적으로 대립당사자주의와 구두변론주의를 바탕로 하고 있다. 소송의

진행은 양 당사자가 법관과 배심원 앞에서 행하는 구두변론에 의한다. 이 때 법관이나 배
심원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노력을 주도적으로 하지

않고 양 당사자(실제로는

변호사에 의해서 대리되는)의 주장중 어느 것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뿐이다. 따
라서 변호사의 설득력이 소송에서의 승패를 좌우한다. 특히 법률 전문가가 아닌 배심원들
이 사실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들을 자신의 논리에 끌어들이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미
국 법과대학의 교육 목표중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로 설득력의 배양을 들고 었다.
물론 여기서 설득의

대상이 다르다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다.

자가 아닌 판사 또는 배심원을 설득해야 한다.
상대방을 설득해야 한다

소송에서는 상대방 당사

그러나 협상에서는 마주 보고 앉아 있는

이를 다른 각도에서 보면 소송에서는 한 명의 판사가 결론을 맺

는데 반해 협상에서는 두 당사자가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 2 1)
우리나라의 소송구조도 대립당사자주의를 취한다 22) 그러나 민사소송에서

20)

포웰은 이밖에도 협상가로서 법률가의 장점을 127}지로 요약하고 있다.

변호사의 변

Dayle E. Powell.

앞

의 글.

146-147.
21) Fisher & Urγ" Getting to Yes (Penguin, 1991) , p.35.
22) 대립당사자주의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서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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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은 구두 변론이 아닌 서연변론이 원칙이다 23) 더우기 배심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

견교환은 법률전문가끼리

주로 서면에

의해

하는 것이

된다.

또한 형사소송에서

plea

bargaining이 없기 때문에 형사 변호사가 상대방인 검사와 협상을 해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러한 소송구조 하에서는 대화를 통한 상대방의 설득이라는 점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시된다.

한면 법률가의 역할에 대해 전통적으로 대륙법계에서는 ‘법을 찾는 것(law finding) ’ 이
라고 생각하는 데 반해 영미볍계에서는

‘법을 만드는 것(law

making) ’

이라고 생각했다.

대륙법계에서는 어떤 내용의 법이 선험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법률가는 그것을 찾는 것
이 임무라고 보았다. 그런데 영미법계에서는 법률가가 스스로 법을 만들어 간다고 본 것
이다.

문제는

‘법 찾기’

보다는

‘법 만들기’ 에 익숙한(또는 자신의 역할을 그렇게 생각하는)

변호사가 협상에 더 유리하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협상에는 본질적으로 입법의 요소가 있

기 때문이다(특히 유형 2의 경우).
아울러 法源의 차이도 법적 협상 능력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된다.

대륙법과 영미법은

그 주요 法源으로 제정법과 판례법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 둘은 의미하는 바에 차이가
있다.

제정법의

법선언 작용은 판례법에 비해 권위적 (authoritative) 이다.

제정법을 해석

하는 위치에 있는 법률가는 법의 형성에 참여한다는 의식을 상대적으로 적게 갖는다. 즉
제정법은 법률가에게는 주어진 것이다.
이에 반해 판례법은 각 판사가 판결한 판결의 집적으로 법이 이루어지므로 소송에 참여

하는 변호사들은 법의 형성에 직접 참여하는 의식을 갖게 된다. 따라서 판례법 국가의 변
호사들은 제정법 국가의 변호사들에 비해 법규범의 형성과정

(rule making process) 에

노출

될 기회가 많고 기본적으로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있다 하겠다.

이러한 법제도의 근간이 되는 원리들의 차이 이외에도 실무상 법적 협상력에 차이를 가
져오는 요소들이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사건에서 손해액의 결정이 하나의 사실

문제로서 배심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배심에 대한 설득력，

상대방과의 협상력 등이 변

호사의 중요한 능력의 하나가 된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손해액의 산정이 법원이 축적
해 놓은 일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비교적 정형적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미국에서와 같은 배

상액의 큰 차이는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우리나라 변호사가 송무업무에 주로 시간을 쓰기 때문에 상거래 과정이나 노사협
상과 같은 유형 2 에서 협상가로서의 활동할 기회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 결과 협

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되며 민사소송에서는 직권조사주의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23)

민사소송법 제 124 조，

245 ,

247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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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로서의 경험을 축적하기 어렵다.

3. 법적 협상과 통상문제
법률적인 관점에서 보면 통상문제에 관한 양국간의 또는 다국간의 교섭은 그것이 본격
적인 마찰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든지 상호이익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
든지 두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법규범 제정과정 (rule
법 규범 의 집 행 과정

making process) 이고

다른 하나는

(rule enforcement process) 이 다

법규법 제정과정은 양국 또는 다국 사이에서 앞으로의 행위규범을 설정하는 일이다. 여
기에는 필연적으로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정함이 있게 된다.
법규범

집행과정에서는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또는 권리행사를 저해하는

데 대한 조치가 있게 된다. 이 과정에서는 이머 합의된 법규법에 대한 해석상의 불일치도
해소해야 하기 때문에 소극적 의미의 법규범 제정과정이 반복될 수도 있다.

국제간의 협상이 법률적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의 하나는 오늘날의 국가법체
계에서 찾을 수 있다. 오늘날 전 세계는 200 여개의 주권국가로 이루어져 있다. 각 주권국

가들은 각자의 법체계를 갖고 있다.

질서는 형성되어

있지

않다.

아직 각국의 국내법질서를 뛰어 넘는 초국가적인 법

전세계를 통괄하는 단일의 법체계가 형성되려면 세계국가가

건설되든가 아니면 초국가적인 법질서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그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
다 24) 이러한 이유에서 국제협상은 국내협상과는 달리 협상결과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별
도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결국 현재로서는 각국의 법질서 속에서 공통의 규범이 인정되거나 어느 한 나라의 볍질
서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 어느 경우이든 국제 간의 협상에서는 합의 내용을 집
행하고 해석할 법률적인 조치가 있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異法됐序에

대응해야 하는

점에서 국제협상은 법률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하겠다.

4. 법적 협상의 교육
법적 협상을 법학교육에서 감당하는 데 어려움의 하나는 앞서 설명한 대로 협상 자체에

대한 실상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과 아울러 소송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권리의무 확정형 법적 협상에서는 소송을 전제로 하여 당사자가 협상에 임하므로

소송의 내용을 어떻게 예측하는가가 협상의 타결여부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24) Clive M. Schmidthoff, Commercial Law in a Changing Economic Climate (Sweet
1981) pp. 18-22.

& Maxwell ,

법적 협상

213

그런데 최종 판결문 이외에는 어떤 과정을 거쳐 그러한 결과에
당사자 이외에는 알기가 힘들다.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이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소송

관하여 사전에 교육을 받지

못하고 현장에서의 경험에 의하여 판단하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기존의 법학교육에 대한 협상연구자들의 한결같은 비판은 법과대학에서 협상에 대한 교
육이

너무 소홀하다는 것이다.

종래의 법학교육은 법정에서의 승리를 위한(이는 결국 상

대방의 패배를 의미) 교육으로 일관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변호사들이 다루는 사건의
대부분이 협상에 의해 해결되는 현실을 생각할 때 법적협상에 대한 교육이 훨씬 현실적합
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법학교육아 소송이 아닌 합의를 가본적

인 법적갈등의 해결방법으로 이를 먼저 가르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25)
협상이 가르칠 수 있는 것인가는 오래된 논란이지만 오늘날 번창하고 있는 협상에 대한

강좌와 협상 전문 교육기관은 그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소송에 판한 원리
와 기술이 법과대학에서 가르칠 수 있는 것처럼 법적 협상도 교육할 수 있는 것이다 26)
협상에 대한 최초의 공식적인 교육은 17 세기의

일이라고 한다 27) 프랑스 외교관야었던

드 깔리에르 (François de Calli양eS ， 1645-1717) 는 1716 년 협상을 중점에 둔 외교관의 업

무에 관한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는 외교관의 법률적 위치와 바람직한 협상가로서 갖추어
야 할 덕목에 대해 서술하였다고 한다.
협상교육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사용되고 있는데 머츠(밤aul 뼈eefts) 는 이를 다음과 같

이 유형화했다 28)

수동적 수단

능통적 수단

개인적 수단

문헌， 비다오

자기측정연습

집단적 수단

강의， 평가

워크숍， 모의협상， 토론

이러한 교육방법들은 피교육자의 특성과 교육의 목적에 맞추어 사용될 수 있다. 그런데 협
상교육에서 자주 사용되는 모의 협상 께임 (simulation game) 의 가장 큰 효과는 피교육자들

이 다른 수단으로는 전달하기 어려운 협상과정에 대한 감각을 익힐 수 있다는 점이다 29)

25) Dayle E. Powell , 앞의 글， 145 쪽.
26) Gifford , 앞의 책 , 2 쪽
27) Willem F. G. Mastenbroek, “ Development of Negotiating Skill," lnternational 뼈égotiation:
Analysis, ‘Approaches, lssues, edited by Victor A. Kremenyuk (Jossey- Bass, 1991) , p. 379.
28) Paul Meerts , “Tr aining of Negotiators" , Development of Negotiating SkiH ," lnternational
Negotiation: Aηalysis， ι~ρroαches， Issues , edited by Victor A. Kremenyuk(Jossey-Bass , 1991)
p.40lf.
29) Gilbert 묘. Winham , “ Simulation for Teaching and Analysis ," Interantional Negotiαtwn:
Analysis, Approaches, Issues (대ossey-Bass ， 1991) p.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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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협상을 포함해서 협상교육에서 오늘날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다음의 세가지이다 30)

첫째 의사소통( communication) 이다. 성공적인 법적 협상을 위해서는 관련 당사자 사이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장 긴요하다. 우선 중요한 것은 상대방 변호사(협상자)와의 의사소
통이다

협상 연구가들이 가장 강조하는 것의 하나는 효율적인 협상이다.

이는 협상자들

이 서로의 제안을 밀고 당기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의 진정한 관심사항이 무엇인지를 파악
하여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통의 해결책을 찾는 방법이다. 그러한 협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에 충분한 의사소통이 있어야 한다.
의사소통이

필요한 부분은 쌍방 변호사(협상자) 사이뿐 아니라 변호사(협상자)와 사건

의뢰인 사이의 의사소통이다. 이것이 긴요한 이유는 협상이란 의사결정의 한 방식이고 그
의사결정에는 사건의뢰인이 반드시 개입되어야 한다. 사건의뢰인이 협상의 대상과 진행과
정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하고 있을수록 변호사는 상대방과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지
고 합의에 이른 후 그 결과에 대한 사건의뢰인의 만족도도 높게 된다 3 1)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오해가 당해 사건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실증연구도
있다 32)

의뢰인과 변호사사이의 의사소통은 반드시 협상 효율의 문제만은 아니다. 이는 변호사
의 직업윤려의 문제이기도 한다 33)

사실 협상이란 정보를 모으는 과정이다 (information gathe벼ng process) . 상대방과 마주
대하기

전에는 사건의

한쪽 면만을 보기 쉽다.

협상에서

당사자간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서로 충분한 정보를 갖을 수 있다. 사건에 대한 공통의 인식이 있어야 다툼을
해소할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34)

둘째는 협상태도이다. 지금까지의 협상연구의 상당부분은 협상에 임하는 당사자의 전술

(tactic) , 전 략 (strategy) , 태 도 (attitude) 등을 분석 하고 35) 어 느 것 이 효과적 인 협 상방법
30) 협상기술의 역사적 변천에 대해서는 Willem F. G. Mastenbroek , 앞의 글 참조.
3 1) 이 러 한 점 을 강조한 견해 로는 Spiegel , “ Lawyering and Client Decision-Making and the Legal
Profession," 128 U. Pa. L. Rev. 4 1( 1979); Lehman, “The Pursuit of Client Interest," 77 Mich. L.
Rev. 1078(1979); Rosenthal, Lawyer and the Client: Wh o's in Charge (Russell Sage Foundation,
1974).
32) G. Williams. 앞의 글， 59 쪽
33) Larry L. Teply, Legal Negotiation , pp. 13-18. 미국의 변호사윤리강령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1. 4 : Lawyers shall keep clients reasonably
informed about the status of a matter, promptly comply with reasonable requests for
information and explain a matter to the extent reasonably necessary to permit clients to make
informed decisions regarding the representation.
34) D. Gifford , 앞의 책， 7 쪽.
35) 엄밀한 의미에서 이 개념들은 다른 의미를 지니지만 여기서는 모두 뭉뚱그려 ‘태도’ 로 표현한
다. 태도란 개인적인 성향 (personal style) 과는 다른 선택의 문제이다， D Gifford , 앞의 책，
13-14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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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를 가늠하는 것이었다. 거의 모든 협상 연구가마다 나름대로의 협상태도 유형론을 제
시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공통적인 것은 협조적 태도와 경쟁적 태도로 보는 것이다.

특별히 법적협상에서는 윌리암의 실증연구보다36) 더 설득력있는 조사보고는 아직 없는 것

으로 보인다
협 조적 태 도 (cooperative

attitude) 란

서 로의 제 안을 놓고 밀 고 당기 는 씨 름을 하는 대 신

그제안 뒤에 있는 서로의 관심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태도이다.
서로 상충되는 의견은 객관적 기준에 의해 판단한다.

이 태도는 상대에게 이용당할 위험

이 있다.
경쟁적 태도 (competitive atti없de) 는 자신의 입장을 고집하며 위협 , 조롱， 과장 등을 통
해 상대방에게 적대적 태도를 취한다.

경쟁적

관계의 약점으로는 협상결렬의 위험，

의사

소통의 저해， 상대방과의 관계 악화 등을 들 수 있다.
협상 태도를 이분하는 이 견해는 단순함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보여주고 있다. 이를 마
스텐보록은 좀더 세분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37) 실제상황에서 협상가들은 이 선
상의

어떤 위치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즉 협상태도의 제 요소는 각기 독립적인 것이

아니 고 상호 연결되 어 있다고 한다.
IN'I’g묘ESTS

lenient

hard

PO￦ER

bending/subdued

trying to dominate

CLI聊AT묘

jovial!personal

hostile/formal

FLE XlB ILITY

exploring

repetitive

법적협상뿐만 아니라 일반 협상론에서 강조하는 것의 하나는 협상자의 감정적
잘 통제하고 최적의 협상태도를 유지하는 일이다.
가능한 것은 아니다.
있다

충동을

물론 이러한 협상 태도가 연제나 선태

협상의 상황 자체나 협상력의 차이가 어느 한쪽을 강요하는 경우도

예를들면 배분적 협상상황 (distrib빼ive

bargaining) 에서는 경쟁적

negotiation , zero-sum game, fIxed 멍ie， share

태도를 취하는 것이

보통이고 통합적

협상상황 (integrative

negotiation) 에서는 협조적 태도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법적

협상 교육에서

강조하는 세번째 내용은 준비이다.

협상가로서 성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준비이다. 관련된 사실과 볍， 당사자의 이익을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고 있
는가가 협상에서 성공을 좌우한다.

36)

협상자의 성품， 화술， 타방 당사자와의 관계 등은 그

2000 여명의 변호사에 대한 서변조사， 이중 200 여명에 대한 면접조사와 녹음을 바탕으로 변호
사들이

협상에서

취하는 태도를

분석했다

Settlement (West , 1983)

37) Willem F. G. Mastenbroek.

앞의 글. 397 쪽.

Gerald R.

￦illiam ， Legα1

Negotia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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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다 38)

협상의 준비 과정에서 중요한 일은 사건의 가치를 평가하는 일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협상에 의하여 해결하지 않고 소송을 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양 당사자가 법원의 판결에
대한 다른 예측을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른바 The Selection Hypothesis) 39) 사건의 가

치를 제대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민사배상사건의 예를 들면 손해액， 지급방법， 세
금， 보험관계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과거의 판결， 사건에 대한 경제적 분석， 여

러 변호사의 의견 청취 등의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40)

미국 법과 대학에서 법적 협상교육의 실례로 1993 년 겨울 학기 띠국 미시간 법과대학
법적 협상/ 과목의 내용을 일별하기로 한다.

-강좌의 개관-

이 강좌는 전체적으로 다섯번의 모의 협상 제임과 이에 따른 토론 그리고 강의로 구성
되어

있다.

협상 게임에서

수강생들은 지정된 당사자를 위하여

정해진 시간통안 협상을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각 협상에 필요한 정보는 각 변호인에게 비밀로 주어진
다 (confidential inform없ion) . 매 협 상에 서 사분의

일 정 도의 협 상은 비 디 오로 녹화되 며 ,

그중 일부는 수업시간에 재생되어 토론의 대상이 된다

-기본교재-

Fisher and Ury, 갑etting to Ye s
Axelrod, 1'he 꿇volution of Coopenαtion

Goffman , Relαtions in Public
Raiffa , The Art αnd the Science of Negotiation

-협상게임의 내용

1. 협상게임 1

상사거래 건

2.

협상게임

2 :

의료과실 배상사건의 변호사 수임 계약 건

3.

협상게임

3 :

의료과실 배상사건

4.

협상게임

4

형사사건

5.

협상게임

5

’

프로 미식축구 선수 계약 건

38) D. Gifford. 앞의 책 . 1 쪽.
39) George L. Priest &Benjamin Klein , The Selection of Dispute of Litigation , 13 J. Legal Stud. 1
(1984); George L. Priest, Reexamining the Selection Hypothesis , 14 J. μ'gal Stud. 215(1985)
40) L. Teply. 앞의 책 . 49-56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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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게임 3 의 내용과 결과-

가. 엘레인 맥카시 측 변호사에게 주어진 정보 (confidential

information)

1 년 전 데튼 병원의 의사인 아더 카라스는 조지 맥카시를 수술했다. 수술 직후의 상
태는 좋았는데 점차 심장애 통증을 느끼기 사작했다. 6 개월 전 조지는 자신의 담당 가
정의사와 상담했는데 그는 CJ뼈‘ scans과 핵자기공명술 검사를 했다.
심장확대

(massive

heart) 로 사망했다.

일주일 후 조지는

핵자기공명술 검사 결과에 의하면 카라스가 조지

의 대뢰동맥에서 이식한 관상동맥의 봉합부분이 파열되기 시작하고 었었다.

부검결과에 따르면 혈관우회수술의 봉합 부분이 두부분으로 찢어진 것야 사망의 원인
이었다.

조지는 사망 당시 54세였고 카터 산업의 수석 전기기술자로서 연봉 70 ， 000 달러를 벌

고 있었다. 유족으로는 아내 엘레인과 고교 재학중이며 대학 진학을 계획혀고 있는 딸
카렌이 있다
미망인인 엘레연은 귀하에게 이 사건을 맡기고자 한다.
호사였는데

그 병원에서

그녀는 전에 데튼 병원의 간

카라스가 형편없는 수술의사이고 전에도 조지에게

한 것같은

형편없는 시술이 여러 번 있었다는 소문이 있다고 알려 주었다. 물론 엘레언은 카라스
가 이 고장에서 어떤 심장 전문왜보다 높은 명성을 갖고 있음을 얄고 있다. 그러나 카
라스의 환자들은 다른 심장 전문의악 환자에 벼해서 높은 사망률을 나타낸다는 소푼도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는 또 카라스를 간호사들이 싫어했다는 점도 알려 주었다. 그는 도도하고， 비열
하고，

간호사들에게

성적으로 추근댔다.

그녀는 자신을 위한 배상을 받게

는 동시에 카라스를 따끔하게 흔대주고 싶어했다.

되기를 원하

그녀는 자신의 연금과 남편악 생명보

험금을 탈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는 간신히 살 수 있는 정도였다.

딸이 야제 곧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혼자로는 이를 감당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카라스를 가능한 한 혼
내주고 싶어했다.

그댁는 그를 의료사회의

돈을 좋아한다는 점도 알려주었다.

수차라고 판단했다.

카라스는 심지어

또 카라스가 지독히도

수혈을 거부하는 여호와의 증인인

환자에게도 혈관 우회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이 수술은 병원 감찰위원회가 중지시켰다.
카라스는 위원회가 잘못했다고 말했지만 수혈없이 수술하는 경우 환자의 사망률은 90%

에 달한다.
엘레인은 멘튼병원도 싫어했다

그녀는 간호사 노조를 결성하는 데 앞장섰는데

병원

이 이를 억압하려고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지금도 분개하고 있다. 그녀는 또 병원 경
영진이 의사， 환자 그리고 병원직원틀의 간호사에 대한 끊임없는 성적 희롱을 방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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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는 병원 경영진이 노조운동 실패 후 그녀의

만들었다고 병원을 욕했다.

그녀는 노조운통이

직장 생활을 대단히

그녀는 자신이 적임인 고위 보직에서 제외되었다.

있은 후 I 연이 지난 6년 전 사직했고 그후 지금까지 자영 간호업을

하고 있다. 그녀의 연 수입은 30.000 달러이다.

귀하는 의료과실 소송의 원고측 변호사를 12년간 해왔고 4명의 변호사가 있는 작은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귀하의 특기는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짓는 데 있다. 귀
하는 이 지방에서 병원과 의사를 주로 대리하는 변호사들과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
다. 귀하는 법정 소송은 잘 못하고 가능한 법정 밖에서 해결하려고 한다. 귀하는 이 지
방에서 좋은 명성을 갖고 있고 지역의 일에도 열심이다. 카라스의 보험회사를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는 특별히 가까운 것은 아니지만 귀하가 잘 알고 지내는 사람이다. 그와는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여러번 일을 해봤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사건을 처리해왔다. 병
원측 변호사는 병원일을 주로하는 대도시에 있는 변호사회사 소속이고 개인적으로는 전
혀 모르는 사람이다. 카라스의 엄청난 봉급도 있지만 병원이

역시 돈을 제일 잘 낼 수

있고 실제적으로도 의사보다는 병원이 소송으로 가는 것을 덜 좋아한다고 알고 있다.

귀하의

목표는 엘레인에게 가능한 많은 배상금을 받아주는 것이지만 그녀가 복수를

원한다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귀하는 의뢰인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 전권을 위임 받았
고 의뢰인의 목표중에서 선택할 권한은 전적으로 귀하가 갖고 있다

나. 멘튼 병원 측 변호사에게 주어진 정보
댄튼병원은 이 지역의 세개 병원 중 하나이다. 사실 이 지역의 병원은 공급과잉 상태
이며 세 병원은 치열한 경쟁 상태에 있다.
일년 전 이

병원은 수석

확립해 놓았다.

행정관을 고용했는데

그는 정교한 기록관리와 감찰 절차를

그 전에는 몇명의 의사가 병원의 수입에 지대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새로운 자료를 통해서 이 병원에서 최대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카라스가

다른 동료 의사들에 비해 3배나 높은 환자 사망률을 기록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병원으
로서는 상당히 놀랄 일이었다

을 받고 있었다

카라스는 결코 다루기 쉬운 존재가 아니고 여전히 존경

사실 이 지역의 의사들은 심장 수술이 필요한 환자를 카라스에게 보내

고 있었다. 카라스가 집도한 환자들의 문제는 주로 동맥 봉합이 잘 안되어 있다는 점이

었다. 병원에서는 조지의 사망도 카라스의 잘못된 수술과 깊이 관계되어 있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다.
병원은 귀하에게 카라스가 항상 판단을 잘 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려줬다.

한번은 수

혈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인 환자에게 카라스가 심장 절개수술을 하려고 하는 것을 병
원이 막은 일이

있다는 이야기도 했다.

수혈이 없으면 수술 중 사망할 것이 거의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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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병원의

최근의

의료기준심사위원회가 카라스 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봉합술을 익히도록 권고하려고 하고 있다.

그들은 카라스에게

병원은 귀하에게 말하기를 약 일년

반 전 카라스가 아주 지저분한 이혼사건에 말려들었을 때 담당 환자 수를 줄여달라고
병원에 요청한 일이

있었는데 병원으로서는 당시 수입상황이 나빠서

카라스에게

계속

엄청난 환자를 배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귀하로서는 환자 수를 줄여달라는 요청을
병원이

거절한 증거가 제출되면 의뢰인에 대해서 징별적 배상이 선고되는 상황을 염려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병원 경영진은 카라스가 병원에 가져오는 수업보다 더 큰 배상의무를 병원에 부담지
우고 있다고 했다.

병원은 카라스를 내보내고 싶어하고 그가 이 병원을 떠나게

할 수

있다면 3 백만 달러를 써도 좋다고 했다.
병원은 이 사건 당사자인 엘레인을 아주 잘 알고 있다. 그녀는 전에 이 병원 간호사

였는데 노조결성운동이 실패한 후 사직했다. 그는 그 운동의 주동자였다

경영진은 노

조 운동뿐만 아니고 그녀가 이 병원에 만연된 성적 희롱(간호사들의 삶을 살아있는 지
옥으로 만들 정도)에 대해 병원측이 무엇인가 조치를 취하도록 적극적으로 주장한 것을

심히 못마땅하게 여겼다.

병원으로서는 남편의 사망과 관련하여 병원이 배상하여야 할

금액과 관계없이 그녀가 병원에 대해 나쁜 이야기를 하여 이것이 공개되는 것을 두려워
하고 있다. 병원으로서야 가능한 한 빨리 싸게 그녀를 쫓아버리고 싶지만 이 사건 해결
을 위해서 그녀에게 3 ， 500 ， 000 달러를 써도 좋다고 했다. 그녀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카라스 문제를 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으면 했다.

당신은 병원측 변호업무를 주로하는 타 지역에
조지나 카라스 측 변호사를 전혀

조용히 끝내고 싶고
버몬트에

모른다.

있는 변호사 희사 소속이다.

당신은 가급적

책임을 럴 지려고 하고 일을

할 수 있다면 카라스를 내보낼 수 있게 마무리하고 싶다

본사를 둔 자신이

소유하는 보험회사에

귀하는

보험을 들고 있다.

병원은

보험금 최고액은

20 ， 000 ， 000 달러이다. 당신이 모든 문제를 일괄타결 한다면 그것은 의뢰인에게

2 , 000 ,

000 달러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한다.
귀하는 의뢰인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 전권을 위임 받았고 의뢰인의 목표중에서 선택

할 권한은 전적으로 귀하가 갖고 있다.

다. 카라스 보험회사 측 변호사에게 주어진 정보

카라스는 심장 전문의이다. 그는 멘튼 병왼 소속이고 병원일과 자신의

일로 대단하

바쁘다. 그는 월 20회의 신장 절개수술을 하고 연봉 1. 400 ， 000 달러이다. 카라스의 의
료과실 책임보험회사가 이 사건을 귀하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카라스의 보험금은 변

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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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변호비용이

200 ， 000 달러라면 실제 배상에

쓸 수 있는 보험금은 300 ， 000 달러뿐이다. 카라스는 자신의 높은 연봉에도 불구하고 도
박 빚과 자녀 부양비때문에 자신은 빈털털이라고 했다.

지금 문제는 자신이 일년 전 혈관 우회수술을 한 조지의 미망인이 제기한 배상 청구
이다. 부검결과에 따르면 死因은 카라스가 봉합한 부위와 일치하는 지점에서 다량의 출
혈이었다

카라스는 이 사건에 특히 신경을 쓰고 있다. 그는 이야기하기를(당신으로서

는 얼마까지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 ) 자신은 상당한 위험을 지게되어 있는 분야의 전문
의이다

모든 사람이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도 피소된 일이

있지만 남들보다 더

많지는 않다. 카라스가 생각하기에는 자신을 고용하기를 원하는 곳이 있고 댄튼 병원이
자신을 계속 고용할지 다시 생각해 보리라고 여기지는 않는다. 병원이 자신같은 현금을
몰고 오는 의시-를 건드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병원이 자신

의 특권적인 지위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을까봐 우려히-고 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그
의 수입은 말할 것도 없이 백만달러 이상에서 십만달러 야하로 곤두박질할 것이다.
물론 실수했을 수도 있다고 그는 말하고 있다

나는 내 일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나

는 너무 과로하고 있어요. 나는 일년 반전 병원에 환자를 줄여달라고 요청했지요. 나는

한달에 심장 절개수술을 15 회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문서에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당시 나는 이흔 소송중이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매 수술마다 내가 집중해야 하는

것만큼 주의를 기울일 수 없었습니디. 병원에서는 내가 지쳐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기본
적으로 내 요청을 묵살했습니다. 결국 나는 미친 듯이 일했고， 조치같은 환자에게 수술
을 계속했고，

잠시 시간 좀 낼 수 있게 해달라고 사정했지요.

그틀은 여전히 안된다고

말했고 예산 형편상 환자 수를 줄일 수 없다고 강하게 암시하곤 했습니다.
동료들은 내 다음으로 환자를 많이 보는 세명의 의사의 환자보다 더 많은 환자를 내

가 맡게 되는 것을 시기했습니다. 나는 의사사회에서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나를 곤란
하게

하는 이런 사건이

합니다.

가급적

있어서는 안됩니다.

빨리 처려해 주세요

당신이

이

일을 좀 빨리 처리해

내 명에가 손상되지

주었으면

않도록 유의해 주십시오.

이

도시 전체가 이 일로 쑥덕대면 안됩니다. 무엇보다도 병원이 나를 내보내게 해서는 안
됩나다. 그 친구들이 상당한 퇴직금을 준다면이야 모르지만.
카라스는 또 조지의 미망인이 전에 덴튼병원의 간호사였고 지금은 개인적으로 간호업

무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가 말한 바에 따르면 그녀는 말썽을 많이 일으켰고， 노조결
성을 주동했고，
다. 카라스의

일종의

생각이

여권론자이다

잘못된 것이기는 하지만 당선도 미국에서 의사들이 너무 많이 소

송을 당하고 있고 미국사람들이
을 갖고 있다

노상 불평만 하는 그녀를 카라스는 안 좋아 한

일반적으로 투덜거리고 하소연하기를 좋아한다는 생각

법적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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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역에서 잘 알고 있는 변호사다.

별히 가까운 사이는 아니지만 잘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

E三

그와는 전에도 비슷한 사건으

로 만난 일이 있고 우호적으로 합의해서 일을 끝냈었다. 그러나 지역에서 돌고 있는 이
야기로는 그 사람은 법정을 두려워한다는 것이다.
서 무엇이든지

할지

모른다.

아마 그 사람은 법정을 피하기 위해

병원 측 변호사는 병원 대리를 전문으로 하는 외지의

三조
」

법률회사이다. 당신은 담당변호사가 누군인지는 전혀 모르고 다만 그 법률회사가 이 지
역의 소문이나 비밀을 잘 모를 것이라고 본다
귀하의 점수는 의뢰인의 요구，

즉 사실은 좀 상충되는 요구지만 적절한 대자를 차르

고 사건을 조용히 끝내고 직업도 계속할 수 있도록 얼마나 잘 처리할 수 있는가에 달려
었다. 카라스는 당신에게 2.000.000 달러까지 써도 좋다고 했다(그는 장래의 수업을 당
보로 돈을 발릴 생각이다)

않을까 생각한다

당선은 조지의

변호사에

대항해서

소송애서

/ι‘
야길 T

있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당신의 의뢰인의 명성을 해치게 된다. 이 딜레마

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귀하는 의뢰인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 전권을 위임 받았고 의뢰인의 목표중애서 선택

할 권한은 전적으로 귀하가 갖고 있다.

라. 협상결과
팀

병원-원고

의사원고

병원 의사*

I

3.752

1. 37

0.4)

기타 합의사항

1.

성희롱과 고용차별에 대한 조사

2
3.
4
5.

원고에 대한 비용분답사실묵비
개별적 분리 비밀협상금지
외부에 대해 협상정보제공금지

카라스의 자리는 유지하되 3 개월후 재섣시. 해고시
지급

2

2.1

다른 의사가 4명 더 근무하면 카라스는 계속 근무，

1. 3

그렇지 않으면 퇴직금과 면책금의 평균액을 얻음

3

3.2

l

1. 4

4

합의실패

합의실패

2.7

60 일내 사직

1. 의사는 원고에 대한 병원의 책임을 모두 인수함-

2.
5

1. 5

l. 3

0.75

6

0.25

0.7

0.375

7

합의실패

1. 1

0 ‘ 2 十(1 .2)

병원은 구직에 협조

의사의 묵비의무

모든 당사자 합의내용 묵비의무

1. 원고의 묵비의무

2.

의사의 업무감축요구 묵비의무

1

왼고와 의사 묵비의무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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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의사*

기타 합의사항

3.

병원은 퇴직금으로 0.2지급，

1. 2 의 최저수입 보장. 묵

비의무없음

8

1. 3+

0.775

1
2.
3.

0.7

(500 , 000)

9

2.25

1. 2

원고와 의사 묵비의무

병원은 원고에게 연봉 0.05 에 10년간 직장제공
의사와 병원 묵비의무

1. 모든 당사자 묵비의무

1. 5

2.

병원

의사보호의무

*의사의 퇴직시 병원이 지급하는 액수
*금액 단위: 백만 달러

-묘.eading List와 요약-

Thomas C. Schelling, ‘땅argaining， Communication and Limited

Confiict(960) -

War칸

in The Strategy of

상호 의사소통이 없는 상태 또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

당사자가 상대방의 의사결정을 예측해서 행동하는가에 대한 논의.

Samuel R. Cross & Kent D. Syverud, “ Getting to No: A Study of Settlement Negotiations
and the Selection of Cases fo1'맘ial"， 90 Mich. L. Rev. 319(99 1) -

법률 사건 중 대다수

는 합의에 의해 해결되는데 왜 소수의 사건은 소송으로 가는가에 대한 두가지 견해 즉
법원의 판결에 대한 당사자의 예측이 잘못되었다는 견해
협상에서

취했던

태도가 잘못되어

협상이

실패했기

(G.

합riest， B. Klein) 와 당사자가

때문이라는 견해(R. 뼈oonkin，

L.

Kornhause1', 묘. Looter, S. Monks) 를 사건 유형별로 나누어 검증.
OwenM.

맏iss，

“'Against Settlement", 93 Yale L. J. 1073(984) - 소송보다 합의를 주장하

는 견해에 대한 반론

필자는 합의를 형사사건의

plea

bargaining과 같은 것으로 보아

합의가 강요되기도 하고， 합의가 권한 없는 자에 의해 파기될 수도 있고， 이 합의를 유
지하기

위하여 다른 재판이 필요하기도 하므로 합의는 법이 추구하는 정의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고 본다

그래서 합의란 대량사회에서 사건의 대량처리를 위해 법이

굴복한 것으로 장려될 것이 아니라고 본다.

Elizabeth
T농sts"，

표offman

& Matthew L. Spitzer, “ The Coase Theorem: Some Expe1'imental

25 J. L & Econ. 73 (1 982) - 코아스 정리의 가정중 ‘당사자들은 상호이익을 극대

화하는 합의를 이룬다’ 는 가정을 당사자 수， 정보의 완전성 여부를 기준으로 나누어 검
증.

Steven R. Gross , 밤eter L.

Boro'때tz

& Richard F. Hahn , “ Business Loan

￦orkout"

in PLI

법적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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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se Handbook (Practicing Law Institute , 1992)
채무자와 금융기관이

재정적으로 곤란한 상태에

대출에 대해 재협상하는 과정을 설명.

빠진

채무자는 파산법상 파산신

청을 할 수 있는 처지에서 협상에 임하게 되어 일반 협상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 준다.

David W. Black, Loan Workout

Strαtegies ，

(ABA , 1990) -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 재협상

을설명
없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 Early Draft of Model

1983년 채택한 변호사 윤리 강령안이다.

협 상과 관 련 이

있 는 규정 은

묘ules

-

미 국 변 호사회 가

이 안은 현재 반이 넘는 주에서 채택되었다.

1 , 6 Confidentiality of Information , 1. 7 Conflict of

Interest , 4. 1 ’I'ruthfulness in Statements to Others, 4. 3 Dealing with Unrepresented
Person , 4. 4 Respect for Rights of Third Persons.
James J.

￦hite，

Machiavelli and the Bar: Ethical

1980 ABA. Res. J. 926 -

변호사 윤려강령

Fairness to Other Parlicipants의

1따nitations

초안 (Early

Draft

of 뼈odel

Rules)

중

4.2

실현 가능성에 대한 비판.

Gerald B. Wetlau.fer, ‘'The Ethics of Lying in Negotiation", 7 6
앞의 논문에 대한 응답.

on Lying in Negotiation ,

10μ'aL.

Rev. 1291 (1 990)

“아무리 정직하고 믿을만한 협상가도 상대를 오도시키고 자신

의 진정한 의도를 감추기 마련이다. 거짓말은 협상에서 항상 있다. 그러나 거짓말이 윤
리 기준에서 항상 자유로울 수는 없다. 법률가는 협상에서 허용될 수 있는 거짓말과 허
용될 수 없는 거짓말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서l 워야 한다
묘aymond

F. Smith,

Negotiαting

“멤le

Bird in the Hand and Other Soviet Negotiating Tactics" in

with the Soviet (1 9 89) -

소련과의 외교 교섭에서 오랜 경험이

있는 필자가

소련인과의 협상에서 취해야 하는 태도를 설명 .
꿈’ederal

Sentencing Guidelines - plea bargaining에

Roberl E.

Sc。뼈

대 한 연 방 판결 지 침 .

and William J. Stuntz , “ Plea Bargaing as Contract", 101 Yale L. J. 1090

(992) - plea bargainingol

본질적으로 강압적이고 비양심적이고 피고측 변호사의 부

적절한 판단의 결과라는 주장을 반박하고

plea bargain:ing이 私法상 계약처럼 당사자의

’

자。

는
」

주

합외에 의한 배분을 이루는 적절한 제도로서 법원의 간섭은 가능한 한 극소화해야 한다

Stephen J. Schlhofer, "Plea Bmrgaining as Disaster" , 101 Yale L. J. 1979 (1 992) - plea
bargaining은 헌법과 법원리상 문제점 외에도 범인을 제대로 처벌해야 하는 사회적 필
요를 채우지 못하고 범인을 사회로부터 철저히 격리시키지 못하는 구조적 결함이

므로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

있으

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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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주는 시사정

우르과이 라운드의 타결은 통상문제에서 협상의 중요성은 단적으로 드러낸 예라고 하겠
한 나라의

다

협상력이

국가의

핵협상에서도 보고 있다.

더우기

이익에
기존의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는 북한-미국의
소송보다 합의나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이른바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s) 이 더 바람직 하다는 점 을 고려 한다면 우리 는 국내 외 를 막
론하고 분쟁해결 수단으로，

나아가 상호간의

이익증진 수단으로

‘협상’ 을 중요한 주제로

다룰 때가 되었다고 본다.
먼저

학문의

여러

분야에서

협상을 하나의

기존의 협상연구가 보여주듯이 여러

한다

주제로 삼고 연구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

학문 분야에서 협상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이

있어야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맞는 협상의 모텔을 개발하고 이를 연습시킬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협상가들을 사회의 각 분야에서 훈
련시키는 것이 통상문제와 관련하여 절박한 일이라 하겠다.
특히

협상에서

법률가의

역할을 고려할 때 볍학교육에서의 관심이 절실하다.

익바천。

로 우리나라 법학교육에서는 절차법에 대한 교육이 부족한 편이다. 그 가운데에서도 절차
법

교육이

법학교육이

소송법

위주여서

제공하지

협상，

못하고 있다

중재，

조정등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도 형성될 기회를

법률가의 직역을 확대한다는 점에서나 실무에서의

필

요성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협상에 대한 연구와 교육에 관심과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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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훌~eg~훌훌 업용뿔8돼g뼈on

Soo-Geun Oh

Negotiations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frorn a legal point of view. The first
category of negotiations deals directly with rights and duties , e.g. personal injury, divorce
and crirninal cases. The second category of negotiations creates rights and duties such as
contractual transactions , labor-rnanagernent agreernents and trade talks. The third
categorγ

of negotiations does not pertain to legal rnatters , but deals with gentlernenly and

children’'s quarrel in farnilies.
The first two categories

aεe

to be considered as legal negotiations. By definition , legal

negotiations mean negotiations which involve legal issues , that is , rights and/or
obligations. These negotiations are usually rnanaged by lawyers. The difference between
the first and the second

categoηT

lies in litigation; if an agreement was not reached , the

forrner is resolved through litigations and the latter can not be resolved through
litigations. The first category rnay be called the ‘law-applying process' and the second
category the ’law-rnaking process'.
Legal negotiation is a relatively new concept in jurisprudence and legal education. Most
legal disputes are settled through agreernents with lawyers playing irnporlant roles in
cornrnercial , political and international negotiations. Because of the traditionallitigationoriented structure of jurisprudence , the legal scholarship has overlooked legal negotiation
until1970s. Moreover, rnany research on negotiations has ernployed behavioral approach ,
a rnethod not studied in law schools.
As negotiators , lawyers have ralatively strong assets due to the nature of the legal job.

’I'r ained to thoroughly understand the facts , they base their decisions on reality, not

surrnise. They are good at expressing thernselves in clear and concise words , resisting
arnbiguity. They are accustomed to identifying issues , dividing thern into a rnanageable
size and analyzing thern with objective standards.
The Arn erican legal systern has some advantages in legal negotiation over the civil law
systern. Adversary and jury systern and oral argurnent rnake Arnerican lawyers rnore

법적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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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e in persuading others. Statutes is basically ‘being given’ to lawyers so that the
statutes are authorative in nature when rendering legal rules. Case laws, however, are the
compilation of lawyers’ work in courts.
The ‘ law making' concept in Am erican law leads Ame1"icna lawye1"s to have a more
positive attitude in law making p1"ocess. Since Korean lawyers possess the “law finding'’
concept 1"athe 1" than the “ law makin g"

conce뺑，

they do not have the same attitude towa1"d

legal negotiation as Am e1"ican lawyers. These elements, adve1"sary and jury system and
0 1"1.1.1 a 1"gument

, a 1"e good attributes t。 없eing a successful negotiator especially in cases from

the second category.
$￥ade

the

negotiations are in the second category where a lawyer’s law-making ability has

g앙eatest

influence. With trade issues, unlike in other domestic legal negotiations ,

lawyers have to overcome the barriers of language , culture and nationallegal systems.
Legal negotiation can be taught

뼈뼈ugh

many

뼈아 s;

literature , videos , lectures ,

evaluations , self-assessments , simulation games , and discussions. The th:ree most
emphasized subjects in legal negotiation education a :re these; p :reparation for legal
negotiation,

communic없ion

with dients as well as

appropriate negotiatiori attitude.

op맹osing

parties and selection of an

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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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부 약정토론〉

권순엽(변호사)

변호사의 협상능력은 개인적인 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쌍방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에는 협상가로서 변호사의 능력에 재한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경
우 쌍방이 자신들의 이익 보호를 위해 다소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당사자들
이 변호사들보다 무리한 요구를 더 잘 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협상과정에서 변호
사의

주요 역할은 Documentation을 도와주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대마통상 협상에

있어서는 한국 정부가 주로 열악한 위치에서 협상하는 경우가 많아 변호사들이 한국 협상

팀을 위하여 강력한 논리를 개발하고 협상 자세의 강화를 독려하기도 한다.
최근 미국에서는 변호사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부각되고 있는데 전부통령

Dan

Quayle도

전직이 변호사였으나 변호사들을 비판하는 발언을 한 바 있고， 심지어 일본 업계는 미국
경제가 병드는 것은 변호사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대미협상에서 공격하고 있다. 실제
로 미 국에 는 Am bulance Cha.ser라고 불리 는 저 급류의 변호사들이

있으며 또한 미 국의 법

적 분쟁 해결에 있어 변호사들이 대립주의를 극단적으로 끌고가서 문제 해결을 더욱 복잡

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요즘 미국에서는 이러한 법적 조류에 대한 반성
이

일고 있는데，

노력이다.

즉 극단적인 대립주의

예를 들자변 의사에

대한 Malpractica소송은 관련

Lottery( 경품권)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
Liability소송에서 손해배상액에
미국제품 생산비의

2.5%

분쟁해결 방법에 따르는

이러한 인식때문에，

한도를 정하려는 움직임이

Socia.l

Cost를 낮추려는

보험회사에

의한 일종의

최근 미국에서는 일정분야의
일고 있다.

한 통계에 의하면

정도는 법률관련 비용이라고 한다. 따라서 전반적인

Soci a.l Cost

를 낮추면서 개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효율적인 법제도 체계를 구축해 나가
는 것이 오늘날 미국 법조계의 당면 과제인 것이다.

김희진(변호사)

미국의 통상정책은 행정부가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한국과는 달리 민간업계의 요구를 행

정부와 의회가 수렴하는 과정에서 결정된다. 통상정책은 각종 무역법안， 행정명령， 외국
과의 협정 등 법적인 문서의 형태로 나타난다. 따라서 민간업계의
에

대변하고 법적인 문서작성에

중요하게 되었다.

악관.

능력을 가진 변호사들의

역할이

입장을 행정부와 의회
통상정책

결정과정에서

민간업계의 본부는 거의 대부분 워싱턴 지역외에 있기 때문에 의회，

백

USTR , 상무성 등 통상정책 관련기관이 있는 워싱턴에서 활동하는 현지 변호사들의

제 4부 약정토론

역할이

커지게 되었다.

미국의 무역절차에 따라 외국과의 무역분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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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번하게 발생하기

시작하고 통상정책이 중요해진 1980 년대부터 변호사들이 통상을 전문으로 하기 시작했고
또한 대형법률회사에서 통상담당부를 만들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미국의 통상정책결정 과

정에서 변호사들의 역할은 점차 중요해졌고 통상정책을 시행하는 과정， 즉 제 301 조 조사，

반텀핑 또는 상계관세 조사， 제 201 조 조사 등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필수 불가결하게 되었
다.

반면 한국에서는 통상정책 결정이나 해외 협상에서 변호사들의 활동아 거의 없었다

그

이유로， 첫째 정책결정과 대외협상을 주관하는 정부가 변호사들이 활동하고 기여할 수 있

는 여건을 만들어

주지

못했고，

둘째

변호사들이 통상정책에 관한 식견과 협상능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점도 지적할 수 있다.

통상정책에 관련하는 행정부와 국회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는 거의 전무한 정도이다.

앞

으로 변호사들도 외국의 통상변호사와 비교하여 전혀 떨어지지 않는 정도의 능력을 배양
하여야 하며

단지

법뿐만 아니라 경제와 경영분야에도 식견을 갖고 진정한

Business

Lawyer로서 성장해야 한다. 한편 행정부도 전문적안 소양을 가진 변호사들의 기여 없이는
통상정책 수립과 국제협상에 대처하는 능력에 한계가 있으므로 유능한 변호사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본다.
특히 대외협상에서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 협상의 문서를 정확히 해석할 수 있다.
@ 협상에서 합의한 내용을 정확하게 문서로 표현할 수 있다.
@ 이해관계가 다른 집단간의 조정하는 능력이 있다.
@ 협상내용을 문서로 기록하고 보관하는 장점이 있다.

@

대외협상에서 변호사의

참여는 상대편이 불합리한 협상태도를 가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변호사들의 장점을 살려 한국의 국제협상 능력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향

상되기를 바란다.

서용현(외무부 통상 2과장)

한교수가 미국의 변호사들을 “법적 논리를 판매하는 상인”으로 본 것은 정확한 지적이

라고 보나， 다만 변호사군이 확대되는 원인은 수요측면(행정규제의 확대)보다는 공급측면
(변호사들이 새로운 영업영역을 창출)에서 찾아야 활 것으로 본다. 미국 변호사들이 80년
대에 들어 통상문제를 수익성 있는 분야로 삼기 시작한 것과 같은 시기에 미국의 대외통

상마찰이 증폭된 것은 단순한 우연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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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을 주로 부각시키고 있으나 약점도 있다고

본다. 승패가 분명한 법적 쟁송에 익숙한 법률자들은 명쾌한 논리를 내세워 상대를 궁지
에 몰아넣고 KO승을 거두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대외통상협상은

non-zero sum

game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명환 승패는 있을 수도 없으며， 또한 통상협상은 일회성의 승부가 아니
라 계속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상대를 일방적으로 몰아부치는 것은 협상 상대방과의 관계
를 긴장시키고 후일 화근을 불러일으키기 쉽다(한，
사례 소개 ). R. Fisher와

w. Ury공저 의

미간 식품유통기한 표시문제에

“ Getting Past

No" 는

관한

이 러 한 대 결적 협 상태 도의 단

점을 갈파하고 있거니와， 협상 상대방의 입장을 염두에 두고 호혜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신축적인 태도야말로 협상가인 법률가가 배워야 할 덕목이라고 생각한다.
국가간 통상관계가 복잡화，

다원화됨에 따라 분야별 전문성이

없는 일반법률가의 통상

협상에서의 역할이 축소된다는 논리가 때로 제기되나 이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본다.
사안이 복잡화함에 따라 제 반 분야간의 상호관계를 종합적 시각에서 파악하여 대처 할 필
요성도 그만큼 커지기 때문이다. 특히 대외통상문제를 종합적으로 취급하는 외무부， 경제

기획원 등 정부 부처에서는 법률가인 통상협상가의 역할이 극히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대미통상협상 과정에서 논리적 대응이 미흡한 측면이 없지 않았
으나 최근에 우리 정부는 논리적， 법적 대응체제를 부쩍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자부한다.
법적 대응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리의 의사나 입장을 논리적으로 정리된 문서로 전달함

으로써 법적 명확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통상협상의 대상이 되는 사안이 복잡하여 전통적
인 외교문서만으로는 충분한 의사전달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 · 미

양국은 이른바

non-

paper라는 문서양식을 발전시켜 왔다. 과거에는 주로 미측에서 이러한 non-paper를 애용

했지만 최근에는 우리측에서 이러한 문서양식을 훨씬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서는
사실상 원고측(반덤핑의
없으며，

따라서

경우)내지 피고측(저작권의 경우) 변호인의

이러한 문서의

작성에 법적

소양이

변론서와 다를 것이

필요함은 부언할 여지가 없다.

또한

미국 GE사와 일진다이아몬드사간의 특허분쟁시 제출키 위해 준비했던 법정조언서 (amicus
brief)나 최근 미 육류업계의 301 조 청원에 대응하여 작성중인 정부논평서 등은 사실상 그

자체가 법률문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미국 등의 경우처럼 행정부 내부 법률가 (in-house counsel) 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어려움이 많다. 과거 미국 법률회사 등 외부 법률가의 자문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들 미국 법률회사중에는 한국의 사정에 어두워 사안의 배경
이나 한국의 제도를 설명해 주기 위해 많은 시간을 소모해야 하는 반면， 담당변호사가 한
국의 사정이나 관련사안에 정통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아주 한정적으로 외부 법률회사

의 자문을 의뢰하고 있다.
행정부 내부 법률가 제도가 정착되기 전의 과도단계에서는 가급적

많은 법률 전공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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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 등 통상담당부처에 근무하는 것이 긴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사법시험제도 및 변호
사제도는 법대 졸업생이 행정부 근무를 기피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단순한 법집행
의 업무를 취급하기보다는 법의 형성과정 내지는 정책의 수립에 참여하는 것을 선호하는
미국의 경우에 비교하면 큰 차이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의 대외통상 협상력을 제고시
키기 위하여는 이러한 제반 제도의 개선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