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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협상의 국제적 사례 비교: 갈등해소의 해법과 한계
-정치적 협상(남북한 유엔동시가입), 경제적 배상(WJC), 경영적
협상(칠레광산) 및 평화협상(시나이 반도)의 사례 비교를 통해서-

여현덕
<요약문>
이 논문은 학제적 연구를 통하여 3-D협상의 대표적인 국제적 사례 네 가지를 비교 분석했다.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협상, 유태인 단체의 스위스 은행 홀로코스트 배상 협상, 칠레 광산운영자
케네코트의 대정부 협상 및 이스라엘-이집트 간의 평화중재 협상을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써, 정
치적, 경제적, 경영적 협상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그의 장단점과 효과에 대한 함의를 얻고자 하
였다. 그러므로 이 논문은 인접분야에서 적용된 협상모델을 통합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보다 현실
적 적용 가능성이 높은 학제적 협상모델의 가능성과 한계를 평가해보는 시론적 의미를 갖는다.
특히 국제적 사례를 비교함에 있어서, 정치, 경제, 경영, 평화라는 각기 다른 네 가지 사례를
선택하여 그 영역, 이슈, 자원, 파트너, 전략전술 등 주요 협상 포인트 별 특징과 갈등해결의 해법
및 그 한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본 연구는 3-D협상모델이 경영 사례뿐만 아니라 정치와 평화협상의 경우에까지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영역과 이슈의 이동, 자원동원, 제3자 활용, 실력수단의 사
용 등 협상의 다차원적인 특징을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동시에 시간과 대상에 따른 적용의 차이
점도 보여주고자 하였다. 즉, 지속해야 할 상대와의 협상이 영합게임(zero-sum)이 될 경우 상대방
의 감정의 골을 깊게 패이게 하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갈등해소가 아니라 또 다른 갈등의 소지를
낳을 수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해소하는가 하는 문제를 던지면서 나름의 접합을 시도하였다.
다시 말해서 3-D협상이 기존의 설득협상의 틀을 뛰어넘는 실력협상에 대한 다차원적인 창조적
시도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지속가능하고 장기적인 관계를 위한 신뢰의 끈을 남겨놓을 것인가
라는 점은 여전히 숙제로 남는다는 것을 정치와 평화협상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이런
점에서 이 논문은 3-D협상 모델의 장점을 수용하되, 라포르(Rapport)형성 방안과 변화하는 협상
환경에 대응(contingency NPT)하여 지속적인 가치창출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 3-D협상,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유태인 총회(World Jewish Congress), 칠레 광산운영
자 케네코트, 이스라엘-이집트 간의 평화중재 협상, 영합게임(zero-sum), 지속가능성,
감성적 유대(Ra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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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협상의 수단과 방법은 그 목적이 무엇이냐에 달라질 수 있다. 가령, 명예회복 또는 정당성의
구축에 주목적이 있는가 아니면 경제 경영적 실리추구에 주목적이 있는가에 따라서 선택수단
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단발적인 이익추구를 중요하게 고려할 것인가, 아니면 지속가
능하고 장기적인 관계 유지를 중요하게 고려할 것인가에 따라 그 협상방법과 준비(NTP,
Negotiation Preparation Table)가 달라질 수 있다.
협상의 수단에는 크게 보아 감성적 유대를 중시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설득적 협상과, 반
대로 실력을 동원하고 압박수단을 사용하면서 진행하는 실력 협상이 있다. 설득적 협상에 주
목한 하버드 로스쿨의 로저 피셔(Roger Fisher) 교수 등은 이성적인 수단을 넘어(beyond reason)
강력한 공감대 형성(rapport)을 협상의 요체1)라고 보았고, 이 경우 ‘설득’은 협상의 유용하고
주요한 수단이 된다. 그러나 협상이 설득을 넘어서 힘을 동원할 때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
협상이 수단을 달리할 때 협상의 영역과 이슈도 바뀌게 마련이다. 힘을 사용하지 않는 설득
협상은 비교적 일정한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지만, 실력을 동원하는 협상은 여러 가지 형태
의 힘2)을 모두 사용하기 때문에 ‘일정한 테두리’의 한계를 뛰어넘는다. 이는 협상의 영역과
논리를 근본적으로 바꾼다. 협상의 논리가 바뀌면 전략과 전술, 수단도 모두 바뀐다. 협상의

場

수단과 무대( )가 일정한 틀을 뛰어넘을 때 우리는 1차원적인 협상모델에 의존할 수 없으므로
이슈, 영역, 파트너 등을 입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3-D협상 모델’(3-Dementional Negotiation
Model)을 차용하여야 한다.
실제로 협상은 일정한 테이블 안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또 이슈와 영역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략상황과 필요에 따라 영역, 이슈, 무대, 자원동원의 방법과 전술
등이 모두 달라질 수가 있다. 1차원적인 협상모델은 상대와 나의 양자 간의 협상테이블에서
제한된 자원을 놓고 전략전술을 구사하기 때문에 비교적 단순하다. 하지만 테이블 밖에서 영
역과 이슈를 입체적으로 등장시키거나 파이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다양한 의제, 파트너, 전술,
무대가 역동적으로 나타나므로 기존의 협상 틀로 협상사례를 분석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
다. 따라서 보다 차원 높은 협상을 기획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1차원적이고 정태적인 협상모
델을 넘어서 테이블 밖의 협상, 이슈와 파트너의 복수화, 외부 자원의 동원, 파이 키우기, 제
1) 하버드대 로저 피셔 그룹은 1980년대 ‘설득협상’(사람과 문제의 분리, 입장 보다는 드러내지 않은 관
심사, 상호 이익이 되는 옵션개발 등의 마음을 얻는 협상)의 원리를 사용하다가, 2005년 출판된 책에
서는 논리와 이성을 뛰어넘는 ‘감성협상’의 원리(인정, 협력구축, 자율성 존중, 지위 파악, 부정적 감정
을 다스리고 유대감을 쌓는 법)을 중심으로 책을 펴냈다. 각각 R. Fisher and W. Ury, 1981. Getting to
Yes : Negotiating Agreement without Giving In (Boston : Houghton Mifflin, 1981)와 R. Fisher and D.
Shapiro, Beyond Reason : Using emotions as you negotiates(New York : Viking) 참조.
2) 힘에는 무력과 권력(군사력, 경찰력과 강제력, 감옥, 비공식 무력=게릴라, 의적, 깡패집단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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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를 끌어들이기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3차원(3-D) 협상모델을 차용하여 협상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논문의 목적은 3-D협상모델을 적용한 협상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이슈나 분야에 따른 3-D
협상모델의 장단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3-D협상 틀에 입각하여 전개된 대표적인 사례로 국제
적으로 각각 다른 배경과 나라에서 전개되었던 네 가지 사례--남북한 유엔동시가입3), 유태인
총회(World Jewish Congress)의 스위스 은행 홀로코스트 배상 협상, 칠레 광산운영자의 대정부
협상 및 이스라엘-이집트 간의 평화중재협상--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이처럼 국가도 다르고
분야(정치경제, 경영, 정치와 평화 사례)도 다른 국제적 사례를 다중적으로 비교해보는 이유는
첫째로, 이 사례들이 영역별로는 각각 정치학, 경제경영학, 법학, 평화학 등 서로 다른 분야의
협상사례들이지만,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중재자의 동원, 파이 키우기, 기존 테이블을 뛰어넘
는 방법(실력수단과 전술)의 동원, 그리고 가치창출(creating value)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
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 연구는 학제적 인접분야의 사례를 국제적으로 발굴하여 3-D협
상이론을 통합적으로 적용하여 봄으로써 협상의 입체적인 전개를 살펴보고 나아가 3-D협상모
델의 장단점을 도출해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둘째로, 이 3D협상모델에 정치와 평화 사례를 포함시킨 이유는 이 모델이 ‘경제경영’ 분야
에서만 적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정치와 평화’ 분야에서도 적용가능하기 때문이다. 사례분석을
통하여 3D협상 모델의 장점과 중대한 결함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귀납적 보완을 통해 이 모델
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필요한 하나의 실험적 논문이 되리라고 본다.
먼저 네 가지 사례의 포인트를 3-D협상의 관점에서 아래 [표1]과 같이 대별해본다.

[표1] 이 논문에 사용된 네 가지 국제적 협상사례
협상목적
정치
경제
경영
평화

협상 사례

협상의 목적 및 수단

1995년 스위스 은행을 상대로 한 유태인
홀로코스트 생존자 가족재산 반환
네케코트라는 광산회사가 칠레정부를 상대로
사업권 재계약 협상

국제사회에 정치적 영향력 및 정당성 구
축; 실력동원
경제적 배상(12억 5천만 달러 요구);
실력동원 및 상대방 다차원 압박
재계약 성사 및 지속가능한 사업기반 확
보; 설득적 협상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시나이 반도 분쟁

점령지 반환 및 평화와 안전

1991년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사례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3-D 이론의 배경과 이론구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3) 여기서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을 케이스로 선정한 데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였다. 첫째, 양자협상
인가 아닌가, 둘째, 실력협상인가 설득적 협상인가, 셋째, 이슈와 영역이 다차원인가 1차원인가 등을
고려하여 정하였다. 북한을 둘러싼 남북한 또는 북미협상에는 남북한 유엔동시 가입 뿐 아니라, 핵사
찰, 고위급 회담, 적십자사 회담, 제네바 합의 등 여러 가지 유형의 사례가 있지만, 3-D협상 모델을 보
여주는 적절한 협상모델로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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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 3-D 협상 모델
사람들은 협상 테이블에서 지엽적인 거래와 전술에 집착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로 인해 협
상 테이블 안에서의 사소한 전술과 밀고 당기기 게임에 매몰되곤 한다. 그러다 보니 협상이
고작 상대와 나의 쌍방 간의 관심사에 국한되고, 사소한 커뮤니케이션 차이(gap)로 인해 문제
가 발생하기 일쑤이며, 상대방으로부터 강경한 협상태도가 나타나면 관계가 금세 악화되곤 한
다. 따라서 협상을 전개하면서 사소한 테크닉이 담긴 전술이나 바디랭귀지(body language)에
치중하거나 또는 손실을 방지4)하는 데만 급급하여 정작 파이를 키우는데 소홀히 하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소탐대실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어쨌든 일정한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는 협상은 협상가의 능력과 숙련에 의해서 협상결과를
어렵지 않게 얻어낼 수 있다. 주어진 협상 테이블에서 상대방의 관심을 이끌어 내고 가치를
만들어내는 능력에 따라서 결과가 도출된다. 그러나 주어진 방식과 주어진 테이블에서 협상이
진전되지 못할 때는 다음 단계를 생각하게 된다. 즉 협상테이블이 교착상태에 빠지거나 협상
당사자들이 그 협상에 대해 어떤 가치를 느끼지 못할 때, 협상가들은 숨어 있는 자원(경제적
또는 비경제적)을 찾아내고 분석하여 이를 합의도출에 투입하려고 노력한다. 이를 2-D협상 단
계라 할 수 있다.5)
하지만, 실제협상에서는 기존의 협상 파트너, 기존의 이슈, 기존의 대안(BATNA) 및 협상카
드로는 협상이 진전이 안 되고 오히려 교착상태에 빠지는 수가 종종 있다. 다시 말해서 매력이
떨어진 기존의 거래 카드로는 협상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타이밍과 장소가 적절하지 않을 경우 또 파트너나 이슈설정이 부적절할 경우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의미 있는 합의나 역동적인 협상과정을 창출하지 못한다.

—

3-D협상 모델은 정태적인 상황에서보다 역동적인 상황 이슈, 타이밍, 협상카드, 협상의 무

—

대, 파트너 등에서 역동적이고 매력적인 조합이 필요한 상황 에서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더
낳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기존의 협상 테이블(양자 간에 진행되는 협상 테이블, 영역, 이슈,
사람 등)에서 벗어나 새롭게 영역과 이슈와 사람, 타이밍을 재 디자인하고 협상을 기존의 테이
블 밖으로 이동시키는 것이다. 협상이 성공에 이르도록 하려면 적합한 파트너, 적당한 이슈,
효과적인 타이밍, 정당한 수단, 적절한 기대감 등을 상대방으로부터 도출해내어야 한다. 이 경
4) 심지어는 ‘손실예방’에 더 많은 신경을 쓰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많은 이익’ 보다
‘확실해 보이는 손실’의 방지에 더욱 많은 신경을 쓰기 때문에 ‘전망이론(prospect theory)’을 등장시키
기도 한다. Daniel Kahneman and Amos Tversky, 1979. “Prospect Theory : An Anylsis of Decision
Under Risk”, Econometrica, vol. 47, no2(March), pp. 263-291
5) David A. Lax, James K. Sebenius, 2003. “3-D negotiation : Playing the whole game”. Harvard
Business Review (October), p.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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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입체적이고 다차원적인 협상모델을 만들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 3-D협상이론이 필요하
다. 3-D협상모델은 기존의 양자협상 틀과 주어진 테이블 내에서 고정된 정태적인 협상 게임의
룰과 각도로부터 완전히 다른 입체적인 방식으로 협상의 영역, 이슈, 타이밍, 수단, 파트너 등
모든 측면에서 기존의 1, 2차원의 협상모델과는 차원을 달리한다.6)
1차원의 협상(1-D Negotiation)이 상대방과 나 사이(테이블)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면, 3 차원
의 협상(3-D Negotiation)은 나와 상대방과 제 3자들이 종횡무진으로 등장하며 힘과 다양한 전
략전술을 총동원하며 테이블 안 밖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된다. 상대방과 나 사이에서 고정
된 이슈를 가지고 고정된 테이블 안의 관계와 전술에만 의존하는 1차원의 협상의 틀을 넘어서
3 차원의 협상에서는 나와 상대방과 제 3의 교섭 파트너 등 3명 이상의 사람들이 복수의 이슈
를 가지고 등장하여 다양한 협상수단(정치, 경제적, 경영적 설득무기와 힘)을 총동원하면서 입
체적인 협상 전략을 구사한다. 이를 [표2]로 요약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표2] 협상의 세 가지 가지 차원-도식
협상의
차원
1차원(1-D)

2차원(2-D)

초점

접근법

전술
(사람과 과정)

테이블 안에서 대인간의

협상계획
(가치와 실체)

새로운 가치를 발굴할 계획의

과정과 전술을 개선

재 수립

주요장애
대인간 문제에 국한하므로 커뮤니
케이션 부족이나 강경 태도 등 개
인적 문제로 관계악화
바람직한 합의부족
기존의 협상 파트너, 기존의 이슈,

3차원(3-D)

실행준비
(영역과 순서)

더 낳은 결과를 창출하기 위해

기존의 대안(BATNA) 및

영역과 순서를 테이블 밖으로

협상요소로는 유의미한 합의나

이동시키는 것

역동적인 협상이 되지 못함, 협상
이후 지속가능성 무시

*출처 : David A. Lax, James K. Sebenius, 2003. “3-D negotiation : Playing the whole game”. Harvard
Business Review (October), pp.64~72

따라서 3-D협상은 그 영역이 테이블 안과 밖으로 역동적으로 이동하며, 그 수단도 설득뿐
만이 아니라 권력과 무력을 모두 동원하는 실력협상의 성격을 띤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3-D협상 모델은 각 협상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 각각의 합의에
드는 비용, 베트나, 예상되는 장애물 그리고 각 협상 당사자들이 지닌 가치 등을 모두 고려한
다. 즉, 모든 파트너간의 중요한 관계(소유관계, 억지력이나 통제력 등 영향력을 미치는 모든
6) 이는 James Sebenius and David Lax가 고안한 모델로 협상의 세 가지 양상(전술, 협상 디자인, 설정)
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David A Lax and James K. Sebenius. 2006. 3D Negotiation: Powerful Tools
To Change The Game In Your Most Important Deals (Boston: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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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모두 파악한다. 협상지도를 순차적으로 그려놓은 뒤, 다시 역순으로 되돌아오는 반추
적 방법을 사용한다. 3-D협상 지도는 협상이 끝나는 지점에서 다시 출발하여, 현재의 지점으로
되돌아온다. 3-D협상은 최적의 타이밍을 개발하고 합의에 이르는 결정적인 통로를 찾아낸다.
협상의 각 당사자가 가치를 창조할 수 있으며 오래 지속 가능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 디자인해야 한다.

7)

3D협상의 중요한 사례로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을 들 수 있다. 이는 테이블 안팎의 협상, 외
부로부터 제3의 권위를 빌려오는 포위전술, 실력과 설득의 동시 사용 등 다차원의 협상포인트
가 등장한다. 그런 점에서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협상은 남과 북 당사자간의 영역을 넘어서 또
이슈와 수단에서 여러 요소를 다차원적으로 등장시켰다는 점에서 3D협상모델로 설명할 수 있
으며, 이 모델을 주요한 국제적 사례와 비교 분석하면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8)

Ⅲ. 실제 3-D 협상에 대한 국내외 사례분석
1. 남북한 유엔동시 가입을 둘러싼 협상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한 것은 1991년이었다.9) 남한은 1970년 초 이래 점진적인 통일
7) 주로 북한의 경우 의도분석에 관한 연구가 많았다. 1970년대~1990년대까지의 북한 대남협상 전략을
역사적으로 고찰한 논문은 최완규, 장경룡, “북한 대남협상전략의 역사적 고찰 : 1971-1991”, 곽태환
외, 『북한의 협상전략과 남북한 관계』(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7) pp.41-71 및 양성철․이
용필, 『북한체제변화와 협상전략』(서울: 박영사, 1996), pp. 284-285에 잘 정리되어 있다. 또 2000
년대 이후의 연구로는 송종환, 『북한 협상행태의 이해』(서울 : 오름, 2002), 송종환, 『북한의 협상
전략 연구1~3 : 북한은 협상단계를 어떻게 전개하는가』(서울 : 북한연구소, 2002~2003); 정기웅 ,
“북한의 협상행태 예측 : 1993-1994년 미북고위회담과의 비교연구”. 『극동문제 25권』 (서울 : 극동
문제연구소, 2003), pp. 15-33; “남북한 적십자 회담에서 나타난 북한협상행태 연구: 한계와 가능성”,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스코트 스나이더, 안진환․이재봉 옮김, 『벼랑끝 협상』(서울: 도
서출판 청년정신, 2003), pp. 124-133; 김양화, “북한의 대미 핵 협상에 관한 연구 1993~2005”(서울대
학교 대학원, 2007); 김수민, 윤황, “북한의 6자 회담 협상전략 전술 : 평가와 전망” 『세계지역연구
논총 제26집』 3호(2008년 12월), pp. 105-128
8) 북한 협상사례 중 남북적십자 회담, 북한의 핵 협상, 제네바 합의, 남북고위급 회담, 6자 회담 등등
여러 유형의 사례들이 있으나, 여기서는 3-D협상의 사례로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을 분석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남북한간의 협상 또는 북한을 둘러싼 협상에 관한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주로 힘과 전략
전술을 사용하여 상대방 의도분석에 치중하였고 결과적으로 정치적 접근 또는 전술적 접근의 틀에
머무르기가 일쑤였다. 남북한 유엔동시 가입은 기존의 정태적인 이론 틀(1차원적인 이론 틀)을 가지
고는 성명할 수 없는 복잡한 현실을 반영한다. 다양한 이슈, 다양한 행위자, 다양한 자원과 방법(전략
전술)이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하고 역동적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9) 학계에서는 북한 관련 협상을 고유문화적 협상접근 Stephen Wl Linton, “Approach and Style in
Negotiating with DPRK,” a paper presented to the Opening of North Korea ’94 Colloquium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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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기조로 삼고 첫 번 째 단계로 남북한의 UN동시가입을 추진했다.10) 그러나 북한은 남북
한 UN동시가입을 영구 분단을 초래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반대했으며 그 대신 연방제 통일을
이루고 난 이후에 일국가로 유엔에 가입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1)
이처럼 통일에 대한 남북한의 근본적인 의견 차이는 남북대화의 진전을 어렵게 만들었다.
게다가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의 7.7 선언 이후 남한정부의 북방정책의 진전12)은 북한으로 하
여금 동맹국(소련과 동구권)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심리적 압박을 주었다. 따라서 북한 정부는
체제에 대한 위협을 피한다는 명분으로 남한과의 회담을 지연시키게 되었다.
남한 정부는 교착상황을 타개하고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준비하고 있었다.
먼저 유엔 단독가입도 불사한다는 있다는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소련과의 수교를 맺
음으로써 북한을 심리적으로 포위압박하였으며, 실제로 소련이 남북한 UN동시가입에 대한 거
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했다. 같은 맥락에서 한국은 북한의 행위에 영향력을 가진
제3의 파트너인 중국 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당시 중국은 한국과 높은 무역관계를 형성
하고 있었고 국제사회 진출에 있어서 한국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중국은 한반
도에서의 영향력을 중시하여 북-중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등
소평은 김일성을 설득했고 마침내 1990년 9월 1차 남북고위급회담이 열리도록 설득하였다.
그런데 실제 상황은 어떠하였던가? 1차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은 여전히 단일의석 가입을 주
장하면서 남측 협상단과 팽팽히 맞섰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남북한 합의 하의 가입이라면
지지한다는 입장과 더불어 북한의 단일가입을 지원하는 어정쩡한 이중적 태도를 견지하였다.
Foreign Journalists sponsored by The Seoul Foreign Correspondents’ Club (The Korea Press Center,
October 1994); 가치중립적 접근 Paul R. Pillar, Negotiating Peace: War Termination as a Bargaining
Process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3); 상호의존이론 Robert O. Keohane and Josheph
S. Nye, Jr., Power and Independence (Boston : Little, Brown, & Co., 1977), 비구조적인 전술이론
William Mark Habeeb, Power and Tactics in International Negotiation : How Weak Nations Bargain
with Strong Nations(Baltimore :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8) 등등이 있는데, 대부분
정치적, 문화적, 전술적 접근 또는 1차원적 접근에 머무르고 있다고 하겠다.
10) 『박정희대통령 연설문집』(대통령비서실, 1974), p. 165
11) 김일성, “민족의 분렬을 방지하고 조국을 통일하자 : 체스꼬슬로벤스꼬 사회주의 공화국 당 및 정부
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 군중대회에서 한 연설(1973.6.23)”, 『김일성저작집』 28.
12) 북방외교는 7.7선언 이후 헝가리 (89년 2월), 폴란드(89년 11월), 유고(89년 12월), 체코(90년 3월), 불
가리아(90년 3월), 루마니아(90년 3월) 등 상당 수 동구권 국가들과 국교를 수립했으며 한소 관계 역
시 1989년 4월 무역대표부 개설, 12월 영사관계 수립, 그리고 1990년 9월에는 국교수립으로 빠른 속
도로 발전해 나갔다. 한중관계는 북중 혈맹관계를 반영하여 한소관계만큼 빠르게 진척되지는 않았지
만, 1990년 10월 무역대표부가 설치되었고 1992년 8월에는 정식으로 국교가 수립되었다. 북방외교의
성공은 북한에게는 심대한 외교적 타격이었다. 그간 남북한은 국제무대에서 제로섬 게임적인 외교대
결을 벌려 왔다. 여기서 사회주의 국가들은 북한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하면서 모든 쟁
점에서 북한의 입장을 지지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에 사회주의 국가들과 국교를 수립하는 것
은 북한에게는 정통성에 치명타를 가하는 사건이었다.(정세현, “북방정책에 대한 북한의 반응”, 『국
제정치논총』 29, 2(1989), p.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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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밀리지 않고 남한은 단독가입 불사라는 강력한 발언으로 다시금 중국정부를 압박했고,
이에 초조해진 중국정부는 1991년 5월 3일 이붕 총리를 평양에 파견하여 북한을 재 설득했다.
그리고 마침내 북한은 남북한 동시가입을 수락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남조선 당국자들이 기어이 유엔에 단독으로 가입하겠다고 하는 조건에서 이것을 그대로
방임해 둔다면 유엔무대에서 전 조선민족의 이익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들이 편견적으로 논
의될 수 있고, 그로부터 엄중한 후과가 초래될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결코 수수방관할 수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남조선당국자들에 의하여 조성된 이러한 일시적 난
국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로서 유엔에 가입하는 길을 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13)

결국 한국의 협상전략은 성공을 거두었다. 당시 한국 측의 협상 목표는 유엔에 가입하여 국
제사회로부터 독자적인 국가로 인정받음으로써 법적으로 분리된 실체를 지닌 남북이 점진적
통일을 위해 국제적 단초를 만든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한국은 유엔 가입을 통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등장하였으며, 북한은 어쩔 수 없이 기존의 통일기조를 수정해야 했다. 남
북한의 UN동시가입은 남과 북이 별개의 국가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분명히 선언한 것이었는
데, 이 과정을 3D 협상모델로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한은 북한과의 밀고 당기는 1차원의 테이블을 뛰어넘어 주변 국가들을 협상의 무대
로 끌어 들었다. 남북한의 협상에 중국과 소련이라는 제 3국을 각각 끌어들여 새로운 변수를
만들었으며 북한을 포위하였다. 1D협상을 3D협상으로 전환시킨 것이다.
둘째, 남한은 파이 키우기 전략을 사용하였다. 정치적으로는 혈맹수준에 있던 북-중 관계를
뚫고 한중관계를 동맹차원으로 격상시켰으며 한반도에서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성과를
낳았다. 한국 정부는 이처럼 파이를 키우고 국면을 전환하여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다양한 수
단을 준비하고 있었다.
셋째, 남한은 설득적 방법뿐만 아니라 실력에 의한 압박을 노골적으로 동원했다. 무엇보다도
한국은 중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북한을 압박했다.14) 남한은 단독가입도 불사하겠다는 강
력한 입장을 밝혔는데 이는 중국에게는 경제적으로 상당한 압박이 되었다. 정치적으로는 북한
이 중국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한국이 중국의 중요한 교역대상으로서 양국의
교역량이 연 31억 달러에 이르렀기 때문에 중국은 한국을 무시할 수 없었다. 이런 점들을 효과
적으로 활용하여 남한은 중국을 협상테이블로 끌어 들었고, 남북한 UN동시가입 협상과정에서
한중 관계를 격상시킴으로써 동맹관계를 자연스럽게 업그레이드하도록 만들었다. 즉, 국제사
회에서 한중 관계가 긴밀하다는 것을 과시하는 정치외교적 효과를 발휘케 한 것이다.
13) 북한외교부성명(1991년 5월 27일), 로동신문 1991년 5월 29일
14) Gerald S. Clay and James K. Koenig, “The Complete Guide to Creative Mediation”, The Dispute
Resolution Journal 52(Spring 1997), pp.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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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남한은 복수의 베트나(BATNA)를 가지고 있었다. 북방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중국과 소
련이라는 두 개의 베트나를 가지고 있었다. 결국 소련을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여 중국으로
하여금 남한의 정책에 따라오도록 했다. 남북한에 국한된 테이블 안의 협상을 남한, 북한, 중
국, 소련 등 다자간의 관계로 확장시켜 테이블 밖으로 끌어냈다. 즉 협상의 베트나를 현저히
높인 것이다.[표3]

[표3]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관련 협상 도표(협상차원 별 비교)
협상의 차원

초점

주요장애

접근법

대인간 문제에 국한, 불
테이블 안에서 대인간
북한정부간의 입장차이, 북한의 협상 충분한 커뮤니케이션,
의 과정과 전술을 개선
강경한 태도는 관계악화
지연
전술(사람과 과정) è 남한정부와

1차원(1-D)

2차원(2-D)

협상계획(가치와 실체) è 남과 북의
UN동시가입, 남북관계정상화
실행준비(영역과 순서) è 테이블 밖
에서 3차원(남한, 강경한 단독UN가입

3차원(3-D)

의사, 북한설득을 위한 중국압박, 한
소수교직후 소련포섭, 국제사회로부
터의 2개 국가 인정)

바람직한 합의부족

새로운 가치를 발굴할
계획의 재 수립

기존의 협상 파트너, 기
존의 이슈, 기존의 대안
(BATNA) 및 협상요소
로의 한계 (역동적이고
현실적인 협상이 되지

더 나은 영역과 순서를
창출하기 위하여 테이
블 밖으로 이동

못함)

*남북한 협상 관련 정보를 3-D협상 모델에 대입하여 재구성함.

2. 세계 유태인 총회의 스위스 은행 재산 반환 협상
3D협상의 좋은 예로 1990년 대 중반에 있었던 세계유태인총회(the World Jewish Congress
: WJC)의 스위스 은행 배상 소송을 둘러싼 전략을 들 수 있다. 1992년 조직된 세계유태인 총회
는 미국에서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단체였다. WJC의 영향력은 홀로코스트 생존자
가족이 스위스 은행을 상대로 전개한 재산반환 투쟁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제2차 대전 중 유태인들은 자금을 중립국인 스위스의 은행에 예치했다. 그 액수가 무려 수천
만 달러에 달했다.15) 많은 유태인들이 나치에 희생되어 죽게 되자 예금을 찾지 못한 채 죽어갔
다. 이 예금은 생존자 가족들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전후 스위스의 은행들은
시간이 지났다는 점만 믿고 이들 생존자들에 대한 예금보상문제를 소홀히 했다. 스위스 은행
은 유태인 단체의 3차원의 실력 행사를 예견하지 못했고 가볍게 거절하며 대응했다. 칼자루는
스위스 은행 자신들이 쥐고 있다고 생각했고 배상문제는 이미 수년 전에 종결된 이슈라고 믿
15) Wikipedia, World Jewish Congress lawsuit against Sw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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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홀로코스트를 겪은 유태인들의 계좌는 휴면계좌가 되어있었다. 스위스
은행들은 자산을 붙들어 놓기 위해 사망증명서 제출 등의 복잡한 절차를 만들어 생존자와 가
족들이 조상들의 계좌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에 분노한 유태인들은 마침내 스위스 은
행에 대한 WJC의 투쟁을 시작하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투쟁의 결과는 스위스 은행의 참패
였다. 1998년 8월, 스위스 은행들은 12억 5천만 달러($1.25 billion, 98년 환율 1400원으로 상정
했을 때-당시 환율로- 한화 약 17조 5천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했다.16)
사실 이 협상 테이블은 애초부터 스위스 은행에게 유리하고 유태인 단체에게는 불리한 것이
었다. 당시 법적으로 스위스 은행이 크게 문제될 게 없었다. 스위스 은행은 법적인 시효 소멸로
유태인 단체에게 배상을 해주지 않아도 되는 사안이라고 믿었다. 무엇이 법적으로 불리한 상
황에 있었던 유태인 단체를 완벽한 승리로 이끌게 했으며, 왜 스위스 은행은 법적으로는 문제
될 것이 없었는데도 완패했는가? 다음 [표4]은 양 측의 NPT다.

[표4] NPT for World Jewish Congress lawsuit against Swiss banks
유태인 단체

스위스 은행

입장

이미 종결된 사안, 휴면계좌가 되어 스위스
유태인 홀로코스트 생존자 가족재산 반환(12억
은행의 재산으로 처리되었으므로 유태인
5천만 달러 요구)
요구 거절

욕구

유태인의 명예와 사망자 지위 회복, 비극적 역 현재의 재정적 손실 방지 및 전례를 남기지
사로 인한 상처 치유
않으려는 생각

선택수단

힘있는 제3자 동원(미국 의회), 여론형성(언론),
유태인의 거액요구(12억 5천만 달러 요구)
불매운동(소비자) 등 다각적 수단 동원, 미 스
에 대하여 법적 수단(소송) 선택, 미 스위스
위스 중재 위원회, 연기금 압박, 주주동맹, 비
중재 위원회
유태인 홀로코스트 희생자 개입 유도

대안(BATNA)

세계유태인 자금으로 전환하여 생존자 명예회
대안을 준비하지 못함.
복

WJC의 회장이자 협상 전문가 브론프만의 협상 전술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자세히 들어가 보자.
브론프만이 동원한 협상 전략과 실력수단은 실로 상상을 초월했다. 그는 상식적 수단을 넘
어서 강력한 힘을 사용하였다. 먼저 브론프만은 자신을 지지해줄 동맹군을 정교하게 편성하였
다. 가장 강력한 동맹군은 미국정부였다. 2차 대전 직후, 유태인단체(WJC)는 미국정부로부터
전례 없이 강력한 지지를 얻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브론프만은 이 문제에 관한 청문회를 준비
하면서 미국 대통령의 협력을 얻어내는데 성공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이 재
정부 차관인 스튜어트 아이젠스타트17)로 하여금 청문회에서 증언하도록 명령한 것이다. 처음
16) Jewish Groups Fight for Spoils of Swiss Case, The New York Times(November 29,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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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스위스 은행은 강력한 상대자를 만난 셈이었다. 스위스 은행의 경비였던 크리스토프 메
일리가 전시 계좌기록에 대해 폭로 성 증언(1997.1.)을 이끌어냄으로써 청문회는 효과를 극대
화하였다18)
청문회가 끝나자 스위스 은행의 악화된 여론은 스위스 은행은 독일 나치 은행이라는 등식을
성립시켰다.19) 마침내 WJC는 이 등식을 죄목으로 한 리포트를 제출, 고소를 정당화했다. (사
실상 리포트에는 스위스 은행이 나치 희생자와 결탁하고 있다는 어떠한 역사적 증거도 새로운
정보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브론프만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정교하게 준비된 그의 전략은 스위스 은행들을 포위 공
격하기 시작했다. 그는 스위스 은행을 압박할 수 있는 주주들을 동맹군으로 끌어들이는데 성
공하였다. 그와 함께 국면은 스위스 은행이 생각하던 이성적인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
로 바뀌게 되었다. 스위스 은행의 주주들이 동조해주지 않는 한 스위스 은행의 법적 대응은
무기력할 수 밖에 없었다. 브론프만은 스위스 은행 내의 미국의 연기금(pension fund)을 분할하
는 방법을 통해 은행을 압박했고, 스위스 은행의 글로벌 금융서비스 확장전략의 일환으로 논
의되던 UBS와의 합병이 미뤄지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 실력행사는 이것뿐이 아니었다. 강력
한 시장적 수단도 동원되었다. 은행이 시장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인 소비자 반란을 유도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 내에서 스위스 회사 물건의 보이콧이 시작되었다. 스위스은행과 스
위스 회사는 하루에 수백억 달러를 손해 보며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려갔다.
결과는 앞서 말했듯 스위스 은행의 패소였다. 이제 우리가 이 사건에서 어떤 교훈은 얻을
것인가? 협상에서 WJC가 성공했던 포인트를 간략히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제협상에서는 테이블 안의 협상 못지 않게 테이블 밖에서 벌어지는 협상이 매우 중
요하다.
둘째, 브론프만처럼 협상 당사자를 정확히 분석하고 입체적으로 압박할 NPT를 준비하는 것
이 필요하다.
셋째, 강력한 힘을 입체적으로 사용하여 파이를 최대한 키울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이 포인트에 맞춰 스위스 은행 측이 하지 못했던 사항들을 간략히 짚어보자. 스위
스 은행은 법적인 해결에 집중한 나머지 테이블 밖의 논리를 생각하지 못했고 따라서 다양한
전술, 전략 및 수단을 입체적으로 사용하지 못했다. 또한 스위스 은행은 상대방에 대한 분석이
전혀 없어 지피지기에 실패했다. 그들은WJC의 회장 브론프만이 베테랑 전략 협상가였다는 사
실조차 몰랐다. 스위스 은행은 오히려 WJC 측에 대한 설득 없이 바로 법적 대응 즉 실력 행사
를 하면서 무덤을 팠다. 그리고 대가는 너무나 막대했다.

17) 프리존 뉴스, 김필재 기자, “오바마의 남자 유태인 램 이매뉴얼 이야기”(2008.11.16)
18) Jewish Groups Fight for Spoils of Swiss Case, The New York Times(November 29, 1998)
19) Wikipedia, World Jewish Congress lawsuit against Sw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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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칠레 정부의 광산 통제에 대한 미국기업의 협상
미국 기업인 케네코트 쿠퍼(Kennecott Copper)는 칠레에 테니언트(EL Tenient)라는 광산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이 기업은 칠레 정치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광산의 국유화 움직임 등
커다란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계약을 변경할 시점에서 재정적 요건을 파격적으로 높여 케네
코트의 재협상을 매우 어렵게 만들었다. 케네코트는 칠레정부에 대응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시도해보았으나 소용이 없었다. 칠레정부의 정책변화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기업이라면 과연
협상전략을 구사할 것인가?
1950년대 당시 칠레에는 추키카마타(Chuquicamata), 엘 살바도르(El Salvador), 테니언트(EL
Tenient)라는 3개의 거대기업이 칠레광산을 지배하고 있었고, 칠레인들은 영향력이 미미한 소
규모 기업을 소유하고 있어 칠레정부로서는 불만이었다. 바로 이러한 불만이 칠레로 하여금
‘구리의 칠레화(Chileanisation of copper)’20)의 유혹에 빠지게 하였고, 1960년대와 1970년대 지
속적으로 구리산업의 국유화 협상(negotiated nationalization)21)가 추진되고 있었다. 이는 외국
인이 소유하고 있는 칠레의 구리채굴 산업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칠레에서 광산업에 막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던 거대기업 케네코트 쿠
퍼(Kennecott Copper)가 타겟이 되었다. 케네코트 쿠퍼는 칠레에서 사업을 하면서 구리채굴에
대한 광산 사업으로 엘 테니언트(EL Tenient)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칠레의 정
치적 상황이 급변하자 광산 재협상은 안개 속에서 위기상황을 맞게 되었다. 칠레정부는 새로
운 계약협상을 진행하면서 엄청난 재무적인 부담을 포함하여 강력한 압박을 행사하였다. 이러
한 압박은 케네코트의 엘 테니언트의 사업권(광산채굴권 등)을 매우 불확실한 상황으로 몰아
갔다.22) 뾰족한 대안이 떠오르지 않은 상황에서 케네코트 쿠퍼는 협상 베트나가 매우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 가운데 케네코트 쿠퍼는 해당 장관들을 개인적으로 접촉하여 우아한 레
스토랑에서 밥을 사는 등 정부의 요구조건을 완화시켜 활로를 찾으려는 여러 가지 문화적 방
식을 모색하였지만, 그것은 지극히 개별적인 방식일 뿐이었다. 그런 1차원적 접근은 문제해결
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했다.
게다가 칠레정부 관리들이 모든 카드를 쥐고 있는 상황이었다. 카드를 쥔 정부관리들은 케
네코트 쿠퍼와 재계약하는 것 보다는 자국의 경험 있는 기술자와 사업자들에게 맡기고 싶어
하였다. 자연히 케네코트 쿠퍼는 손발이 묶일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광산을 옮길 수도 없고,
20) 원래 이 국유화 프로젝트는 캄포 대통령(Carlos Ibáñez del Campo : 1877-1960)이 시작하였지만 아옌
데 대통령(Salvador Allende: 1908-1973)의 재임시절에 이르러서야 절정에 달하였다. 반면 국유화 프
로젝트, 이른바 “칠레 주권의 행사”는 경제적으로는 칠레를 세계경제와 단절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정치적으로 대립이 심화되어 마침내 1973년 군사쿠데타를 초래하였다.
21) Wikipedia(2010.7.16 검색)
22) Joanne Fox Przeworski, The Decline of the Copper Industry in Chile and the Entrance of North (New
York: Arno Press.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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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이 쏟아지는 귀중한 금속 채굴 사업을 중단할 수도 없었다. 케네코트는 현실적 대응수단
이 없이 진퇴양난에 빠진 것이다. 기존의 발상을 뛰어넘는 큰 그림 없이 정부와 기업 간의 관
계가 문화적으로 좋아지기만을 기다린다는 것은 케네코트의 협상력을 크게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케네코트는 매일 전전긍긍하였다. 하지만 그러한 1차원적 접근방식은 엄중한
위기상황에서 아무런 효과가 없었으며 바람직하지도 않았다.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진 케네코트 쿠퍼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새로운 협상논리
와 전략을 가다듬을 수밖에 없었다. 케네코트 쿠퍼의 새로운 협상팀은 게임의 룰을 바꿀 여섯
단계의 협상전략(NPT)을 준비하였다.23)
첫째로 칠레정부에게 깜짝 놀랄만한 선물을 제안하였다. 그 선물은 다름 아닌 칠레정부에게
케네코트의 회사지분 51%를 밀어주고, 케네코트는 49%의 주주로 남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이
었다. 다시 말해서 회사의 권한을 사실상 칠레정부에게 이양하는 방안이었다.
둘째로, 이 제안에 구미를 확 당기게 할 요량으로 자산매각으로부터 생기는 이익금을 활용
하여 더 큰 광산 사업권을 확보하자고 제안하였다.
셋째로, 새로이 더 큰 사업권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은행자금을 끌어들이면서 칠레정부로 하
여금 보증을 서도록 요청하였으며, 그 결과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차입금을 빌려서 아이디어를
실행하기에 이르렀다.
넷째로, 새롭게 확보한 사업권의 자산보호를 위하여 미국 뉴욕주법에 기탁을 신청하고 뉴욕
주의 보험에 가입하는 등 2중3중으로 안정장치를 확보하였다.
다섯째로, 미국과 유럽 소비자들에게 장기계약 하에 광산의 생산물을 팔도록 하였다.
여섯째로 유럽, 미국, 일본 자본으로 이루어진 컨소시엄에 채굴권 계약을 팔아버렸다.
케네코트가 새롭게 준비한 3차원의 협상전략은 기존의 협상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었다. 새
로운 협상 내용은 자원주권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칠레정부의 이해를 만족시켜줄 수 있었고,
칠레에게 더 많은 수익을 가져다주었다. 케네코트는 파이를 키워서 광산의 대주주인 칠레정부
와 함께 자신의 이익을 함께 만족시킨 딜을 전개한 것이다.
나아가 현재의 위기를 역전시켜 기회로, 미래를 위한 투자로 완전히 바꾸어놓은 것이다. 칠
레의 정치적 불안정과 상황변화로 인한 미래의 근심걱정과 책임을 정부, 소비자, 은행 모두가
함께 공유하도록 한 것이다. 광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금융, 산업, 법, 그리고 공공 영역에서도
미래를 위한 확고한 협력을 구축한 것이다.

23) James K. Sebenius, “Building Bridges : New Dimensions in Negotiation”, A Report on Research at
Harvard Business School(Summer,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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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케네코트 사의 협상 도표(협상차원 별 비교)
협상의 차원

1차원(1-D)

초점

주요장애

접근법

전술(사람과 과정) è 케네코트와

대인간 문제에 국한, 불

칠레 공무원간의 개별설득,

충분한 커뮤니케이션, 강

테이블 안에서의 쥐어짜기 협상

경한 태도는 관계악화

협상계획(가치와 실체) è 51%지분 양
2차원(2-D)

보, 더 큰 사업을 확보하여 경제적 파

계획의 재수립

실행(영역과 순서) è 테이블 밖에서 3
차원 협상안 구축(정부보증, 뉴욕법 및 상대방, 이슈, 대안 및 기
뉴욕 보험 적용, 미-유럽-일본 컨소시 타 협상요소
엄에 채굴권 판매)

의 과정과 전술을 개선

새로운 가치를 발굴할

바람직한 합의부족

이를 키울 방안 수립

3차원(3-D)

테이블 안에서 대인간

더 나은 영역과 순서를
창출하기 위하여 테이블
밖으로 이동

*출처 : S David A. Lax,James K. Sebenius, "3-D negotiation : Playing the whole game." Harvard Business
Review, (October, 2003), pp.64~72를 칠레사례에 대입하여 재구성

이렇게 하여 처음에는 칠레정부의 협상력에 상대가 안 되던 케네코트의 베트나는 마침내 칠
레에게 훨씬 더 매력적인 것으로 업그레이드시키는데 성공했다. 현재와 미래의 리스크를 완전
히 극복한 것이다. 보증, 보험 등 여타 계약으로 인하여 케네코트의 베트나는 크게 개선되었고,
협상력은 크게 확장되었다. 다음 [표6]은 양 측의 협상력 변화를 잘 보여준다.

[표6] NPT(Negotiation Preparation Table)
케네코트 쿠퍼

칠레 정부

입장

현상유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

욕구

금전적인 현상유지

경험과 기술에서 칠레화 추구

개별적 로비(레스토랑 식사대접 등)

모든 협상카드를 쥐고 있는 상황

1차원 협상
선택수단
3차원 협상
선택수단

대안(BATNA)

회사지분의 51%를 정부에 양도, 칠레
내에 거대 사업체 확보 위한 파이낸스

공동파이낸싱, 은행 차입에 대한 보증

제안, 은행차입 보증
미국 뉴욕주법 기탁, 미국보험 가입,
유럽-미국-일본 컨소시엄에 채굴권 판매

미래에 대한 공동운명체 또는 국유화

*출처: Manuel Riesco, "Is Pinochet dead?", New Left Review no 47, September-October 2007 ; The
Guggenheims and the Coming of the Great Depression in Chile, 1923-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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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나이 반도를 둘러싼 이스라엘-이집트간의 평화협상
한편 3차원의 협상 중 중재자를 활용하여 협상에 성공한 사례로는 1979년에 체결된 이스라
엘-이집트 평화협정(Israel-Egypt Peace Agreement)을 사례로 들 수 있다.24) 이 갈등의 근원은
1967년 역사로 돌아간다.25) 당시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이집트와 전쟁이 벌어졌는데, 불과 6일
만에 이집트가 항복하고 양국은 휴전에 들어갔다. 이를 ‘6일 전쟁’26)이라고 부른다. 이 전쟁으
로 이집트는 항복을 했고, 두 나라 사이에 위치한 시나이 반도를 이스라엘에 고스란히 빼앗겼
다. 분을 삭이지 못한 이집트의 나세르는 “이스라엘의 박멸 목표”27)를 선언하면서 전쟁에 임
하였으나 역부족이었다.
1970년대 낫세르 사망 이후 이집트는 소련의 기술자와 군사고문 추방하고28) 시리아의 지원
아래 시나이 반도 공격을 감행하였다. 이에 이스라엘은 반격하였고, 갈등은 날로 악화되었다.
이어서 1973년 10월 6일 이집트와 시리아는 기습적으로 시나이 반도를 공격했다. 이스라엘에
대한 기습공격인 셈이었다. 10월 전쟁 또는 욤 키푸르(Yom Kippur) 전쟁이라고 부르는 제 4차
중동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미국과 소련의 현상 유지 분위기 속에서 이스라엘은 시나이 반도
에서 수세를 극복하고 전열을 가다듬어 대대적인 반격을 퍼부었다. 10월 전쟁 이후 아랍 제국
은 이스라엘에 패했다는 불명예와 자존심 실추 때문에 많은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대
이스라엘 전쟁에서 한 번도 승리한 적이 없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자존심을 짓밟힌
아랍권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아랍권의 기습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은 즉각 예비군을 동원하는 등 반격태세를 갖추고 10월
9일 시리아의 다마스쿠스와 레바논을 폭격, 시리아 전선에서 명예를 회복했고 골란고원의 기
갑전에서도 시리아군을 압도하기 시작했다. 시나이 반도에서도 이집트가 기습을 달성, 비록 수

㎞ 진출했으나 이스라엘의 반격으로 2만2000명 규모의 제3군이 고립되는 최악의 상황에 놓이
게 됐던 것이다. 이에 이집트·시리아를 지지하는 아랍 8개국이 대거 참전했지만 전세는 미국을
등에 업은 이스라엘에 유리하게 전개돼 갔다. 이스라엘의 압도적인 공격이 계속되자 10월 16
24) “Six Day War”, BBC website(2010.7.17); 1973: Arab states attack Israeli forces http://news.bbc.co.uk
/onthisday/hi/dates/stories/october/6/newsid_2514000/2514317.stm(검색일: 2010.9.25.)
25) BBC, On this day(June 6, 1967) Israil launches attack on Egypt
http://news.bbc.co.uk/onthisday/hi/dates/stories/june/5/newsid_2654000/2654251.stm (검색일: 2010.9.25.)
26) “Six Days in June”. The Observer(Retrieved 2008-12-02) ]
27) BBC. On this day June 5 1967. On 27 May the President of Egypt, Abdel Nasser, declared: "Our
basic objective will be the destruction of Israel. The Arab people want to fight."
28)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은 1952년 나세르와 청년장교단으로서 혁명을 주도하며 민족주의자로서 독
자적인 길을 걸었으나 이후 경제 발전과 기술 도입에 대한 열망으로 소련에 기대게 되었다. 그러나
70년 9월 29일 낫세르가 심장마비로 사망함으로써 18년간의 장기 집권은 종식됐고 뒤를 이어 온건
파 사다트가 대통령에 취임했다. 사다트 대통령 시절에 소련의 기술, 군사고문을 추방하면서 다시 민
족주의 노선으로 돌아갔다.

446 21세기 정치학회보 제20집 3호
일 아랍 측이 먼저 휴전을 제의했다. 이스라엘은 아랍 측 휴전 제의를 거부했다. 이런 상황에서
두 나라는 걷잡을 수 없는 갈등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아랍은 국제적 압력 카드로 석유 무기
화를 들고 나왔다. 아랍은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국가에 석유 수출 금지, 산유량 20% 감소, 유
가 인상 등을 발표함으로써 오일쇼크의 방아쇠를 당겼던 것이다. 유엔은 10월 22일 안보리를
소집, 정전 결의안을 채택한 후 정전 명령을 내렸고 11월에 드디어 정전협정이 이루어졌다.
이 전쟁으로 이집트·시리아 양국은 총 2300대의 전차를 잃었으며 이스라엘은 겨우 200대의 전
차를 잃었다.
이후 양국은 휴전이라는 불안한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평화협상을 여러 번 시도했으나 타결
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바로 이스라엘이 점령한 시나이 반도에 대한 처리문제가 평화협정을
어렵게 만들었다. 물론 양쪽 모두 시나이 반도를 반환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었다. 하지
만, 반환조건이 달랐다. 이집트는 무조건 100% 반환을 요구했고, 이스라엘은 일부만 반환하겠
다고 주장했다.29) 양측의 입장은 워낙 팽팽하여 좀처럼 타협점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후
1978년 미국의 중재로 이집트(사다트 대통령)-이스라엘(베긴 총리)은 화해협상을 시작하였는
데, 이 당시 지미 카터는 미 국무장관이자 유능한 변호사 사이러스 밴스(Cyrus Vance)의 중재
로 사다트의 입장 및 베긴 총리의 입장 양쪽을 고려하면서 협상안(중재안)을 제시하였다.
이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시나이 반도를 둘러싼 인식의 차이였다. 사실상 시나이 반
도는 그다지 쓸모 있는 땅이 아니었고, 쓸 만한 지하자원이 매장된 것도 아니었다.30) 이처럼
시나이 반도는 크게 가치가 높은 땅이 아니었지만 이집트가 100% 반환을 요구한 것은 국가의
명예회복과 땅에 떨어진 국민적 자존심에 대한 보상심리였으며, 이스라엘에게는 이집트와의
사이에 버퍼 존(Buffer Zone: 평화유지를 위한 완충지대)을 원했던 것이다.
미국이 제시한 중재논리와 수단은 무엇이었기에 평화협상에 성공했을까? 공통의 이해관계
(mutual gain)을 찾아낸 즉시, 활용한 협상카드는 영역 밖에 있던 유엔을 협상 테이블로 가지고
온 것이다. 이집트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100%를 반환해주되, 이스라엘의 요구를 만족
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주둔시키는 대신에 유엔평화유지군을 주둔시켜 평화유지에
필요한 강력한 완충지대를 확보해준다는 것이었다. 양측은 미국의 중재안을 수락하여 평화협
정은 성사되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동평화가 미국 대외정책의 중요한 요소였다. 더구나 당시 카터 대통령
은 민주당 정권, 이들은 윌슨 이래 이상주의적인 정책노선을 채택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제 3
의 중재자인 지미 카터 대통령이 사용한 방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섬세한 준비를
하였는데, 심지어는 이스라엘 총리의 손자손녀 사진 준비하고 감성에 호소한 것이다. 손자손녀
의 사진을 보여주며 “그들에게 평화로운 미래를 물려줍시다”라는 메시지는 감동을 주기에 충
29) 전성철, 최철규, 『협상의 10계명』 (서울 : 웅진윙스, 2009) pp. 40-42
30) 전성철, 최철규(2009) p.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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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했다. 감정적 유대 형성이 그것이다.
여기에 사용된 협상 논리는 상대의 요구가 아니라 욕구를 정확히 파악한 점 두 번째는 양측
이 원하는 바를 중심으로 실리와 명예를 맞교환 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타결 책을 구상한 점,이스라엘은 안전을 원했고(실리) 이집트는 정복된 땅의 수복(명예)을 원했다. 그리고 권위 있
는 제3의 기관 또는 제3자(유엔과 같은 국제기구 및 미국)를 중재의 파트너로 활용한 점이다.
여기에서 점령지역에 이스라엘군대를 철수시키는 대신에 유엔평화유지군을 주둔시키는 중재
안을 내놓았고 이를 양측이 수락한 것이다.

[표7] NPT(Negotiation Preparation Table)
이집트

이스라엘

입장

시나이 반도 100% 반환

시나이 반도 반환 불가

욕구

국가적 명예회복과 국민적 자존심 치유

안전을 위한 완충지대 확보 희망

100%반환하되, 유엔평화유지군 주둔

100%반환하되, 유엔평화유지군 주둔

미국의 중재(지미카터 대통령, Cyrus Vance

미국의 중재(지미카터 대통령, Cyrus Vance

미국무장관)

미국무장관)

협상
대안
중재자

*출처 : 국방일보, “제4차 중동전쟁 : 이집트-시리아 이스라엘 기습공격”(김영이 군사평론가, 2007.07.03일
자); 전성철, 최철규, 『협상의 10계명』 (서울 : 웅진윙스, 2009) pp. 40-42; "In 1967, Egypt
ordered the UN troops out and blocked Israeli shipping routes - adding to already high levels of
tension between Israel and its neighbours." "Israel and the Palestinians in depth, 1967: Six Day War
", BBC website.(URL accessed July 17, 2010) 등을 참조하여 재구성.

Ⅳ. 결론 : 네 가지 비교분석 및 3D 협상모델 적용의 함의
이상의 연구에서 3D협상 모델을 적용하여 남북한 유엔동시 가입을 둘러싼 협상 및 유태인
단체의 스위스 은행 배상 협상, 케네코트의 대 칠레정부 광산운영권을 둘러싼 협상 및 이집트이스라엘의 시나이 반도 평화협상을 살펴보았다. 이를 요약 정리해보면 아래 [표8]과 같다.
네 사례의 공통된 특징은 모두 3-D협상모델을 적용하였는데, 첫째로 모든 경우에서 중재자
또는 제3자를 두어 외부의 권위를 협상에 동원했다. 유대인 단체는 미국의회 및 중재위원회를
활용했으며, 칠레 사례는 칠레정부의 법을 넘어서 뉴욕주법과 뉴욕보험을 끌어들였으며, 시나
이 반도 평화협상은 미국 대통령 및 유엔을 제3의 중재자로 활용한 것이다. 남북한 유엔동시
가입 협상 역시 유엔, 중국, 소련 등 제 3의 권위 있는 행위자들을 협상에 끌어들였다.
둘째로, 협상 영역을 테이블 밖으로 넓혔고, 기존의 협상 테이블에는 없던 가치를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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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ng value)하는데 성공했다는 점이다. 유대인 단체는 양자 간의 소송에만 매몰되지 않고,
어쩌면 이해당사자도 아닌 미국 의회, 미국언론, 주주, 소비자 등 외부의 강력한 힘을 협상투쟁
에 끌어들여 엄청난 금액의 경제적 성과를 낳았다. 칠레광산 소유자 케네코트(미국기업)는 칠
레정부와 밀고 당기는 1차원적 협상 테이블(claming value)에서 탈피하여 칠레정부에게 51%의
지분을 과감하게 넘겨주고 더 큰 파이를 받아내는데 성공(creating value)했다. 이로서 사업의
무대는 칠레정부-케네코트에서 뉴욕주-유럽-일본으로 넓어졌다. 이집트-이스라엘의 시나이반
도 협상은 전쟁과 평화, 명예, 실리, 미래를 함께 공통의 분모로 묶어낸 것(creating value)이며,
남북한 유엔동시 가입 협상은 남한의 외도대로 정치적 영향력을 유엔의 틀 속에 묶어두고자
하였으며 이로서 남한은 두 개의 국가를 인정토록 하고 통일전략을 변경하도록 유도하여 양국
간의 현실적인 평화통일 협상의 길을 개척(creating value)한 것이다.

[표8] 네 개의 협상 사례 비교표
협상 차원

협상의 목적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북한을 유엔이라는
국제적인 시스템(유엔)
하에 묶어 두고 한국의
정치력 확대

실력협상 및 제3자
활용(유엔, 중국, 소련),
감정적 유대 경시

WJC

1995년 스위스 은행을
상대로 한 유태인
홀로코스트 생존자
가족재산 반환(경제적
배상)

실력협상(청문회, 언론,
소비자 불매운동, 연기금
분할 압박 등) 및 제3자
활용(미국, 소비자 등)

칠레광산 사례

칠레정부를 상대로
광산을 운영하는 케네
코트사의 재계약 성사
및 유리한 조건 확보

설득협상(51%의 지분을
넘겨주고 더 큰 파이
획득=공동운명체로 전환)
및 제3자 활용(뉴욕주법 및
보험)

이집트와 이스라엘간의
분쟁에 대한 해결 및
평화확립

처음에는 실력으로 시작,
설득으로 협상 마무리,
점령지(시나이 반도),
전쟁과 평화, 명예,
미래(손자 손녀의 미래) 및
제3자 활용(미국과 유엔)

시나이 반도

협상의 영역, 이슈, 수단

협상결과

협상의 특징

남한의 동맹확대
(중국과 러시아
지지획득), 북한을
국제적 틀(유엔)에
묶어두는 외교적
성과 가치 창출

제3자활용, 두 개의
국가 인정 및
평화협상(win-win)
의 국제화,
지속가능성과
감정적 유대 고려

12억5천만 달러
배상, 가치 창출

감정적 유대무시,
제3자활용, 전형적인
영합게임(zero-sum)

광산의 재계약 성공
및 파이를 키우는데
성공(가치 창출)

상호 양보를 통하여
파이를 키웠고 호혜
협력구축(win-win),
감정적 유대 형성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가치 창출

명예(이집트)와
안보(이스라엘)를
동시에
확립(호혜적인
평화협상(win-win)
결과도출(장기,지속
가능)

위의 설명에 보았듯이, 3D협상에서 살펴본 네 가지 사례들은 모두 주어진 협상테이블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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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쥐어짜는 협상(claiming value)을 전개한 것이 아니라 외부의 파트너와 파이를 끌어들여 새
로운 판짜기와 가치(영역확장, 파이 키우기, 권력확대 등)를 창출(creating value)하는데 성공하
였다.31)
위의 네 가지 사례로부터 정치평화 사례는 경제경영 사례와는 다른 장기적 과제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3-D협상 모델을 정치와 평화의 사례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지속가
능성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에서 고려해야 하는데, 이를 간과한 것은 3-D협상의 중대한 결함이
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시나이 반도 평화협정 사례와 남북한 사례는 각각 협상의
동원수단과 협상의 장기적 효과(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앞의 경제 경영적 사례와 특성이 다
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문제는 3D협상모델이 각각의 협상이 장기적인 관계를 고려한 것인가 아닌가, 단발
성 이익을 구할 것인가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관계를 만들어갈 것인가, 단기적인 경제(경영)
적 이득을 취하고 끝낼 것인가 장기적인 이득을 구할 것인가 등등에 관한 고려사항을 놓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계를 생각한 것이라면, 양자 간의 공동
운명체의 끈을 강하게 만드는 게임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단기적 성과로 끝내려고 한다면
장기적인 관계설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아래 [표9]에서 네 개의 협상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를 정리해보았다.

[표9] 장기간 지속적 관계유지를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
협상목적

협상 사례

고려해야 할 요소

정치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사례

장기적인 관계증진(지속가능성)

경제

스위스 은행을 상대로 한 유태인 홀로코스트
생존자 가족재산 반환

단발성 배상이냐 장기적인 관계냐

경영

케네코트라는 광산회사가 칠레정부를 상대로
사업권 재계약 협상

재계약 성사 이후 장기적 관계정립
(지속 가능한 사업)

평화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시나이 반도 분쟁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평화유지

31) Michael Michalko, Thinkertoys (A Handbook of Business Creativity for the 90s) 및 S David A.
Lax,James K. Sebenius, 3-D negotiation : Playing the whole game. Harvard Business Review
(October, 2003), pp. 6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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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의 결과(케네코트와 칠레정부간의 관계나 시나이 반도 평화협상 또는 한반도의 경우)처
럼 양 당사자가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라면, 협상과정에서 정서적
공감대를 강화하여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결과를 유지할 틀을 창출해야 하는 것이다. 즉, 정
치와 평화는 현재에는 다소의 손해가 따르더라도 장기적인 승승게임을 고려해야 해서 하는 것
이다. 경제경영에서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됨은 마찬가지이다. 가령, 케네코트의 대 칠레정부
협상은 광산의 통제권을 확보하기를 원하는 칠레정부에게 강력한 경제적 유인 책(51%의 지분)
을 만들어 주고 더 큰 파이(다른 광산운영권 확보)를 받아내는데 성공하였으며, 나아가 감정적
유대강화 및 국제적인 공동운명체 만들기(미국, 유럽, 일본 등 연합군 컨소시엄 구축)에 성공을
거둔 것이다.
이에 비하여 WJC와 남북한 유엔동시 가입의 경우는 힘을 동원하여 상대방을 정치적, 경제
적 또는 외교적으로 포위하고 강하게 압박하는 등 실력을 행사하였다.32) 두 경우는 모두는 권
위 있는 제3자 활용하여 상대방을 굴복시킨 사례이기 때문에 영합게임(zero-sum)의 성격을 띠
고 있다고 하겠다.33)
3-D협상은 외부의 자원동원, 테이블과 이슈와 파트너의 다양화 등 현실적으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역시 상대적으로 협상과정의 감정적 유대를 경시한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분열의 소지를 안고 있다. 따라서 3-D협상이 모다 지속 가능한 결과를 유지하려면, 즉 승승
협력체제의 구축에 이르게 하려면 역시 실력협상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감정적 분열을 치유할
대안을 강구해야 좋을 것이다.34) 즉 협상 후 에프터 서비스(After Service)가 필요할 것이다.
그것이 정치적 평화협상이든, 경제적 이득을 위한 것이든, 아니면 자존심과 명예를 지키기 위
한 것이든 간에 미래의 지속가능성 여부를 고려하여 협상이 끝난 후에도 서로 윈윈 가능성을
남겨놓고 미래를 위한 희망의 불씨를 남겨놓고 그것이 신뢰축적이라는 에너지와 결합될 수 있
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북한과 같이 변덕스럽고 예측이 쉽지 않은 상대라면 더욱 더 장
32) 협상은 테이블 안에서만 진행되는 것만이 아니고, 또 이슈와 영역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
황과 필요에 따라 장, 이슈, 자원, 파트너가 모두 달라질 수가 있는데, 종종 협상모델은 상대와 나의
테이블에서 제한된 자원을 놓고 싸우는 전략전술 한용섭 교수가 분석한 북한의 협상 스타일의 특징
으로서 중개자 활용, 벼랑 끝 전술, 의제의 임의 변경, 힘이 약한 국가만을 상대, 성동격서, 국내 권
력투쟁 활용, 포괄적 접근법과 이슈 분할 접근의 동시 구사, 시한의 비설정 또는 비준수, 양보는 최
후 순간에 한다, 양보 후에도 새로운 양보를 요구한다. 한용섭, “북한의 평화협정 협상전략과 본질”,
곽태환 외, 『북한의 협상전략과 남북한 관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7), pp.221-247 및 『한
반도 평화와 군비통제』(서울: 박영사, 2005) 제2장 참조
33) 영합게임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시나이반도 케이스는 권위와 힘을 가진 제3자(미국과 유엔) 활용하
여 평화설립((win-win : sum-sum)에 이른 것이다.
34) 물론 윈윈게임으로 가는 길도 여러 단계가 있을 수 있다. 가령 1) 권위-파워풀 제3자 활용하여 협상
지속, 영합게임(zero-sum)에서 벗어나는 방법, 2) 상호 양보를 통하여 상호간 파이를 키우는 호혜적
협력구축(win-win : sum-sum), 나아가 3) 제3의 권위(미국과 유엔)을 활용하여 평화설립((win-win :
sum-sum)의 제도화하는 길 등등.

3-D 협상의 국제적 사례 비교: 갈등해소의 해법과 한계 451
기적인 비전을 준비하여 보다 지속가능성을 높여갈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3-D협상은 제3자 활용, 이슈의 변경, 테이블 밖의 자원동원, 실력수단의 동원 등
협상의 다차원적인 장점을 모두 보여주는 좋은 방법이기는 하나, 역시 그 한계는 영합게임
(zero-sum)으로 귀결된 후 상대방의 감정의 골을 깊게 패이게 하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남는다. 다시 말해서 협상이 지속가능성을 높이도록 ‘미래의 불씨’를 어떻게 남겨놓을
것인가 하는 점이 숙제로 남는다.35) 기존의 실력에 의존하는 3-D이나 로저 피셔 학파의 감성
적 유대 어느 하나만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그 둘을 넘어서는 창조적인 방안을 깊이 있게 연구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3-D협상모델의 장점을 수용하되, 변전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협상방법(contingency plan & strategy) 및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탄탄한 NPT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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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현덕은 1994년 연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

이다. 유엔평화대학 아태센터 사무총장,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 유치자문위원 및 GRI(암스테르담 소
재 UNEP 지속가능 보고기관) 교육평가자문위원 등을 맡고 있다. 전공 및 관심분야는 비교정부론 및
국제정치경제이며 국제적 협상과 갈등해결, 국가와 기업의 사회책임 등이다. 대표적인 논저로는 “유
엔글로벌컴팩의 성격과 발전방향”(『한국과 국제정치』2009)과 “사회책임 경영 : CSR에서 사회기업
으로”(『동서연구』 2010) 및『부족함을 경쟁력으로 바꾸는 에너지』(서울: 중앙북스, 2008)등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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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parison on international cases through 3-D negotiation method:
Resolution and its Limit from four cases(North-South, WJC, Kennecott, and Sinai”

Yeo, Hyeon Deok
(Seoul School of Integrated Sciences & Technologies)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four international cases focused on 3-D negotiation framework in
interdisciplinary point of view. The four cases are ‘World Jewish Congress’ Holocaust compensation
against Swiss bank, Kennecott Copper’s negotiation case against Chilean Government, North-South
Korean’s accession to the United Nations and the peace mediation negotiation between Israel and Egypt.
Through the four cases study in the fields of politics and peace as well as economy and business, this
paper was intended to gain some important connotation. This will heighten the possibility of making a
better interdisciplinary analysis for better 3D negotiation modeling. What was tried in the paper is find
a better solution of negotiation theories and methods by analyzing different international cases of
politics, peace, economy and business. The negotiation points in 3D are different from other ones in
terms of scope, issue, resources, partners and tactics etc.
In short, this paper will show on how to apply for cases of peace and politics beyond economy and
business which were focused for a long time. It found an important factor not to cause another conflict
and establish ‘emotional tie’(Rapport) in case of zero-sum.

Keywords : 3-D negotiation, The North-South Korea’ Accession to the UN Charter. World Jewish
Congress, Kennecott Copper’s Chilean Government, case against Chilean Government,
North-South Korean’s accession to the United Nations and the peace mediation
negotiation between Israel and Egypt. Zero-Sum, Sustainability, Rappor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