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이냐 배신이냐?: 죄수의 딜레마와 신뢰구축
김 영 조1)

본 연구는 양 팀 간에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실시하고 게임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행동 및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게임 참가자들이 ‘협력’과 ‘배신’ 중에 어떠한
행동을 취하는지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의사결정의 영향요인과 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양 팀이 상호 협력한 경우(43.6%)보다 비협력적 게임을 한 경우(56.4%)가
더 많았는데, 이는 상대 팀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기적 동기 또는 상대 팀으로부터 자기
팀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둘째, 어느 한 팀이 약속을 어기고 배신
을 하는 경우 다른 팀도 대부분 배신으로 응수하고, 이 경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어려
운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각 팀의 이득은 양 팀이 배신을 많이 하면 할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게임 초반에는 상대적으로 협력적인 게임을 많이 하는 반면, 게
임 종반으로 갈수록 협력적 게임이 현격하게 줄어들고 비협력적 게임이 증가하였다. 다
섯째, 게임 참가자들은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윤리적 딜레마를 경험하고, 이에 대해
합리화, 투사와 죄책감 등의 심리적 방어기제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신뢰경영 및
윤리경영에 제공해주는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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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문제제기: 신뢰의 개념 및 중요성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물적 인적 자본이나 지식
자본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본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사회적 자본의 대표적인
구성요소라고 할 수 있는 신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해왔다. 신뢰는 대인관계에서의 신뢰,
경영자에 대한 구성원들의 신뢰, 부서 간의 신뢰, 라인과 스태프 간의 신뢰, 노사 간의 신
뢰, 조직과 조직 간의 신뢰, 그리고 국가 간의 신뢰 등 미시적인 수준에서부터 거시적인
수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석 수준에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권석균, 2000; Kra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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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ler, 1996). 신뢰는 또한 커뮤니케이션, 리더십, 협상, 게임이론, 성과평가, 노사관계,
자율경영팀의 운영, 기업지배구조와 기업간 전략적 제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적인 설
명변수로 다루어져 왔다(권석균, 2000; 김영조, 2009; Mayer et al., 1995).
신뢰는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믿을 만하다는, 즉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기대로
정의될 수 있으며, 이러한 기대는 상대방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상대방이 약속을 준수한
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학습함으로써 형성된다(Rotter, 1971). 또한, 신뢰란 상대방에 대한
감시나 통제를 할 수 없어서 상대방이 자신의 기대에 위배되는 기회주의적 행동을 할 위
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자신에게 이로운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기꺼이 기대하
는 것이라 할 수 있다(Mayer et al., 1995).
신뢰가 생성되는 원천에 따라서 신뢰 위반시 처벌의 위협에 기반을 두고 있는 억지력
기반 신뢰(deterrence-based trust), 상대방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정보에 기반을 두고 있
는 지식 기반 신뢰(knowledge-based trust), 그리고 상대방의 목표 및 가치와의 일체감에
기반을 두고 있는 동일시 기반 신뢰(identification-based trust)의 세 가지로 신뢰의 유형
을 분류할 수 있다(Lewicki & Bunker, 1996; Shapiro, Sheppard, & Cheraskin, 1992;
Sheppard & Tuchinsky, 1996). 또한, 신뢰가 형성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신뢰
대상자(trustee)의 속성이 중요한데, Mayer et al.(1995)는 능력, 배려와 정직성의 세 가지
속성을 제시하고 있고, Mishra(1996)는 이와 유사하게 역량(competence), 정직성(openness
and honesty), 배려(concern), 그리고 언행일치(reliability)의 네 가지 속성을 강조하고 있
다. 즉, 신뢰를 얻으려면 적절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과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
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상호관계에 있어서 개방적이고 정직해야 하며, 이기적인 행동을
취하기보다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하며, 그리고 약속한 것을 준수하는 일관성을
보여야 한다(김영조, 2009).
신뢰에 대한 연구관심이 증가한 이유는 신뢰가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 신뢰는 조직몰입, 직무만족과 이직의도 등 개인의 태도뿐만 아니라 직
무행동과 조직시민행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져 왔고, 팀 성과와 조직
성과에도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문형구 외, 2011; Dirks, 2000; Mayer &
Gavin, 2005). 또한 대인관계 차원의 신뢰뿐만 아니라 조직간 관계 차원의 신뢰도 조직성
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Zaheer, McEvily, & Perrone, 1998).
신뢰는 이처럼 대인관계의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팀간 및 조직간의 관계에서도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유지하도록 해줌으로써 성과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신뢰가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메카니즘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해볼 수 있다. 첫째, 신뢰는 경제적
및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회주의적 행동을 줄이고 거래비용을 최소화함으로
써, 둘째 행위주체들 간의 정보공유를 촉진하고 관계의 효용성을 극대화함으로써, 그리고
셋째 행위주체들 간의 갈등을 줄이고 효과적으로 협력관계를 이끌어냄으로써 쌍방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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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충족시키고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김영조, 2009 참조).
신뢰와 협력은 기업경영 및 조직관리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는데,
상호 신뢰는 협력 행동의 결정요인인 동시에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상호 신뢰
는 리더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조직시민행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게 하고, 부서 간의 지
식공유를 증진시키고, 기업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등 다양한 협력적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Ferrin et al., 2008). 그렇다면 상호 신뢰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그리고 신뢰와 협
력은 어떤 방식으로 서로 강화시켜 나가는가가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게 된다. Ferrin et
al.(2008)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세 가지 설명모형을 설정하고 이들 모형을 개인
간의 관계 및 집단 간의 관계에서 검증하고 있다. 여기서 세 가지 모형이란 신뢰의 선순환
모형, 협력의 선순환 모형, 그리고 신뢰-협력의 선순환 모형이다. 첫째, 신뢰의 선순환 모
형(perceived trustworthiness spiral)은 신뢰가 직접 신뢰를 낳는다는 것으로서 상대방을
신뢰하면 상대방도 자신을 신뢰함으로써 신뢰가 구축되고 더욱 강화되어 나간다는 것이다.
둘째, 협력의 선순환 모형(cooperation spiral)은 협력 행동이 직접 협력 행동을 낳는다는
것이다. 즉, 상대방에 대한 협력이 상대방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쌍방 간의 협력
행동이 강화되어 간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뢰-협력의 선순환 모형(perceived trustworthiness-cooperation spiral)은 앞의 두 모형과는 달리 신뢰가 강화되는 과정에 협력 행
동이 매개작용을 하고, 또한 협력 행동이 강화되는 과정에서는 신뢰에 대한 인식이 매개작
용을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신뢰가 직접 신뢰를 낳는 것이 아니라 신뢰에 대한 인
식이 협력 행동을 낳고, 이러한 협력 행동이 신뢰를 더욱 강화시킨다는 것이다. 연구결과,
세 번째 모형인 신뢰-협력의 선순환 모형이 좀 더 일관되게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2)
본 연구는 집단 간의 관계에서 어떻게 신뢰가 구축되고 협력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지를
탐색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Ferrin et al.(2008)의 연구가 보여
주는 바와 같이 협력 행동은 곧 신뢰의 결과물이고 또 표상이라 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
에서는 신뢰와 협력을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고 신뢰와 협력을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개념으로 다루고자 한다.
본 연구는 집단 간의 관계에서 의사결정자들이 협력 행동을 하는지 아니면 배신 행동을
취하는지 탐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실시하고 게
임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게임 참가자들의 행동 및 그 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
로 게임 참가자들이 딜레마 상황에서 어떠한 행동을 취하는지, 즉 상대방을 신뢰하고 협력
하는지 아니면 배신하는지를 분석하며, 이러한 의사결정 행동(협력 또는 배신)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가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게임 참가자들이 게임 진행과정에서 경험
하는 윤리적 딜레마(ethical dilemma)와 이에 대처하는 심리적 기제들에 대해 분석한다.
2) 연구자는 익명의 심사위원의 소개로 Ferrin et al.(2008)의 연구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 유용한 연구를 소
개해주고, 또 여러 가지 건설적인 논평을 해준 심사위원님께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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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분석결과가 신뢰경영 및 윤리경영에 제공해주는 시사점에 대해서 논의하고, 더 나
아가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서 어떠한 전략이 성공적인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Ⅱ

.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론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선택과 판단이 가장 합리적인 결과
를 가져오는지에 대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초창기에는 경제학을
중심으로 발전되었고 최근 경영학, 정치학, 국제관계, 심리학, 그리고 생물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학문분야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김영세, 2007).
게임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다. 첫째, 모든 게임에는 나름의 규칙이
있다. 둘째, 전략이 중요하며 그에 못지 않게 상대방 전략에 관한 예측도 중요하다. 게임에
서 참가자의 이해득실은 자신의 선택뿐 아니라 상대방의 반응에 의해서도 결정되므로 자
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면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해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모든 게임에는 최종 결과와 그에 따른 보수가 있다. 넷째, 게임의 결과는
경기자들 간의 전략적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게임이론은 상대방의 전략을 고
려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어떠한 전략을 선택할 것인가를 분석
하는 학문이라 할 수 있다(김영세, 2007).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는 처음에 터커(A. W. Tucker)가 정식화한 것으로서
게임이론에 있어서 가장 고전적이면서도 가장 전형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죄수의 딜레마
상황은 다음과 같다. 어떤 범죄를 공동으로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두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되어 각기 독방에 감금되어서 조사를 받고 있다. 각 용의자는 자백하든가 묵비권을 행
사하든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자신의 행동이 초래할 결과를 알고 있다. 여기
서 결과란 [표 1]과 같다. (1) 만약 용의자 한 명만 자백하고 다른 한 명은 자백하지 않으
면 자백한 용의자는 풀려나고 다른 용의자는 20년 형을 받는다. (2) 만약 두 용의자 모두
자백하면 두 명 모두 5년형에 처해진다. (3) 만약 두 용의자가 모두 자백하지 않으면 1년
의 가벼운 형을 받게 된다(Davis/홍영의, 1995).
[표 1] 죄수의 딜레마
용의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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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신> 자백한다
<협력> 자백하지 않는다

<배신>
자백한다
(5년, 5년)
(20년, 석방)

용의자 2

<협력>
자백하지 않는다
(석방, 20년)
(1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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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에서 두 용의자는 어떠한 선택을 할까? <용의자1>의 입장에서 보면, 상
대방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예상하고 이에 대응을 해야 한다. 상대방이 자백한다고 예
상한다면, 자백하는 것(5년형)이 자백하지 않는 것(20년)보다 낫다. 반대로 상대방이 자백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자백하는 것(석방)이 자백하지 않는 것(1년형)보다 낫다.
즉, 상대방이 어떤 선택을 하든 상관없이 자백을 하는 것이 언제나 유리하다는 것을 의미
한다. 문제는 <용의자2>도 똑같은 논리에 의거하여 선택한다는 데 있다. 다시 말해, <용
의자2>도 상대방의 선택에 상관없이 언제나 자백을 선택하게 된다. 결국 두 용의자 모두
자백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두 사람은 둘 다 자백하지 않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최적의 결
과보다 나쁜 결과를 얻게 된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합리적인 선택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딜레마이다. 이처럼 죄수
의 딜레마는 협력하면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득을 극대화하는 합
리적인 선택을 하다 보면 결국 상호 배반을 하게 된다는, 즉 최적의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된다는 매우 흔하고도 흥미로운 상황을 단순하게 모형화한 것이다(Axelrod/이경식, 2009;
Davis/홍영의, 1995). 이러한 죄수의 딜레마는 광고경쟁, 병원의 고가 의료기기 구입, 물
부족 상황에서 시민들의 물 절약, 기업의 환경오염, 제휴기업 간의 기회주의적 행동, 국가
간의 군비경쟁 등 다양한 맥락에 적용될 수 있다(김영세, 2007; Axelrod/이경식, 2009;
Davis/홍영의, 1995; Arce, 2010).
두 경기자가 1회의 게임만을 한다면 둘 다 자신에게 유리한 배반을 선택할 것이고, 결
국 서로 협력했을 때보다 나쁜 결과를 얻을 것이다. 그렇지만 게임이 1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반복될 때는 상황이 달라진다. 반복적 죄수의 딜레마(iterated prisoner’s
dilemma)에서는 게임을 반복하면서 보복하거나 회유할 기회를 가지며, 서로가 신뢰와 협
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모두가 승자가 될 수도 있다(Axelrod/이경식, 2009; Davis/홍영의,
1995).
죄수의 딜레마 상황은 의사결정자가 상대방을 신뢰하고 협력하는지 아니면 상대방을 이
용하려고 배신하는지를 관찰하고 분석하는 데 적합하다. 본 연구는 반복적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실시하여 게임 참가자들이 어떠한 전략을 선택하는지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신뢰
및 협력관계의 구축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협력관계가 이루어진다면 어떤 방법으로 가능
한지 분석하고자 한다.

Ⅲ

.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비무장게임이라는 이름으로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진행하였는데, 비무장
게임(Lewicki et al., 2003)을 우리말로 옮기고 또 강의실 상황에서 게임을 효율적으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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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하였다. 참가 팀들의 의사결정 결과(협력 또는 배신)와 그에 따
른 이득과 손실을 분석하였으며, 또한 게임 진행과정에 대한 연구자의 관찰과 게임 참가자
들의 성찰보고서를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 참가한 표본과 비무장게임의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1. 표본

본 연구는 협상전략 강의에서 비무장게임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협상전략은 경영학 전공 3-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1학기에 개설되는 과목인데, 이
론수업을 통해 협상이론에 대한 전반적인 학습을 하며 더 나아가 협상실습 그리고 실습결
과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협상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비무장게임은
여러 개의 협상실습 중의 하나로 매년 진행되었으며, 본 연구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
년 동안 이루어진 게임의 결과를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3년 동안 총 164명이 게임에 참
가하였으며(2013년 48명, 2014년 61명, 2015년 57명), 총 40개 팀으로 편성되어 20쌍의 팀
간에 게임이 진행되었다.
2. 비무장게임의 절차

비무장게임은 4-5명 단위로 팀을 편성하여 팀과 팀 단위로 게임이 진행되었는데, 두 팀
뿐만 아니라 세계은행도 제3자로서 게임에 참여하여 평화기금을 관리하였다. 각 팀은 어떠
한 의사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돈을 벌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는데, 게임의 기본 목적은
가능한 한 많은 돈을 버는 것이다. 비무장게임과 관련하여 기금, 팀원의 역할, 무기, 진행
절차와 이득/손실(payoff)의 정산방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비무장게임의 안내서는 부
록에 첨부되어 있다.
(1) 기금

각 팀은 50만원의 기금을 갖고 시작하는데, 게임의 결과에 따라서 그 돈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 상대 팀으로부터 돈을 받는 경우와 세계은행으로부터 돈을 받는
경우 팀의 기금이 늘어나게 되는 반면, 상대 팀 또는 세계은행에 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
팀의 기금은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각 팀은 팀의 수익을 극대화하여 기금을 늘리는 방향
으로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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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팀원의 역할

각 팀은 4-5명의 팀원으로 구성되었는데, 팀원들로 하여금 협상자, 팀 대변인과 기록원
등의 역할을 각각 분담하게 하였다. 협상자는 상대 팀과 무기의 무장 또는 비무장과 관련
된 협의를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팀 대변인은 팀의 의사결정 사항과 게임결과를 게임진행
자인 교수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기록원은 팀의 의사결정 사항과 그 결
과 팀이 얻게 되는 이득 및 손실(payoff)에 대한 기록을 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각 팀은
게임을 시작하면서 팀원들이 맡는 역할을 지정하지만, 이 역할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상황
에 따라 유연하게 바꿀 수 있도록 하였다. 예컨대, 게임을 진행하면서 라운드마다 상대 팀
과의 협상에 참여하는 협상자를 바꿀 수 있다.
(3) 무기

각 팀은 20개의 무기가 모두 무장된 상태에서 게임을 시작하는데, 팀의 전략결정에 따
라서 그리고 상대 팀과의 협상내용에 따라서 이들 무기를 계속 무장한 상태로 두거나 아
니면 일부 또는 전부를 무장해제할 수 있다. 즉, 팀은 0개부터 20개까지 무장 여부를 결정
한다. 무장상태가 0개라는 것은 20개의 무기를 모두 무장해제(비무장)하는 것을 의미하고,
20개라는 것은 모든 무기를 무장상태로 그대로 두는 것을 의미한다. 팀은 전략적 판단에
따라서 무장상태를 19개, 15개, 10개, 또는 3개 등등 0개에서 20개까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비무장게임은 여러 회(round)에 걸쳐 반복적으로 진행되는데, 새로운 라운드가 시작
될 때는 무기가 20개 모두 무장된 상태로 다시 시작된다.
(4) 게임의 진행절차

게임진행자(담당교수)가 게임의 진행방법과 이득/손실의 정산방법 등에 대해 20분 정도
설명을 하였고, 참가자들이 질문을 하는 경우 질의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줌으로써
참가자들이 게임에 대해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게임진행에 대한 설명이 모두
끝나면 팀별로 팀전략을 수립하는 시간을 5-10분 정도 가진 다음 2라운드의 연습라운드를
실시하였는데, 연습라운드는 본게임에서의 상대 팀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
의 팀과 시험적으로 진행하였다. 이처럼 별도의 팀과 진행하는 것은 연습라운드에서의 의
사결정과 상호작용이 본게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연습라운드
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참가자들이 추가 질문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해 자세한 답을 해주었다.
본게임은 팀간 협상을 하기 전에 무기의 무장 및 비무장에 대한 의사결정(초기 결정)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며, 각 팀에서 의사결정이 끝나면 상대 팀과의 협상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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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협상과 의사소통을 통해 각 팀은 자기 팀의 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상대방의 의중
을 파악하고, 또 상대방을 설득하는 기회를 가졌다. 협상이 끝나면 협상자들은 각각 자기
팀으로 되돌아와서 팀원들에게 협상의 내용과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무기의 무장 및 비무
장, 그리고 공격 여부에 대해 최종결정을 내렸다. 협상결과와 팀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서
초기 의사결정 사항을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고, 때로는 변경할 수도 있도록 허용되었다.
즉, 각 팀의 의사결정은 초기 의사결정이나 상대 팀과의 협상내용에 구속되지 않으며, 자
신들의 이득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하였다. 양 팀이 최종
결정을 모두 끝내면, 그 결과를 게임진행자에게 제출하였고, 게임진행자는 각 팀의 결정사
항을 상대 팀에 각각 전달해주었다. 각 팀은 상대 팀의 의사결정 결과(무기의 무장/비무장
상태와 공격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득/손실을 정산하였다.
한 라운드의 게임이 끝나고 이득/손실의 정산이 이루어지면 위와 같은 절차를 계속 반
복하였고, 가능한 한 여러 라운드의 게임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1시간 30분 정도 게임을
진행하였는데, 각 팀으로 하여금 10 라운드 이상의 게임을 진행하도록 요구하였다.
(5) 이득과 손실(payoff)의 정산방법

무기의 무장 또는 비무장 그리고 공격여부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이 끝나고 상대 팀의
의사결정 결과를 통보받게 되면 각 팀은 이득과 손실에 대한 정산을 하였다. 이득과 손실
은 자기 팀과 상대 팀의 무장 상태와 공격여부에 따라 결정되는데, 다음의 세 가지 사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어느 한 팀 또는 양 팀이 공격을 하였는데 양 팀의 무장한 무기의
숫자가 서로 다른 경우 무장한 무기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팀이 상대 팀으로부터 무장된
무기의 차이에 비례하여 돈을 받게 된다. 따라서 무장한 무기가 상대 팀보다 작은 경우 그
만큼 상대 팀에게 돈을 지불해야 한다. 예를 들어 A팀은 20개의 무기를 무장하고 있고, B
팀은 모두 무장해제하여 0개의 무기를 무장하고 있는 경우, B팀은 A팀에게 14만원(무장무
기 수의 차이 20개*7,000원)을 지불해야 한다.
둘째, 어느 한 팀 또는 양 팀의 공격이 있었는데 양 팀의 무장한 무기의 숫자가 동일한
경우 양 팀 모두 세계은행에 5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예컨대, 양 팀 모두 무장한 무기를
20개씩 갖고 있는 경우 양 팀은 세계은행에 5만원을 내야 한다.
셋째, 양 팀 모두 공격을 하지 않은 경우 각 팀은 무장해제한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을
수록 더 많은 이득을 보게 된다. 이 경우에는 상대 팀의 무장 상태를 고려하지 않으며, 자
기 팀의 무장/비무장 상태만을 고려한다. 즉, 무장해제한 무기의 수에서 무장한 무기의 수
를 뺀 만큼 이득과 손실을 보게 되는데, 무장해제한 무기가 10개를 넘는 경우 이득을 보고
10개 미만인 경우 손실을 입게 된다. 이득의 경우 세계은행으로부터 돈을 받게 되고, 손실
의 경우에는 거꾸로 세계은행에 돈을 내야 한다. 예를 들어, 모두 무장해제하여 무장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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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수가 0개인 경우 10만원(20개*5,000원)을 세계은행으로부터 받고, 무장해제한 무기가
8개인 경우 2만원(-4개*5,000원)을 세계은행에 지불해야 한다.
[표 2]는 양 팀의 무장 또는 비무장 결정에 따른 이득과 손실을 보여주고 있다. 비무장
게임에서 각 팀은 무기를 0개에서 20개까지 무장할 수 있지만, 이 표에서는 무장과 비무장
으로 단순화해서 ‘무장’은 20개의 무기를 모두 무장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고, ‘비무장’은 20
개의 무기를 모두 무장해제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팀의 이득과 손실은 자기 팀이 어떤
결정을 했느냐뿐만 아니라 상대 팀이 어떤 결정을 했는지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양 팀의
무장/비무장 결정과 그에 따른 이득과 손실은 죄수의 딜레마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
다. 무장은 죄수의 딜레마에서 배신을 의미하고, 비무장은 협력을 의미한다. 상대 팀이 무
장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 팀은 무장해제하는 것(-14만원)보다 무장하는 것(-5만원)이 더
나은 결정이며, 상대 팀이 무장해제한다고 예상했을 때에도 우리 팀은 무장해제하는 것(10
만원)보다 무장하는 것(14만원)이 더 합리적인 결정이다. 따라서 상대 팀이 무장을 하든
무장해제를 하든 간에 우리 팀은 무장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상대 팀 역시 똑같은 논리로 동일한 결론을 내리게 되며, 결국 두 팀 모두 무장해서 5만원
씩 세계은행에 지불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두 팀이 상호 협력하여 무장해제를 한다면
두 팀 모두 세계은행으로부터 꽤 많은 돈(1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두 팀 모두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팀은 배신의 유혹에 빠져서 결과적으로 상호배신의 대가를 치
러야 하는 딜레마 상황에 처하게 된다.
[표 2] 무장/비무장 결정과 이득과 손실(payoff)

우리 팀

상대 팀
무장 (20개)
비무장 (0개)
무장 양 팀 모두 세계은행에 돈을 냄
무장된 무기 수의 차이만큼 상대 팀으
(20개) (-5만원, -5만원)
로부터 돈을 받음 (14만원, -14만원)
비무장 무장된 무기 수의 차이만큼 상대 팀에 양 팀 모두 세계은행으로부터 돈을 받
(0개) 게 돈을 지불함 (-14만원, 14만원) 음 (10만원, 10만원)

본 연구에서 사용한 비무장게임은 몇 가지 점에서 기본적인 형태의 죄수의 딜레마 게임
과 다르다. 첫째,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는 두 명의 죄수가 서로 다른 취조실에서 조사를
받기 때문에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반면, 비무장게임에서는 두 팀이 서로 의사소통
하고 협상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둘째, 전형적인 죄수의 딜레마 게임은 일회적인 것인 반면, 본 연구에서의 비무장게
임은 한 번의 의사결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라운드의 의사결정이 진행되는 반복
적인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다. 한 번의 의사결정으로 게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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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됨으로써 각 팀은 상대 팀에 대해 보복을 하거나 협력을 할 수 있고, 이런 과정에서
양 팀은 서로 신뢰를 구축할 수도 있고 불신관계가 지속되고 심화될 수도 있다. 셋째, 개
인과 개인 간에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죄수의 딜레마 게임과 달리 비무장게임은 양측에 여
러 명이 참여함으로써 팀 간에 게임이 진행되었다. 팀 단위로 게임이 진행됨으로써 팀 전
략을 수립하고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만장일치의 압력, 주장이 강한 사람의 지배적인 영
향력 등 집단역학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팀 단위의 의사결정은 팀 구성원들 간에
윤리적 이슈를 좀 더 진지하게 논의할 기회를 갖도록 할 수 있다.
(6) 성찰보고서 작성

비무장게임이 끝난 다음 수강생들로 하여금 게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고 학습한
것들을 성찰보고서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 과제는 일종의 후기를 작성하는 것
으로서 게임에서 경험한 것을 분석하고 성찰함으로써 태도 및 행동을 변화시키고 협상기
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게임의 결과뿐만 아니라 게임
참가자들의 성찰보고서를 활용하여 게임 참가자들의 전략적인 동기,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윤리적 딜레마, 그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심리적 기제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Ⅳ

. 연구결과

1. 게임 결과

본 연구는 협상전략 강의에서 협상실습의 하나로 진행되었던 비무장게임의 결과를 분석
하고 있다. 2013년부터 세 차례의 게임이 진행되었는데,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년
에는 12팀(6쌍),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14팀(7쌍)으로 팀이 구성되어 게임이 진행되었다.
각 팀들은 적게는 7 라운드, 많게는 18 라운드의 게임을 진행하였고, 평균적으로 10 라운
드 정도의 게임을 진행하였다. 일부 팀에서 동일한 시간에 상대적으로 적은 라운드의 게임
을 한 것은 양 팀 또는 어느 한 팀이 비협력적인 게임을 해서 상대방의 의중을 파악하고
자신들의 전략을 논의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 때문이고, 반면에 18 라운드와 같이 많은
라운드의 게임을 진행한 것은 양 팀이 일관되게 협력적인 게임을 함으로써 단순한 그리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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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비무장게임의 결과
구분

팀
라운드
12팀 7～10회
2013년 (6쌍)
(총 54회)
14팀 7～12회
2014년 (7쌍)
(총 71회)
14팀 10～18회
2015년 (7쌍)
(총 79회)
40팀
합계 (20쌍) (총7～18회
204회)

무장:무장
17건
(31.5%)
29건
(40.8%)
23건
(29.1%)
69건
(33.8%)

게임 결과(무장상태)
무장:비무장 비무장:비무장
18건
19건
(33.3%)
(35.2%)
16건
26건
(22.5%)
(36.6%)
12건
44건
(15.2%)
(55.7%)
46건
89건
(22.5%)
(43.6%)

공격 횟수
3～9회
(35회; 64.8%)
3～11회
(45회; 63.4%)
3～10회
(34회; 43.0%)
총 114회
(55.9%)

[표 3]은 참가 팀들이 세 가지 유형의 게임을 얼마나 했는지 그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세 가지 유형의 게임이란, 첫째 두 팀 모두 무기를 무장해서 세계은행에 각각 돈을 지불한
경우(무장:무장), 둘째 한 팀은 무장해제했는데 다른 팀은 무장한 상태로 상대 팀을 공격
한 경우(무장:비무장), 그리고 셋째 두 팀 모두 무장해제를 하고 서로 공격을 하지 않아서
세계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은 경우(비무장:비무장)를 말한다. 실제로는 무장된 무기의 숫자
가 19개, 10개, 5개 등 다양하지만, 공격여부를 기준으로 단순화해서 게임의 유형을 분류하
였다. 예컨대, 한 팀은 20개의 무기를 무장하고, 다른 팀은 19개의 무기를 무장하는 경우가
가끔 나타나는데, 이 경우 무장된 무기의 차이가 1개이므로 한 팀이 다른 팀에게 7,000원
을 지불하는 것으로 이득과 손실의 정산이 이루어지지만, 위의 표에서는 <무장:비무장>이
아니라 <무장:무장>으로 분류하였다. 팀이 이처럼 19개의 무기를 무장하는 이유는 양 팀
이 똑같이 20개의 무기를 무장하는 경우 두 팀 모두 세계은행에 5만원씩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한 꼼수 전략이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진정한 의미의 비무장으
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무장:무장>으로 간주하였다.3)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도의 경우 세 유형의 게임이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2014년도에는 <무장:무장>의 게임이 상대적으로 많고(40.8%) 2015년도에는 <비무
장:비무장>이 과반수(55.7%)를 차지하고 있다. 3년 동안의 합계를 보면, <무장:무장> 게임
이 33.8%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무장:비무장> 게임이 22.5%, 그리고 <비무
장:비무장> 게임이 43.6%로 나타나고 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게임 참가자 간에
의사소통을 허용하지 않는 죄수의 딜레마 게임과 달리 비무장게임에서는 두 팀 간에 협상
과 의사소통을 허용하여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협력적
3) 1개의 무기만 비무장하는 것은 똑같이 20개의 무기를 무장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줄이기 위한
얕은 술책이라 할 수 있는데, 때때로 이런 술책을 두 팀 모두 써서 무장된 무기의 수가 19:19로 똑 같은
경우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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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43.6%)보다는 비협력적 게임(56.4%)을 더 많이 하고 있다. 또한, 두 팀이 서로를 신
뢰하지 못하고 두 팀 모두 무장하는 경우도 33.8%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연
구자는 게임을 진행하면서 각 팀이 어떠한 주장을 하고 어떠한 결정을 하는지 직접 관찰
하였는데, 모든 참가자와 팀은 양 팀이 모두 무장해제를 했을 때 최선의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두 팀이 만나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팀이든 무장을 하게 되면 결
국 패자가 되기 때문에 모두가 승자(win-win)가 되기 위해서 서로가 믿고 무장해제해야만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였다. 그런데 많은 팀들이 실제로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자신들이 주
장한 것과 다른 의사결정을 한 것이다. 이처럼 자신들이 상대 팀을 설득할 때 사용한 논리
와 상반되는 의사결정을 한 것, 특히 상대 팀에게 무장해제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과 달리
실제로는 무장을 해서 상대 팀을 공격한 것은 신뢰를 깨는 행동이라 할 수 있으며, 윤리적
으로 문제가 있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많은 팀들이 이처럼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한 것일까? 많은 팀들이 비
협력적인 행동을 취한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상대 팀을 이용하고
자 하는 이기적 동기 때문이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대 팀이 무장해제한다면 자
기 팀은 무장해제하는 것(10만원의 이득)보다 무장하는 것(14만원의 이득)이 더 큰 이득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즉 협력의 이점보다 배신의 유혹이 더 크기 때문에 상대 팀으로 하여
금 무장해제하도록 설득을 해놓고서 자기 팀은 무장을 하는 것이다. 즉, 상대 팀은 무장해
제하고 자기 팀은 무장했을 때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주기 때문에 많은 팀들이 협력보다는
비협력을 선택한 것이다. 또한, 상대 팀을 이기고자 하는 동기가 동시에 작용했을 수 있다.
상호 협력하는 경우 양 팀 모두에게 이득이 될 수 있지만 상대 팀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
하기 때문에 상대 팀을 무장해제시키고 자기 팀은 무장하여 공격함으로써 상대 팀을 이기
려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다. 다음은 실습이 끝난 후에 실습에서 경험하고 학습한 것을
과제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 성찰보고서의 내용이다.
“이 게임에서 배운 것은 필승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이기고 싶은 심리가
최고의 길을 방해한다는 것이었다.”
“윈윈하는 전략이 양 팀 모두에게 좋기 때문에 무장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우리는 이익을 얻기 위해 약속을 어기고 첫 게임과 마지막 게임에 무장 공격을 했고,
상대 팀은 완전히 비무장했기 때문에 큰 이득을 얻었다. 좋지 않은 방법이었지만 상대
팀보다 더 많은 이득을 얻어야 했기 때문에 우리 팀으로서는 어쩔 수 없었다.”
둘째, 상대 팀이 자기 팀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방어하기 위한 행동이라 할 수 있다. 상
대 팀을 신뢰하고 무장해제했는데, 예상과 달리 상대 팀이 무장을 하여 공격하는 경우 최
악의 상황(14만원 손실)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한 방어 전략으로서 자기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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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무장을 하는 것이다. 즉, 상호 협력에 대한 포상보다 배신당했을 때의 손실이 더 크기
때문에 선뜻 무장해제를 하지 못하는 것이다. 신뢰란 “상대방에 대해 감시나 통제를 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자기에게 이로운 행동을 취할 것이라는 기대 하에 자기 자신을 취약한
상태(vulnerable)에 기꺼이 놓으려는 의향”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Mayer et al., 1995), 비
무장게임에서 이처럼 취약한 상태에 놓일 위험성을 피하기 위해 방어적 행동을 취한다는
것은 곧 상대 팀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첫 번째 협상과정에서 가타부타 말할 것도 없이 서로가 가장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100% 비무장을 선택하자고 제안했고 수월하게 승낙했다. 하지만 협상이 끝난 후 팀원들
과 마지막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고민에 빠졌다. 그것은 상대가 100% 무장할지도 모른
다는 ‘불안’이었다. 첫 라운드에서 우리는 모두 무장해제했는데, 상대는 20개 무기를 무
장하여서 노심했던 결과가 일어났다. 초반 라운드에 신뢰를 구축하고자 했던 우리 팀의
전략은 14만원의 손실을 입는 타격을 보게 되었다. 이후에도 그 ‘불안’이 계속해서 자리
잡았고 무장과 비무장의 엇갈림 속에 총이익이 거의 늘어나지 않는 라운드가 진행되었다.”
위의 두 가지 이유 중에서 첫 번째는 자기 팀이 스스로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상대 팀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 따르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
다. 어쨌든 이와 같이 양 팀이 비협력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결국 죄수의 딜레마에서 말하
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다시 말해, 상호 협력을 통해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팀 또는 양 팀 모두 배신함으로써 최적의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것이다.
각 팀이 얼마나 협력 또는 배신했는지가 각 팀의 이득과 얼마나 관련성을 갖는지 상관
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무장 공격을 실시한 횟수는 팀
의 이득과 부(-)의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자기 팀의 공격횟수, 상대방 팀의 공격
횟수, 그리고 두 팀의 총 공격횟수는 팀의 이득과 각각 -.640(p<.001), -.793(p<.001)과
-.760(p<.001)의 강한 부(-)의 상관관계를 보임으로써 배신을 많이 할수록 팀의 이득은 줄
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기적 동기가 되었든 방어적 이유가 되었든 상대방을 신뢰
하지 않고 협력하지 않는 경우 이득도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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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게임의 전개패턴(예시)

라운드
사례1
사례2
사례3
1
OO
OO
XO
2
OO
OO
XX
3
OO
OO
XX
4
OO
OO
XX
5
OO
OO
XO
6
OO
OO
XX
7
OO
OO
XX
8
OX
XX
XX
9
XX
XX
XX
10
XX
XX
XX
11
주: OX: 두 팀의 의사결정(O: 무장해제, X: 무장 공격)

사례4
OX
XX
OO
OO
OO
OO
XX
XX
XX
XX

사례5
XO
OX
OO
OO
OO
OO
OX
OX
XX
XX

사례6
XX
XX
XX
OX
XX
XX
XX

사례7
XX
XX
XX
XX
XX
XX
XX
XX
XX
XX
XX

2. 게임 전개양상

앞에서는 세 가지 방식의 게임이 각각 얼마나 나타나는지 전반적인 현황을 분석하였는
데, 여기서는 게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주요 패턴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
으로 게임 참가자들의 신뢰와 협력 행동에 대한 주요 특징 및 신뢰구축 또는 신뢰훼손의
메카니즘을 설명해보고자 한다.
(1) 게임의 막판 효과

첫째, 게임이 진행되는 단계에 따라서 게임의 패턴이 차이를 보였다. 게임 초반과 중반
에는 양 팀이 모두 무장해제하는 게임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난 반면, 게임 종반에는 양
팀이 모두 무장하는 비협력적 게임을 훨씬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초반 3라운드와 중반 라운드의 경우 <비무장:비무장> 게임이 60.0%와
57.1%로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마지막 3라운드에서는 <무장:무장>
게임이 63.3%로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참가팀들은 게임이 끝날 때쯤 되었을 때
이제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상대 팀을 이용할 의도로 비협력적으로 바뀌는 경향을 보였다.
더 이상 게임이 진행되지 않고 게임이 종료되는 상황이라면 신뢰관계는 중요하지 않고 대
신 이득을 최대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어느 한
팀이 먼저 무장 공격을 해서 <무장:비무장> 게임을 하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무장:무
장> 게임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았지만([표 4]의 사례1과 사례5), 양 팀이 공교롭게도 똑
같은 시점에 무장 공격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표 4]의 사례2와 사례4). 20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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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 중에서 13개 쌍이 종반에 협력적 게임에서 비협력적 게임으로 전환하였는데, 이 중 3개
쌍은 똑같은 시점에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무장을 하여 <무장:무장> 게임으로 전환하
였다. 여기서 협상결과에 대한 게임참가자들의 성찰보고서를 살펴보자.
“9라운드에서는 서로 믿음이 남아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 팀은 무기 20개를 비무장 상
태로 했으나 상대 팀은 20개를 무장한 상태로 선전포고를 하였다! 그래서 우리의 신뢰
는 바로 무너졌고 우리는 뒤통수를 맞았다고 생각했다. 사실 우리의 계획은 처음에는
신뢰를 보여주다가 나중에 뒤통수를 칠 계획이었는데, 우리 팀이 먼저 당한 것이었다!”
“우리 조의 전략은 선 평화협정, 후 뒤통수 전략이었다. 어느 선까지는 평화협정으로
서로 많은 돈을 벌고, 한 번은 뒤통수를 쳐서 우리가 이기자는 거였다. 9라운드까지 평
화협정이 지켜졌고, 10라운드에서 나는 팀원들에게 뒤통수를 치자고 제안했다. ‘지금 뒤
통수를 쳐서 이기면 그 이후로 양 팀이 모두 20개 무장하더라도 우리가 저쪽에 비해 손
해 보는 것은 없다. 지지 않는 게임을 하자.’ 결국 우리의 작전은 통했고 14만 원의 이
득을 챙겼다.”
구분
초반 3 라운드
중반 라운드
종반 3 라운드
합계

[표 5] 게임 단계별 게임패턴

무장:무장
12 (20.0%)
19 (22.6%)
38 (63.3%)
69 (33.8%)

무장:비무장
12 (20.0%)
17 (20.2%)
17 (28.3%)
46 (22.5%)

비무장:비무장
36 (60.0%)
48 (57.1%)
5 ( 8.3%)
89 (43.6%)

합계
60 (100.0%)
84 (100.0%)
60 (100.0%)
204 (100.0%)

(2) 배신의 악순환

둘째, 첫 라운드에 한 팀은 무장해제했는데 상대 팀은 무장하여 공격함으로써 신뢰가
깨지고 이로 인해 지속적으로 비협력적인 게임을 하는 경우이다([표 4]의 사례3). 20개의
쌍 중에서 6개의 쌍이 첫 라운드에서 <무장:비무장> 게임을 했는데, 공격을 당한 팀은
“이럴 수가～～”, “헐～～”, 또는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 등 배신감을 경험하면서
상대 팀에 대해 무장 공격으로 맞대응하는 전략을 취했다. 한편, 무장 공격을 한 팀은 일
반적으로 미안함 내지 죄책감 때문에 표정관리를 하였지만, 일부 팀들은 자신들의 작전이
성공한 것에 대해 “오, 예!!”, “아싸!” 등 숨김없이 환호하기도 했다.
“상대방과의 대결이 아닌 상생의 협상을 한다면 두 팀 모두 다른 팀들보다 상대적으
로 높은 이윤을 취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 의미로 첫 라운드에서 서로 공격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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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기로 합의를 보았다. 하지만 첫 라운드부터 상대방이 배신을 하는 바람에 우리 팀은
많은 타격을 입게 되었다. 그 다음부터는 생각이 복잡해지기 시작하였다. 한 번 배신을
당한 상태라 또 배신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다. 10라운드 중 처음
두 번을 공격하지 않으면서 신뢰관계를 구축하였고, 나머지 라운드에서는 우리가 배신
을 하게 되어 상대방보다 더 많은 이윤을 얻게 되었다. 결국에는 우리가 상대방을 더
많이 속이게 된 셈이 되었다.”
“꺼림칙한 마음이 없지 않았지만 믿어보자고 하고 비무장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는데,
상대방은 전부 무장을 택하였다. 우리 팀은 엄청난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 게임이긴 하
지만 배신감도 상당해서 무조건 다음에 복수하고야 말겠다는 전의를 불태웠다.”
“우리 팀의 경우 처음에 뒤통수를 맞은 이후로 상대 팀과의 신뢰가 사라져버려 불신
만이 남아 있게 되어 우리가 손해 보더라도 상대방에게 이익을 안겨줄 수 없다는 의견
들이 모아져 계속 서로 손해를 보는 쪽으로 협상을 하게 되었다.”
(3) 양보와 희생을 통한 신뢰회복

셋째, 양 팀 간에 비협력적인 게임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일부 팀들은 상호 배신의 비용
이 너무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불신관계를 종식하고 협력적 게임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
었다([표 4]의 사례5). 이 때 어떤 팀은 자신들의 배신에 대해 사과하고 자기 팀은 무조건
무장해제할 테니까 상대 팀에게 무장해제를 하든지 아니면 무장 공격을 하라고 제안하고,
자신들이 말한 대로 실행함으로써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이처럼 양보와 자
기희생을 바탕으로 한 전략은 신뢰를 회복하고 협력게임을 이끌어내는 데 효과적인 것으
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이들 팀들도 게임 종반에 이르렀을 때, 다시 비협력적 전략을 채택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는 상대방의 배신 행동을 차단할 수 있는 억지력이 없는 경우
협력관계가 언제든 깨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신뢰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
기 위해서는 동일시 기반의 신뢰만큼이나 억지력 기반의 신뢰가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lose-lose의 결과로 끝나고 싶지 않았기에 ‘평화적으로 나아가자’라는 상대 팀의 설득
을 수락했다. 한 번 더 배신을 한다면 신뢰를 완전히 잃을 것이고 협상은 불가능할 것
이란 판단 하에 긴급회의를 통해 우리 팀은 무장해제하고 상대 팀에게 무장공격을 할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다. 덕분에 3라운드부터는 양 팀이 무장해제하여 세계은행으로부
터 돈을 받게 되어 만족스런 협상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신뢰가 구축된 후에 아무
런 문제없이 양 팀이 계속 비무장을 하였다. (중략) 그런데 7라운드, 이게 뭐야? 당했다!
신뢰 구축을 이용하여 상대 팀이 무장공격을 한 것이다. 흔들림 없는 확고한 눈빛과 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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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이 가는 억양과 말투. 믿었건만 허무하게 돈을 잃었다.”
“상대 팀과 우리 팀은 처음에 비무장을 하기로 했는데 상대 팀이 무장을 20개 해서
왜 그랬냐고 하니까 못 믿어서 그랬다고 이번에는 자기들이 비무장할 테니 무장을 하라
고 해서 그렇게 했더니 약속을 지켰다. 그래서 약간 믿음이 생겨서 서로 비무장을 하다
가 마지막에 상대편이 배신을 해서 손해를 보게 되었다.”
(4) 상호 불신의 악순환

넷째, 첫 라운드부터 양 팀 모두 무장함으로써 신뢰가 깨지고 시종일관 비협력적 게임
을 하는 경우이다([표 4]의 사례7). 20개 쌍 중에서 2쌍이 이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
게 비협력적 게임을 하였다. 이 중 한 쌍은 11라운드의 게임을 했는데, 한 라운드도 빠짐
없이 무장 공격을 하였고 결국 11라운드 모두 비협력적 게임을 하였다.
“우리 팀원들은 상대 팀을 신뢰할 수 없다며 무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고, 신뢰를
잃을까봐 걱정은 됐지만 무장 20으로 갔다. 결과는? 저쪽 팀도 아주 깔끔하게 무장 20...
어이가 없었다. 물론 저쪽 팀에서 본 우리 팀도 마찬가지겠지. (중략) 믿을 사람 하나
없다. 씁쓸한 것은 나도 누군가에겐 그런 존재일 것이라는 점이다.”
“싸우지 말고 평화모드로 갈 것을 설득했지만 우리 팀은 상대 팀을 믿을 수 없다며
계속 공격적으로 나아갔고 결국 상대 팀도 공격적으로 나오면서 win-win 게임이 아니
라 lose-lose 게임으로 일관하였다.”
3. 윤리적 딜레마와 심리적 반응기제

협상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협상 상
황에서 흔히 윤리적 딜레마를 경험하게 된다. 윤리적 딜레마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의사결정 또는 행동이 윤리적 기준과 상충되는 상황을 가리키는데, 이러한 윤리적 딜레마
는 죄수의 딜레마 상황과 같이 상대방이 협력할지 배신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흔
히 발생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게임 참가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또는 보호하려면 상대방을 속이거나 약속을 어기는 행동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다. 여기서는 게임 참가자들이 윤리적 딜레마에 어떻게 대응하고 어떠한 심리적 반응을 보
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게임 진행과정에서의 관찰과 성찰보고서에 의하면 게임 참가자들은 윤리적 딜레마를 분
명하게 인식하고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 참가자들은 모두에게 이로운 결과를 얻
기 위해양 팀 모두 무장해제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협상과정에서 거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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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모든 팀들은 자신들이 무장해제할 것이라면서 상대 팀에게도 무장해제하도록 설득하
였다. 그렇지만 많은 팀들이 자신들이 한 약속을 깨고 무장공격을 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
이 게임 참가자들은 윤리적 기준을 지키는 것만큼이나 게임에서 이기는 것을 중시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게임 참가자들은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윤리적 가치를 버리는
행동들을 취했는데, 이에 대해 어떠한 심리적 반응들을 보였는지 성찰보고서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전형적으로 합리화와 투사 등의 방어기제를 많이 활용하였으며, 일부 참가자
들은 미안함을 느끼면서 상대 팀에 뭔가 보상을 하려는 행동을 보였다.
많은 게임 참가자들이 보인 가장 대표적인 심리적 반응은 자신들의 게임전략을 합리화
하는 것이었다. 게임 상황에서 이득을 극대화하고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속이고 이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합리화하는 것이다.
“비무장게임을 시작하기에 앞서 나는 단 한 팀도 완전한 win-win을 할 수는 없을 것
이라 확신했다. 나는 협상이란 것의 목적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되, 혹시 모를 자신
의 손실은 최소화하고자 양자가 조건을 제시하여 그 값을 조율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
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익을 얻기 위해 약속을 어기고 선전포고를 했고, 이득을 챙겼다. 좋지 않은
방법이었지만 상대팀보다 더 많은 이득을 얻어야 했기 때문에 우리 팀으로서는 어쩔 수
없었다.”
둘째, 자기 자신의 문제나 결점을 자기 외부의 탓으로 돌리는 투사(projection)도 대표적
인 심리적 반응 중의 하나였다. 게임 참가자들은 상대방과의 약속을 어기면서까지 무장공
격을 하는 것에 대해 이를 자기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기보다는 상대방이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상대방 탓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라운드에서 상대편에서 평화적으로 윈윈할 수 있는 제안을 해왔다. 하지만 말투
와 행동에서 불신의 기운이 물씬 풍겼다. 결국 양측 모두 배신을 했다. (중략) 나는 사
실 아직 세상을 살 만하고 착한 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번 게임을 통해
서 적지 않은 상처를 받았다. 상대 팀이 소통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했고 전혀 신뢰할
수 없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배신을 한 결과 우리는 배신을 당했다는 생각에 상대방을 속이는
것에 있어서 죄책감과 미안함이 많이 없어졌다.”
셋째, 다수의 게임 참가자들은 상대 팀에게 거짓 약속을 하고 배신을 한 것에 대해 미
안함과 죄책감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팀은 상대 팀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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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자기
팀은 무장해제를 할 테니까 상대 팀에게 무장공격을 하라고 제안”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러한 시도가 어느 정도 성공적
이었지만, 안타깝게도 그러한 협력이 오래 지속되지 않았으며 게임 종반에 이르렀을 때에
는 다시 상대 팀을 이용하려는 기회주의적 동기가 작동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팀은 상대 팀을 이겨야겠다는 생각을 전체의 이익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오류
를 범했던 것 같다. 오늘 상대 팀에게 많은 상처를 준 것 같아 미안하기도 하고, 상대
팀의 희생만큼의 우리의 이익을 크게 갖지 못한 우리의 전략에서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 처음 보고 처음 말해본 상대 팀이 내 머리를 부숴버리고 싶다고 할 정
도였으니까 말이다.”
“너무 웃기고 재미있었다. 하지만 너무너무 미안했다. (중략) 한 번 무너진 신뢰는 절
대 회복할 수 없다는 걸 이번 협상에서 뼈저리게 배웠다.”
“상대 팀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내긴 했지만, 솔직히 바람직한 협상은 아니었다. 상호간
에 신뢰관계가 필요한데 이를 깨뜨려 괜히 마음이 불편했다.”
한편, 상대 팀을 신뢰하고 완전히 무장해제를 하였다가 배신을 당한 팀들은 강한 배신
감을 느끼면서 분노와 복수심, 심지어 좌절감까지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게임
의 전개과정에서 협력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게임 상황에 감정이입이 이
루어진 참가자들일수록 이러한 부정적 감정들을 강하게 경험하고, 더 이상의 타협을 거부
하고 공격적인 전략을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게임부터 배신을 당했다. 가히 충격이었다. 첫 게임부터 배신을 당하니 마음의 상
처를 입었지만 앞으로의 게임이 더 충격적이었다. 협상자들이 만나 서로 win-win 게임
을 하도록 협상하였지만, 두 팀 모두 마음이 변하여 무장을 해버렸다. 처음부터 신뢰가
깨진 것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상대 팀을 믿었는데 진짜 해도 해도 너무했다. 계속 거짓말로 속이
고 배신하고, 우리 팀은 거의 멘탈붕괴 수준이었다. 한 조원은 그냥 돈 다 줘버리자고
거의 포기에 이르렀고, 나도 계속 돈을 잃다 보니깐 재미도 없어지고 흥미도 잃게 되는
것 같았다.”
“신뢰는 깨졌고 우리 조는 많은 돈을 잃었다. 하지만 모든 게임이 끝나고 나서 보니
상대 팀도 막상 많은 돈을 벌지 못했다. 결국은 둘 다 많은 이득을 얻지 못한 결과인
것이다. 배신에 배신을 거듭한 두뇌협상은 우리에겐 사람을 잃게 했다. 정말 감정이입이
되어 그런지 우리 조 사람들은 모두 다 분노를 했다. 상대 조가 수업이 끝나고 사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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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할 정도였다.”
또한, 게임 참가자들은 이 게임을 통해 한 번 깨진 신뢰는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
을 직접 경험하고 학습하는 기회가 되었다.
“단기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상대방과의 신뢰를 깨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직접 느낄 수 있었다.”
“신뢰를 구축하는 것은 정말 오래 걸리지만, 신뢰가 깨지는 것은 정말 단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신뢰가 한 번 깨지고 나면 다시 신뢰를 쌓기가 힘들다는 것을 몸으로 알 수 있었다.”
이 게임은 이처럼 신뢰가 깨졌을 때 신뢰를 재구축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몸으로 학
습하게 해주며, 신뢰의 중요성과 윤리적 의사결정의 필요성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Ⅴ

. 토 론

1. 주요 연구결과와 시사점

본 연구는 죄수의 딜레마 상황을 담은 비무장게임에서 게임 참가자들이 어떠한 의사결
정을 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의사결정의 동기가 무엇이고 게임 진행과정에서 어떠한 심리
적 반응을 보이는지 분석하고 있다.
첫째, 20쌍(40개 팀)의 총 204회 의사결정에 대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무장:무장> 게임
이 69건(33.8%), <무장:비무장> 게임이 46건(22.5%)이고, <비무장:비무장> 게임은 89건
(43.6%)으로 나타났다. 비협력적 게임(56.4%)이 상호 협력한 게임(43.6%)보다 더 많은데,
이는 전형적인 죄수의 딜레마 게임과 달리 두 팀 간에 협상과 의사소통이 허용된 상황에
서 나온 결과라는 점에서 더 충격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양 팀이 상호 협력하면 최상
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협상과정에서 상호 협력하자
고 상대방을 설득하고 또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팀들이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은 신
뢰경영 및 윤리적 의사결정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이처럼 신뢰를 저버리고 비협력
적인 행동을 취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는 상대 팀을 이용하고자 하
는 이기적 동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상대 팀이 자기 팀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방어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공동기술개발을 위해 두 기업이 전략적 제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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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은 경우 자기 기업의 지식과 기술은 공유하지 않고 상대 기업의 지식과 기술만을 빼내
려는 기회주의적 행동을 취할 수 있는데, 두 기업이 모두 기회주의적 행동을 취하면 죄수
의 딜레마와 같은 상황에 빠지게 되고 결국 이는 전략적 제휴가 실패하는 요인으로 작용
한다. 마찬가지로 조직 내의 사업부간, 부서간, 또는 팀원들 간에도 공동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대편의 노력에 무임승차하려는 행동이 나타날 수 있는데, 결
국 모두가 기회주의적 행동을 취함으로써 조직성과가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상호 협력을 이끌어내려면 상호 간의 신뢰구축이 요구되며, 이
를 위해 의사결정 주체들이 신의성실과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바람직
하지만 경제주체들은 기본적으로 이기적 동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자율의지에 전
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신뢰란 단순히 개인의 사회심리적 속성이라기보다는
지속적인 양자 관계, 집단 또는 공동체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사회구조적 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Lewis & Weigert, 1985; 김영조, 2009 참조). 따라서 개인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무장게임에서 참가자들은 상호 간에 설득과 구두 약속으로 신뢰구축을 하려고 노력했
는데, 이러한 접근방법은 상대 팀의 신의성실에 의존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상대
팀의 의사결정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기 어려웠다. 또한, 자기 팀은 무장해제하고 상대 팀
으로 하여금 무장공격을 하도록 제안하는 식의 신뢰구축 전략을 사용하기도 했는데, 이러
한 전략도 단기적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효과가 나타났지만 협력관계가 장기적으로 지
속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의 게임내용에 대해 분석한 결과에 의
하면, 어떠한 팀도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을 발견하고 활용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한편, 액설로드는 경제학, 심리학, 사회학, 정치학, 수학 등 여러 분야의 게임이론
전문가들에게 ‘컴퓨터 죄수의 딜레마 대회(Computer Prisoner’s Dilemma Tournament)’에
프로그램을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제출된 열네 개의 프로그램들 간에 상호 게임을 진행한
결과 맞대응 전략(‘눈에는 눈, 이에는 이’; tit for tat)이 우승을 차지했다(Axelrod/이경식,
2009). 팃포탯(tit for tat) 전략은 죄수의 딜레마와 같은 상황에서 신뢰를 구축하고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좀 더 자
세히 다루고자 한다.
둘째, 비협력적 게임을 하는 참가자들은 상대방이 협조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에 기
초하여 의사결정을 하는데, 게임 초반 3라운드까지 <비무장:비무장> 게임이 60%를 차지
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게임 참가자들은 예상보다 협조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상
대방이 협조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가정이 오히려 상대방을 비협조적이게 만들고
비협력적 게임을 더욱 양산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협력관계의 구축을 통해 최상
의 결과를 얻으려면 상대방의 협조 가능성에 대해 낙관적인 인식을 하는 것이 요구되며,
자기 이익을 위해 지나치게 경쟁적이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즉, 신뢰를 구축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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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상대방의 신뢰성을 의심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을 신뢰하려는 노력이 요구되며, 이러한
선의가 호혜성의 규범을 통해 상대방의 신뢰를 이끌어내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하겠다.
셋째, 게임 초반에는 협력적 게임을 많이 하고 종반에는 비협력적 게임을 상대적으로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동일한 게임 참가자라도 게임의 진행단계와 상황에 따
라서 상반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관계를
예상하는 상황에서는 좀 더 협력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반면, 일회적이고 단기적인 관계로
인식하는 경우 훨씬 더 비협력적인 결정을 많이 하였다. 따라서 일회적인 거래관계의 경우
단순히 구두로 약속을 하는 것보다는 약속 위반시의 벌칙조항을 명문화하는 등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상대방의 행동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쌍방 간의 관계는 단기적일
지 모르지만 이들 모두 제3의 당사자들과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
기 때문에 평판을 활용하는 것도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평판은
협력을 증진하는 데 효과적이며, 법적 제재 등의 고비용의 통제도구를 대신해 주는 수단이
된다(Arend, 2009; Stump & Heide, 1996). 경제주체라면 누구나 평판이 나빠지는 것을 원
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평판은 약속위반을 억지하고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효과적으
로 활용될 수 있다. 이는 결국 자기 자신의 평판을 잘 관리하고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본 연구에서 실시한 비무장게임은 한 번 신뢰가 깨지면 신뢰회복이 어렵다는 것
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배신으로 되돌아왔을 때 게임 참가자들
은 배신감을 경험하면서 보복하고자 하는 강한 동기를 품게 되고, 결국 비협력적 게임을
지속하게 만들었다. 즉, 신뢰를 깨고 상대방을 이용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이기적 동기를
충족시켜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신뢰관계가 붕괴되고 지속적인 손실을 가져오는 요
인이 된다. 따라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려면 교환이론에서 강조하는 호혜성의 규범
(norm of reciprocity)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상
대방으로부터 은혜를 원한다면 먼저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배
신은 어김없이 배신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은 윤리적 딜레마
및 윤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교육을 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고 할
수 있다. 연구자의 강의에서는 실습활동이 끝나면 그 결과를 정리해서 공유하고, 이러한
결과가 갖는 시사점을 설명하고 토론하는 디브리핑(debriefing) 시간을 항상 갖고 있는데,
이는 윤리적 의사결정의 필요성에 대한 이론교육보다도 훨씬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게임 참가자들은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윤리적 딜레마를 경험하고, 이에 대
해 합리화, 투사와 죄책감 등의 심리적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합리화와
투사 등의 방어기제가 작동되는 경우 잘못된 태도나 행동이 바뀌지 않고 기존 방식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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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답습하는 고착(fixation) 문제가 나타나는 반면에, 상대방에게 미안함과 죄책감을 느
끼고 반성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하고자 하고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
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봤을 때, 윤리의식을 고양하고 신뢰
관계를 구축하려면 무엇보다도 진지한 자아성찰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비무장게임은 객관적인 자아성찰의 기회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신
뢰경영과 윤리경영을 교육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비무장게임은 자신이
어떠한 의사결정을 내렸는지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음으로써, 상대방 및 다른 팀들의 의사
결정과 서로 비교함으로써, 그리고 자신의 의사결정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직접
확인함으로써 객관적인 자아성찰을 가능하게 해주며, 이는 자신의 행동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준다. 또한,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서 어떻게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 소개함으로써 향후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을 학습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4)
2.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서의 성공적인 전략

액설로드(R. Axelrod)는 이기주의자들로 가득 찬 세상에서 도대체 어떻게 협력 행동이
나타날까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죄수의 딜레마 컴퓨터대회를 개최했다. 그는 게임이론
전문가들에게 반복적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전략을 프로그램으
로 만들어서 출품해 달라고 초청하였다. 여기서 프로그램이란 매 게임마다 협력할 것인지
아니면 비협력할 것인지를 의사결정하는 규칙을 말한다. 경제학, 심리학, 사회학, 정치학,
수학 등 여러 분야의 게임이론 전문가들이 프로그램을 출품하였고, 제출된 열네 개의 프로
그램들 간에 상호 게임을 진행한 결과 ‘눈에는 눈, 이에는 이(tit for tat)’라는 가장 단순한
전략이 우승을 차지했다(Axelrod/이경식, 2009).
팃포탯이란 첫 게임에서 협력으로 시작하고, 다음 게임부터는 상대가 이전 게임에서 취
한 전략을 그대로 따라하는 맞대응 전략을 가리킨다. 즉, 상대방이 이전 게임에서 협력하
면 자신도 협력으로 응수하고, 상대방이 배신하면 자신도 배신으로 응수하는 것이다. 팃포
탯은 총 62개 프로그램이 참가한 2차 대회에서도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기록하였고, 미래
세대 모의실험 대회(1,000세대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게임으로 비효과적인 규칙들은 다음
세대에서 제외되고 충분히 잘하는 규칙들은 이후 세대에서도 계속 살아남는 방식으로 진
행된 게임)에서도 1등을 차지하였다. 이는 팃포탯이 가장 성공적인 전략임을 보여주는 결
4) 여기서 협력이 모든 상황에서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예컨대, 범죄
용의자가 범법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는 것은 사회정의를 훼손할 수 있으며, 두 기업이 가격
이나 생산량을 조정하는 등 담합하는 것은 경제질서를 해치고 소비자들의 후생을 떨어뜨릴 수 있다. 즉,
협력이 아니라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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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이다(Axelrod/이경식, 2009).
팃포탯 전략의 성공요인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팃포탯 전략의 첫 번째 그
리고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은 결코 먼저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상대방이 협력적
인 한 먼저 배신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다. 둘째, 상대방의 배반
에 대해서는 맞대응하여 보복함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배반하는 행동을 억제한다. 셋
째, 상대방이 배반행동을 자제하고 협력행동으로 전환하는 경우 과거 행동에 대해 무조건
용서하고 상호협력관계를 재구축한다. 넷째, 상대방에게 자신의 전략을 명확하게 알림으로
써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패턴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Axelrod/이경식, 2009).
특히 주목할 점은 결코 먼저 배신하지 않는 것이 성공적인 전략과 그렇지 못한 전략을
구분해주는 유일한 특징이라는 점이다. 1차 대회에서 상위 8개의 규칙은 먼저 배신하지 않
는 신사적인 전략이었고, 나머지 비신사적인 전략들은 모두 낮은 점수를 얻었다. 따라서
결코 먼저 배신하지 않는 신사적인 전략이 너무 잔꾀를 부리면서 상대방을 이용하려는 전
략보다 훨씬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도킨스(R. Dawkins)는 이러한 결과에 기초하여 
이기적 유전자(The Selfish Gene)에서 “마음씨 좋은 놈이 일등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
다(Dawkins/홍영남 이상임, 2010). 즉, 배신하지 않고 서로 협력하는 것이 상생을 가능케
하고 장기적으로 모두 승자가 되게 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신뢰경영의 중요성을 시사해준다.
3.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실시하고, 게임의 결과와 참가자들의 성찰보고서를 바
탕으로 어떠한 전략이 성공적인지, 그리고 이러한 결과가 신뢰경영 및 윤리경영에 어떠한
시사점을 가질 수 있는지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가 신뢰경영에 던져주는 시사점이 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점을 갖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통제된 실험조건에서 수집된 자료가 아니라 강의시간에 이루어진 실습
결과에 기초하고 있어서 외생변수들의 영향을 충분히 통제하지 못했다. 한 강의실에서 여
러 쌍의 팀들이 게임을 진행했기 때문에 다른 쌍에서의 토론과 협상, 협력과 배신, 웃음소
리와 탄식소리 등의 상황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는데, 다른 쌍에서의 협상결과와 강의실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각 팀의 의사결정에 암암리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
구에서는 독립적인 공간을 활용하여 통제된 상황에서 게임을 진행하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는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서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는지 현황을 파악하는
데 그치고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한 실험조작을 통해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
하는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향후 연구에서는 협력 또는 배신의 가능성을 높이는 조건
을 확인하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상호 협력했을 때
받는 보상의 크기를 다르게 조작한다거나 상호 배신했을 때 받는 불이익의 크기를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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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했을 때 협력 또는 배신 결정에 어떠한 차이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인과적 분석이 요
구된다. 또한, 상대 팀의 의사결정 행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상대방에 대한 신뢰의
수준을 다르게 실험조작하여 신뢰의 효과를 검증하는 것도 유의미한 연구가 될 것이다. 더
나아가 Ferrin et al.(2008)의 연구에서처럼 게임 시작 이전, 중간과 종료 이후에 상대방에
대한 신뢰의 정도를 각각 측정함으로써 게임이 진행하는 단계에 따라서 그리고 상대방의
의사결정 결과에 따라서 신뢰 수준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종단적으로 분석하는 것도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팀을 편성하고 팀 간에 게임을 실시하고 있는데, 향후 연구에서는 개인
간에 게임도 진행하여 팀 간과 개인 간의 관계에서의 협력 행동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
지 비교분석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기존 연구결과에 의하면 개인 간의 관계에서보다
는 집단 간의 관계에서 더 경쟁적인 것, 즉 덜 협력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Ferrin et al.,
2008; Wildschut et al., 2003), 개인 간의 관계와 집단 간의 관계에 대한 체계적인 비교분
석이 이루어진다면 집단역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본 연구는 게임 결과를 분석함에 있어서 게임 참가자들의 개인차나 집단차를 전
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 팀의 인적 구성뿐만 아니라 게임 참가자들의 갈등
대처 유형이나 협상 유협을 측정하여 이러한 개인차나 집단차가 협력과 배신 결정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면 더욱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다섯째, 반복적 죄수의 딜레마 게임은 통상적으로 게임의 종료시점이 알려지지 않은 상
황에서 이루어지는데, 본 연구에서 실시한 비무장 게임에서는 의사결정 양식이 10라운드까
지 기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부록 참조) 또 강의가 끝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게임 참가자들은 종료시점을 예상하고 게임에 임하였다. 물론 가능한 여러 라운드의 게임
을 진행하도록 독려하였고 2장 이상의 양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대부분의 게임 참
가자들은 강의 종료시간을 게임의 종료시점으로 간주하였다. 이는 게임 종반에 비협력적
의사결정을 좀 더 많이 유발하는 요인이 되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좀 더 충분한 시
간을 가지고 게임을 진행하는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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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perate or Defect?: Prisoner’s Dilemma and Trust-building
Young-Joe Kim

This study conducted iterated prisoner’s dilemma games and analyzed the
participants’ choices of cooperation or defection and their consequential outcomes.
The result showed that the total cases of unilateral or mutual defection (56.4%)
outnumbered those of mutual cooperation (43.6%). The reason of defection may be
attributed to either the egoistic motive to exploit other party or the purpose to
defend themselves against the other party’s exploitive strategy. Second, one party
also reciprocated if the other party defected, and thereafter, in most of these cases,
trust could hardly be restored. Third, the number of defections committed were
significantly and negatively correlated to the bottom line. Fourth, the number of
defections increased noticeably when approaching the last stage of games. Fifth, the
participants experienced the ethical dilemma when they made decisions of defecting,
and they used psychological defensive mechanisms such as rationalization, projection,
and sense of guilty as a coping strategy to this dilemma. The implications of these
results for the trust-building and business ethics were discussed.
Key words: prisoner’s dilemma, cooperation, defection, trust, ethical dilem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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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비무장 게임(Disarmament Game) 안내서
비무장 게임(Disarmament Game)

비무장게임(Disarmament Game)은 두 팀 간에 이루어지는데, 세계은행(World Bank)도
게임에 참여하여 평화기금을 관리하게 된다. 각 팀은 돈을 딸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는
데, 본 게임에 참여하는 팀들의 목적은 가능한 한 많은 돈을 버는 것이다.
<기 금 (Funds)>

1. 각 팀은 500,000원의 기금을 갖고 게임을 시작한다.
2. 각 팀은 50만원의 기금을 게임에 사용하게 되는데, 팀의 성과에 따라서 그 돈의 액수
가 늘어날 수도 있고 또는 줄어들 수도 있다.
3. 세계은행(World Bank)은 각 팀이 기탁한 평화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각 팀은 게임을
통해 세계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돈을 딸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세계은행에 돈을 내
야 한다.
4. 팀이 게임을 하면서 50만원의 기금을 모두 잃는 경우 세계은행으로부터 2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단, 이 기금까지 게임에서 잃게 되면 파산선고를 하고 게임을
종료한다.
<팀원의 역할>

게임이 시작되기 전에 팀 전략에 관하여 토의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시간을 10분 정도
갖는다. 팀원들은 다음의 전문 역할(special jobs)들을 수행해야 한다.
1. 협상자(negotiators)
2. 팀 대표(team representative)
3. 기록원(recorder)
<무 기 (Weapons)>

각 팀은 20개 무기가 모두 무장된 상태에서 게임을 시작한다. 게임이 시작되면 협상 전
에 또는 상대 팀과의 협상에 따라 무장된 무기와 비무장 무기의 수를 결정한다. 예를 들
면, ‘무장된 무기 20개 / 비무장 무기 0개’, ‘무장된 무기 10개 / 비무장 무기 10개’, 또는
‘무장된 무기 0개 / 비무장 무기 20개’ 등 20개의 무기에 대해 무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비무장을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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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차 (Procedure)>

1. 주어진 시간 내에 가능한 한 여러 회(round)의 게임을 실시하도록 한다. 이득과 손실
의 정산(payments)은 매 라운드가 끝날 때마다 이루어진다.
2. 그 라운드의 게임이 끝나면, 다음 라운드는 다시 20개의 무기가 모두 무장한 상태로
시작한다.
3. 매 라운드에 게임이 시작되면 각 팀은 팀간 협상을 하기 전에 무기의 무장/비무장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무장/비무장에 대한 의사결정은 3분 이내에 끝낸다(단, 첫 번째
라운드의 경우 5분 이내).
4. 무기의 무장/비무장에 대한 결정을 한 다음에 두 팀이 만나서 협상을 한다. 팀간의
의사소통과 협상을 통해 상대방의 의중을 파악하고, 자신들의 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또 상대방을 설득하는 기회를 갖는다. 협상시간은 3분 이내로 한다(단, 첫 번째 라운
드의 경우 5분 이내).
5. 협상이 끝나면 각 팀은 원래 진영(camp)으로 되돌아와서 무기의 무장/비무장 및 공
격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린다. 협상결과에 따라서 처음 내린 의사결정을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고, 전략을 바꿔서 의사결정을 변경할 수도 있다. 최종 의사결정은 3
분 이내에 끝내도록 한다(단, 첫 번째 라운드의 경우 5분 이내).
6. 무기의 무장/비무장에 대한 의사결정이 끝난 다음 상대 팀에게 ‘선전포고(공격)’를 할
것인지 아니면 ‘선전포고’ 없이 평화적으로 그 라운드를 끝낼 것인지를 결정한다.
7. 모든 의사결정이 끝나면 ‘선전포고(공격)’ 여부와 각 팀의 무장/비무장 상태를 상대방
에게 통보하고, 이득과 손실을 정산한다.
8. 한 라운드(round)의 게임이 끝나면, 3～7번의 과정을 반복한다. 가능하면 게임을 빨리
진행하여 여러 라운드의 게임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최소 10회).
<이득과 손실의 정산 (Payoff)>

최종 의사결정이 끝나면 그 라운드가 끝나게 된다. 이득과 손실의 정산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1. 어느 한 팀 또는 양 팀의 ‘선전포고(공격)’가 있었는데 양 팀의 무장한 무기의 숫자가
서로 다른 경우: 무장한 무기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팀이 이기게 되는데, 상대 팀보

다 무장한 무기를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은 돈을 따게 되고, 상대 팀보다 무
장한 무기를 적게 갖고 있으면 그만큼 손실이 발생한다. 이득 및 손실을 계산하는 식은
(우리 팀의 무장한 무기의 수 – 상대 팀의 무장한 무기의 수) × 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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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시>

∙우리 팀의 무장한 무기 20개, 상대 팀의 무장한 무기 8개: (20-8) ×7,000 = 84,000원 이득
∙우리 팀의 무장한 무기 19개, 상대 팀의 무장한 무기 15개: (19-15) ×7,000 = 28,000원 이득
∙우리 팀의 무장한 무기 0개, 상대 팀의 무장한 무기 20개: (0-20) ×7,000 = 140,000원 손실
2. 어느 한 팀 또는 양 팀의 ‘선전포고(공격)’가 있었는데 양 팀의 무장한 무기의 숫자가
동일한 경우: 양 팀은 각각 50,000원씩 세계은행에 지불한다.

<예시>
∙우리 팀과 상대 팀의 무장한 무기의 수가 모두 20개: 양 팀 모두 세계은행에 50,000원씩 지불
∙우리 팀과 상대 팀의 무장한 무기의 수가 모두 10개: 양 팀 모두 세계은행에 50,000원씩 지불

각 팀은 비무장
무기의 수에서 무장한 무기의 수를 뺀 숫자만큼 이득 또는 손실을 본다. 여기에서는
상대팀의 무장상태를 고려하지 않으며, 자신의 팀의 무장 또는 비무장 상태만을 고려한
다. 이득의 경우 세계은행으로부터 돈을 받게 되며, 손실의 경우에는 거꾸로 세계은
행에 돈을 지불해야 한다. ‘선전포고’가 없는 상황에서의 이득 또는 손실을 계산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3. 최종 의사결정 결과 양 팀이 모두 ‘선전포고(공격)’를 하지 않는 경우:

(비무장 무기의 숫자 - 무장한 무기의 숫자) × 5,000원

<예시>
∙비무장 무기가 13개이고 무장한 무기가 7개인 경우, 세계은행으로부터 30,000원 [(13-7)개×
5,000원]을 받음
∙비무장 무기가 8개이고 무장한 무기가 12개인 경우 세계은행에 20,000원[(8-12)개×5,000원]
을 지불
∙무장한 무기가 0개인 경우 세계은행으로부터 100,000원[(20-0)×5,000원]을 받음
<주의사항>

1. 상대 팀이 우리 팀의 전략과 의사결정 사항을 엿듣지 못하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2. 시간을 엄수하도록 한다.
3. 무기의 무장/비무장 상태, 선전포고(공격) 여부, 이득과 손실의 정산 등 게임의 진행
과정을 정확히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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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이냐 배신이냐?: 죄수의 딜레마와 신뢰구축
<게임 결과 기록표 (Record of Results)>

의사 <초기
결정>
결정 무장한
주요 협상
무기와
내용
회
비무장
(round) 무기의 수

상대팀
<최종
의사결정
결정>
무장한 선전포고
무기와 (O,여부X) 무장 공격
비무장
무기 여부
무기의 수

초기상태 20 : 0

20

정산

이득
손실 기금 비고
상대 세계 상대 세계 총액 (특기사항
팀 은행
은행 (잔고) 기록)
으로 으로 팀에
에
부터 부터 지불 지불
500,000

시범1
시범2
1
2
3
4
5
6
7
8
9
10
합계

무장무기
의 평균:

무장무기 공격
의 평균: 횟수:

최종
합계: 합계: 합계: 합계: 잔고:

□ 팀원 명단:
□ 상대팀의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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