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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 진술 데이터의 베이지안적 해석

 김   상   준

한림 학교 법심리학과 박사과정

본 연구는 목격자 진술 데이터를 해석함에 있어서 베이지안적 접근방법은 실제 수사와 재판 

실상을 잘 해명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을 증명하는, 이 분야 일련의 연구논문들을 일

별하여 정리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 Wells & Lindsay(1980)는 이 접근방법을 취한 최초의 연구

이다. 정보획득모델을 새롭게 창안하여 라인업 참가자 오지목이나 지목 불능과 같은 지목 

실패 역시 용의자 범인 확률을 낮추는 진단성이 있는 정황임을 베이지안 공식으로 증명하고 

있다. Wells & Turtle(1986)은 같은 정보획득모델 맥락과 분석방법론을 취하여 단일 용의자 모

델과 비교할 때 총 용의자 모델에 내재한 오지목 오류의 개연성이 더 높기 때문에 단일 용

의자 모델을 활용해야 함을 강조했다. Wells & Olson(2002)은 목격자 진술 심리학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시스템 변인들 중에서 순차 라인업 vs. 동시 라인업의 비 효과 및 라인업 참가

자 선정 방식 효과를 정보획득모델로 일목요연하게 해명하였다. Clark & Wells(2008) 연구는 

하나의 범인을 목격한 둘 이상의 목격자가 라인업에서 한 지목반응의 효과를 진단성 지표를 

가지고 분석을 시도했다. 이 연구의 시사점을 참고하여 복수의 유무죄 증거를 종합하여 최

종적인 사후적 유죄확률을 산출해내는 함수식 관계를 검토한다. Wells, Yang, & Smalarz(2015) 

연구는 지금까지 베이지안 접근 방식을 통한 정보획득모델을 토 로 확인된 바처럼 사전확

률(기저율)은 매우 중요한 시스템 변인임을 강조하면서 기저율 효과 등가성(BREE) 곡선을 새

롭게 고안하여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라인업과 같은 시스템 변인으로 인한 오판을 방지하

기 위하여 라인업 회부에 법적 전제요건으로 “합리적 의혹”이라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

는 제언을 하였다.

한국심리학회지 법



1989년 이래 미국에서 DNA 검사를 통하여 

오판으로 판명된 중범죄 사례들 322건 중 

72%에 해당하는 235건이 목격증인의 오인지

목 때문으로 밝혀졌다(Innocence Project, 2015). 

한국의 오판연구에 준하는 김상준(2013) 연구

에 의하자면 1995년부터 2012년까지 사이에 1

심 유죄, 2심 무죄로 유무죄가 반전된 강력범

죄 사건들(95%가 무죄 확정되었다) 540건 중 

목격자의 오인지목이 문제로 된 사건은 112건

으로서 분석 상이 된 사건의 20.7%를 점하고 

있다. 이런 통계들은 목격자 지목진술이 오판

을 초래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함을 일깨워준다.

같은 문제인식 하에 미국에서는 1970년

 중반부터 목격증인기억에 관한 실험연구

(Loftus, 1979)가 시작되었다. 특히 라인업 과정

에서 목격증인의 범인식별능력에 관한 연구

(Wells, 1978)가 표적인 실험연구의 패러다임

을 형성했다. 이어진 1980년  들어오면서 여

러 실험조건 하에서 목격증인 지목의 불안정

성을 밝히고 그에 한 정책 안을 모색하는 

실험연구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런 목격자 심리학 실험연구들 가운데에서 

본 리뷰에서 주목을 하고자 하는 연구 분야는 

베이지안적 계량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실험연

구 데이터를 재분석한 연구들에 관한 것이다. 

이들 연구는 목격자 심리학 분야의 가인 

Wells 등 연구자들이 선도적으로 수행한 것이

다. 기존에 일반적으로 성행해 온 실험연구들

은 빈도주의자(frequentist)적 접근이라고 한다면 

베이지안적 접근은 분석의 전제가 상이한 것

이다(Well & Olson, 2002). 빈도주의적 접근은 

다른 조건과 비되는 어떤 한 조건을 조작하

여 데이터(목격자의 행동)를 예측하는 것으로 

실험디자인을 구성한다. 이 실험 패러다임은 

목격자 진술에 관한 시스템 변인과 범인의 포

함 여부를 독립변인(주어진 조건)으로 하여 목

격자의 지목 여부 및 그 내용에 관한 개연성

이 어떠할 것인지를 예측하는 것에 주안점이 

두어져 있다.

이에 하여 베이지안적 접근방식은 빈도주

의적 접근방식과 반 다. 데이터(주어진 행동)

가 관찰된 것을 조건으로 하여, 즉 목격자가 

지목을 하거나 하지 않았을 것을 조건으로 하

여, 그 지목과 관련된 사람을 범인으로 볼 확

률이 어떻게 되는가에 주안점이 주어져 있는 

것이다. 빈도주의적 실험연구에서는 라인업에 

범인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연구자가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실

제 수사와 재판 상황은 빈도주의적 접근방식

을 취하는 실험실과는 상황이 사뭇 다르다. 

현실의 수사에서는 실제 범인이 누구인지를 

탐색하다가 특정인을 용의자로 지목한다. 그 

다음에 그에 한 추가적 증거를 수집한 다음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 유죄증거가 집적되었다

고 확신할 때 재판에 회부한다. 재판은 범인

을 색출하는 과정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기소

한 피고인이 범인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다. 재

판과정에서는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증거들

이 순차 교차되어 제시되면서 유죄의 확률에 

변동을 초래하게 한다. 피고인이 유죄(범인)일 

개연성이 일정한 수준에 이른 상태에서(즉 유

죄의 사전확률 확정) 목격자가 증인으로 나왔

는데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진술을 하

거나 또는 범인이 아니라고 하는 진술을 하거

나 또는 가부간에 답을 못하겠다는 진술을 한

다면, 그 유죄 사전확률은 어떻게 변경될 수 

있을 것인가(유죄의 사후확률의 변경)가 핵심

적 판단과제다. 정리하자면 용의자가 특정된 

이후의 수사 및 재판 상황은 추가적인 목격자

의 행태가 확인된 것을 조건으로 하여 피의자, 



피고인 유죄의 사전확률이 사후적으로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보는 절차다. 이런 조건부 확

률의 문제는 바로 베이지안적 상황과 그 로 

들어맞는다(Wells, Yang, & Smalarz, 2015).

베이지안적 접근방식은 실제 수사와 재판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종래 

연구들이 간과해온 중요한 논점들을 명징하게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참고할 가

치가 높다. 이 접근방식은 형사재판에서 등장

하는 다른 유형의 증거들에 한 증거가치와 

판단의 질적 수준에 한 평가를 하는 데에도 

유용할 것으로 전망한다. 본 리뷰에서는 이러

한 시사점을 중시하면서 베이지안적 접근을 

시도한 연구들로 그 범위를 국한하여 지금까

지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여 일반적 설명을 시

도해 보고자 한다.

목격자 지목진술 데이터의

베이지안적 해석의 기초

베이지안 공식은 쟁점 명제의 참에 관한 사

전확률이 주어져 있을 때 쟁점 명제와 관련하

여 어떤 다른 사건이 발생하거나 어떤 새로운 

반응이 있을 경우 그 사전확률이 그런 사건 

또는 반응을 조건으로 한, 쟁점 명제의 참에 

관한 사후확률이 어떻게 되는가를 풀어내는 

산식이다. 이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쟁

점 명제가 참인 경우의 사전확률을 알아야 하

고, 쟁점 명제가 참인 경우 새로운 사건이나 

반응 역시 그 참을 긍정하는 확률(정답률) 및 

쟁점 명제가 참이 아닌 경우임에도 새로운 사

건이나 반응이 그 참을 긍정하는 확률(긍정오

류율, 1종 오류율)을 알아야 한다. 이 경우 사

후확률을 구하는 베이지안 공식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을 것이다.

p(명제=참|새로운 사건 또는 반응)=

p(새로운 사건 또는 반응|명제=참)p(명제=참) ÷

{p(새로운 사건 또는 반응|명제=참)p(명제=참)+

p(새로운 사건 또는 반응|명제 참)p(명제 참)}

재판국면을 가지고 베이지안 이론을 설명할 

수 있다. 즉 형사재판 증거조사의 어느 단계

에서 그 때까지 제시된 유죄증거를 가지고 피

고인의 유죄확률(사전확률)이 잠정적으로 확정

되어 있는데, 이 때 어떤 새로운 유죄증거가 

추가되었다고 할 때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새

로운 유죄확률(사후확률)이 얼마로 변경되는가

를 알고자 하는 것이 현안 과제다. 이 때 필

요로 하는 것은 새로운 유죄증거가 나오기 직

전 시점에서의 유죄확률, 실제로는 피고인이 

유죄인데 새로운 증거가 정확한 유죄증거인 

확률, 실제로는 피고인이 무죄임에도 새로운 

증거가 유죄로 오도하는 증거일 확률을 알아

야 한다. 이 경우 사후 유죄확률을 구하는 베

이지안 공식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을 것이

다.

p(유죄|새로운 유죄증거) =

p(새로운 유죄증거|유죄)p(유죄) ÷

{p(새로운 유죄증거|유죄)p(유죄)+

p(새로운 유죄증거|무죄)p(무죄)}

수사국면에서도 지금까지 수집된 증거에 기

초한 유죄확률이 목격자의 용의자 범인 지목 

증거가 추가될 경우 사후적인 유죄확률 역시 

위 공식과 같은 방식으로 도출될 것이다.

이런 수사국면에서의 새로운 증거가 목격자

가 라인업에서 용의자를 범인으로 지목한 증



거(즉 목격자 지목진술)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

이 풀어볼 수 있을 것이다. 목격자 지목진술

이 나오기 직전의 사전확률이 그 지목진술에 

의하여 어떻게 변하는가를 아는 것이 여기서

의 현안과제다. 이 경우 필요로 하는 파라미

터는 용의자의 사전 유죄확률, 실제로는 용의

자가 유죄인데 용의자를 범인으로 지목할 확

률, 실제로는 용의자가 무죄임에도 용의자를 

범인으로 잘못 지목할 확률을 알아야 한다.

일반적인 목격자 지목 실험연구에서, 목격

자 역할을 하는 실험참가자들은 통제된 사건

(예컨  모의 범죄 비디오)을 시청하고 나서 

무선적으로 어느 한 라인업 과정에 참여하여 

지목을 하도록 배정된다. 이 때 라인업은 필

러1)들 사이에 범인이 포함되어 있는 라인업 

조건(범인존재조건) 또는 범인이 무고한 사람

(무고한 용의자)으로 체되어 있는 라인업 조

건(범인부재조건)으로 조작된다. 목격자들에게

는 라인업 구성원 중 어떤 한 사람을 비디오

에서 본 범인으로 지목하거나 또는 아무도 지

목하지 않아도 되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러한 

실험 디자인의 당연한 귀결로 목격자의 지목

반응의 정확도는 실험자가 확인할 수 있다. 

즉 범인존재조건에서 용의자를 지목할 확률

(정확한 범인을 지목할 정답률)이나 범인부재

조건에서 용의자(실험자가 상정한 무고한 용

의자로서 단순히 필러와는 지위가 다름)를 범

인으로 잘못 지목할 확률(1종 오류율)은 실험 

1) filler. 목격자의 정확한 기억을 통하여 범인을 제

로 찾아내도록 하기 위하여 경찰이 모집한 라

인업 구성원들이다. 이들은 경찰이 범인으로 이

미 상정하고 있는 용의자와는 지위가 다르다. 

이러한 라인업 참가자는 foil 또는 distractor로도 

불린다. 이하 본 리뷰에서는 그냥 필러로 표기

한다.

결과를 통하여 자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다.

용의자가 범인일 사전확률(prior probability)을 

p(SC2))로, 용의자가 범인이 아닐 사전확률을 

p(SNC3))로 표시한다. 모의범죄 실험상황에서는 

용의자가 범인인지 여부는 이미 실험자들이 

알고 있는 것임은 바로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용의자가 범인인 조건에서 용의자를 지

목한 확률 p(IDS4)|SC) 및 용의자가 범인이 아

닌 조건에서 용의자를 지목할 확률 p(IDS|SNC) 

따위의 파라미터는 데이터를 통하여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증인이 용의자를 범인으로 지

목했을 때 그 지목을 통하여 용의자를 범인으

로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현안 문제는 증인

이 용의자를 지목한 조건에서 용의자가 범인

일 조건부 사후확률(posterior probability)을 알아

보는 것과 같은 것인데 이 조건부 사후확률은 

p(SC|IDS)로 표시할 수 있다. 이 사후확률을 

베이지안 공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이 된

다.

 




목격자가 용의자를 지목한 조건에서 용의자

가 범인이 아닐 조건부 확률은 p(SNC|IDS)로 

표시할 수 있다.

p(SNC|IDS)=1-p(SC|IDS)

한편 위에서 설명한 실험조건에서는 목격자

의 반응에는 용의자 범인 지목만이 있는 것은 

2) suspect of criminal 또는 culprit의 약칭

3) suspect of no criminal 또는 culprit의 약칭

4) identification of suspect의 약칭



아니고 필러를 범인으로 지목하거나 또는 아

무도 지목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 필러 지목

은 그 자체로써 잘못된 반응임은 명백하고 또

한 아무도 지목을 못하는 경우도 증거가치에 

어떤 의문을 갖게 한다. 그러나 이런 반응은 

비록 유죄증거 또는 정황으로는 사용치 못한

다 하더라도 용의자의 유죄와는 다른 방향, 

즉 무죄나 무고함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활

용할 증거가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

스럽게 취급할 필요도 있다. 목격자가 용의자

를 지목하지 못한 조건에서 용의자가 범인일 

확률은 p(SC|NID5))로 표시될 수 있다. 그리고 

목격자가 용의자 신 필러를 지목한 조건에

서 용의자가 범인일 확률은 p(SC|FillerID6))로 

표시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용의자가 범인일 

사후확률은 변할 수 있을 것인데 이를 베이지

안 공식으로 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목격자가 아무도 지목을 하지 못한 무지목

인 경우 용의자가 유죄일 사후확률은

∋

∋∋
∋

가 되고, 목격자가 필러를 지목한 경우 용의

5) no identification의 약칭. 범인을 지목하지 않는 

목격자의 반응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즉 라인업 구성원 중에는 범인이 확실히 없다는 

반응과 분간이 안 되어 잘 모르겠다는 반응이 

그것이다. 실험구성에 따라서는 이들 두 가지 

반응을 분리하고 있는 연구도 있지만, 이를 개

념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있는 연구도 있다. 두 

무지목 반응은 증거가치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

을 터인데 앞으로 이 부분 무지목 반응을 분리

하는 것이 실험 패러다임 설계에 있어서 타당하

다고 본다.

6) filler identification의 약칭

자가 유죄일 사후확률은

 




로 계산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반응을 조건

으로 한 유죄의 사후확률은 사전확률보다 작

아질 것이다.

목격자 지목관련 반응과

용의자 유무죄에 관한 사전확률과

사후확률 사이의 함수관계

실험연구에서는 범인존재조건과 범인부재조

건에 따라 목격자의 반응이 어떻게 나왔는지

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목격자의 반응 비율

은 확인되지만 오히려 문제는 사후확률을 계

산하기 위한 파라미터 중 하나인 사전확률(기

저율)이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사후확률

의 값이 동일한 목격자 반응이라 하더라도 달

라진다는 데 있다. 그러므로 실험 연구결과를 

통하여 확인될 수 있는 목격자의 반응 정도를 

상수로 놓고 사전확률의 값 변화에 따른 사후

확률의 변동추이를 함수식으로 표현하고 이를 

그래프로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그래

프를 Prior-by-Posterior Display(PPD)라고 부른다

(Wells, Yang, & Smalarz, 2015).

용의자가 범인일 사전확률을 독립변인 x로 

하고 그 값이 0에서부터 1에 이르기까지 변경

될 때 목격자의 어떤 반응이 발생한 조건 하

에서 사후확률의 값이 어떻게 산출되는 것인

가를 함수식 f(x)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이 



범인조건 용의자 지목 IDS 필러지목 FillerID 무지목 NID

범인존재조건(용의자=범인)

조건 a

정지목

46.1%

필러 오지목 Type I

21.2%

오기각

32.7%

범인부재조건(용의자 범인)

조건 b

오지목

13.4%

필러 오지목 Type 

34.5%

정기각

52.0%

주: 이 데이터는 94건의 목격자 지목 연구들에 한 Clark et al.(2008)의 메타연구가 출처임

함수는 다음의 수식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

다.

 
목격자반응∣목격자반응∣

목격자반응∣


목격자반응∣목격자반응∣

목격자반응∣

이 함수식에서 목격자가 범인일 사전확

률, 즉 p(SC)는 독립변인 x다.

그리고 목격자가 범인이 아닐 사전확률, 

즉 p(SNC)는 1-p(SNC)=1-x다.

용의자 범인 조건, 즉 라인업에서 범인

존재조건(조건 a)에서 목격자의 반응은 범인인 

용의자 정지목 IDS, 필러지목 FillerID, 범인 없

음 반응 또는 부지 반응과 같은 무지목 NID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처럼 조건 a에서 각각

의 반응이 발생할 확률, 즉 p(목격자 반응

=IDS, FillerID or NID|SC)를 a로 치환한다.

용의자 범인 아닌 조건, 즉 라인업에서 

범인부재조건(조건 b)에서 목격자의 반응은 무

고한 용의자 오지목 FID, 필러지목 FillerID, 범

인 없음 반응 또는 부지 반응과 같은 무지목 

NID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처럼 조건 b에서 

각각의 반응이 발생할 확률, 즉 p(목격자 반응

=FID, FillerID or NID|SNC)를 b로 치환한다.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이 된다. 실험연구결과에서 도출되는 목격

자 반응별 발생확률 a, b가 주어지면 이 함수

식을 활용하여 PPD를 만들 수 있다.

표 1의 백분율은 94건의 목격증인지목 연구

들로부터 집적된 데이터들로서, 목격증인지목 

패턴의 규칙성들을 검사한 Clark et al.(2008) 연

구에서 요약된 것이다. Wells, Yang, & Smalarz

의 연구(2015)에서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PPD

를 제시하고 있다.

이 데이터들을 생성한 실험들은 목격증인들

이 얼마나 좋은 목격조건들을 가지고 있었는

지, 필러들이 용의자와 얼마나 닮았는지, 라인

업 전 설명에서의 사용한 용어는 어떠했는지 

등등 여러 실험조건과 방식에서 진폭이 매우 

큰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집적된 

데이터들은 목격자 지목 데이터에서 일관성 

있게 출현하는 패턴들의 유형을 잘 포착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94건의 연구들 모두에서 

정확한 지목이 오지목보다 출현할 확률이 더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 94건의 연구들 모두에

서 범인 존재 라인업에서 평균적인 필러에 비



하여 실제 범인이 지목될 개연성이 더 높게 

나왔다. 94건의 연구들 중 82건에서 Type II 

필러 지목(용의자가 범인이 아닐 경우 필러 

지목)이 Type I 필러 지목(용의자가 범인일 

경우 필러 지목)에 비하여 더 높은 개연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94건의 연구들 중 85

건에서 정기각이 오기각보다 더 개연성이 높

았다.

표 1의 데이터를 가지고 목격자 반응별 사

후확률 함수에 입하면 다음과 같은 수식을 

얻을 수 있다.

사후확률 함수 일반 수식은

 






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용의자지목 반응 사후확률 함수는

 






이고, 필러지목 반응 사후확률 함수는

  






이다. 무지목 반응 사후확률 함수는

∋  






이다.

본 리뷰에서는 표 1의 데이터에서 도출된 

함수식을 가지고 Excel Spread Sheet를 활용하여 

실제 그래프를 작성했다. 이 사후확률 함수식

에서 사전확률이 독립변인이므로 0부터 1까지 

값을 0.01 단위로 입력하여 그에 응하는 사

후확률 값을 도출한다. 이어 사전확률을 가로

축에 사후확률 값을 세로축에 표시하여 PPD 

그래프를 작성한 것이 그림 1과 같다. 이 그

림에서 잘 확인할 수 있듯이 용의자 지목 반

응의 PPD는 0부터 1 사이의 모든 사전확률 

구간에서 identity line을 상회하고 있고 이는 

사후확률이 사전확률보다 높아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반면 필러지목과 무지목의 PPD는 

identity line을 하회하는데 이는 사후확률이 더 

낮아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필러지목과 무지

목의 사후확률은 사전확률의 변화에 응하여 

거의 유사하게 전개되어 나감도 알 수 있다.

그림 1에서 identity line은 사전확률과 사후확

률이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에 도출될 수 있는 

그래프다. 즉 이 선은 사전확률과 사후확률 사

이에 개재되는 목격자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후적 효과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

을 의미한다. 즉 이 선은 목격자의 반응에 아

무런 정보적 가치를 찾지 못하는 경우이다.



identity line 보다 상회하는 선은 목격자의 

반응이 사후확률을 (+)의 방향으로 높여주는 

경우에 도출되는 그래프다. 이 경우 목격자

의 반응은 정적인 정보력을 가지는 것이다. 

identity line 보다 하회하는 선은 목격자의 반

응이 사후확률을 ( )의 방향으로 낮추어주는 

경우에 도출되는 그래프다. 이 경우 목격자의 

반응 역시 일정한 정보력을 가지는 것은 분명

하나 그 방향성은 부적(負的)인 것이다.

그림 1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해명이 가능

하다.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는 유죄증거의 수

준이 유죄증거율 90%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전제하자. 이는 목격자 반응이 있고 난 최종

적 사후확률이 90%를 넘어야 유죄 판결을 할 

수 있음을 뜻한다. 그러므로 이런 전제 하에

서라면 유죄의 사전확률 73%인 상태에서 용

의자 지목반응이 있으면 사후확률이 90%를 

넘어서게 된다. 그리고 73% 이상의 사전확률

의 경우에도 사후확률은 90%를 넘어선다. 즉 

유죄 사전확률 73% 이상 수준에서 용의자 지

목반응이 추가되면 유죄판결을 할 수 있다. 

유죄 사전확률이 73%를 못 미치는 경우에는 

용의자 지목반응이 있다고 하더라도 유죄 사

후확률 90%에는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추

가적인 유죄증거가 필요하다. 그러나 용의자 

지목 반응이 아니라 용의자 지목실패 반응의 

경우에는 이미 확보된 유죄 사전확률을 잃게 

되므로 사후확률 90% 이상을 유지하기 위해

서는 사전확률은 이미 상당 정도 높아야 한다. 

그림 1을 통하여 보면 적어도 94% 이상의 사

전확률은 확보하고 있어야 지목실패 반응에도 

불구하고 90% 유죄 사후확률을 유지할 수 있

다. 즉 목격자의 반응이 유죄확률을 높이지 

못하는 필러지목이나 무지목일 경우라면 적어

도 다른 증거에 의하여 유죄 사전확률 94%는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계량적 증거 분

석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이 PPD 검증의 장점

이라고 하겠다.

목격자 반응의 정보력의 크기는 그림 1에서 

보다시피 결국 identity line과의 이격정도로 측

정될 수 있다. 주어진 사전확률 값에서의 이

격정도를 정보획득(Information Gain)이라고 칭

한다. 정보획득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방향성, 

즉 정, 부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절

값으로 표시한다.

정보획득 함수에서는 용의자가 범인일 사전

확률이 0에서부터 1에 이르기까지 변경되는 

것에 응하여 목격자의 어떤 행동이 발생한 

조건 하에서 용의자가 범인일 사후확률과 당

해 사전확률의 차이 절 값이다.

이 함수는 다음의 수식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각 사전확률이 주어질 경우 앞서 설

명한 사후확률 함수에 의하여 도출된 사후확

률 값에서 당해 사전확률 값의 차이를 구할 

수 있다.

  




 




즉 정보획득함수식은 사후확률 수식에서 사

전확률의 차감한 절 값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이다.

표 1의 데이터를 가지고 목격자 반응별 정

보획득 함수에 입하면 다음과 같은 수식을 

얻을 수 있다.

이 경우 용의자지목 반응 정보획득 함수는



 ∣


∣

이고, 필러지목 반응 정보획득 함수는

 ∣


∣

이다. 무지목 반응 정보획득 함수는

 ∣


∣

이다.

본 리뷰에서는 표 1의 데이터를 가지고 

Excel Spread Sheet를 활용하여 실제 그래프를 

작성했다. 이 함수식에서 사전확률이 독립변

인이므로 0부터 1까지 값을 0.01 단위로 입력

하여 그에 응하는 사후확률과 정보획득 값

을 도출한다. 이어 사전확률을 가로축에 정보

획득 값을 세로축에 표시하여 정보획득 그래

프를 작성해보면 그림 2가 도출된다.

이 그림에 의하자면 용의자 지목 반응의 정

보력은 필러지목이나 무지목과 비교하여 모든 

사전확률 구간에서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비하여 필러지목과 무지목의 정보력은 거의 

동등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용의자 지목의 

정보력은 사전확률 0.35에서 0.299로 가장 높

아진다. 즉 사전확률 0.35에서 목격자가 용의

자를 범인으로 지목을 하게 되면 용의자가 범

인일 확률은 0.649로 높아진다. 한편 필러지목

과 무지목의 정보력은 모두 사전확률 0.56에

서 0.121과 0.115로 최 치가 된다. 즉 유죄의 

사전확률 0.56인 경우 목격자가 필러를 지목

하게 되면 조건부 사후 유죄확률은 0.439로 

떨어지고, 지목을 못하게 되면 그 유죄확률은 

0.445로 떨어지게 된다.

베이지안적 입장에서 목격진술에 관한 문제

를 다룬 최초의 연구는 Wells & Lindsay(1980)

이다. 종전까지 수사와 재판 실무에서는 목격

자가 라인업에서 용의자를 지목한 경우에 한

정하여 그 증거가치를 부여했다. 목격자가 경

찰이 범인으로 상정한 용의자 신 엉뚱한 필

러를 지목하거나 또는 아예 아무도 지목을 못

한 경우에는 그 증거가치를 무시하는 것이 일

반적 경향이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필러 

오지목이나 지목 불능과 같은 지목 실패 역시 

용의자 범인 확률을 낮추는 진단성이 있는 정

황임을 베이지안 공식으로 증명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최초로 정보성 또는 정보획

득(informativeness or information gain)이라는 개

념을 도입했다. 이 개념은 라인업 시행 이전 

시점에서 용의자가 범인일 사전확률과 라인업 



시행 이후 용의자가 범인일 사후확률 차이의 

절 값을 의미한다는 점은 앞에서 설명한 바

와 같다.

목격자가 용의자를 지목을 한 조건에서 용

의자가 범인일 경우 획득되는 정보량은 다음

의 산식과 같다.

|p(SC) - p(SC|IDS)|          (1)

목격자가 용의자를 지목하지 못한 조건에서 

용의자가 범인일 경우 획득되는 정보량은 다

음의 산식과 같다.

|p(SC) - p(SC|NID)|          (2)

이 연구에서는 용의자가 범인인 조건에서 

용의자를 지목할 확률(범인인 용의자를 선택

할 확률)은 용의자가 범인이 아닌 조건에서 

용의자를 지목할 확률(무고한 용의자를 선택

할 확률)보다 낮지는 않음을 가정하고 있다. 

즉, p(IDS|SC) p(IDS|SNC)을 가정한다. 이 가

정은 뒤에서 볼 지목  무지목의 상 적 정

보성 크기를 판정하는 목에서 중요한 요소

이다. 구체적인 것은 후술한다.

지목의 사후확률이 사전확률보다 더 크다면 

그 지목은 정보성이 있다고 평가한다. 마찬가

지로 무지목의 사후확률이 사전확률 보다 더 

작다면 그 무지목도 정보성이 있는 것이다. 

이 연구 목적상 더 중요한 점은 지목의 사후

확률이 사전확률 보다 더 큰 경우에는 언제나 

무지목의 사후확률은 사전확률 보다 더 작아

야 한다는 것이 수리적으로 당연하다는 점이

다. 즉 방정식 (1) >0 이라면 방정식 (2) >0이

다. 따라서 지목에 정보성이 있음에도 무지목

에 정보성 없는 일은 아예 없는 것이다. 이는 

p(IDS) + p(NID) =1이고, 사전확률은 사후확률

들의 가중평균이기 때문이다.

p(SC) = p(SC|IDS)p(IDS) + p(SC| NID)p(NID)

(3)

따라서 용의자 지목이 범인일 사후확률을 

증가시킨다면, 무지목은 용의자가 범인일 확

률은 반드시 감소하게 된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지목의 정보성은 무

지목의 정보성과 반드시 연계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나, 지목의 정보성과 무지목의 정보성

에 관한 상 적 크기에 관하여는 알 수 없다. 

이 질문에 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용의자 

지목이 이루어졌을 경우 용의자가 범인일 사

후확률을 알아야 한다. 이 사후확률은 다음과 

같은 전형적인 베이지안 공식으로 산정할 수 

있다.

    


     (4)

마찬가지로 무지목의 경우 용의자가 범인일 

사후확률은 다음 수식과 같다.

   ∋


∋     (5)

무지목의 경우 용의자가 범인일 (사후)확률

을 따진다는 것은 직관적으로 그 개념이 잘 



와 닿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목에서 바로 

사전확률 목격자의 반응 사후확률이라고 하

는 시계열적 역동성을 이해한다면 무지목의 

경우에도 유죄의 사후확률의 변화를 바로 감

지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용의자가 범인일 사

전확률은 목격자의 반응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건의 발생에 의하여 영향을 받아 사후확률

로 변경 갱신되는데, 목격자가 경찰이 상정한 

용의자를 지목한다면 이것은 유죄정황이 추가

되는 일이어서 필경 사후확률은 증가하는 방

향으로 변경될 것이다. 만일 목격자가 경찰이 

상정한 로 움직여주지 않는 경우, 전형적인 

예로는 목격자가 범인지목이 어렵다고 아무도 

지목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리면, 이는 유

죄정황에 손상을 초래하는 정황, 즉 무죄정황

이 추가되는 것에 다름 아니어서 결국에는 기

존에 쌓아두었던 유죄사전확률의 일부를 잃게 

되는 결과 그 사후확률은 감소하는 방향으로 

변경될 것이다. 이 목에서 무지목의 사후확

률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후확률을 파악해 내기 위해서는 

베이지안 공식에서 명백하듯이 사전확률을 반

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때로는, 그리

고 아마도 거의 부분은 이런 사전확률을 객

관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운 일일 것이다. 실

험연구의 상황이라면 실험조작을 통하여 사전

확률을 미리 설정해둘 수 있을 터이지만(예컨

 범인존재조건의 라인업과 부재조건의 라인

업 각각의 빈도를 설정하는 방식 등으로), 실

제 수사 상황에서는 이런 사전확률을 객관적

으로 파악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어찌

되었건 목격자가 용의자를 범인으로 지목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목격자의 무지목 

반응이 있을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 때 지목 

반응은 유죄확률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이

고, 무지목 반응은 무죄확률에 영향을 미칠 

것인데, 사전확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이 

양자의 효과크기를 비해 볼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은 없을 것인가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용의자가 범인일 사전확률을 알 수 없는 경

우에도 상반되는 반응 각각의 잠재적 정보성

을 용의하게 알아보는 방법이 있다. 그것이 

바로 우도비(likelihood ratio)라고 불리는 진단성

(diagnosticity) 척도다. 이 때 유의할 것은 진단

성을 파악할 때는 목격자 반응이 유죄정황인 

경우와 무죄정황인 경우를 나누어 보아야 한

다는 점이다. 용의자 지목의 진단성은 오지목

에 비한 올바른 지목의 유죄 진단성을 뜻한

다. 무지목의 진단성은 오기각에 비한 올바

른 정기각의 무죄 진단성을 뜻한다. 용의자 

지목의 유죄 진단성은 용의자가 범인인 조건

(범인존재조건)에서의 지목확률(정지목 확률)을 

용의자가 범인이 아닌 조건(범인부재조건)에서

의 지목 확률(오지목 확률)로 나눈 값이다. 그

리고 무지목의 무죄 진단성은 용의자가 범인

이 아닌 조건(범인부재조건)에서의 무지목 확

률(정기각 확률)을 용의자가 범인인 조건(범인

존재조건)에서의 무지목확률(오기각 확률)로 

나눈 값이다. 이런 각 진단성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용의자 지목 진단성= 


    (6)

용의자 무지목 진단성= 


 (7)7)

7) Wells & Linsay(1980)은 이 진단성을 분자, 분모를 

뒤집어 거꾸로 ∋
∋

로 표시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이다. 이 부분 출발이 잘못된 것 때문



목격자의 행동은 반드시 지목 또는 무지목 

중 어느 하나의 형태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즉 범인이 용의자인 조건에서 지목을 하지 않

을 확률은 1에서 지목을 한 확률을 뺀 수치라

는 말이다. 마찬가지로 범인이 용의자가 아닌 

조건에서 지목을 하지 않을 확률은 역시 1에

서 지목을 한 확률을 뺀 수치이다. Wells & 

Linsay(1980)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고 그치고 

있으나 한 가지 유의할 사항이 있다. 우리는 

목격자의 반응 중 필러 지목 상황을 아울러 

염두에 두어야 한다. 범인존재조건 라인업에

서의 필러 지목 반응은 무지목으로 취급해야 

하고, 범인부재조건 라인업에서의 필러 지목 

반응은 오지목으로 취급해야 한다. 이 점을 

유의하면서 수식 (7)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수식이 도출된다. 




여러 실험 연구결과 정지목 확률은 오지목 

확률보다 일관성 있게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목격자의 지목 능력에 관한 여러 우려

에도 불구하고 범인이 존재할 조건에서 목격

자가 용의자를 지목하는 확률이 범인이 부재

한 조건에서 오지목 확률보다는 더 크다는 것

은 경험칙을 통하여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p(IDS|SC) p(IDS|SNC) 가정을 전제로 

한다면 수식 (6)은 1보다 같거나 크다. 그리고 

수식 (7) 역시 1보다 같거나 커야 한다.8) 문제

는 두 수식이 모두 1 이상이기 때문에 어느 

에 다음 설명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8) 수식 (8)이 1 이상이라는 점은 아래와 같이 증명

할 수 있다.

반응이 더 진단성이 큰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척도, 즉 지목  무지목의 상 적 진단성은 

다음 수식으로 산출하게 된다.

 


÷∋
∋

      (8)

수식 (8)의 값이 1보다 크면, 지목의 진단성

이 무지목의 진단성보다 더 크다고 평가한다.

이상의 설명을 다음과 같은 교차표를 통하

여 다시 간단히 정리해 본다.

지목 무지목 합계

범인

존재조건

a

(정지목 확률)

c9)

(오기각 확률)
1

범인

부재조건

b10)

(오지목 확률)

d

(정기각 확률)
1

진단성 a/b d/c

지목  무지목의 상 적 진단성은

÷  로 표시할 수 있다. c=1-a이

고 d=1-b이다. 이에 지목  무지목의 진단성

은  로 표시된다. a b라

는 가정이 전제로 될 때 지목  무지목 진단

성은 다음과 같이 산출될 수 있다.

a+b<1이면 지목  무지목 진단성

  

a+b>1이면 지목  무지목 진단성

  ≥
≤

≤




≥

9) 필러 지목 포함

10) 필러 지목 포함



범인조건 용의자 지목 IDS 필러지목 FillerID 지목못함 NID

범인존재조건(용의자=범인)

a

정지목

84%

필러 오지목 Type I

12%

오기각

4%

범인부재조건(용의자 범인)

b

오지목

60%

필러 오지목 Type II

16%

정기각

24%

주: 이 데이터는 Loftus(1978) 연구로부터 얻어진 것임

  

a+b=1이면 지목  무지목 진단성

  

하지만 a b라는 가정이 전제로 되지 않는 

반 의 경우라면 위 관계는 반 로 설정된다.

이 관계를 예를 들어 보자

지목 무지목 합계

범인존재조건 .6 .4 1

범인부재조건 .3 .7 1

진단성 2.0 1.75

a+b=.9인 경우 지목  무지목 진단성은 

1.14이다.

지목 무지목 합계

범인존재조건 .6 .4 1

범인부재조건 .5 .5 1

진단성 1.1 1.25

a+b=1.1인 경우 지목  무지목 진단성은 

0.96이다.

지목 무지목 합계

범인존재조건 .6 .4 1

범인부재조건 .4 .6 1

진단성 1.5 1.5

a+b=1인 경우 지목  무지목 진단성은 1

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지목을 하는 빈도가 낮은 상태에서

는 지목의 상 적 진단성이 높은 반면, 지목

을 하는 빈도가 높은 상태에서는 무지목의 상

적 진단성이 높게 나온다는 것이다. 지목의 

빈도와 무지목의 빈도가 동일하면 양자의 진

단성에는 차이가 없다.

달리 말하자면 무죄정황 또는 유죄정황과 

관련된 목격자의 어떤 반응의 가치는 사전발

생확률과 부적 상관관계에 있거나 또는 사전 

가설을 수정할 필요성은 사전 가설과 불일치

하는 데이터들이 발생하는 것과 정적 상관관

계에 있다는 것이다. 정보성은 새로운 데이터

의 출현으로 인한 사전확률 개정의 정확한 크

기를 표시해 주는 점에서 잠재적 개정 가능성

만을 표시하는 진단성과는 다르다. 하지만 진

단성은 원래 파악하기 어려운, 용의자가 범인

일 사전확률을 모르더라도 지목  무지목의 

상 적 정보성을 가장 잘 추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표 2에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지목  무지

목의 상 적 진단성은 다음과 같이 산출 된다.

지목 무지목 합계

범인존재조건 .84 .16 1

범인부재조건 .76 .24 1

진단성 1.1 1.5



이는 지목확률이 1보다 큰 경우(.84+.76= 

1.6)인데 지목  무지목의 진단성은 .74로서 

무지목의 진단성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이 연구가 나올 시점인 1980년에는 방정식 

(1) (2)를 적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시한 실

험연구로는 Loftus(1976) 연구가 유일했다고 한

다. Loftus(1976) 연구에서는, (a) 범인이 라인업

에 포함된 경우, 84% 목격자가 그를 지목했

고, 16%가 지목에 실패(4%는 지목을 아예 못

했고, 12%는 엉뚱한 필러를 지목)했고, (b) 범

인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60%가 무고한 용의

자를 지목했고, 40%가 지목에 실패(24%는 지

목을 아예 못했고, 16%는 엉뚱한 필러를 지

목) 못했다. 위 (a) (b)의 각 반응에 한 확률 

교차표는 표 2와 같다. 이들 확률 a, b인 경우 

일반적인 사후확률 함수 및 정보획득 함수를 

아래와 같이 표시할 수 있음은 앞에서 본 바

와 같다.

일반적인 사후확률 함수는

 


  이고,

일반적인 정보획득 함수는

  


   이다.

표 2의 데이터를 가지고 목격자 반응별 정

보획득 함수에 입하면 다음과 같은 수식을 

얻을 수 있다.

이 경우 용의자지목 반응 정보획득 함수는

 ∣


∣

이고, 필러지목 반응 정보획득 함수는

 ∣


∣

이다. 무지목 반응 정보획득 함수는

∋ ∣


∣

이다.

본 리뷰에서는 표 2의 데이터를 가지고Excel 

Spread Sheet를 활용하여 실제 그래프를 작성했

다. 이 함수식에서 사전확률이 독립변인이므

로 0부터 1까지 값을 0.01 단위로 입력하여 그

에 응하는 사후확률과 정보획득 값을 도출

한다. 이어 사전확률을 가로축에 정보획득 값

을 세로축에 표시하여 정보획득 그래프를 작

성해보면 그림 3이 도출된다.

이 그래프에 의하면 무지목 커브의 영역이 

용의자지목이나 필러지목 커브 영역보다 큰 

것을 알 수 있다. Loftus 연구에 참여한 목격자

들의 무지목 반응은 용의자지목이나 필러지목 

반응보다 정보성이 더 크다. 필러지목은 그 

자체로써 즉석에서 실수임이 확인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한도에서는 무지목보다는 

정보성에서 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점은 이

해가 간다. 하지만 용의자지목의 정보성이 무

지목에 비하여 현저히 떨어지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용의자지목 반응의 경우 사전확률 

0.46 지점에서 정보획득 최 치가 0.08이고, 필

러지목 반응의 경우 사전확률 0.54 지점에서 



최 치가 0.07에 불과하다. 무지목 반응의 경

우 사전확률 0.71 지점에서 최 치가 0.42에 

달한다. 이 경우 사후확률은 0.29로 급격히 줄

어든다. 즉 Loftus 데이터에 의할 때, 사전 유

죄확률이 71%로서 어느 정도 유죄판정에 근

접했지만, 목격자가 범인지목에 하여 아무

런 답을 내 놓지 못하게 되면 이것은 치명적 

결과를 초래하여 사후 유죄확률이 29%로 줄

어들어버린다는 것이고 이것은 다른 유력한 

유죄증거가 새롭게 나타나지 않는 한 용의자

의 유죄판정은 결정적으로 불가능하게 될 것

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특히 용의자지목의 정보성이 현저히 약한

데, 이는 정지목  오지목=.84:.60으로서 용

의자지목의 유죄증거와 관련된 우도, 즉 진단

성이 1.4에 그치고 있는 것에서 기인한다. 그

에 반하여 무지목의 정보성, 즉 무지목이 있

을 경우 무죄로 볼 수 있는 우도는 정기각 

 오기각=.24:.04으로서 무지목의 무죄증거

와 관련된 우도, 즉 무죄 진단성이 무려 6.0

에 달하는 것에서 기인한다. Clark et al.(2008) 

데이터에서 용의자 지목의 유죄 진단성이 

3.44(461/134)이고 무지목의 무죄 진단성이 

1.59(520/327)로서 이런 진단성 하에서 용의자 

지목의 정보성이 높은 것과 비되는 결과라

고 할 것이다.

이런 연구결과는 우리의 통상의 직관적 관

념에 따른 증거취급과는 크게 상반되는 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목격자가 라인업에서 용

의자를 범인으로 지목하게 되면 그 유죄증거

의 증거가치를 높게 여긴다. 하지만 목격자가 

범인지목을 잘 하지 못하는 등 자신 없는 태

도를 보이는 경우 그것은 범행 목격 당시 흥

분된 상태에서 정확한 기억을 해 두지 못했다

든가 또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이 희박해

졌을 것이라는 전제에서 그런 목격자의 태도

는 사건 증거와는 무관하거나 무가치한 증거

로 취급하기 일쑤다. 하지만 이런 지목실패의 

정황은 용의자가 범인일 확률에 큰 영향을 미

치는 증거가 될 수 있고, 그것도 용의자 범인 

지목 진술보다도 더 큰 영향을 미쳐 기존의 

유죄확률을 현격하게 떨어뜨리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즉 이런 지목실패의 증거는 피고인

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무죄를 뒷받침하

는 증거이기 때문에 객관의무가 있는 검사로

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이런 증거 역시 가감 

없이 증거로 개시하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특히 수사기관에서는 확증편향에 빠져 지목

실패의 목격자가 있다는 정황을 무시하는 경

향이 있을 것이다. 이 점 역시 크게 경계해야 

할 목이 아닐 수 없다.

무지목이 용의자가 범인일 사후확률의 정보

획득이 더 높다는 것은 지목과 무지목의 상

적 빈도에 따라 지목과 무지목의 진단성에 차



라인업 조건
라인업 구성원, %

1 2 3 4* 5 6 N/A

타깃 존재 2.1 4.2 2.1 60.4 4.2 8.3 18.8

타깃 부존재 4.2 10.4 6.3 31.3 6.3 12.5 29.2

주. 두 조건 모두 n = 48. N/A = “none-of-the-above” 반응. Wells (1984)로부터 인용.

* 이 라인업 구성원은 타깃(타깃 존재 조건) 또는 체된 자(타깃 부존재 조건). 나머지 구성원, 즉 필러

들은 두 라인업 조건에서 모두 동일인

이가 있는 것, 즉 상 적으로 지목의 빈도가 

높게 나타난다면 지목의 진단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결과다. 이 초기 연

구는 목격자가 지목에 실패하여 아무도 지목

하지 못하거나 엉뚱한 라인업 참가자를 지목

하는 실수를 범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가

볍게 여길 수는 없다고 하는 점을 새롭게 인

식하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한 연구라고 하겠

다.

Wells & Turtle(1986) 연구

이 연구에서는 우선 넓은 의미의 오지목을 

세분하여 무고한 용의자를 지목하는 경우만을 

오지목(false identification)으로 본다. 이 유형의 

오지목이야말로 무고한 사람에 한 오판으로 

연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필러를 범인으로 지

목하는 것은 그 자체로 바로 실수임이 드러나

는 것이다. 그 참가자를 기소하여 유죄로 오

판하는 일은 발생치 않을 것이 명백하다. 그

러므로 이런 유형의 잘못된 지목은 필러지목

(filler or foil identification)으로 따로 취급한다.

일반적인 실험연구에서는 단일 용의자 모델

(single-suspect model)을 활용하는데 이는 부분

의 수사관행이 그럴 것이라는 통념에 따른 것

이었다. 그러나 미국 중서부 22개 경찰서의 

수사실무를 조사한 한 연구에서 반드시 그런 

수사관행이 지배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결과를 

얻었다. 이 조사에 따르자면 경찰에서 이루어

지는 라인업에서 범인임이 아님이 명백한(따

라서 용의자가 아닌) 필러를 쓰는 것이 아니

라 용의선상에 오른 모든 사람들, 즉 복수의 

용의자들만으로 라인업을 구성하는 관행이 있

음이 발견되었다. 즉 경찰은 일단 용의선상에 

오른 의심되는 사람들을 라인업에 회부한 다

음 그 중에서 목격자로 하여금 범인을 고르게 

하는 것이다. 이런 라인업을 총 용의자 모델

(all suspect model)로 명명하였다. 이 모델은 범

인이 복수인 경우를 상정하는 것은 아니다. 

즉 범인이 단독범임은 분명하나 여러 명이 용

의선상에 올라 라인업에 이들 용의자를 한꺼

번에 올린 경우를 가리킨다.

표 3은 원래 단일 용의자 모델에 관한 실험

연구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총 용의자 모델

과의 설명을 위하여 표 3의 결과를 가지고 표 

4로 변환을 하였다. 즉 표 3이 단일 용의자 

모델에 관한 것이라고 본다면 4번 구성원이 

단일 용의자 타깃에 해당한다. 나머지 필러 

지목 비율을 합한 것이 표 4의 필러 지목 비

율에 해당한다.

표 4는 다섯 항목(정지목, 오지목, 필러 지



라인업 조건
용의자 지목 알려진 오류 지목거부 반응

정지목 오지목 필러 지목 정기각 오기각

타깃 존재

총 용의자 모델 60.4 20.9 - - 18.8

단일 용의자 모델 60.4 - 20.9 - 18.8

타깃 부재

총 용의자 모델 - 71.0 - 29.2 -

단일 용의자 모델 - 31.3 39.7 29.2 -

주. 행 별 합계는 100%. -는 결과 없음을 의미

목, 정기각, 오기각)으로 데이터를 분류할 것

을 예정하고 있지만, 단일 용의자 모델의 경

우 용의자의 유무죄가 의문시되고 있는 상황

에서는 오로지 세 가지 목격자의 반응, 즉 용

의자 지목, 필러지목 또는 무지목이 구분가능

하다. 실제 상황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총 용

의자 모델에서는 목격자의 용의자 지목과 무

지목 두 반응만이 구분 가능할 뿐이다.

이 연구에서도 Wells and Lindsay(1980) 연구

에서 설명한 정보획득과 우도(진단성)라는 도

구 개념을 활용하여 두 모델의 특징을 해명하

고 있다.

용의자 지목의 진단성은 용의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조건(즉 타깃 부존재 조건, TA) 

비 용의자가 포함된 조건(즉 타깃 존재 조건, 

TP)의 지목 비율 즉, p(IDS|SC) ÷ p(IDS|SNC) 

또는 p(IDS|TP) ÷ p(IDS|TA)가 된다.11) 표 4 

11) 실제 목격자에게 제시하는 라인업에는 두 가지 

모델이 존재하는데, 라인업에 범인의 존부에 따

데이터를 활용하여 총 용의자 조건에서 용의

자 지목의 진단성(우도)을 계산해 보면(60.4 + 

20.9) ÷ 71,0 = 1.15가 산출되고, 단일 용의자 

조건에서 진단성을 산출해 보면 60.4 ÷ 31.3 

= 1.93이 된다. 이들 우도는 라인업에서 타깃

이 있는 경우 총 용의자 모델의 진단성은 단

일 용의자 모델에 비하여 떨어짐을 시사한다. 

진단성 1.93은 목격자가 무고한 용의자를 지

목하는 것과 비교하여 범인인 용의자를 지목

할 개연성이 두 배 가까이 높다는 것을 의미

한다. 총 용의자 모델은 조금 설명이 복잡하

다.

목격자가 필러를 지목하는 명백한 오류

를 범하는 일은 무죄정황의 하나다. 용의자

가 진범이 아닐 경우 필러를 지목하는 진단

성은 p(FillerID|SNC) ÷ p(FillerID|SC) 또는 

p(FillerID|TA) ÷ p(FillerID|TP) 산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표 4에서 단일 용의자 모델의 필러 

지목 진단성은 39.7 ÷ 20.9 = 1.90이다. 총 용

의자 모델의 경우에는 그 진단성은 0이다. 개

라서 범인 존재 조건(Target Present)과 범인 부재 

조건(Target Absent)이라고 칭한다.



념적으로 총 용의자 모델에서는 용의자 아닌 

필러는 없기 때문이다.

목격자가 범인이 없다고 아무런 지목도 하

지 않는 경우는 무죄 정황의 하나다. 이 경우

의 진단성은 p(NID|SNC) ÷ p(NID| SC) 또는 

p(NID|TA) ÷ p(NID|TP) 산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표 4에서 총 용의자 모델 및 단일 용의

자 모델의 무지목 진단성은 공히 29.2 ÷ 18.8 

= 1.55로 동일하다.

사전확률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시된

다.

p(SC)=p(SC|TP)p(TP) + p(SC|TA) p(TA)

총 용의자 모델에서는 범인부재조건에서 

용의자가 범인일 확률, 즉 p(SC|TA)은 0이다. 

그 때문에 위 수식은 다음과 같이 다시 

p(SC)=p(SC|TP)p(TP)로 줄여 쓸 수 있다.

그리고 단일 용의자 모델에서는 언제나 

p(SC|TP)=1.0이기 때문에 p(SC)=p(TP) 이다. 즉 

단일 용의자 모델에서는 용의자가 범인일 유

죄의 사전확률은 전체 라인업 숫자에서 범인

존재조건의 라인업이 차지하는 비율과 일치한

다.

사후확률 및 정보획득 척도를 가지고 두 모

델의 비교가 유의미하게 되기 위해서는 두 모

델의 사전확률을 동일하게 조절해야 한다. 이 

때 총 용의자 모델의 p(SC|TP)를 상수로 고정

시키고 p(TP)에 변화를 주거나, 총 용의자 모

델의 p(TP)를 상수로 고정시키고 p(SC|TP)에 

변화를 주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양자의 

혼합도 가능하다.

첫 분석방법으로 총 용의자 모델의 p(TP)를 

상수 1로 고정시키기로 한다. 즉 이 확률이 1

이라는 뜻은 모든 라인업이 모두 범인이 포함

되어 있다는 뜻이다. 이 방법은 일부 수사기

관의 관행인 총 용의자 모델을 지지하는 입장

에서는 정보획득성 측면에서 매우 유리한 것

이다. 이는 라인업의 모든 경우에 반드시 용

의자가 한 사람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 분석은 그래서 총 용의자 모델을 

옹호하는 한쪽 극단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이 경우 사후확률을 계산하는 요소인 사전확

률은 p(SC|TP)의 변화에 따라 결정된다. 표 4 

데이터에 관하여, 사전확률을 60%라고 가정할 

경우, 사후확률은 .801이 된다.

 


총 용의자 모델의 사후확률에 관한 두 번째 

분석은 p(SC|TP)를 p(TP)와 동일한 것으로 고

정시키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다. p(TP)=.80

으로 설정하게 되면 사전확률은 .64가 된다.

{p(SC)=p(SC|TP) p(TP)=(.80)(.80) = .64}. 이 

두 번째 분석에서는 p(TP) = 1.0인 경우, 즉 

모든 라인업에서 용의자가 있을 확률이 100%

인 경우에 얻을 수 있는 것보다 같은 사전확

률 조건에서도 사후확률이 상당히 낮아지게 

된다. 이 분석에서는 타깃이 없는 조건이 타

깃이 있는 조건에 비하여 오지목을 더 많이 

할 것인데 이 확률이 분모에 포함되기 때문이

다. 여기서 p(TP) 1 조건에서는 p(SNC|TP)와 

p(SNC|TA)라고 하는 두 요인이 별도로 고려되

어야 한다. 사후확률을 구하는 산식은 다음과 

같다.



        







사전확률을 .64라고 전제하는 경우 사후확

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688.

총 용의자 라인업 모델과는 달리, 단일 용

의자 모델의 사전확률은 하나의 변인만이 존

재한다. 즉 p(SC) = p(TP)다. 그림 4는 단일 용

의자 라인업 모델과 두 종류의 총 용의자 라

인업 모델에서 사전확률의 변화에 따른 사후

확률의 값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4

의 각선은 식별선(identity line)으로서 용의

자의 지목에도 불구하고 사전확률과 동일한 

사후확률만이 도출되는 것, 즉 용의자의 지

목이 아무런 진단성을 갖지 않는 상태의 선

을 표시한 것이다. 곡선과 식별선의 차이가 

정보획득 크기다. p(TP)=1인 조건의 총 용의

자 모델의 정보획득 크기가 가장 크고, 반면 

p(SC|TP)=p(TP)인 조건의 총 용의자 모델의 정

보획득 크기가 가장 작다. 두 커브는 최 -최



소 크기를 표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단일 

용의자 라인업 모델은 그 중간 영역에 속한다. 

따라서 어느 모델이 정보성에서 더 우월하다

고는 이 그래프만으로는 분간하기 힘들다.

단일 용의자 모델에서는 타깃 부재 조건에

서 무고한 용의자가 반드시 가장 많이 선택되

는 것은 아닐 것이다. 즉 필러지목이 아니라 

잠재적 오판의 위험성이 있는 무고한 용의자

에 한 지목률이 더 낮아질 수도 있다. 자연

스럽게 타깃 존재조건에서의 우도(진단성)=타

깃 존재조건에서 정지목률÷타깃 부재조건에

서의 오지목률 산식에서 분모가 적어지게 되

면 우도는 극적으로 커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표 1에서 본 바와 같이 라인업 구성원 4번을 

타깃 부재조건에서 무고한 용의자로 교체한 

경우를 상정한다면 이 경우 우도는 60.4/31.3 

= 1.93이 된다. 만일 라인업 구성원 2번을 타

깃 부재조건에서 무고한 용의자로 교체한 경

우를 상정한다면 이 때 우도는 60.4/10.4=5.72

로 급격하게 커진다. 즉 용의자가 무고한 자

인데 그에 한 지목 정도가 작다면 우도, 즉 

진단성의 호전을 기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러나 총 용의자 모델에서는 모든 구성원을 용

의자로 상정하기 때문에 용의자의 변경에 따

른 우도의 변화는 상정할 수 없다. 구성원 2

번의 무고한 용의자 조건이라면 그림 3의 단

일 용의자 모델 곡선은 p(TP)=1인 조건의 총 

용의자 모델의 곡선을 상회하게 된다. 경찰이 

상정한 용의자가 무고한 자인 경우, 즉 타깃 

부재조건에서 무고한 용의자인 경우, 목격자

가 반드시 그를 지목하리라는 보장이 없는 점

을 감안해 보면, 그림 3에서 가장 오지목이 

집중된 라인업 구성원 4번을 무고한 용의자로 

상정한 그래프를 가지고 단일 용의자 모델의 

진단적 우세를 판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은 문

제가 아닐까 한다.

구체적 재판, 수사 국면에서는 어떤 특정한 

사건에서 한 용의자가 범인으로 지목되었음에

도 그 용의자가 무고한 사람으로서 범인이 아

닐 사후 오지목 확률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를 다루게 된다. 특정한 한 사건을 두고 오지

목의 문제를 다루는 것과 라인업 모델에 내재

한는 전반적인 오지목률을 따지는 것은 완전

히 다른 문제다. 총 용의자 모델과 단일 용의

자 모델의 진단성이 개별사건에서 어떻게 차

별될 것인가라는 문제와 전체 오지목을 초래

하는 위험성은 어느 쪽이 더 높은가를 따지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말이다. 단일 용

의자 모델에서는 지목 실패의 사례가 다시 무

고한 용의자 오지목과 필러 지목으로 구분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구분이 불가능한 총 

용의자 모델과는 다른 취급을 할 필요가 있다. 

바로 이런 차이 때문에 라인업 제도적 차원에

서는 라인업 내재 오류율을 별개로 하여 모델

별로 살펴볼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들 두 모

델을 비교하기 위하여 라인업 내재 오류율 산

식을 도출하기 위하여 우선 오지목 확률을 나

타내면 다음과 같다.12)

p(FID13)) = p(FID|TP) p(TP)

        + p(FID|TA)p(TA)

12) 오지목 확률은 범인존재조건에서 오지목이 있

을 확률과 범인부재조건에서 오지목이 있을 확

률을 더한 것이다.

13) false identification의 약어.



단일 용의자 모델의 라인업 내재 오류율 직

선은 p(FID) =-(.313)p(TP) + .313이다.14)

총 용의자 모델의 라인업 내재 오류율 직선

은 p(FID) =.-(.501)p(TP) - .209이다.15)

p(TP)는 독립변인으로서 다양한 수준의 p(TP)

에 따른 p(FID)의 값을 모델별로 표시하면 그

림 5와 같다. 그림 5에서 명백히 알 수 있듯

이 총 용의자 모델은 단일 용의자 모델에 비

하여 같은 p(TP) 조건에서 언제나 오지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p(TP)가 작아지게 

14) 이 모델에서 p(FID|TP)=0이고, p(FID|TA)=.313

이며, p(TA)=1-p(TP)이다.

15) 이 모델에서 p(FID|TP)=.209이고, p(FID|TA)= 

.710이다.

되면 그 격차가 커진다.

p(TP)=0, 즉 모든 라인업에 용의자가 포함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총 용의자 모델의 오지

목률은 .710임에 비하여 단일 용의자 모델의 

오지목률은 .313이다.

만일 언제나 라인업에 용의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즉 p(TP)=1이라면 단일 용의자 모

델에서는 오지목률은 0이 된다. 이 모델에서

도 필러를 엉뚱하게 지목하는 일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바로 즉석에서 오지목임이 드러

나는 실수로서 오판으로 연결되는 오지목은 

아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반면 총 

용의자 모델의 경우에는 p(TP)=1이라고 하더

라도 여전히 .209만큼의 오지목이 발생한다. 



라인업 내재적 오지목률에 비추어 볼 때 단일 

용의자 모델의 총 용의자 모델에 한 우위성

이 드러난다고 할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하여 총 용의자 모델이 개별 

사건의 경우는 논외로 하고 라인업 모델 전체

로 놓고 볼 때에는 단일 용의자 모델에 비하

여 라인업 내재 오류율이 높다, 즉 오판으로 

이어질 오지목의 위험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단일 용의자 모델은 수사관이 이미 사전에 사

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 무고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필러들을 라인업에 포함시켜 둔 모

델이다. 그 수사관은 때문에 목격자가 엉뚱하

게도 이런 참가자를 지목하게 되면 목격자의 

지목이 실수임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목격

자가 필러를 지목하는 실수를 범했다는 정황 

하나만으로도 용의자가 범인일 사후확률은 사

전확률에 비해 더 낮아지게 되는 것임은 앞선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 그러나 총 용의자 

모델을 사용하게 된다면 이런 가능성은 봉쇄

되고 만다. 이 맥락에서 총 용의자 모델의 내

재 오류율이 단일 용의자 모델의 그것에 비하

여 높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총 용의자 모델과 단일 용의자 모델의 혼합

형 모델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즉 모든 라인

업 구성원을 용의자로 하는 것은 아니고 둘 

이상의 복수의 용의자와 나머지를 사건과 무

관한 필러로 라인업을 구성하는 방식이다. 이 

또한 수사현실에서는 종종 등장할 수 있을 것

이다. 이런 혼합형 모델 역시 단일 라인업 모

델에 비하여 라인업 내재 오류율이 높아진다

는 점을 이 연구는 밝히고 있다.

따라서 만일 용의자가 복수인 경우라면 수

사기관으로서는 이들 용의자를 한 라인업에 

동시에 등장시키기 보다는 용의자 별로 별도

의 라인업을 구성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

것이 이 연구가 사법시스템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이 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라인업 그 자체가 좀

처럼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다. 게다

가 경찰은 전과자, 우범자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가 용의선상에 오른 모든 사람들의 사진

(그 사진은 심지어 수백 장에 이를 때도 있다)

을 목격자,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그 가운데에

서 범인을 찾도록 하는 수사관행을 일반적으

로 가지고 있다. 즉 경찰은 어떤 범죄가 발생

하면 그 지역에서 동일 수법의 범죄전력이 있

는 모든 사람들을 용의자로 상정하고 그 가운

데 목격자가 지목을 하기만 하면 그를 바로 

범인으로 단정해버리는 것이다. 이런 극단적

인 총 용의자 모델의 일종을 경찰이 관행적으

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런 방식의 용의자 지목이 결과적으로 

오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에 한 인식

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김상준, 2013).

Wells & Olson (2002) 연구

이 연구는 목격자 진술 심리학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시스템 변인들 중에서 순차 라인업

과 동시 라인업을 비교한 데이터와 필러 선정 

방식의 차이를 비교한 데이터를 베이지안적 

정보획득(information gain) 모델(Wells & Linsay, 

1980)로 설명하고 있다.

한편 이 연구는 목격자가 지목과 관련된 행

동을 선택하는 경우로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8종류(용의자가 범인인지 여부 2 X 



지목 기각 참가자지목

정지목

범인존재조건

오지목

범인부재조건

정기각

범인부재조건

오기각

범인존재조건

범인

존재조건

범인

부재조건

동시라인업 .55 .32 .40 .26 .19 .29

순차라인업 .47 .12 .72 .47 .06 .16

용의자 지목, 필러지목, 범인 없음 반응, 부지 

반응)가 있음을 상정하여 논의를 펴고 있다. 

무지목을 다시 분류하여 범인이 없다는 판단

에 따른 무지목과 범인 존부를 알 수 없다는 

판단불능에 따른 무지목으로 나누고 있음이 

특징적이다. 그림 6에서 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연구에서 말하는 오지목(Mistaken ID)

은 용의자가 범인이 아닌 조건에서 용의자를 

지목한 경우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즉 참가자를 지목하는 것은 오지목과는 

별도로 필러지목(Filler ID)로 분류한다. 부지 

반응은 범인 없음 반응과는 다른 암시적 내용

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것도 일종의 누락

(Type 2 Miss, 용의자 범인 조건) 또는 정기각

(Type 2 Correct rejection, 용의자 범인 아닌 조

건)으로 분류한다.

일반적인 라인업 방식인 동시지목보다 순차

지목이 더 식별력이 높다는 것이 축적된 실험

연구들의 성과로 알려졌다. 그렇기 때문에 정

보획득 모델로도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인지 재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Lindsay, Lea, & Fulford(1991), 

Lindsay & Wells(1985) 및 Melara, DeWitt- 

Rickards, & O'Brien(1989) 이상 3건의 실험연구

에서 활용된 452건의 표본을 통합하여 이 부

분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들 데이터를 종합하

여 나온 라인업 유형별 목격자 반응 비율을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이들 3건의 연구에서

는 따로 목격자의 부지 반응을 조사하지 않았

기 때문에 이 반응에 한 정보획득 검증은 

불가능하였다.

우선 목격자가 지목한 경우 용의자가 범인

인 사전확률 비 사후확률의 변화를 정보획

득함수식을 이용하여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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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imIDS(x)는 지목반응에 관한 동시라인업 정

보획득 함수이고, fseqIDS(x)는 지목반응에 관한 

순차라인업 정보획득 함수다. 이들 두 함수를 

동시에 그래프로 표시하면 그림 7과 같다.

그림 자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듯이 순차

라인업의 정보획득 크기가 동시라인업 정보획

득 크기에 비하여 양 극단을 제외한 모든 사

전확률 구간(0-1)에 걸쳐 더 크게 나타나고 있

다. 환언하자면 순차라인업이 동시라인업과 

비교하여 목격자의 용의자 지목을 통한 유죄

확률을 높이는 데 더 효율적이라는 말이다. 

용의자가 무고할 경우에 비하여 용의자가 

범인일 경우 얼마나 더 지목이 이루어지는가

에 관한 우도 비율이 동시라인업은 .55/.32= 

1.72임에 비하여 순차라인업은 .47/.12=3.92이

라는 차이를 그 로 정보획득곡선이 반영하고 

있다.

이들 두 곡선은 우편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즉 최 치는 낮은 사전확률 쪽에 치

우쳐 있는데, 상충되는 새로운 정보가 더 정

보획득력이 높다(즉 유죄의 사전확률이 낮을 

때=무죄확률이 높을 때 이와 상충되는 유죄

증거나 정황의 새로운 출현이 유죄확률을 높

이는 힘이 더 크다)를 인정할 수 있는 원칙에 

비추어보면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즉 유죄

의 사전확률이 어느 정도 낮은 영역에서 목격

진술의 지목은 유죄확률을 상당히 높여줄 수 

있는 반면, 유죄의 사전확률이 이미 어느 정

도 높은 상태에서 지목진술이 있다고 하더라

도 그 새로운 증거는 유죄확률 상승에 비교적 

기여도가 낮게 될 것임을 알 수 있다. 동시라

인업의 경우 사전확률 .43 지점에서 정보획득

비율 .134로 최 치가 되고, 순차라인업의 경

우 사전확률 .34 지점에서 정보획득비율 .328

로 최 치가 된다. 두 유형 간 편차는 사전확

률 .28 지점에서 .203으로 최 치를 보인다. 이 

수치는 특히 유죄확률이 30% 전후되는 낮은 

수준에서 동시라인업을 시행하기 보다는 순차

라인업을 시행하는 것이 피고인의 유죄정도를 

높이는 데 효율적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목격자가 지목을 하지 않은 경우

(범인이 용의자 중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명시적 반응을 보인 경우) 용의자가 범인인 

사전확률 비 사후확률의 변화를 정보획득함

수식을 이용하여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fsimNID(x)는 무지목 반응에 관한 동시라인

업 정보획득 함수이고, fseqNID(x)는 무지목 반

응에 관한 순차라인업 정보획득 함수다. 이들 

두 함수를 동시에 그래프로 표시하면 그림 8

과 같다. 그림 자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듯

이 순차라인업의 정보획득 크기와 동시라인업 

정보획득 크기가 거의 부분의 사전확률 구

간(0-1)에 걸쳐 겹쳐서 나타나고 있다.

두 유형의 라인업의 각 우도 비율이 동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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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업은 40/26=1.538이고, 순차라인업은 72/47= 

1.531로서 거의 차이가 없다는 점이 그 로 

정보획득곡선에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범

인이 라인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반응은 

동시라인업이나 순차 라인업이나 무죄를 초래

하는 증거 효과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점

에 주목할 만하다.

이들 두 곡선은 약간 좌편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상반되는 새로운 정보가 더 정보획

득력이 높다는 원리에 비추어보면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즉 유죄의 사전확률이 어느 정

도 중간이상 높은 영역에서 목격진술이 피고

인에게 유리하게 피고인은 범인이 아니라는 

진술은 유죄확률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시라인업 및 순차라인업 공히 사

전확률 .55 지점에서 정보획득비율 .10으로 최

치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끝으로 목격자가 필러를 지목한 경우(이는 

즉석에서 확인되는 실수 또는 오류다) 수사 

및 재판 실무에서는 이러한 목격자의 반응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반응 

역시 목격자의 기억의 정확성이나 목격과 지

목 태도의 신중성에 의문을 초래하는 정황으

로서 일정한 정보성을 가질 수 있음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용의자가 범인인 사전확률 

비 사후확률의 변화를 정보획득함수식을 이

용하여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fsimFillerID(x)는 필러 지목 반응에 관한 동시

라인업 정보획득 함수이고, fseqFillerID(x)는 필

러 지목 반응에 관한 순차라인업 정보획득 함

수다. 이들 두 함수를 동시에 그래프로 표시

하면 그림 9와 같다. 그림 자체에서 바로 확

인할 수 있듯이 순차라인업의 정보획득 크기

가 동시라인업 정보획득 크기에 비하여 양 극

단을 제외한 모든 사전확률 구간(0-1)에 걸쳐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우도 비율이 동시라

인업은 .29/.19=1.5임에 비하여 순차라인업은 

.16/.06=2.7이라는 차이를 그 로 정보획득곡

선이 반영하고 있다.

이들 두 곡선은 좌편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상반되는 새로운 정보가 더 정보획득

력이 높다는 원리에 비추어보면 이해될 수 있



지목 기각 참가자지목 부지

정지목

CP

오지목

CA

정기각

CP

오기각

CA
CP CA CP CA

부합방식 .67 .12 .12 32 .07 .32 .15 .27

불부합 .72 .46 .15 .32 .07 .12 .07 .15

는 것이다. 즉 유죄의 사전확률이 어느 정도 

중간 이상의 높은 영역에서 목격자가 엉뚱하

게도 필러를 지목한다면 유죄확률을 상당히 

낮출 수 있는 반면, 유죄의 사전확률이 이미 

낮은 상태에서 엉뚱한 지목실수가 있다고 하

더라도 그 새로운 증거는 유죄확률 감소에 비

교적 기여도가 낮게 될 것임을 알 수 있다. 

동시라인업의 경우 사전확률 .55 지점에서 정

보획득비율 .105로 최 치가 되고, 순차라인업

의 경우 사전확률 .64 지점에서 정보획득비율 

.24로 최 치가 된다. 두 유형 간 편차는 사전

확률 .67 지점에서 .138로 최 치를 보인다. 이 

수치는 특히 유죄확률이 67% 정도로 어느 정

도 높은 수준에서 목격자가 엉뚱한 지목 실수

를 한 경우 동시라인업을 시행하기 보다는 순

차라인업을 시행하는 것이 피고인의 유죄확률

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데 효율적이라는 점

을 시사한다.

필러를 선택할 때 목격자가 당초 묘사한 

범인의 외모가 부합하는 외모를 가진 사람을 

라인업에 참가시킬지 여부에 따라 목격자의 

지목 반응이 달라진다는 고전적 실험연구들

이 이어졌다. 이 연구에서는 Wells, Rydell, & 

Seelau(1993) 연구 데이터(표본 크기 252)를 토

로 필러 선택 방식에 따라 정보획득력 차

이를 검증해 보았다. 불부합 방식(mismatch- 

description method)은 용의자만 목격자가 묘사

한 외모에 부합하고 나머지 참가자들은 명백

히 불일치하는 외모를 가진 자들로 구성하는 

방식이다. 부합 방식(match-description method)은 

용의자, 참가자 공히 외모에 있어서 목격자의 

묘사에 부합하는 자들로 라인업을 구성하는 

방식이다. 불부합 방식은 범인 존재 조건에서 

높은 범인 지목률과 범인 부재 조건에서 마찬

가지로 높은 오지목률을 보였다. 부합 방식은 

범인 존재 조건에서 높은 지목률을 보인 반면, 

범인 부재 조건에서는 오지목률이 낮았다.

목격자의 반응별로 두 유형의 라인업 구성

방식에 따른 정보획득력 차이가 어떨 것인지

가 관심사다. Well et al.(1993) 데이터를 토

로 도출된 필러 구성별 목격자 반응 비율을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우선 목격자가 지목한 경우 용의자가 범인

인 사전확률 비 사후확률의 변화를 정보획

득함수식을 이용하여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fmatchIDS(x)는 지목반응에 관한 부합구성방

식 정보획득 함수이다.

fmismatichIDS(x)는 지목반응에 관한 불부합구

성방식 정보획득 함수다. 이들 두 함수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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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그래프로 표시하면 그림 10과 같다.

그림 자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듯이 부합

구성방식의 정보획득 크기가 불부합구성방식 

정보획득 크기에 비하여 양 극단을 제외한 모

든 사전확률 구간(0-1)에 걸쳐 더 크게 나타나

고 있다.

이들 두 곡선은 우편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불부합구성방식의 경우 사전확률 .44 지

점에서 정보획득비율 .11로 최 치가 되고, 부

합구성방식의 경우 사전확률 .30 지점에서 정

보획득비율 .41로 최 치가 된다. 두 유형간 

편차는 사전확률 .25 지점에서 .307로 최 치

를 보인다. 이 수치는 특히 유죄확률이 25% 

전후되는 낮은 수준에서 불부합구성방식을 시

행하기 보다는 부합구성방식을 시행하여 목격

자의 정지목을 이끌어내는 것이 피고인의 유

죄정도를 높이는 데 단히 효율적이라는 점

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목격자가 지목을 하지 않은 경우

(범인이 용의자 중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명시적 반응을 보인 경우) 용의자가 범인인 

사전확률 비 사후확률의 변화를 정보획득함

수식을 이용하여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fmatchNID(x)는 범인 없음 반응에 관한 부합

구성방식 정보획득 함수이다.

fmismatchNID(x)는 범인 없음 반응에 관한 불

부합구성방식 정보획득 함수다. 이들 두 함수

를 동시에 그래프로 표시하면 그림 11과 같다. 

그림 자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듯이 부합

구성방식의 정보획득 크기가 불부합구성방식 

정보획득 크기에 비하여 양 극단을 제외한 모

든 사전확률 구간(0-1)에 걸쳐 약하나마 더 크

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 두 곡선은 약간 좌편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불부합구성방식의 경우 사전확률 .59 

지점에서 정보획득비율 .19로 최 치가 되고, 

부합구성방식의 경우 사전확률 .62 지점에서 

정보획득비율 .24로 최 치가 된다. 두 유형간 

편차는 사전확률 .70 지점에서 .055로 최 치

를 보인다. 즉 유죄확률 70% 부근에서 목격자

가 라인업 중에 범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다면 사후확률은 어느 구성방식을 활

용하든 20% 전후되는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

는데 부합구성방식이 불부합구성방식에 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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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5.5% 정도 더 크게 유죄확률을 떨어뜨리게 

된다.

이어서 목격자가 필러를 지목한 경우(이는 

즉석에서 확인되는 실수 또는 오류다) 용의자

가 범인인 사전확률 비 사후확률의 변화를 

정보획득함수식을 이용하여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fmatchFillerID(x)는 필러 지목 반응에 관한 부

합구성방식 정보획득 함수이다.

fmismatchFillerID(x)는 필러 지목 반응에 관한 

불부합구성방식 정보획득 함수다. 이들 두 함

수를 동시에 그래프로 표시하면 그림 12와 같

다.

그림 자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듯이 부합

구성방식의 정보획득 크기가 불부합구성방식 

정보획득 크기에 비하여 양 극단을 제외한 모

든 사전확률 구간(0-1)에 걸쳐 더 크게 나타나

고 있다.

이들 두 곡선은 좌편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불부합구성방식의 경우 사전확률 .57 지

점에서 정보획득비율 .13으로 최 치가 되고, 

부합구성방식의 경우 사전확률 .68 지점에서 

정보획득비율 .36으로 최 치가 된다. 두 유형

간 편차는 사전확률 .74 지점에서 .24로 최

치를 보인다. 부합구성방식에 의하여 참가자

를 구성했는데 유죄확률 70% 전후되는 정도

에 도달한 시점, 즉 상당정도의 유죄증거가 

축적된 시점에서 목격자가 엉뚱하게도 필러를 

지목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면 그 유죄확률은 

절반이하로 떨어지게 되고, 특히 유죄비율이 

3/4에 근접한 시점에서는 특히 부합구성방식

을 취하는 것이 무죄로 방향전환을 하는 데 

효율적임을 알 수 있다.

끝으로 목격자가 잘 모르겠다면서 아무도 

지목을 못한 경우(이는 범인 없음을 이유로 

하는 지목 거절과는 다른 것이다) 용의자가 

범인인 사전확률 비 사후확률의 변화를 정

보획득함수식을 이용하여 도출하면 다음과 같

다.

  


  




  


  




fmatchNID2(x)는 부지 반응에 관한 부합구성

방식 정보획득 함수이다.

fmismatchNID2(x)는 부지 반응에 관한 불부합

구성방식 정보획득 함수다. 이들 두 함수를 

동시에 그래프로 표시하면 그림 13과 같다.

부합구성방식의 정보획득 크기와 불부합구

성방식 정보획득 크기가 거의 유사한 수준(불

부합구성조건이 약간 더 크다)에서 전개되고 

있다. 잘 모르겠다는 답변의 정보가치가 전무

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전확률 50%를 

상회하는 수준에서는 유죄확률을 15%에서 

20% 가까이 저감시키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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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두 곡선은 좌편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불부합구성방식의 경우 사전확률 .62 지

점에서 정보획득비율 .18으로 최 치가 되고, 

부합구성방식의 경우 사전확률 .57 지점에서 

정보획득비율 .15으로 최 치가 된다. 두 유형

간 편차는 사전확률 .66 지점에서 .04로 최

치를 보인다.

이상에서 본 분석을 토 로 이번에는 목격

자 반응을 하나의 그래프에서 상호 비교해 봄

으로써 목격자 반응의 증거가치를 재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바람직한 라인업으

로서 권고되고 있는 순차라인업 방식과 부합

구성방식에 국한하여 목격자 반응 효과를 보

기로 한다. 순차라인업 방식에서는 지목, 기각

(범인 불포함 무지목), 필러 지목을, 부합구성

방식에서는 지목, 기각(범인 불포함 무지목), 

필러 지목, 부지 반응의 각 정보획득곡선을 

한 그래프로 비해 보았다.

정보획득곡선은 그림 14, 그림 15와 같다.

유죄증거에 해당하는 목격자의 지목은 전반

적으로 볼 때 높은 증거가치를 가지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무죄증거에 

해당하는 필러 지목의 증거가치도 상당한데, 

이러한 발견은 정보획득모델을 활용한 이 연

구 이외에는 그리 중시되지 않은 목이다. 

특히 목격자 지목 반응과 필러지목 반응의 교

차점이 중요한다.

순차라인업의 경우에는 사전확률 .63 지점

에서, 부합구성방식 경우에는 사전확률 .54 지

점에서 필러지목 반응의 무죄증거 가치가 지

목 반응의 유죄증거 가치를 상회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엉뚱한 필러 지목이 단순히 지목의 오류, 

실수라고 치부하고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무



죄 정황임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목이다.

복수 목격자 지목반응과

진단성, 사전사후확률

Clark & Wells(2008) 연구는 하나의 범인을 

목격한 둘 이상의 목격자가 라인업에서 한 지

목반응의 효과를 진단성 지표를 가지고 분석

을 시도했다.

지금까지 연구들은 목격자가 단 한명임을 

전제로 하여 그 지목반응의 효과를 분석한 것

인 데 하여 이 연구는 복수의 목격자 지목

반응의 효과를 분석하였다는 데 연구의 독자

성이 있다. 실제 수사 및 재판 상황에서도 같

은 범죄현장에서 여러 명의 목격자가 등장하

여 라인업에 동원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다. 626건의 수사기록을 분석한 Yuille & 

Tollestrup 연구(1992)에 의하면 29%의 사건에

서 복수의 목격증인이 있었다고 한다. 1994년

의 또 다른 연구(Tollestrup et al. 1994)에서도 

38%의 사건에서 복수의 목격증인이 있었음을 

보고했다. Wright & McDaid의 연구(1996)에서

도 661명의 용의자에 한 라인업 중 58%의 

라인업에서 목격자가 복수였다. 이런 복수의 

목격자들이 한 범인을 포착하기 위한 라인업 

절차에서 같은 용의자를 범인이라고 일치하여 

지목진술을 한다면 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

할 것이지만, 만일 불일치가 발생한다면 어떻

게 될 것인가가 이 연구의 기본적 문제의식이

다. 예컨  세 명의 목격자가 있는 사건의 라

인업에서 한 명은 용의자를 범인으로 지목했

는데, 다른 한 명은 엉뚱한 필러를 범인으로 

지목했고, 나머지 다른 한 명은 범인을 지목 

못했다면, 이들 세 명의 지목 반응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일반적인 수사실무에

서는 엉뚱한 필러지목이나 무지목 목격자는 

무시하고 용의자 범인 지목에 성공한 목격자 

진술만을 가지고 유죄증거로 내세울 공산이 

높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를 토 로 

해 보면 필러지목과 무지목 역시 무죄의 방향

으로 일정한 정보성을 갖고 있는 것을 무시해

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게 때문에 이처럼 증

거의 방향성에 있어서 서로 상반되는 목격자

들의 지목반응의 효과를 베이지안적으로 계량

화한 것에 이 연구의 특징이라고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런 효과를 진단성 척도로 분

석했다.

목격자 반응의 진단성은 용의자가 무고한 

조건에서의 목격자 반응이 나타날 확률과 비

교하여 용의자가 범인인 조건에서의 같은 반

응이 나타날 확률의 상 적 크기의 함수라고 

할 수 있다. 이 진단성 척도를 처음으로 개발

한 연구는 Wells & Lindsay(1980) 연구다. 후속

연구들인 Wells & Turtle(1986) 및 Wells & 

Olson(2002)에서 다시 활용되었다. 이들 연구에

서 활용된 진단성 비율(ratio)은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도출된다. 즉 p(R16)|SC)/p(R|SNC). 진

단성이 1.0이라면 당해 반응은 아무런 진단성

이 없다는 말이고, 진단성이 2.0이란 용의자가 

범인인 경우가 무고한 경우에 비하여 그 반응

이 나타날 개연성이 두 배가 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는 이런 비율 개념 신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계산되는 확률로 진단

성을 표시하였다p(R|SC)/[p(R|SC) + p(R|SNC)]

16) R은 반응(Response)의 약자다.



범인조건 IDS=S FillerID=F NID=N

TP 46.1% [a] 21.2% [c] 32.7% [e]

TA 13.4% [b] 34.5% [d] 52.0% [f]

주: 이 데이터는 94건의 목격자 지목 연구들에 한 Clark et al.(2008)의 메타연구가 출처임

진단성 확률 .50은 아무런 진단성이 없다는 

뜻이고 진단성 확률 .50-1.0은 유죄 진단성, 진

단성 확률 0.0-.50은 무죄 진단성을 나타낸다. 

비율 신 확률로 진단성을 표시하는 데에

는 두 가지 이점이 있다. 비율로 진단성을 

표시하면 무죄 진단성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분자 분모를 뒤집어서 비율을 표시해야 한

다. 즉 무죄를 시사하는 반응의 진단성은 

p(R|SNC)/p(R|SC)다. 그러나 확률로 진단성을 

표현하면 이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그리

고 복수의 반응들(예컨  복수의 목격자 지목

반응들)의 복합적 진단성을 표시하게 되면(비

율 또는 배수로 표시되는 각 반응의 진단성 

지표를 곱하는 경우) 그것이 너무 큰 숫자가 

도출될 수도 있어 수리적으로 어색해 보일 수

도 있다. 반면 확률로 표시를 하면 복합적 진

단성은 언제나 0과 1 사이에서 표시될 뿐이므

로 상 적 진단성의 방향과 크기를 용이하게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된다.

모의범죄를 상으로 한 실험연구에서는 타

깃(범인)존재조건(target present, TP)과 타깃(범

인)부재조건(target absent, TA)으로 라인업 구성

을 조작한다. 각 조건별 목격자 반응의 빈도

수와 확률이 실험관찰을 통하여 도출될 수 있

다. 그리고 범인존재조건에서 나타난 어떤 반

응의 확률이 범인존재조건과 범인부재조건에 

걸쳐 나타난 전체 확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진단성 확률에 해당한다.

∣ ∣∣∣
∣

사전확률은 사후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한 요인이지만, 진단성 지표를 산정함에 있어

서는 사전확률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 사전확률을 알 필요가 없다는 점에 서 목

격자 반응의 방향성과 그 크기를 비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진단성 지표의 유용성이 

있는 것이다.

표 7은 앞의 표 1과 같은 것이다. 이 표에

서 제시된 확률들은 Clark et al.(2008) 메타연구

에서 얻은 것이다. 여기서 비율 a는 정지목 비

율, b는 오지목 비율이다. 따라서 용의자 지목

의 진단성 확률은 a/(a+b)=.77이다. 이 지표는 

용의자 지목은 유죄방향성을 시사한다. 비율 c

는 범인존재조건에서 필러오지목이고 d는 범

인부재조건에서 필러오지목이다. 필러지목의 

진단성 확률은 c/(c+d)=.380이다. 즉 필러를 오

지목하는 것은 무죄방향성을 시사한다. 비율 e

는 범인존재조건에서의 오기각이고 비율 f는 

범인부재조건에서의 정기각이다. 무지목의 진

단성 확률은 e/(e+f)=.386으로서 무죄방향성을 

시사한다. 필러지목과 무지목의 진단성 크기

는 필러지목이 매우 근소하게 무죄방향성을 

더 갖기는 하나 양자의 차이는 거의 유사하다.

문제는 복수의 목격자가 있는데 이들의 지

목 반응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진단성은 어

떤 변화를 겪게 될 것인가에 있다. 복수 목격



S 0.775 S 0.775 S 0.775 

SS 0.922 SF 0.679 SN 0.684 

SSS 0.976 SFF 0.565 SNN 0.576 

자 진단성 확률을 산출하는 일반적인 수식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

서는 두 가지 가정이 필요하다. 첫째, 목격자 

지목반응들 사이에 독립성이 존재할 것. 둘째, 

목격자들 사이의 목격조건, 지목절차의 지시

조건 등등의 조건이 동등할 것. 이러한 가정

을 전제로 하여 M 명의 목격자 반응 진단성

은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    

   ∣   ∣
   ∣

예를 들어 목격자가 두 명인데, 두 명 모두 

용의자를 범인으로 지목하는 반응을 보였다고 

하자. 이 경우 정지목 확률은 a×a이고, 오지목 

확률은 b×b가 된다. 따라서 목격자 두 명 모

두 용의자를 지목한 경우의 진단성 확률은 

a×a/(a×a+b×b)가 된다. 같은 맥락에서, 두 명 

모두 필러를 범인으로 지목하는 반응을 보였

다면 그 진단성 확률은 c×c/(c×c+d×d)가 된

다. 두 명 모두 무지목 반응을 보였다면 그 

진단성 확률은 e×e/(e×e+f×f)가 된다. 만일 한 

명의 목격자는 용의자 지목을 했고, 다른 한 

명의 목격자는 필러지목을 한 경우라면 그 진

단성 확률은 a×c/(a×c+b×d)가 된다. 더 나아

가 목격자가 세 명 있는데 한 명은 용의자 지

목을 했고 나머지 두 명은 필러지목을 했다면 

그 진단성 확률은 a×c×c/(a×c×c+b×d×d)가 

된다. 그리고 세 명 중 한 명은 용의자 지목, 

또 다른 한 명은 필러지목, 나머지 한 명은 

무지목 반응을 보였다면 그 진단성 확률은 

a×c×e/(a×c×e+b×d×f)가 된다. 이러한 방식으

로 표 8 데이터를 가지고 복수 목격자 반응에 

따른 진단성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

표 8은 표 9의 Clark et al.(2008) 데이터를 

토 로 하여 증인 세 명이 순차 지목반응을 

보일 경우 산출되는 진단성 확률을 표시한 것

이고, 그림 16은 표 9의 진단성 확률 변화추

세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그래프다.

S SS SSS 라인은 세 명의 목격자가 모두 

용의자 지목을 한 경우 진단성 확률을 표시한

다. S SF SFF 라인은 첫 목격자는 용의자 지

목을, 나머지 두 목격자는 필러지목을 한 경

우에 관한 것이고, S SN SNN 라인은 첫 목

격자는 용의자 지목을, 나머지 두 목격자는 



범인조건 IDS=S FillerID=F NID=N

TP a c e

TA b d f

무지목을 한 경우에 관한 것이다. 이 그래프

를 통하여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듯이 용의자 

지목을 거듭한다면 유죄진단성이 점차 높아지

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표와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용의자 

지목이 거듭되면 종국에는 거의 1에 근접할 

정도로 유죄진단성이 증가하게 된다. 반면 필

러지목이나 무지목의 경우에는 유죄진단성이 

.5에 근접하는 정도로 줄어들게 되는데 그런 

지목반응이 두 번 거듭되더라도 유죄에서 무

죄에로의 방향성이 전환되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필러지목과 무지목의 진단성 감소추세

는 거의 유사하다. 단일 목격자의 필러지목 

진단성이나 무지목의 진단성이 무죄 방향인 

.38인 데 비하여, 두 명의 목격자가 한 사람은 

필러지목 또는 무지목이고 나머지 목격자가 

용의자를 지목하여 지목반응이 엇갈린 경우에

는 최종적 진단성은 .67 또는 .68로서 유죄방

향의 진단성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정도의 진단성 수준은 두 명의 목격자가 

모두 용의자 지목을 한 진단성 .92와 비교하

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고 이것은 합리적 의심

을 넘는 유죄증거로 취급하기에는 다소 부족

함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지표는 진단성 평가에 그치는 것이고 사후

적 유죄확률의 변화를 확인시키는 지표는 아

니다. 사전확률의 함수로서 복수의 목격자 지

목반응의 사후확률을 도출하는 것은 후술하기

로 한다.

이상의 논의를 토 로 하여 Clark & Wells 

(2008)은 복수의 목격자가 있는 경우 지목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복수의 목격자가 순차 지목반응을 보이는 

경우 진단성 지표를 확인하는 것에서 더 나아

가 사전확률에서 출발하여 사후확률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를 확인해 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다. 이것은 후일 증거의 종합을 통한 최

종적 유죄확률을 산출해낼 수도 있다는 점 때

문에 특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표 9는 목격자의 세 가지 반응 비율을 범

인존부조건에 따른 교차표다. 이런 목격자 

반응 확률을 상수로 두고, 사전확률을 독립

변수로 하였을 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반적인 사전사후확률 함수를 구할 수 있

다. 용의자 지목 반응의 사후확률함수는 

 


, 필러지목 반응의 사후확률

함수는  


, 무지목 반응의 사

후확률함수는  


  다.

목격자 두 명이 용의자를 지목하는 반응을 

보였다고 가정하고, 이 경우 첫 목격자의 지

목 반응 후 사후확률을 y라고 하자. 그렇다

면  


 가 되고, 다시 이 y의 확

률을 전제로 다시 새로운 목격자가 용의자를 

지목하게 되면 이 2차 사후확률함수는 

17) 이 부분은 본 연구자가 독자적으로 연구를 수

행한 부분이다.



 


 로 표시할 수 있다. 

 


 이므로 f(y) 함수를 최초의 사

전확률 x와의 관계로 나타내는 함수로 표시하

면 다음과 같다.

















다른 예로, 목격자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은 

용의자 지목 반응을, 다른 한 명은 필러지목 

반응을 보였다고 가정하고, 이 경우 첫 목격

자의 지목 반응 후 사후확률을 y라고 하자. 그

렇다면  


 가 되고, 다시 이 y의 

확률을 전제로 다시 새로운 목격자가 필러를 

지목하게 되면 이 2차 사후확률함수는 

 


 로 표시할 수 있다. 

 


 이므로 f(y) 함수를 최초의 사

전확률 x와의 관계로 나타내는 함수로 표시하

면 다음과 같다.


















다시 새로운 목격자가 나타났는데 무지

목 반응을 보였다고 하자. 이 2차 사후확률

을 z로 표시하고 이 확률을 전제로 하여 무

지목 반응 이후의 3차 사후확률 함수는 

 


 로 표시할 수 있다. 

 


 이므로 f(z) 함수를 최초의 

사전확률 x와의 관계로 나타내는 함수로 표시

하면 다음과 같다.


















이상의 수식을 정리하면 세 번의 목격자 지

목 반응에 따른 사후확률의 변화 수식은 다음

과 같이 표시할 수 있는 것이다.

첫 목격자가 용의자 지목을 하면 최초의 

사전확률의 1차 사후확률 함수는 

 


  가 된다.

이어 두 번째 목격자가 필러지목을 하면 

최초의 사전확률의 2차 사후확률 함수는 

 


  가 되고,

끝으로 번째 목격자가 무지목 반응을 보이

면 최초의 사전확률의 3차 사후확률 함수는 

 


  가 되는 것이다.

표 8의 Clark et al.(2008) 데이터를 가지고 

세 명의 목격자가 순차적으로 용의자 지목(S), 

필러지목(F), 무지목(N) 반응을 보인경우의 사

후확률 값의 변화를 표시한 것이 그림 17이다.

첫 목격자가 용의자 지목 반응을 보인 경우 

그 사후확률은 붉은 색 실선의 S 라인을 따라 

표시된다. 이어진 목격자가 필러지목 반응을 

보인 경우 2차 사후확률은 녹색 실선의 SF 라

인을 따라 표시된다. 끝으로 마지막 목격자가 

무지목 반응을 보이면 최종적인 3차 사후확률

은 검은 색 점선으로 표시된다. 이 그래프를 

통하여 확연히 알 수 있듯이, 용의자 지목이



라는 유죄 증거에 의하여 유죄 확률이 일단 

높아졌으나, 이어진 필러지목, 무지목과 같은 

피고인의 유죄인정에 방해되는 후속 증거들 

때문에 순차적으로 사후확률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최초의 용의자 지목이라

는 유죄 증거의 영향력이 남아 있는 나머지, 

이어진 반  증거들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최

종적 사후확률 곡선은 여전히 identity line 윗

부분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진단성 확률이 세 건의 목격자 

지목 이후에도 .5를 상회하고 있는 것과 일맥

상통한 것이다(그림 18 참조).

사전확률 54% 상태에서 목격자가 용의자를 

지목하게 되면 그 사후확률(유죄확률)은 80%

를 넘게 되어 상당히 유죄 쪽 확신이 들기 시

작하는데, 이어진 목격자가 필러를 지목하게 

되면, 2차 사후확률은 71%로 떨어지고 나머지 

목격자마저 용의자 지목을 못하고 무지목 반

응을 보이게 되면, 최종 사후확률은 60.9%로 

더 낮아져 이제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유죄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로 빠지

게 된다.

복수의 목격자가 순차로 반응을 보이는 경

우의 사후확률의 변화를 함수로 확인해 보았

는데, 이러한 기본 틀은 여러 종류의 증거, 정

황이 순차로 쌓여나갈 때 종합적 유죄증명력

의 변화를 계량적으로 확인하는 상황에서도 

그 로 적용될 수 있다. 이 부분 일반화는 후

술하기로 한다.

Memon et al.(2003)은 모의범죄사례에서의 범

인관찰시간을 조작하여 한 사례에서는 12초간 

범인을 볼 수 있도록 하였고, 나머지 사례에

서는 45초간 범인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실험

을 시행했다. 범인존부조건에 따른 단일 목격

자 반응 비율은 그림 19 및 20 그래프의 각 

데이터와 같다. 이 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세 

명의 목격자가 앞서 예를 들어 설명한 바와 

같이 일관성 있는 지목을 했거나 또는 상이한 

지목반응이 보인 경우를 S SS SSS, S SF

SFF, S SN SNN으로 상정하고 그 진단성 확

률의 변화를 도식화한 것이 그림 19 및 20 그

래프다.

단일 목격자의 경우에는 목격시간이 긴 조



건이 짧은 조건에 비하여 진단성 확률이 더 

높다(.922>.693). 이어지는 두 명의 목격자들이 

용의자 지목을 거듭하는 경우 그 진단성 확률

은 장기 목격의 경우 .999에 달하여 거의 유

죄 확신 수준에 도달한다. 단기 목격의 경우 

진단성 확률은 .920에 이르기는 하나 약간의 

오인지목에 의한 오판의 소지가 남아있다. 첫 

목격자의 용의자 지목에 이어서 포일지목이 

더해지는 경우 단기 관찰이든 장기 관찰이든 

진단성은 줄어든다.

필러지목의 경우 같은 맥락에서 유죄 진단

성이 떨어진다. 이 결과는 장단기 관찰조건 

모두에서 공통된 현상이다. 문제는 무지목 반

응이다. 단기 관찰조건에서는 오히려 유죄 방

향으로 진단성이 높아지는 것은 다소 의아하

다. 반면 장기 관찰조건에서는 현저하게 유죄 

진단성은 감소한다. 이러한 결과는 특히 단기 

관찰조건의 경우에 있어서의 진단성은 불안정

함을 알 수 있다. 범인을 포착할 수 있는 시

간이 상 적으로 짧은 경우의 무지목 반응과 

반 로 그 시간이 상 적으로 긴 경우의 무지

목 반응은 질적으로 다른 의미가 있는 듯하다. 

관찰 시간이 짧은 경우의 무지목은 식별불가

의 취지가, 관찰 시간이 긴 경우의 무지목은 

범인 포함되지 않았다는 취지가 보다 더 농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시간이 충분

한 경우의 무지목은 무죄의 유력한 진단성을 

갖고 있는 반면, 짧은 경우의 무지목은 체

로는 무죄 정황 쪽이기는 하겠지만, 때로는 

반  방향성을 보일 수도 있을 정도로 지목 

진단성의 안정적 성격이 줄어들 것이다. 하지

만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이 실험결과는 범인

부재조건의 무지목이 범인존재조건의 무지목

보다 그 비율이 높아야 한다는 철칙(이와는 

반 로 용의자 지목의 경우에는 범인존재조건

이 범인부재조건보다 그 비율이 높다는 것도 

철칙임)을 깬 것에서 기인된 것으로서 일반화

를 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만일 복수의 목격자들 사이의 관찰조건이 

서로 다르다면, 이 경우 서로 상반되는 지목

반응 교차의 효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예를 

들어 용의자 지목 반응을 보인 목격자는 관찰 



시간이 충분했던 반면, 무지목 반응을 보인 

목격자는 관찰 시간이 부족한 경우를 상정해 

보자. 이 조합을 SLNS라고 표시하면 그 진단성 

확률은 .95{.900×.245/(.900×.245+.076 ×.150)}

가 된다. 이 확률은 관찰시간이 충분한 목격

자 지목 반응 SL의 진단성 .92보다 오히려 더 

높아진 이상한 결과(즉 비록 관찰 시간은 짧

았으나 무지목 반응을 보인 목격자 증거가 추

가되었음에도 진단성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올라간 결과)가 도출된 것이다. 이 역시 범인

부재조건의 무지목이 범인존재조건의 무지목

보다 그 비율이 높아야 한다는 철칙이 깨진 

데서 기인하는 것이다.

그림 21은 장기 관찰조건 하에서 세 명의 

목격자가 순차로 용의자 지목 반응, 필러지목 

반응, 무지목 반응을 보인 경우 최초의 사전

확률 하에서 사후확률이 어떻게 변해 가는가

를 보여주는 그래프다. 그림 22는 이 경우 정

보획득 곡선이다. 정보획득 지표는 지금까지

는 절댓값으로 표시했으나 이 그래프에서는 

이해의 편의를 위해 절댓값 제한을 제거했다.

이들 그래프에서 확연히 알 수 있듯이 목격

자가 범인을 관찰할 시간이 상 적으로 긴 경

우 용의자 지목 이후의 유죄 확률 곡선(붉은 

색 실선)은 identity line의 윗부분을 상당히 벗

어난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 사전 유죄확률 

26% 정도에서 목격자의 용의자 지목이 있게 

되면 이런 직접증거의 증거가치는 상당히 높

아(정보획득 지수 54.6%) 사후적 유죄확률이 

80%를 상회하는 수준에 도달한다. 이 정도라

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수준의 유죄증

거가 확보되었다고 평가할 만하다. 그런데 이

어진 목격자가 어이없게도 필러를 지목해버렸

다. 이 경우 이런 목격자의 반응도 유무죄 판

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가 됨을 놓쳐

서는 안 된다. 필러지목 이후의 사후확률의 

변화는 종전 붉은 색 선보다는 identity line 쪽

으로 접근한 녹색 선으로 표시된다. 여전히 

identity line 윗부분에 자리를 잡고는 있으나 

사후 유죄확률은 상당정도 줄어들게 된다. 

80% 상회하던 유죄확률은 이제는 절반 이하

인 45.1%로 뚝 떨어지게 된다. 목격자가 범인

을 지목할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엉

뚱한 필러를 지목했다는 것은 현재 용의자가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강한 의심을 불러일

으킬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다른 유죄증거에 



의하여 당초의 사전확률이 충분히 높은 경우

라면, 예컨  사전확률 64% 정도의 유죄확률

이라면 용의자 지목과 필러지목이 교차했더라

도 사후적 유죄확률 80%는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필러지목 하나만으로 바로 유죄에서 

무죄전환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사

전사후확률 곡선이 여전히 identity line 상단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러지목 이후, 세 번째 목격자마저

도 용의자 지목을 하지 않고 무지목(목격 시

간이 충분했기 때문에 체로는 용의자는 물

론이고 라인업 구성원 중에 범인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확신 속에서 한 무지목일 것이다) 

반응을 보인 경우는 사태가 심각해진다. 이 

경우 최종적 사전사후확률 곡선은 identity line

을 하방 이탈하여 위치하게 된다. 즉 용의자 

지목 목격자 증거가 하나 있었다고 하더라도 

필러지목과 무지목이 여기에 더해지는 순간 

그 사후확률은 언제나 사전확률에 미치지 못

하게 되는 것이다. 그림 22의 정보획득 곡선

이 0 이하의 값으로 표시되는 것도 이런 설명

을 뒷받침한다. 이 경우 최초의 사전확률 90%

의 수준에서도 최종 사후확률은 50% 수준을 

넘지 못한다. 사전확률 98% 이상의 고도의 유

죄확신이 없는 이상 이 상황은 사후확률 80% 

이상을 절 로 넘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상황이라면 고도로 높은 다른 유죄증거

가 더 나오지 않는 이상 무죄판단이 굳어지게 

될 것이다.

Clark & Wells(2008) 연구는 좋은 필러와 

나쁜 필러를 비교한 데이터를 가지고 진단

성 확률을 분석했다. 이 데이터는 Lindsay & 

Wells(1980)와 Wells et al.(1993)로부터 얻어진 

것이다. Lindsay & Wells(1980) 연구에서는 타깃

과의 유사성 여부에 따라 필러의 유사성 여부

를 조작했다. Wells et al.(1993) 연구는 범인의 

특징에 관한 목격자의 묘사와의 일치 여부에 

따라 필러의 유사성 여부를 조작했다. Lindsay 

& Wells(1980) 연구에서는 인종, 모발색, 수염

과 같은 특징에 관하여 필러와 타깃 사이의 

불일치 정도가 극심했던 반면, Wells et al. 

(1993) 연구에서는 필러와 목격자 묘사 사이의 

불일치 정도는 그리 현저하지는 않았다.

이 부분 리뷰에서 말하는 좋은 필러 조건이

란 필러들이 목격자의 묘사와 유사한 경향이 

있는 조건을, 나쁜 필러 조건이란 필러들이 

목격자의 묘사와 유사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 조건을 각각 지칭한다.

그림 23, 24는 Lindsay & Wells(1980) 연구 데

이터를 가지고 도출된 진단성 확률 지표 그래

프이다. 그리고 그림 25, 26은 Wells et al. 

(1993) 연구 데이터를 가지고 도출된 진단성 

확률 지표 그래프이다. 일반적으로 좋은 필러 

조건의 진단성이 나쁜 필러 조건의 그것에 비



하여 높게 나타난다. 좋은 필러 조건에서는 

용의자 지목 진단성이 더 높게 나타나고 필러

지목과 무지목의 진단성 하향 정도가 더 급하

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용의자 지목

과 무지목의 진단성은 필러가 타깃 또는 목격

자의 묘사와 유사하거나 일치하는 경우에는 

더 높다.

그런데 Lindsay & Wells(1980) 연구에서 나쁜 

필러 조건에서는 용의자 지목의 진단성 확률

이 .503에 그친 관계로 진단성, 특히 유죄 진

단성이 거의 보이지 않음이 특징적이다. 진단

성이 없는 경우에는 아무리 많은 증인이 나와

서 용의자를 지목하더라도 그 진단성은 증가

되지 못한다는 점을 그림 23이 보여주고 있다.

비록 더 유사한 필러를 활용한 라인업이 더 

진단성이 높다고 하는 일반론에 하여 필러

를 지목하는 경우는 조금 유의할 점이 있다. 

Lindsay & Wells(1980) 연구에서 필러지목에서

는 유죄 방향의 진단성이 발견된다. 이것은 

범인존재조건이 범인부재조건보다 세 배

(.12:.04)나 더 많은 필러지목이 이루어졌기 때

문인데 이런 결과는 통상적 경향과는 반 되

는 결과다.

Wells, Yang, & Smalarz(2015) 연구

이 연구에서는 우선 지금까지 베이지안 접



근 방식을 통한 정보획득모델을 토 로 확인

된 바처럼 사전확률(기저율)은 매우 중요한 변

인임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다. 이 사전확률은 

실험실 영역이라면 실험설계를 하면서 범인이 

라인업에 포함될 조건과 포함되지 않을 조건

을 전체 실험 시행에서 어느 정도 비율로 분

포하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 체로는 50%)다. 

하지만 실제 수사 실무에서는 차원이 다른 문

제에 봉착한다. 즉 라인업을 시행하기 전까지 

확보된 유죄증거에 비추어볼 때 과연 어느 정

도의 확률로 용의자를 범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또는 어느 정도로 유죄증거를 확보하

게 되면 용의자를 라인업 절차에 회부할 것인

가? 라인업에 용의자를 세우는 절차에 하여

는 어떤 법적 요건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등

등의 문제들이 깔려 있음을 이 연구는 지적하

고 있다.

수사기관이나 개별 수사관 마다 라인업에 

돌입하기 직전 용의자에 한 유죄증거를 어

느 정도로 확보해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아

무런 기준이 없다. 어떤 수사관은 조사에 착

수하자마자 용의자를 곧바로 라인업에 회부하

기도 한다. 지목진술과 같은 목격자의 반응은 

사전확률이 어떤 시점에서 그런 반응이 이루

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증거가치의 변화정도는 

극심함을 정보획득모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유죄의 사전확률을 얼마로 

확정한 상태에서 라인업을 시행하는가 하는 

문제는 목격자 반응의 증거가치에 영향을 중

하게 미치는 시스템 변인임을 이 연구는 강

조하고 있다.

이런 전제에서 주요한 다른 시스템 변인 조

건을 정보획득모델로 재검증하고 있다. 이 연

구에서는 Clark(2012) 메타분석 데이터를 활용

하여 분석을 시도한다.

많은 연구에서 낮은 유사성을 가진 필러가 

라인업 구성원이 된 경우 중간적인 또는 높은 

유사성을 가진 필러로 구성된 경우에 비하여 

정확도가 더 낮다는 점이 밝혀졌다. 즉 낮은 

유사성을 가진 필러가 구성원이 된 경우에는 

높은 유사성을 가진 필러 조건과 비하여 증

거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Clark(2012) 메타

분석 데이터에 의하면 낮은 유사성 참가자 조

건에서 범인존재조건에서의 정지목률은 67%, 

범인부재조건에서의 오지목률은 31%이고18) 

높은 유사성 참가자 조건에서 정지목률은 

59%, 오지목률은 16%였다. 이 데이터만 가지

고서는 오히려 정지목률은 낮은 유사성 참가

자 조건이 더 높아서 이것의 증거가치가 더 

높은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이러한 의문에 하여 그림 27 및 그림 28은 

정확하게 해명을 해 주고 있다.

그림 27은 낮은 유사성 조건에서 용의자 지

목과 무지목의 정보획득곡선을, 그림 28은 높

은 유사성 조건에서 용의자 지목과 무지목의 

정보획득곡선을 각각 표시한 것이다. 높은 유

사성 조건에서 지목반응으로 획득되는 유죄 

정보가치가 낮은 유사성 조건보다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낮은 유사성 조건에서는 사전확

률 0.4에서 0.19가 최  정보획득비율이고, 높

은 유사성 조건에서는 사전확률 0.34 지점에

18) 범인존부 조건에 걸쳐서 무지목률은 1-지목률

이므로, 이 경우 범인존재조건에서의 무지목 오

기각률은 33%, 범인부재조건에서의 무지목 정기

각률은 69%다. 이 부분 연구에서 무지목이라 함

은 용의자 지목이 아닌 경우 전부를 가리킨다. 

즉 필러지목도 이 카테고리에 포함된 것이다. 

이하 설명에서는 범인존재조건 무지목 오기각

률, 범인부재조건 정기각률 표시는 생략한다.



서 0.31이 최  정보획득비율이다.

주목할 것은 지목 그래프와 무지목 그래프

가 서로 교차하고 있는 목이다. 낮은 유사

성 조건에서는 두 그래프가 교차하는 지점에

서의 사전확률은 52%다. 이 사전확률보다 낮

은 영역에서는 목격자 지목이 더 높은 유죄가

치를 갖는다. 높은 유사성 조건에서는 두 그

래프가 교차하는 지점에서의 사전확률은 79%

다. 시스템 변인의 종별 여하에 따라서는 지

목과 무지목 곡선이 늘 교차하는 것은 아니다. 

지목의 정보획득 지표와 무지목의 그것의 격

차가 충분히 클 경우에는 사전확률 0과 1을 

제외하고는 그 중간 영역의 사전확률 내내 교

차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낮은 유사성 필러조건과 같이 용의

자 지목의 유죄 정보가치가 적어지는 시스템 

변인 조건 하에서, 목격자가 용의자 신 확

연히 구분되는 필러를 지목하는 일은 목격자

의 기억에 상당한 문제가 많다는 것을 시사하

는 정황이다. 52%를 넘는 사전확률 수준에서

는 용의자 지목을 통한 유죄 정보가치 보다는 

필러지목으로 인한 무죄 정보가치가 더 커지

게 된다는 점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높은 유사성 필러조건에서는 용의자 

지목의 정보가치가 더 높은 시스템 변인 조건

에서는 지목과 무지목의 정보가치가 역전되는 

지점에서의 사전확률은 낮은 유사성 조건에 

비하여 더 높아질 것이다.

편향된 설명은 라인업에 범인이 없을 수도 

있음을 알려주지 못했거나 또는 범인이 있다

고 암시를 주는 일을 가리킨다. 비편향 설명

은 반 로 라인업에 범인이 없을 수도 있음을 

미리 경고하는 것이다. 편향된 설명은 범인 

존재, 부존재 조건 모두에서 지목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Clark(2012) 메타분석 데이터에 

의하면 편향된 설명 조건에서 정지목률은 

59%, 오지목률은 15%이고 비편향 설명 조건

에서 정지목률은 50%, 오지목률은 9%였다.

그림 29는 편향 설명 조건에서의 정보획득

곡선을, 그림 30은 비편향 설명 조건에서의 

정보획득곡선 각각 표시한 것이다.

주목할 만한 것으로는 우선, 용의자 지목으

로 인한 유죄 정보획득의 크기는 비편향 설명



의 경우가 편향 설명 경우보다 더 크지만, 무

지목으로 인한 무죄 정보획득의 크기는 편향 

설명의 경우가 비편향 설명 경우보다 더 크다

는 점이다. 이것은 Clark(2012)가 지적하는 바

처럼 일종의 상충적 효과(trade-off)가 있음을 

시사한다. 즉 비편향 설명의 경우에는 범인부

재조건에서 지목에 있어서의 오지목 위험(무

고한 자를 범인으로 지목하는 1종 오류)을 줄

임으로써 결과적으로 지목의 유죄 정보가치가 

커지는 신, 범인존재조건에서 무지목에 있

어서의 오기각률(즉 범인을 놓치는 2종 오류)

을 높이는 가를 치루게 만든다. 그 가는 

거꾸로 편향설명에서 범인부재조건에서 무지

목 정기각률을 높여 결과적으로 무죄 정보가

치를 높이는 결과를 낳는다.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편향설명의 경우 

사전확률 79% 지점에서 용의자 지목 곡선과 

무지목 곡선이 교차하나 비편향 설명에서는 

이런 교차 현상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비편향 설명의 경우에는 용의자 지목의 유죄 

정보가치가 모든 사전확률 구간에서 무지목의 

무죄 정보가치에 비하여 더 높게 유지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여러 실험 연구에 의하면 라인업 시행자의 

기 에 기초하여 목격자에 한 명시적, 묵

시적 암시에 따른 영향력이 무시할 수 없음

이 밝혀져 왔다. 그 때문에 라인업 시행자는 

라인업 참가자들 중에서 누가 용의자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double-blind 원칙이 준수되어야 함이 권장되고 

있다. 실험상황에서 이 효과를 조작하는 것이 

늘 용이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Clark(2012) 

리뷰 연구에 의하면 라인업 시행자 영향력이 

높은 조건에서 정지목률은 58%, 오지목률은 

21%이고, 영향력이 낮은 조건에서의 정지목률

은 45%, 오지목률은 11%다.

그림 31, 32는 라인업 시행자 영향력 수준

에 따른 정보획득 곡선을 표시한 것이다. 용

의자 지목의 유죄 정보가치는 라인업 시행자

의 영향력이 낮을 때가 높을 때에 비하여 더 

높다.



한 번에 필러와 용의자가 모두 라인업에 세

우는 것이 전통적인 라인업 방식이었다. 그러

나 목격자는 동시에 라인업에 서 있는 여러 

명 중에서 자신의 범인 기억에 부합하는 어느 

누군가를 지목해야 한다는 편향과 압박감에 

빠질 수 있다. 이 때문에 목격자의 오지목으

로 인한 오판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이런 

오류를 피하기 위하여 한 사람씩 범인 여부를 

답하게 하는 순차 라인업이 이런 오지목의 위

험을 불식하는 좋은 방식이라고 권장되고 있

다.

Clark(2012)의 리뷰 연구에 의하면 동시 라인

업에서는 정지목률 54%, 오지목률 15%, 순차 

라인업에서는 정지목률 43%, 오지목률 9%로 

집계되고 있다. 그림 33, 34는 라인업 방식에 

따른 정보획득 곡선을 표시한 것이다.

쇼우업은 용의자 단 한 명만을 목격자에게 



면하여 지목 여부를 듣는 방식이다. 따라서 

필러가 필요 없다는 점에서 라인업과 다르다. 

주로 범죄 현장 부근 범행발생 직후 시점에서 

범인 여부를 조속히 밝혀야 할 현실적인 필요

성 따위가 쇼우업 정당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쇼우업의 위험성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데, 여기서 쇼우업과 라인업의 정보가치를 

비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Clark(2012)의 리

뷰 연구에 의하면 쇼우업의 정지목률은 41%, 

오지목률은 18%, 라인업의 정지목률은 43%, 

오지목률은 11%라고 한다.

그림 35, 36에서 명백히 알 수 있듯이 라인

업은 쇼우업과 비교하여 지목은 물론이고 무

지목에 있어서도 정보가치가 높음을 알 수 있

다. 상충효과에 의하여 유무죄 정복가치가 시

스템 변인 조건에 따라 상반되는 다른 시스템 

변인과는 질적인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라인업은 쇼우업과 비교하여 유죄는 물론

이고 무죄 정보가치 역시 높다. 이 점에서 쇼

우업은 가급적 예외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

으로 본다. 이 점에서 쇼우업의 허용성을 너

무 쉽게 긍정하고 있는 판례의 태도는 재검토

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그 이외에도 이 연구에서는 라인업 실시자

의 영향력, 동시  순차 제시, 라인업  쇼

우업의 시스템 변인별로 Clark(2012) 메타분석 

데이터에 따른 정지목률, 오지목률에 기초하

여 정보획득곡선을 검토하였다. 한편 이 연구

는 Brewer & Wells(2006) 연구에 포함된 데이터

를 활용하여 목격자의 확신도 별로 지목, 무

지목, 필러지목의 정보획득곡선을 제시하였다.

또 Wells, Yang, & Smalarz(2015) 연구에서 연

구자들은 새로운 유형의 곡선을 처음으로 소

개하고 있다. 어떤 한 시스템 변인 중에는 진

단성이 높은 절차와 낮은 절차가 있는데(예컨

 순차라인업  동시라인업, 라인업  쇼

우업, 유사성 높은 필러  유사성 낮은 필러, 

라인업 시행자 영향력 낮은 조건  높은 조

건, 비편향 설명  편향 설명) 어떤 특정한 

사전확률 수준에서 결정된 진단성이 높은 절

차의 사후확률에 도달하기 위하여 진단성이 

낮은 절차에게 필요한 추가적인 사전확률을 



산출한 다음 사전확률 함수로써 이를 그래

프에 표시한 것이 기저율효과 등가성 곡선

(Base-Rate Effect-Equivalency Curves, BREE)이다.

그림 37은 편향 설명과 비편향 설명의 사전

-사후확률 응곡선이다. 기저율 40%에서 편

향 설명의 사후확률은 .72이고 비편향 설명의 

사후확률은 .79다. 이 때 편향 설명의 사후확

률을 비편향 설명의 그것인 .79로 높이기 위

해서는 기저율을 49%로 9%만큼 올려야 한다. 

따라서 기저율 40% 수준에서 비편향 설명의 

편향 설명에 한 개선 효과를 기저율로 환산

한 것 기저율 효과 등가성 점수는 9%다. 기저

율이 0 또는 1 한쪽 극단에 접근할수록 기저

율 효과 등가성 수치는 낮아진다. 예를 들어 

그림에서 기저율 80%인 경우 등가성 점수는 

5%로 낮아진다.

기저율 등가성(BREE) 점수는 다음의 산식으

로 계산할 수 있다.

∆ 












여기서 BR은 기저율. dl은 낮은 진단성 절차

에서 지목  오지목 비율. dh는 높은 진단성 

절차에서 지목  오지목 비율이다.

위 산식은 그 자체로는 직관적으로 잘 이해

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본 리뷰에서는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해 아래와 같은 설명을 부가한

다.

높은 진단성 절차의 사후확률함수를 ƒh(x)라

고 하고, 낮은 진단성 절차의 사후확률함수를 

ƒl(x)로 설정한다. 높은 진단성 절차의 사후확

률을 구함에 있어서 정지목 확률(범인존재조

건의 용의자 지목)을 a, 오지목 확률을 b(범인

부재조건의 용의자 지목), 낮은 진단성 절차의 

사후확률을 구함에 있어서 정지목 확률(범인

존재조건의 용의자 지목)을 c, 오지목 확률을 

d(범인부재조건의 용의자 지목)로 지정한다. 

이 경우 진단성 유형별 사후확률함수는 다음

과 같이 도출될 수 있다.

  






 






그림 37에서 사전확률(기저율) 40%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 여기서는 임의의 기저율을 x0

라고 상정하자.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기저율 x0에서 

높은 진단성 절차의 사후확률은 ƒh(x0)이다. 관

심사는 낮은 진단성 절차에서의 사후확률이 

ƒh(x0)에 도달하려면 사전확률을 얼마나 더 향

상시켜야 하는가에 있는데, 그처럼 향상된 사

전확률을 x1이라고 한다면 결국 그 사전확률 

x1에서의 낮은 진단성 절차의 사후확률 ƒl(x1)

도 높은 진단성 절차의 사후확률 ƒh(x0)과 같

다. 즉 ƒl(x1)=ƒh(x0)이다. ƒl(x1)과 ƒh(x0)를 x0, x1, 



a, b, c, d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마지막 관심사는 x0 지점에서 과연 얼마나 

사전확률이 향상되어야 낮은 진단성 절차가 

높은 진단성 절차의 사후확률을 얻을 수 있는

가에 있다. 두 절차의 각 사전확률 지점마다 

그 추가적인 사전확률의 증가폭이 일정한 함

수식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이 함수를 ƒBREE(x)라고 표시할 때 x=x0의 

BREE 값은 ƒBREE(x0)가 된다. ƒBREE(x0)는 앞서 설

명한 맥락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표

현될 수 있다.

      

한편 ƒl(x1)=ƒh(x0)이므로,

 


 

 로 된다.

이를 정리하여 x1을 x0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를 위 BREE 함수식에 입하여 일반 함

수식을 구하면 다음과 같은 수식이 도출된다.

 




앞서 제시한 수식을 아래와 같이 x, a, b, c, 

d로 치환하여 정리하면 같은 결과에 이름을 

알 수 있다.

∆      

  



위 BREE 함수 수식을 Excel Spread Sheet를 

활용하여 그래프를 그릴 수 있었다. 다섯 종

류의 시스템 변인들, 즉 필러 유사성, 설명, 

라인업 시행자 영향력, 동시  순차 지목, 쇼

우업  라인업을 위한 BREE 곡선을 표시한 

것이 그림 18이다. 각 곡선의 상  높이가 개

개의 시스템 변인의 효과크기와 직접 연결되

어 있다. 이 그림에서 보면, 쇼우업  라인업

이 가장 높고 동시  순차 라인업이 가장 낮

은데 그 높이는 효과크기의 차이 때문이다. 

BREE 곡선은 기저율이 45%에서 50% 사이의 

범위에서 최 치를 보이는 경향이 있음에 주

목할 만하다. 쇼우업  라인업 곡선을 보면 

기저율 46% 수준에서 최 치를 보이는데, 쇼

우업은 라인업과 같은 정도의 사후확률을 얻

으려면 13.4%의 기저율 인상이 필요한 것이

다. 최 치에서의 시스템 변인별 BREE 점수를 

보면, 13.3%(필러 유사성), 9.8%(라인업 시행자 

영향력), 8.7%(설명), 7.0%(동시  순차 라인

업)이다.

BREE 곡선은 이 연구의 전 분석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결론 중 하나를 계량적으로 나타

내 보여준다. 즉 상 적으로 완만한 기저율의 

증가조차도 목격진술의 신빙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인정되어 온 시스

템 변인 어느 것도 견줄 수 없는 강력한 효과

인 것이다. 이 점이 지난 수십 년간 목격자 

심리학 실험연구에서 간과되어 왔다. 기저율



은 연구와 관심의 상 밖에서 부당하게 방치

되었다. 그러나 이처럼 중요한 기저율의 문제

를 그 로 방치할 수는 없는 중요한 시스템 

변인, 즉 이것은 사법당국이 정책적으로 얼마

든지 통제와 규율이 가능한 변인이라는 인식

을 제고하는 일이 긴요하다.

기저율의 막강한 영향력을 감안해 볼 때, 

용의자를 함부로 근거 없이(즉 낮은 기저율 

수준에서) 라인업에 회부하는 것은 온당치 않

다.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라인업 회부라

고 하는 중 한 위험에 빠뜨리기 위해서는 그 

절차에도 일정한 기준과 요건이 필요한 것이

다. 이에 연구자들은 라인업 회부에 필요한 

“합리적 의혹” 조건을 제안하고 있다. 즉 연구

자들은 수사의 초기 단계에서 막바로 라인업

부터 시행할 것이 아니라 다른 증거수집 활동

을 통하여 용의자의 유죄 혐의를 “합리적 의

심” 없을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 있는 증거를 

통하여 확정할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것보다

는 낮은 정도의 유죄 혐의를 인정함에 있어서 

“합리적 의혹”이 있을 정도의 유죄 사전확률

을 확보한 뒤에나 용의자를 라인업에 회부해

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하여 기저율의 중요성을 다시

금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경찰의 일반적 수

사관행상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나 목격자로

부터 범인의 인상착의 진술을 듣고 비교적 초

기 수사단계에서 바로 용의자 사진들을 제시

하는 것 같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 알 수 있

는 바와 같이 수사초기 지목진술은 아직 유죄

증거가 많이 축적되지 못하여, 즉 낮은 기저

율 상태에서는 증거가치 측면에서 상당히 정

보획득량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면이 있는 것

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합리

적 의심이 없는 유죄확률 수준, 예컨  80%으

로까지 사후확률이 높아지지는 않는다. 그리

고 그 상태에서 용의자를 범인으로 포착하고 

더 이상 추가적인 유죄증거 수집을 포기해 버

리면 나중에 재판과정에서 증거부족 현상이 

생길 수 있다. 또는 판사들이 이런 상태에서 

유죄심증을 가지고 최종 판단을 한다면 낮은 

유죄확률에 머물고 있는 상태에서 유죄오판이 

초래될 위험성도 농후하다. 상당 정도 유죄확

률을 높인 뒤라면 추가적인 목격자 지목진술

은 유죄확률을 확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른 방증들이 모두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즉 목격자 지목을 시도할 정도의 상당한 증거

가 확보된 상태에서 하는 목격자 지목에 한하

여 높은 종합적 증명력이 도출된다고 하는 점

을 명징하게 알 수 있다고 하는 데 이 연구의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BREE 모델을 통하여 여러 라인업 

개선정책의 효과 또한 비교 가능했는데 이런 

도구를 활용하게 되면, 후속연구의 다양한 영

역에서 효과크기 분석의 새로운 방법론으로 

활용할 가치 또한 높다고 보인다.

베이지안 정보획득 모델의 방법론에 힘입어 

폴리그래프의 정보획득능력에 관한 의미 있는 

연구(Honts & Schweinle, 2009)가 나오기도 하였

다. 향후 이들 연구를 참고로 하게 되면 증거

와 정보 취급에 있어서 판단과 의사결정 심리

학 분야의 분석방법론에 있어서 다채로운 접

근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해 본다. 이 연구는 

기왕의 연구에 한 리뷰 논문으로서 앞으로 

베이지안적 증거평가를 하는 후속 연구를 위

한 하나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를 기 하고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 성과를 

곧바로 수사나 재판에 적용하는 것에는 한계

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이 연구의 외적 타당

도에 관한 다각도의 논의가 이어질 필요가 있

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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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yesian interpretation of eyewitness statement data

Kim, Sang Joon

Hallym University

This study deals with a Bayesian approach in interpreting eyewitness statement data. The Bayesian 

approach has the advantage of being able to elucidate real world investigation and trial.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mmarize a series of research trials to prove these advantages. Wells & 

Lindsay(1980) are first research to take this approach. They newly invented the information gain model 

and this Bayesian formula proves that identification failure, such as false identification or inability to 

identify lineup participants also has diagnosticity which reduces suspect's probability of being a culprit. 

Wells & Turtle(1986) used the same information gain model context and analysis methodology, and 

suggest using the single-suspect model instead because the likelihood of false identification errors inherent 

in the all suspect model is higher when compared to the single-suspect model. Wells & Olson(2002) 

found that among the major system variables dealt with in eyewitness psychology, the contrasting effect 

of sequential lineup vs. simultaneous lineup and the effect of the lineup participant selection method were 

explained in the information gain model. Clark & Wells(2008) attempted to analyze the effect of 

identification response from two or more witnesses who witnessed an one culprit in the lineup based on 

diagnosticity indicator. My research integrate multiple evidences of guilty or not guilty to refer to 

implications of this study, and then examines the functional relationship that yields the final post-guilt 

probabilities. Wells, Yang, & Smalarz(2015) newly devised Base-Rate Effect-Equilvalency(BREE) curves as 

emphasizing that prior probability(base rate) is a very important system variable as it has been confirmed 

based on information gain model through Bayesian approach. In addition, it suggested that a new 

standard of “reasonable suspicion” is required as a legal premise for the lineup structure in order to 

prevent misjudgement due to system variables such as lineups.

Key words : Eyewitness statement, Bayesian, Base rate, Information gain, BREE(Base-Rate Effect Equival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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