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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동기를 암시하는 증거는 범행을 입증하는 증명력이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확률추론에 개입하는 인지 편향성에 의해 범행동기를 암시하는 증거의 증명력이 주 으로

높게 평가되고, 종국 으로 오 이 래될 험을 높인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Davis & Follette,

2002, 2003). 본 연구는 이 주장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범행동기 증거의 주 증명력이 평가

되는 방식에 한 이론 인 이해를 획득할 목 으로 수행되었다. 131명의 20 참가자들은 아

내를 살해한 의를 받는 피고인의 재 시나리오를 읽고, 피고인이 유죄일 확률, 유무죄 여부

범행동기를 암시하는 증거의 증명력을 평가하 다. 재 시나리오는 세 수 (약, , 강)으로

조작한 범행동기를 암시하는 증거를 제외한 다른 증거들의 강도와 두 수 으로 조작한 범행동

기를 암시하는 증거의 제시 여부가 교차되어 제작되었으며, 피험자간 설계가 사용되었다. 참가

자들은 범행동기 증거가 제시되어도 유죄 단을 더 많이 하거나 유죄확률을 더 높게 평가하지

않았다. 이것은 범행동기 증거의 증명력이 확률추론에 기반하여 평가된다는 증거가 없음을 나

타낸다. 반면에 범행동기 증거의 주 증명력에 해서는 정합성기반의 추론 모형의 측에

부합하는 양상 즉, 재 에서 제시된 다른 증거들의 강도가 피고인의 유죄에 한 심증에 향

을 주고, 유죄심증이 다시 범행동기 증거의 증명력 단에 향을 주는 정 경로가 명확하게

확인되었다. 논의에서는 범행동기를 암시하는 증거의 증거능력에 하여 논의하 다.

주제어 : 범행동기 증거, 증명력, 확률추론, 정합성기반의 추론 모형, 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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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증명력(probative value)은 어떠한 사실

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의 실질 가치 혹은

유용성(utility)을 말한다. 증거의 실질 가치는

증거 그 자체가 진실일 가능성(신용성)과 요증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가능성(추인력)을 포함

한다. 당사자주의 소송 차를 채택하는 미국의

경우, 사는 련성 있는 증거의 증명력과,

그 증거가 배심원의 편견을 래할 잠재성

(potential for prejudicial impact)을 비교하여, 편

견유발 잠재성이 증명력보다 크다고 단되면

공 에서 그 증거의 제시를 불허할 수 있다.

즉, 증거의 증명력과 편견유발 잠재성의 상

크기는 증거의 능력(admissibility)을 인정하

는 요한 기 이다. 배심원 한 공 에서

제시되는 증거의 증명력과 편견유발 잠재성을

비교하여 사실인정을 한 증거의 유용성을

평가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정확성과 타당

성을 신뢰하는 증거들( . 자백, 과학 증거,

목격자 증언 등)일수록 사실 단자의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잠재성도 큰 경향이 있기 때

문에, 사실인정을 좌우할 수 있는 결정 인

증거일수록 객 이고 일 된 증명력 평가가

요해진다.

미국 연방증거규칙 401조는 “증거가 존재할

때, 그것이 부재할 때와 비교하여, 사실의 가

능성을 더 높이거나 낮추는 경향이 있고, 그

사실이 쟁 행 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면,

그 증거는 련성이 있다(It has any tendency to

make a fact more or less probable than it would

be without the evidence; and the fact is of

consequence in determining the action.)”고 하여,

증거의 증명력을 증거의 존재 여부에 의해 요

증행 가 사실일 확률(“사실의 가능성”)에

래되는 변화(“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경향”)로

정의한다. 즉, 증거의 존재에 의해 요증행 가

사실일 확률이 높아지는 정도가 그 증거의 증

명력이다. 증명력에 한 이러한 확률개념에

기 해서 Davis와 Follette(2002)는 증명력 개념

을 객 으로 정의하는 확률모형을 제안하

는바, 증거가 존재할 때(E)와 부재할 때( ) 요

증행 가 사실일 확률(H)에서 발생하는 차이

다. 즉, 증명력은 수식 1과 같이 정의될 수 있

다. 를 들어, 범행도구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되었을 때 피고인이 범인일 사후확률

P(H|E)과 지문이 발견되지 않았을 때 피고인

이 범인일 사후확률 P(H| )의 차이가 그 지문

증거의 증명력으로 정의된다.

EPV  P HE  P HE  [수식 1]

증명력의 이 확률모형은 베이지안 확률추

론 이론과 범죄 증거의 분포에 한 수리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제하여 객 으로

-수리통계 으로 - 계산되는 실증 증명력

(empirical probative value: EPV)을 평가한다. 사

후확률들의 차이로 정의되는 EPV는 두 가지

기 율(base rate)에 의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데, 범죄의 기 율과 해당 증거의 기 율이다

(Davis & Follette, 2002, 2003; Friedman & Park,

2003).

한국의 형사 차에서 보강증거가 없는 자백

과 공 조서를 제외한 모든 증거의 실질 가

치 즉, 신용성과 추인력을 평가하는 것은 법

(사실 단자)의 자유 단에 의한다( 한민국

형사소송법 308조). 증거의 증명력을 법률로

정하지 않고 법 의 자유로운 단에 맡기는

원칙을 자유심증주의라고 한다. 그러나 소

자유심증주의가 증거마다 달라질 수 있는 증

명력의 평가뿐만 아니라, 모든 증거에 동일하

게 용되어야 하는 증명력의 의미 혹은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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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의 정의(“무엇이 증명력인가?”)도 법 의 자

유로운 단 혹은 주 해석에 맡기는 원칙

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한국에서는 사실의 인

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증거재 주의

( 한민국 형사소송법 제 307조)를 채택하고

있으면서도, 증거의 실질 가치 혹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구체 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객 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합리 인 사실 단자의 생각과 단에 따라

자유롭게 정의되고 평가되는 주 증명력

즉, 자유심증주의 사법제도에서 평가되는 증

명력은, 확률모형으로 정의되고 객 인 데

이터베이스를 제하여 수리통계 으로 계산

되는 EPV와 여러 측면에서 다를 것으로

상된다. 많은 연구들은 인간이 베이지안 확

률추론을 자연 으로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이고, 베이지안 추론이 포함되는 설명을 잘

이해하지도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e.g.,

Gigerenzer, 2000). 따라서 주 증명력 평가

는 EPV와는 다른 정의와 메커니즘에 의해 이

루어지고, 평가 결과에서 차이를 가질 가능성

이 있다. 본 연구의 목 은 범행동기를 암시

하는 증거에 해 미국 연방증거규칙 401조에

명시된 확률 개념으로 평가되는 증명력의

특성이 사람들의 자유심증에서 형성되는 주

증명력 평가에서도 나타나는지를 검증함으

로써 주 증명력이 평가되는 방식에 한

이해를 획득하기 한 것이다.

실증 증명력

임신을 한 기혼여성이 실종된 사건에 한

수사가 진행 되던 에 실종 여성의 남편이

다른 여성과 애정 계에 있다는 사실이 알려

지게 되면서 수사의 이 남편에게 집 되

었는데, 실종되었던 아내의 시신이 강변에서

발견된 후, 남편이 임신한 아내와 유복자를

살해한 의로 기소되었다. 이런 경우, 남편이

다른 여성과 애정 계를 가졌다는 사실은 그

남편이 아내를 살해했을 가능성을 높이는 증

거로 사용될 수 있다. 재 에는 때로 이와 같

은 로 일 증거(profile evidence) 혹은 언증

거(predicive evidence)가 제시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Sanchirico, 2001). 로 일 증거는 특정인

이 특정 행 를 한 것이 사실일 가능성을 높

이는 여러 가지 인 특징(배경, 성격, 과거행

등)을 말한다. 언증거는 동종의 범죄를

범하는 경향성을 측하는 증거로서 특정의

범죄행 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존재하는

증거이다. 를 들어, 부분의 폭력범죄는 남

성들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남성이라는 성별은

폭력범죄에 한 측력을 가지는 언증거다.

범행동기를 암시하는 증거들 에는 로

일 증거와 언증거가 많다. 를 들어, 피고

인이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거액의 생명

보험을 계약하 다면 피고인이 범행동기를 가

졌을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 배심원 혹은

사(이하 사실 단자)는 그러한 증거를 범죄의

동기와 연 된 것으로 해석하고, 그 증거가

없을 때에 비해서 피고인이 살해 행 를 했을

확률을 히 더 높게 추정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사실 단자는 로 일 증거의 증명

력을 높이 평가하고, 그 증거에 근거해서 유

죄 단을 할 수 있다.

Davis와 Follette(2002)는 재 에서 사용되는

로 일 증거가 사람들에게서 흔히 발견될

수 있는 특징(e.g., 혼외애정 계)인 반면, 재

의 쟁 이 되는 행 는 매우 희귀한 것(e.g.,

아내살해)일 때, 쟁 행 에 한 로 일 증

거의 증명력은 희박하거나 아 없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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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다는 주장을 하 다. 이 주장은 상식

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인 바, 혼외 계를 가

지는 남편은 매우 많고 아내를 살해하는 남편

은 매우 다면, 혼외 계를 가졌다는 것이

아내살해를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없

다. 즉, 로 일 증거의 기 율 혹은 사 확

률(prior probability)이 상 으로 높고, 쟁 행

의 기 율이 낮을 때, 로 일 증거는 쟁

행 에 한 증명력이 낮거나 없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로 일 증거의 증명

력을 과 추정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를

들어, “ 부분의 폭력범은 몸에 문신이 있다.

따라서 몸에 문신이 있으면 폭력범일 가능성

이 높다”와 같은, 확률추론에 개입하는 ‘ 표

성방략(representativeness heuristics)’이 작동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구체 으로, PHE와

PEH는 다음과 같은 계를 가진다:

PHE PEHPHPE . 따라서 범죄의

기 율 PH이 낮고, 증거의 기 율 PE이

높으면, PEH가 높을 때에도 PHE는 낮

아야 한다. 확률추론에 개입하는 표성방략

은 PHE의 추정에서 기 율이 무시되거나

소홀히 고려되는 경향을 의미한다. 이때에는

실질 으로 PHE PEH가 가정되므로

PEH가 높을 때에 PHE도 높아지는 사

후확률 추정의 왜곡이 생길 수 있다. 즉, 실

에서 쟁 행 (e.g., 아내살해)를 하는 사람들이

특정한 로 일 특징(e.g., 혼외애정 계)을 가

지는 경우가 많을 때, 어떤 사람이 그러한

로 일 특징을 가진다는 것을 알면 그 사람이

쟁 행 와 유사한 행 를 할 확률이 높은 것

으로 단하는 확률추론 휴리스틱이 작동하기

쉽다.

로 일 증거에 한 Davis와 Follette(2002)

의 문제의식은 증거의 증명력에 한 조작정

의에 기인한다. 그들이 사용한 증명력의 조작

정의는 증거(혼외 계)가 존재하는 조건에서

쟁 행 (아내살해)가 참일 사후확률과 증거가

부재하는 조건에서 쟁 행 가 참일 사후확률

의 차이(수식 1)다. 사후확률들의 차이로 정의

되는 이 증명력은 증거(E)와 쟁 이 되는 행

(H) 각각의 기 율과 사 확률에 따라 달라진

다.

미국의 경우, FBI 범죄통계에 의하면 매해

평균 으로 백만 명의 남편들 네 명이 아

내를 살해한다. 따라서 남자들의 결혼기간을

60년으로 보면, 백만 명의 남편들 240명이

결혼기간 어떤 시 에서 아내를 살해할 것

으로 측할 수 있다. 즉, 아내살해의 기 율

은 240 / 1,000,000 = 0.00024 이다. 이 기 율

이 증명력 추정의 사 확률로 사용된다. 반면

에, Davis와 Follette(2002)는 결혼한 남자들

24-26%가 어도 한 번 혼외애정 계를 가진

다는 Wiederman(1997)의 추정에 근거하여, 백

만 명의 남편들 략 260,000명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성과 애정 계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하 다. 즉, 혼외 계의 기 율(사 확률)

은 26,000 / 1,000,000 = 0.26 이다. 이 사 확

률들과 함께 모든 아내살인범이 혼외 계를

가진다고 가정한다면, 260,000명의 부정한 남편

들 최소 259,760명은 아내를 살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측이 가능하다. 혼외 계를 가진

남편이 아내를 살해할 확률이 매우 작고 혼외

계라는 로 일 증거가 편견을 래할

험성은 매우 높기 때문에 상식 으로 단해

도 그러한 로 일 증거를 재 에서 증거로

수용하는 것은 편견을 래할 험이 증명력

보다 더 크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가능하다.

Davis와 Follette(2002)는 남편들의 혼외 계

와 아내살해의 사 확률에 의존해서 혼외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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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가능한 최 증명력(MPV: maximum

probative value)을 이론 으로 추정하 다. 증거

의 증명력을 쟁 행 의 사후확률들의 차이로

정의하면, 증거가 부재할 때 쟁 행 가 참인

경우(e.g., 혼외 계가 없는 남편이 아내를 살

해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고, 쟁 행

가 참인 모든 경우에 증거가 존재할 때(e.g.,

모든 아내살해범이 혼외 계를 가질 때) 증거

의 증명력이 최 가 된다. 따라서 에서 언

한 아내살해와 혼외 계의 사 확률들을 이용

하여 아내살해 의에 한 혼외 계의 MPV

를 추정할 수 있다.

혼외 계 증거가 아내살해 확률에 래할

수 있는 최 변화 즉, MPV를 산출하기 하

여, 아내를 살해하는 모든 남편이 혼외 계를

가진다고 가정하면, 혼외 계를 가지는 남편이

아내를 살해할 확률은 P(H|E) = 240 / 260,000

= 0.000923 이다. 이 사후확률은 모든 아내살

해범이 혼외 계를 가질 때 가능한 이론 인

최 치이다. 반면에, 혼외 계가 없는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는 경우는 없다고 가정하

면, P(H| ) = 0 이다. 따라서 아내살해 의

에 한 혼외 계의 MPV는 0.000923 – 0 =

0.000923 혹은 0.0923% 이다. 즉, 혼외 계를

가지는 남편이 결혼기간 에 자신의 아내를

살해할 확률이 혼외 계를 갖지 않는 남편이

아내를 살해할 확률보다 높은 정도는 이론

으로 최 0.1% 혹은 1%의 1/10이 채 되지 못

한다.

아내살해 의에 한 혼외 계의 이론 인

최 증명력이 이와 같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사실 단자가 그것을 높게 평가하면 오 이

래될 수 있다. 이 게 래되는 오 은 얼

마나 심각할까? 만약 사실 단자가 혼외 계

의 증명력을 높게 평가하여 혼외 계를 가진

피고인 260,000명 모두의 유죄를 인정한다면,

그 240명에 해서는 옳은 결이 될 것이

고, 259,760명에 해서는 오 이 될 것이다.

즉, 혼외 계 여부에 의해 아내살해 의에

한 사실인정을 하면, 옳은 결 하나를 할

때마다 1,082.33(259,760 / 240) 개의 오 을 범

하게 된다. 한 혼외 계에 근거해서 아내살

해에 한 사실인정을 하면 그 사실인정이 틀

릴 확률은 100% - 0.0923% = 99.907% 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혼외 계에 근거해서 아내살

해에 한 유죄를 인정하는 것은 합리 의심

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틀린 단이 된다.

일반 으로, 수식 1의 EPV로 정의되는 증거

의 실증 증명력은 증거의 사 확률 P(E)와

쟁 행 (범죄행 )의 사 확률 P(H)가 동일

할 때 최 가 되고, P(E)가 높아지고, P(H)가

낮아질수록 더 낮아진다(Davis & Follette,

2002). 재 에서 제시되는 로 일 증거들의

경우는 P(E)가 P(H)보다 훨씬 높은 경우가 많

다. 이런 경우에 로 일 증거의 증명력은

편견유발의 험성을 상회할 만큼 높아지기

어렵다.

한, 증거의 사 확률 P(E)가 고정된 경우,

수식 1의 EPV로 정의되는 실증 증명력은

쟁 행 (범죄행 )의 사 확률 P(H)가 증가할

수록 증가하고, P(H)가 P(E)와 동일해질 때 최

가 되며, P(H)가 P(E)보다 커질수록 다시 작

아진다. 따라서 P(E)가 고정되었을 때, 증거의

실증 증명력은 P(H)와 ∩-형(역 U자형) 계

를 가지는데(Davis & Follette, 2002), 결과 으로

P(H)가 매우 높을 때는 증거의 증명력은 거의

미미한 수 으로 감소한다. 즉, 재 에 이

미 피고인의 의가 사실일 사 확률이 매우

높을 때는 재 에서 제시되는 새로운 증거가

유죄 단 확률을 더 높이기 어렵기 때문에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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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로서의 실질 가치가 낮을 것으로 상된

다. 말하자면, 사후확률들의 차이로 정의되는

실증 증명력은 ‘천정효과(ceiling effect)’를 가

진다.

사후확률들의 차이(수식 1)가 쟁 행 의 사

확률과 가지는 ∩-형 계는 범행동기 증거

의 증명력이 다른 증거의 맥락에서 변화하는

효과를 반 하는 특성이다. 쟁 행 의 사

확률과 증거의 증명력이 가지는 ∩-형 계를

Wells(2003)는 쟁 행 를 증명하는 다른 증거

들이 존재할 때 범행동기 증거 (E)의 증명력을

측하는 모형으로 사용하 다(그림 1). 이때

범행동기 증거 (E)의 증명력은 그 증거가 빠지

고 다른 증거들만 존재할 때 피고인이 범인일

사후확률과 그 증거 (E)가 추가되었을 때 피고

인이 범인일 사후확률의 차이다. 범행동기 증

거의 이 증명력은 다른 증거들만 존재할 때

피고인이 범인일 사후확률과 ∩-형 계를 가

질 것으로 측된다. 다른 증거들이 피고인의

유죄를 증명하는 정도가 매우 약할 때는 유죄

확률이 낮으므로 범행동기 증거 (E)가 추가

되어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유죄일 확률

PHE이 높아지기 어렵기 때문에 범행동기

증거 (E)의 증명력도 낮다. 를 들어, 살인사

건의 피해자와 평소에 갈등 계에 있었던 이

웃집 사람이 범인일 확률은 다른 증거 없이

단지 평소의 갈등 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의 유죄

를 증명하는 다른 증거들이 되거나 강화

되기 시작하면, 추가되는 범행동기 증거 (E)의

증명력도 커진다. 를 들어, 살인사건 피해자

의 이웃집 사람의 지문이 묻은 물건이 피해자

의 시신 근처에서 발견되었다면, 그 이웃집

사람이 평소에 피해자와 갈등 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증거 (E)는 그 이웃집 사람이

범인일 확률을 크게 높일 수 있다. 반면, 다른

증거들이 이미 피고인의 유죄를 충분히 증명

하는 정도로 강할 때는 유죄 단을 해 추

그림 1. 다른 증거들에 의한 쟁 행 (유죄)확률과 범행동기 증거의 실증

증명력의 계(Wells,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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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되는 범행동기 증거 (E)의 유용성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범행동기 증거 (E)의 실질 가치

즉, 증명력은 감소한다.

주 증명력

수식 1의 사후확률들의 차이로 정의되는 실

증 증명력(EPV)은 범죄의 기 율, 증거의 기

율, 그리고 조건확률들을 알 수 있는 데이

터베이스가 존재할 때 비로소 악될 수 있는

객 증명력이다. 를 들어, 체 기혼남자

에 자신의 아내를 살해하는 사람의 비율

P(H), 체 기혼남자 에 혼외애정 계를 가

지는 사람의 비율 P(E), 아내를 살해하는 사람

에 혼외애정 계를 가진 사람의 비율 P(E|H)

등이 알려져야 범행동기 증거(e.g., 혼외 계증

거)의 EPV가 객 으로 악된다. 그러나 그

러한 기 율과 조건확률들을 악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따라서 EPV는 증명력의 정의(definition)로서의

의미를 가질 뿐, 증거의 평가를 해서 실제

로 활용 가능한 증명력 개념은 아니다.

한국의 사법제도에서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

을 단하는 사람의 주 인 추론에 의해 평

가된다. 그러나 사람들의 단과 추론에서 증

거의 ‘증명력’이 어떻게 정의되고, 그것이 어떻

게 주 으로 평가되는지에 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다. 주 증명력에 해 알려진 사

실이 부재한 상황에서 주 증명력 평가의

기본 인 메커니즘을 추정해 볼 수 있는 이론

가능성은 두 가지이다. 한 가지 가능성은

사람들이 주 으로 평가하는 증명력도 EPV

의 정의와 동일한 사후확률들의 차이라는 것

이다. 다른 가능성은 주 증명력은 확

률추론에 기 해서 평가되지 않고, 다른 증거

들 최종 결론과의 합치 혹은 일 성 정도

에 의해 평가되는 증거의 “유용성(utility)”에 의

해 평가된다는 것이다.

주 사후확률의 차이

증거가 존재할 때 피고인이 유죄일 확률과

증거가 부재할 때 피고인이 유죄일 확률의 차

이가 증거의 증명력이라는 EPV의 정의는 증

거의 증명력을 직 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개

념이다. 따라서 범행동기 증거에 하여 사람

들이 주 으로 평가하는 증명력도 EPV의

정의와 동일한 사후확률들의 차이일 수 있다.

사람들은 범행동기 증거가 존재할 때와 존재

하지 않을 때 각각 피고인이 유죄일 사후확률

을 주 으로 추정하고, 범행동기 증거가 존

재하지 않을 때에 비해서 존재할 때 추정된

주 유죄확률(subjective probability of guilt)이

더 클수록 그 범행동기 증거의 증명력을 크게

지각할 수 있다. 혹은, 범행동기가 알려지지

않았을 때(범행동기 증거가 부재할 때), 주

으로 추정되었던 유죄확률에 새로이 알려진

범행동기 증거의 증명력을 더해서 그 증거가

존재할 때 사후유죄확률을 추정할 수 있다.

이 가설 인 주 증명력을 본 논문에서

는 ‘주 사후확률의 차이’로 명명한다.

‘주 사후확률의 차이’는 EPV과 유사하게

PH E PHE  로 기술될 수 있지만, 여

기서 두 개의 사후확률은 데이터베이스에 기

해서 실증 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자의 심증에서 주 으로 추정되는 모형이

다. 주 사후확률은 ‘믿음의 정도(degree of

belief)’를 나타내는 인식론 인 의미의 확률을

말한다(Etz & Vandekerckhove, 2018). 주 사

후확률도 0과 1 사이의 숫자로 표 되는데,

주어진 정보에 기 해서 무엇인가가 사실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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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믿음의 강도를 표 한다. 따라서 주

유죄확률은 피고인이 유죄라는 믿음의 강도를

0부터 1 사이의 숫자로 표 하는 것이다.

주 증명력이 ‘주 사후확률의 차이’

라는 가설은 단자가 주 으로 추정하는

사후확률 PHE 가 사후확률 P H E 에 비

해서 큰 정도가 범행동기 증거 (E)의 주

증명력이라는 모형이다. 따라서 이 모형은

단자의 자유심증에 의해 평가되는 증거의 증

명력이 확률추론에 의해 평가된다고 가정한다.

주 사후확률의 차이는 확률추론에 기 하

므로, 0과 1 사이에 한정된 확률의 특성을 가

져야 하고, 실증 증명력 EPV와 마찬가지로

그림 1과 같이 다른 증거들의 강도와 ∩-형

계를 가져야 한다. 범행동기 증거는 그 자

체가 직 범행을 입증하는 증거는 아니다.

다만, 범행이 사실일 때 그 범행을 설명하는

증거다. 따라서 피고인의 범행(유죄)을 지지하

는 다른 증거가 거의 없을 때는 범행동기를

나타내는 증거가 있어도 그것의 의미가 명확

하지 않다. 즉, 피고인의 유죄를 지지하는 다

른 증거가 거의 없을 때는 범행동기 증거가

피고인이 유죄일 확률을 크게 높이지 못한다.

그러나 다른 증거들이 유죄를 암시하는 강도

가 높아지면 범행을 설명할 수 있는 범행동기

증거의 설명력이 커지기 때문에 증명력도 함

께 증가하지만, 다른 증거의 강도가 극단 으

로 높아지는 경우에는 범행동기 증거의 증명

력은 다시 감소하는 확률추론을 가정하는 모

형의 일반 인 패턴을 보일 것으로 상된다.

주 사후확률의 차이가 다른 증거들의 강

도에 따라 ‘범행동기 증거의 증명력’이 보여야

하는 측된 변화양상(∩-형 계)을 보인다면,

주 증명력이 확률추론에 의해 평가된다고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정합성기반의 주 증명력

범행동기 증거의 증명력이 주 으로 평가

되는 방식에 한 두 번째 가능성은 증명력이

확률추론이 아니라 다른 증거들 최종 결론

과의 합치 정도에 의해 이루어지는 증거의 유

용성 평가라는 것이다. 형사재 에서 사실인

정이 이루어지는 인지 정보처리과정의 특징

을 기술하는 한 모형인 정합성기반의 추론 이

론(Simon, 2004; Soriano, 2003)은 사실 단자의

심증에서 서로 상반되는 가설을 지지하는 증

거들의 불일치와 모순이 해소되고 하나의 가

설이 수미일 된 스토리에 기 해서 확신감을

획득해가는 과정에서, 증거들이 가설의 진

를 결정하기도 하고, 반 로 가설이 증거들에

한 평가를 구속하기도 한다고 가정한다. 즉,

피고인의 의에 한 검사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귀납 으로 증거들에 의해 평가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무죄에 한 단 심

증이 역귀납 으로 증거의 증명력 평가를 좌

우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증거들

이 일 되게 피고인의 유죄를 지지할 때는 범

행동기 증거가 그 유죄 결론을 공고히 하는데

유용하므로 범행동기 증거의 증명력을 높게

평가하고, 반 로 다른 증거들이 일 되지 않

을 때는 범행동기를 나타내는 증거의 유용성

이 낮아서 그것의 증명력이 낮게 평가될 것이

다. 즉, 정합성기반의 추론 이론에 의하면, 재

에서 제시된 다른 증거들의 강도가 피고인

의 유죄에 한 심증에 향을 주고, 유죄심

증이 다시 범행동기 증거의 증명력 단에

향을 주는 정 경로(positive path)를 통해 범행

동기 증거의 주 증명력이 평가될 것으로

상된다. 만약 주 증명력 평가에 이와

같은 정 경로가 존재한다면, 다른 증거의

강도가 강할수록 범행동기 증거의 증명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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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추정될 것이다.

연구문제

미국의 당사자주의 제도에서는 증명력의

정의가 연방증거규칙 401조에 드러나 있지

만, 그 정의를 구성하는 세부요소들을 평가

하는 방법이 법률이나 규칙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의를 구성하는 세부요소들

은 사실 단자의 주 인 심증에 의해 자

유롭게 평가된다. 즉, 연방증거규칙 401조에

기술된 증명력 정의를 사후확률들의 차이

P H E  P HE 로 해석하는 경우, 두 개

의 사후확률은 각각 사실 단자의 자유로운

심증에 의해 주 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한

국의 자유심증주의 제도와 진배없이 미국의

당사자주의 제도에서도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

단자의 주 인 평가와 자유로운 심증에

의해 정해진다.

본 연구에서는 수리통계 데이터베이스에

기 해서 확률로 평가되는 실증 증명력 즉,

수식 1의 EPV에서 나타날 것으로 상되는

상이 사실 단자의 자유로운 단에 의해

평가되는 주 증명력에도 나타나는지 확인

하고자 하 다. 구체 으로는, 범행동기를 암

시하는 증거 (E)에 한 주 증명력 평가가

EPV와 마찬가지로 다른 증거들의 강도에 따

라 달라지는지 확인하 다. 확률은 0과 1의

한계범 를 가지는 개념이므로 범행동기를 암

시하는 특정 증거 (E)가 없는 상태에서 다른

증거들에 의해 피고인이 유죄일 확률이 이미

1에 근 할 정도로 커져있다면, 증거 (E)가 추

가되어 증가할 수 있는 유죄확률이 거의 없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범행동기를 암시하는 특

정 증거 (E)의 EPV는 낮아진다. 만약 사람들이

자유롭게 단하는 주 증명력도 사후확률

들의 차이에 기 한다면 주 증명력에서도

이러한 천정효과가 찰될 것이다. 즉, 다른

증거들의 강도를 높게 평가하여 유죄결정을

선호하게 된(유죄심증을 강하게 가진) 사실

단자는 범행동기를 암시하는 증거 (E)의 증명

력을 낮게 평가할 것이다. 따라서 주 증

명력이 주 사후확률의 차이에 의해 평가

된다면, P H E PHE 가 다른 증거들의

강도와 ∩-형 계를 가질 것이다.

반면, 주 증명력 평가가 확률추론이 아

니고, 정합성기반의 추론에 기 해서 형성되

는 증거의 유용성에 한 평가를 반 하는 것

이라면 천정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피

고인에 한 유죄 결정을 선호하는 사실 단

자는 범행동기를 암시하는 증거 (E)의 증명력

을 높게 평가하고, 유죄 결정을 선호하지 않

는 단자는 증거 (E)의 증명력을 낮게 평가할

것이다. 따라서 만약 주 증명력 평가가

증거에 한 정합성 기반의 추론에 기 하는

것이라면, 다른 증거들의 강도를 높게 평가하

여 유죄결정을 선호하게 된(유죄심증을 강하

게 가진) 사실 단자는 범행동기를 암시하는

증거 (E)의 증명력 한 높게 평가할 것이다.

이때에는 주 증명력이 다른 증거들의 강

도와 정 인 상 계를 가질 것이다.

방 법

참가자

만 20세 이상의 남녀 학생 131명(여학생

72명)이 한 학의 심리학 실험 참가자 모집

을 한 시스템에 속하여 자발 으로 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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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에 참여하 다. 참가자의 연령평균은 25.04

세(범 : 20~29세) 으며, 모든 참가자들은 실

험이 시작되기 에 연구 차 반에 한

안내를 받고 연구 참가 동의서에 서명한 후

실험에 참여하 다. 참가자들은 실험에 참여

한 것에 한 보상으로 심리학 교양 과목에서

인정되는 1 크 딧을 부여받았다.

재 시나리오

재 시나리오는 Davis와 Follette(2002)이 혼

외 계 증거의 증명력을 평가한 사건을 토

로 구성하 다(부록: 재 시나리오). 피해자는

남편인 피고인과 2인용 스노우모빌을 함께 타

다가 물웅덩이에 빠져서 익사하 다. 사고

장을 처음 발견한 리조트 직원은 엔진이 켜져

있는 상태로 길 에 정차된 부부의 스노우모

빌을 처음 보았고, 이후 물 웅덩이 가장자리

에 앉아 있는 신종국을 보았다. 의식을 잃은

듯한 그의 얼굴은 붉은 색이었고, 몸에서 김

이 피어오르고 있었으며, 숨을 쉬지 않는 듯

했다. 곧 이어 피해자가 헬맷이 벗겨진 채 깊

이가 약 90cm인 웅덩이 물에 얼굴을 아래로

향한 채 잠겨있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 다.

리조트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구 원들이

두 사람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 는데, 남

편은 깨어났지만, 피해자는 깨어나지 못하고

사망하 다. 남편은 나 에 경찰에서 사고경

를 진술하면서 사고 에 아내가 스노우모

빌을 운 한 것 이외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 다. 재

에서 검사는 피해자의 사망이 사고가 아니라

범죄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 다. 검사의 주

장은 남편이 의도 으로 스노우모빌 사고를

유발하고, 사고가 나자 아내를 익사시킨 후,

사고사로 장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독립변인

두 개의 독립변인이 서로 교차하도록(2 x 3)

설계되었다. 첫 번째 독립변인은 “혼외 계증

거(Extra-marital Relationship: EMR)”로, 두 개의

수 (무, 유)으로 조작되었다. 혼외 계증거가

없는 조건(EMR = 무)의 참가자들은 피고인의

혼외 애정 계에 한 언 이 없는 재

시나리오를 읽었고, 혼외 계증거가 있는 조

건(EMR = 유)의 참가자들은 검사가 피고인의

범행동기를 증명하기 하여 피해자가 사망하

기 일 년 부터 피고인이 한명의 다른 여성

과 애정 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들(사진,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제시하는 시나리오

를 읽었다.

두 번째 독립변인은 “다른 증거의 강도

(Strength of Other Evidence: SOE)”로, 세 개의

수 (약, , 강)으로 조작되었다. 일반 으로

증거의 강도는 증거의 질(명료성, 신빙성 등),

수, 일 성, 그리고 사건의 맥락에 따라 달라

진다. 본 연구에서 조작한 “다른 증거의 강도”

는 단일의 증거가 가지는 속성이 아니라 여

러 개의 증거들로 이루어진 증거군(a body of

evidence)의 강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증거의 질과 일 성, 그리고 사건의 맥락을

균일하게 통제하고, 증거의 개수만으로 다른

증거의 강도를 조작하 다. 우선, 다른 증거의

강도가 강한 조건(SOE = 강)의 시나리오에서

는 검사가 아홉 개의 유죄증거를 제시하는 것

으로 기술되었고, 그 아홉 개의 유죄증거

에 무작 로 여섯 개의 증거를 선택하여 다른

증거의 강도가 간인 조건(SOE = )의 시나

리오를 제작하 다. 증거가 무작 로 선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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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기 때문에, 다른 증거의 강도가 간인 조

건의 참가자들은 각자 서로 다른 여섯 개의

유죄증거를 읽고 사실 단을 하 다. 다른 증

거의 강도가 약한 조건(SOE = 약)의 시나리오

는 아홉 개의 유죄증거 세 개의 증거를 무

작 로 골라서 제작하 다. 다른 증거의 강도

가 약한 조건의 참가자들도 각자 서로 다른

세 개의 유죄증거를 읽고 사실 단을 하 다.

차

실험 참가에 동의한 참가자들은 여섯 개(2

× 3)의 실험조건에 무선 으로 할당되었다.

여섯 개의 실험조건에 할당된 참가자들은 조

건에 부합하는 재 시나리오를 읽은 후, 다음

과 같은 증명력에 한 일반 설명을 읽었다.

“증거의 ‘증명력’이란 증거로서의 실질

가치, 혹은 유무죄 단을 한 실질 유

용성을 말합니다. 만약 어떤 증거가 있을

때와 없을 때 단자의 마음에서 유무죄

가능성이 변하지 않고 동일하다면, 그 증

거는 증거로서의 유용성이 없는 것입니다.

즉, 증거의 증명력은 증거가 유무죄를

단하는데 유용하게 도움이 되는 정도를 의

미합니다.”

참가자들은 증명력에 한 일반 설명을

읽은 후, 종속변인을 측정하기 한 네 개 문

항들에 응답하 다. 종속변인 측정을 한 문

항들은 모든 참가자에게 동일한 순서로 제시

되었으며, 실험을 종료하는 데 까지는 최

30분이 소요되었다. 종속변인 측정을 한 문

항들에 응답을 마친 참가자들에게 본 연구의

목 과 요성에 한 안내를 한 후 실험을

종료하 다.

종속변인

본 연구에서는 네 개의 종속변인이 측정되

었다: 혼외 계 증거의 증명력, 혼외 계 증거

의 유용성, 피고인이 실제로 범행을 질 을

확률(유죄확률), 유무죄 단(사실인정). 참가자

는 혼외 계 증거의 증명력을 0 ( 없다)

에서 5 (완벽하다) 사이의 6 리커트 척도

상에 평정하 다. 증명력의 평정은 “본 사건에

서 피고인이 다른 여성과 혼외 애정 계를 가

진다는 증거는 피고인이 아내를 살해했다는

의에 한 증명력이 ....”와 같은 불완 한

문장을 본인이 생각하는 증명력의 정도를 기

술하는 단어를 선택하여 완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한 참가자는 혼외 계 증거의

유용성을 “피고인이 다른 여성과 혼외 애정

계를 가진다는 증거가 피고인의 유죄 여부를

단하는데 가지는 가치 혹은 유용성”을 0(낮

음)에서 10(높음) 사이의 자연수로 응답하도록

하는 문항에 응답하 다. 혼외 계 증거의 증

명력과 유용성은 혼외 계 증거가 있는 조건

(EMR = 유)의 참가자들만 응답하 다. 혼외

계 증거가 없는 조건(EMR = 무)에 할당된 참

가자들은 혼외 계 증거의 증명력과 유용성을

평가하지 않았다. 주 증명력의 측정치는

혼외 계 증거의 증명력을 묻는 문항에 한

응답(0 ~5 )에 2를 곱하여 0 ~10 척도로

변환한 후, 혼외 계 증거의 유용성을 묻는

문항에 한 응답과 합산하여 분석에 사용하

다. 따라서 주 증명력 측정치는 0 ~20

의 범 를 가지는 조합변인이다. 피고인이

실제로 범행을 질 을 확률(유죄확률)은 0%

에서 100% 사이의 숫자로 응답하도록 하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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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유무죄 단은 유죄 는 무죄의 이분범

주 선택하도록 하 다.

결 과

본 연구에서는 주 증명력을 두 가지로

정의하 다. 하나는 ‘주 사후확률의 차이’

이고, 다른 하나는 ‘정합성기반의 증명력’이다.

만약 범행동기 증거 (E)의 주 증명력이

‘주 사후확률의 차이’로 추정된다면, 피고

인의 유죄를 지지하는 다른 증거가 거의 없을

때는 범행동기 증거의 증명력이 낮고, 다른

증거의 강도가 높아지면 범행동기 증거의 증

명력이 함께 증가하지만, 다른 증거의 강도가

극단 으로 높아지는 경우 범행동기 증거의

증명력은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일 것이다.

반면에, 주 증명력이 ‘정합성기반의 증명

력’으로 추정된다면, SOE가 높아질수록(다른

증거들에 의해 유죄심증이 강해질수록), 범행

동기를 암시하는 증거 (E)의 증명력은 높게 평

가될 것이다. 여섯 개의 실험조건에서 측정된

유죄 단비율, 유죄확률, 그리고 주 증명

력을 표 1에 제시하 다.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사건 시나리오를

읽고 피고인의 유죄를 단한 참가자의 비율

은 다른 증거의 강도가 강할수록 높아지는 양

상(41.9% vs. 51.0% vs. 92.3%)을 보 다, 

실험조건

N
유죄 단

비율(%)

유죄확률(%)

M(SD)

주 증명력

M(SD)
다른 증거의 강도

(SOE)

혼외 계증거

(EMR)

약

무 14 35.7 59.1(16.6) -

유 29 44.8 62.5(15.0) 10.24(4.61)

체 43 41.9 61.4(15.5)

무 13 23.1 67.9(14.6) -

유 36 61.1 70.6(17.0) 11.36(3.99)

체 49 51.0 69.9(16.3)

강

무 12 91.7 81.7(11.9) -

유 27 92.6 83.2(12.5) 12.93(3.11)

체 39 92.3 82.7(12.2)

체

무 39 48.7 69.0(17.0) -

유 92 65.2 71.8(17.7) 11.47(4.07)

체 131 60.3 70.9(17.0)

주. 유죄확률(%)은 0%∼100% 사이의 숫자로 측정되었음.

주 증명력은 혼외 계증거의 증명력과 유용성에 한 측정치를 합한 조합 수(범 : 0∼20)로 측정되

었고, 혼외 계증거가 있는 EMR=유 조건에서만 측정 계산되었음.

표 1. 실험조건에 따른 유죄 단 비율, 유죄확률 주 증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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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62, df=2, p<.001. 반면, 피고인의 유죄를

단한 참가자의 비율은 혼외 계증거가 존재

할 때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기는 하 으나

(48.7% vs. 65.2%), 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

았다, =3.12, df=1, p=.08). 유무죄 단에

한 SOE와 EMR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기

하여 유무죄 단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SOE와

EMR을 독립변인으로 하는 로짓분석을 실시하

다. 로짓분석은 SOE와 EMR의 주효과만을

포함하는 주효과 모형(main effect model)과 주

효과 모형에 두 독립변인의 상호작용효과를

추가로 포함하는 상호작용효과 모형(interaction

effect model)을 검증하 고, 모형간 비교를

하여 두 모형의 로그우도(-2Log Likelihood) 차

이를 검증하 다. 두 모형을 검증 비교한

결과를 표 2에 제시하 다.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유무죄 단에

한 SOE와 EMR의 효과를 검증하는 주효과

모형은 통계 으로 유의하 다, =32.466,

df=3, p<.001. SOE = 강 조건의 경우, SOE =

약 조건보다 유죄 단 할 가능성이 약 18배

증가할 것으로 측할 수 있었다, B=2.890,

p<.001, OR=17.996. 한 EMR = 무 조건보다

EMR = 유 조건에서 유죄 단 할 가능성은

B S.E Wals df p exp 
Cox &

Snell’s  
-2LL

주효과 모형

상수 -.942 .452 4.347 1 .037 .390

32.466***

(df=3)
.220 143.534

SOE 비1
a .330 .429 .592 1 .442 1.391

SOE 비2
b 2.890 .688 17.632 1 .000 17.996

EMR .883 .450 3.850 1 .050 2.419

상호작용효과 모형

상수 -.588 .558 1.111 1 .292 .556

34.557***

(df=5)
.232 141.443

SOE 비1 -.616 .863 .510 1 .475 .540

SOE 비2 2.986 1.184 6.358 1 .012 19.800

EMR .380 .671 .321 1 .571 1.463

SOE 비1*EMR 1.276 1.000 1.626 1 .202 3.582

SOE 비2*EMR -.252 1.443 .031 1 .861 .777

차이 -2LL

-2LLM - (-2LLI) = 143.534 – 141.443 = 2.091, df=2, p=.352

a. SOE 비1은 SOE = 약 조건과 SOE = 조건을 비교함.

b. SOE 비2은 SOE = 약 조건과 SOE = 강 조건을 비교함.
*** p<.001

표 2. 유무죄 단에 한 SOE와 EMR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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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4배 증가할 것으로 측할 수 있었다(α

=.1), B=.883, p=.05, OR=2.419. 그러나 유무

죄 단에 한 SOE와 EMR의 상호작용효과

는 유의미하지 않았다(차이 -2LL=2.091, df=2,

p=.352).

주 사후확률의 차이

‘주 사후확률의 차이’는 범행동기를

암시하는 증거 (E)가 없을 때 피고인이 유죄

일 사후확률과 증거 (E)가 추가되었을 때 피

고인이 유죄일 사후확률의 차이 PHE

PHE로 정의될 수 있다. 혼외 계 증거가

있는 조건의 참가자들이 추정한 피고인의 유

죄확률은 P H E 이고, 혼외 계 증거가 없는

조건의 참가자들이 추정한 피고인의 유죄확률

은 P H E 이다. 참가자들이 추정한 피고인의

유죄확률도 다른 증거의 강도가 강할수록 높

아지는 양상(표 1 참조, 61.4% vs. 69.9% vs.

82.7%; F(2, 128)=21.168, p<.001)을 나타냈으

나, 혼외 계증거의 유무에 따른 차이는 없었

다(69.0% vs. 71.8%; F(1, 129)=0.723, p=.40).

혼외 계증거가 있을 때와 없을 때, 두 사

후확률의 차이가 다른 증거의 강도에 따라 달

라지는지 여부 즉, SOE와 EMR의 상호작용효

과를 검증하기 하여 참가자가 추정한 피고

인의 유죄확률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다른

증거의 강도(SOE)와 혼외 계증거(EMR)를 독

립변인으로 하는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 다

(표 3).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유죄확률에 한

SOE의 주효과만이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2,125)=18.472, p<.001, =.228.

사후검증(Scheffé)을 실시한 결과, 세 조건에서

평정된 유죄확률은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5), 증거의 강도가 증가함

에 따라 유죄확률도 증가하 다(표 1 참조).

혼외 계증거의 유무에 따른 주 사후확률

의 차이가 증거의 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는지 확인하기 한 SOE와 EMR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아서(p=.968)

다른 증거의 강도에 따른 주 사후확률의

차이로 평가되는 증명력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림 2).

정합성기반의 증명력

주 증명력 측정치가 SOE(다른 증거의

강도)와 어떤 계를 가지는지 확인하기 해

서 EMR = 유 조건들만을 선택하여 분석하

변산원 제곱합 df 평균제곱 F  Scheffé

SOE 8327.331 2 4163.666 18.472*** .228 약< <강

EMR 176.618 1 176.618 .784 .006

SOE*EMR 14.850 2 7.425 .033 .001

오차 28171.518 125 225.372

체 37752.626 130

*** p<.001

표 3. 유죄확률에 한 SOE와 EMR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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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 증명력의 측정치는 혼외 계 증거

의 증명력과 유용성을 합산한 조합변인이다.

혼외 계 증거에 해서 참가자가 평가한 증

명력과 유용성의 련성은 통계 으로 유의하

다, r=.69, n=92, p<.01. 혼외 계 증거에

한 주 증명력 측정치는 유죄확률과 마

찬가지로 다른 증거의 강도가 강할수록 높아

지는 양상(표 1 참조, 10.24% vs. 11.36% vs.

12.93%)을 나타내었다. 다른 증거의 강도에 따

른 주 증명력 측정치의 차이를 검증하기

하여 주 증명력 측정치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SOE를 독립변인으로 하는 일원변량 분석

의 결과를 실시하 다(표 4).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주 증명력

측정치에 한 SOE의 효과는 통계 으로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 F(2,89)=3.212, p<.05, 

=.067. SOE는 주 증명력 측정치 변산의

6.7%를 설명하 다. 사후검증 결과 주 증

명력 측정치는 SOE = 약 조건(10.24)과 SOE

= 강 조건(12.93) 사이에서만 통계 으로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p<.05).

만약 주 증명력 평가가 정합성기반의

추론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면, SOE와 주

증명력 사이의 선형 계가 유죄심증에 의해

설명되어야 한다. 즉, 다른 증거의 강도가 유

죄심증에 향을 주고, 유죄심증이 범행동기

그림 2. 다른 증거의 강도에 따른 주 사후확률 (유죄확률)의 차이

주. 주 사후확률(유죄확률)의 차이는 혼외 계 증거가 있는 조건과 없는

조건에서 참가자가 추정한 피고인이 유죄일 확률(0%∼100%)의 차이임.

변산원 제곱합 df 평균제곱 F  Scheffé

SOE 25.359 2 12.679 3.212* .067 약, < , 강

오차 351.367 89 3.948

체 376.726 91

* p<.05

표 4. 주 증명력 측정치에 한 SOE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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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증명력에 향을 주는 경로가 존재해

야 한다. SOE와 주 증명력의 계에 한

유죄심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하여, SOE

는 두개의 비변인(SOE 비1: 약+ vs. 강;

SOE 비2: 약 vs. )으로 코딩하고, 참가자가 추

정한 유죄확률과 유죄 단을 잠재변인 “유죄

심증”의 두 가지 찰변인으로 가정하여, 서로

계 인 두 개의 모형을 검증하 다: (1) 정

합성기반 모형은 SOE와 주 증명력의 계

가 유죄심증에 의해 완 히 매개되는(SOE와

주 증명력 사이에 직 경로가 존재하지

않는) 모형이다; (2) 반면에, 비교모형은 SOE와

주 증명력 사이에 직 경로가 존재하는

모형이다. 따라서 비교모형은 정합성기반 모

형보다 두개의 직 경로(SOE 비1 → 주 증

명력; SOE 비2 → 주 증명력)가 더 포함된

모형이다. 모형검증 결과, 정합성기반 모형의

합치도(=3.483, df=4, p>.05)와 비교모형의

합치도(=0.289, df=2, p>.05)는 차이가 없었

다(차이 =3.194, df=2, p>.05). 한, 비교모

형에 포함된 SOE와 주 증명력 사이의 두

개의 직 경로(SOE 비1 → 주 증명력, SOE

비2 → 주 증명력)는 모두 유의미하지 않

았다(‘SOE 비1 → 주 증명력’ 직 경로의

=-0.197, p=.09; ‘SOE 비2 → 주 증명력’

직 경로의 =-0.069, p=0.453). 모수의 수가

더 은(더 단순한) 정합성기반 모형의 합치도

가 비교모형의 합치도와 차이가 없고, 비교모

형에 포함된 SOE → 주 증명력의 직 경

로가 모두 유의미하지 않으므로, SOE와 주

증명력의 계가 유죄심증에 의해 완 매

개되는 정합성기반 모형이 본 연구의 자료에

합치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주

증명력에 하여 본 연구에서 검증된 정합성

기반 모형을 그림 4에 제시하 다.

논 의

범행동기 증거의 증명력이 단자에 의

그림 3. 다른 증거의 강도에 따른 주 증명력 평균

주. 주 증명력은 혼외 계증거가 있는 조건의 참가자가 혼외 계증

거에 해 평정한 ‘증명력’과 ‘유용성’을 조합한 수(0∼20)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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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주 으로 평가되는 방식의 한 가지 가

능성은 주 증명력도 실증 증명력과

유사하게 사후확률의 차이에 의해 평가되

는데, 그 사후확률들이 주 으로 추정되

는 것이다. 즉, 주 인 사후확률들의 차이

PHEPHE에 의해 범행동기 증거의 증

명력이 평가될 가능성이다. 만약 이 가능성이

사실이라면 PHEPHE는 실증 증명력

과 마찬가지로 다른 증거들의 강도와 ∩-형

계를 가질 것이다. 피고인이 혼외 계를 가

졌다는 증거는 그 피고인이 아내를 살해했다

는 것을 직 입증하는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증거가 약할 때(아내 살해의 사 확률이

낮을 때)는 유죄확률을 크게 증가시키지 않고,

다른 증거의 강도가 증가하면(아내 살해의 사

확률이 증가하면) 유죄확률을 증가시키는

정도가 커지지만, 다른 증거의 강도가 매우

높을 때는 유죄확률을 증가시키는 정도가 다

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측된다.

주 사후확률의 차이가 ‘범행동기 증거의

증명력’이 보여야 하는 이와 같은 변화양상(다

른 증거의 강도와 ∩-형 계)을 보인다면, 주

사후확률의 차이가 곧 주 증명력을

평가하는 방식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 사후확률의 차이가

범행동기 증거의 증명력이 보여야 하는 측

된 변화양상을 보이는지 검증하기 하여, 혼

외 계 증거가 있는 조건의 참가자가 추정한

피고인의 유죄확률을 주 인 유죄 사후확률

PHE로, 혼외 계 증거가 없는 조건의 참가

자가 추정한 피고인의 유죄확률을 다른 주

인 유죄 사후확률 PHE로 간주하여, 그

차이를 다른 증거의 강도가 약한 조건, 간

인 조건, 그리고 강한 조건에서 비교하기

한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 다. 그러나 참가

자가 추정한 유죄확률을 주 인 사후확률로

이용한 PHEPHE는 다른 증거들의 강

도와 ∩-형 계를 보이지 않았다(그림 2). 다

른 증거의 강도가 약하거나, 간이거나, 강

한 조건에서 PHEPHE는 통계 으로

의미가 없는 작은 차이를 보여주었다(각각

3.4%, 2.7%, 1.5%). 이러한 결과는 범행동기

그림 4. 혼외 계 증거의 주 증명력에 한 정합성기반 모형

주.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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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증명력이 사후확률의 차이로 정의된

다면 보일 것으로 기 되는 양상이 유죄확

률을 주 인 사후확률로 이용한 PHE

PHE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

하고, 범행동기 증거에 한 주 증명력의

평가가 확률추론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 것

을 암시한다. 결론 으로, 본 연구에서는 주

증명력이 실증 증명력과 유사하게 확률

추론에 기 하여 사후확률들의 차이에 의해

평가된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정합성기반의 주 증명력

범행동기 증거의 증명력이 단자에 의해

주 으로 평가되는 방식의 다른 가능성

은 증거에 한 확률 인 평가나 단이 아니

고, 범행동기 증거가 다른 증거들 단자

가 선호하는 결론과 일치 혹은 합치하는 정도

에 의해 그 증거의 유용성이 평가될 가능성이

다. 다시 말해서, 다른 증거들이 일 되게 피

고인의 유죄를 지지할 때는 범행동기 증거가

그 유죄 결론을 공고히 하는데 유용하므로 범

행동기 증거의 증명력을 높게 평가하고, 반

로 다른 증거들이 약하거나 일 되지 않을 때

는 범행동기 증거가 피고인의 유죄와 갖는

련성과 피고인의 유죄를 증명하는 유용성이

낮으므로 범행동기 증거의 증명력을 낮게 평

가할 것이다. 이 측이 옳다면, 혼외 계 증

거의 증명력은 다른 증거들의 강도와 정 인

상 계를 가질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혼외 계 증거에 해 참가

자가 주 으로 평가한 증명력이 다른 증거

의 강도와 정 인 상 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그림 3 참조). 다른 증거의

강도가 약한 조건에서는 참가자들이 혼외 계

증거의 증명력을 낮게 평가하 고, 다른 증거

의 강도가 강해질수록 혼외 계 증거의 증명

력을 차 으로 높게 평가하여 직선형의

계가 찰되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증거의

강도와 혼외 계 증거의 증명력이 가지는 정

상 계는 유죄심증에 의해 완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 즉, 다른 증거의 강

도가 높을수록 혼외 계 증거의 주 증명

력이 높아지는 이유는 다른 증거들에 의해

단자의 유죄심증이 강해지고, 강한 유죄심증

을 가진 단자가 범행동기를 나타내는 혼외

계 증거의 유용성을 높게 평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함의

Davis와 Follette(2002)는 범행동기 증거에

한 주 증명력이 그 증거의 EPV보다

히 높아지는 이유는 증명력의 주 평가가

확률추론에 개입될 수 있는 인지 편향성인

표성방략에 의해 쉽게 왜곡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Davis & Follette, 2002). 를 들어, 남편

이 혼외애정 계를 가진다는 사실은 그 남편

이 자신의 아내를 살해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지만, 아내를 살해하는 남편들은 일반

으로 혼외애정 계를 가진다는 고정 념을 가

진 사람은 피고인이 혼외애정 계 때문에 아

내를 살해했을 것으로 쉽게 추정한다는 것이

다. 즉, P E H 에 한 고정 념이 사후확률

P H E 를 왜곡하기 때문에 주 증명력이

EPV과 히 달라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본 연구에서는 뒷받침되지 않았다. 주

인 사후확률의 차이 PHE P H E 

는 다른 증거들의 강도와 ∩-형 계를 가지

지 않았고, 범행동기 증거의 주 증명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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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추론에 의해 평가된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간

의 확률추론에 개입하는 표성방략과 같은

인지 편향성에 의해 범행동기를 암시하는

증거의 증명력이 실제 객 인 EPV보다 훨

씬 크게 평가된다는 Davis와 Follette(2002)의 주

장은 타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범행동기 증거의 증

명력이 주 으로 평가되는 방식이 확률추론

이 아니라 다른 증거들 최종 결론과의 합

치 정도에 의해 이루어지는 증거의 유용성 평

가일 가능성이 지지되었다. 재 에서 제시된

다른 증거들의 강도가 피고인의 유죄에 한

심증에 향을 주고, 유죄심증이 다시 범행동

기 증거의 증명력 단에 향을 주는 정 경

로를 통해 범행동기 증거의 주 증명력이

평가된다는 모형은 자료와 잘 합치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이 결과가 사실이라

면 범행동기 증거가 사실인정을 한 증거로

서의 가치 혹은 유용성을 가지는 증거인지에

한 신 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본 논문 두에서 “증거의 증명력은 어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의 실질 가치

혹은 유용성을 말한다.”고 하 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추론된 범행동기 증거의 유용성은

사실인정을 한 증거로서의 유용성이 아니라,

유죄심증을 공고히 하는 유용성이다. 범행동

기를 나타내는 증거가 유죄심증을 가진 단

자의 결론을 강화할 수 있을 때 그 단자는

범행동기 증거의 증명력을 높이 평가한다. 따

라서 단자가 유죄심증을 가지고 있지만 그

것이 합리 의심이 없는 정도로 강하지 않은

경우에 범행동기 증거는 유죄 단을 쉽게 하

도록 만드는 역할 즉, 유죄 단을 한 증명

의 역치를 낮추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확인하기 해 Wright, Strubler와

Vallano(2011)가 제안한 역치를 추가 으로 산

출하 다. 이들이 제안한 역치는 로지스틱 회

귀분석을 이용하여 추정되는데, 유죄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달라지는 유죄 단 확률이 .5

가 되는 지 의 유죄가능성이다. 본 연구에서

혼외 계증거가 있는 조건과 없는 조건에서

각각 참가자가 추정한 피고인의 유죄확률로

참가자의 유죄 단을 측하는 로지스틱회귀

분석을 실시하여 Wright 등(2011)이 역치를 산

출한 결과, 혼외 계증거가 있는 조건의 역치

는 유죄확률 64%, 혼외 계증거가 없는 조건

의 역치는 유죄확률 71%이었다. 즉, 혼외 계

증거가 있을 때, 없을 때에 비해서 유죄 단

을 한 증명의 역치가 더 낮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

다. 첫째는 범행동기 증거의 증명력이 표성

방략 등의 확률추론 오류에 의해 과 평가되

는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는 범행동기

증거의 주 증명력이 유죄심증의 향을

받아 평가된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결과를

종합하면 형사재 의 사실인정에서 범행동기

증거가 가지는 심리 역할에 한 요한 함

의가 포착된다. 범행동기 증거는 범행을 입증

하는 증거가 아니다. 다만, 범행이 사실일 때

그 범행을 설명하는 증거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많은 형사재 에서 범행동기 증거는 마치

범행을 입증하는 증거처럼 취 되어 유죄 단

을 유도하는 험성을 가진다. 본 연구의 결

과는 범행동기 증거가 범행을 입증하는 증거

가 아니면서도 유죄 단을 유도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은 그 증거의 증명력을 사실 단자

가 과 평가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합리

의심이 없는 확신에 이르지 못한 불완 한 유

죄심증을 가진 사실 단자의 유죄 단 역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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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추어 유죄 단을 쉽게 하도록 만들기 때문

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이와 같이, 범행동기를

암시하는 증거가 사실인정을 한 증거가 아

니면서, 유죄 단을 한 증명 역치를 낮추어

유죄 단을 쉽게 하도록 진하는 역할을 한

다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의 실질

가치 혹은 유용성보다 사실 단자의 편견을

래할 험성이 큰 증거 즉, 증거능력이 없

는 증거일 것으로 사료된다.

제한

본 연구의 목 한 가지는 범행동기 증

거의 증명력을 실증 증명력과 마찬가지로

사후확률들의 차이로 정의하는 경우, 주

사후확률의 차이가 객 인 실증 증명력보

다 과 평가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참

가자들은 범행동기 증거가 있는 조건에서 그

것이 없는 조건보다 통계 으로 유의미한 정

도로 유죄 단을 더 많이 하거나, 유죄확률을

더 높게 평가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주

사후확률의 차이에 통계 인 의미가 없

기 때문에 범행동기 증거의 증명력이 과 평

가된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이 결론을 확실히 하기 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더 충족되어야 한다. 먼 한국

에서 범행동기 증거의 실증 증명력이 얼마

나 되는지를 악해야 하고, 더 큰 표본에서

주 인 사후확률의 차이를 악해야 한다.

1.5%~3.4% 정도의 주 사후확률의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더라도, 실증 증명

력이 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1%의 1/10 정도

라면, 주 사후확률의 차이는 범행동기 증

거의 증명력을 다른 증거의 강도에 따라 15

배~34배 과 평가하는 것일 수 있다. 한 확

률의 차이가 가지는 통계 의미는 표본이 클

때 드러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범행동기

증거의 실증 증명력이 악되지 못하 고,

비교 작은 표본에서 검증되었다. 향후 두

가지 요건이 갖추어진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합성기반의 추론 모형이

측하는 바와 같이, 재 에서 제시된 다른

증거들의 강도가 피고인의 유죄에 한 심증

에 향을 주고, 유죄심증이 다시 범행동기

증거의 증명력 단에 향을 주는 정 경로

를 통해 범행동기 증거의 주 증명력이 평

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합성기반의 추론

모형은 증거의 증명력과 유죄심증 사이의 인

과 계가 특정한 방향을 가지는 것으로 가정

하지 않는다. 즉, 증거의 증명력에 의하여 유

죄심증이 향을 받기도 하고, 반 로 유죄심

증에 의하여 증거의 증명력이 향을 받기도

하는 양방향의 계를 가정한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정합성기반의 추론 모형이 사실인정

메커니즘에 한 다른 이론들(e.g., Anderson,

1981; Kerr, 1993; Pennington & Hastie, 1981,

1986; Schum & Martin, 1993)과 구별되는 특징

은 사실인정의 잠정 결론(유죄심증)이 증거

의 가치와 유용성을 결정하는 역방향의 인과

계가 존재한다는 을 가진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이 내린 최종 유무죄

단을 유죄심증의 찰변인으로 간주하 는

데, 최종 단과 유죄 는 무죄에 한

단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추후에는 반복

으로 수집되는 종단자료에 기 해서 유죄심

증과 범행동기 증거의 증명력 사이의 인과

계를 보다 명확하게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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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ative Value of Motive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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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eces of evidence that implicate the motive of the defendant for committing the alleged crime do not in

itself prove the guilt of the defendant. Davis & Follette (2002) raised a concern that judges and juries

would rely on the representativeness heuristic to evaluate the motive evidence and thus, overestimate its

probative value which could lead to an erroneous conviction. The present study was to see whether the

probative value of a motive evidence is indeed overestimated and to acquire an understanding of the way

in which the probative value of a motive evidence is subjectively evaluated. One hundred thirty-one

participants in their 20s read a trial scenario of a murder case in which the defendant was charged for a

uxoricide. The participants rated the probability of guilt, rendered the verdict, and evaluated the

probative value of the motive evidence (infidelity of the defendant) presented by the prosecutor. The trial

scenario was manipulated into three levels of the strength of evidence (weak, medium, high), and each

level was divided into two conditions, one with the motive evidence and the other without the motive

evidence. The participants in the condition with the motive evidence did not render more verdicts of

guilty nor rated the probability of guilt higher than the participants in the condition without the motive

evidence. On the other hand, the participants' evaluation of the probative value of the motive evidence

showed a pattern predicted by the Coherence-Based Reasoning Model (Simon, 2004; Soriano, 2003).

Specifically, the strength of evidence affected the participant's conviction about the defendant's guilt and

the conviction, in turn, affected the evaluation of the probative value of the motive evidence. Finally, we

discussed the admissibility of the motive evidence.

Key words : motive evidence, probative value, probabilistic inference, coherence-based inference model, admis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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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재 시나리오

장혜서는 남편 신종국과 2인용 스노우모빌을 함께 타다가 물웅덩이에 빠져서 익사하 다. 그

러나 검사는 장혜서의 남편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고, 아내를 익사시킨 후, 사고사로 장하려

했다는 의로 남편 신종국을 기소하 다. 아내 장혜서는 몸무게가 58kg이고, 남편 신종국은 몸

무게 92kg에 키는 182.7cm인 보디빌더다. 검사측 증인 한 명인 장혜서의 여동생은 사고가 발

생하기 몇일 에 장혜서와 화통화를 하 는데, 장혜서가 자신이나 남편은 스노우모빌 타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남편이 왜 스노우모빌을 구입했는지 의아해 했었다고 증언하 다.

장혜서가 사망한 장을 처음 발견한 리조트 직원 김선 은 장 근처를 지나 가다가 가장

먼 본 것은 엔진이 켜져있는 상태로 길 에 정차된 부부의 스노우모빌이었는데, 이후 물 웅

덩이 가장자리에 앉아 있는 신종국을 보았다. 의식을 잃은 듯한 그의 얼굴은 붉은 색이었고, 몸

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으며, 숨을 쉬지 않는 듯했다. 곧이어 장혜서가 헬맷이 벗겨진 채 깊

이가 0-91cm인 웅덩이 물에 얼굴을 아래로 향한 채 잠겨있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 다. 김선

의 신고로 출동한 구 원들이 두사람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 는데, 남편 신종국은 깨어났

지만, 아내 장혜서는 깨어나지 못하고 사망하 다.

장에는 도로에서 물웅덩이까지 스노우모빌이 지나간 자국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었는

데, 스노우모빌이 뒤집힌 흔 은 발견되지 않았고, 장혜서와 신종국 모두에서 부상의 흔 이

나타나지 않았다. 김선 이 처음 발견했을 때 신종국은 의식이 없어 보 다. 그러나 고속도

로 순찰 원은 손가락 마디로 사람의 가슴을 세게 문질러서 사람이 의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기법인 “흉골문지름”을 실시하자 신종국이 갑자기 을 떠서 놀랐다고 증언하 다. 신

종국은 나 에 경찰에서 사고경 를 진술하면서 사고 에 아내 장혜서가 스노우모빌을 운 한

것 이외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 다. 신종국은 법정에서는

증언을 하지 않았다.

재 에서 검사는 장혜서의 사망이 사고가 아니라 범죄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 다. 검사는

그 정도 깊이의 물웅덩이에서 사람이 익사하기는 어려운 것이라고 주장하 다. 검사측과 피고인

측의 문가들도 자신들이 알고 있는 익사사고는 모두 그 웅덩이보다 깊은 물에서 발생했었다

고 증언하 다. 검사의 주장은 남편 신종국이 의도 으로 스노우모빌 사고를 유발하고, 사고가

나자 아내를 익사시킨 후, 사고사로 장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범죄를 완성하기 에

김선 이 스노우모빌을 타고 다가오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김선 이 오는 것을 본 신종국이 의

식을 잃은 연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 다.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해 검사는 신종국이 부상을

입지 않았다는 문가 증언들을 확보하 다. 명한 신경방사선 의사인 한 증인은 장혜서

가 사망한 날 밤에 촬 한 신종국의 머리 CT스캔에서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고, 뇌손상의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증언하 다. 다른 명한 의사는 “그가 의식을 잃지 않았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증언하 고, 신종국이 부상을 당한 것이 없다고 증언하 다.

부부가 타던 스노우모빌은 사고의 흔 이나 부서진 곳이 없었고, 심지어는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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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크를 밟은 흔 조차 없이 정상 으로 주차된 형태로 서있었다. 사고 몇분 에 근처에서

두사람이 스노우모빌을 타고 가는 것을 본 목격자가 있었는데, 그 목격자는 스노우모빌을 남자

가 운 하고 있었고, 운 하던 남자의 체격과 인상이 신종국과 일치한다고 증언하 다. 검사는

이 목격자의 증언을 토 로 사고 에 장혜서가 스노우모빌을 운 했다는 신종국의 경찰 진술

이 거짓말이라고 주장하 다.

재 에서 검사는 신종국이 도덕심과 윤리의식이 결여된 사람으로, 장혜서와 결혼한 후에도 다

른 여성들과 여러차례 애정 계를 가져왔다고 주장하 다. 검사는 특히 남편 신종국이 장혜서가

사망하기 일 년 부터 한명의 다른 여성과 애정 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들(사진,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제시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