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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법관은 판단의 전문가로서의 특성과 논리적 오류를 저지르는 인간의 특성을 동시

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법정 상황에서 편향된 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존재

한다. 법관들의 인지적 편향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그 정도가 얼마인지를 연구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정박효과, 확증편향, 후견편향들과 같이 잘 

알려진 인지적 편향들이 법관들의 법정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험적으로 

조사하고자 하였다. 103명의 판사와 76명의 사법연수원생, 134명의 대학생이 연구

에 참가하였고 실제 재판사례를 수정하여 만든 세 가지 재판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실험이 진행되었다. 실험 결과, 세 집단 모두에서 정박효과가 관찰되었으며 그 정도

는 집단마다 달랐다. 학생이 가장 강한 정박효과를 사법연수원생이 그 다음으로 강

한 효과를 법관이 가장 약한 효과를 나타내었다. 확증편향의 경우, 재판시나리오에

서는 법관과 연수원생이 대학생보다 낮은 편향을 보였으나 Wason의 카드 선택과제

나 2-4-6 문제와 같은 일반 추리 문제에서는 법관들이 도리어 대학생보다 높은 편향

을 보였다. 모든 집단들이 법정시나리오에서 약한 후견편향효과를 보였다. 후견편향 

실험에서 피험자들이 판단을 내린 다음, 판단을 내리는 데 제시된 증거가 얼마나 중

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평정하게 하였다. 법관집단에서는 유죄, 무죄 판단에 무관하

게 명확한 증거를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였다. 반면, 사법연수원생 집단에서는 유죄

로 판단하였으면 유죄증거를, 무죄로 판단하였으면 무죄 증거를 더 중요하게 평가하

였다. 비법정 상황에서 정박효과와 후견편향은 세 집단간에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판단 전문가로서의 판사들은 법정장면에서 정확한 판단과 의사결정을 하

는데 도움을 주는 법정 추리 스키마를 형성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법정 

장면에서 인지적 오류를 줄이고 의사결정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들이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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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논문은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지원한 법관의 의사결정 인자연구의 결과에 근거하

였다. 연구에서 사법연수원의 신숙희, 장철익 교수가 자극을 구성하고 실험설계에 하

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이해 갈등 관계로 인하여 저자로 참가하지 못하

였다. 이 논문에서 연구보조원으로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도와준 법대 대학원생인 강

태경과 심리학과 대학원생인 이정민에게 감사를 드린다. 

이 논문의 초기 형태는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학술대회인 “법과 인지과학의 대화”에서 

발표되었다.

 **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대학원 인지과학협동과정 교수.

***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法學� 제51권 제4호 2010년 12월 317∼345면

Seoul Law Journal Vol. 51 No. 4 December 2010. pp. 317∼345



318   �서울대학교 法學� 제51권 제4호 (2010. 12.)

서    론

 

법정에서 법관들이 증거와 증언 그리고 사건들에 대하여 내리는 판단은 최종적

인 판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사회는 정확한 판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관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엄격히 정하여 이들의 질을 관리하며, 법관의 자격을 획득하더

라도 상당한 교육과 훈련을 거친 후에야 최종적인 판결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한

다. 사법기관은 제도적으로 3심제를 채택하여 잘못된 판결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한다. 사법체계의 정당성은 법관들이 내리는 판단이 정확하다는 전제하에 

성립될 수 있으므로 이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판사, 의사, 정책입안자 등과 같은 판단전문가들의 잘못된 판단은 개인이나 사

회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 사회는 잘못된 판단에 대하여 사후에 원 상태로 복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반면 전문가들의 판단능력을 

양성하여 잘못된 판단을 예방하려는 노력들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이다. 법관들

의 잘못된 판단의 결과는 이전 상태로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위한 개인적인 노력과 제도의 정립은 반드시 필요하다. 

법관들은 지적이고 충분한 교육을 받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판단에 있어서도 일

반인보다는 매우 우수할 것이라는 사회의 믿음이 있다. 이러한 믿음 때문에 우리

는 판사들에게 판결을 맡긴다. 그러나 사실 법관들이 학교에서 받은 교육은 주로 

법의 논리라든지 법의 체계를 이해하는 방식 위주로 진행되지, 판단능력을 증진시

키는 데 적합한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보기 힘들다.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판단오류

를 범한다는 경험적 증거는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법전문가의 판단오류에 

대한 연구들도 다수 보고되고 있다.1) 따라서 법관들의 판단 특성을 조사하여 만약 

편향의 경향이 보이면 이를 교정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판

단전문가로서의 판사들의 판단과정과 그 특징을 조사하여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

안들을 논의하고자 한다. 

1) Guthrie, Chris., Rachlinski, Jeffrey J. & Wistrich, Andrew J., “               Inside the judicial mind”                          , 

Cornell Law Review, Vol. 86 (               2001), pp. 777-830; Guthrie, Chris, Rachlinski, Jefferey J. 

& Wistrich, Andrew. J., “               Judging by heuristic: Cognitive illusions in judical decision 

making,”                                          Judicature, Vol. 86, No. 1 (               2002), pp. 44-50; Kiser, Randall, Beyond right and 

wrong: The power of effective decision making for attorneys and clients. (Springer, 2010); 박

배⋅김상 ⋅한미 , “가상 인 재  쟁 에서의 역 사의 단과 모의배심의 집단

단에 한 인지  방략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권 1호(               2005), pp.              5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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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과 의사결정 과정은 인지과정, 세부적으로는 추론 과정의 하나이다. 판단과

정은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직접적으로 제시되었거나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제시

된 정보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실들을 최대한 이용하여 논리적인 결론을 내리는 

과정으로 정의될 수 있다. 정보의 수집, 추론, 판단 등의 단계에서 오류나 편향이 

생기게 되면 편향된 판단이나 잘못된 판단에 이르게 된다. 특정 분야에서 다른 사

람들보다 뛰어난 문제풀이 능력과 추론 능력을 갖추게 되면 전문가가 된다. 전문

가들은 교육과 경험을 통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방법들을 습득하게 되지만, 

전문가들조차도 합리적인 판단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도 흔히 발생한다. 특히 법

관들의 경우 법에 대한 지식은 학교에서 충분히 습득할 수 있지만, 이들을 적용시

키는 기술에 대해서는 법관이 된 후부터 습득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법관경력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판단에서 편향이나 오류가 발생할 가능

성이 있다.

법관이 법정 장면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의사 결정을 하는지를 조사하는 것은 매

우 중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놀라울 정도로 적다. 법학 분야

에서 진행된 연구들은 판사들의 증거, 증언들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능력과 이를 

종합하여 정확한 판결 혹은 의사결정을 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지심리

학이나 사회심리학적 지식들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에 대체적으로 동의

하고 있다.2) 심리학 분야의 연구들은 법관의 의사결정과정이 일반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일반인에게서 밝혀진 여러 가지 인지 편향이나 의사결

정의 편향을 이용하여 법관의 행동을 이해하려고 시도한다. 양 영역 모두에서 법

관을 판단의 전문가로 보고 전문가의 판단과정의 관점에서 연구한 문헌들은 매우 

드물다. 

“판사는 법정 판단의 전문가이다.”라는 명제에 대하여 이견들이 있을 수 있다. 

판단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않아서 판사들을 전문가로 볼 수 없다는 입장

이 있을 수 있으며, 법정경험에 의하여 판단능력이 개발되기 때문에 전문가로 볼 

2) Arlen Jennifer, “               The future of behavioral economic analysis of law”,                                          Vanderbilt Law Review, 

Vol.              51 (               1998), pp.              1765-1788.; Hanson, Jon & Yosifon, David G., “               The situational 

character: A critical realist perspective on the human animal”,                                          Georgetown Law Journal, 

Vol. 93 (               2004), pp.              1-177.; Schauer, Frederick, “               Do cases make bad law?,”                                          University of 

Chicago Law Review, Vol.              73 (               2006), pp.              883-918; Simon, Dan, “               A third view of the 

black box: Cognitive coherence in legal decision making”,                                          University of Chicago Law 

Review, Vol.              71 (               2004), pp.              511-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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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입장도 있을 수 있다. 사실 이는 경험적으로 검증해야 할 명제이다. 본 

논문의 주요 목적 중에 하나가 이 명제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고등교육은 받은 사람들도 합리적이지 않은 하는 현상들을 제시

하고 이러한 편향이 전문가인 법관이 법정판단을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발생하

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합리적인 사고 혹은 판단에서 “합리성”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명료한 논의를 위하여 여기에서는 합리성을                논리성으로 정의

한다. 사람들이 논리적 사고에 실패하는 경우는 흔히 관찰된다. 이를 설명하는 방

식은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3) 첫째, 사람들은 원래 합리적인데 논리적 사고

에 실패하는 것은 피로와 같은 개인적 조건들과 주변 환경 등에 의하여 논리를 적

용시키는 데 실패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 설명이 타당하다면, 사람들이 저

지르는 비논리적 사고는 무선적이어야 한다. 실제로 사람들은 체계적인 방식으로 

논리적 오류를 저지르기 때문에 이 설명의 설득력은 떨어진다. 둘째, 사람들의 논

리구조는 형식논리의 구조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위 심성논리(               mental 

logic)가 따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심성논리와 형식논리의 규칙이 일치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심성논리에 의하여 추론, 판단을 할 것이고 이 경우에는 형식 논리적 관

점에서 보면 체계적인 오류를 저지르게 된다. 예컨대 조건 추리의 경우 “자동판매

기에 동전을 넣으면 음료수가 나온다”라는 규칙이 맞다고 가정하는 경우에 음료수

가 나오지 않았으면 자동판매기에 동전을 넣지 않았다는 것은 추리할 수 있지만, 

자동판매기에 동전을 넣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 것인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고 음료수를 나오는 경우에 자동판매기에 동전을 넣었다고도 추리할 수 없

다. 그러나 사람들은 음료수가 나오면 동전을 넣었다고 추리한다. 또 한 가지의 예

는 엄마가 아이에게 “숙제를 마치면 놀러갈 수 있다”라고 하였을 때, 숙제를 하지 

않고 놀러가는 경우는 위 규칙에 위반되지는 않지만 엄마의 입장에서는 규칙을 위

반하는 사례로 볼 것이다. 반면 숙제를 마치고 놀러가지 않는 경우에는 엄마의 경

우는 위반사례로 보지 않을 것이나 논리적으로는 위반 사례이다. 아이의 경우에는 

반대로 판단할 것이다. 이러한 예들이 심성논리와 형식논리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

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세 번째로는 이러한 심성논리가 논리 스키마(schema)에 

3) 다음의 논문들을 참조하라. Cheng, Patricia W., & Holyoak, Keith J. “Pragmatic reasoning 

schema”,                           Cognitive Psychology, Vol. 17 (               1985), pp             . 391-416.; Cheng, Patricia W., Holyoak, 

Keith J., Nisbett, Richard E., & Oliver, Lindsay M., “Pragmatic versus syntactic approaches 

to training deductive reasoning”,                           Cognitive Psychology, Vol. 18 (               1985), pp. 29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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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할 수 있다. 즉 허락을 받는 상황인지, 어떤 것을 시키는 상

황인지에 따라 논리적인 진위가 달라지고 이에 의하여 추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다. 여기에서는 세 번째 입장에서 인간의 판단오류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입장

을 취할 것이다. 즉 법정상황에서는 사람들은 법정 논리 스키마를 형성하고 이에 

의하여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판단전문가로서 판사와 일반인

들의 법정상황에서 생성되는 논리 스키마가 동일한지 상이한지, 상이하다면 판사

들의 스키마가 일반인들의 것보다 합리적인 판단을 유도하는지에 대하여 조사하고

자 할 것이다. 논리스키마의 관점을 따르는 또 다른 이점은 비합리적인 추리와 판

단을 유발하는 논리스키마를 변화시킴으로써 합리적인 추론을 유도할 수 있으므

로, 예방과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틀을 제공하여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판사들에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판단의 편향을 경험적 연구

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현직 판사, 사법연수원생, 일반인(대학생)이 일반적인 판단 

문제와 법정과 관련된 판단문제를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식을 관찰하여 고등

교육을 받은 일반인들이 저지르기 쉬운 것으로 알려진 판단 오류 내지는 편향들이 

전문가집단인 판사들에게서도 발생하는지 발생한다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를 살

펴보았다. 

연구방법

참가자

현직 판사 103명과 사법연수원생 76명, 서울대학교 재학생 134명이 실험에 참가

하였다. 현직 판사와 사법연수원생 참가자는 사법연수원에서 교육을 받는 법관들

이었고, 대학생 참가자는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이었다. 이들의 특성은 

<표 1>∼<표3>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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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 참가 판사들의 특성

　 구분 빈도 %

성별

남 65 63%

여 36 35%

미응답 2 2%

나이

30 이하 12 12%

30∼35세 12 12%

35∼40 41 40%

40 이상 38 37%

최대 58세

최소 26세

법관경력

5년 이하 21 20%

5∼10년 41 40%

10∼15년 20 19%

15년 이상 21 20%

최대 26년

최소 1년

재판경험(복수응답)

민사 100 97%

형사 93 90%

행정 31 30%

가사 61 59%

전체 103 100%

<표 2> 연구참가 사법연수원생의 특성

　 구분 빈도 %

성별
남 46 61%

여 30 39%

나이

30 이하 54 71%

30∼35세 18 24%

35∼40 2 3%

40 이상 2 3%

최대 44세

최소 24세

전체 76 100%



법정의사결정에서의 판사들의 인지편향 / 金淸澤⋅崔仁哲  323

<표 3> 연구참가 학생들의 특성

　 구분 빈도 %

성별
남 68 51%

여 66 49%

나이

30 이하 118 88%

30∼35세 9 7%

35∼40 7 5%

최대 38세

최소 18세

전체 134 100%

실험자극

            실험에서 사용된 자극들은 인지심리학의 판단과 의사결정 연구에서 널리 사용

되는 판단오류를 측정할 수 있는 문제들과 재판 상황에서의 편향을 측정하는 문제

들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구성한 이유는 법관들이 일반적인 의사결정문

제에서 어떠한 판단 특성을 보이며, 전문화된 법정의 의사결정문제에서 어떠한 판

단 특성을 보이는지를 비교하기 위해서였다. 재판 상황을 나타내는 시나리오는 실제 

사례를 변형하여 만들어졌다. 실제 사용된 시나리오는 이후에 제시되어 있다. 

실험절차 

실험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방식은 피험자들이 설문지 

형태의 제시된 과제를 교실에서 집단으로 수행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 방식은 개별

적으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문제를 푸는 것이었다. 

법관들의 판단 특성

법관들의 판단 특성을 정박효과, 확증편향, 후견편향의 과제를 사용하여 살펴보

고자 하였다. 판단과 의사결정에 관한 편향들은 매우 다양하나 이 세 가지 편향을 

선택한 이유는 법정상황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비교적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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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법으로 검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박효과(               anchoring heuristic)

정박효과는 수치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최종적인 판단과 무관하여 이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는 수치를 먼저 제시하는 것이 최종적인 판단에 영향을 주는 현상

이다.4) 예컨대, 사람들에게 나일강의 길이가 특정 수치(km) 이상일지 이하일지 물

어본 후 나일강의 길이를 추측하게 하면 처음 제시된 수치에 따라 최종 추정치가 

크게 좌우되게 된다. 가장 대표적인 실험은 “8×7×6×5×4×3×2×1”의 문제에 대한 답

과 “1×2×3×4×5×6×7×8”에 대한 답을 추정하게 하는 것인데, 이때 전자를 후자보다 

더 높게 추정한다. 법정 상황에서 정박효과는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의 경우에 모두 

발생할 수 있다. 형사재판의 경우 검사의 구형량이 판사의 최종적인 판결에 영향

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 한 국내 연구에서 판사들은                검사들이 낮은 형량

을 구형할 때보다 높은 형량을 구형할 때,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함을 발견하였다.5) 

한국의 연구결과는 없으나 외국 연구들은 민사재판 상황에서 원고측 변호사가 청

구한 손해배상액에 따라서 최종 배상액이 달라지는 결과들을 보고하기도 한다.6) 

그러나 이는 주로 배심원을 통하여 나타난 결과이므로 판사들에게도 동일한 결과

가 관찰되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정박효과를 관찰하기 위하여 아래와 제시된 성추행 재판 사례를 

세 가지 조건하에서 제시하였다. 첫 번째 고정박 조건에서는 변호사의 청구금액을 

5억원으로, 두 번째 저정박 조건에서는 청구금액을 일부청구 2천만원으로 제시하

였고, 세번째 조건에서는 청구금액을 제시하지 않았다. 세 조건의 시나리오는 청구

금액을 제외하고는 동일하였다. 

4) Kahneman, Daniel & Tversky, Amos, “               The simulation heuristic.”                In Daniel Kahneman, Paul 

Slovic, & Amos Tversky(eds.), Judgment under uncertainty: Heuristics and biases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 Tversky, Amos & Kahneman, Daniel, “               Judgement under uncertainty: 

Heuristics and biases,”                                          Science, Vol.              185 (               1974), pp. 1124-               1130.
5) 박광배⋅김상준⋅한미영. 전게논문.
6) Chapman, Gretchen, B. & Bornstein, Brian, H., The more you ask for the more you get: 

Anchoring in personal inquiry verdicts,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Vol. 10 (               1996), pp. 

519-540; Robbenholt, Jennifer K. & Studebaker, Christina, A. Anchoring in the courtroom; 

The effects of caps on punitive demage, Law and Human Behavior, Vol. 23 (               1999), pp. 

358-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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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금액 : (고정박조건) 5억 원 / (저정박조건) 일부청구 2천만원 /

          (무정박 조건) 금액을 제시하지 않음

[사안]

피고(38세)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 ○○원의 원장으로서 ○○원 소

속 직원들을 채용하거나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 분야에서 상당

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여, 21세)는 △△대학 복지학과 2학년 재학중

이던 2년 전에 ○○원 교사로 채용되었다. 원고는 평소 피고로부터 소극적이고 내성적

인 성격에 대하여 빈번하게 비난을 받았고 업무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엄한 질책을 

자주 받아서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되어 있었다. 피고의 원장으로서의 지위나 지역 사

회복지분야에 미치는 영향력으로 인하여 그의 지시를 거부하는 경우 ○○원에서 해고될 

수 있고 다른 사회복지분야에서도 취직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는 2009년 4월 3일부터 4월 29일까지 원고를 포함한 ○○원 소속 직원들과의 회

식을 마친                후 다른 직원들이 귀가한 다음 원고만 남은 상태에서 사회복지분야에서 적

절한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성격으로 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

고 이를 위하여 자신의 성기를 만져줄 것을 강요하였다. 이에 원고가 피고의 지시를 

거부할 경우 해고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피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자, 피고는 원

고를 성추행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피고는 근무시간에 원고를 원장실에 부르거나, 업

무상 출장을 가는 도중 또는 회식을 마친 후에 사회복지법인이 원고에게 제공한 숙소

에 들러서 ○○원 원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를 약 7회에 걸쳐 성추행하거나 간음하

였다. 

[판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와 같은 성추행 및 간음행위는 원장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보호, 감독 하에 있는 원고를 위력으로써 성추행 내지 간음한 것으로서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

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결한다.

피험자는 무선적으로 세 조건 중의 하나에 할당되었다. 피험자에게 위와 같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이 사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얼마로 판결하겠느냐고 질문

하였다. 집단(               판사/연수원생/대학생)과 정박조건(               고정박/무정박/저정박)을 집단간 요인

으로 하여 판결 피해액을 예언하는 분산분석 모형에서, 집단과 정박조건의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F(2,298)=30.45, p=.000; F(2,298)=18.78, p=.000), 집단과 

정박효과의 상호작용효과도 유의하였다(               F(2,298)=7.21, p=.000). 이는 정박효과가 

집단마다 다르게 나타났다는 결과이다. 판사들은 고정박 조건(               5억원 청구 조건)에

서 평균 5,306만원을 무정박 조건에서 평균 3,927만원을, 저정박 조건(               2천만원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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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에서 평균 3,2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판결하였다. 한편 사법연수원생들은 고정

박 조건에서 9,088만원을 무정박 조건에서 3,564만원을 저정박 조건에서는 1,836만

원으로 판결하였으며, 대학생들은 고정박, 무정박, 저정박 조건에서 각각 2억 7472

만원, 2억 5830만원, 7,303만원을 판결하였다. 

<그림 1> 고정박/무정박/저정박 조건에서의 손해

배상액 판결액 평균                (단위: 천만원)

이러한 결과는 세 집단 모두에서 정박효과가 있으나, 그 정도에 있어서 판사의 

정박효과가 가장 약하며, 그 다음이 연수원생이며, 학생들의 정박효과가 가장 강함

을 보여준다. 여기서 한가지 주목할 점은 무정박 조건에서의 각 집단의 판결액의 

차이이다. 판사와 연수원생의 판결액은 비슷하지만 학생의 판결액은 매우 높다. 판

사와 연수원생들은 상당한 교육을 통하여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비슷한 판결을 내

리는 결정을 하고 있는 반면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판사와 연수

원생을 비교해 보면, 연수원생의 정박효과가 판사들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연수원생은 비록 판사들과 판결에 대한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원고측 

변호사의 청구액에 의하여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고정박 집단과 저정박 집단만을 대상으로 청구액과 판결액의 상관계수를 구하

였다. 판사집단의 경우에는 상관계수가 .290으로 청구액이 판결액을 8.4%(               r
2
=.0841)

정도 예측할 수 있었다. 반면 연수원생 집단과 학생집단의 상관계수는 각각 .479와 

.489로 청구액이 판결액을 각각 22.9%, 23.9% 설명할 수 있었다. 상관분석도 연수

원생 집단과 학생집단이 판사집단보다 청구액이 판결액에 주는 영향이 더 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판사집단이 학생집단보다 법정상황에서 더 낮은 수준의 정박효과를 보인 결과

가 법정시나리오에서만 발생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인지과제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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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여 풀게 하였다. 한 개인은 고정박, 저정박, 무정박 조건 중의 하나에 할당되

었으며 실제로 계산하지 않고 곱하기 문제에 대한 답을 추정하게 하였다. 

아래의 곱하기의 답을 추정하여 답해 보십시오. 실제로 계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고정박] 9 × 8 × 7 × 6 × 5 × 4 × 3 × 2 × 1 = (                                                                       )

[저정박] 1 × 2 × 3 × 4 × 5 × 6 × 7 × 8 × 9 = (           )

[중정박] 5 × 6 × 4 × 3 × 7 × 8 × 2 × 1 × 9 = (           )

분산분석의 결과, 추정치의 크기가 고정박, 저정박, 중정박 조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났으며(               F(2,235)=3.256, p=.031),7) 집단간 평균 추정치에도 차이가 

났다(               F(2,235)=5.660, p=.004) 그러나 집단과 정박조건사이의 상호작용효과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F(4,235)=.161, p=.958). 이는 집단에 따라서 정박효과의 

크기 차이가 없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고정박 조건의 추정치가 저정박보다 높게 

나타나 정박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중정박 조건의 추정치가 다른 두 조건보

다 높은 것은 특이한 결과이다. 이전의 연구들에서 중정박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

문에 이러한 결과가 이 연구에서만 관찰되는 특이한 결과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

적인 현상인지에 대하여 판단할 근거가 없다. 추후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법정상황과 일반상황에서의 정박효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법정상황에서는 

판사들이 연수원생이나 일반인에 비하여 낮은 수준의 정박효과를 보였는데 반해, 

순수한 인지과제에서는 판사들이 일반인과 동일한 형태의 정박효과를 보였다. 

　 　 평균 표준오차

판사

고정박 215,908 33,493 

저정박 214,122 32,930 

중정박 284,368 36,073 

연수원생

고정박 149,876 45,091 

저정박 126,898 41,378 

중정박 214,941 38,454 

대학생

고정박 270,620 28,881 

저정박 226,198 27,831 

중정박 299,153 38,454 

<표 4> 곱하기 과제의 추정치 

7) 분석시 극단값(               1000 이하 100000 이상)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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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증편향(               confirmation bias)

확증편향은 어떤 규칙을 발견하고자 할 때, 자신이 세운 가설을 확증하는 증거

만을 수집하고 반증하는 증거를 수집하지 않는 경향을 말한다. 가설검증과정에서 

확증 증거들은 아무리 많이 관찰된다 하더라도 반증 증거가 하나라도 발견되면 그 

가설은 틀린 것이기 때문에 반증 사례에 대한 탐색은 필수적이다. 확증편향은 사

람들에서 빈번히 관찰되며,8) 법정상황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형사재판의 

경우는 검사는 확증사례를 변호사는 반증사례를 주로 제시할 것이다. 검사와 변호

사가 충분할 역할을 할 경우에는 확증편향은 법정상황에서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

다. 그러나 상황적 요인으로 인하여 검사와 변호사가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확증편향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한국 재판의 경우 판사가 직접 심문을 

하기도 하고 새로운 정보를 탐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판사들에게 확증편향이 발

생할 가능성이 있다. 

2-4-6 문제를 이용한 실험 결과는 많은 사람들이 확증편향을 가지고 있음을 보

여준다.9) 이 실험에서는 피험자가 실험자의 마음 속에 있는 규칙을 알아맞히는 과

제를 수행한다. 피험자가 먼저 세 숫자를 제시하면 실험자는 이 세 숫자가 자신의 

규칙과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하여서만 대답한다. 피험자는 이러한 시행을 반

복하여 실험자의 규칙을 찾아내게 된다. 이 실험에서 확증편향을 보이는 행동들이 

관찰된다. 피험자가 “2-4-6”이라는 숫자를 제시하고 ‘맞다’는 대답을 들었을 때, 그 

다음에 전형적으로 제시하는 숫자들은 “10-12-14”,                           “20-22-24”와 같은 것이다. 피험

자가 2-4-6을 제시할 때, 2씩 증가한다는 자신의 가설을 검증하려 하였고, 이는 실

험자가 확인하여 주었다. 그런 다음에 자신의 가설과 일치하는 사례 즉 2씩 증가

하는 사례만을 제시한다. 실제 실험자가 가지고 있는 규칙은 증가하는 세 숫자였

다. 피험자가 확증 사례만을 계속하여 확인한다면 결코 정확한 규칙을 찾아내지 

못한다. 예컨대, “12-14-17”과 같은 사례를 들어야만 자신의 가설이 맞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를 검증할 수 있다. 

8) Wason, Peter. C., & Johnson-Laird, P.N. Psychology of Reasoning (               Bastsford, 1972); 

Beattie, Jane & Baron, Jonathan, “               Confirmation and matching bias in hypothesis testing”,                                          

Quarterly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Vol.              40A (               1988), pp. 269-298; Klayman, 

Joshua. & Ha Young-Won, “               Confirmation, Disconfirmation and Information in Hypothesis 

Testing”,                                          Psychological Review, Vol. 94 (               1987),                pp. 211-               228. 
9) Wason, Peter C., Reasoning about a rule. Quarterly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Vol.              20 (               1968), pp. 273-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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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증편향에 대한 또 다른 실험으로 Wason의 카드선택과제를 들 수 있다.10) 이 

과제에서는 아래와 같이 한 면에는 영어철자가 다른 면에는 숫자가 쓰여 있는 네 

개의 카드를 보여준 다음, “한 면에 모음이 있으면, 다른 면에선 짝수가 있다”라는 

규칙이 맞는지 틀렸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어떤 카드를 뒤집어 봐야 하는지를 묻

는다. 다수의 피험자들은 E와 4를 선택하였다. 정답은 E와 7이다. 즉 규칙을 확증

할 수 있는 사례만을 선택한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교육 수준이 높아지더라도 그

리 변하지 않는다. 

<그림 2> Wason 카트선택과제 

이후의 연구들에서 규칙의 내용을 변경하면, 이러한 편향이 없어진다는 것을 발

견하였다. 영국에서는 봉한 편지와 봉하지 않는 편지의 요금 차이가 있어서 봉한                

편지에는 비싼 우표를 붙여야 된다. 이를 잘 알고 있는 영국 피험자들에게 “편지

가 봉해져 있으면, 50리라 우표를 붙여야 된다”는 규칙을 검증하기 위하여 봉해진 

봉투, 봉해지지 않은 봉투, 50리라 우표가 붙은 봉투와 40리라가 붙은 봉투를 제시

하였을 때, 피험자들은 봉해져 있는 봉투와 40리라가 붙은 봉투를 뒤집어야 한다

고 반응하였다.11) 반면 봉한 봉투에 더 비싼 우표를 붙이는 경험이 없는 미국 피

험자들에게는 동일한 반응이 관찰되지 않다. 이러한 결과들은 내용과 경험이 논리

적 추리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확증편향이 일반인에게 흔히 일어나는 편향이며, 내용과 경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면, 교육을 통하여 이러한 편향을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한 분야의 전

문가가 되면 이러한 편향이 줄어들 것이다. 이 실험은 전문가집단인 판사집단에서

도 확증편향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그 정도가 일반인에 비하여 높은지 낮은지

를 조사하기 위하여 설계되었다. 실험에서 피험자들에게 아래와 같은 실제 사례를 

수정한 재판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시나리오에는 강도사건이 발생하였으며, 검

10) Wason, Peter C., “               Reasoning,”                                          in B. M. Foss (               ed.) New horizons in psychology (               Penguin, 1966).
11) Johnson-Laird, Peter N., Legrenzi, Paolo. & Legrenzi, Maria, “               Reasoning and a sense of 

reality”,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Vol.              63 (               1972), pp. 39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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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유죄를 주장하기 위하여 제시한 증거들과 변호사가 무죄를 주장하기 위하여 

제시한 증거들이 나열되어 있다. 피험자들에게 이 시나리오를 읽게 한 다음, 정확

한 판단을 위하여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해야 할 질문이나 추가적으로 증거 조사

할 사항을 두 개 적고 그것이 필요한 이유를 작성하게 하였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A시에서 7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편의점에서 일하는 피해자들로부

터 합계 약 1,576,000원 상당을 강취하였다.

(사건개요)

A시와 주변의 도시에서 이 당시 편의점 강도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경찰은 렌터카를 반납하지 않고 있는 피고인이 수상하다는 렌터카 회사의 제보를 

받고 수사를 진행하는 도중, GPS 자료를 통하여 피고인의 렌터카 운행 경로에서 

7건의 강도가 발생하였음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유력한 용의자로 삼았다. CCTV에 

촬영된 범인은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하고 있어서 신원의 확인이 용이하지 않았다. 

범인은 왼손에 칼을 잡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은 왼손 시지, 중지가 절단되

어 있었다. 

(검사의 주장과 증거)

∙피고인에게는 강도 전과가 있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이 일어난 시각을 전후

하여                각 범행지역에 나타남.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피고인의 눈매, 체격 등이 범인과 일치하거

나 비슷하다고 진술함.

∙피고인이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던 점퍼가 범행 당시 범인이 입고 있던 점퍼와 

동일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에게 왼손에 칼을 들도록 한 후 왼손 중지의 장애 때문에 모습이 부자연

스럽게                보였다는 CCTV의 증거를 제시함. 

∙CCTV에 찍힌 각각의 범인이 모두 170㎝ 정도의 그다지 크지 않은 키에 왜소

한 체격을 가진 점, 범인이                장갑을 낀 왼손으로 칼을 들기만 하였을 뿐 칼을 

휘두르는 등의 적극적인 위협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근거하여 동일범임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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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당시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렌트한 차에 가족들(부인, 아들)을 태우고 

               여기저기를 배회하는 중이었다.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목격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 

추가 질문이 확증질문이지 반증질문인지에 대한 코딩방식을 사전에 정하여 질

문들을 분류하였다. 2인의 평가자가 독립적으로 분류하였고 만약 두 분류가 일치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3의 평가자가 결정하였다. 코딩 법칙에서 반증질문의 한 범

주는 다음과 같다. 

반증 범주: 7건의 범행지역과 운행경로가 일치하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범인이라

는 증거가 되는지 조사(               해당 도시 7건 이외의 범행과 7건의 범행 사이의 유사성, 

범행지역과 일치하지 않는 나머지 운행경로, 차량을 이용한 범행인지, 차량에 범

행과 관련된 증거물이 있는지, 당시 범행 장소에 나타난 다른 차량, 피고인의 운

행경로가 해당 도시 주민들의 보편적인 경로인지 등)

               두 질문 중에 한 질문이라도 반증질문을 한 비율은 판사 78.6%, 연수원생 86.8%, 

대학생 57.5%로 세 집단에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 판사와 연수원생은 대학생에 비하여 반증질문을 하는 비율이 

높았지만, 판사와 연수원생의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연수원생이 다소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 결과는 재판 상황에 익숙하고 법적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판사와 

연수원생은 그렇지 않은 대학생들에 비하여 반증질문을 많이 한다는 것을 나타낸

다. 판사와 연수원생의 차이가 없다는 결과는 법관 경험이 확증편향을 감소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함을 시사한다. 

<그림 3> 판사/연수원생/대학생 집단의 확증편향 비율



332   �서울대학교 法學� 제51권 제4호 (2010. 12.)

               판사들과 연수원생이 대학생들에 비하여 법정 상황의 문제에서 확증편향이 낮

은 이유는 법을 공부하는 것이 확증편향을 줄이는 역할을 하였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법조계에 진입하려는 사람들이 확증편향을 저지르지 않는 성향을 지니고 있

기 떄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따라서 확증편향의 감소가 개인의 성향인지 교

육의 효과 때문인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Wason의 카드 

선택 과제를 사용하여 일상적인 영역에서 확증편향의 정도를 조사하였다. 

               Wason의 과제에서는 “p이면 q이다”의 진위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p와 not q를 

확인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춘천출신(               not q)을 확인하는 절

차를 거치는지를 조사하였다. 

귀하는 재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다루고 있는 사건은 조직폭력배 사건으

로 재판을 종결해야 할 시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

리는 데에는 다음의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조직폭력배 집단인 도끼파는 모두 태백 출신이다

도끼파와 갈고리파의 집단 폭력현장에서 4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구속되었습

니다. 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끼파                

  (2) 갈고리파                

  (3) 태백 출신                

  (4) 춘천 출신                

사실의 진위를 판정하기 위해 구속된 네 명 중 누구(들)를 증인으로 소환하시겠습

니까? 시간적 제약 때문에 가능하면 적은 수의 증인을 소환해야 합니다.

세 집단은 not q를 확인하는 비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났다(                   

     ). 법관의 경우 21%, 연수생의 경우 43%, 대학생의 경우 39%였다. 

법관은 연수생과 대학생들 보다 반증사례를 찾으려는 시도를 적게 하였다. 즉 더 

많은 확증편향을 보였다. 

보다 직접적으로 확증편향의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2-4-6 문제를 이용한 실험

을 진행하였다. 아래와 같은 질문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2개의 반응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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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당신은 수학자로서 열쇠의 번호조합을 찾고 있습니다. 이 조합은 세 개의 숫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세 개의 숫자에는 특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이 열쇠의 번호

조합을 여러 번 입력하여 어떤 규칙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잘못 입력하면 

경고음이 나오고 10번 잘못 누르면 열쇠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당신이 처음 

네 번 누른 숫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후에 입력할 숫자 조합 두 개를 아래의 

빈칸에 입력하십시오. 

현재까지 입력한 조합 결과

4-2-1 경고음

2-4-6 경고음 없음

10-12-14 경고음 없음

20-22-24 경고음 없음

다음에 입력할 조합

이 실험에서도 세 집단간에 확증사례만을 입력하는 비율에서 차이가 났다(                

        ). 판사의 경우 69.4%, 연수원생의 경우 71.1%, 대학생의 

경우 48.5%로 대학생이 판사나 연수원생보다 확증편향의 비율이 더 낮았다. 

               이 결과만으로 해석하면, 법관과 연수원 집단이 일반대학생들보다 확증편향의 

성향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법학공부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일반인보다 확증 

편향적 사고를 하는 성향이 더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법정 상황에서는 법관과 연

수원생의 확증편향 비율이 낮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률 공부가 법정 상황에서 

확증편향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만, 판사들이 연수

원생들 보다 법정상황에서 확증편향의 비율이 낮지 않다는 것은 법조계에 진입한 

이후에 이러한 편향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교육과 노력이 부족했거나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후견편향(               hindsight bias)

               후견편향은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그 사건이 실제로 발생하기 전에 그 사건이 

일어날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믿는 경향성을 말한다. 후견편향의 대표적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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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12)은 1970년대 초에 닉슨 대통령이 중공을 방문하기 전에 이 방문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를 예상하게 한 다음, 실제로 닉슨이 외교를 성공하고 돌아온 후에 동일

한 사람들에게 자신이 이전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하였는지 실패할 것으로 예상하

였는지를 기억해 내게 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실패하였을 것이라고 예상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고 기억하였다. 즉 실제로 발생

한 사건이 자신의 기억을 왜곡시킨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정치적 사건이나 스포

츠 등에서 흔히 관찰된다. 축구 경기 다음 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자세히 관찰

해보면 이러한 후견편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법정 상황에서 후견편향의 예는 유죄⋅무죄의 최종적인 결과를 알고 있으면 자

신이 직접 재판을 했어도 동일하게 판결을 했을 것으로 믿는 것이다. 다만 후견편

향이 없이도 동일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도 있으므로 최종적인 결과를 알고 있는 

조건과 알지 못하는 조건에서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를 비교함으로써 후견편향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후견편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시나리오를 피험자에게 제시한 다음, 

무정보 조건에서는 주어진 시나리오만을 이용하여 유무죄 판결을 하도록 요구하였

고 선행정보 조건에서는 1심에서는 유죄, 2심에서는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현재 대법원에 상고 중이라는 정보를 제공한 다음, 1심 판사라면 유무

죄 중 어떤 판결을 내렸을 것인지를 판단하게 하였다. 

[사안]

피고인은 2008년 3월 26일12:00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피해자(여, 48세) 운영의 ‘○

○’ 상점에서, 피해자가 혼자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칼로 위협

한 후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같은 날 14:00경 미리 준비한 종이상자를 들

고 야구모자와 파란색 마스크를 착용한 후 택배 배달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상점에 

들어간 다음 그곳에서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목을 겨누면서 “조용히 하고 뒤돌아 앉고 

돈 다 내놔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 12만 원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12) Fischhoff, Baruch & Beyth, Ruth, “               I knew it would happen: Remembered probabilities of 

once-future things,”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Performance, Vol.              13 (               1975), 

pp.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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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를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된 증거] 평정

① 이 사건 범행 당시 범인이 범행                현장에 두고 간 종이상자에서 지문이 두 

개 발견되었는데 그 중 하나는 피고인의 우측 환지 지문임.

②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서에서 범인으로                지목함. 

③ 경찰이 피고인의 집을 수색한 결과, 범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착용한 것과 

같은 색깔의 마스크와 범인이 범행 현장에 두고 간 종이상자에서 발견된                

시계 및 케이스와 유사한 손목시계 및 케이스 등이 발견됨. 

④ 피고인의 통화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현장으로부터 택시로 

약 10분 거리 내에 있었음.

[피고인의 주장/ 반론]

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인형 뽑기 기계를 청소하는 과정에서 종이상자를 

버렸고 피고인 자신도 알 수 없는 경위를 거쳐 자신의 지문이 묻어있는 종

이상자가 이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것이라 주장함. 

⑥ 피고인은 자신이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 11:30경에 여자친구에게 전

화를 한 후 점심 무렵 사납금 9만 원을 납부하고 계속하여 택시 운전을 하

였다고 주장함.(               증거 있음). (a) 피고인은 사건 전날 13:00경부터 16:00경까

지 운행하였음(               운행기록기). (b) 11:43경에 완산구에서 여자 친구와 휴대전

화로 통화(               통화기록) (c) 14:26경 휴대전화로 통화함. (통화기록) 

[무정보 조건]

당신이 생각하시기에 피고인은 무죄입니까 유죄입니까? (               무죄/유죄)

무죄 혹은 유죄를 판단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순서대로(1부터 6까지) 순위를 

매겨 위 표의 오른쪽 칸에 기입하십시오.

[선행정보 조건]

위 사례에 대하여 1심에서는 유죄, 2심에서는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고, 현재 대법원에 상고 중입니다. 당신이 1심 판사라면 유죄 혹은 무죄 중 

어느 쪽으로 판단하시겠습니까? 

내가 1심 판사라면 (               유죄/무죄)를 선고한다.

또 그렇게 판단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순서대로(1부터 6까지) 순위를 매겨 위 

표의 오른쪽 칸에 기입하십시오. 

                               

판사들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유의하지는 않지만, 무정보 조건에서 60%

가 유죄 판결을 내린 반면 선행정보조건에서는 47%만이 유죄 판결을 내렸을 것으

로 판단하였다. 후견편향의 경우는 미국 연방치안판사의 경우도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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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13) 반면 연수원생과 대학생들의 경우는 선행정보가 무죄라고 판단하는데 크

게 영향을 주지 않았다(연수원생 무정보 42% 선행정보 39%; 대학생 무정보 53% 

선행정보 51%). 법관의 경우가 선행정보에 더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예상되지 않

았던 결과였다. 한 가지 가능한 해석은 법관의 경우 2심 판결을 더 정확하다고 믿

는 반면 연수원생이나 학생들은 2심의 판결에 대한 중요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 

2심의 판결에 대한 영향력이 낮아졌다는 것이다.

<그림 4> 선행정보조건과 무정보조건에서 유죄 결정 비율 

               법관들에게서 후견편향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기보다는 이러한 편

향으로 인하여 이후의 판단에 영향을 받는 것이 문제가 된다. 후견편향은 자신이 

어떤 결정을 하였을 것이라는 믿음에 대한 것이다. 일심 판사가 환송되어 오는 사건

을 다시 다루었을 때 2심의 판결이 더 정확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자신의 판단을 

변화시키게 되면, 판단의 근거가 되는 정보의 의미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후견 편향이 실제로 판단을 왜곡시키게 된다. 후견편향이 자신의 결정을 변화시키고 

이 결정을 타당화하기 위하여 결정의 근거가 되는 정보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유죄와 무죄 판결이 이루어진 후, 제시된 증거들이 판결

을 내리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정하게 하였다. 시나리오에서 제

시된 증거는 여섯 가지로 네 개 [유죄증거 1-4]는 유죄를 지지하여 주는 증거 혹은 

진술이었고 두 개 [무죄증거 1-2]는 무죄를 지지하여 주는 증거 또는 진술이었다. 

또한 유죄증거 1과 무죄증거 2는 구체적인 지문과 통화기록 같은 확실한 증거였고 

나머지 증거의 경우는 해석에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증거였다. 

13) Guthrie, Rachlinski & Wistrich, 2001; 2002 상게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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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증거에 대한 중요도 평가. 왼쪽 그래프들은 유죄 판결을 내렸을 

때, 가장 중요한 증거로 채택한 비율이고 오른쪽 그래프는 무죄 

판결을 내렸을 때, 가장 중요한 증거로 채택한 비율임.                

 

               판사들은 확실한 증거들을 즉 유죄증거1과 무죄증거2를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

하였고 자신이 유죄라고 판결하든지 무죄라고 판결하든지 상관없이 각 증거들의 

중요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변하지 않았다. 대학생들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유죄증

거 1과 무죄증거2를 중요한 증거로 판단을 하였으나 그 비율은 판사들보다 낮았

다. 주목할 결과는 사법연수원생의 판단이었다. 이들은 자신이 유죄라고 판단하였

는지 무죄라고 판단하였는지에 따라 증거의 중요도를 다르게 평가하였다. 유죄라

고 판단한 경우는 유죄증거 1을 무죄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무죄증거 2를 가장 중

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왜 이러한 현상이 관찰되었는지에 대하여서는 경험적 증거

는 없으나, 사법연수원의 교육 내용 때문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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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서 판결문을 작성하는 교육이 상당히 중요시되고 연수원생들이 이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데, 판결문 작성은 판결이 확정되고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결을 지지하여 주는 증거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다. 만약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였다면, 사법연수원 교육에서 판단과 의사결정에 관한 훈련을 포함

시키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도 현직 판사들은 재판과정에서 쌓아온 

전문능력으로 인하여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일상상황에서 후견편향의 정도가 일반인과 법관이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문제가 제시되었다. 

A. 귀하가 3년 전에 판단하였다면, 미국의 경제 불황이 발생할 확률을 어느 정도

로 추정하였겠습니까?                [0에서 1사이의 숫자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B. 귀하는 5년 후에 미국의 경제가 회복될 확률을 어느 정도로 추정하시겠습니까?                

[0에서 1사이의 숫자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A문제, B문제의 추정치 평균에서 차이가 났으나(               F(1,310)=86.851, p=.000), 

집단간 평균차(               F(2,310)=1.902, p=.106)나 문제와 집단의 상호작용효과(               F(2,310)=.072, 

p=.636)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5에 보는 바와 같이 과거에 미국의 경제불황을 

예측하였을 것으로 생각하는 평균 확률이 판사는 .343, 연수원생은 .448, 대학생은 

.457로 3년 전에 그리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경제 불황을 예측하지 못하였다는 사

실을 고려하면, 후견편향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후견편향에서 

세 집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일상적인 문제에서 발

견되는 후견편향에서는 법관과 일반 대학생이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집단 평균 표준오차

A문제

(과거 경제불황 예측)

판사 .343 .042

연수원생 .448 .049

대학생 .457 .037

B문제

(미래 경제회복 예측)

판사 .546 .055

연수원생 .696 .065

대학생 .653 .049

<표 5> 각 집단의 미국의 경제불황과 경제회복에 대한 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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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편향들 

                      본 연구에서 경험 자료를 수집하지는 않은 법관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편향들도 존재한다. 그 중 법정에서의 의사결정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

되어 있는 것이 틀효과(               framing effect)이다.14) 이는 문제를 어떻게 기술하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는 현상이다. 잘 알려진 예로 “600명 중 200명을 확실히 살

릴 수 있다”라고 기술하는 경우와 “600명 중 400명이 확실히 죽는다”라고 기술하

는 경우에 사람들은 서로 다른 판단을 하게 된다. 이 틀효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법정상황의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검사와 변호사는 유죄, 무죄의 형태

로 판사에게 기술할 것이고 이 기술에 의하여 판사의 판결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틀효과의 특성상 보다 정확한 표현을 사용하면 틀효과는 줄어들게 된다. 예컨대, 

“600명 중 200명을 확실히 살리고 나머지는 확실히 살리지 못한다”의 형태로 기술

하면 틀효과는 거의 사라지게 된다.15) 왜냐하면, 200명을 확실히 살린다는 의미에 

나머지가 확실하게 죽는다는 의미를 반드시 함의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판사의 경우는 검사나 변호사의 서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객관적인 기술로 변환하여 사건을 보면 틀효과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틀효과를 제시되는 문제의 형식이 아니라, 문제해결의 스키마로 볼 때도 틀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익 틀에서는 위험회피

(               risk aversion) 경향을 손실 틀에서는 위험추구(risk seeking) 경향을 보인다.16)                따라

서 손해배상 재판의 경우 원고측 변호사와 피고측 변호사는 각각 손실 틀과 이익 

틀에 놓이게 되고, 이 틀에 의하여 배상액을 정하는 과정에서 원고측 변호사는 위

험을 회피하는 경향을 피고측 변호사는 위험을 감수하는 경향성을 띠게 된다.17) 

양측의 틀이 달라짐으로써 여러 가지 판단의 역동성이 관찰된다. 

이밖에도 기저율을 무시하는 현상이라든지, 역추정오류 등도 법정 상황에서 자

주 발견되는 판단의 편향들이다. 이는 연역 혹은 귀납적 논리를 실생활에서 잘 적

14) Tversky, Amos & Kahneman, Daniel “               The framing of decisions and the psychology of 

choice”,                                          Science, Vol.              211 (               1981), pp. 453-458; 원래 틀효과는 문제를 어떤 틀 속에서 

기술하느냐의 문제이나 사회심리학 등에서는 사람의 태도, 스키마(               mental schema) 등의 

개념으로 확대하기도 한다. 
15) 김청택, 한민희, “확률에 대한 표상이 틀효과에 미치는 영향 - 확률분포와 위험지각,”              한국

심리학회지: 실험  인지, 15권 3호(               2003), pp. 181-202. 
16) Kahneman & Tversky, 1982 상게논문. 
17) Guthrie, Rachlinski & Wistrich, 2002 상게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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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논리전문가나 확률전문가들 조차도 쉽게 

빠지는 오류이다. 전문가들조차도 이러한 오류들을 저지르기 쉽기 때문에, 법정장

면에서 법관들도 이러한 오류에 노출된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할 수 있다. 경험적

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여기에서 주로 다루어진 내용은 주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판단을 내리는 과정이

었다. 판단에서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이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과정이다. 이 분

야에서는 인간의 기억의 특성과 기억의 신뢰도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체

적으로 인간의 기억은 사진처럼 머리 속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머리 속에서 조

직되고 계속 변화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

러한 기억의 특성이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다. 

결    론

이 연구에서는 법관의 전문적인 판단 과정에서 발생하는 편향들을 경험적으로 

조사하고자 하였다. 판사들에게서 정박효과, 후견지명 효과 등이 관찰되었으며, 그 

정도는 대학생들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판사들이 법학 지식과 경험을 

통하여 이러한 편향들을 감소시키는 기술들을 습득하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

는 법정 추리 혹은 판단을 위한 법정 논리/판단 스키마가 존재함을 시사하는 결과

이기도 하다. 법관들은 경험을 통하여 이러한 스키마를 형성하였고, 이 스키마를 

이용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확증편향의 경우는 판사들과 사법연

수원생들이 재판사례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확증편향은 법관으로서의 

경험에 의하여 감소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낸다.

판사들은 비법정 상황에서는 일반인들이 지니고 있는 편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

었다. 특히 확증편향을 보이는 법관들의 비율이 대학생보다 더 높았으며, 정박효과

와 후견편향에서도 법관들이 대학생들과 동일한 수준의 편향을 보였다. 판사들은 

교육과 경험을 통하여 법정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향은 감소시키지만 일상적

인 상황에서는 여전히 편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막 입문한 법관

들은 법정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편향들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법정 경험

을 통하여 이러한 편향들을 줄여나가겠지만, 사법기관에서는 이들은 단시간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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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 있는 법관과 동일한 수준의 판단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인간이기 때문에 오류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               To err is human). 인간이 할 일은 

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다. 다양한 교육을 통하여 이러한 오류를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법관 교육에서 판단과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다소 소홀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암

묵적인 가정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가정하면, 정확한 규칙(               법)만 이해하

면 당연히 정확한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이 

사실이 아님은 추리와 판단의 연구에서 끊임없이 밝혀져 왔다. 법관을 위한 교육

은 판단과 의사결정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편향을 감소하는 노력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편향을 예방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판단의 편향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다. 지적인 사

람은 이러한 자각에 의하여 편향을 감소시킬 방법을 스스로 찾을 수 있다. 둘째, 

교육에서 법을 이해하는 것과 적용시키는 것은 다르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법을 

적용시키는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물론 이 교육에 판단과 의사결정과정이 포함

되어야 한다. 미국 등에서는 적용법 프로그램(               clinical law program) 등을 이용하여 

법을 적용시키는 방법을 교육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 판단과 의사결정 프로그램 등

이 포함되어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법에 더하여 논리학을 교육하는 것

은 논리적 사고에 도움은 되지만 편향을 방지하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편향은 형식논리학의 실패가 아니라 논리적인 사고와 합치하는 법정 스키마를 형

성하여 추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확률판단과 인간의 기억 현상과 같은 부분은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정확한 

지식 없이는 이러한 현상들을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편향된 판단이 전적으로 개인의 부족한 판단 능력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

다. 개인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황적 한계 때문에 편향된 판단을 할 수 있다. 예컨대 판단에 필요한 충분한 시

간이 주어지지 않는다든지, 주어진 정보들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

으면 인간은 그 한계 내에서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18) 전

체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만약에 상황에 의하여 편향

이 발생할 수 있다면, 제도에 의하여 이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18) Simon, Hebert A., Models of bounded rationality (               MIT Press,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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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법관들이 판단 행동을 다루는 초기 경험 연구이기 때문에 비교할 자

료가 많지 않다. 미국에서 소수의 연구가 진행되기는 했지만, 미국과 한국에서 판

사의 역할이 동일하지 않아 비교가 쉽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고 다른 연구결과와 비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법관들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는 한계 때문에 광범위한 표본을 사용하여 수행되지 못하였

다는 단점이 있다. 이 연구는 초기 단계에서 법관의 판단행동에 대한 경험적 연구

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투고일 2010. 11. 16     심사완료일 2010. 12. 3     게재확정일 2010.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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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gnitive Biases in Judicial Decision Making

19)20)  Cheongtag Kim*⋅Inchol Choi**

As an expert of judgment as well as a human being vulnerable to errors, a judge 

may or may not have cognitive biases in the legal domain.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s weather well-known cognitive biases such as anchoring effect, confirmation 

bias, and hindsight bias affect judge’s judicial decision making. One hundred and thee 

judges, 76 judicial apprentices, and 134 college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experiment, 

and three scenarios adapted from real court cases were used as experiment materials. In 

the experiment, although the anchoring effect was observed in all three groups, the 

degrees of the effect varied among the groups. The student group showed the strongest, 

apprentices the next, and judges the weakest anchoring effect. Regarding confirmation 

bias, judges and apprentices showed weaker bias than students in legal decision making. 

However, judges resulted in stronger bias than students in the Wason card select task and 

the 2-4-6 task. All three groups had weak hindsight biases in legal domain. When 

subjects were asked to evaluate the importance of evidences to reach their conclusions, 

the judge group rated unambiguous evidences higher than ambiguous ones regardless 

of whether they support their own decision or not. On the other hand, apprentice group 

rated high the evidences that support their decisions and rated low those that do not. 

These results suggest that judges as experts of judgment may develop judicial reason 

schema that help make accurate judgments and decisions. Several recommendations to 

remedy cognitive biases and improve decision quality are discussed. 

Key words: cognitive biases, judical decision making, practical decision making, 

anchoring effect, hindsight bias, confirmation bi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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