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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국문초록)

  “컴퓨터과학은 머리로 궁리하는 것에 대한 공부(science of 

intelligence)이고 그 응용은 인간지능/본능/현실의 확장”이다. 컴퓨터과학

에 의한 인간지능의 확장이 바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Künstliche Intelligenz, 이하 AI라 칭한다)으로 논하여지는 기술이다. 

Google, Tesla의 자율주행자동차, Google의 DeepMind에서 개발한 인공지

능바둑프로그램 AlpaGo 그리고 IBM의 Watson은 AI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사법의 영역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학계에서는 ‘AI판

사’의 도입이 가능한가에 대한 논의를 비롯하여, 재판에 사용되는 프로

그램 등에 대하여 알고리즘의 투명화, 편향성 배제, 설득력 있는 판결작

성을 위한 AI의 활용 등 여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에스토니아, 중국, 

영국, 미국, 캐나다 등은 소액재판, 재범가능성의 판단, 조정영역 등에서 

AI알고리즘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논의의 전제는 인간

에 의한 판단의 불완전성에 기인하는 면도 일부 있다. 아모스 트버스키

(Amos Tversky)와 대니얼 카너먼(Daniel Kahneman)이‘불확실한 상황에

서의 판단 : 추단법과 편향(Judgment Under Uncertainty : Heuristic and 

Biases)’이라는 논문에서 인간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합리적 이성이 아니

라 추단과 편향에 기한 판단을 한다는 것을 밝혔다. 합리적 판단을 할 것

으로 신뢰되는 법관들도 이와 같은 유형의 인지적 오류의 영향을 받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현실인식하에서 인지적 오류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반대로 생각하기, 선형모델의 사용, 외부관점의 채택, 기술적 도

구의 이용 등이 제시되고 있다. 위와 같은 방안 중 기술적 도구, 즉 AI기

술을 이용하여 인지적 오류를 극복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전자소

송시스템과 연관하여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 특허법원을 시발로 

하여 각급법원에서 전자소송시스템을 도입하여 소장의 제출, 송달, 판결

문의 송달 등을 전자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절차적인 업무의 편의를 위

한 시스템이 대부분이고 판단영역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

다. 다만, 양형시스템의 경우에는 양형인자를 채택하면 선고형에 대한 권

고가 이루이지고 있으므로 판단의 영역을 보조하는 Al기술을 이용하고 있

다고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양형시스템 외에 인지적 오류를 극복하기 위



해 활용가능한 영역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이 논문의 주제이다. 앞에서 

든 각국에서 재판에 AI를 활용한 사례를 먼저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 적

용가능한 영역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주제를 전개한다. 앵커링효과가 발생

하는 영역, 후견적 고찰로 인한 인지적 오류를 범하는 특허법의 진보성 

판단영역 등에서 AI의 적용가능성을 살펴보고, 가능한 알고리즘을 제안하

고자 한다. 나아가 현재 법원시스템에서 절차가 지연되는 영역인 의료감

정, 건설감정 영역에 대하여 추가로 검토하여 AI기술의 적용가능성을 제

안한다.

.............................................................................................................................. 

주요어 : AI, AI판사, 알고리즘, COMPAS, SMARTSETTLE, 인지적 오류,
진보성, 후견적 고찰, 극복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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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AI와 재판

  “컴퓨터과학은 머리로 궁리하는 것에 대한 공부(science of 

intelligence)이고 그 응용은 인간지능/본능/현실의 확장”이다.1) 컴퓨터과

학에 의한 인간지능의 확장이 바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Künstliche Intelligenz, 이하 AI라 칭한다)으로 논하여지는 과학, 기술, 또

는 현상이 아닌가 한다. AI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Google의 

Waymo, Tesla의 Autopilot와 같은 자율주행자동차, Google의 DeepMind에

서 개발한 인공지능바둑프로그램 AlpaGo 그리고 IBM의 Watson 정도일 

것이다. 반면 사법의 영역에서는‘국민법감정’에 맞지 않는 판결이나 여

러 법원판결 기사에 대한 댓글에서 무차별적으로‘AI판사’의 도입을 요

구하고 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2) 학계에서도‘AI판사’의 도입이 가

능한 것을 전제로 알고리즘의 투명화, 편향성 배제, 설득력 있는 판결작

성을 위한 AI의 활용 등 여러 장치를 논의하는 시도도 있다.3)‘AI판사’

라는 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지 여부는 앞으로 살펴볼 AI의 개념분류에서 

보듯이 범용 AI(general AI) 또는 강한 AI(strong Al)가 가능할 것인가의 논

쟁과 관련이 있다. 

  ‘AI판사’가 가능할 것인가라는 논쟁과는 상관없이 알게 모르게 이미 

법집행 영역이나 재판의 영역에서는 어떤 의미로 정의하든, 어느 범위에

는 속하는 AI기술이 도입되어 있다. 속도위반을 자동으로 감지하는 카메

라, 성범죄자에 대한 GPS에 기반한 전자발찌, 그리고 온라인에서 저작권

법 위반시 자동으로 행하여지는 필터링 기술은 공적 또는 사적영역에서의 

1) 이광근, 컴퓨터과학이 여는 세계, 인사이트(2015). 277면. 
2) 한애라, “AI 판사?”, 법률신문 서초포럼, 2020. 1. 20. 
   https://m.lawtimes.co.kr/Content/Opinion?serial=158857(최종접속일 2020. 10. 27.)
3) Richard M.Re & Alicia Solow-Niederman, Developing Artificially Intelligent 

Justice, 22. STAN.TECH.L,REV.242(2019). Eugene Volokh, CHIEF JUSTICE 
ROBOTS, 68 Duke L.J.1135.



- 2 -

AI에 의한 법집행이다.4) 재판의 영역에서는 Estonia, 중국 등에서는 ‘AI

판사’의 도입을 선언하면서 대대적인 언론보도를 하고 있다.5) 다만, 위

와 같은 국가는 AI도입의 주된 이유로서 주로 업무의 효율성 증가에 의한 

법관들의 업무의 경감, 재판의 현대화 등을 들고 있다. 그 외 영국, 미국, 

캐나다 등은 소액재판, 형사재판에서의 재범가능성의 판단, 조정영역, E-

디스커버리 등에서 AI알고리즘을 도입하였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

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 특허법원에 전자소송시스템을 도

입한 이래로 각급법원에서도 전자소송시스템에 기해 소장의 제출, 송달, 

증거의 제출, 변론의 진행, 판결문의 송달 등을 전자적으로 시행하고 있

다. 다만, 이러한 부분은 절차적인 영역에 한정되고, 법관들이 판결을 하

거나 업무를 함에 있어 판단의 영역에까지 Al기술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

로 보기는 어렵다. 

  그럼, 이러한 절차적인 편이성을 벗어나 판단의 영역에서 AI기술의 도

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고 또 가능할까? 아래 III.절에서 살펴보겠으나 아모

스 트버스키(Amos Tversky)와 대니얼 카너먼(Daniel Kahneman)이‘불확

실한 상황에서의 판단 : 추단법과 편향(Judgment Under Uncertainty : 

Heuristic and Biases)’이라는 논문에서 인간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합리적 

이성이 아니라 추단과 편향에 기한 판단을 한다고 주장한 이래로, 대표적

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신뢰되는 법관들도 이와 같은 유형의 인

지적 오류의 영향을 받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양한 통계적 연구가 행하여

졌고 결과적으로는 법관들도 위와 같은 오류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6) 이러한 현실인식하에서 인지적 오류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

지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데 ① 반대로 생각하기, ② 선형모델의 사용, ③ 

외부관점의 채택 등이 대표적인 예들이다.7) 

4) Maayan Perel & Niva Elkin-Koren, Black box Tinkering : Beyond Disclosure in 
Algorithmic Enforcement, 69 FLA. L. REV.181(2017)., p.183.

5) Eric Niiler, Wired, “Can AI Be a Fair Judge in Court? Estonia Thinks So”, 2019. 3. 25. 
https://www,wired.com/story/can-ai-be-fair-judge-court-estonia=thinks-so/ (최종접속일. 2020. 
9. 18.); Chinadaily, “China uses AI assistive tech on court trial for first time”. 2019. 1. 24. 
https://www.chinadaily.com.cn/a/201901/24/WS5c4959f9a3106c65c34e64ea.html(최종접속일 
2020. 9. 18.).

6) 이종엽, 법적 판단에 있어 인지적 오류와 극복방안, 사법정책연구원(2020. 3. 31.). 5면에
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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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의 신뢰는 재판에 있어 과오가 있거나 오류가 있는 부분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으므로, 법관들이 범할 수 있는 인지

적 오류 영역에서 위와 같이 제시되는 방안 외에 Al를 활용하여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 이 논문의 주제이다. 위

와 같은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II.절에서 앞에서 든 각국에서 재판에 AI를 

활용한 사례를 먼저 정리, 논의하고, III.절에서 위 각국의 사례와 비교하

여 과연 우리나라의 전자소송시스템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현재

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AI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지, 새로운 

영역이 있다면 어떠한 영역이 있을 것인지를 찾아서 적용가능한 영역에 

대한 방안을 제안하는 순서로 서술한다. 그리고 이미 여러 논문이나 책에

서 정리되어 있지만, 앞으로의 논의에 대한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 

2.항에서 AI의 발전과정과 기술적인 영역에서의 AI의 개념과 비교되는 재

판의 영역에서 AI의 개념정의를 먼저 살펴본다.   

2. AI의 발전과정과 분류  

 가. AI의 발전과정

  컴퓨터의 원천설계는 앨런 튜링(Alan Turing)의 ‘계산가능한 수에 대해

서, 수리명제자동생성 문제에 응용하면서(On Computable Numbers, with 

an Application to the Entscheidungsproblem)’라는 1936년의 논문에서 제

안되었다고 널리 알려져 있다.8) 반면 AI라는 용어는 1956년, 다트머스 컨

퍼런스(Workshop at Dartmouth College)에서 존 매카시(John MaCarthy)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다.9) 위키피디아(Wikipedia)는 AI의 탄생기를 대체로 

1943년부터 1956년으로 잡고 있는데, 워렌 S. 매컬록(Warren S. 

McCulloch)과 월터 피츠(Walter Pitts)의‘신경활동에 내재된 아이디어의 

논리적 계산(A logical Calculus of the Ideas Immanent in Nervous 

7) 위 논문 중 국문요약에서 재인용. 
8) 이광근(주1), 26-40면.
9) 이하 AI의 발전과정에 관한 분류는 위키피디아(Wikipedia)의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에 

관한 부분을 참조하였다. https://en.wikipedia.org/wiki/Artificial_Intelligence(최종접속일 
2020.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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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y)’이라는 논문에서 제안된 정보전달모델링에 관한 이론의 탄생을 

기점으로 삼은 것이 아닌가한다. 이를 시발점으로 하여 황금기(1956-1974

년), 제1암흑기(974-1980), 붐(1980-1987), 제2암흑기(1987-1993), 그리고 

2018년부터 현재까지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위 분류는 암흑기 위주로 구분되어 기술적 측면과의 연관이 부

족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기술적 발전에 중점을 둔 다다 사토시의 다음과 

같은 분류에 의해 살펴보는 것이 AI기술의 발전을 좀 더 체계적으로 이해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10) 

    1) 전문가 시스템과 1차 AI 붐(1960-1980년) : 다수의 조건분기를 사

용하는 규칙기반 자동판정프로그램이 발전한 시기이다. 규칙을 사용하여 

새로운 사실을 탐색하는 추론엔진(inference engine)11)과 이를 기반으로 

전문가가 실행하는 조건판단을 프로그램화하여 문제를 처리하고, 기계가 

판단한 지식탐구의 결과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가 시스템(expert 

system)이 등장하였다. Dendral12) 그리고 의료현장에서 사용하는 MYCIN13)

10) 다다 사토시, 송교석 옮김, 처음 배우는 인공지능, 한빛미디어((2017). 이하 AI기술의 분
류는 30면-44면에서 모두 인용하였다.

11) 추론엔진은 지식베이스에 논리적 법칙을 적용하여 새로운 지식을 추론 또는 검색한다. 
순방향체인, 역방향체인이 사용된다. 전자는 알려진 사실에서 출발하여 새로운 사실을 주
장하는 모드이다. 규칙조건(if)이 참이면, 그 규칙의 실행 부분이 수행된다. 처리과정은 
수행할 명령문이 없을 때까지 계속된다. 후자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가 달성되기 위
하여 어떤 사실이 주장되어야 하는 것을 결정하기 위한 것인데, 목표를 지지하는 하위목
표 또는 사실들이 참인지 알아보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순차적 단
계로 이루어진다, ① match rules(지식베이스에 있는 내용에 의해 트리거되는 모든 룰
을 찾는 단계), ② select rules(실행 전에 매치된 여러 룰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단계), 
③execute rules(앞 단계에서 결정된 순서에 따라 매치된 룰을 실행하고 1단계로 복귀한
다). https://en.wikipedia.org/wiki/inference_engine(최종접속일 2020.10.28.)에서 인
용. 

12) 세계 최초의 전문가시스템, 즉 유기화학자의 의사결정과정과 문제해결을 위한 행동을 
자동화한 시스템으로 여겨진다. 1965년에 스탠퍼드 대학교의 에드워드 파이겐바움
(Edward Feigenbaum)등이 개발했고, 아직 알려지지 않은 유기화합물에 질량분석법을 
적용해 화합물의 구조를 분석하는 프로그램으로 LISP프로그램언어를 사용하였다. 다다 
다토시(주 10), 31면. 

13) 1970년에 브루스 G. 뷰캐넌(Bruce G. Buchanan)과 에드워드 H.쇼트리페(Edward 
H.Shortliffe)가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감염성 질병(박테리아, 수막염)을 진단하고, 항생제
를 처방하고 그 추론을 자세히 설명하는 대화형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실제로는 
사용되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의료진단이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을 포함하기 때문에 확
신도(Certainty factor)를 포함시켜 결론의 중요성(즉, 개연성과 리스트)을 적시하도록 하



- 5 -

이 대표적인 시스템이다. 

    2) 2차 AI 붐과 신경망의 암흑기(1980-2000년) : 반도체 개발비용이 

낮아지면서 CPU, RAM, Cache Memory용량이 늘어난 대규모 집적 회로를 

만들 수 있게 되어 데이터의 단위가 달라지고 연산속도가 빨라졌다. 특히 

신경망 연구가 활발하였다. 이 전에는 단순 퍼셉트론을 이용한 패턴인식

알고리즘이 만들어졌다면, 2차 붐 때는‘퍼셉트론의 다층화(다층 퍼셉트

론, MLP)’14)와‘오차 역전파법(backpropagation)’15)으로 단순 퍼셉트론

을 이용할 경우의 문제점, 즉 명제 중 1개만 참인 경우를 판단하는 배타

적 논리합을 다룰 수 없다는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의 연산능력만으로는‘사고범위 문제’16)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한계

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된다. 

    3) 통계기반 머신러닝과 분산처리 기술의 발전(2000-2010년) : 통계기

반 머신러닝은 통계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어떤 기준으로 

데이터를 분류(classification)하는지와 필요한 결과의 도출을 예측

(prediction)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즉, 분류와 예측으로 주어진 데이터

를 자동으로 계산해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통해 로 데이터(raw data)로부

터 특징량(feature)을 추출한다. 그리고 사람이 직접 추가분석을 거쳐 통

계모델링을 하여 자동처리에 이용한다. 추천엔진과 로그데이터, 온라인데

였고, 의료분야 이외에 전문가시스템에 영향을 미쳤다. https://en.wikipedia.org/wiki/Mycin(최
종접속일 2020. 10. 28.)에서 인용. 

14) 단순 퍼셉트론은 프랭크 로젠블래트(Frank Rosenblatt)가 발표한 “퍼셉트론-감지와 인
지의 자동화(The Perceptron-a perceiving and recognizing automation)”(1957)라는 
논문에 기인한 것으로 인공뉴런과 신경망의 하나로 간단한 덧셈과 뺄셈을 하는 2층 구조
의 학습컴퓨터망이다. 이에 반해 다층퍼셉트론은 입력층과 출력층 사이에 하나 이상의 
중간층(은닉층이라고 한다)이 존재하는 신경망으로 중간층과 각 unit의 입출력 특성을 비
선형으로 함으로써 본문에서 언급된 문제점을 해결하였다. https://wikidocs.net/24958
(최종접속일2020. 11. 7.)에서 인용.

15) 다층퍼셉트론 학습에 사용하는 통계적 기법을 말한다. 하나 이상의 중간 계층이 있는 
계층형 신경망은 출력계층에서 학습데이터와 값의 오차를 이용하여 중간계층뉴런의 특성
을 변화시키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데, 이를 오차 역전파법이라고 한다. 다다 다토시(주 
10), 158면.

16) 프레임 문제(Frame problem)라고 하며, 유한한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로봇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 대처하지 못하는 문제를 말한다. https://ko.wikipedia.org/wiki/사고
범위_문제(최종접속일 2020. 10. 28.)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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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를 이용한 이상탐지시스템을 들 수 있다. 

    엘런 E. 갤펀드(Alan E. Gelfand)와 에이드리언 F. M. 스미스(Adrian 

F.M. Smith)에 의해 제안된 마르코프 연쇄 몬테카를로 방법(Markov Chain 

Monte Carlo, MCMC)의 초기형태17)가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기반이 되었으

며, 2000년대에는 베이즈 필터를 이용한 머신러닝시스템이 도입되었는데, 

이메일 스팸 판정, 음성입력시스템의 노이즈 줄이기, 발음 식별처리 등에 

활용된다. 

    그리고 대용량이미지나 동영상 등의 음성데이터분석 등을 컴퓨터 한 

대의 연산성능으로 처리하기 어려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고려

하는 데이터분산처리 기술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 하드웨어의 관점에서는 

OpenMP(Open Multi-Processing, 병렬처리를 실행하는데 이용되는 기반기

술), 그래픽 카드의 GPU를 이용하는 GPGPU(General purpose computing 

on Graphics Processing Units)관련기술인 CUDA(Compute Unified Device 

Architecture)기술로 인하여 개인도 멀티코어 컴퓨팅 또는 이기종 컴퓨팅 

환경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소프트웨어의 관점에서는 명령실행의 분

산처리를 관리하는 구조가 발전되었고 대표적인 예로는 Google의 

Mapreduce아키텍처18)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오토인코더(AutoEncoder)19)의 

등장과 함께 심층신경망(Deep Neural Network)의 구축으로 2010년 이후에

는 100개 이상인 신경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4) 심층신경망 기반 이미지 인식성능향상과 3차 AI 붐(2010년 이후) : 

딥러닝기반 이미지 인식프로그램의 성능이 향상된 결과 대형용량의 이미

지와 메타데이터가 묶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17) 마르코프 연쇄의 구성에 기반한 확률분포로부터 원하는 분포의 정적 분포를 갖는 표본
을 추출하는 알고리즘의 한 분류이다. https://ko.wikipedia.org/wiki/마르코프_연쇄_몬
테카를로_방법(최종접속일 2020. 10. 28.)에서 인용.

18) 여러 노드에 태스크를 분배하는 방법으로 맵(Map)과 리듀스(Reduce) 총 두 단계로 구
성하여 Map작업을 수행한 각각의 블록의 결과정보를 합치는 작업(Reduce)을 수행하게 
하는 방식이다. https://ko.wikipedia.org/wiki/맵리듀스(최종접속일 2020. 10. 28.)에서 
인용. 

19) 2006년 제프리 힌튼(Geoffrey Hinton) 교수 등이 제안한 것으로 신경망을 사용해 차원을 압
축하는 알고리즘으로 설명된다. 입력을 출력에 복사하는 방법을 배우는 신경망으로, 입력을 대
표하는 코드를 설명하는 내부 레이어가 있고, 입력을 코드에 매핑하는 인코더와 코드를 입력의 
재구성에 매핑하는 디코더 두 부분이 있다. 기계번역, 이미지프로세싱, 이상탐지 등에 응용된
다. https://en.wikipedia.org/wiki/Autoencoder(최종접속일2020. 10. 28.)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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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인식엔진을 자동차에 탑재하는 연구, 챗봇(chatbot, 대화형 인터페

이스 안에서 일정규칙 혹은 AI로 상호작용하는 프로그램), 구글 번역서비

스 등에 활용되고 있다. 

          

    5) AI의 미래 : 빅데이터와 디지털클론기술의 발전으로 의식을 지닌 

AI의 개발이 바로 미래의 기술인데, 2045년에는 인류의 역사를 바꿀 정도

의 큰 기술적 발전인 기술적 특이점이 올 것으로 예측하기도 한다.20) 하

지만 아직 불필요한 데이터를 분류하는 작업을 사람이 조정하여야 하는 

등 AI가 의식을 가지고 완전히 자율적으로 해결책을 찾아내는 상태까지는 

이르지 못했다고 보는 회의적인 시각이 더 많다

 나. AI의 분류(특히 재판의 영역에서)

  AI는 존 셜(John R. Searle)이 중국방 문제를 논한 논문 ‘마음, 뇌, 프

로그램(Minds, brains, and programs)’에서 언급한 이래로 ‘강한 

AI(strong AI)’와 ‘약한 AI(weak or cautious AI)’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

적이다. 전자는 인간을 완벽하게 재현한, 인간과 동일한 인지상태에 있는 

AI이고 후자는 인간이 사용하는 유용한 도구로써 설계된 AI로 설명된다. 

현재 개발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사실은 후자에 해당한다

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또 다른 분류로는 AI와 IA로 분류하는 방법이다. 후자는 

Intelligence Augmentation으로 인간의 지능을 흉내내되, 인간지능의 확장

을 돕는 기술에 집중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AI를 활용한 IA가 미래라고 

보고 있다.21)

20) 레이 커즈와일(Ray Kurzweil)이 그의 저서 ‘특이점이 온다(The Singularity is Near : 
When Humans Transcend Biology)에서 주장하였다. Ray Kurzweil, The Sigularity 
is Near-when humans transcend Biology. Penguin Books(2005)., p.136.

21) Hossein Hassani et al. Artificial Intelligence(AI) or Intelligence 
Augmentation(IA): What Is the Future?. AI 2020, 1, 143-155; 
doi:10.3390/ai1020008.www,mdpi.com/journal/ai. 다만, 기술적인 영역에서는 스튜어
트 러셀(Stuart Russell)과 피터 노빅(Peter Norvig)이 “Artificial Intelligence, A 
Modern Aapproach”(2016)에서 정의한 “Thinking/acting humanly, thinking/acting 
rationally”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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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재판의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는 그리고 활용가능한 AI는 어떤 분

류에 속한다고 볼 것인가. 아래 도면은 영국의 The Law Society에서 발간

한 Lawtech Adoption Research(2019. 2.)22)에 게재된 것인데, 법률영역에 

도입된 AI는 대체로‘새로운 종류/타입의 법’을 제공하기보다는 효율성

과 자동화에 집중되어있다고 평가하고 있다(다만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인

간의 인지적 오류를 극복하기 위한 전제에서 발전된 것으로 분류할 수 있

는 부분도 있다). 따라서 현재 재판영역이나 법률영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AI기술은‘강한 AI’와 대비되는 측면에서‘사전 프로그램된 소프트웨어 

또는 최신 기술을 접목한 좀 더 발전된 형태의 소프트웨어’정도로 정의

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앞으로의 논의 중 현재의 각국의 사례 등은 이와 

같이 정의된 기술의 범주에서 진행하고자 한다. 

22) https://www.lawsociety.org.uk/support-services/research-trends/lawtech-adoption-report/(최
종접속일 2020. 10. 28.). pp.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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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각국의 재판 또는 조정 등 영역에서 적용된 사례

1. 서설  

  학술논문, 구현된 기술의 특징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법원, 법관 또는 

변호사를 포함한 넓은 의미에서의 법조인에 의하여 사용되는 AI기술은 크

게는 다음과 같은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23) 

  · 법관을 대체하는 AI(AI replacing Judges) : 사법의 의사결정기능을 

수행하는 AI

  · 선고/판결을 보조하는 AI(AI in sentencing/judgments) : 선고를 포함

한 판결문작성을 보조하는 AI

  · 법정에서 절차를 보조하는 AI(AI assisting in court): 사법절차에서 보

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AI

  · 준사법적 기능에 있어서의 AI(AI in semi-judicial functions): 그 외 

규제/사법기능에서 사용하는 Al

  다만, 실질적인 의미에서 법관을 대체하는 Al인지는 사례에 따라 판단

할 문제이나, 논문 등에서 분류한 바에 따라 일응 그렇게 부르기로 하고,  

기술적 요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각 국가에 따라 도입 여부도 틀리고, 기

술도 틀리므로, 각국별로 AI기능이 도입된 영역을 살펴보는 것보다는 위 

분류에 따라 나눈 다음 각국의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러한 방법이 

각국에 중복하여 도입되었거나 각국의 실정에 따른 도입현황 및 적용실정 

등을 알 수 있어 더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하에서는 위 분류에 따라 

각국의 사례를 살펴본다. 

  

2. 법관을 대체하는 AI(AI replacing Judges) 사례

23) Minesh Tanna, Case Studies on the Use of AI by Judges and Legal Professionals. 
DubaiJudicial, ISchart. 2019. 10. 15. https://ischart_info/select/-y1Szn5nrNdaFMr_tXseHg(최종
접속일 2020.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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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에스토니아(Estonia) 

    에스토니아는 2019년에 ‘AI판사’를 도입하는 것으로 집중적으로 언

론에 보도되었다.24) 에스토니아는 2005년부터 법원의 재판에 e-File 

System을 도입하였고, Skype, Playtech, TransferWise, 그리고 Bolt가 스타

트업회사로서 시작했던 나라이다. E-stonia(https://e-estonia.com)라고도 불

리고 있을 정도로 전국적으로 그리고 범정부적으로 IT화가 빠르게 진행되

고 있다. 최고 데이터책임자(Chief Data Officer)인 오트 벨스베르그(Ott 

Velsberg)에 의하면 현재 23개의 영역에 AI기술을 접목하고 있고, 2020년

에는 50개의 영역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다고 한다. E-투표(e-voting), 디지

털 세금납부(digital tax filing), 배달로봇(Starship에 의해 제작된 로봇. 전

국도로를 연결한 e-road시스템에 의해 로봇에 의한 배달이 가능하다), 숲

에 어떤 종류의 나무가 있는 지를 찾아내기 위해 위성이미지(satellite 

image)와 공수 레이저탐지 및 거리측정기(airborne LIDAR, Light Detection 

and Ranging)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그 중 대표적으로 세

계를 놀라게 한 것은‘AI판사’를 도입하였다고 한 부분이다. 사건수가 

32,000건 정도이나 법관의 수가 부족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고 하며, 언론보도, 인터뷰, 논문 등에서 기술된 것을 종합하면 

이론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7,000유로 이하의 금액에 대한 다툼을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면 

주차위반티켓, 자녀수당사건 등과 같이 많은 증거가 필요하지 않거나, 증

거가 요구되지 않는 사건 등이 대상이다. 

    ·양 당사자가 필요한 서류/정보를 소프트웨어의 데이터베이스(디지

털플랫폼)에 업로드한다.

    ·Al 소프트웨어가 프로그램된 알고리즘과 학습을 기반으로 판결을 

24) Eric Niiler,  Wired, “Can AI Be a Fair Judge in Court? Estonia Thinks So”, 2019. 3. 25. 
https://www,wired.com/story/can-ai-be-fair-judge-court-estonia=thinks-so/(최종접속일. 2020. 
9. 18.); Forbes, “How Estonia uses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healthcare, legal industry, and 
agriculture.”2019.3.16.https://forbes.kz/process/technologies/how_estonia_uses_artific
ial_intelligence_in_the_healthcare_legal_industry_and_agriculture/(최종접속일 2020.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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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어떤 방식으로 프로그램화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자세히 발표

하지는 않았다.25) 

    ·Once-only정책을 사용하여 데이터의 복사본은 법원의 데이터베이

스에 업로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모든 서류는 e-서명화되고, 분류

된 데이터는 제3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암호화되어 있다.26) 

    ·법적으로 기속되지만‘인간판사’에게 항소할 수 있다. 

    ·2019. 6. 기준으로 16건의 AI사건이 있었으며, 상세사항은 좀 더 자

세히 정하여져야 하지만 법관 및 변호사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은 이후 조

정할 예정이다. 

    ·AI에 기반한 소프트웨어가 관련된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을 할당하

기 위해 AI와 로봇에게 로봇에이전트(robot agents)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

여하는 입법을 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오트 벨스베르그(Ott Velsberg)가 한 위 각주 24)의 Forbes 인

터뷰에 의하면“지불절차에 대한 명령을 자동화하는 것에 관한 것이며, 

얼마나 많은 돈을 받을 것이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는 것에 불과하

다.”고 한다. 법무부의 고위임원도‘AI판사’보다는‘판사를 위한 로봇어

시스턴트(a robot assistant to the judge)’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

장을 보였다.27) 에스토니아에 소프트웨어 제품을 설치한 NetGroup은“더 

빠르고 더 나은 법원절차를 지원하는 특정소프트웨어제품을 구축하였다. 

표준법원문서의 자동생성, 스마트대시 보드 및 자동사건 할당을 위한 고

급알고리즘은 모든 수동작업의 필요성을 최소화하고 법관과 서기가 실제 

업무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한다...모든 당사자가 온라인포

털을 통해 연중 무휴 24시간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다...소프트웨어만으로

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설명하고 있다.28) 따라서 언론의 보도와는 달리 

25) 다만, 아래 주)31에 의하면 네덜란드의 E-COURT알고리즘을 적용한 것이라고 한다. 
26) Ryan Shaw, “Applications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Judicial System.” 

https://www.legalexaminer.com/technology/applications-of-artificial-intelligence-in-the-
   judicial-system/(최종접속일 2020. 11. 28.).
27) Francesco Rodella, “HOW ALGORITHMS HELP TO DISPENSE JUSTICE”, 

Innovation(/CAT/-/CATEGORIES/25434439), 2020. 2. 26. https://innovation. 
sacyr.com/-/how-algorithms-help-to-dispense-justice(최종접속일 2020. 10. 29.).

28) Net Group, “e-Justice-from a fictional robot judge to practical application.” 
https://www.netgroup.com/insight/e-justice-from-a-fictional-robot-to-prac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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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을 대체하는 AI라기 보다는 자동화 시스템의 도입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인다. 에스토니아의 적극적인 홍보로 부각된 면이 있지만, 

아래 나.항에서 보는 영국의 ODR(Online Dispute Resolution)시스템과 네

덜란드의 ODR이 일부 다툼 없는 사건에 관해서는 AI기술을 도입한 것으

로도 볼 수 있어, 일응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으므로 비교분석

의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나. 영국(England)과 네덜란드(Nederlands)의 ODR

    1) 영국의 Money Claim Online(MCOL)29)

    웹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소송의 경우에 정해

진 규칙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100,000파운드 이하.

      ·원고는 1인, 피고는 2인 이하(기업 혹은 개인).

      ·송달주소는 잉글랜드와 웨일즈에 한함.

      ·신용카드나 현금지불카드 사용, 주소는 U.K, 이메일주소, 컴퓨터

에 규칙적으로 접근가능하여야 함.

      ·18세 이하거나 소송구조의 대상이거나, 사고나 상해에 기한 보상

청구는 불가능하고, 소송남용자(Vexatious litigant)는 법원에 의해 사용이 

허용되지 않으며, 공동통제영장을 발급하기 위한 의도로서는 사용할 수 

없음.

      ·정신적 능력을 결한 자, 즉 혼자 결정을 할 수 없는 자나 18세 

이하, 정부를 상대로 소송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그 외 예외사유가 있

음.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소송전 행위(Pre-action conduct)를 이행하

여야 함.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무효화됨. 예컨대, 상대방에게 이행을 구

하는 서면을 발송하여 피고가 이행을 할 기회를 허용하여야 함.

-application(최종접속일 2020. 10. 29.).
29) MCOL-Money Claim Online. https://www.moneyclaim.gov.uk/web/mcol/welcome(최종접속일 

2020.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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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내역(Claim Particulars) : 청구하고자 하는 내역을 분명히 하

고, 금액을 특정하여야 함. 45자의 24라인으로 제한되어 있고 1,080자를 

넘어갈 수 없음. 마침표, 콤마, 파운드 기호만 인식함. 이자를 계산하여야 

하고, 법원직원은 이자를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안내를 할 수 없음(이

자계산은 아래 표의 예시와 같다).

      ·피고는 온라인으로 답을 할 수가 있는데, 다음과 같은 8가지 경

우를 예정하고 있다. 원고청구를 인정하는 경우는 AOS(acknowledgment 

of service)에 해당하고, 일부 지급한 금액이 있다고 쓴 경우, 모두 부인하

는 경우, 반대청구, 일부 인정, 전액 지급의사를 원고에게 직접 하는 경

우, 무응답, 원고에게 지급한 경우이다. 각 경우에 따라 단계적으로 절차

를 진행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가 아닌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피고가 응답

하는 경우에는 이벤트가 온라인으로 표시되나 온라인계좌에서는 피고의 

답변내용을 볼 수가 없으며, 법원이 이를 우편으로 송달한다. 

      ·피고가 모두 인정하는 경우 원고는 다음과 같이 판결문 타입과 

판결을 원하는 피고를 선택할 수 있다. 온라인판결을 원하는지, 수동판결

문을 원하는지를 선택할 수 있다. 피고가 응답을 하지 않는 경우, 즉 자백

간주와 같은 경우, 그리고 피고가 모두 인정하는 경우, 두 가지 경우에 온

라인 판결을 요청할 수 있다. 수동판결을 원하는 경우에는 양식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더 이상 온라인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다. 위와 

같이 온라인판결을 선택한 경우에는 뒤이은 강제집행 등 절차도 온라인시

스템으로 진행된다. 피고가 다투는 경우는 선택에 따라 조정절차 또는 법

원으로 이송된다.

                           (판결타입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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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는 피고 선택)

      · 아래 표는 원고가 소장을 제출할 때 이자 계산식에 관한 안내

임. 

  

 

    2) 네덜란드의 E-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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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ourt는 2009년에 시작된 온라인 중재플랫폼이다. 초기에 정부

의 지원을 받아서 시작되었다.30) 처음에는 100,000유로 이하의 클레임, 노

동사건, 채권추심(debt collection)업무를 담당하였으나, 2014년 이래 채권

추심 사건이 증가하였고 2017년에는 20,000건을 처리하였다. 2018. 1. 기

준으로 네덜란드의 보험회사의 94%(인터넷자이언트기업인 Bol.com 포함)

가 e-Court에서 채권추심 분쟁을 해결하는 것으로 하는 중재조항을 표준

계약서에 넣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2018년에는 40,000건을 다룰 것으로 

예상되었다. 위와 같은 중재조항에 기한 합의에는 집행문(exequatur, title 

for execution)이 필요한데, 법원이 그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대법

원의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이를 발부하기를 거부하였다. E-Court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즉, 피고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법원과 

경쟁을 하게 되므로 공공서비스를 침해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그래서 

이때 이후로 잠정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한 상태이다. 

      ·Willemien Netjes등에 의하면 e-Court의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

30) Willemien Netjes & Arno R. Lodder, e-Court-Dutch Alternative Online 
Resolution of Debt Collection Claims. International Journal of Online Dispute 
Resolution 2019(6)1. pp96-115. 위 화면스크린은 E-Court global의 홈페이지에서 캡
처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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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일방당사자가 e-Court에 중재를 시작할 때에는 타방 당사자에게 서

면으로 알려야 하고 상대방이 통지를 받은 지 한달이 지난 월요일 9시부

터 금요일 7시까지 서류를 업로딩하여 자신을 방어하지 않으면 중재인이 

보기에 부당하거나 근거가 없지 않는 한 결정이 이루어진다. 위 결정은 

온전히 컴퓨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관계로‘robot judge’또는‘digital 

judge’로 불림과 동시에 비판받았다. 법원에 의한 이의제기 또는 여론의 

반대로 현재 서비스가 중지된 상태이지만, Estonia의‘Al판사’시스템도 

이를 따라한 것으로 여겨진다.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위 여론의 반대에 대

하여 위 시스템을 옹호하기 위한 의향에서 알고리즘이 어느 정도 공개된 

부분이 있다. 피고가 답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 이루어지는 디폴트 결정은 

기술적으로는 미미한 것에 해당되어 실질적으로 로봇이 관여하는 것이 아

니라는 취지로 주로 주장하였다. 공개된 부분을 기초로 어떠한 알고리즘

으로 만들어졌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31)

      ·주요 매개변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청구의 경우: ① 청구금액, 

청구된 금액의 지급일자, 청구금액의 이자, 이자발생 일자, 양 당사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② 원고는 적어도 한번은 독촉장(reminder)을, 최소 

두 번의 추심청구서를 발송할 것. ③ 이자와 이자율은 특정되어야 하고, 

이자의 계산과 다른 비용은 청구금액에 의하여 정하여져야 한다. (2) 채권

추심비용의 경우: ① 채권추심의 비용은 사전에 정하여져야 한다. ② 송

달비용. ③ 중재비용. ④ 중재판정집행을 위한 법원비용. ⑤ 법정에서의 

대리 비용. (3) 절차에 관한 경우: ① 계약에 의해 관할이 있는지 여부. ② 

피고는 통지를 받았는지 여부. ③ 피고가 법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④ 중재규칙절차에 따른 것인지 여부. ⑤ 피고

가 답변을 할 것인지 또는 다투지 않았는지 여부. ⑥ 청구가 자체적으로 

부적법하거나 불합리한 것인지 여부.

      ·데이터베이스(지식베이스)와 추론엔진(inference engine)의 채택

      ·룰 기반 시스템(Rule based systems. 개발툴 KAS, ROSIE, 

EMYCIN), 프레임 및 의미체계(Frames and Semantic Nets. Fortran, PSL, 

AIMDS), 사건기반시스템(Case-Based Systems, CBR Tool)이 사용되고 있

31) H.W.R. Nakad-Weststrate LLM et al. The Rise of the Robotic Judge in Modern 
Court Proceedings. ICIT 2015 THE 7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ormation 
Technology. 2015. 5. pp.5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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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중 CBR은 다음과 같은 6단계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인덱스 할

당(Index assign. 새로운 사건을 분류한 인덱스에 따라 할당)→검색

(Retrieve. case memory로부터 유사한 과거사건을 검색, 회수한다)→설정

수정(Modify. 새로운 상황에 맞추어 구 솔류션을 변형, 새로운 솔류션 제

안)→테스트(Test. 솔류션이 성공하면, 인덱스 부여, 워킹솔류션 저장, case 

memory에 통합)→설명, 수정, 테스트(Explain, Repair and Test. 솔류션이 

실패할 경우).

      ·그 중 채권추심의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① 당사자를 특정한 

후, 그들의 데이터를 인증한다(verify). 계약서, 인보이스의 복사본 등으로

부터 데이터를 가져와(import), 정부의 공식등록부에 의해 확인한다(인간

의 개입이 필요하다).→② E-Court의 관할을 확인한다. 포럼선택에 관한 

계약규정을 확인한다. 피고가 적법하게 통지를 받았는지 확인한다. 법원

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할지 여부를 검토한다 (E-Court사용권을 허락

하기 전에 인간이 개입하여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③ 중재규칙에 

따라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설정한다.→④ 디폴트 결정(Default Verdict)을 

위한 템플릿(Template)을 선택한다(피고가 답변이나 서류를 업로드하지 

않을 때, 이 상태로 링크된다).→⑤ 청구된 금액을 인정한다(계산도구와 

모델에 따라 정하여지고, 사람의 관여가 없다).→⑥ 디지털서명이 된 원본

과 사인되지 아니한 사본결정을 생성한다(pdf로도 가능하고, 원본에 디지

털서명을 한다).→⑦ 마지막으로 청구가 불법적이거나 불합리한 것인지를 

검토한다(미리 원고에게 e-Court사용을 허락하기 전에 인간에 의한 관여

가 이루어진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네덜란드 내의 보험회사의 94%가 e-Court

에 의한 절차를 계약내용으로 규정하자, 피고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

한다는 등 비판이 거세어져 서비스가 중지된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네

덜란드 법원은 최근 정부가 자동화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

는 판결을 내어놓았다. 네덜란드는 2020. 2. 5. 헤이그지방법원에서 네덜

란드 정부가 사용하는“The System Risk Indication(SyRI)”알고리즘이 유

럽인권협약(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ECHR) 제8조

(right to respect for private and family life)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다. 

위 알고리즘은 각 정부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분석하여 리스크 리포트를 

생성하여 사회보조금, 수당, 세금 등의 영역에서‘사기’를 발견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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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사용하는 도구이다.32)

 

  다. 소결론  

    에스토니아의 알고리즘이 네덜란드의 ODR을 기반으로 하였다고 한

다면, 언론의 보도경향에 의한다면, 영국이나 네덜란드의 경우에도 이미 

‘AI판사’또는‘AI중재인’이 도입되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영국의 경우에는, 청구원인으로 주장할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되고, 청구원

인으로 적을 수 있는 글자의 수도 제한되어있다. 그리고 금액의 계산 등 

수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에 한하며, 피고의 답변이 전부인정, 디

폴트의 경우에만 온라인판결이 가능하도록 하여‘AI판사’라고 할 때, 일

반적으로 생각하듯이 AI가 법관의 의사결정을 대신하는 것이라고 부르기

는 어렵다. 네덜란드의 경우에도 오직 디폴트 결정의 경우에 한정되고, 

논쟁을 비교분석하거나 판례를 적용하거나 쌍방 다툼이 있는 경우의 결정

모델이 아니므로, 아직‘인간판사’를 대체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

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선고/판결을 보조하는 AI(AI in sentencing/judgments) 사례

  가. 미국

    1) 범죄행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가석방 등의 결정을 할 때, 

결정권자의 기분(ad-hoc decision)이나 아침에 결정하는지, 점심 이후에 결

정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졌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

한 비판에 직면하여 선고뿐만 아니라 가석방이나 교정영역에서도‘증거기

반판결/선고(evidence-based sentencing)’가 주류를 이루었다. 다만, 이러

한 경향에 대하여도 역시 비판적 시각은 있다.33) 그런데 양형이나 가석방 

32) Jenny Gelsey, Law Library of Congress, Global Monitor, “Netherlands: Court Prohibits 
Government’s Use of AI software to Detect Welfare Fraud” 2020. 3. 13. https://www. 
loc.gov/law/foreign-news/article/netherlands-court-prohibits-government(최종접속일 2020. 10. 30.).

33) Sonja B. Starr, “Sentencing by the Numbers.” New York Times(2014. 8. 10.)(최
종접속일 2020. 8. 3.). “risk score는 피고인의 범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범
죄전력(criminal history. 다만 적법한 criterion이다) 외에 행위에 관련이 없는 요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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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등에 컴퓨터 알고리즘에 의하여 판단된 결과를 재판에 사용 또는 이

용한 실무가 주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알고리즘

에 의한 판결/선고’에 관한 논쟁을 촉발시켰다. 

    미국의 State v. Loomis34)사건이 그것이다. Wisconsin주는 교정국에서 

교도관이 범죄자에 대한 감독의 정도를 정하기 위하여 

COMPAS(Correctional Offender Management Profiling for Alternative 

Sanction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왔고, Wisconsin주의 법관들은 위 프로그

램의 사용에 관하여 교육을 받아왔다. 위 사건의 담당판사는 판결을 선고

하면서 선고 전에 ‘선고전 양형조사(Pre-sentence Investigation)’를 명

하였는데, 위 PSI(Pre-sentence Investigation Report)에 COMPAS의 위험평

가표(risk assessment)가 첨부되어 있었다. 담당판사는 선고를 하면서 피고

인에게‘피고인은 COMPAS 분석을 통하여 사회에 위험성이 높은 개인으

로 특정되었다. 피고인의 전력, 범죄의 중대성, 감독전력, 위험분석 툴 등 

여러 요소를 형량하여 집행유예를 배제한다. 재범의 가능성이 극도로 높

다’는 취지로 구두로 양형의 이유를 설명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법원이 

위 프로그램의 과학적 유효성을 다툴 기회를 박탈하고‘비밀스러운 불투

명한 절차(a secret non-transparent process)’에 기하여 피고인의‘적법

절차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고, 특히 COMPAS는‘젠더

(gender)’를 차별적으로 고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항소하였다. 항소심에

서는 Wisconsin주 대법원에 판단을 요청하게 되었다. Wisconsin주 대법원

은 위 보고서가 양형의 결정적인 근거는 아니며, 위 위험평가표는 형의 

경중을 결정하거나 피고인의 수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

지 재범(recidivism)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한 것인 반면에 선고라는 것

은 다른 추가적인 목적을 위한 것인데(deterrence, rehabilitation, retribution 

and segregation), 피고인은 다른 독립적인 요소에 의하여도 같은 형을 선고받

았을 것이며 위 알고리즘 자체는 충분한 정도의 투명성이 있다고 판단하

포함되어 있다. 고용 여부, 결혼 여부, 나이, 교육. 금융상태, 주거환경, 가족배경, 가족일
원의 범죄전력 등이다. 이러한 요소는 인종에 관련된 요소가 많다. 인간은 독립된 개인으
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독립된 개인은 평균적 집단에 자주 따르지 않는다. risk 
assessment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인구통계학적 및 사회경제학적 기준에 따라 정하여
지는 것이 문제이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34) State v. Loomis, 2015Wl5446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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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연방대법원은 Wisconsin주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

하였다(137 S.Ct. 2290).

    다른 사례로는 Henderson v. Stenberg사건35)이다. 위 사안에서 

Henderson은  COMPAS의 제작사인 Northpointe와 개발자를 상대로, 가석

방절차(parole access)에서 인종적으로 편향된 보험계리학적인 도구가 차

별적으로 프로그램된 것을 알면서 법무부와 계약을 체결하여 법무부로 하

여금 사용하도록 하여 아프리카계 미국인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취급함으

로써 수정헌법 14조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피고들이 

제기한 기각신청(motion to dismiss)에 대하여 법원은 COMPAS보고서에 의

하면 Henderson에 대한 잠재적 위험도는 1-10 Scale 중 1 Scale로 나와 

Henderson이 실질적 피해를 입은 것이 없으므로 청구가 이유 없는 것으

로 기각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다음, 이를 사실심리 없는 판결절차

(summary judgment)로 전환하였다. 

   재판에서 문제가 되어 COMPAS가 대표적인 사례로 주목의 대상이 되

었지만 첨부 별지 1에서 보듯이 COMPAS 프로그램은 아닐지라도 미국의 

거의 모든 주에서 유사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36) 특

이한 점은 유효성 테스트(Validity test)를 실시한 것인지 여부도 체크리스

트에 포함시키고 있다. Loomis의 사례가 보도된 이후로 언론, 학계 등에

서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다. 아래에서는 COMPAS가 사용한 것으로 추측

되는 알고리즘에 관하여 살펴본다. 

35) Henderson v. Stensberg, 2020WL1320820.
36) Matt O’brein and Dake Kang, “AI in the court : When algorithms rule on jail 

time”(2018. 1.  31.)https://apnews.com/article/20efb1d707c24bf2b169584cf75c8e6a(최종접
속일 2021. 1. 13.) 현금을 공탁하고 보석을 허용하는 것이 가난한 피고인을 구금하고, 부자
는 석방하는 결과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현금보석 대신에 위험평가도구
(risk-assessment tool)의 도움을 받아 구금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증가하고 있다. New 
Jersey주나 다른 주의 지역법원에서는 The Arnold Foundation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사
용하는데, 인종, 성별, 고용전력, 사는 지역에 관한 부분은 제외하고 다음과 같은 9가지 위
험평가요소(risk factor)를 사용하여 평가한다고 한다. 현재의 범죄행위 시의 나이, 현 범죄
행위, 현 범죄 당시 미결혐의, 기 경범죄유죄판결, 기 중범죄 유죄판결, 이전 2년 동안 기간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한 전력, 2년 이상 기간 동안 출석하지 아니한 전력, 이전 수감선고전
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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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알고리즘 

      ·질문지는 첨부 별지 2의 샘플질문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성되

어있다. 

      ·현재 혐의(current charge), 범죄전력(criminal history), 비준수 여

부(non-compliance), 가족 범죄관련성(family criminality), 동료(peers), 약물

남용(substance abuse), 주거안정(residential stability), 사회적 환경(social 

environment), 교육(education), 직업(vocation), 여가활동(leisure), 사회적 

고립(social isolation), 범죄적 성향(criminal personality), 분노(anger), 범죄

태도(criminal attitudes)와 같이 16개 항목에 137개 질문으로 구성되어있

고, 이를 1부터 10까지의 점수로 환산한다. 

      ·Propublica에서는 COMPAS의 알고리즘의 인종편향성을 밝혀내기 

위해, Florida의 Broward County의 실제 10,000명 이상의 범죄피고인의 기

록과 COMPAS에 의하여 예측된 결과를 비교하는 연구조사를 진행하였

다.37) 이에 의하면 COMPAS는 Cox Proportional Hazards Model에 데이터

를 맞추어 사용한 것으로 나온다. Cox Proportional Hazards Regression 

Analysis라고도 하는데, 어떤 특정 환자의 생존가능기간을 예측하는 모델

이다. 다음과 같은 식이다 38)

37) Jeff Larson, Surya Mattu et al, “How We analyzed the COMPAS Recidivism Algorithms”, 2016. 5. 
23. ProPublica. https://www.propublica.org/article/how-we-analyzed-the-compas-recidivism-algorithm(최
종접속일 2020. 10.6.).

38) https://sphweb.bumc.bu.edu/otlt/mph-modules/bs/BS704_Survival6.html(최종접
속일 2020. 10. 8.).

위험요소 parameter estimate p-value hazard ratio(HR)(95% CI for HR)
age, years 0.11691 0.0001 1.124
male sex 0.40359 0.0002 1.497
systolic Blood 
Pressure

0.01645 0.0001 1.017

Current Smoker 0.76798 0.0001 2.155
total serum 
Cholesterol

-0,00209 0.0963 0.998

Diabetes -0,02366 0.1585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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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생존예측모델인 Kaplan-Meier Estimate를 사용하여서도 

비교분석을 시행하였다. Kaplan-Meier Estimate는 하나의 인자(factor)에 

따라 판단하는 방법이고, 예측변수(predicator variable)를 카테고리화 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만 유용하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COMPAS는 일반 재범에 대해서는 흑인의 경

우, 재범을 범하지 않은 경우는 흑인이 백인보다 2배 정도 높은 수치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었고, 높은 점수를 받은 흑인은 백인

의 경우보다 적은 차이로 재범을 자주 범했다. 폭력적인 재범의 경우에는 

흑인은 백인보다 2배 정도 높게 잘못 분류되었고, 높은 폭력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은 흑인의 경우, 백인의 경우보다 조금 높게 재범을 

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위 연구결과에 따라 인종적 편견이 있는 것으로 비판받았지만, 

위 Propublica의 조사에 따르면, 70% 정도의 정확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 앞에서 본 별지 2와 같은 질문지의 질문에 따라 주거환경, 가

족관계에 따라 점수를 차등적으로 분류한다면, 흑인과 백인 사이에 평균

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환경이 서로 다른 한, 이와 같은 차이는 당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국의 각 주에서 사용을 하

고 있는 것은, 여러 양형요인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고, 법관들

에 의한 임기응변(ad-hoc)식 결정을 적어도 막을 수 있는 장점도 있기 때

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Sonja B. Starr가 비판하였듯이, 범죄행위가 아

닌, 행위에 관련 없는 요소가 포함되는 문제에 대하여, New Jersey주가  

도입하였다고 하는 프로그램의 경우와 같이 변수의 조정을 어떻게 할 것

인지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 영국

    영국의 경우 앞의 II. 2.나.항에서 보았듯이 소액에 관한 소송영역에서 

MCOL플랫폼을 통하여‘인간판사’의 개입 없이 판결이 선고되는 영역을 

이미 도입하였다. 그리고 재판 이전인 범죄수사단계에서도 AI기술을 활용

한 것으로 알려졌다. Durham Constabulary’s Harm Assessment Risk Tool(HART)이라

는 것인데, 재판에서의 활용과 반드시 관련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전 법

집행 영역이므로 그 알고리즘을 살펴보는 것이 향후 법정으로 와서 그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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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성에 관한 부분이 쟁점이 될 경우에 참고할 자료로서 필요가 있을 것으

로 생각한다.39)  

    HART는 결정의 일관성, 대상에 대한 개입(intervention)의 가능성, 장

래의 해악이나 재범을 감소시키는 범죄자의 반응을 찾고자 하는 엄격한 

테스트를 목적으로 하여 개발되었다. 위 시스템은 먼저 범죄자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고위험 그룹(High Risk Group. 2년 내에 

새로운 유형의 범죄를 범할 가능성이 높은 범죄자로서, 살인, 살인미수, 

중상해, 강도, 성범죄, 방화 등), 중위험그룹(Moderate Risk. 2년 내에  중

하지 않은 범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견된 범죄자 그룹), 그리고 저

위험그룹(Low Risk. 새로운 범죄를 범하지 않을 것으로 예견된 그룹)의 

세 가지 유형이다. 이 중 오직 중위험그룹(Moderate Risk)으로 분류된 범

죄자만이 체크포인트(Checkpoint.범죄행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돕거나 관

여하는 프로그램)에 들어간다. HART는 랜덤포레스트기법(Random Forest. 

머신러닝에서 랜덤성에 의해 트리들이 각 다른 특성을 갖는 것을 말한다. 

각 트리들의 예측이 서로 관계가 없게 되어, 일반화성능을 향상시키며, 

컴퓨터 단층촬영영상 내 해부학 구조 검출 및 위치파악에 사용된다)을 사

용하였다고 한다.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104,000건의 구금(custody)건

을 사용해서 만들어졌고, 범죄행위자의 과거 범죄행위전력에 중심을 둔 

34개의 다른 예측요소를 사용하였다. 랜덤포레스트는 509개의 다른 분류

(classification)와 회귀결정트리(regression decision trees)로 구성되었고, 이

를 전체예측모델(full forecasting model)과 결합하였다. 기본적으로 각 트

리는 그 자체로 모델이며 예측을 생성하며 총 509개의 투표(vote) 중 1개

의 투표(vote)로 사용된다. 각 투표는 계산되며, 전체 모델을 위한 전체 

예측은 가장 많은 투표를 받은 결과가 된다(420만개의 결정포인트가 있

다). HART는 랜덤포레스트의 단점으로 여겨지는 에러에서 자유롭지 않으

나, 위험도가 과평가된 에러(over-estimated error)를 선호한다. 에러가 났

을 때의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2013년에 행한 첫 유효성 

39) Marion Oswald, Jamie Greace et al. Algorithmic risk assessment policing 
models: Lessons from the Durham HART model and ‘Experimental’ 
proportionality. 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 Law(2018). pp.224-250. 이
하 설명은 위 논문에서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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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validation test)에서는 정확도가 62.8%로 나와 2017년에 비교적 최

근의 데이터로 다시 모델을 정립하였다.

    HART는 인간의 결정을 대체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 인간의 결정을 대체하기에는 정보가 제한적이라는 것이 그 이유

이다. 위 모델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가능한 모든 요소를 기록하거나 

분석할 수 없다. 그리고 간과하는 다른 요소들은 불확실성을 만들어낸다. 

다만, 미래에 알고리즘이 구금 담당관(custody officer)의 의사결정에 영향

을 어떤 방식으로 끼칠 것인가에 대한 여지는 남겨둔다. Marion Oswald, 

Jamie Greace et al은 위 논문에서 인간의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불투명함

은 존재하는데,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정확도를 어느 정도까지 요구할 것

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HART와 같은 알고

리즘의 블랙박스성에 대한 비판을 염두에 두고 다음과 같은 알고리즘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즉 ALGO-CARE프레임워크라고 부른다. ① 자문

성(Advisory), ② 적법성(Lawful), ③ 세분성(Granularity), ④ 소유권(Ownership), 

⑤ 이의제기성(Challengeable), ⑥ 정확성(Accuracy), ⑦ 합리성(Responsible), ⑧ 

설명가능성(Explainable)의 8가지 프레임워크이다.  

    HART는 결정의 일관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되었으므로,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역시 데이터의 정확성, 풍부성이 추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위 연구에 의하면 다수의 담당관(officer)의 예

측은 중위험도 행위(moderate risk behaviour)가 63.6%로 인간과 HART가 

예측한 결과는 56.2%만 일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인간이 옳다는 것

이 전제가 되어야 하지만, 위 차이의 분석을 하고 나서, 그 간격을 보완하

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 중국

    1) 언론의 보도

      중국은 언론보도를 통해서‘AI판사’의 도입을 대대적으로 홍보했

다.40) Estonia의 사례와 같이 언론의 보도와 실제 시스템의 차이점을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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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기 위하여 아래에서는 중국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을 가급적이면 그대

로 옮겨 적기로 한다. 

      중국의 차이나데일리(Chinadaily)는 2019. 1. 24.자 기사에서 

Shanghai No2 Intermediate People’s Court에‘206 system’을 사용하였

다고 보도하였다.41) “위 시스템은 모든 관련된 증거를 스크린에 개시하

였고, UNIT2 입구에 있는 감시비디오를 틀거나 피고인의 심리보고서를 제

출(presenting)하였다. 그날 공판은 살인사건과 강도사건에 관한 것이었다. 

위 206시스템은 목소리를 문자로 전환할 뿐만 아니라, 질문자와 답변자를 

구별할 수 있다.  206시스템은 전체 절차 인텔리전스 지원(full-course intelligence 

assistance)을 실현시켰으며 증거를 전체적으로 검토(comprehensively review)한다. 

102개 공통사건(common case)의 증거수집(evidence collection)에 대한 가이드

(guide)를 시스템 안에 프로그램화하였다. 경찰이 증거를 수집할 때 범하는 잘

못과 누락을 감소하거나 제거하는데 도움을 준다. 각기 다른 종류의 사건

의 질문모델도 있어, 경찰이 신문하는데 가이드를 제공한다. 그리고 시스

템은 이후 조회기록을 자동으로 생성한다. 206시스템은 형사사건을 위한 

종합 AI 보조시스템(assistive system)이다. 법관들이 사실을 발견하고, 증

거를 인증(authenticate)하며, 항소할 권리를 보장하고, 재판에 있어 공정

하게 재판하는 것을 돕는다. 이는 잘못 유죄판결을 받는 사건을 막기 위

한 것이다. 2017년 2월부터 개발을 시작하였으며, 400명 이상의 사람들이 

40) Sebastian Soltau, “Behind the headlines: doubts about China’s ‘robot judges’”, 
https://medium.com/@sebastian.soltau/behind-the-headlines-doubts-about- 
chinas-robot judges. Sebastian Soltau는 Hangzhou Internet Court를 소개하는 
CGTN(China Global Television Network)의 영상을 본 다음 쓴 글에서 다음과 같은 취
지로 비판하였다. “언론과 달리 위 영상에서는 ‘robot judges’에 대한 언급은 없다. 중국
은 Beijing과 Guangzhou에 인터넷 법원이 더 있다. 그러나 중국의 로봇판사는 청구를 
결정하지 않는다. 소액청구조차도 결정하지 않는다. 단지 판사의 반복적인 업무를 도와주
는 알고리즘일 뿐이다. 따라서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robot assistant’일 
뿐이다. Hangzhou인터넷 법원의 부원장이 이 시스템이 ‘efficiency’와 ‘faster justice’
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하여도 ‘quality of the decision’에 중점을 두어야 한
다. ‘transformation of judicial system’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라도 전문가가 아닌 일
반대중에 대한 것이라면 매우 신중해야 한다. 헤드라인 뒤를 보지 않고, AI, 빅데이터, 
머신러닝에 관하여 가볍게 말함으로써, 우리는 대의를 해친다.”(최종접속일 2020. 10. 
29.)

41) Jiang Wei, “China uses AI assistive tech on court trial for the first time” 2019. 1. 24. 
https//www.chinadaily.com.cn/a/201901/24/WS5c4959f9a3106c65c34e64ea,html(최종접속일 
2020.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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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 경찰로부터 차출되었으며, 300명 이상의 IT직원들이 iFlytech

로부터 같이 일했다. 2018년 5월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되었다.”

       또한 2019. 4. 18.에 Hainan High Peoples’s Court가 ‘sentencing’을 표

준화하는 Intelligent System을 도입했다고 보도하였다.42)“빅데이터와 AI기술을 활

용했다. 자연어처리절차(natural language processing), 지식그래프(knowledge 

graphs), 딥러닝(deep learning)기술을 이용하여 기존 사건의 결정에 근거

한 데이터 분석 이후에, 한 사건에 있어‘중요사실(key facts)’을 자동적

으로 추출하고, 판결문(written judgment)을 양식화(formulate)한다. Hainan 

High Court는 지역의 하급심 법원에 사용을 독려하고, 사법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 목표라고 하였다. 법률과 규칙의 개정과 함께 

시스템은 업그레드될 것이며, 10건의 특허가 부여되었다고 설명했다. 판

결시간(judgment time)은 50%이상 줄었고, 판결문(written judgment)과 모

든 법적 절차 서류(all legal procedural documents)를 양식화(formulate)하

는데 걸리는 시간을 각각 70%, 90% 단축시켰다고 한다. 다만, 가장 큰 리

스크는 가치판단(value judgment)에 있어 인간판사(human judges)를 기술

로 대체하는 것인데, 이는 절대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이 시스템

을 개발한 Smart Security사의 제너럴 매니저가 말을 했다.”그리고 일본

신문은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2017년에 설립된‘The Hangzhou 

Internet Court’에서는  소송당사자(litigant)가 비디오 chat으로 나와서 AI 

판사(on-screen avatar)가 사건을 제출할 것을 독촉(prompt)하는 온라인인

터페이스(online interface)를 선보였다.43) 재판 전 미팅(pre-trial meeting)

에서 검은 법복을 입은 가상판사(virtual judge)가 피고에게 물었다. 원고

42) Yuan Shenggao, 2019. 4. 18. “AI-assisted sentencing speeds up cases in judicial system” 
http://www.chinadaily.com.cn/cndy/2019-04/18/content_37459601.htm(최종접속일 2020. 9. 
18.).

43) 2018. 2. 28,자 Baker Mckenzie의 보고서에 따르면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가능한 소송의 결
과를 평가하여 다른 절차를 제안하는 AI robot도 Beijing, Shanghai, Jiangsu에 있다고 한다.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3e5bd960-d407-498e-9484-c74844f476e
5(최종접속 2020. 11. 2.); The Japantimes, 2019. 12. 7. “In brave new world of 
China’s digital courts, judges are AI and verdicts come via chat app.” 
https://www.japantimes.co.jp/news/2019/12/07/asia-pacific/crime-legal-asia-pacific/ai-j
udges-verdicts-via-chat-app-brave-new-world-chinas-digital-courts(최종접속일 2020.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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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제출된 사법블록체인증거(judicial blockchain evidence)의 특성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라고 인간원고가 말했다. Hangzhou법원이 취급하

는 사건은 온라인거래분쟁(online trade dispute), 저작권 사건(copyright case), 그

리고 e-거래제조물책임청구(e-commerce product liability claim)이다. 당사자는 온

라인(online)으로 민사청구를 등록할 수 있고 후에 법원심리(court hearing)를 로그

온(log on)한다. 위와 같이 단순한 기능을 가상판사(virtual judge)의 손에 맡기는 

것은, 인간판사(human judge)는 절차를 모니터링하고 각 사건에 중요한 결정만 하

는 것으로 하여 업무부담을 경감시킨다. 블록체인(blockchain)기술을 사용한 것

은 법적 절차의 기록을 명확하게 생성하고 간소화한다. Beijing과 Guangzhou 등 

12개 province에 설치하였다. 모두 118,764건이 접수되었고, 88,401건을 처리하였

다. Wechat플랫폼의‘mobile court’옵션을 이용하면, 소제기, 심리, 증거교환을 

실제로 법원에 출석 없이 할 수 있다.” 

      위 각 기사들을 종합하며 보면, 현재 (1)‘206 system’이라고 부르

는 형사재판, (2) Hainan High Court에 도입된 판결문 작성시스템, (3) 그

리고‘The Hangzhou Internet Court’로 소개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시스템 등이 중요한 AI기술이 적용된 시스템으로 분류할 수 있겠다. 그 

외 COVID-19사태 하에서 Beijing Cloud Court라고 불리는 온라인재판플랫

폼(online trial platform)을 첫 선보임과 동시에‘200court system’이 열리

도록 했다는 기사도 보이지만44), 이하에서는 선고와 판결에 있어 법관을 

보조하는 AI기술을 중심으로만 살펴보기로 한다. 다만, 실제 언론의 보도

나 Minesh Tannad의 분류와는 달리 실제 적용된 시스템은‘206 System’

이고 이를 형사재판과 민사·행정재판으로 분류하여 적용한 것으로 설명

한 공식적인 백서 또는 보고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Yadong Cui
의 “Artificial Intelligence and Judicial Modernization”이 발간되었으므로, 

이하에서는 위 책자를 기준으로 살펴본다.45) 

    2) 민사·행정 재판에 실제 적용된 시스템

44) The supreme people’s cour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hina’s smart 
court system achieves positive results amid epidemic.” http://english. court. 
gov.cn/2020-04/22/content_37535363.htm(최종접속일 2020.9. 18.).

45) Yadong Cui, Artificial Intelligence and Judicial Modernization. Springer(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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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가지의 기능을 가진다.46) 소제기 단계(filing stage)의 3가지 기

능, 사건처리(handling)를 가이드하기 위한 2가지 기능, 재판 전 조정단계

(pre-litigation mediation)에서의 3가지 기능, 재판 전 단계(pre-trial stage)

의 6가지 기능, 재판단계(trial stage)의 5가지 기능, 합의단계(deliberation 

stage)의 2가지 기능, 판결단계(adjudication stage)의 6가지 기능이다. 

      ·소제기 단계(filing stage)의 3가지 기능은 소접수 기준(case 

acceptance criteria), 소송비용과 소송절차서류생성을 위한 알림

(reminding)기능이다. 사건을 제기함에 있어 절차법적으로 규정에 부합하

는지를 검토하고, 소송비용이 지급되었는지 등을 법관들이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한다. 텍스트 인포메이션 추출 기술을 활용하여 관련정보를 자

동특정하고, 소송절차진행에 있어 필요한 관련서류를 직접적으로 전자파

일로부터 생성한다. 

      ·사건처리 단계에서는 사건처리를 위한 요소의 가이드, 증거의 검

사와 판단을 위한 가이드의 2가지 기능을 한다. 사실을 발견하고, 법을 

정확하게 적용하고, 법에 따른 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건처리 요소

를 과학적이고, 필수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으로 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

한다. 체크리스트 스타일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재판 전 조정단계(pre-litigation mediation)에서는 법관을 돕기 위

해 당사자들이 제출하는 클레임과 서류, 항변(affirmative defence), 사실

과 이유를 자동으로 추출하여 특정하여 법관들이 이를 수정하는 것을 돕

는 기능을 제공한다. 

      ·재판 전 단계(pre-trial stage)에서는 사건파일의 독해(reading), 다

툼 없는 사실의 사전 인덕션(pre-induction of undisputed facts. 빅데이터

의 연구와 인덕션을 통해, 청구와 방어간의 관계를 구축하고, 클레임과 

사실, 이유 부분에 방어가 없을 때에는 다툼 없는 사실로 인덕션된다), 다

툼 있는 사실에 대한 사전인덕션(다툼 없는 사실과 같은 단계로 인덕션된

다), 증거의 완전성에 대한 검사(지식기반베이스에 의거 클레임과 방어를 

지원하는 필요한 증거를 찾기 위해 증거관련요소를 가린다. 누락된 증거

를 찾기 위해 당사자에 의해 제공된 리스트를 통해 자동매칭 한다), 증거

46) 위 Yadong Cui, pp.158-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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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적법성에 대한 검사(증거조사의 기준에 따라 서면증거, 물적 증거, 날

인, 서명, 날짜, 진정성립성이 체크된다), 법원재판의 아웃라인의 생성(trial 

outline으로부터 중요정보를 추출한다. 각 다른 청구원인을 타켓으로 한 

개별화된 재판기록전사모델-personalized trial transcript model-에 기반하

여 재판아웃라인으로 다시 채운다)의 6가지 기능이 있다. 

      ․ 재판단계에서는 다툼 없는 사실의 인덕션, 다툼 있는 쟁점의 인덕

션, 재판진행을 위한 자동팁(재판절차에 관계된 재판규칙을 분석함으로써 

trial rules database가 구축되었고 재판시스템과 연결되어 재판에 있어 다

른 절차를 위한 팁을 제공한다), 종이 없는 교차신문(paperless cross 

examinations. 리얼타임 전자증거를 찾을 수 있고, 터미널 스크린에 동시

에 디스플레이된다), 재판기록의 생성(voice trial system에 구두진술내용이 

저장된다. 동시에 법원서기가 수동적으로 리뷰한다) 등 5가지 기능이 있

다. 

      ․ 합의단계(deliberation stage)에서는 종이 없이 패널토론을 할 수 

있다. 합의단계에서 자동보이스콜레게이션 시스템(voice collegation system)에 기

록된다. 

      ․ 판결단계(adjudication stage)에서는 법률논문 푸쉬(당사자 간에 서

로 주장한 후에 결정된 법적 관계에 따라 실체적인 legal norm과 절차적

인 legal norm이 자동으로 판사에게 push된다), 유사사례 푸쉬(분석과 비

교를 위해 자동적으로 push된다), 판결 전 사전판결문 생성(사건의 정보와 

법적 관점에서의 판단가이드에 기반하여 pre-judgment가 자동생성된다), 

서류모델의 매칭(사건의 특성에 따라 판결문, 조정결정문, 평결과 같이 서류모

델이 자동생성된다), 판결문 서류의 자동생성(판결문 서류의 자동생성,  재판기

록과 합의기록에 기반한 추출기능과  정보포인트의 backfilling), 판단편차 알림

기능(사건의 중요한 법적 쟁점에 따라, 사건의 중요한 쟁점을 자동으로 추출하

고 빅데이터의 분석에 따른 유사사례의 판결결과와 함께, 판결초안의 확정과 

판단편차의 정도를 상기시키는 기능)의 6가지 기능이 있다. 

      ·6개 카테고리에 8개의 청구원인을 선택하였다(민사, 상사, 해상, 

금융, 지적재산권, 행정 분야의 6개 영역에 교통사고손해배상분쟁, 자본양

도 분쟁, 해상운송계약분쟁, 은행카드분쟁, 금융리스계약분쟁, 정보네트워

크를 통한 권리의 보급분쟁, 소프트웨어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 정부의 

정보공개분쟁인 8개 청구원인).



- 30 -

      ·데이터베이스는 12개로 구성되어있다. 사건관리 데이터베이스, 

증거규칙 데이터베이스, 법률과 규칙 데이터베이스, 절차법 데이터베이스, 

소제기와 조사 데이터베이스, 청구 데이터베이스, 항변 데이터베이스, 청

구와 증거결합 데이터베이스, 소송규칙 데이터베이스, 서류모델 데이터베

이스, 사례 데이터베이스, 전자파일 데이터베이스가 그것이다. 

      ·위 각 기능 중 위 책자에서 도면으로 제공된 기능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도면 1은 소제기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메모가 제공된다(사고

가 법원의 관할 내에서 발생하였고, 대법원이 제공하는 자연인 도서관의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라는 내용이다).

                            (도1.  p.166)

  

 

       ·도면 2는 주소가 법원의 관할권 내에 있지 아니하므로, 소제기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메모내용이다. 

                             (도2. p.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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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 3은 증거규칙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하여, 증거준수규칙에 부

합하는지 여부를 검사하기 위한 12가지 기준에 따라 증거가 성적표에서 

자동캡쳐된 것인지 여부를 알려주고, 법률자동푸쉬 기능, 판결결과의 사

전생성 등이 포함된 화면이다. 

                            (도3. p.167)

      ·도면 4는 판결초안에 대하여,‘호의동승의 경우’에 과실비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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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함에 있어 다른 판결과 편차가 있고, 승객에게 과실이 있다는 취지의 

팝업화면이다.47)

                            (도4.  p.168)

              

     3) 소결론

      대부분의 기능은 우리나라의 전자법정과 같은 시스템을 구축한 것

으로 보이고,‘AI판사’의 도입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항목이다. 위 

각 도면에서 재판자료 분석을 통해서, 증거에 대한 검토를 알려주거나 관

련 사례에 따른 편차 부분을 지적해 주는 기능(이 기능은 앵커링과 같은 

인지적 오류를 극복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아래 주)47에서 

지적한 것과 같은 중국특유의 사법시스템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도 있

다)은 우리나라의 시스템에는 없는 기능이다. 이 부분은 발전된 AI기술을 

47) 놀라운 점은 중국의 경우, 같은 종류의 사건에서 이미 결정된 사건과 다른 판단을 하려
면, 설명의무와 상급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를 받는다고 한
다. Jinting Deng, Should the Common Law System Welcome Artificial 
Intelligence: A Case Study of China’s Same-type Case Reference System. 3 
Geo. L. Tech. Rev. 223(2019). p.2. 이에 의하면 위 시스템에 판사가 기록을 업로드하
면, 시스템에서 같은 종류의 케이스를 선택하고, 같은 종류의 사건에서 학습된 결론과 이
유를 업로드된 기록에서 추출된 사실에 기하여 판결문 초안을 생성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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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어떤 기능의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

는, 소송에서 처분권주의에 위반될 수도 있고, 소송대리인의 변론의 여지

가 필요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민주적인 사법절차에서는 당사자들이 

반발하거나 변론주의에 위반한 것으로 지적할 수 있는 기능에 해당될 여

지도 있어 보인다. 그리고 판결문 작성 서류의 경우에는 합의과정을 녹음

으로 저장하고, 소송변론과정도 녹음으로 저장하여 이를 결합하여 자동생

성한다면‘Speech to Text’변환기능에 따라 합의된 내용을 그대로 추출

하는 것에 불과하지 AI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살핀 뒤에 법적으로 타

당한 결론을 유출하는 것과 같은 자체적 판단에 기하여 판결문 작성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4. 법정절차에서 법관을 보조하는 AI(AI assisting in Court) 사례

  가. 중국의 형사재판에서의 206 system

    중국은 형사재판 시스템을 먼저 개발하고, 민사, 행정시스템을 개발하

였으므로, 형사재판시스템도 민사, 행정시스템과는 크게 다르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나, 다만 증거관련 부분은 기술적 활용이 뛰어난 부분이 보이

므로,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에 30만개의 사건파일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고 한다(체포신청서, 검사에 의해 거부된 경우, 추가 조사가 필

요한 경우,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무죄가 된 경우 등). 각 경찰조사단계, 

검찰수사단계, 재판단계에서의 증거수집, 증거확보(securing), 증거인증

(verifying), 증거검토(reviewing)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추출하였다. 경찰, 검

찰, 법원의 시스템을 통합하여 형사사건지원시스템을 만들었다. 위 시스

템은 26개의 기능을 구현하였다. 이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48)

    증거기준과 규칙에 대한 가이드라인 기능, 증거인증기능(verification 

of evidence. 흠결 있는 증거에 대한 수정, 설명기능), 체포조건에 대한 검

48) Yadong Cui(주 45), pp.7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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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기능, 증거사실과 모든 사건에 대한 증거의 검토판단기능(동일한 범죄

혐의자나 피고인이 다른 시점에 각 한 진술이 서로 모순되는지 여부를 검

토), 사회적 해악평가기능(social harm assess)기능, 전자파일의 전송기능, 

재판 전 화상회의(pre-trial video meeting) 구현 기능(검사와 피고인의 비

디오조사. 자동으로 양쪽의 의견이 추출되어 아웃라인을 제공한다), 유사 

사건의 추천기능(Deep Neural Network에 의한 판결문, 체포기록 등을 통

해 자동으로 추출. 청구원인, 증거의 구성 등을 키워드로 하여 사건정보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천한다), 선고예측모델(Sentencing Prediction Model) 

구축을 통한 양형참조 프레임기능, 전문지식의 인덱스 제공기능, 서류의 

자동생성기능, 사건절차진행기간 동안의 증거의 수집, 검토, 확보, 리뷰 

등 관리제공기능, 음성문자변환(voice to character conversion)기능과 자연

어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기술을 활용한 구두진술증거 검토기능

(유사사례와 비교하여 구두증거의 모순점을 찾아냄), 사건절차보조기능, 

의견과 합의부 합의의 기록기능, 감형과 가석방의 온라인 절차기능, 사건 

종결 후 사건의 주석의 공유기능, 모든 절차 및 법원위원회의 토론까지 

오디오·비디오저장 기능, 중요사항 질문조사기능, 형집행단계와의 연결

기능, 형집행감독기능, 신속트랙선고기능,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금과 물건

의 규제기능(리스트와 관련된 물건을 온라인으로 전송), 소송구조, 포렌식 

등 절차지원기능, 특정집단(special population, 전과자, 마약중독자, 10대 

문제아, 미관리아동 등)을 관리하기 위한 이음새 없는 연결(seamless 

connection)제공기능, 범죄기록과 범죄혐의자의 비행(misdeeds)의 검색기능

이다.  

    각 단계마다 증거검토(evidence review)기능과 증거수집가이드(guidance 

evidence collection)기능을 두고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으로 설계하였

다. 아래 도면은 증거에 대하여“현장검사보고서에는 혈흔이 21개지만, 

현장조사기록에는 16건의 혈액공격을 발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처

가 없는 5개의 핏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했으므로, 그 이유를 설명하거나 

외부인의 검사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라는 검토의견을 자동푸쉬해 주는 

기능에 관한 부분이다.49)

49) 위 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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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시스템은 먼저 각 범죄의 증거제출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

를 몇 개의 정보요소별로 나누고(break down), 각 포인트에 태그네임(tag 

name)을 부여한다. 범죄시간, 범죄장소, 범죄의 동기 및 예비, 노획물

(booty)의 장소 등이다. 증거물(material)에 tag를 마킹함으로써 시스템은 

정보포인트를 추출할 수 있고, 시스템 화면에 디스플레이된다. 자동 및 

수동주석도 부여하였다. 증거체인과 전체 케이스의 증거검토 및 판단시스

템에는 다음과 같은 기술이 적용되었다. (1) 개체명 인식기능 (Named 

Entity Recognition(NER) : 사람, 장소, 목적물, 등 증거에 나타나는 것을 

추적(locate)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2) 개체관계분석 기술(The entity 

relation analysis technique)은 위 각 타이틀, 즉 사람 사이의 관계, 시간, 

장소, 흔적, 기원(origin)과 아이템의 소재(whereabouts) 사이의 관계, 이들 

사이의 논리적 관계를 파헤치기(dig into) 위하여 사용되었다. (3) 자동추출

(machine extraction)과 수동주석(manual annotation)과의 결합 : 각 증거에

서 증명될 각 아이템과 증거체인의 모델에 기반하여 분류한다. 각 아이템 

하의 몇몇 증거조각이 서로 인증될 수 있는지,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지, 각 서로 사이에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위 도면에서 보듯이, 증거분석에 있어, AI에 의한 분석의 제공은 증거

의 모순점을 판단함에 있어 놓칠 수 있는 부분을 방지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언론에서 보도한 바와 같은‘AI

판사’부분은 앞 주석 40)에서 보듯이 지나치게 과장된 면이 없잖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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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더구나 몇몇 기능은 합의의 비공개의 원칙(합의과정이 녹음되므로 해

킹될 위험, 감청될 위험)이나 자유심증주의 등의 원칙과 관련하여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는 기능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다. 

  나. 파키스탄(Pakistan)의 경우

    파키스탄의 경우는 2019. 9.경에 NADRA(National Database and 

Registration Authority)와 미 법무부(American Department of Justice)와의 

협력에 의해 파키스탄 법정에 AI통합이 이루어졌다고 발표했다.50) UN이 

남아시아 지역에, 법관들을 위한 Toolkit을 제공했다는 측면과 함께 

Terrorism사건의 효과적인 재판을 위하여 미 법무무가 기획한 것으로 보

인다. 그리고 EU도 비용을 제공하였다.51) 아직 도입단계인 것으로 보도되

나, 기존의 사례와 비교하여, 사실과 정보를 수집하여, 판결을 제안하는 

것을 시스템 도입의 주된 내용으로 할 것으로 짐작된다. 위 시스템의 도

입을 위해 3명의 법관과 7명의 연구자들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낸 것으로 

나온다. 아직 어떤 내용으로 시스템을 구축할지 알 수 없다.52) 

5. 준사법영역에서의 AI(AI in semi-judicial functions) 사례

  가. 캐나다 SmartSettle One(조정절차)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또는 ODR(online dispute 

resolution)은 법정에서의 재판에 의한 분쟁해결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영

역이다. 중재 또는 조정센터의 조정과 같은 형식이다. 이러한 영역에 AI기

술을 접목한‘AI중재인’을 도입하기 위한 시도는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그 중 드디어 실제 법원에서 테스트단계에 들어간 것이 바로 Canada의 

50) Sajawal Rehman, “Artificial Intelligenece to be introduced in Pakistani Courts : CJP Asif 
Khosa(2019. 9.). https://propakistani.pk/2019/09/19/artificial-intelligence-to-be-intorduced-in 
parkistani-courts(최종접속일 2020. 11. 1.).

51) https://www.unodc.org/pakistan/en/stories/tailoring-south-asia-regional-toolkit-for-
judges-in-pakistan(최종접속일 2020. 11. 1.).
52) https://www.pakistantoday.com.pk/2019/06/19/ai-to-assist-judiciary-in-becoming-
more-sufficient-says-cjp-khosa.(최종접속일 2020.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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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n Systems에 의하여 제공된 Smartsettle One이다. 복잡한 사건의 해결

을 위한 Smartsettle Infinity와 간단한 사건을 위한 Smartsettle One이 있

는데, 후자는 2020. 7.부터 2021. 3.까지 British Columbia의 Naut’sa 

mawt Tribal Counsil(NmTC)에서 시험테스트 중인데, 자체로 인증된 

Smartsettle One Facilitors를 이용한다.53) 

    개발자에 의하여 설명되는 위 시스템에 적용된 5개의 알고리즘(3개가 

더 있는데 이는 Infinity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은 다음과 같다.54) 

     1. Single Negotiating Framework(SNF) : 당사자의 SOLUTION에 집중.

     2. Visual Blind Bidding(VBB) : 당사자의 권리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

고, 시간을 절약한다. 

     3. Automatic Deal Closer(ADC) : ‘gap-bridging’의 조정을 통해서 

조정가능성을 증가시킨다.

     4. Reward Early Effort(REE): 협조적인 접근에 대한 동기를 부여한

다. 

     5. Expert Neutral Deal Closer(END) : 협업결과를 보장한다. 

    위 Smartsettle One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미리 다음과 같은 사건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개요를 요약한다(장기 장애 사례, Longterm disability 

Case, LTD). 

    1. 청구인의 생년월일 : 1960. 1. 23.

    2. 정의변경(Change of definition, 장기장애사례에서 자신의 직업에서 

일할 수 없게 된 시점을 말한다) : 2017. 8. 1.

    3. LTD 혜택 : 매월 1,200달러, 매년 순 CPP/14,4000, 비과세, NO 

COLA(Cost of-Living Adjustment)

    4. 협상일자 : 2018. 4. 1.

    5. 현재 미불금액 : 8,400달러 + PJI(삽입물주위관절염, 20달러)

    6. 65세까지의 향후 NPV(Net Present Value, 3% Discount Rate) : 

53) https://resolutioncloud.io/negotiating-online-with-smartsettle-one/(최종접속일 2020. 
9. 24.)

54) Ernest Thissen & Peter Holt, “Resolving Insurance Claims with Smartsettle 
ONE”, 4 IJODR 45(2017). pp.46-56. 이하 프로그램의 진행과정은 위 논문에서 모두 인
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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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69달러

    7. 과거 및 미래가치 : 97,289달러

    위 각 알고리즘의 적용단계를 도면으로 표시하면 각 다음과 같다. 

    양 당사자가 SNF에 합의를 하면, Insurco(보험회사)는 사건을 열고 청

구인(Claimant)을 초대한다. Insurco가 원하면, Insurco의 움직임은 자동으

로 된다. 아래 도면 2가 청구인이 보게 되는 스크린이다. 

    위 도면 2에서 Insurco가 보이나, 사실은 로봇일 수도 있다. 아래 도

면 3에서 청구인은 100,000달러에서 80,000달러로 상대방이 볼 수 있는 

금액제안(open bid)을 할 것을 제안받는다. Insurco의 최초 금액제안(open 

bid)인 25,000달러를 볼 수 있다. 이때 청구인은 Insurco로부터 의견교환문

자(chat text)를 받는다. 최대한 관대한 오퍼인데, 지금 청구인의 장애상태

에 대하여 실질적인 의문이 있기 때문이라는 취지이다. 청구인은 25,000

달러보다는 많이 받아야 된다고 반응하며, 비밀 금액제안(secret bid)인 

55,000달러까지 플래그를 움직인다. 청구인은 유사한 사안을 기준으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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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오퍼를 한 것이다. Insurco도 한번 더 제안을 했으나, 40,000달러

까지만 금액을 올린다. 

    15,000달러의 갭차이가 있고, 다음 도면 4인 2 Session으로 넘어간다.  

다시 상대방이 볼 수 있는 금액제안(open bid)을 하는데, Insurco는 30,000

달러의 오퍼를 한다. 청구인도 70,000달러의 공개 금액제안(open bid)을 

하고, 비밀 금액제안(secret bid)으로는 48,000달러까지 오퍼를 한다. 청구

인은 마지막 양보할 수 있는 금액으로 결정하고, 마지막 세션(final 

session)을 마친다. 

    Insurco는 54,000달러로 비밀 금액제안(secret bid)을 하고 마지막 세

션(final session)을 마친다. 이때 청구인은 Insurco가 52,000달러까지 제안

하기에 이르렀다는 통지를 받는다. 자신의 비밀 금액제안(secret bid)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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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받았으므로, 청구인은 만족한다. 

     아래 도면 6은 Insurco에게만 보이는 비밀 금액제안(secret bid)과 그 

결과이다. 

    아래 도면은 최종 합의문이다. 

 



- 41 -

  

 도면 8과 9는 청구인에게 양보를 한 것에 대한 보상을 주는 알고리즘을 

제시한 것인데 그 산식은 아래 각주에서 보는 바와 같다.55)

55) Agreement=(TcxAc+TixAi)/(Tc+Ti) where Ac=final secret bid of Claimant, 
Ai=final secret bid of Insurco, Tc=size of Claimant’s move in the last session, 
Ti=size of Insurco’s move in the last s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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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영국과 미국의 E-DISCOVERY

    1) 영국

    영국과 미국은 증거수집절차에 있어 디스커버리(Discovery)절차 제도

가 있어, 당사자 쌍방이 소송절차 전에 각자 상대방에 대하여 필요한 증

거를 수집한다. 인간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하므로, 소송서류가 많은 경우

에는 서류검토에만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

한 수단으로 탄생한 것이 AI기술, 즉 예측코딩(predictive coding)이라 불리

는 기술이다. 이메일에서 스팸메일(spam mail)을 추출하는 기술도 예측코

딩(predictive coding)의 일종이다. 영국에서 2016년에 법원에서 이의 사용

을 허가한 것으로 보도되어 위키피디아(Wikipedia)에까지 수록되었다.56)

    Pyrrho Investments Limited v. MWB Property Limited[2016]EWHC 

56) https://en.wikipedia.org/wiki/Pyrrho_Investments_Limited_v_MWB_Property_Limited(최종
접속일. 2020.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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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Ch) 사건에서 증거서류개시의 전자디스커버리(e-discovery)절차에서 

예측코딩(predictive coding)의 사용을 허가했다. 예측코딩(predictive 

coding)이 비용의 측면에서 인간변호사에 의한 검토와 비교할 때, 물론 사

건별로 결정하여야 하지만,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최초의 케이스

라고 한다. 위 사건은 MWB Business Limited의 주주인 원고가 MWB 

Business Limited에게 한 일련의 지불이 신임의무(fiduciary duty)에 위반하

여 MWB Property Limited의 이익을 위하여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금원을 

청구하는 사건인데, 청구금액이 수천만 파운드였다. MWB Business 

Limited가 보유한 서류가 1,760만 건 가량 되고, 중복제거절차에 의하여 

줄어든 건수도 310만 건이었다. 당사자들은 예측코딩(predictive coding)의 

사용 및 키워드의 범위(scope of the keywords)에 합의하였다. 이 사건 이

후 영국의‘기술과 건설법원(The Technology and Construction Court)’은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을 사용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프

로토콜(protocol)을 발표하였다.57)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ESI)에 대

한 전통적인 조사는 키워드나 부울 검색(Boolean Search. 연산자로 AND, 

OR 그리고 NOT를 검색에 사용하는 방법)에 의존하였다. 이제 예측코딩 

소프트웨어(predictive coding software, technology-assisted review, TAR)

의 활용이 E-디스커버리에서 허용이 되어 알고리즘이나 검색방법에 대한 

다툼이 예상된다. 따라서 디스커버리 절차나 방법에 관한 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위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58)

    ·시드셑(Seed set) : 검토하여야 할 서류로부터 대표적인 크로스 섹

션 데이터를 추출한다. 

    ·응답 혹은 무응답 분류(Responsive or unresponsive labelling) : 시

드셑에 있는 각 서류에 반응(responsive) 혹은 무반응(unresponsive)으로 

57)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
_data/file/819807/technology-and-construction-court-guide. pdf(최종접속일 2020.11.3.).

58)https://www.extrro.com/basis-of-e-discovery/predictive-coding(최종접속일 2020.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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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딩(label, code)하여 이를 예측코딩소프트웨어(predictive coding 

software)에 입력한다.

    ·예측 공식의 생성(predictive formula): 소프트웨어가 시드셑을 분석

하여 내적 알고리즘(internal algorithm, formula)을 만든다. 장래 서류의 

응답성을 예측하는 공식이다.

    ·추가된 서류에 의한 알고리즘의 결과를 샘플링한 다음, 계속적으로 

코딩과 샘플을 입력함으로써 알고리즘을 개선한다.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까지 계속한다.

    ·전체서류에 알고리즘을 적용한다. 적용 결과, 남은 모든 서류를 반

응(responsive)과 무반응(unresponsive)로 분류한다.  

    이와 같은 알고리즘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적용된 AI기술은 다음과 같

다. 즉, TAR 알고리즘이 서류를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은 광학문자인

식 기술(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OCR), 파싱(parsing. 일련의 문자열

을 의미 있는 token으로 분해하고 그것들로 이루어진 parse tree로 만드

는 과정), 문자열 자르기(tokenizing. 서류에서 text를 읽고 나머지 불필요

한 스페이스, 마침표 등을 없애고 소문자화하는 단계), 인덱싱(indexing. 

parsed word는 index type로 위치하여 index는 target word를 포함한 서류

를 특정하는 데 사용된다), n-gram(두 개 혹은 여러 개의 단어를 하나의 

feature로 결합하는 기술), 어간 추출(stemming. 관련어로 생성된 데이터 

노이즈를 줄이는 방법), 불용어제거(stop-word removal. the, be, to, of, a, 

and, in, that, or, have 등을 제거하는 기술)기술이 적용된다.59) 각 서류들

은 기계가 읽을 수 있도록 데이터 벡터(Data vector) 또는 데이터 매트릭

스(Data Matrix)로 프로세싱된다. TAR는 트레이닝 셑(training set)에서 학

습한 것을 나머지 데이터셑(dataset)에 있는 아직 검토하지 않은 서류에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트레이닝 셑(training set)의 대표성 정도에 따라 

과적합(over-fitting), 과소적합(under-fitting)의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특

징추출(feature extraction)업무의 법적 함의(법적인 소송의 핵심에서 찾고

59) Shannon Brown, Peeking inside the Black Box : A Preliminary Survey of 
Technology Assisted Review(TAR) and Predictive Coding Algorithm for 
E-discovery. 21 Suffolk J. Trial & App.Advoc. 221. pp.8-26. 이하 기술적 설명은 
위 논문에서 발췌하였다. 



- 45 -

자 하는 문서가 가진 법적인 의미)에 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일반적인 검색(search) 또는 문서검색(document retrieval)도구와는 다

음과 같은 점이 다르다. 검색 시스템은 검색어(search query)에 관련된 특

정 서류를 인덱스된 말뭉치(indexed corpus)에 있는 서류에서 찾아내는 것

에 비하여 예측코딩(predictive coding)은 서류를 관련 카테고리(categories 

: relevant, privileged, medical record, email etc.)에 위치시키기 위한‘분

류 알고리즘(classification algorithm)’이다. 따라서 전자에서 특정 검색조

건이나 키워드가 제한된 역할을 하였다면, 후자는 문서문맥과 의미

(document context와 semantics)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중 카테고리업

무를 위해서는 로지스틱 회귀(logistic regression)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시그모이드 함수 또는 로지스틱 함수를 사용한다. 또 다른 방법은 서포트 

벡터머신(Support Vector Machine. SVM)이다. 초면분리정리(hyperplane 

Separating hyperplane with margins) 또는 베이지언 시스템(Bayesian 

System)을 사용하기도 한다. 클러스터링 알고리즘(Clustering Algorithm)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K-평균알고리즘(K-means), K-최근접 이웃 알고리즘

(K-Nearest Neighbors)이 포함된다. 각 문서의 유사성을 공간거리수치를 

사용하여 진단하는 방식이다. 

    위와 같이 적용된 단계를 보면, 단순한 키워드검색과는 달리, 관련 사

건에 특정한 알고리즘, 즉 관련사건에서 검색의 대상인 문서의 특징을 머

신러닝을 통해서 훈련한 다음, 적용할 공식을 자체적으로 만들어내고, 이

를 여러 번 확인하고 가장 오류가 적을 때에 실제 서류의 검토를 위한 알

고리즘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아직은 인간변호사의 검토와 판

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영국법원에서 위와 같은 사례를 결정한 것은 

미국과 아일랜드(Irish)법원의 적용사례가 참고가 된 것으로 나오고, 실제

로 미국에서는 이 보다 훨씬 이전부터 예측코딩(predictive coding)에 관한 

논의를 하여 왔다. 이하 미국의 사례도 살펴본다. 

    2) 미국

    가) 미국의 경우, Da Silva Moore v. Publicis Groupe사건60)이 디스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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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리(문서개시)에 관하여 예측코딩(predictive coding)을 인정한 사건이고, 

그 사건의 판결문이 최초의 공식적인 판결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5명

의 원고들이 Big4 광고업체 중 하나인 피고를 상대로 승진에 있어서의 여

성의 차별, 임신에 의한 차별, 동등임금과 공정노동기준에 관한 법 위반

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이다. 절차진행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먼저, ESI(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의 범위를 특정하였다.

    ·95%의 신뢰도(+-2%오차범위)에 합의하였다. 전체 이메일 더미에서 

랜덤샘플을 생성하는 것에 대하여, 관련성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소프트

웨어를 훈련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드셑은 2,399건의 문서를 대상으로 하

기로 합의하였다. 당사자가 합의한 쟁점태그(issue tags, concept group)는 

구조조정(Reorganization), 승진/할당(Promotion/Assignment), 일/삶 균형

(Work/Life Balance), 만료(Termination), 보상(Compensation), 출산/임신

(Maternity/Pregnancy), 불만/HR(Complaint/HR)이다.

    ·피고 측 벤더(vendor)의 소프트웨어는 문서를 가장 관련성이 높은 

문서부터 낮은 문서까지 100부터 1로 랭크를 정하였다. 500건의 문서를 7

회 정도 트레이닝한 다음, 안정적이라고 판단되면 시드셑에서 버림으로 

판단된 문서가 관련성이 있는 문서인지를 원고에게 보여주기로 했다. 원

고 측 벤더(vendor)는 여기서 이의를 제기하여 법원의 명에 따라 원, 피고 

공동 ESI프로토콜을 제출하였다. 

    ·원고가 이의를 제기한 근거는 피고 측이 사용한 방법은 투명하고 

모든 당사자가 접근 가능한‘합의된 관련성 기준’을 포함하는 것에 실패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인간변호사가 의존하는 키워드검색

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과다포함이 그 하나이다. 예를 들면

‘training’의 경우 165,208건,‘Da Silva Moore의 이름’은 201,179건

이,‘bonus’는 40,759건,‘compensation’은 55,602건이,‘delivery’는 38,215건의 

검색결과가 나왔다. 이를 직접 검토한다는 것은 비용이 너무 든다. 그리고 

예측코딩(predictive coding)을 활용하지 아니한 키워드검색을 할 경우, 관

련성 있는 문서의 재현율은 20%에 불과했다. 이러한 근거에 따라 법원은 

예측코딩에 의한 문서검색을 허용하였다. 

60) Da Silva Moore v. Publicis Groupe, 287. F.R.D. 182(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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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Rio Tinto PLC v. Vale S.A.사건61)에서는 위 Da Silva Moore사건에

서 정한 ESI 프로토콜을 다시 정리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위 사건에서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시드셑의 투

명성이었다. 관련 혹은 비관련(relevant or unrelevant)의 기준을 적합하게 

코딩한 것인지에 관한 것이었는데, 지속적 능동학습(continuous active 

learning, CAL)-단순수동학습(simple passive learning)이나 단순능동학습

(simple active learning)이 아닌-을 사용하면 시드셑의 내용은 그다지 의

미가 없다.

    ·선택기준의 설정(culling criteria, search term and other criteria)→

컨트롤 셑검토(control set review, statistically valid sample of documen

t62),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샘플수의 계산식)→시드셑의 특정(seed set 

identification)→트레이닝셑(Training sets)→비카테고리화된 문서(uncategorized 

documents)→검증셑(Validation Set)을 정하는 과정으로 프로토콜이 합의되었다. 

    ·트레이닝과 검토단계만 있는 단순수동학습(simple passive learning, 

SPL)대신에 지속적 능동학습(CAL)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진다.63) 

관련성 랭킹과 머신러닝알고리즘을 결합한 키워드검색시스템이다. TAR의 

초기단계에 키워드검색이 이루어지고, 각 검색에서 최우선 랭크된 문서가 

인간검토자에 의하여 응답 혹은 무응답으로 코딩된다. 위와 같이 코딩된 

시드셑이 학습알고리즘을 트레이닝하기 위해 이용된다. 트레이닝단계에서

는 위 각 서류가 응답정보를 가질 가능성에 따라 랭크된다. 아직 코딩되

지 아니한 우선 랭크된 서류가 인간검토자에 의해 코딩된다. 그리고 학습

61) Rio Tinto PLC v. Vale S.A., 306 F.R.D.126(2015).
62) 

63) Maura R. Grossman et al., Comments On the Implications of rule 26(G) on 
the Use of Technology-Assisted Review. 7 Fed. Cts. L. Rev. 285(2014). pp.3-4.



- 48 -

알고리즘이 코딩된 모든 서류를 이용해 다시 재트레이닝된다. 응답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우선 랭크된 서류의 수가 급감할 때까지 이러한 절차가 반

복된다. 이러한 절차과정에서 추가 키워드검색, 스코어모델링(score 

modeling), 랜덤 샘플링이 검색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하여진다. CAL

은 SPL과 달리  트레이닝 샘플, 즉 시드셑을 정함에 있어서도 학습알고리

즘의 검토와 트레이닝단계가 교차되므로, 검토데이터셑이 고정되는 SPL과 

달리 시드셑을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줄어들었다. 

    ·담당판사는 프로토콜을 정함에 있어, TAR에 키워드나 수동검토보

다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를 표출하였다.

  

    다) 미국은 E-디스커버리에서 예측코딩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에 

더 이상 이의가 없는 듯하다. 이제 논점은 트레이닝셑과 그 과정의 투명

성의 보장으로 옮겨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예측코딩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즉, 명백하게 관련 없는 서류를 제거

함으로써 검토하여할 총 서류의 건수를 감소시킨다. 디스커버리 요구에 

맞는 서류의 비율을 증가시킨다. 선형리뷰에 비하여 검토속도를 향상시키

고 검토비용을 감소시킨다. 그리고 더 일관성 있는 결과를 생성시킨다. 

그러나 예측코딩(predictive coding)의 결함도 존재한다. 법률적 주제에 관

한 전문가인 인간의 검토가 예측코딩(predictive coding)과 결합할 때 

100% 정확하고, 인간변호사의 입력(input), 모니터링(monitoring), 최종검토

(final review)가 없는 배타적 예측코딩(the predictive coding)의 위험성과 

결점을 경고하는 견해가 이에 해당한다.64) 즉, 원하지 않는 개시, 변호사

와 의뢰인특권, 변호사의 업무관련비밀보호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한하여야 한다고 한다. 나아가,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ESI 프로토콜을 

정하거나, 언제 검토와 학습을 끝내어야 하는 것인지에 관한 부분은 인간

변호사의 결정이나 관여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부분에 

64) Robert Keeling et al., Humans against the Machines : Reaffirming the 
Superiority of Human Attorneys in Legal Document Review and Examining the 
Limitations of Algorithmic Approaches to Discovery. 26 Rich. J. L.& Tech. 
5(2020). 이 논문에서의 주장은 E-discovery절차에 있어 변호사들의 역할이 Billing 
Hour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지의 다툼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벤더(Vendor)라고 하는 포
렌식 전문업체나 컨설턴트에게 비용이 이전하는 현상이 있어, 이의 도입을 반대하는 변
호사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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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각 절차에서 법률전문가들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입장이 

강하게 제기된다.  

6. 각국의 사례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이 각국에서 AI기술을 활용한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다음과 같

이 정리할 수 있겠다. 

    ·법관의 의사결정을 대체하는 AI기술은 아직 활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가 다투지 않는 경우에 판결문이 작성되거나 조정내용이 결정

되는 경우는, 인간법관과 같은 인지적 판단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소장내용을 그대로 추출하는 것에 불과하다. 중국의 경우도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는 것으로 기술이 소개되었지만, 구두의 합의과정을 

텍스트로 변환하여 이를 판결문 초안으로 생성하는 것에 불과하다. 

    ·반면, COMPAS나 중국의 증거에 관한 검토의견이나 판결 초안이나 

결과에 대하여 유사사례의 통계를 들어 편차를 알려주는 시스템과 같이 

법관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기술은 많이 활용되고 있다. 편견에 기한 

결정이나 일관성 결여, 앵커링 효과와 같은 인지적 오류를 극복하는 기능

의 예로도 볼 수 있다. 특히, COMPAS의 경우 인종적인 편견에 기하여 코

딩된 것이라는 비판은 있으나, 공개된 샘플질문에 의하면, 인종적인 편견

이 아닌 환경에 기한 부분이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판단을 높게 하는 것

이 아닌가 한다. 백인보다 흑인이 범죄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

역에 살고, 그러한 지역적 특성으로 이웃이나 가족 중에서 범죄적 유혹을 

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적 부분까지 고려하여

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통한 알고리즘에 대한 보완을 통해서 편견을 제

거하는 방향으로 다듬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알려지지 않은

‘인간판사’에 의한 편견보다 더 높은 비율인지 여부는 알 수 없는 상황

에서‘인간판사’에 의한 개별적이고, 통일적인 기준이 없는 결정 부분을 

통계적으로, 특정기준에 따라 알려주는 것이므로‘인간판사’가 빠질 수 

있는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네덜란드의 사례에서 보듯이, 법원의 시스템 밖에서 법원의 영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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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범하는 형식의 AI기술의 활용은 바람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비

용적으로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하더라도, AI기술의 활용에 익숙하지 

않은 피고가 보험회사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 법원의 공적인 관여나 변호

사의 도움이 없는 경우 일방적으로 시스템을 알고 이용하는 측에게 유리

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캐나다의 조정에 사용되는 Smartsettle One의 경우, 판결에 의할 경

우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금액에 대한 기준이 없이 게임이론만 적용할 경

우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지금 캐나다의 법원에서 시험테스트 중이므

로, 그 결과를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E-디스커버리의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도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

하자는 논의가 있는 만큼, 활용되는 소프트웨어기술에 대한 검토나 대비

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III. 우리나라의 경우 

1. 서론

  가. 논의의 방향

    앞의 II.절에서 대표적인 국가의 재판에서의 AI의 활용에 관하여 살펴

보았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에 특허법원에 처음 전자소송시스템

을 연 이후에 민사, 행정, 가사, 특허소송시스템에서는 전자적으로 소제

기, 증거제출, 변론조서의 작성, 판결문 송달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조만

간 형사소송절차에서 경찰, 검찰과 시스템을 통합하거나 연결하여 전자소

송시스템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전자소송시스템의 경우, 전자

법정시스템, 코트넷시스템, 사건검색시스템, 판결문검색시스템(전국 모든 

법원의 판결문을 모은 데이터베이스), 종합법률정보검색시스템(대법원판결

을 비롯한 판결례, 논문, 법령정보 등 제공), 판결문작성시스템, 양형기준

시스템 등으로 나누어 재판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나, 법관 스스로의 연구

와 정보검색을 위한 기능에 치우쳐져 있다. 양형기준시스템의 경우,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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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알려주는 시스템이나 양형판결문검색 시스템을 제공하여, 법관들의 

결정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손해배상사건의 경

우, 일실이익 등을 산정할 수 있는 업무용 자동계산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일반적인 업무의 자동화, 자동검색 시스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앞에서 든 각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보면 법관의 재판업무의 절차적인 

측면에서 보거나, 법관이 자율적으로 관련 판례나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방법 등 재판업무의 자동화의 관점에서는 우리나라는 앞서가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영국의 MCOL이나 캐나다의 Smartsettle One과 같은 제도는 

소액재판이나 조정의 영역에서 도입을 검토할 수도 있고, E-discovery와 

같은 제도는 소송법의 전반적인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 외 각국의 

사례 중에서 COMPAS나 중국의 관련사례와의 편차를 알려주는 시스템 등

은 법관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사례연구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업무용 자동검색 프로그램에 더하여 법

관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즉, 법관이 범할 수 있는 실수, 

편향, 오류 등을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AI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영역

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적용가능성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각 사례연

구에 들어가기 전에 법관이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범할 수 있는 인지적 

오류의 내용을 먼저 일반적으로 아래 나.항에서 살펴본다.  

  

  나. 법관의 의사결정과 인지적 오류 

    1) 법관이 범할 수 있는 인지적 오류

    아모스 트버스키(Amos Tversky)와 대니얼 카너먼(Daniel Kahneman)

이‘불확실한 상황에서의 판단: 추단법과 편향(Judgment Under Uncertainty : 

Heuristic and Biases)’이라는 논문에서 인간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합리적 이성

이 아니라 추단과 편향에 기한 판단을 한다고 주장한 이래 인간이 범할 

수 있는 인지적 오류에 대하여는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여러 형

태의 인지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나 법관들이 의사결정과정에서 범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오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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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링(anchoring) : 집을 살 경우에 주택가격을 평가할 때에 있어

서, 리스트가격과 같은 접근가능한 최초의 가치, 가격에 의존한다. 이러한 

최초의 가격, 가치는 최종결정을‘앵커(정박)’하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

으로는 많은 앵커의 경우, 실제적인 가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기도 

한다. 앵커링은 수치판단을 할 때 참고기준을 변경하는 효과가 있다. 앵

커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음에도, 마음속으로는 

앵커의 유효성에 대한 평가는 앵커를 기준으로 위 또는 아래로 조정하게 

한다. 특히 합의를 위한 의견 나눔에서 소송당사자들은 반대당사자의 오

프닝 오퍼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민사적 영역에서는 원고가 손해

배상액을 청구할 때, 즉 명예훼손으로 1억 원을 청구하는 경우와 10억 원

을 청구하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가 1억 원이라고 

할 경우에, 10억 원을 청구하는 원고에 대해서는‘정신적 고통이 너무나 

크므로 위와 같이 큰 금액을 청구’하는 것이라는 선입견을 갖기 쉬운 것

이다. 형사재판 영역에서는 검사나 피고인의 변호인의 구형과 형량추천에

서 같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66) 형사재판 영역에서 앵커링 효과

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양형가이드라인이 앵커링 효과를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그리고 손해배상 영역에서는 손해액에 상한(cap)을 만들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양형가이드라인과 손해배상액 상

한제도의 경우, 적정양형이나 손해액에 관련되지 않은 앵커를 제공함으로

써 형량과 상한을 부적절하게 왜곡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프레이밍(framing) : 사건에 대하여 협상을 할 것인지 또는 재판으

로 갈 것인지를 결정할 때, 잠재적 이익 혹은 손실의 중요한 참조기준점

을 현상유지(status quo)와 같은 지점으로부터 시작하여 결정옵션을 카테

고리화 한다. 이와 같은 카테고리화, 즉 프레이밍은 옵션을 평가하거나 

리스크를 감수하고자 하는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

험회피경향이 있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은 확실하게 100달러를 얻는 것

65) Chris Guthrie et al. Inside the Judicial Mind. 86 Cornell L. Rev.(2000-2001). 이
하 대표적 오류의 예 및 설명은 pp.787-821에서 인용.

66) Hannah Fry, Hello World, Being Human in the Age of Algorithm. W,W. Norton 
& Company, Inc(2018). pp.7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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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200달러를 얻을 50%의 찬스보다 선호하고, 200달러를 잃을 50%의 찬

스를 확실하게 100달러를 잃는 것보다는 선호한다. 소송에서 원고는 합의

를 원하는 위험회피옵션을 선호하고, 피고는 위험감수옵션인 소송을 더 

선호한다. 프레이밍은 실제로 법관에게도 영향을 미치는데, 피고가 합의

에 저항하므로, 합의과정이나 조정과정에서 피고에게 더 유리한 제안을 

하는 것으로 나오고, 법적이론의 발전에 있어서도 물건을 현재 점유하거

나 소유권을 가진 자에게 유리한 결론이 도출된다고 한다.67) 결과론적으

로는, 위와 같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조정이나 합의를 주재할 때에는 경

제적 합리성보다는 공정성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 

    ·사후적 고찰/후견 편향(hindsight bias) : 과거에 일어난 사실의 예견

가능성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을 말한다. 이러한 경향은 판명된 결과가 과

거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업데이트하여 주기 때문이다. 무엇이 예상가능

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평가를 생성하기 위하여 새로운 믿음에 의존하면서

도, 판명된 결과를 안 다음에 자신의 믿음에 생긴 변화를 무시하기 때문

이다. 대개 법적 책임에 대하여 주로 과실 여부를 판단할 때 영향을 미친

다. 홍수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과 같은 경우에, 홍수의 가능성

을 예견가능하고 미리 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 그 

예이다. 그리고 특허의 경우, 특허무효소송에 있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사후적 고찰의 인지적 오류가 발생한다. 특허발명에 

진보성이 있는지 여부는 발명시점을 기준으로 하는데, 특허무효소송의 경

우는 발명시가 아닌 침해시에 제기되므로, 이때, 이미 발명에 대한 상세

한 설명을 알게 된 후, 그 지식을 기준으로 발명시점에 있어서 특허발명

의 진보성이 있었다고 볼 것인지를 판단하므로, 사후적 고찰의 편향에 빠

지기 쉽다고 한다. 경험이 사후적 고찰에 의한 편향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지만, 완전히 제거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대표성 휴리스틱(representativeness heuristic) : 피고인이 유죄일 가

능성에 대한 판단을 할 때, 피고인의 행동(demeanor)과 같이 분석대상인 

증거가 그 카테고리, 즉, 유죄의 가능성에 대한 대표성이 있는 것으로 근

67) Chris Guthrie et al(주 65). p.798.



- 54 -

거 짓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긴장하고 변덕스럽다는 것이 피고

인의 유죄 카테고리에 대표성이 있거나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위 

증거가 유죄의 생산물일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다. 피고인이 평안하게 보

인다와 같이 유죄의 카테고리에 맞지 않은 경우, 사람들은 피고인이 그 

카테고리에 속할 가능성을 낮게 평가한다. 즉 피고인이 무죄일 가능성을 

낮게 평가한다. 대표성 휴리스틱은 문제되고 있는 카테고리가 발생하는 

빈도의 중요성(즉, 기저요율통계, base-rate statistics)을 과소평가하는 오

류를 범한다. 이와 같은 오류를 범하는 이유는 관련통계증거와 같은 경우

는 보통 접근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대신 개별 증거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기저요율통계에 집중하지 않는 것은 역

오류(inverse fallacy)의 문제점을 발생시킨다. 역오류는 주어진 증거에 의

한 가설의 확률(즉,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피고가 과실이 있을 확률)

을 주어진 가설에 의한 증거의 확률(즉, 만일 피고가 과실이 있었다면, 원

고가 부상을 입었을 것이라는 확률)과 동일하거나 가까운 것으로 취급하

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포렌식 전문가가 임의로 선택한 DNA샘플이 

범죄현장에서 발견한 DNA샘플과 일치할 확률이 백만분의 1이라고 증언

한 경우에, 사람들은 피고인이 무죄일 확률 또한 백만분의 1이라고 믿는 

오류를 범한다는 것이다. 맞는 추론은 피고인이 무죄일 확률은 DNA샘플

이 채취된 모집단(population)의 범위와 DNA테스트의 신뢰성에 의해 결정

되는 것인데도 말이다. 대표성 휴리스틱이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위험한 증

거의 예로는 태도증거를 들 수 있다. 성폭력 피해자인지 아닌지에 관한 

범주판단에 있어‘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것은 대표성 휴리스틱이 가져

오는 대표적인 폐해이다.68)

    ·그 외 인지적 오류로 자기중심적 편향(egocentric bias), 과신

(overconfidence),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 등이 있다. 다만, 위와 같은 

오류는 법관에게도 나타나는 오류이긴 하지만, 일반인들에 비해서는 그리 

높은 비율이 아니거나 합의 과정에서 많이 감소될 수 있는 오류이므로 추

가로 더 상세한 설명은 하지 않는다.      

68) 이종엽, 법적 판단에 있어 인지적 오류 극복방안. 사법정책연구원(2020. 3. 31.) 요약본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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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인지적 오류극복을 위하여 제안된 방안들 

    위와 같은 오류를 극복하는 방안들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에 관

하여 다양한 제안이 있다.69) 탈편향전략, 인지적 전략, 환경적 전략으로 

구분한다. 먼저 탈편향 전략으로 동기화 전략(인지적 오류를 회피하고자 

하는 전략), 편향의 인식과 교육, 이유제시(판단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는 

설명책임)를 든다. 그리고 인지적 전략으로는, 데이터 중심의 귀납적 전략

인 bottom-up방식으로 주장과 증거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는데 목적을 두

는 것이 편향을 극복하는 효과적인 판단방식으로 제안된다. 그리고 선형

모델, 대안적 전략 찾기, 반대로 생각하기 등 인지주체 스스로의 인지적 

사고연습을 하는 것을 추천한다. 다음으로 환경적 전략으로는 사례중심의 

정보보다 체계전반적인 정보의 제공, 기술적 도구의 제공을 제안한다. 기

술적 도구의 제공은 바로 AI기술의 이용이다. 재판과정에 AI기술을 적용

하는 것에는 효율성(efficiency or elimination of waste, 효율성 또는 낭비

의 제거)과 균일성(elimination of bias and arbitrariness, 편견과 자의성의 

제거)의 면에서 강점이 있다.70) 즉, AI는 규모와 속도에 있어 여느 인간의 

관료체제가 달성할 수 있는 것을 초과한다.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인간판사나 의사결정 집단이 달성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다량의 사

건을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물론 AI도 알고리즘에 따라서는 실수도 하

지만 기술적으로 도달가능한 정확성의 정도에 따라서는‘인간판사’의 실

수에 따른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전국의 사

건을 동일하게 해결할 수도 있다. 즉, 동일한 알고리즘이 각 관련성 있는 

사건을 처리하므로“좋은”혹은 “동정적인”판사를 끌어냄으로써 발생하

는 자의성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할 수 있다. 나아가 절차적 표준화에 따라 

재판의 의사결정에서 발생하는 인간의 편견을 제거하고자 하는 약속을 실

현할 수도 있다. 이러한 강점에 대응하여, Al는 인간과 달리 감정을 가질 

수 없고, 가치판단을 할 수 없거나 생각을 할 수 없다는 철학적 논쟁이 

있고, 여기에 감정인식을 가능하게 하거나, 동기나 가치를 탑재하는 알고

리즘을 개발하고자 하는 시도도 있지만, 이러한 시도를 합하여, 앞에서 

든 표준화의 강점에 기반한 인간이 빠질 수 있는 인지적 오류에 특화된 

69) 이종엽 위 16-18면.
70) Richard M.Re & Alliica Solow-Nieder Man(주3). pp.255-262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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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알고리즘의 개발은 인지적 편향의 극복이라는 측면에서 진보를 가

져올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위와 같은 인지적 오류 중 특히 법관이 일반

인보다 낫지 않거나 빠지기 쉬운 인지적 오류는 앵커링과 사후적 고찰이

라는 연구결과가 있다.71) 따라서 인지적 오류 중 특히 앵커링과 사후적 

고찰을 위주로 AI기술을 이용한 극복방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3) 단순과실 및 판단누락의 오류 및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판단오류 

포함

    인지적 오류의 종류로 대표적인 4가지 오류를 살펴보았지만, 과중한 

업무 또는 과신, 또는 자기중심적 편향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단순한 

과실이나 누락의 경우도 사실은 법관의 판단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때로는 절차적인 누락 등으로 인하여 한 심

급의 전체 절차가 다시 시작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영역은 절대 피

곤하지 않고, 매뉴얼에 따라 움직이거나 알고리즘에 의하여 움직이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이다. 따라서 아래 2.항에서는 대표적인 

과실로 볼 수 있는 법령적용 또는 판단누락 등과 같은 오류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그리고 법관은 법률의 전문가이지만, 특정 전문기

술에 대하여는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있다. 위와 같이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오는 절차의 지연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AI

기술을 이용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도 추가로 검토한

다. 

2. 법령적용의 과실 또는 판단누락의 오류극복방안

  

  가. 법령의 적용

    일반적으로 법령의 적용의 과실로 인한 오류는 법률의 빈번한 개정, 

과도한 특별법의 제정과 같은 입법시스템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오류 부

분은 아래 화면캡처에서 알 수 있듯이 양형기준시스템에서‘적용법조와 

71) Chris Guthrie et al. Judging by Heuristic-Cognitive Illusions in Judicial 
Decision Making. 86 JUDICATURE 44(2002). P.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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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을 같이 확인할 수 있는 란을 만들어 상당부분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위와 같은 일반적인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없는 특수한 경우의 오류이다.

    가장 최근의 중요한 사건인 2018도14303호 사건에서 대법원은 2019. 

8. 29.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대통령이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 내지 제123조(특정범죄가중법 제2

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하는 경우

에는 그에 속하는 죄와 다른 죄에 대하여 이를 분리선고하여야 함에도 원

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로 판단한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죄와 나머지 

다른 죄에 대하여 형법 제38조를 적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고, 따라

서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

결에 영항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문제된 원

심의 법령의 적용에 관한 판결문 기재는 다음과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23조, 제30조[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단 ① 이 사건 각 재

단 설립․모금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은 재단별로 포괄하여, ② **그
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은 포괄하여, ③ 문예기금 지원심의 등 부
당 개입, 영화 관련 지원배제(별지 범죄일람표 8 연번 1은 제외), 도서 관련 지
원배제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은 모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각 강요의 점, 단 ① 이 사건 각 재단 설립·모금 관련 강요의 
점에서 *** 임직원 및 각 출연기업 출연결정자들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② 
*****그룹에 대한 ******* 관련 강요의 점, **그룹 관련 강요의 점은 각 포
괄하여, ③ ***(**) 관련 강요의 점에서 ***의 채용․전보 및 ***의 채용․전보 
부분은 각 포괄하여, ④ 문예기금 지원심의 등 부당 개입, 영화 관련 지원배제
(별지 범죄일람표 8 연번 1은 제외), 도서 관련 지원배제로 인한 강요의 점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 제30조(각 강요미
수의 점), 형법 제127조,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15조, 형법 제30조(별
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기재 공무상비밀누설의 점), 각 형법 제127조, 제30조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35 내지 47 기재 각 공무상비밀누설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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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의 ***에 대한 승마 지원 관련 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각 특정범죄 가
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30조, 제30조(**그룹의 
영재센터 후원 관련 제3자뇌물수수의 점, **그룹 관련 제3자뇌물수수의 점 및 
**그룹 관련 제3자뇌물요구의 점, 단 **그룹의 영재센터 후원 관련 제3자뇌물
수수의 점 및 **그룹 관련 제3자뇌물수수의 점은 각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① 각 같은 일자의 같은 범행객체 내지 피해자에 대한 직

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강요죄 각 상호간, ② **그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와 강요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상호간, ③ **
그룹의 영재센터 후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강요죄 및 특정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상호간, ④ ***(**)그룹 관련 각 강요미수죄 상
호간, ①에 대하여는 각 형이 더 무거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정한 형으
로, ②, ③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
물)죄에 정한 형으로, ④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에 대한 강
요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각 직

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각 강요죄, 각 강요미수죄, 각 공무상비밀누설죄에 대하
여 각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대하여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형

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그룹의 ***에 대한 승마 지원 관련 특정범죄가중처
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벌금형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그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그런데 공직자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3항 관련하여서는 대법

원 2012. 6. 28. 선고 2012도1546 판결이 있다. 즉, 대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및 주민등록법 위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

된 사안에서,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선거범죄와 그 밖의 죄를 

분리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형법 제38조를 적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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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에 법리오해

의 잘못이 있다고 설시한 것이다. 그럼, 위와 같은 판례가 있음에도 원심

이 이를 놓친 이유는 무엇인지를 분석하면, 이러한 과실을 보완할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이 사건은 공직자선거법 위반 여부가 전혀 문제되지 아니하

였다. 다만 대통령이란 신분이 이 사건에서 기소된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 

형을 따로 선고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범죄사실과 관련된 적용법

조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에도 물론 위 공직선거법 

규정이 기재되지 않았을 것이다. 누구도 주의를 환기하지 않았으므로, 범

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를 기준으로 법령을 적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이 적용법조에 나타나지 않는 법조항의 경우, 판결문 자체

만 작성되고 등록되는 현재와 같은 판결문작성시스템 하에서 그 오류수정

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경우는 없어 보인다. 반면 양형기준시스템의 경

우에도 아래에서 보듯이‘적용법조’란이 있으나, 이는 범죄군, 범죄유형

에 따라 적용가능한 법조항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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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양형기준시스템에서 법률정보시스템으로 가서 법률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기능은 있다. 그럼, 현재와 같이 판결작성시스템, 양형기준시

스템이 분리된 상황에서 앞에서 본 사례에서와 같은 법령적용의 오류를 

개선할 수 있는 기술적 방안이 있을 수 있을까?  

    앞의 중국시스템과 같이 판결문작성시스템에 법률자동푸쉬 기능을 활

용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방법은 첫째, 법령을 적용할 때 법관들이 범하는 모든 오류 사례를 

데이터베이스화한다. 이는 기존의 판결례나 대법원의 판결을 검색하는 것

과는 다른 기능이다. 즉, 1심이나 2심 판결에서 법령적용의 오류로 2심이 

1심을 바로 잡은 사례, 대법원이 하급심의 법령적용을 문제 삼아 파기한 

사례를 독립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한다.

    둘째, 이와 같이 법령의 적용항목만을 데이터베이스화한 것을 기준으

로 선택적 체크리스트 기능을 판결문 내 법령의 적용란에서 관련 법령을 

적을 때 문법검색기능과 같이 법령적용오류 체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검색란을 추가하고, 자동푸쉬 또는 팝업 기능을 

이용하여 제공한다.

    셋째, 앞의 사례와 같이 신분을 기준으로 특별하게 규정한 조항이 있

을 경우에는 위 데이터베이스에 신분카테고리, 범죄행위카테고리, 빈번하

게 발생하는 오류카테고리 등으로 분류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검색기능도 연관검색어 기능을 추가하여 놓친 부분을 리마인드해 주는 것

이 가능하도록 한다.  

    만일 판결문작성시스템 자체의 특성상, 위와 같은 추가기능을 부가하

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양형기준시스템에 기능을 부가하는 방법이 있을 것

이다. 판결문 초안을 법령적용 체크 시 시스템에 업로드하면, AI가 판결문 

초안을 스캔하여 읽어 행위자, 범죄행위에 관련된 정보를 추출한 다음, 

모든 가능한 오류체크리스트를 보여주도록 하는 법령적용오류 자동체크란

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 61 -

  나. 소액사건의 경우 

    다음으로 소액사건의 경우는 영국과 같은 MCOL플랫폼을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나 이에 이르기 전에 현재 시스템의 문제점 중 하나는 

사안의 복잡성이 아니라, 사안은 단순하나 사건의 양이 너무 많아, 이를 

일일이 수동으로 확인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특

히, 금융기관 양수금 사건의 경우는 대부분 공시송달에 기해 진행되는데, 

이때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는 그 종류 및 양식이 전형적이다. 대출약정

서, 원금·이자 등 지급의무 미이행에 관한 서류, 양도양수약정서, 양도통

지 송달증명서 등이다. 대개는 이러한 사건은 금융기관이 서류를 잘 갖추

어오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한 주에 진행하는 수백 건의 사건

의 서류 및 제출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작업을 많은 소액담당법관들이 

직접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많은 사건을 수동으로 분류하

는 과정에서 이를 누락한다거나 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인용판

결을 하는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 예측코딩(predictive coding)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머신러닝기술을 활용하여 관련성/비관련성(relevant/ non-relevant)과 같

은 카테고리화작업을 통해, 작성서류를 모두 완비한 경우와 완비하지 아니한 

경우를 자동분류하여 서류를 완비하지 아니한 경우로 분류된 사건의 경우만 

사건담당자들이 수동으로 확인하여 당사자에게 보완을 명할 수 있는 시스

템을 갖춘다면 기계적인 작업은 기계에게 맡기고, 법관들은 좀 더 다투는 

사건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3. 앵커링 효과의 극복방안

  가. 양형기준 설정 및 양형기준시스템

    형사법 영역에서 앵커링 효과는 형을 결정함에 있어 검사의 구형에 

영향을 받아, 구형량이 높을수록 그에 따라 법관들의 형도 높아지는 오류

를 범하는 경우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기존에 법관의 가치관이나 여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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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정황에 따라 같은 범죄유형이나 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선고형의 차이가 

많이 나는 등 양형의 편차가 많이 났었고, 이러한 편차를 줄이기 위해 법

원조직법 제86조의 2에 기해 양형위원회설립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에 기해 대법원산하 양형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양형위원회는 각 기마다 

양형기준 설정대상 범죄군을 정하고, 각 범죄군마다 적용대상범죄를 선정

하였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모든 범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있는 것은 

아니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도 선거범죄를 제외하고는 벌금형

을 선고하는 경우, 살인미수를 제외하고는 미수범의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있지 않다. 법원조직법은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을 설정할 때 지

켜야 할 4가지 원칙과 8가지 고려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4가지 원칙은 

‘① 범죄의 죄질, 범정(범정) 및 피고인의 책임의 정도를 반영할 것, ② 

범죄의 일반예방과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사회복귀를 고려할 것, ③ 같

은 종류 또는 유사한 범죄에 대해서는 고려하여야 할 양형 요소에 차이가 

없으면 양형에서 서로 다르게 취급하지 아니할 것, ④ 피고인의 국적, 종

교 및 양심,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양형상 차별을 하지 아니할 것’이

다. 그리고 양형기준 설정시 고려사항으로는‘① 범죄의 유형 및 법정형, 

② 범죄의 중대성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사정, ③ 피고인의 나이, 

성품과 행실, 지능과 환경, ④ 피해자에 대한 관계, ⑤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⑥ 범행 후의 정황, ⑦ 범죄 전력, ⑧ 그 밖에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들고 있다. 

    위와 같은 원칙과 고려사항 하에 만들어진 양형기준시스템 하에서의 

양형결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진다.72) 양형기준 적용사례로 예시

가 된 범죄(피해자의 가게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피고인은 딸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늦은 밤에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가게에 침입하여 금고

에 보관 중이던 현금 26만 원과 식재료를 훔침.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

는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음)를 기준으로 하면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① 범죄유형의 결정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로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

72) 양형위원회, 2020 양형기준. 양형위원회(2020. 6.). 660면-6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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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있다. 방치물 등 절도, 일반절도, 대인절도, 침입절도이다. 침입절도는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

입하여 행하는 절도를 말한다. 따라서 위 예시에 든 사례는 일반절도의 

유형 중 침입절도에 해당한다.

   ② 권고영역의 결정 : 양형인자는 다양한 양형인자의 기본적인 성격

(행위인자, 행위자인자/기타인자), 책임의 경중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가중

인자, 감경인자), 그 정도(특별양형인자, 일반양형인자)로 구분된다.73) 양형

기준은 양형인자를 먼저 감경인자와 가중인자로 구분한 다음, 양형에 미

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로 나누어 이를 다

시 행위인자와 행위자/기타인자로 세분하고 있다.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의 특별양형인자는 감경요소와 가중요소로 행위/행위자와 구분하여, 행위

인자 중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는 감경요

소로 분류하였다. 이 사건에는 특별감경인자가 2개 존재하여 감경요소가 

큰 경우이므로 3단계 권고형량범위인 기본, 감경, 가중영역 중 감경영역

에 해당한다. 별지 3 양형기준산정표를 보면 기본, 감경, 가중, 특별가중, 

특별감경의 영역이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형량범위의 결정 : 침입절도의 경우, 감경영역은 8월에서 1년 6월, 

기본은 1년에서 2년 6월, 가중영역은 1년 6월에서 4년으로 정하여져 권고

형량을 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이와 같은 형량범위는 양형실무에 대한 통

계분석을 기초로 원칙적으로 종전 양형실무의 70% 내지 80%를 반영하여 

형량범위를 정하였으나, 양형실무에 대한 개선의견이 높고, 보다 엄정한 

양형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범죄 및 법정형이 상향 조

정된 범죄에 관해서는 적절한 규범적 조정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74) 

위 사례에서 감경영역의 형량범위는‘8월-1년 6월’이나 특별감경인자가 

2개 존재하므로‘특별조정’으로 형량범위의 하한의 1/2까지 감경하여, 

형량범위는‘4월(=8월 x 1/2)-1년 6월’이 된다. 

73) 위 665면에서는 양형인자를 위와 같이 구분한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
다. “양형인자를 수치화, 계량화할 경우 양형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반면, 다양한 
양형인자를 일률적으로 취급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고 양형결정과정이 획일
화됨으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타당한 양형을 실현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양형위원회는 다양한 양형인자를 구분함으로써 양형인자를 수치화 또는 계량화하지 않으
면서도 양형인자와 양형의 상관관계를 양형기준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양형의 객관적인 
논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74) 위 책자 6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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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선고형 결정 : 결정된 형량범위 ‘4월-1년 6월’의 범위 내에서 특

별양형인자(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와 일반

양형인자(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한다.

   ⑤ 형의 집행유예 여부 결정 : 형의 집행유예에도 주요참작사유, 일반

참작사유로 구분되어, 부정적 사유와 긍정적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이 

사안은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가 2개(생계형 범죄, 형사처벌 전력 없음) 존

재하므로, 집행유예를 권고하는 것이 양형기준시스템의 결론이다. 

    법원조직법 87조의 2 제1항 단서에 규정하였듯이 위 양형기준은 권고

적 효력을 가짐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급적 법관은 이를 존중

할 의무가 있다. 위 양형기준으로 양형의 극단적인 차이는 줄어든 효과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긴 해도 권고된 형량의 범위가‘4월-1년 6월’이

므로, 형이 중한 경우에는 권고형량의 범위의 간격이 더 클 수도 있다. 별

지 3에 예시된 범죄의 경우는 권고형이 2년 6월에서 5년 사이이다. 이 정

도의 간격도 재판을 받는 피고인에게는 큰 불이익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양형기준안이 마련되고, 양형기준시스템이 권고형을 계산하여 

법관에게 추천한다고 하여, 앵커링 효과라는 인지적 오류에서 아주 자유

로워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여전히 검사의 구형이 법관에게 미치

는 영향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사실, 검사의 구형은 양형에 관한 의견진술에 불과하여 법원이 그 의

견에 구속된다고 할 수 없고, 심지어 검사가 양형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

지 않았다고 해도 이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5225호 판결)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구형이 의미를 갖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361조

의5 제15호가‘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를 규정

하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는‘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

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

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를 상고이유로 규정하고 있어 검사의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된 경

우에는 검사는 언제든 항소, 상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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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구형을 앵커로 하여 선고형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검사의 구형에 영향을 받지 않고 평균양형에 따라 선고형을 정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양형기준시스템에서 정하는 권고형 범위 내에서 

재량적으로 결정하면 언제든지 양형부당 사유에 해당되지 않게 될 것인지

는 불분명하다. 권고형의 범위 내이더라도 평균양형의 범위 내라면, 적어

도 구형에 의한 영향에서는 벗어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기준 

자체가 이미 통계적 기준에서 정한 것인데, 이에 기하여 다시 평균을 정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가 문제될 수도 있다. 하지만, 양형기준은 그 기준

이 수시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때 그때 일어나는 시대적 변화나 

범죄에 대하여 가지는 국민적 법감정을 그대로 즉시 반영한다고 보기 어

려운 측면이 있다. 일단 우리 양형기준시스템은 아래 화면에서 보듯이

‘양형판결문’을 검색할 수 있도록 따로 검색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일일이 판결문을 검색하여 개별 사건을 살펴본 다음에 자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불편함은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검색할 판결문의 분

류를 세분화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한다. 즉, 범죄유형, 특별양형인자, 일

반양형인자, 집행유예인자, 행위인자, 행위자인자 별로 사례를 카테고리화

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앞의 중국 법원의 사

례에서 보듯이, 평균양형의 기준에서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알려주는 기

능의 개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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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유사한 사례에 나타난 평균양형의 검색도 당해 사건에서 검사

가 구형하는 양형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판단자료는 되지 않을 수도 있으

므로, 검사의 구형의 평균자료도 데이터베이스화할 수 있으면, 특정사건

에서의 검사의 구형이 특정목적에서 비롯된 것인지, 평균적인 양형기준을 

반영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검사의 구형이 미칠 앵커링 효과에 관하여만 논의하였지

만, 검사의 구형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양형기준이 양형위원회의 활동기간에 따라 개별적으로 범죄군이 정

해지고 있어 전체 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의 완성이 언제 완료될지 알 수 

없는 점이 있다. 특히 성범죄 양형기준의 경우는 2009년 의결된 이래로 

2013. 4. 22. 수정되어 시행되어 오다가 2020. 5. 18. 재수정되어 2020. 7. 

1. 시행되고 있다. 더구나 현재 양형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법원의 양형에 대해서는 여론의 강

한 비판을 받고 있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7년 기간 동안 변화가 없었

다는 것인데, 그 사이에 사회는 급격히 변화하고 성범죄의 유형은 다양화

하고 더 치밀해져 갔음에도 이런 변화를 반영하는 통로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의 구형을 사회의 변화 또는 여론의 반영이라는 측면에

서 접근해 가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앵커링 효과에서 앵

커를 어느 기준에 둘 것인지 여부를 적절히 자각하면서 오류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75) 

  나. 교통사고 등에서 손해배상 발생의 전제로서의 과실

    교통사고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이다. 대부분의 경미한 사고는 보

75) 배심원 재판이 주인 미국의 경우에는, 특히 검사의 구형에 의한 앵커링 효과에 대한 피
고인 변호인의 방어방법이 많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전략으로는 무시하는 방법도 
제안되지만, 그보다는 이를 지적하고, 다른 양형을 제시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즉, Identify strategy라는 것인데, ‘검사가 구형하는 형량 즉, 3년, 5년과 
같은 높은 형은 심리학적인 manipulation이다’라고 지적하고, ‘적절한 양형은 3월부터 6
월 사이이다’라며 다른 양형을 제시하는 것이 앵커링 효과에 대한 경고와 주의를 촉구하
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Bradley D. McAuliff et al. All Anchors are Not Created 
Equal: The Effects of Per Diem versus Lump Sum Requests on Pain and 
Suffering Awards. 34 Law & Hum.Behav.164 pp.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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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회사의 보험처리 단계에서 합의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여전히 

법원에는 보험회사가 보험처리를 한 다음, 상대방 보험회사 또는 가해자

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사건이 많다. 상해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는 

후유장애율, 일실손해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소송이 필요하지만, 그 외의 

대물손해, 대인손해 중 치료가 종결된 경우와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과실

비율 때문에 다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안을 위해서 각 

사례를 사고의 유형별로 분류하고, 각 유형에 따른 과실비율을 수치화하

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수취화에 따른 시스템을 따로 마련하고, 사고

현장에 관한 보고서, CCTV카메라를 분석하여 사고의 유형에 따라 분류된 

영역으로 사건을 자동분류한다. 분류된 사건에 대하여 과실비율을 자동분

석하여, 각 과실비율에 따른 손해액을 자동계산한다. 자동계산된 금액에 

따라 이를 원, 피고에게 제시하고, 불복 또는 인정 여부에 따라 사건을 소

송 또는 조정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한다. 중국법원이 도입한 시스템 중에

서 과실비율이 통상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경고를 하는 기술이 채택된 것

은 참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방법으로는 법원의 소송에 오기 전에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서 먼저 이러한 시스템에 의한 조

정을 먼저 권유하도록 하는 것이 소송의 증가를 막는 방법이지만, 법원에

서의 소송의 경우에도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계분석에 따른 평균과실율의 계산은 원고 또는 피고 등 가해당사자

의 선제적인 과실비율 제시에 따른 앵커링 효과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

다. 

4. 사후적 고찰의 극복방안

  가. 사후적 고찰과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

    특허는 발명과 특허권 등록, 그리고 침해행위가 시차를 두고 일어난

다. 특허발명이 진보성을 결하여 무효가 될 수 있는 경우, 침해자가 자발

적으로 특허등록무효심판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대개는 특허권자가 침해

자를 특정하여 침해행위 중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할 때, 이에 대한 방어로

서 무효항변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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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소송이나 심판에서 특허가 출원 시점에 그 분야에 일반적 지식

을 갖고 있는 당해업자가 선행발명이나 주지발명에서 쉽게 발명을 할 수 

있었는지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이때 사후적으로 특허발명의 기술내용

과 배경지식을 알고 판단함으로서 사후적으로 고찰하게 되는 인지적 오류

에 쉽게 빠진다. 따라서 이러한 사후적 고찰의 주된 내용을 먼저 살펴보

면 그 오류의 원인을 알 수 있고, 그러한 원인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하, 아래 나.항에서 주로 우리나라 

판례의 태도와 사례를 살펴보고 아래 다.항에서 기술적 방안을 제안한다. 

  나. 판례의 태도와 사례

    1) 판례의 태도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할 때, 적어도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 및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하여 파악한 다음, 이를 기초로 하여 통

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 경우 진보성의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

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후 2184판결).

    어느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

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함

에 있어서는 청구항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분해한 후 각각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들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만을 따져서는 안 되고, 특유의 과제 해

결원리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아야 할 것이며, 이 때 결합된 전체 구성으로서의 발명이 갖는 특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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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특

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

합하면 당해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동기 등이 선행기술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

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그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은 부정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3284 판결).

    위와 같은 판례의 태도를 사후적 고찰과 관련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의한다. (2) 통상의 기술자를 기준

으로 한다. (3) 진보성의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

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그 특허발명의 진

보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구항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분해한 

후 각각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들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만을 따져서는 안 

되고, 특유의 과제 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아야 할 것이며, 이 때 결합된 전체 구성으로서

의 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5) 그리고 여러 선

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인용

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당해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

동기 등이 선행기술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당해 특허

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그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

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진보성이 부정된다. 

    2) 사례

    구체적으로 하급심 판결과 대법원 판결이 진보성 판단을 다르게 한 

사례를 살펴보면, 진보성 판단에 있어 빠지기 쉬운 오류의 유형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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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후12004 판결

      문제된 고안은“홀 아이씨(Hall IC) 구동용 차폐자석이 구비된 휴대

폰 케이스”에 관한 것인데, 그 중 제1항의‘전면 및 후면, 일측면을 감

싸는 형태의 구성’과‘자석을 통해 휴대폰의 홀 아이씨에 자력신호를 보

내 휴대폰을 제어하는 구성’은 선행고안 1과 공통된다. 그러나 선행고안 

1은 휴대폰 케이스가 후면부 뒤로 젖혀질 수 없는데 비하여 이 사건 제1

항 고안은 후면부 뒤로 젖혀질 수 있고(차이점 1), 선행고안 1은 차폐기능

이 없는 자석을 사용하나 제1항 고안은 영구자석과 요크를 매개로 구현되

어 자력 차폐기능이 있는 차폐자석을 사용한다는 차이점(차이점 2)이 있

다. 한편 차이점 1은 뒤로 젖혀지는 형태의 휴대폰 케이스인 선행고안 3

에 나타나 있고, 차이점 2는 차폐자석 그 자체인 선행고안 2에 나타나 있

다. 

      그런데,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그 청구범위를 뒤로 젖혀지는 구성

으로 한정하여‘휴대폰 케이스 전면부의 휴대폰에 내장된 홀 아이씨와 대

응되는 지점에 차폐자석을 사용함으로써 휴대폰 케이스의 전면부를 후면

부 뒤로 젖힘에 따라 발행할 수 있는 센서의 오작동 방지’를 기술적 과

제로 한다. 반면, 선행고안 1은 휴대폰 케이스가 닫혀 있을 때 외부 압력

으로 휴대폰 키입력부가 눌려져 휴대폰이 켜지는 등의 오작동을 방지하는 

것을 기술적 과제로 하여, 물리적 자극이 아닌 자력과 자력에 대한 홀센

서의 반응만으로 그 작동을 조절하는 것을 해결수단으로 한다. 그리고 선

행고안 3은 휴대폰의 구동과는 무관하게 휴대폰 자체를 물리적으로 보호

하기 위한 케이스이고, 선행고안 2는 전기전자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는 

차폐자석이다. 

      이러한 선행고안들의 내용에 이들을 결합할 동기나 암시가 나타나 

있지 아니하고, 선행고안 1, 2, 3 외에 전자제품에 차폐판 또는 요크를 사

용한 자력 차폐기술이 나타나 있는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통상의 기술자가 영구자석과 요크를 일체화한 차폐자석을 휴대폰 케이스

에 쉽게 적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선행고안들의 결합이 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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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보아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진보성을 부인한 원심의 판단은 진보성

의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2016. 11. 25. 선고 2014후2184 판결

      이 사건 발명은‘열 저장팁을 구비한 디스펜서’에 관한 것이다. 

이 사건 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 발명의‘하우징에 결합되고, 금속 또는 

세라믹을 포함하고, 제품을 표면에 인가하기 위한 인가면을 구비하는 열 

저장 팁’구성은 원심 판시 비교대상발명 1의‘튜브용기(10)에 결합되고, 

제품을 표면에 인가하기 위한 경사면(121)을 구비하는 실리콘팁(120)’에 

대응한다. 이들 구성은 열 저장 팁과 실리콘팁이 모두 하우징이나 튜브용

기에 결합되고, 제품을 표면에 인가하기 위한 인가면 또는 경사면을 구비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열 저장 팁은 금속 또는 세라믹을 포

함하는 것임에 비하여, 비교대상발명 1의 실리콘팁은 실리콘을 재질로 하

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피부에 

냉기 또는 온기를 인가하여 통증이나 불편한 느낌을 완화할 수 있는 디스

펜서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열을 저장 및 전

달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진 금속 또는 세라믹 재질의 열 저장 팁을 그 해

결수단으로 채택한 것인데, 비교대상발명 1에는 이러한 기술적 과제 및 

그 해결원리에 관한 기재나 암시가 없다. 또한 비교대상발명 1은 입술에 

립스틱 또는 립글로스를 바를 때 손가락으로 바르는 듯한 부드러운 느낌

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술적 과제의 하나로 삼고 있는데, 비교대

상발명 1에서 실리콘팁의 재질을 피부에 이질감을 제공하는 금속 또는 세

라믹으로 변경하는 시도는 이러한 비교대상발명 1의 기술적 과제에 반하

는 것이거나 비교대상발명 1 본래의 기술적 의미를 잃게 하는 것이 되어 

쉽게 생각해내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금속 또는 세라믹 

재질의 열 저장 팁에 관한 구성이 나머지 구성들과 유기적으로 결합함으

로써 피부에 냉기 또는 온기를 인가하여 통증이나 불편한 느낌을 완화할 

수 있게 되는 특유한 효과를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효과는 비교대상발명 

1로부터 예측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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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된 발명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는 한, 통상의 기술

자가 비교대상발명 1로부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열 저장 팁을 쉽게 도

출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그러한 사후적 판단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종속항인 이 사

건 제2항 내지 제9항 발명 역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제10항 및 제17항 발명은 피부에 냉기 또는 온기를 인가하

여 통증이나 불편한 느낌을 완화할 수 있는 디스펜서를 제공하는 것을 기

술적 과제로 하고 있는데, 원심 판시 비교대상발명 2는 화장품이나 약품

의 분자운동을 활발하게 하여 화장품이나 약품이 피부에 효과적으로 흡수

될 수 있도록 하는 이온 펄스기를 제공하는 것을 기술적 과제로 하고 있

으므로, 양 발명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다르다. 이 사건 제

10항 및 제17항 발명의 열 저장 팁은 열을 저장 및 전달할 수 있는 특성

을 가진 금속 또는 세라믹 재질로 이루어져 있어 피부에 냉기 또는 온기

를 인가하여 통증이나 불편한 느낌을 완화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이에 

대응하는 비교대상발명 2의 헤드는 화장품이나 약품에 전류를 인가하여 

화장품이나 약품이 피부에 효과적으로 흡수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이

들 구성은 기능이나 작용효과에서도 차이가 있다. 비교대상발명 2로부터 

이 사건 제10항 및 제17항 발명의 열 저장 팁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발명 2에서 전류를 공급하기 위한 배터리 등과 같은 구성들을 생략하

여야 하는데, 비교대상발명 2는 배터리로부터 인가된 전류가 헤드를 통해 

커버로 통전되도록 하여 화장품이나 약품이 피부에 효과적으로 흡수될 수 

있게 하는 것을 기술적 특징으로 하는 것이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

상발명 2에서 전류를 공급하기 위한 배터리 등과 같은 구성들을 생략하는 

것을 쉽게 생각해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된 발명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는 한, 통상의 기술

자가 비교대상발명 2로부터 이 사건 제10항 및 제17항 발명의 열 저장 팁



- 73 -

을 쉽게 도출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그러한 사후적 판단은 앞에서 본 

것처럼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제10항 및 제17항 발명의 진

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제10항 및 제17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종속항인 이 사건 제11항 내지 제

16항, 제18항 내지 제21항 발명 역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다) 2020. 1. 22. 선고 2016후2522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간단한 구조를 이용하여 롤형태의 방충망을 

프레임에 안정적으로 고정시킬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쉽게 분리할 수 있

는‘롤방충망의 록킹구조’를 제공하기 위한 발명이다. 이를 위해 이 사

건 제1항 발명은 슬라이딩 도어에 고정 결합된 록킹부와 전후 방향으로 

이동공이 관통하여 형성된 지지부재(41), 이동공에 전후 방향으로 슬라이

딩 가능하게 장착되고 전면에 걸림홈(45)이 형성된 슬라이더(44), 전후 방

향으로 개방된 프레임(10)의 타측에 형성되고 슬라이더가 배치되는 후방

향으로 절곡되어 걸림홈에 선택적으로 삽입되는 걸림부(49)를 갖추고 있

다. 또한 슬라이더는 슬라이딩 도어의 슬라이딩 방향에 대해 수직 방향인 

전후 방향으로 이동하여 걸림부(49)와 결합하게 되는데, 슬라이더의 양측

에 돌출 형성된 가이드돌기(46)가 이동공의 양측에 형성된 가이드홈(43)에 

삽입되어 안내되는 구성을 갖추고 있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걸림부는 

프레임의 타측에 형성되어 있는데 반해, 선행발명 1의 록 결합부(38)는 안

내용 레일 하단부의 양측에 형성되어 있고(이하‘차이점 1’이라 한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슬라이더는 지지부재 내 형성된 이동공 내에서 전

후로 이동되도록 결합되어 있는데 반해,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인 록 바

(21)는 핸들(12)의 측면에서 삽입되어 결합되도록 되어 있을 뿐, 위와 같은 

결합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다(이하‘차이점 2’라 한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프레임이 ‘□’자 형상이어서 프레임의 타

측이 존재하고, 프레임의 타측에 형성되는 걸림부가 록킹부의 슬라이더의 

걸림홈에 삽입되어 걸리는 구조이다. 반면 선행발명 1은 놉(24)과 핸들(12)

이 프레임의 타측에 대응하는 위치에 있을 뿐 프레임을 ‘□’자 형상으

로 만들기 어렵고, 선행발명 1의 록 결합부(38)는 안내용 레일(15)의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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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 각각 위치하고 있으나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같은‘프레임’의 양측 

하단과 동일한 구성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타측 프레임

은 슬라이딩 되지 않는 구조이지만, 선행발명 1의 놉(24)과 핸들(12)은 슬

라이딩 되므로 구조가 다르고, 선행발명 1의 레일 부품을 연결해서 이 사

건 제1항 발명의 타측 프레임처럼 일체화하기 위해서는 핸들의 측면으로 

록 바(21)를 삽입하는 구조를 구현하기 어렵게 된다. 선행발명 1로부터 차

이점 2를 극복하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슬라이딩 도어(20), 지지부재

(41) 및 슬라이더(44)의 결합 구성’을 도출하려면, 선행발명 1에서 길이 

방향으로 내강(13)과 슬릿(17)을 가진 핸들(12)의 채널형 구조와 내강(13)에 

록 바(21)가 길이 방향으로 조립되는 방식을 버리고, 이 사건 제1항 발명

의 슬라이딩 도어(20)에 지지부재가 고정되는 구조를 채택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걸림홈(45)은 슬라이더(44)의 누르는 부분의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데,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인 놉

(24)과 록 리브(22)는 핸들(12)의 슬릿(17) 사이로 돌출되도록 동일한 높이

에서 다른 횡방향 위치에 배치될 뿐,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대응되도록 

록 리브(22)를 놉(24)의 아래 부분에 배치하게 되면 핸들(12)의 슬릿(17)에 

끼우기 어렵게 된다. 선행발명 2, 3에‘가이드 돌기(46)와 가이드 홈(43)의 

결합으로 슬라이더의 전후 방향 슬라이딩이 안내되는 구조’가 나타나 있

으나, 이를 선행발명 1과 결합하기 위해서는 핸들(21)에 길이 방향으로 삽

입되는 록 바(21)의 연결 구조를 대폭적으로 변경해야 한다. 

      선행발명들에 그러한 암시와 동기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에

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

로 판단하지 않는 한 통상의 기술자라 하더라도 선행발명 1과 선행발명 2 

또는 선행발명 3의 결합에 의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위 구성을 쉽게 도

출할 수 없다. 또한 선행발명들을 결합하더라도 단순한 구조의 록킹부가 

프레임의 타측에 형성된 걸림홈에 잠금 또는 해제되도록 하여 간단한 구

조로 방충망을 견고하게 고정시키고, 쉽게 분리시키겠다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작용효과가 쉽게 예측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선행발명 1과 

선행발명 2 또는 선행발명 3의 결합에 의해 차이점 1, 2를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

는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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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발명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한 종속청구항인 이 사건 제3, 

4항 발명도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선행

발명들에 의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라)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후10800 판결

      제2항 정정발명은 시청자 반응도 조사 프로그램부, 시청자 반응도 

처리 서버부 등을 통해 인터넷 방송에서 제공되는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방송국과 시청자에게 그 결과를 

제공하는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원심 판시 선행발명 1은“인터넷 환경을 

이용한 실시간 쌍방향 티브이방송 시스템”에 관한 발명으로, 시청자가 

TV를 시청하다가 별도의 개인용 컴퓨터를 통해 웹사이트에 접속하고, 웹

사이트에 게시된 사전 질문지에 응답하면 응답 결과가 방송시스템으로 전

송되어 TV에 표시되는 구성이 나타나 있다. 그렇다면 제2항 정정발명을 

이루는 주요구성인‘인터넷을 이용한 시청자 반응도 조사와 이를 방송화

면에 반영하는 구조’는 선행발명 1에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고, 인터넷을 

통한 쌍방향 정보전달이라는 기술사상도 공통된다. 다만 제2항 정정발명

은 방송과 시청자 반응도 조사 프로그램 모두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반면, 선행발명 1은 시청자 반응도 조사만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고 TV 

방송은 공중파 등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하지만 선행발명 1

에서는 공중파 등을 이용한 TV 방송과 인터넷을 이용한 반응도 조사의 

전송방식이 달라서 그런 것일 뿐, 인터넷 방송 기술이 도입된 상황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선행발명 1에 나타난 인터넷을 통한 시청자 반응도 

조사를 도입하는 데 어려움은 없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선행발명 5에는 

인터넷 강의 영상과 채팅창이 컴퓨터 화면에 동시에 표시되어 수강생들이 

강의에 대한 의견을 즉시 표시할 수 있는 구성이 나타나 있을 뿐만 아니

라, TV 시청자들의 반응을 조사하고 이를 반영하며 시청자들과 공유하는 

쌍방향 소통 방법은 이전부터 존재했던 것이므로, 선행발명 1과 선행발명 

5를 결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제2항 정정발명은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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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 방송과 인터넷을 통한 시청자 반응도 조사를 통합하는 기술적 수단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들이 함께 이루어진다는 관념만을 제

시하고 있을 뿐이므로, 선행발명 1과 선행발명 5를 결합하려면 선행발명 

1의 설계를 변경하여 인터넷으로 통합해야 하는 등의 기술적 어려움이 있

다는 사정을 제2항 정정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고려할 필요도 없다. 제2항 

정정발명은‘사전 질문지’없이 시청자가‘반응키’에 미리 설정된 고유

의 반응신호를 선택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는 반면, 선행발

명 1에서는 시청자가 TV를 시청하다가 웹 사이트에 접속하여‘미리 설정

된 질문’에 대해 응답하게 된다. 하지만 제2항 정정발명에서도 사전에 

어떤 질문인지를 알려주어야 시청자가 미리 입력된 반응키에 따라 답변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사전 질문지의 유무’가 양 발명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선행발명 6에는 제2항 정정발명의‘반응키’에 대응

하는‘일련의 아이콘들에 선택 목록이 미리 할당된 구성’이 이미 나타나 

있기도 하고, 이러한 요소를 도입하는 데에도 어려움은 없다. 또한 실시

간으로 시청자들의 호응 정도를 체감할 수 있는 효과는 실시간 쌍방향 소

통이 가능한 인터넷의 속성에 의한 것으로서 선행발명 1에도 나타나 있

고, 반응키를 통한 신호로서 데이터 부하를 최소화한다는 효과는 채팅 프

로그램 대신 미리 답변을 정한 시청자 반응 조사 프로그램을 사용함에 따

라 당연히 예상되는 효과에 불과하다. 결국 제2항 정정발명은 종래의 인

터넷을 이용한 시청자 선호도 조사방법을 인터넷 방송에 단순히 전용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구현하는 기술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도 아니므

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제5항 정정발명은 시청자 반응

도 조사 시스템의‘반응도 처리 서버부’에서 시청자로부터 받은 반응신

호를 수신하고, 이를 분석하여 통계 결과를 얻은 후 이를 방송 영상과 함

께 송출하기 위하여 그래픽 처리를 하는 구성에 관한 것인데, 앞서 살핀 

것과 같이 인터넷 방송과 인터넷을 통한 시청자 반응도 조사의 결합 자체

는 용이하다. 그리고 선행발명 1 역시 시청자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보여

주기 위한 것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막대그래프로 보여주는 도면이 첨부되

어 있고, 투표 결과를 분석하여 그래픽 처리하는 것은 주지관용기술인 점

을 고려하면, 제5항 정정발명 및 그 종속항으로서‘반응도 처리 서버부는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다수의 시청자 의견을 그래픽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

록 송출한다’는 구성이 추가된 제6항 정정발명의 진보성 역시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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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도 원심은, 선행발명 1은 인터넷 방송에 필요한 기술이 아닌 

반면 선행발명 5는 인터넷 방송기술이어서 그 결합이 용이하지 않다거나, 

선행발명들과 주지관용의 기술들을 결합한다고 해도 위 각 정정발명을 용

이하게 도출하기는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위 각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부

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특허발명의 진보성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

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다. 시스템 개발의 제안

    1) 발명의 검색, 유사성,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프로그램

    리걸앱이라고 부를 수 있는 프로그램 중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이 바로 

특허에 관한 것이다. Lex Machina가 이에 해당한다. 선행발명의 검색, 분

석, 그리고 진보성있는 발명의 예측 또는 발명의 등록가능성 예측이라는 

구조가 AI의 특성에 제일 맞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말로 이루어지는 계약

과 달리, 컴퓨터로 분석가능한 기술을 다루는 영역이므로 당연하게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가) 선행발명(등록된 발명, 출원된 발명) 검색 프로그램 

      각 국 특허청에서 검색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USPTO, 한국은 KIPRIS 등이다. 그 외 개별회사들 중 Google Patent, 

FreePatentsOnline 등이 거론되나, 검색뿐만 아니라 등록과정, 분석과정, 

침해업체 특정 등 전체적인 Portfolio를 제공하는 업체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Derwent World Patents Index는 모든 특허기록에 대하여 이를 분석, 

요약하고 이를 수동으로 인덱스하여 저장하여, 검색을 쉽게 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76) ThemeScape라는 프로그램은 Mapping, 

Clustering, K-means, Force-Directed Placement, Cosine similarity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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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각 등록된 특허를 분석해 이를 map의 형태로 그래픽화하여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 발명의 진보성 판단은 전체 등록된 특허를 대

상으로 하므로, 국제특허출원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선행발명의 범위의 

양은 엄청나므로 이를 단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엔진을 제

공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검색시스템은 사후적 판단의 자

료로서도 활용되기 때문에 이때 적용되는 기술은 제안하고자 하는 시스템

의 전제가 된다. 아래 그림은 FreePatentOnline이 제공하고 있는 특허검색

의 항목분류이다.77) 

      Google의 경우는 2006년부터 www.google.com/patents에서 미국특허

청(USPTO), 유럽특허청(EPO)의 데이터베이스(public domain)에서 특허등

록, 공개특허 등의 페이지를 스크롤링(scrolling)하고, 특정 부분을 줌인

(zooming in)하는 방법으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고, 검색어와의 관련성에 

따라 특허결과를 랭킹함으로써 검색, 특정,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76) https://clarivate. com/derwent/solutions/derwent-world-patent-index-dwpi/
77) https://www.freepatentol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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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78) 특히‘Prior Art Finder’라는 tool을 제공하고 있는데, 출원 시점

을 기준으로 하여, 특허의 택스트에서 핵심문구(key phrase)를 특정하고, 

이를 검색어와 결합한 다음, Google Patents, Google Scholar, Google 

Books 그리고 나머지 웹으로부터 찾아낸 관련 결과를 제공한다.79) 

      Google의‘Prior Art Finder’는 그 결과를 단순 나열하는 것에 반

하여, Inquartik는 선행발명을 선행발명에서 인용된 발명, 선행발명의 후속

기술, 후속기술의 선행발명으로 구분하여 6단계의 선행발명 결과를 제시

하여 주고 있고,‘Semantic Prior Art’는 미국, 유럽, 일본, 중국, 한국 그

리고 WO(국제출원)의 자료로부터 300개의 선행발명을 발명의 청구항과 

요약 부분의 관련성에 따라 랭크된 바에 따라 검색결과를 알려준다.80)

 나) 발명의 등록 예측 프로그램 : LexisNexis는 특허심사관도 심사단계에

서 발명허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예측분석(Predictive analytics)을 사용

한다는 전제하에, 심사관의 발명등록허가비율, 검사타임라인, 계류 중인 

RCEs(Request for continued examination)의 수와 기술유닛(art unit)에 관

한 정보를 제공하여 발명신청의 등록가능성에 대한 예측을 제공하는 프로

그램인 LexisNexis Patent Advisor를 개발하였다.81) 다만, 구체적인 알고리

즘이나 사용된 기술에 대해서는 정보를 얻을 수 없다. 

  다) 유사성 분석 프로그램 : Teqmine은 분석을 원하는 특허(input)를 스

캔하여 시스템에 업로드하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특허와 비교하여 

‘Similarity index’를 할당하여 비교특허가 분석을 원하는 특허와 얼마나 

유사한지,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사성 96% 등으로 설명하여 준

다. 웹사용자는 웹어플리케이션 내에서 다른 분석을 할 수도 있고, 외부

의 툴을 이용해서도 분석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82) 

78) Alireza Noruzi, Google Patents : The Global Patent Search Engine. 
http://www.webology.org/2014/v11n1/a122.pdf.

79)  Alireza. 위 p.2.
80) https://helpcenter.inquartik.com/hc/en-us/articles/360040113991-What-is-in-QI/
81) https://www.exisnexisip.com/products/patent-advisor/examiner-time-allocation-eta/
82) https://teqmine.com/products-and-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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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침해분석 프로그램 : 침해 분석의 경우는 특허발명의 종류가 다

양하여 일률적으로 하나의 프로그램만으로 특허침해를 분석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고, 각 특허분야에 따라 다른 분석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프트웨어의 경우는 프로토콜 분석기로 버스 

프로토콜 조사, 전력소비를 측정하는 도구, 펌웨어 모듈 추출과 분해, 분

해된 코드의 정적해석을 하는 도구인 IDA Pro83) 등 다양한 도구를 사용

하고 있다.84)

83) source code를 assembly code로 번역하는 프로그램이다. 컴퓨터의 bug도 찾아낸다. 
https://www. hex-rays.com/products/ida/

84) https://www.techpats.com/patent=services/patent-infringement-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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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선행발명의 분류와 주지발명 등의 분류(데이터베이스의 구성)

    앞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기술인 선행기술의 검색, 유사성 분석, 그

리고 침해분석은 각 발명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것

이다. 이러한 모든 기술은 분석하고자 하는 특허 자체의 내용을 전제로 

한다. 즉, 현재 무효로 하고자 하는 특허의 내용을 안 상태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판례의 태도에 의하면, 현재 무효 

여부가 다툼이 되고 있는 특허의 경우, 특허청구범위는 분석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어도, 명세서의 기재 내용은 이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특허의 분쟁절차에서 특허의 무효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검색한 

선행기술을 활용하여 선행기술을 결합하면, 지금 문제되고 있는 특허발명

은 당해 업계에서 통상적인 지식을 가진 자라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

고 주장할 것이다. 그럼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한 선행발명에 한정하여서 

용이발명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후적 고찰의 오류를 극복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는 전체 모든 선행발명의 데이터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

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머신러닝 기술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학습을 위

한 데이터로서 모든 선행기술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따라서 먼저,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은 현재 Google의‘Prior Art 

Finder’가 USPTO, EPO, KIPO등의 데이터와 Google Scholar, Google 

Books, Website를 한데 묶는 것과 같이 특허로 등록되거나 등록신청된 특

허공보, 공개공보의 자료뿐만 아니라, 문헌, 논문, 웹사이트 등에 게시되

어 있는 선행기술, 주지관용기술에 관한 자료와 결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허의 선행발명은 등록된 특허나 발행된 논문뿐만 아니라, 기존의 명백

한 주지관용기술도 포함하기 때문이다. 특허청에 등록되거나 신청된 자료

만으로는 모든 선행발명을 커버할 수 없다.  

    ·다음으로, 각 데이터를 구축할 때, 각 선행발명의 인덱스 또는 메타

태그에 선행발명의 발명 내용뿐만 아니라, 선행발명이 암시하거나 시사하

는 부분을 포함시킨다. 지금 이 사건 기술은 단순히 화학물질 중 특정화

학물질을 사용하고 있으나, 다른 화학물질도 사용할 수 있다. 지금 특허

에는 A구성만 있지만, B구성을 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다와 같은 암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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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교시내용을 메타태그로 포함하여 코딩이 된다면, 다툼이 있을 때, 검

색한 선행발명 중 암시, 시사하고 있는 발명이 제시된다면, 문제되고 있

는 특허는 선행발명을 이용하게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 될 것이

다. 단순히 특허기술의 유사성만을 기준으로 선행발명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암시, 시사가 있었다는 이유로 선행발명으로 제시하는 것이므로, 

비교판단 하여야 할 선행발명의 범위를 한정하는 효과가 있다. 

    ·다음으로 검색어 또는 특허내용에서‘semantic prior art’검색기능

을 활용하여 문제된 특허의 청구범위와 요약 또는 청구범위만으로 검색을 

하도록 한다. 명세서 전체를 이용하여 검색하는 것은 금지된다. 명세서 

내용을 아는 것을 전제로 검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특허발명의 진

보성을 부정하는 선행발명으로 주장되는 발명이 여러 선행발명의 결합을 

전제로 하지 않는 개별발명일 경우에 유용한 검색 방법이다. 

    ·특허의 진보성이 문제된 발명의 구성이 그와 같은 구성의 개별 요

소를 포함하고 있는 2이상의 선행발명의 결합을 요할 때에는, 문제된 특

허발명까지 포함된 데이터베이스에서 선행발명의 명세서 내용의 통합을 

통한 발명의 유사성과 기술지도(map)를 통해 새로운 유사발명을 검색하도

록 한다.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된 유사발명 중에 문제된 발명이 검색된

다면, 이는 당해 기술발명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충분히 두 선행

발명을 결합하여 발명이 가능하다는 단서가 될 수 있다. 

    ·선행발명의 결합에 있어서는, 아래 3)에서와 같은 시뮬레이션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유기적으로 결합이 가능한지, 많은 부분의 설계변경을 

요하는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성의 많은 부

분이 설계변경되어야 하거나 설계변경 자체가 어려운 것인지 아닌지 여부

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검색시, 발명의 분류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단순히 산업

분류별로 할 것인지, 국제특허분류방식으로 할 것인지, 앞에서 본 

FreePatentOnline같이 각 기술별로 분류하되, 다시 소분류로 물건별로 분

류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산업기술이 발전하면, 모든 

사물을 사물인터넷으로 연결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시대를 대비하여,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사물을 최하위분류로 하되, 각 사물별 관련분야를 

중분류로 하여, 중복되는 데이터가 없도록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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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합의 용이성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결합

    판례에서 보듯이, 선행발명의 결합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그

런데, 실질적으로 분석할 때, 선행발명에서 어떤 부품이나 구성 부분을 

설계변경 등을 하여야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발명에 이를 수 있는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이러한 부분은 

원, 피고의 대리인이 효과적으로 변론을 하여야 할 영역이긴 하지만, 법

관 스스로가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한 보조자료로의 활용을 위한 것이므

로, 이러한 특허발명의 결합을 공간정보시뮬레이션, 화학정보시뮬레이션 

기능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결합하여 보는 방법 등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과 결합하여 본다면, 추상적인 결합가능성에 기한 판단만으

로 이루어질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검색프로그램과 결

합하여, 혹은 독자적인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4) 현재 법원시스템과의 연계

    

    현재 법원의 시스템 내에서 2심의 경우는 민사, 형사, 행정, 신청 등

과 구분되는 특허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고, 1심의 경우는 일반 민사재판

시스템에 속한다. 따라서 진보성 판단에 있어 사후적 고찰의 오류를 극복

하기 위한 시스템 자체를 전체 법원의 시스템 내에서 이를 적용하기는 어

려워 보이나, 독자적인 외부 앱으로서 시스템을 운영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색시스템을 갖추는 것만으로도 선행발명데이터를 모두 데이터

베이스화 하여야 하는 등 지난한 작업이나, 특허공보 등은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도록 공개된 자료이므로 만일 특허검색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면, 

기존의 검색시스템에 사후적 고찰 극복을 위한 별도의 란을 둘 수는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특허권을 공격하는 침해자보다는 특허권자가 자신

의 특허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전략으로 필요한 것이므로 특허권자측에서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 인센티브가 있어 보인다. 그렇지 않

다면, 특허권자를 대리하는 로펌 등에서 개발하면, 특허권자를 쉽게 대리

할 수 있고, 이를 법정에서 변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5. 전문성 부족 극복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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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의료감정

    법관의 경우는 법률 외의 영역에서 전문성이 약하지만, 전문성이 아

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증거법칙에 따라 증거가 변론에 현출되지 아니하고

서는 판결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 중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의료

영역이다. 치료 과정에서 의사의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이 불분명한 경

우는 설명의무위반으로 회피하기도 하지만, 먼저 과실이 확정되어야 한

다. 그리고 확정되고 나면, 상해의 경우는 후유장애가 남을 수 있고, 후유

장애가 남으면 장애율이 얼마인지를 의료기관에 감정을 촉탁하여 그 결과

에 따라 일실손해액, 향후치료비 등을 산정한다. 문제는 의료기관에의 촉

탁으로 진행하는 감정절차가 의료기관의 비협조, 동료의료인에 대한 과실

확정기피 등으로 너무나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IBM의 Watson과 같은 형

태의 진단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하거나 수술과정을 녹화한 비디오촬영

물을 가지고 비디오판독을 통하여 수술과정의 과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

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활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법원 자체로 의료감정만을 담

당하는 기관을 설립하고, 과실확정은 Watson과 같은 기계가 판독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인력비가 비싼 의사들을 따로 이용하거나 고용할 필요가 없

을 것이다. 현재 Watson은 암환자를 진단하고 조기 예측하는 것을 전제로 

프로그램화되어있으나, 각종 질병에 있어 진단과정에서의 과실, 수술과정

에서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용도로 프로그램화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

다. 정형화된 각 질병의 증상과 진단매뉴얼의 데이터베이스화(의료관련 

판결례와 각 의학전문서적에서의 질병의 중상 및 진단의 데이터베이스

화), 의료차트의 OCR기술을 이용한 데이터변환, 수술과정의 녹화 등을 통

하여 확보된 의료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된 시스템에 업로드하여, 그 진단

서류 및 녹화된 비디오에서 데이터베이스화된 과정에 반하는 기재나 오류

를 발견하여 의료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장애율 판정도 운동범위의 확정을 진단을 통해서 하는 것이므로, 운동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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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판독할 수 있는 기계장치를 마련하고, 그에 따라 자동판정이 가능하

도록 하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부분은 Watson과 같이 환자

를 바로 진단하는 경우보다는 도덕적 비난의 경우도 덜할 것이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하는데, 법원의 장기미제 중 대부분은 의료감정

결과의 미착, 적절한 감정기관의 부재 등으로 인한 시간의 허비가 그 원

인인 것으로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장기미제 적체가 

해소가 되지 아니한다면, AI에 의한 의료과실진단 및 장애율 산정 프로그

램의 개발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나. 건설하자감정

    건설하자 감정의 경우는 이미 건설감정앱이 개발되어 감정인들이 현

장에서 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건설하자 감정의 경우는 의료

감정과는 달리 감정결과가 지체되거나 하는 현상은 생기고 있지 아니하므

로, 법원이 따로 건설하자 감정 자체를 AI화할 필요성은 의료감정의 경우

보다는 강하지 않다. 그러나 영상을 분석하는 기술이 발전하면, 건설하자

현장을 영상화하여 이를 표준적인 건설방법, 과정과 비교하여 판독하도록 

하면, 하자 여부에 대한 판단이 훨씬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IV. 결론 

앞에서 살펴본 각국의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아직까지는 당사자 간에 다

툼이 있는 영역에까지 AI기술이 적용되어 법관의 판단을 대체하는 기술에

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더 나아가 네덜란드의 

사례와 COMPAS(우리나라의 경우 성범죄자의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프로

그램으로 법무부에서 2008년에 개발한 K-SORAS가 있고 현재 개정을 연

구 중이라고 한다.85) 자동알고리즘을 적용한 것으로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만일 도입하려는 연구를 하는 중이라면 Black-box라는 비판을 받지 않도

록 알고리즘을 공개하는 문제 등에 관하여 사회적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85) 이수정 외 2인.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도구 개발 및 타당도 연구, 형사정책연구 
19권 4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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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예측코딩(predictive coding)의 사례에서 보듯이, 끊임없이 소송당사

자는 실제로 기계에 의한 판단을 받을 환경에 처할 경우에는‘인간판사’

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주장하고, 또한 변호사의 경우도 AI

기술에 변호사의 자리를 내어주기를 꺼려한다. 이러한 두려움을 알고 있

는 듯, AI기술업체는 AI 대신 IA(Intelligence Augmentation)로 용어를 전환

하여 인간을 돕는 기술로 접근하고자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술이 더 발전하여, AI기술을 이용하여 법정에서 증인의 증언의 모순점

을 찾아내거나 얼굴표정인식을 통해 감정을 읽거나 분석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 다만, 그러한 시대가 도래하였을 때 이를 과감하게 도입할 것

인지, 아니면 도입을 거절할 것인지는 한 나라의 사법철학과도 관계가 있

다. 개인의 자유나 선택권, 정보보호권 등을 중시하며 대응하고 있는 유

럽의 경우를 보면 더 그렇다.86)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 그날에 이르지 

않은 현재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지적 오류로 

인하여 재판을 받고 있는 당사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AI기술을 도

입하여 판단의 정확성, 공정성 등을 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86) 학계에서도 재판영역에서 AI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견해가 있는 반면, 부정적
인 견해도 있다. Mireille Hilderbrandt, Law as Computation in the Era of 
Artificial Legal Intelligence: Speaking Law to the Power of Statistics. 68 U. 
Toronto Law Journal.참조. 네덜란드 학자인 Mireille Hilderbrandt는 위 논문에서 
Holmes의 ‘법은 논리가 아니라 경험’이라는 견해가 말하듯이 ‘legal certainty’는 동적이
며, 또한 AI시스템은 기본적으로는 통계기반(Quantitative, Quantified legal 
prediction, data를 프로세싱하는 것이지 meaning, 즉 content를 프로세싱하는 것은 
아니다)이라는 전제하에, ‘legal protection by design’의 개념을 주창하였다. 즉, 위 개
념은 자동의사결정시스템에 대한 도전, 그러한 시스템의 작동을 시험하거나 다툴 시간과 
공간의 부여, ML시스템의 숨겨진 가정, 결여된 논쟁, 이론의 여지가 있는 사실, 금지된 
편향과 같은 부분을 투명하게 만들어, 그와 같은 시스템이 기반하고 있는 통계의 힘에 
대항하여 ‘법’을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리고 Richard M.Re & Alicia 
Solow-Niederman(주 3)은 AI의 활용이 사법시스템에 가져올 부정적인 영향으로 
Incomprehensibility(black box), Datafication(biased data), Disillusionment(criticize traditional 
modes of human judging), Alienation(cease participating in the legal system)을 들면서, 
distributional equality, equitable justice등과 같은 가치를 보존하고 실현시킴으로써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이러한 비판에 대하여 포렌식 분야, E-디스커버리 분야, 
재범의 가능성 판단 분야 등에 이미 AI기술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전제로, 지금 현재의 
추천시스템에서 더 나아가 통계 내외에서의 ‘경계적 사건(borderline case)’의 경우, 
Nearest Neighbors Analysis(NNA)를 통해 실질적인 의사결정에 근접하는 결과를 도출
할 수 있거나 개별적 사건이나 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NNA를 제안하
기도 한다. Timothy Lau & Alex Biedermann, Assessing AI Output in Legal 
Decision-Making with Nearest Neighbors. 124 PENN St. L. REV.609(20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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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1

               표(Risk Assessment Tools State-By-State)87)

The following table is based on a survey of state practices by EPIC 
performed September 2019, updated February 2020 with Mississippi FOI 
Documents. The functions vary between pre-trial, sentencing, prison 
management, and parole. Most of these tools, including their existence, 
are largely opaque and change often. 

STATE   TYPE/SCOPE OF USE(if known) Has the state conducted a 
validity study?

Alabama          VPRAI / Jefferson County                   Yes 
Alaska            State Created / Statewide                   Yes 
Arizona           PSA / Statewide | VPRAI /2County Superior Courts   
Unknown 
Arkansas         State Created / Statewide                    Yes 
California       (Sample risk assessment documents from San Francisco, and 
Napa County) PSA / 3 counties | PRRS II / 2 Counties  In Progress 
Colorado       (sample risk assessment documents) CPAT / Statewide | 
ODARA  for DV / Statewide  In Progress 
Connecticut      State created / Statewide                    Yes 
Delaware        State created (DELPAT) / Statewide           Yes 
District of Columbia (see FOI documents below) Maxarth | District Wide      Yes 
Florida         PSA / Volusia County | COMPAS - Sentencing / Statewide | State 
Created FPRAI Being piloted / 6 Counties                                     Yes 
Georgia          State created / Some counties                Unknown 
Hawaii           PSA / Statewide | ORAS-PAT / Statewide     Yes 
Idaho           (see FOI documents below) State created / Statewide |  Ada County / 
Revised IPRAI                                                                     Yes 

87) EPIC, Algorithms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Risk Assessment Tools –
https://epic.org/algorithmic-transparency/crim-justice/(최종접속일 2020. 10. 
29.) pp.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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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inois           PSA / 3 counties | VPRAI/RVRA / Most Courts   Yes 
Indiana        (sample risk assessment documents) Mandatory use of IRAS and 
IYAS / Statewide                                                               Yes 
Iowa             PSA / 4 Counties via Pilot Program | IRR     Yes 
Kansas          State created / Johnson County                Unknown 
Kentucky         PSA / Statewide                              Yes 
Louisiana         PSA / Orleans Parish                        Yes 
Maine          ODARA (sex offenders) / Statewide | 2019 Task Force for expansion      
                                                                Unknown
Maryland         State created / Most counties                Yes 
Massachusetts    Currently under debate, however not used yet N/A 
Michigan         COMPAS for Sentencing / Statewide          Yes 
Minnesota       (see Pretrial Release Evaluation Form  and  Bench Card) MNPAT / 
Statewide                                                       In Progress 
Mississippi       Yes / Statewide    Required every 3 years by 2019 law 
Missouri       (see FOI documents below) Statewide / State created | 
Separate statewide system for Juvenile and Sex Offenders | Use Oregon 
Public Safety Checklist for Sentencing Yes: ◾Missouri Sentencing 
Advisory Commission (MOSAC) Risk Score: Validation Study (published in 
2009 MOSAC Biennial Report)◾>Missouri Board of Probation and Parole 
Risk Assessment(validation studies, policies and procedures)
Montana          PSA / Five Counties                         Yes 
Nebraska       (see FOI documents below and sample assessments) Site of 
Federal PSRAT Piloting/Testing                                         Yes 
Nevada           State created / Statewide Mar. 2019 by NV Supreme Court   Yes 
New Hampshire   Ohio Risk Assessment System (O-RAS)       Yes (2017) 
New Jersey       PSA / Statewide                              Yes 
New Mexico      PSA / 1 County | ODARA for DV             Yes 
New York     (NYC) Criminal Justice Agency / Some Courts |State Created / 
State-wide for Parole                                                        Yes 
North Carolina   PSA / 1 County | Developing another statewide one Yes 
Ohio PSA / 1 County | ORAS-PAT / Statewide                 Yes 
Oklahoma        ORAS for Pretrial Services Program + LSI/R / Statewide     Yes 
Oregon           (sample assessments) Public Safety Checklist Yes 
Pennsylvania      PSA / Statewide | State created / 1 County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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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ode Island      PSA / Statewide                             Yes 
South Carolina   State Created - Cash Bail Use                Unknown 
South Dakota     PSA / 2 Counties                            Yes 
Tennessee        State Created / One Judicial District Test In Progress 
Texas            (sample assessments) PSA / Harris County | PRAISTX (derivative 
of ORAS) / Statewide Parole Board                                       Yes 
Utah             PSA / Statewide                              Yes 
Vermont       Statutory Authorization for Risk & Needs Assessment    Unknown 
Virginia       VPRAI revised by Luminosity / Statewide | Use Oregon 
Public Safety Checklist for Sentencing Yes ◾Re-Validation of the 
Nonviolent Offender Risk Assessment Instrument
◾>2012 Virginia Criminal Sentencing Commission Annual Report
◾2001 Virginia Criminal Sentencing Commission Annual Report
◾Offender Risk Assessment in Virginia: A Three-Stage Evaluation
◾Assessing Risk Among Sex Offenders in Virginia
Washington       PSA / One County                           Yes 
West Virginia     LS/CMI                                       Yes 
Wisconsin (See FOI documents below and sample assessment documents) PSA / 
2 Counties | COMPAS / Statewide                                       Yes 
Wyoming         COMPAS for Prisoners / Statewide                    Unknown 
Federal             PTRA                                                   Yes 
* Bill enacted Mar. 2019: requires transparency, notification, and 
explainability.
 **There is no official compendium of Risk Assessments used by states.
 
Abbreviations Key:
 DV - Domestic Violence
 COMPAS - Correctional Offender Management Profiling for Alternative 
Sanctions
 PSA - Pretrial Safety Assessment
 PTRA - Pretrial Risk Assessment Instrument
 CPAT - Colorado Pretrial Assessment Tool
 PRRS - Pretrial Release Risk Scale
 DELPAT - Delaware Pretrial Assessment Tool
 ODARA - Ontario Domestic Assault Risk Assessment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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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NPAT - Minnesota Pretrial Assessment Tool
 ORAS - Ohio Risk Assessment System
 LS/CMI - Level of Service/Case Management Inventory
 PRAISTX - Pretrial Risk Assessment Information System
 VPRAI - Virginia Pretrial Risk Assessment Instrument
 IRAS - Indiana Risk Assess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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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288)

88)https://www.documentcloud.org/documents/2702103-Sample-Risk-Assessment-COMPAS-CORE.html
(최종접속일. 2020.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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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uter Science is the science of intelligence and its application is the 
expansion of human intelligence/instinct/reality.” The expansion of human 
intelligence by computer science is a technology referred to as artificial 
intelligence(Künstliche Intelligenz, hereinafter referred to as AI). AlpaGo(a Go 
program developed by Google’s Deepmind), Tesla’s self-driving car and 
IBM’s Watson, are well known for utilizing AI technology in many areas. 
The realm of Judiciary is no exception. In academia, various discussions are 
taking place about whether it is possible to introduce an ‘AI judge’, as well 
as a transparent algorithm that is free of bias, and the use of AI to make a 
persuasive decision in trial. Canada, China, Estonia,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are known to have introduced AI algorithms in the field of 
small claims trials, judgments of recidivism, and arbitration. 

  The premise of this discussion is partly due to the incompleteness of 
human judgment. In a paper by Amos Tversky and Daniel Kahneman entitled 
‘Judgment under Uncertainty: Heuristic and Biases’, it was determined that 
humans make judgments based on biases in uncertain situations, rather than 
rational reason. Judges who are trusted to make reasonable judgments are 
known to be affected by those types of cognitive errors. Thinking the other 
way around, using a linear model, adopting an external perspective, and using 
technical tools. etc., have been suggested as ways to overcome cognitive 
errors under this reality perception. Among the above measures, it is 
meaningful in connection with the electronic litigation system to examine 
whether cognitive errors can be overcome by using a technical tool, that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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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technology. In Korea, in 2009, the courts at each instance introduced an 
electronic litigation system to conduct the filing of complaints, service, and 
service of judgments electronically, but the system is primarily for the 
convenience of procedural work.

 It’s hard to see that it’s affecting the judgment, however, in the case of the 
sentencing system, it can be said that AI technology that assists in the area 
of judgment is being used. Recommendations for sentencing are being made 
when the sentencing factor is adopted. In addition to this sentencing system, 
it is the subject of this thesis to present the areas that can be used to 
overcome cognitive errors. The subject is unfolded in a way that first looks 
at the cases of using AI in trials in the aforementioned countries, and then 
examines the areas applicable to Korea. I will examine the applicability of AI 
in the areas where the anchoring effect occurs and the areas for judging the 
obviousness of the patent invention that commit cognitive errors due to 
hindsight consideration. Furthermore, I propose possible algorithms to resolve 
these issues. Lastly, the possibility of application of AI technology is 
proposed by additionally reviewing the areas of medical appraisal and 
construction appraisal, which are areas where procedures are delayed in the 
current court system.   

.............................................................................................................................. 

Keywords :  AI, AI judge, Algorithm, COMPAS, SMARTSETTLE, Cognitive 
error, Obviousness, Hindsight consideration, Overcoming mea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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