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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한국 형사재판 판결의 사실인정 문제를 분석한다. 사실인정을 둘러싼

논쟁은 인터넷 공간의 폭발적인 소통 양상에 의해 두 사람, 혹은 두 집단 사이의 분

쟁을 넘어 사적이라고 치부하기 어려운 규모의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사실에 대한

충돌이 당사자들의 노력으로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법원은 하나의 사건에 대해

하나의 해석을 확정할 수 있는 핵심적인 주체이다. 모든 사건이 법원으로 향하거나

판결이 모두에게 설득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의 판결은 사적인 논쟁 참여자들

과 구분되는 권위 있는 제3자의 판단으로서의 무게를 갖기 때문이다. 하지만, 판결이

갖는 권위는 동시에 법원이 처한 곤경을 의미한다. 법원의 제3자로서의 입장은 판사

에게 당사자들의 맥락에서 분리된 순수한 사실 판단이라는 불가능한 지향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은 그것이 갖는 중요성과 이로 인해 요구되는 근거의

엄격성으로 인해 딜레마 위에 놓여있다.

법원이 처한 딜레마 조건은 사실인정 문제를 특수한 연구 대상으로 만든다. 법원은

제3자의 관점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편파적으로 작용할 관습을 근거로 활용할 수

없다. 동시에, 범죄사실에 대한 참/거짓으로 구성된 사실인정 문제는 기존의 법률 도

그마를 통해서도 완전히 해소될 수 없다. 이렇듯 형사재판의 사실인정 문제는 법원

내부와 외부의 명제 체계 어느 쪽에도 온전히 속할 수 없는 대상이다. 내부와 외부에

모두 포함되지 않는 경계 영역을 갖는다는 특수성은 사실인정 문제가 법학과 사회과학

양측의 이론으로 해소될 수 없다는 관찰상의 난점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모호함으로

인해 사실인정 문제는 이론적으로 다뤄지기 어려운 실무의 영역으로 치부되어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찰의 난점을 해소하기 위해 매체 이론의 관점을 도입한다. 자료의

단위인 매체는 행위자의 소통 양상을 제약하고, 엄밀성이 전제된 경우 소통 양상을

결정한다. 더 나아가, 매체의 선택은 특정 체계가 상징성을 획득하는 방식을 결정한다.

체계의 상징성을 구성한다는 특성으로 인해, 매체는 법의 상징성을 포괄하는 설명 방

식으로 기능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매체가 만들어내는 인식론적 판단의 원리적 양상을

통해 법과 외부 환경의 유비적 관계를 설정하고, 이를 통해 사실인정 문제를 관찰하

고자 하였다.

매체를 설명의 단위로 설정하는 방법은 서술 과정에 행위자를 포함할 수 없다는 한

계를 갖는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 확실성이라는 기준이 강요하는 판사의 선택을

설명하기 위해 본 논문은 사이버네틱스 이론을 도입했다. 사이버네틱스는 불확실성의

통제에 관한 학문으로 매체의 속성이 결정하는 판단 회로를 행위자의 관점으로 환원

한다. 더 나아가, 사이버네틱스 이론은 선택을 원론적으로 참의 선택이 아니라 오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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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의 배제로 설명하여 딜레마 조건에서 발생하는 선택 행위를 초월성의 도움 없이

설명할 수 있게 한다. 사이버네틱스의 관점에서 선택은 불확실한 경우들을 배제한 뒤

최종적으로 남는 경우에 대한 의미부여이다. 하지만, 소거를 통한 선택이 확실성을 충

족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소거법에 의한 유죄판결은 현실의 사례에서 발견되지 않

는다. 판사는 한쪽 주장을 자신의 개입을 통해 사실로 인정하는 것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 외부에서 과거 시점에 발생한 인정을 도입해 판결을 진행한다. 이는 증거에서

공적으로 인정된 서류가 갖는 역할에 해당하며, 이미 발생한 인정을 그대로 도입한다는

점에서 ‘중복’으로 개념화된다. 최종적으로 판사는 중복을 통해 피해자의 주장을 직접

인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명제의 거짓을 가정하고 그것의 불가능을 통해 원명제의 참

을 보이는 ‘귀류법’을 도입한다. 사이버네틱스 이론은 소거법, 중복, 그리고 귀류법을

통해 딜레마 상황에서 판사의 선택이 정당화될 수 있는 방식을 보여준다.

이론적으로 주어진 세 가지 선택지는 불확실성의 양상에 따라 분류될 수 있고, 불

확실성의 양상은 내용을 담는 자료의 형식과 연결되어 있다. 매체 이론의 관점에서,

불확실성은 자료를 구성하는 기록 매체의 단위에 의해 결정되며 연쇄적으로 확실성

역시 자료 형식이 갖는 불확실성이 해소된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불확실성이 매

체 단위에 의해 결정된다는 이론적 전제는 판결에서 확인되는 논증 구조와 매체 단위

의 일치를 통해 확인된다. 결국, 기록 매체의 단위가 판사가 활용하는 논증 구조로 직

결되기 때문에, 본문의 분석은 판결의 논증을 구성하는 주요 매체 단위의 분류를 따

른다.

첫 번째 본문은 형사재판의 가장 직접적인 경우, 즉 증거에 의해 원고가 자신의 주

장이 확실하게 옳음을 증명해야 하는 재판을 다룬다. 확실한 증거는 서류에 의한 판

단과 동일시될 수 있다. 하나의 사물로 사건의 진실을 직접 입증하고자 할 경우, 그

사물과 범죄사실의 관련성이 서류 차원에서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많은 사

건은 살인 현장의 칼과 같은 사물 증거 없이 언어적 보고만을 통해 검증되며 그 과정

은 서류로 확인될 수준으로 입증되는지를 통해 판단된다. 사건을 간접적으로 재현하

는 한계를 지닌 자료들을 직접 확정하는 위험성을 피하기 위해, 판사는 외부에서 발

생한 권위를 빌린다. 횡령과 관련된 자료와 진술의 판단을 판사가 직접 내리지 않고

회계장부의 연쇄에 포함된 정황이 확인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이 경우에

해당하며, 이는 ‘중복’의 사례이다. 판사는 재판에서 발생하는 문답이나 문서를 둘러싼

정황들, 문서가 포함한 내용만으로는 결코 확신에 도달할 수 없고 사전에 외부 소통

체계에서 발생한 공증을 통해서만 증거에 대한 선택을 감수한다.

두 번째 본문은 공인된 서류, 즉 중복을 빌려 원고 주장의 확실성을 충족할 수 없

는 경우에 대한 분석이다. 첫 번째 본문에서 확인되었듯이 중복의 도입은 원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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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확실성을 확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다. 중복을 도입할 수 없는 성범죄 재판은

자연히 원고 주장의 참을 검증하는 논증 구조를 통해 입증될 수 없다. 확실성 충족의

기본 전략을 선택할 수 없고 확실성을 포기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전략이 도

입되고 이는 원고 주장의 참을 가정하고 재판 과정에서 이에 대한 확실한 거짓, 즉

내부 모순을 발견하는 방식이다. 피고는 이에 따라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을 공

격해 그 안에서 사실과 진술의 부자연스러운 결합을 모색하게 된다.

세 번째 본문은 새로운 자료 형식인 디지털 증거에 관한 분석이다. 디지털 증거는

결정적인 중복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어 형사재판의 증거법에 도입되었다. 디지털

증거의 핵심적 특성은 원본에 대한 일치의 확실성이다. 디지털 증거는 인식론적 간극

을 극복한 자료로 증거의 왜곡가능성 문제를 권위 있는 인증 없이 통과하는 특수한

형식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조건으로 인해 디지털 증거는 실체적 진실을 직접 제공

할 것으로 기대되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적인 사안에 대한 공문서와 같은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하지만, 주어진 사례의 분석을 통해 디지털 증거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기능함이 드러난다. 디지털 증거는 형식적 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그 해

석에 있어서 구어적으로 수용된다. 디지털 증거는 서류에서의 중복과 다르게 수많은

해석 가능한 경우의 수를 포함하고 있고, 판사는 보다 개연적인 경우를 판단할 수 있

을지언정 유일한 경우의 수를 확정할 수는 없다. 디지털 증거를 확정할 수 있는 것으

로 오해하여 중복에 의한 논증 구조를 부과한 안희정 재판의 1심과 같은 사건 역시

확인할 수 있었고, 결론적으로 디지털 증거는 진술에 의한 재판에서와 같이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에서 쟁점을 고정하는 기능만을 수행할 수 있음이

확인된다.

이번 연구의 결론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매체가 사실인정을 구성하

는 논증 경로 구성에 관여한다는 점이다. 사실인정의 직접적인 주체는 판사라는 개인

이지만, 판사가 수행하는 논증을 결정하는 것은 논증 대상인 증거의 매체 형식이다. 즉,

사실인정 과정을 주도하는 매체의 행위성은 행위 주체인 판사의 영향력만큼이나 강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두 번째 결론은 새롭게 도입되는 디지털 매체가 야기할 사실 개념의

변화에 관한 것이다. 사실인정 문제는 확실하게 구분되는 한 가지 답만을 생산해야

한다. 하지만, 디지털 매체를 통한 선택은 특정 해석에 대한 배타적인 지위 부여로 이

어질 수 없었다. 본문의 이러한 분석은 디지털 매체가 가질 것으로 기대되는 인식론

적 특성이 실체적 진실에 대한 사회적 믿음을 교란할 것이라는 예상을 남긴다.

주요어 : 형사재판, 사실인정, 인식론, 매체, 통제, 선택, 국가, 형식

학번 : 2018-25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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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문제 제기

2021년 4월 25일 새벽, 대학생 한 명이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되었고 5일 뒤 시

신으로 발견되었다. 앞날이 창창한 대학생이 하룻밤 사이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은

전국적인 안타까움과 충격을 남겼다. 하지만, 추모로 마무리될 것 같던 이 사건은

실종 당시의 상황과 사망 원인을 전혀 알 수 없다는 정황으로 인해 갈등 국면으로

이어졌다. 실종 당일 새벽 3시 40분 실종된 대학생이 친구 한 명과 함께 목격되었

다는 진술과 친구가 혼자 귀가하는 장면이 담긴 4시 30분경에 대한 CCTV 영상 사

이의 일이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남았고, 유가족은 확인되지 않은 시간과 혼자 귀

가한 친구 사이의 연관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유가족의 이러한 주장은 사망한 대학

생에 대한 애석함과 뒤섞여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헤아릴 수 없는 유가족의 슬픔과 영문 모를 죽음이라는 불운의 중첩은 유가족의

주장에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공감은 함께 있던 친

구를 살인자로 몰아야 한다는 치명적인 반작용을 수반했다. 범죄사실에 대한 판단은

다른 한쪽의 주장을 배척하고, 더 나아가 치명적인 손상을 가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유가족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긍정하면 친구는 살인자가 되고, 친구의 무

고함을 강조하는 것은 유가족의 슬픔을 외면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유

가족의 입장을 우선해 친구의 혐의를 전제하고 수사를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과 무

고한 피해자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첨예하게 충돌했다. 공존할 수 없는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에서, 사람들의 이목은 공식적인 판단 권한을 가진 수

사기관에 집중되었다.

최종적으로, 수사기관은 친구의 범죄 행위를 인정할 수 없음을 공표했다. 수사기

관이 살해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 이유는 살해

를 의심할 개연적인 정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과수를 비롯한 전문가들

은 실종 대학생이 사망한 정황과 시신의 상태를 통해 타살을 의심할 근거가 존재하

지 않고 실족사 가능성이 우세함을 주장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사기관의 입장이

갖는 필연적인 부담과 관련되어 있다. 수사기관의 사실 판단은 재판과 처벌이라는

국가 사법 행위의 기초를 형성하는 행위이기에 무고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발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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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을 검토하고 회피해야 한다. 즉, 국가 기관의 사실인정은 일반적인 수준에서

의 사실 주장과 질적으로 구분되는 객관성을 추구하는 행위이며, 대립하는 두 의견

중 한쪽을 배제하고 선량한 개인을 처벌할 위험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행위

인 것이다.

두 명의 대학생이 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시고, 그중 한 명이 실종된 사건은 일차

적으로 두 사람 간의 일이자 두 가족 간의 일이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사

적 분쟁으로 끝날 수 없었다. 이 사건을 사적 분쟁으로 국한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것이 미디어를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집단적인 갈등을 야기했음은 물론, 그

결론이 국가 기관에 의해 확정되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는 분쟁을 사적인

강제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에 살고 있다. 갈등은 어떤 경로로든 공론화될 수 있고,

공론화된 사건은 권위 있는 제3자의 개입을 통해서 다시 판결될 수 있다(이철우,

2020). 관찰자들의 이목은 공론화 이후 사건의 의미가 다시 확정되는 시점에 집중되

며, 그 결과는 사회의 정상성에 대한 각자의 감상으로 이어진다. 개별적인 분쟁과

관련된 사실의 확정은 이렇듯 사회의 정상성에 대한 거시적인 인상을 형성하는 민

감한 문제이며, 오류가능성에 대한 막대한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과정이다.

사실의 결정이 갖는 중대한 사회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사실인정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고 설명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모호한 영역으로 남아있다. 사실인정 문제의

일차적 난점은 그것이 통상적인 학문의 경계를 기준으로 어느 한쪽에 명확하게 속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실인정은 수사에서 시작해 최종적인 판결로 완결된다. 사

실인정 문제를 사건에 대해 수집된 간접자료가 법원에 도달해 판사에 의해 확정되

는 사건으로 이해한다면, 사실인정은 판사라는 공적 행위자의 소관이라는 점에서

사적 영역을 벗어난 문제인 동시에 사실인정이 확정된 이후 작동하는 도그마의 영

역에도 속하지 않는 문제이게 된다. 즉, 사실인정은 법원의 안과 밖 어디에도 명확

하게 속하지 않는 문제인 것이다. 사실인정은 법원이 사건을 향하는 인식론적 문제

인 동시에 어떤 주장이 고정적인 의미를 부여받기 위해 법원을 향하는 존재론적 문

제이다. 이러한 조건에 의해, 사실인정 문제는 학문적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실무의

영역으로 주장되었을 뿐 학문 분과가 감당하고 설명할 문제로 이해되지 않았다(양

천수, 2015).

사실인정을 둘러싼 해석상의 난점은 당사자주의가 작동하지 않는 형사재판에서

보다 강화된다. 형사재판은 그것이 발생하는 조건으로 인해 민사재판과 명확히 구

분된다1). 형사재판은 국가라는 권위 있는 제3자의 입장에서 내리는 판단인 동시에,

1) 형사재판 판사의 입장은 민사재판 판사의 입장과 상당히 다르다. 민사재판의 진실은 당사자들이 구
하는만큼만 추구된다. 즉,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바는 곧 사실이 되기 때문에 법원은 일종의 중재자
역할에 만족한다. 하지만, 형사재판은 당사자들의 입장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판단을 진행해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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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 가능성에 노출되어 관습과 같은 외부적인 판단 명제를 도입할 수 없는 제도이

다. 따라서, 형사재판의 판결에서 발생하는 선택은 개인이나 특정 사회계층의 지지

를 받는 근거를 통해 지탱될 수 없다. 형사재판이 갖는 이러한 특수성은 양측 당사

자 간의 우열에서 분리된 자율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대한 요구로 이어진다. 형사

재판의 사실인정은 둘 중 어느 한쪽의 입장을 일차원적으로 지지하지 않으면서 관

습적인 입장까지 배제한 확실한 근거를 가져야 한다는 원칙에 의해 규율된다2).

법원 안팎의 판단 명제 중 어떤 것도 활용할 수 없다는 조건은 두 가지의 귀결로

이어진다. 사실인정 문제가 법과 사회의 경계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이 도출하는 첫

번째 귀결은 관찰이 이론적으로 곤란해진다는 점이다. 법적 현상은 사실 판단을 둘

러싼 양쪽 면, 즉 법학과 사회과학에 의해 설명되어왔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실인정 문제는 도그마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법학적인 접근이

용이하지 않고, 국가에 의해 수행되는 제도라는 점에서 사회과학적 관찰에도 한계

가 따른다. 따라서, 사실인정 문제는 법과 사회의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별개의 이

론을 통해서만 설명될 수 있다. 이어지는 서론은 사실인정 문제에 접근하기 위한

이론적 발견물을 확인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사실 판단의 특수성이 야기하는 두 번째 귀결은 사실인정 과정이 순수한 사실 판

단을 지향한다는 점이다.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은 외부적 판단 기준의 도움 없이

내재적인 절차만으로 확실한 근거를 형성해야 한다. 사실인정 과정이 순수한 사실

판단을 지향한다는 점은 사실인정 과정이 원고의 주장에 대한, 보다 직접적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구성하는 자료에 대한 참/거짓 판단임을 의미한다. 자료의 진위 검증

이 사실인정 문제를 구성한다는 사실은 형사재판의 핵심원칙인 증거재판주의를 통

해 표현된다. 판결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는 수준의 증거를 통해 뒷받침되

어야 한다는 증거재판주의는 외적인 준거에 의해 유죄판결이 발생하는 경우를 통제

한다.

하지만, 증거재판주의는 확실하고 순수한 사실판단이 원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다. 즉, 형사재판의 판단은 당사자들의 의견과 분리된 엄밀한 판단의 방향성을 갖는다(김해마루,
2019).

2) 제3자의 입장에 구속된 판사의 입장은 사회적 규범의 투영을 막는 개념적 조건이기도 하다. 토마
스 바튼(Thomas D. Barton)은 자유주의의 시대에서 판사들이 처한 논증적 딜레마를 제시했다. 어
떤 가치관이나 원칙도 다른 원칙에 대해 절대적 우위를 점할 수 없는 자유주의적 기조 안에서, 판
사는 어떠한 가치 판단도 판결의 근거로 동원할 수 없다. 그의 기준이 그에 반대하는 다른 기준에
비해 우선될 수 있는 어떠한 이유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Thomas D. Barton, 1897).
문제는 외부적인 전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판사가 논증의 원칙을 따라갈 수 없다는 점에 있다. 법은
논리적 정연성에 기반한 법률적 사고와 관습적으로 주어진 규준을 통해 작동하는 영역이었지만, 사
실 인정은 법률적 도그마에 의한 연역적 반복과 관습적 기준의 취사 선택에 의한 판단 두 가지 방
법을 모두 배제한 채 이뤄져야 한다(막스 베버, 2017: 69). 이러한 조건은 사실인정 문제가 순수한
사실 판단으로 귀결되는 핵심 전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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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보완을 필요로 하는 제도이며, 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높은 개연성으로 판

결을 내릴 판사의 재량을 보장하는 자유심증주의로 뒷받침된다. 자유심증주의는 귀

납 추론을 통해 활용가능한 판단 명제를 발견할 권리를 판사에게 부여하는 제도이

고, 이로 인해 판결은 반드시 100%의 확신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택으로 이

어질 수 있다. 하지만, 자유심증주의는 귀납 추론이 갖는 원리적 한계에 의해 사실

인정 문제에서 불분명한 효용밖에 지니지 못한다3). 귀납 추론은 반박가능성에 취약

한 기법으로 이것이 논증으로서 충분한 자격을 지닐 수 있는지조차 여전히 논쟁적

이기 때문이다4). 귀납 추론에 의해 형성된 판단 기준이 충분한 확실성을 유지하지

못해 피고 측의 반론에 의해 무력화되는 사례는 본문의 분석에서도 발견된다. 경험

칙의 생산이 판사 개인의 재량을 넘어선 문제이기 때문에 제도적이고 학술적인 보

장 없이 판사 개인이 사실 판단을 감당하는 상황이 합리적이지 않음을 드러내는 것

은 본 논문의 주요한 취지 중 하나이다5).

요약하자면, 본 연구는 사적인 갈등이 사회적 주목을 받으며 공식적인 의미를 획

득하는 사실인정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시작되었고, 충돌이 가장 첨예하다고 인정

받아온 형사재판의 사실인정 문제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사실인정 문제는 법원과

사회 환경의 경계에서 발생한다는 특수성을 가지며, 이러한 특수성은 새로운 관찰

이론의 필요성과 순수하고 엄밀한 사실 판단이라는 선택 기준으로 이어진다. 각각

은 법이라는 상징체계를 외부에서 관찰하기 위한 이론적 고안과 순수한 사실 판단

이라는 도달할 수 없는 메타 기준이 판사에게 부과하는 판단 경로의 확인이라는 본

논문의 과제이며, 이후의 서론과 본문은 이에 대한 대답으로 구성될 것이다.

3) 귀납 추론은 자연과학에서 활용되는 추론이지만 수학적 추론은 아니며, 형식논리학적 추론도 아니
다. 실체로서의 연구 대상이나 실험을 활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귀납추론은 가치가 낮고, 불확실하
다. 따라서, 귀납추론은 본질적으로 법원에서 적용되기 어려운 방식이다. 자세한 내용은 단치히의
『과학의 언어, 수』 4장을 참고하라.

4) 권오걸(2012)은 자유심증주의를 뒷받침하는 경험칙을 귀납적으로 형성되는 보편타당성이라고 규정
하였다. 경험칙이 귀납추론의 결과라는 점에서 철학적 확실성과 구분되지만, 귀납적 타당성의 가능
성 자체가 문제적이다. 귀납적으로 보편성, 정당성을 형성할 수 있는지의 문제는 법논증이론의 성
립가능성을 결정한다. 흔히 ‘수사학적 논증이론’이라고 불리는 시도들은 결국 귀납을 통해 사후적으
로 정당성, 혹은 지속가능한 수준의 확실성을 생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니클라스 루만 등 논증의
수학적 성질을 강조하는 이론가들은 이를 철저히 배제한다. 루만과 하버마스의 논쟁이 위의 대표적
사례이며, 이번 연구는 귀납을 통한 근거는 반박가능성에 의해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루
만의 주장을 따른다.

5) 질적으로 동등한 두 개의 선택지 중 한 가지를 우선시할 판단 근거를 외부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법경제학이나 명제분석을 통해 윤리학적 선택을 구축하려는 공공철학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각은 ‘과학적’이라고 부를만한 수학적, 논리학적 방법론을 통해 결론을 정당화하려는 시도
이며, 이러한 시도는 경험칙의 생산이 개인의 부담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는 학문적 부담
이 되어야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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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1) 법적 행위에 대한 선택이론

사실인정은 대립하는 주장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연쇄적인 논증 과

정이다(양천수, 2015). 따라서, 사실인정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결

국 사실인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선택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로 이어지고, 더 나아

가 선택에 작용하는 기준을 무엇이라고 바라볼 것이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따라서,

법적 절차에서 발생하는 선택을 설명하기 위한 시도들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

다. 본 연구는 법적 행위자의 선택을 설명하려는 이론적 시도들을 큰 틀에서 법사

회학, 법경제학, 그리고 인지심리학 세 가지로 분류하고 각각의 의의를 검토할 것이

다.

법사회학은 법을 외부에서 관찰하려는 대표적인 설명 체계이다. 법사회학은 개인

의 행위와 사회적 구조의 연관을 설명하기 위한 오랜 역사를 갖고, 이러한 역사성

은 법적 행위자의 선택을 이해하기 위한 시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발견된다. 법사회

학은 법적 행위자의 선택을 주관적 의미의 현상으로 이해한다. 다만, 사회적 행위자

에 내재한 주관적 의미는 단순한 임의성이나 개인의 고유성과 구분되는 사회적 의

미를 지닌다. 사회적 행위자의 주관성은 사회적 규범과 관련된 일반화된 자아와의

변증 속에서 형성되기 때문이다. 법적 행위자들의 주관적 심성 역시 그들을 둘러싼

집단의 지향을 반영하며, 법적 행위에 대한 해석은 법이 작동하는 구조를 비추는

징검다리로 기능한다(이철우, 2006).

판사의 선택 행위를 설명하려는 법사회학의 시도는 판사의 이데올로기와 선택의

관련성을 드러내는 것에 집중해왔다. 일례로, 이미경(2018)은 형사재판의 성범죄 재

판에서 행위의 강제성에 대한 주장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 판결에 전제된

이데올로기에 의해 결정됨을 드러냈다. 이미경의 연구는 국제적으로 적극적 동의

의사가 있어야 관계의 자발성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국내의 판결이 적극적인 부동의

의사가 강제성 인정의 기준으로 적용되는 상황을 지적했고, 강제성 입증이 피해자

에게 전가되는 경우 진술 검토 과정에서 ‘피해자다움’이 도입되어 피해자에게 불리

한 판결이 내려짐을 보였다. 피해자다움의 문제에 대해 정대현(2018)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판결을 분석하여 피해자다움의 도입이 1심 무죄판결에 직접적인 역할

을 수행했음을 주장했다. 성폭행을 당한 이후 피고인을 대하는 피해자의 태도가 ‘일

반적인 피해자의 반응’이 아니라는 판사의 설명은 피고인의 범죄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핵심적 이유로 제시되었다. 해당 연구들은 공개된 판결문 분석을 통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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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증 구조가 기반 이데올로기와 연동되어 있음을 드러냈다.

판사가 도입한 관습적 기준들이 판사의 사실인정과 관련되어 있음은 자명하다.

하지만, 본 연구는 사실인정을 설명하기 위해 이데올로기에 의한 설명을 선택하지

않는다. 개별 판사가 자신의 이데올로기에 근거해 주장을 선택할 수 있는 만큼, 법

원의 작동 구조는 이에 대한 조절 작용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이데올로기에 의한

사실인정으로 설명될 수 있는 시도들은 항소 결과 배제될 수 있는 대상들이다. 결

국, 개별 판사는 이데올로기에 의해 판결을 선택하더라도, 법원이 최종적으로 산출

하는 판단을 이데올로기적이라고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판사의 이데

올로기적 선택은 결론으로 직접 투영되는 것이 아니라 논증 구조의 변화로 이어짐

이 앞선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즉, 이데올로기는 최초의 단계에서도 직접 반영되

지 않고 법이 갖는 형식성에 의해 굴절되어 반영되는 것이다.

법적 행위자의 선택을 설명하기 위한 다른 대표적인 사례로 법경제학이 있다. 법

경제학의 도입을 하버드 로스쿨의 설립 이후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평한 브루스

애커만(Bruce Ackerman)의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법경제학은 도입된 이래 외부

의 학자들이 법의 작동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변화시킨 것은 물론, 법학 내부에서

자신을 이해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변화시켰다. 법경제학은 판사의 선택지가 불러올

결과를 예측해 선택의 과학적 기준을 생산하기 위한 이론을 지향한다. 합리적 선택

이론을 이론적 기반으로 활용하는 법경제학은 계량적으로 환원될 수 있는 변수들을

미리 만들어진 수리적 모델에 대입해 선택지들의 기댓값을 산출한다. 법경제학은

예측 가능한 결과, 특히나 경제적 이익에 대한 예상을 통해 한 가지 선택지를 필연

적으로 선택해야 할 대상으로 상징화하는 효과를 갖는다.

법경제학을 둘러싼 논쟁을 확인하는 것은 법경제학의 의의를 확인하기 위한 효과

적인 방법일 것이다. 법경제학에 대해 가장 격렬하게 비판했던 사상가로는 로날드

드워킨이 있다. 드워킨은 법경제학의 이론을 주창한 포스너와의 논쟁을 통해 법경

제학과 스스로의 대립각을 첨예하게 드러낸 바 있고, 그 과정에서 법경제학이 활용

하는 경제학적 분석이 사회적 판단 기준인 가치를 배제했기 때문에 무의미함을 주

장했다(Dworkin, R. M., 1980). 드워킨의 비판에 대해 포스너는 경제학적 분석에서

활용하는 경제적 효용은 사회적으로 가장 인정받는 가치 중 하나인 경제적 이익과

안정에 대한 추구를 지향하고 있으며, 기대되는 효용의 극대화에 대한 방법론적 예

측은 판결의 부담을 지닌 판사에게 상당한 윤리적 안정감을 제공한다고 반박했다

(Posner, R. A., 1980).

드워킨의 비판과 이에 대한 포스너의 반박은 법경제학의 속성에 대해 많은 점을

시사한다. 우선, 법경제학은 일관되게 예측된 효용의 표현을 중요시하며, 이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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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예측되어야 하는 변수, 즉 돈이나 심적 효용 등을 단순화한다. 즉, 사건과 관련

하여 판사가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계량화되고 수식화되어 선택지들을 비교할 일종

의 객관적 기준이 제시된다. 법경제학이 갖는 가장 강력한 장점은 이러한 수식화에

있으며, 수식화는 판사에게 자의적 판단이 아닌 합리적 예측에 의한 판결의 정당성

을 제공하는 것이다.

둘의 논쟁을 통해 확인되는 법경제학의 추가적인 특징은 수리적 모델링을 판단의

근거로 활용함과 동시에 선택의 윤리적 부담을 전가할 수 있는 대상으로 활용한다는

점이다. 판사의 가치 기준과 이의 적극적 관철을 주장한 드워킨 역시 가치의 활용 기

준과 정당성에 대한 고민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판사가 자신의 가치를 관철해가

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변증적 검토를 통해 설명된다. 그는 내적, 외적 회의주

의를 통해 자신이 갖는 기준이 최선의 것인지, 혹은 판결에 반영될 자격이 있는지

의 문제를 끊임없이 확인하며, 그 과정 중에 회의주의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나마

일종의 객관성을 확보한 기준이 산출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법관이 사회적 검

토와 윤리적 검토를 모두 거쳐 최선의 판결을 생산하고 사회적 정의에 기여하는 방

식이며, 이 과정이 기준의 발현을 통한 총체성 획득의 경로로 이어지기 때문에 해

석은 드워킨 이론의 핵심적인 개념으로 자리하게 된다(Dworkin, R. M., 1986).

선택의 과학성을 지향하는 법경제학이 형사재판의 사실인정 문제에 적용되기 어려

운 이유는 경제학적 방법론을 통해 추구되는 객관성과 사실 판단에서 추구하는 객

관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합리적 선택 이론이 보장하는 객관성과 사실인정 문제가

추구하는 객관성의 차이는 논증(reasoning)과 이성(reason)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Bruce Chapman, 1994). 논증의 의무는 필연적인 이치의 경로를 따라가는 강제성을

의미한다. 숫자에 대한 연산이 필연적인 결과를 갖고 그 결과는 모든 의심에서 자

유롭듯이, 논증은 이미 정해진 확실한 기준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고 그 결과는

개연적인 것이 아니라 확정적인 것이다. 따라서, 논증을 따라간다는 것은 미리 정해

진 원칙에 맞게 주어진 판단을 선형적으로 구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예측의 위험을

완벽히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법경제학이 보장하는 사회과학적 객관성은

수리적 모델의 권위를 지칭하며 결과적으로 모델에 의한 선택은 불확실성의 위험을

발생시킨다. 즉, 법경제학에 의한 선택은 모델과 판사라는 개인이 선택의 위험을 인

수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런 이유에서, 법경제학의 모델은 법경제학과 관련된 특수

한 전통을 갖지 않는 토양에서 사후적으로 도입하기 어려운 선택 모델이다6).

추가적으로, 법적 행위자의 선택을 검토하고 보완하려는 인지심리학의 연구들이

6) 가장 바람직한 선택지를 고르는 위험도의 문제는 루만이 지적한 바 있으며, 판사에게 적극적 선택권을
보장하는 미국의 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감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이다(니클라스 루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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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한다. 인지심리학은 논리적 정연성을 전제하는 법적 판단이 과연 정신 능력의

한계를 가진 개인에 의해 충실하게 수행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논증의 경로를

이탈해 임의적인 판단을 내리거나 논리적 과정을 혼동하는 오류들이 인지심리학 연

구의 검토 대상이다. 이정모, 손지영(2010)은 법학이 인간인지의 영역이라는 사실이

주목받고 있음을 강조하며 인간 인지와 관련된 신체기관의 작동과 법을 연관시키는

법심리학, 행동법학, 법인지과학 등이 부상했음을 주장했다. 법과 인지의 관계는 증

언의 진실성을 생리적으로 확인하는 방법, 고의와 과실을 구분하는 방법 등에서도

발견되지만 법적 추론과 논증 과정의 독해에도 적용된다. 법관은 인지편향을 통제

하기 위한 훈련 과정을 체화한 사람들이지만 논증의 경로를 인지하고 선택을 내리

는 과정에서 그들의 선택이 순수하게 논리적이고 연역적이라고 바라볼 수는 없다.

김상준(2013) 역시 법관이 겪게 되는 터널 시야의 문제를 지적했다. 유죄와 무죄에

대한 편향적 인식, 즉 추론의 결론을 먼저 떠올리고 그에 맞게 서사를 구성하게 되

는 문제와 부실한 증거를 인정하는 문제는 많은 판결문에서 발견되었다.

박광배, 김상준, 한미영(2005)은 판사의 추론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지적 효

과에 대한 임상적 연구를 진행했다. 판사들은 사고틀 편파의 문제, 즉 원고를 지지

할 때와 피고를 지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인지적 편향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로

웠지만 형량 기준이 설정된 뒤 논의를 설정된 기준에 맞춰 끌고 가는 정박 편파를

보였다. 이러한 인지편향은 판사 내부에서도 나이 등의 변수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

났다. 위의 연구결과들은 판사의 판단이 나름의 인지적 오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

음을 알려줌과 동시에, 판결 과정에서의 오류가 논증의 성취와 관련해서 발생하여

단순히 인지적 주관성의 결과로 치부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댄 사이먼은 연역적 논증으로 인한 논증의 폐쇄성과 인지적 기능에 의한 법의 개

방성에 주목하며 법이 논증 의무에 강하게 메어있음에도 논증이라는 메타 구조뿐

아니라 마음의 내부 구조에 의한 영향에 노출되어 있음을 주장했다(Dan Simon,

2002). 판사의 논증이 어떤 지점에서 종결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논증 구조를

선택해 복잡하고 모호한 사건의 정보를 처리하는지는 주관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며 결과적으로 논증 의무의 강력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동시에

논증의 의무와 판사의 자율성이 동시에 보장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성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Dan Simon의 연구는 판결이 논증에 의한 폐쇄성과 판사라는 개인에 의

한 개방성의 공존 양상을 드러냈고 판결을 반드시 판사의 내면으로 들어가지 않고

외부적인 분석틀로 접근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본 논문의 분석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인지심리학이 보이는 법적 행위자의 인지적 한계는 법적 행위자와 논증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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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긴장을 드러낸다. 고도로 훈련된 법관조차 셀 수 없이 많은 자료 각각의 참/거

짓 검토와 관계성 검토 과정에서 오류에 빠지기 쉽다는 사실은 법원의 작동에 대해

정당하게 제기할 수 있는 문제이며 이정모·손지영의 연구에서 제시되었듯이 법원 스

스로도 완전히 제거하기 어려운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의 소통 과정은

논증의 선형적 성취뿐 아니라 오류가능성의 배제에 집중한다. 더 나아가, 판결의 절

차 중에서도 사실 인식은 논증을 선형적으로 구성할 전제를 갖기 어렵다는 점에서

특수하다. 사실인정이 갖는 논증 상의 제약과 법원 행위자가 갖는 인지심리학적 오

류가능성은 선택과정에서 개별 자료에 대한 불확실성 검토가 주요한 관심사일 수밖

에 없음을 시사한다.

법적 행위자의 선택을 설명하고 뒷받침하기 위한 일련의 시도들은 모두 행위를

개인의 맥락에서 설명했다. 문제는 법이라는 하나의 체계를 개별 행위자들의 행위

와 심리의 합으로 설명하는 것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판사는 자신의 지향

을 갖는 사적인 개인임과 동시에 자신의 지위와 책임을 인식하고 그것을 벗어날 경

우 발생할 결과를 고려하는 공적인 존재이다. 판사의 공적 자아가 완전하지 못하다

고 할지라도, 사적 자아가 공적 자아에 우선한다고 여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

이다. 법원의 행위는 공적 자아가 형성되고 작동하는 상징적인 기준으로 이뤄진 자

율적 체계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이를 유지하기 위한 내부적인 규칙들을 포함한다

(니클라스 루만, 2014). 형사재판이 국가의 행위로서의 공적이고 보편론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사실은 법적 선택을 사적인 선택의 연장선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이다.

동시에, 사실인정은 이미 상징화된 도그마의 영역을 통해서도 설명될 수 없다. 따라

서, 사실인정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기존의 사회과학적 선택 이론과 법학이 아닌

새로운 관점이 요청된다.

2) 매체를 통해 법을 관찰하고자 한 법인류학의 시도

법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연구자들의 논의는 이번 연구의 문제의식이 제기되는

핵심적인 배경이다. 그중에서도, 이번 연구는 사회적인 가치 지향을 통해 법을 관찰

하고 평가하고자 했던 기존의 시도를 부정하고 법을 소통 이론의 맥락에서 이해하

고자 한 법인류학의 관점을 참고하였다. 법인류학의 문제 제기는 법이 갖는 상징적

영역으로서의 폐쇄성과 법과 사회 사이에 존재하는 소통 창구를 동시에 포함하기

위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법인류학은 법의 상징성을 관찰 가능한 차원에서 이해하

기 위해 매체 이론을 도입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법의 상징성은 법을 사회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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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관찰하는 방법을 무용하게 만들며, 그 상징성은 법이 기반한 기록 매체, 즉 서

류 매체가 갖는 권위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매체 이론에 기반한 법인류학의 설명이

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법의 상징성을 관찰가능한 차원에서 서술할 수 있다는 장

점을 갖는 동시에, 법과 사회를 마치 단절된 것처럼 표현하여 그 이상의 관계를 설

명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갖는다.

법과 사회의 유비적 관계를 가정하고 사회적 준거를 통해 법을 비판적으로 설명하

는 관점의 한계는 라일즈(Annelise Riles)에 의해 제기된 바 있다. 라일즈는 자신이

접한 사회적 접근에 대한 법조인의 비관적 태도에 주목하며 한동안 강력한 영향을

발휘했던 접근법이 더이상 효용을 갖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Annelise

Riles, 1994). 라일즈가 주목한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인류학적 연구의 대상인 관습

과 법의 차이였다. 법은 사회적 유비에 의해 설명되던 관습의 연장선으로 간주할

수 없는 별도의 총체라는 것이 라일즈가 제기한 문제의 요체이다.

법과 관습의 분리는 법학과 인류학의 관점에 대한 이철우의 한국문화인류학회 기

조발제에서도 강조된다. 이철우는 법과 사회의 관계 양상을 연구하고자 했던 그간

의 성공적인 연구를 언급함과 함께, 그러한 설명 방식이 유지되기 어려운 이유를

언급하고 있다. 그 이유는 확장되는 국가화로, 이철우는 분쟁 해결의 방식에서 관습

의 영향이 점차 희미해지고 국가 제도의 영향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의 설명 방식이

효력을 잃어가는 상황을 보였다. 국가법에 한정되어 사용되어야 하는 법은 관습적

층위와 혼동되어서는 대상으로, 결국 사회적 관점에서 설명될 수 없는 대상이며 정

치적 이상에 빗대어 설명될 수 없는 대상이라는 것이 이철우의 설명이다.

법과 사회가 별개의 대상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핵심적 이유는 법이 사회 현실과

의 분리를 통해 스스로를 정의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은 서구법 전통의 뿌리를

구성하는 로마법에 대한 연구에서 제시된 바 있다. 얀 토마스(Yan Thomas)는 로마

법이 사회현실과 무관한 언어적 작동만을 가졌음을 강조하며, 법이 의도적으로 현

실을 부정하고 법적 사실을 생산했음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부각된 개념은 이중

부정(double negation)이다. 이중부정은 판결에서 현실과 픽션이 다뤄진 방식을 설

명하기 위한 개념으로, 엄연히 발생한 현실을 법의 수월한 작동을 위해 의도적으로

없던 일로 치부하고 선택적으로 상충하는 다른 사실을 채택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과정은 법이 현실과 엄밀하게 분리된 영역이고, 그 분리는 심화될 수밖에

없음을 보인다.

비스만(Vismann)은 법의 언어적 소통을 강조하며 법을 매체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체계로 이해했다. 그간 법학은 스스로의 작동과 관련된 매체적 조건, 즉 자료를 가

공하는 기술적 조건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지만 비스만은 법의 작동 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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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조건에 매여있고 그 안에서 행위자들은 자율적인 권한을 갖지 못함을 강조했

다. 법의 매체적 속성은 서류의 속성으로 대변된다. 증거와 같은 외부의 자료가 법

의 내부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모든 자료가 탈맥락화와 행정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구어와 서류의 간극은 법이 사회로부터 분리된 자율적 체계로 스스

로를 형성하는 주요한 매개이다. 동시에, 서류에 의한 소통은 철저히 형식적 검증을

목적으로 하며 직접적인 내용을 지시하지 않기 때문에 수용 과정에서 내용은 구어

로 번역되어야 한다 (Vismnn et al, 2008:p11). 서류라는 기록 매체에 의해 매개되

는 소통은 법이 상징성을 획득하는 핵심 변수이며, 서류에 의한 소통이 갖는 일반

적 특성은 자율적이고 폐쇄적 체계인 법을 관찰할 수 있는 통로이다.

이번 연구는 사회와의 유비 관계를 통해 법을 설명하려는 이전의 시도에서 벗어

나법의 자율성을 고려하는 맥락 위에 진행되었고, 더 나아가 서로 다른 학문 체계

를 연결하는 설명 방식을 도입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법을 사회현실에 빗대어 평가

하는 시도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기 위해선 법의 폐쇄성이 무엇으로 성취되

고 있는지가 확인되어야 한다. 사회적 관점을 무용한 것으로 만드는 법의 폐쇄성의

실체가 확인되고 나서야 법과 사회를 다시 연결하고 그 연결을 통해 설명할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로마법에서 스스로의 근원을 찾는 근대법의 상징성은 법

체계가 의지하는 매체의 속성에서 비롯되었고, 그 매체는 기록 매체 중에서도 서류

라는 설명이 제기되어온 바 있다. 법의 상징성은 공인된 서류가 갖는 권위에서 비

롯된 것이며, 공인된 서류를 통해 작동하는 체계는 유사한 형식의 소통 방식을 갖

게 되는 것이다(맥루한, 2003).

서류의 권위가 법의 폐쇄성을 구성한다는 점은 많은 의미를 갖는다. 우선, 서류가

아닌 기록 매체로 운반되는 언어들이 서류화될 수 있는지의 여부로 자료들이 여과되

고 판단된다. 서류에 의한 판단은 이미 만들어진 서류 연쇄에 포함될 자격의 문제임

과 동시에, 서류로 검토되어야 하는 사실의 확실성을 의미한다. 구어적 진술은 그

자체로 받아들여질 수 없기 때문에 문서로 시각화된 후에는 회의주의적 검토를 견뎌

낼 수 있는지 여부를 통해 사실로서의 지위를 검토받는다. 즉, 서류를 통해 소통한

다는 것은 서류가 아닌 언어 자료에 대해 확실성의 기준이 부과됨을 의미한다. 또

한, 서류의 기준성은 서류로서의 지위가 법과 현실의 소통 기준이 된다는 것을 의

미한다. 서류로 상징화될 수 없는 기록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렇지 않은

자료는 법의 기준과 편의에 맞게 얼마든지 변형될 수 있다.

법의 상징성과 서류 매체와의 상관성은 사회현실과의 상관성에서 벗어나 법을 관

찰하기 위한 징검다리이다. 앞서 언급된 법과 사회의 유비 관계에 대한 라일즈의

비판은 사회의 시선에서 법을 관찰하는 것의 난점을 드러내었다. 하지만, 우리가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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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사이에 어떤 유비 관계도 설정할 수 없다면 법은 결코 관찰될 수 없는 대상이라

는 당황스러운 결말을 받아들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형사재판을 관찰하기 위해선

법의 상징성을 포괄하는 유비 관계를 설정해야 하고, 법의 상징성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인 기록 매체가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매체의 속성은 지금

까지 대전제로 활용되었던 법의 자율성을 포괄하는 추상 층위에 배치될 수 있는 개

념이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사실인정이라는 형사재판의 주요 절차를 설명하기 위

해 매체의 속성에 주목할 것이며, 본문을 통해 매체의 속성이 어떻게 참/거짓 판단

의 형식적 양상을 결정짓는지를 보일 것이다.

3. 이론적 배경

1) 사이버네틱스와 정보 이론

본 연구는 사회적 의미의 생성과 소통을 이해하기 위해 사이버네틱스 이론을

도입한다. 사이버네틱스는 기본적으로 공학, 물리학, 생물학, 수학 등의 엄밀한 과학

영역에서 사용되어온 학문이다. 위너(Wiener)는 사이버네틱스를 동물과 기계에서

발생하는 소통과 통제에 대한 과학이라고 정의했을 만큼 사이버네틱스는 임의성을

띠는 인간 사회의 현상이 아니라 연산과 예측이 가능한 자연과학적 대상에 대한 학

문으로 인식되어 왔다(Norbert Wiener, 1950). 하지만, 본 연구는 사이버네틱스의

관점을 사회적 현상의 설명을 위해 도입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인간 사회를 구성

하는 합리성의 기준들이 자연과학과 수학의 발전, 혹은 형식논리학의 발전과 직접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회의 구성과 통치 원리에 대한 탐구는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사회의 소통 구조를 조직하고 그 과정을 이행하는 개별 인간 행위자들을 기계

의 한 부분처럼 정확하게 규율하고자 했던 시도의 연쇄로 이해될 수 있다(제임스

R. 베니거, 1989). 인간의 소통에 내재된 필연적 불확실성을 통제하기 위해 인간 행

동을 예측가능한 연결고리로 규율하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존재해왔고, 이러한 규

율의 시도는 열차, 전화기, 인쇄술의 발전 등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기계적 조건과

관련되어왔다. 그렇기에, 사회적인 소통이 모두 논리와 계산으로 접근될 수 없더라

도 불확실성을 통제해 최대한의 예측가능성, 더 나아가서는 확실성을 보장하기 위

한 원칙들은 사회적인 소통의 주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나 형사

재판과 같이 국가가 피고인에게 폭력을 집행하는 영역, 제3자인 판사가 갈등하는

피고와 원고 중 한 명의 편을 공개적으로 선택해야하는 책임이 막중하고 민감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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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서의 판단은 반대 의견에 대해 스스로를 확실하게 정당화할 수 있는 명확한 합

리성을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법원의 소통은 모든 부분에서 불확실성이 완벽하게

통제된 상태를 지향하고, 이는 불확실성을 통제하기 위해 소통의 양상에 대해 논리

적으로 접근하는 사이버네틱스가 본 연구에 적용될 수 있는 이유일 것이다.

사이버네틱스 이론이 이번 연구에서 갖는 가장 직접적인 의의는 그것이 매체라

는 대상 중심적 논의를 행위자의 관점에서 서술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점이다.

매체 이론은 매체의 속성이 인간에게 제한된 선택지를 강요한다는 기본적인 서술구

조를 유지하기에 판결이라는 행위의 설명에 직접 투입될 수 없다는 한계를 갖는다.

하지만, 사이버네틱스 이론은 매체 형식에서 시작하는 정보의 관점을 불확실성을

통제하고 참/거짓 판단을 수행하는 행위자의 입장을 시작점에 배치하는 동시에 매

체가 제한하는 판단의 지형을 분석에 포함할 수 있게 한다. 사이버네틱스 이론을

통해서만 매체 이론은 사회학적 서술의 도구로 기능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과 관련하여 사이버네틱스 이론이 갖는 추가적인 이점은 개인의 선

택 과정을 설명하는 주류 이론으로 자리해온 합리적 선택이론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것

이다. 합리적 선택이론은 유권자의 투표, 시장 참여자의 구매와 같이 명확한 적극적

권한이 보장된 경우에 한해 작동한다(Coleman, 1990). 하지만, 사이버네틱스의 선택

이론은 미리 주어진 명제 없이 인식론의 작동을 확인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선택 권

한이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사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도그마로부터

의 연역 없이 확실한 판단을 이끌어내야 하는 사실인정 문제에 대한 판단은 사이버

네틱스 이론을 통해 가장 잘 설명될 수 있다.

추가적으로, 형사재판의 사실 인식 조건은 판사를 딜레마에 처하게 한다. 판사는

확실한 판단을 통해서만 유죄를 선고할 수 있지만, 확실한 판단의 가능성은 원론적

으로 봉쇄되어 있기 때문이다. 불확실성의 조건에 의해 어떤 확실한 판단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사실인정의 가능성을 닫아놓을 수도 없는 조건은 형사재판의 판사에

게 논리적 딜레마로 작용한다. 판사의 확신이 선택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반론가능

성에 좌절되는 이러한 조건은 판결을 설명하는 주류 이론들이 동원하는 합리적 선

택 이론을 활용할 수 없는 조건이다.

판사가 처한 논리적 딜레마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의 부정문으로 이뤄져 있다. 첫

째는 ‘어떤 불확실한 선택지도 고르지 말아라’이며 둘째는 ‘외부의 원칙에서 확실성

을 얻으려 하지 말아라’이다. 이 논리적 딜레마의 특징은 어떠한 긍정적 명령어도

존재하지 않고 회피해야 할 두 가지의 기준만 제시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두 가지

명령어에 둘러싸인 판사는 사회적인 기준의 활용을 없이 불확실한 선택지를 배제하

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를 갖지 못한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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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판사의 선택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어진 기준을 반영한 선택이 아

니라 선택해서는 안 될 선택지를 배제하는 이론이 필요하다. 사이버네틱스는 선택

을 불확실성을 배제하기 위해 발생 가능한 경우의 수를 검토하고 그 중 선택될 수

없는 선택지를 배제하는 과정으로 이해한다. 일련의 사이버네틱스 학자들은 선택을

일괄되게 배제의 문제로 환원해 설명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베이트슨은 이러한 시

도를 이론화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베이트슨은 선택과 배제를 개념적으로 구분한다.

선택은 일차적으로 미학적 행위이지 인식론적 행위가 아니다8). 선택은 개인에게 내

재하는 특정 성향의 발현이기 때문에 가치 판단의 배제를 지향하는 인식론적 판단

으로 이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순수한 사실 판단을 지향하는 행위자는 적

극적인 선택을 실행할 수 없고 오직 배제만을 시행할 수 있다. 인식론적 판단은 선

택이 아닌 선택될 수 없는 선택지에 대한 배제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찰자인 판사에게 주어진 방식이 오직 배제라는 사실은 판결의 생산과 관련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남긴다. 판결이 생산된다는 점은 판사가 피고의 주장과 원고의 주

장 중 어느 한쪽을 선택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택’이라는 적극적 자

기 주장을 판결에 반영할 수 없는 판사의 입장에서 판결의 생산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는지는 반드시 해명되어야 할 사안이다. 사이버네틱스의 이론은 이에 대해

두 가지 선택 가능한 경우의 수를 제시한다. 첫째는 소거법이다. 수학적 증명이나

공학적 선택 이론에서 흔히 활용되는 소거법은 주어진 경우의 수를 모두 반박하면

남는 경우가 선택되어야 한다는 논리 구조를 갖는다. 두 번째 방식은 중복에 의한 선

택이다. 사법 기관은 스스로 특정 사실을 확정 지을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

에 판결의 대상이 되는 사건 내에서 어떤 소통 구조를 취했는지에서 판단의 근거를

차용한다. 예컨대, 상점에서 회계적인 비리가 존재했는지는 오직 상점에서 이미 작

7) 베이트슨은 딜레마에 처한 행위자의 상황을 ‘이중구속’이라 개념화했다. 이중구속은 메타 대상, 즉
외재적 대상과 행위자의 직접적인 관계가 형성된 상황을 지칭한다. 베이트슨은 이중구속을 통해 자
아분열의 발생을 설명했고, 이 과정에서 부모에 의해 발생하는 자식의 메타 커뮤니케이션 붕괴를
드러냈다. 부모 중 한 명이 자신을 사랑한다/사랑하지 않는다와 관련된 선택에서 자식은 둘 중 어
느 것을 선택해도 처벌을 당하게 되면, 부모는 의미와 행동를 연결하는 의사소통 능력을 상실한다.
이러한 조건에서, 자아분열을 겪는 사람은 자신에 대한 부모의 사랑을 믿을 수밖에 없는 한편 그것
을 믿는 순간 처벌이 뒤따르는 조건에 의해 믿을 수도 없는 딜레마에 처하게 된다. 메타 대상과 행
위자 사이에 발생하는 행위자의 행위 불능 상황은 김홍중(2009)에 의해 진정성이라는 규범과 삶의
선택의 관계 표현되었으며, 윤병훈(2020) 역시 대안학교 학생들이 진정성이라는 개념에 의해 갖는
선택불가능의 상황을 표현한 바 있다. 이렇듯, 메타 대상은 행위자에게 반드시 선택불능 상황을 야
기시키고, 행위자는 그 딜레마에서 벗어나기 위해 특수한 전략을 취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형식적
으로 반드시 발생하는 딜레마와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극복의 상황을 단일한 설명 체계 안에서 설
명하는 것이 관건이며 그 해결이 자료의 확실성을 판단해야 하는 판사의 상황을 설명하는 단서를
제공할 것이다.

8) 베이트슨은 칸트의 판단력 비판을 인용하며 미학적 행위는 기본적인 의미에서 사실의 선택이라고
해석한 바 있다. 베이트슨의 해석은 여러 가지 가능한 사실 중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은 결코 진술
과 대상, 혹은 의미의 일치를 다루는 인식론적 과정이 아니라 취향이나 기호의 문제임을 시사한다.
(그레고리 베이트슨, 2019:682)



- 15 -

성해 내부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장부를 통해서만 판단될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판사는 사실을 직접 판단하지 않고 이미 발생한 외부적 권위를 빌려오기 때문에 자

신이 선택해야 하는 위험을 피한다. 이 두 가지 경우는 이론적으로 주어진 경우의

수의 전부이다.

두 가지 선택지는 모두 정보 이론의 ‘정보’개념과 관련되어 있다. 섀넌은 정보를

수신자에 의해 그대로 재생산되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며 공학적 소통을 확률론으

로 다루는 방법을 제시하였다(클로드 섀넌, 2016). 공학적 정보소통의 조건에서 경

우의 수는 한정된 수로 명확히 제시되어 있고, 각각의 경우들은 각각의 확률값을

갖는다. 이러한 조건에서, 선택은 배제의 결과로 도출될 수 있다. n개의 선택지 중

n-1개를 성공적으로 배제할 수 있다면, 남은 선택지가 자연스럽게 선택되기 때문이

다. 하지만, 사회적 소통에서 이러한 방식을 적용할 수는 없다. 공학적 정보 이론이

상정하는 조건처럼 유한한 경우의 수를 확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의 소통에서

n개의 경우의 수 중 n-1개를 부정한다고 해도, 반대 입장에서 언제든 새로운 경우

의 수를 상상해낼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소통에서 선택은 외부적인 근거를 가진

활동으로만 정당화될 수 있다.

선택을 정당화하기 위한 가장 직접적인 방식은 중복이다. 기존의 소통 체계에서

발신자가 송신한 내용이 수신자에 의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진 사실이 보장된다

면, 해당 내용은 ‘정보’로 인정된다. 공식적인 소통의 연쇄 속에 포함된 바는 모두

형사재판의 증거로 인정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문서는 어떤 경우에도 포함되기

어렵다.

사회적 소통에서 배제의 결과가 선택으로 이어질 수 없기 때문에, 특수한 우회적

기술을 통해 명제의 참을 보이는 귀류법9)의 활용에 주목해야한다. 귀류법은 단순히

배제의 결과를 남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증명하고자 하는 명제의 거짓에 대한 거

짓을 입증해 본 명제의 참에 도달한다. 해당 방식은 명제를 내재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명제의 참을 확실하게 보일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

기도 하다. 귀류법을 활용할 경우 부정에 대한 부정을 통해 확실한 참을 생산해낼

수 있으며, 이는 의미론적 정보 이론의 이론적 토대로 활용되는 스펜서 브라운의

재진입의 논리학적 형태이기도 하다(George Spencer-Brown, 1969).

본문은 사이버네틱스 이론이 인식론적 조건을 검토하고 소통을 규정하는 방식을

차용해 판사가 사건을 인식하는 방식을 해석할 것이다. 판사는 사건의 진실을 결코

9) 베이트슨은 귀류법을 메타 커뮤니케이션, 즉 추상적인 개념의 전달과 관련한 수단으로 설명했다.
인간처럼 ‘평화’라는 개념을 언어적인 상징물로 직접 전달할 수 없는 동물들은 평화의 상대 개념인
‘싸움’을 일부러 시작하고 상대를 전혀 ‘해치지 않음’으로써 해칠 수 있었으면 해칠 수 있었지만 그
럴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전달한다. 귀류법은 이중부정을 통해 긍정문을 대체하기 위한 가장 일반
적인 방식이다. (베이트슨, 2006: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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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없고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통해 믿을 수 있는 형태로 재구성해야 하며 그

과정은 자료의 신뢰도와 관련된 불확실성의 통제로 구성된다. 결과적으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 역시 판사에게 부정할 수는 없지만, 직접 지향되어서도 안 되는 이중

구속의 대상이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존재하지 않으며10) 내부적으로 통제된 판

단의 결과로, 즉 판사의 기준에서 관찰된 결과로 생산되는 것에 가깝다11).

4. 연구의 디자인

1) 연구 대상과 자료

본 연구는 형사재판의 판사가 처한 논리적 딜레마 상황과 그것에 대처하는 판사

의 판결 행위에 주목하고자 한다. 불확실성을 통제하고 확실한 사실에 기반해 판결

해야하는 조건에 의해 사실인정은 사건과 기록의 일치 문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본문은 사례를 세 가지로 분류할 것이며 분류의 기준은 자료의 단위이다.

자료의 단위가 분류기준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자료의 단위가 불확실성의 양상을 결

정하고 더 나아가 확실성 입증의 조건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첫 번째 본문은 서류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판결들을 다룬다. 서류는 작성자 본인

의 서명, 공적 인증, 혹은 그것이 공식적인 소통 체계의 연쇄로 확인된 정황 등이

확실성을 통제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어떠한 언어 기록도 관찰자, 발화자, 전달자

10) 하태인 최성진은 형사소송의 사실 판단을 둘러싼 입장들을 정리하며 실체적 진실 발견에 대한 딜
레마를 드러냈다. 형사소송의 사실 판단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중심으로 한 객관적 인식에 대한 입
장과 법적 사실 판단을 실체적 진실의 존재를 부정하고 전적으로 소통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절차
적 진실에 대한 입장이 존재하고, 이 두 입장은 서로 양립불가능한 듯 보인다. 인간 인식능력의 한
계로 인해 실체적 진실을 객관적 진실이 불가능하고 법적 판단이 결국 제3자의 개입에 의한 소통
의 결과로 이해해야 함에도 실체적 진실의 존재를 부정해버리면 사실 인식에 도달하기 위한 일련
의 논리학적 과정들이 모두 무의미해진다. 하태인 최성진은 이러한 입장을 고려하여 법적 사실인식
이 경험적 측면을 가짐을 강조하며, 절차적이고 논리적 진실 이전에 존재하는 객관적 진실의 존재
를 인정하고 그 이후에 절차적 판단이 진행되어야함을 주장했다. 객관적 진실의 존재를 인정하되
법적 사실이 절차적 소통의 산물이고 판사가 만들어내는 사실일 수밖에 없음을 받아들여야한다는
저가의 주장은 모순된 듯보이지만 이는 판사가 벗어날 수 없는 판단의 조건이기도 하다. 객관적 진
실은 도달할 수 없지만 부정할수도 없는 판단의 규범으로 존재하고, 판사는 그것을 우회적으로 존
중해야한다. (하태인 최성진, 2017)

11) 움베르투 마뚜라나는 행동을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을 통해 비로소 확정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사건은 원고의 주장과 피고의 주장 두 가지 경우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어느 한
가지로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확정적이다. 판사는 자신의 관찰을 통해 사건을 특수한 상태로
가공하고 결과적으로 한 가지 경우의 수를 배제하고 나머지를 선택한다. 따라서, 판사는 사실상 실
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사람이 아니라 법적 사실을 생산하는 사람이다. 마뚜라나는 둘 이상의 유기
체들이 벌이는 상호작용에 관찰자가 부여한 의미가 마치 그 상호작용의 전개과정을 결정하는 것처
럼 기술할 때 관찰자는 의미론적으로 기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움베르또 마뚜라나·프란시스코 바
렐라, 2018: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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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왜곡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서류는 비교적 손쉽게 공식화되

고 상징화되어 재판에 활용될 수 있는 사물로 인정된다. 두 번째 본문은 서류의 도

움을 받을 수 없는 구술 중심의 재판들을 다룬다. 특정 절차를 통해 사물로의 승격

이 가능했던 서류와 달리, 구술은 어떤 경우에도 직접 상징화될 수 없다12). 이러한

기술적인 한계에서 판사가 어떤 방식을 동원해 판결을 가능케 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세 번째 본문은 디지털 증거가 도입된 재판을 다루게 될 것이다. 디지털 증

거는 일명 ‘스모킹건’, 즉 사건을 결정할 핵심 자료가 되어줄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

며 재판에 도입됐다13). 하지만, 디지털 증거는 화제의 중심이 되어 성범죄 재판에서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을 훼손하는 매개가 될 뿐 사건의 진실을 직접 지칭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증거를 중심으로 한 판결을 통해 디지털 증거의

매체적 속성을 확인하고, 그것이 과연 재판에 어떤 변화를 불러오는지를 확인할 것

이다.

본문의 분석은 각각의 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통해 진행될 것이다. 판결문은 법원에

서 사회에 공개하는 유일한 공식문서이다. 따라서, 법원을 연구하는데 판결문이 중

요한 자료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일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판결의 내용과 근거를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들은 판결문을 대상으로 삼아왔다14). 하지만, 판결문의 한계

역시 존재한다. 판결문은 사후적으로 작성되는 판결에 대한 문서로 재판이나 사건

조사에 대한 실질적인 자료가 아니다. 판결문은 판사의 형식적인 정당화의 대상일

수도 있으며, 수사부터 진행되는 복잡한 재판의 많은 우여곡절에 무지한 상태에서 작

성될 수도 있다. 따라서, 판결문을 법의 실질적 작동을 알려주는 문서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그럼에도, 판결문은 법원이 사회에 자신의 판단을 검토 대상으로 공개하는 수단이

며 유무죄 여부나 형량 이외에도 세부적인 논쟁 사항에 대해서도 판단의 경위와 결

과를 담고 있다. 판단의 세부적인 경위나 결과는 판결 전체의 향방과 모두 연동되어

12) 위의 단언에 대한 설명은 루만이 『사회와 법』 p453에 상술한 바를 통해 대신한다. ‘어떤 논거도
현행법을 변경시키거나 새로운 권리와 의무에 대해 효력을 부여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논증의 전
제조건을 논증 스스로 확정할 수는 없다’. 많은 수리논리학자들이 증명한 바와 같이, 논증은 전제를
결코 생산할 수 없다.

13) 스모킹건은 용의자의 총에서 피어나는 연기가 발견되면 그것은 명백한 증거라는 맥락에서 인용되
었으며, 가설을 명확히 입증하는 결정적이고 과학적 증거를 의미한다. 디지털 증거는 이러한 맥락
에서 많은 기대를 받았다(이주호·김호. 2020)

14) 전해정(2018)은 정치프레임에 따라 일상적인 가치관이 형성된다는 레이코프의 이론을 통해 가부장
적 가치관이 성범죄 판결에 영향을 미침을 보였고, 정대현(2018)은 안희정 1심 재판에 대한 판결문
분석을 통해 피해자다움이 자연법학적 의미에서 활용되어 안희정 대선 캠프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
한 행위자의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였기에, <안희정 캠프의 의미적 공간‘>이라는 단위의 분석
을 시행해야함을 주장했다. 또한, 정도희(2019)는 법원의 판결에는 사회적 선입견인 경험칙이 필연
적으로 개입되고,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경험칙의 도입이 1심 판결과 같은 불합리한 판결에 대한 해
결책이 될 수 있음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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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만큼 판결문이 판사의 솔직한 심정을 담고 있지 못할지언정 판결과 관련된 거

짓을 담지 못하고, 핵심적인 근거 확보의 측면에서 실제 활용된 개념을 제시할 수

밖에 없다. 사회적인 가치 기준을 생산하는 막대한 기준을 가진 판사의 활동이 민

주주의의 기준을 벗어나지 않게 통제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판결문을 통해 달성

되는 상술의 의무일 것이다(Hershovitz, 2006). 이런 맥락에서, 판결문은 수사부터

재판까지의 과정을 담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님에도 재판에서 진행되는 형식적인 정

보 처리와 사실인정 과정을 비교적 정확하게 비춘다. 특히나, 본 연구가 판사에게

부과된 형식주의적 구속에 주목하는 만큼, 판결문은 귀중한 자료로 기능한다.

자료는 사회적인 관심의 대상이었던 사건들을 위주로 선정했다. 사건의 선정에

관심도가 주요했던 이유는 관심도와 재판 과정에 발생한 논쟁의 첨예함이 관련되어

관심도에 따라 판결문의 형태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판결 과정을 가능한 세세하고

분절되게 표현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하기 위해 본문은 각각 디지털 증거의 도입의

발단이 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안희전 전 충남도지사 판결, 유투브 스트리머

가 피해자였던 성범죄 판결을 포함했고 이외에도 언론에 의해 어느정도 보도가 될

정도로 관심을 받았던 판결들을 활용하였다. 각각의 판결은 1심부터 최종적인 판결

까지의 내용을 모두 포함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판결문에 포함되지 않은 자료가 언론에 공개된 경우, 그리고 언론에

의해 피해자의 입장이나 정황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고 편향된 보도가 있었다고 판

단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추가적으로 활용될 것이며, 최종적으로 이러한 정황이

재판에 반영된 정황은 다시 판결문을 중심으로 판단할 것이다.

<판결문 목차>

사건명(가제) 담당 법원과 사건번호
안종범 업무수첩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94 

서울고등법원 2017노2556
치과의사 모녀 살인사건  서울고등법원 96노540  

대법원 96도 1783 
  대법원 2001도1314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577, 1060 
서울고등법원 2014노2820 

전원합의체대법원 2015도2625 전원합의체 
서울고등법원 2015노1998

편의점 본사 직원 강제추행 사건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고단960
창원지방법원 2018노1550

공단본부장 강제추행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2204
울산지방법원 2019노83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강제추행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합75
서울고등법원 2018노2354



- 19 -

2)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주된 연구 방법으로 비판적 담론 분석(CDA)를 활용한다. 비판적 담론분

석은 담론과 비언어적인 사회 구조의 연관에 대한 분석이며, 그 과정에서 작동하는

사회적 규범을 드러내는 방법이다(Fairclough, 2013). 비판적 담론 분석이 이번 연구

에 활용될 수 있는 이유는 판결문의 개념적 특성에서 비롯되었다. 우선, 판결문은 법

원에 의해 생산되는 문서로 판사의 판결 과정을 형상화한 것임과 동시에 발생하는

판결의 기준이기도 하다. 판결문의 기준으로서의 기능은 판결문이 선례를 저장하고

참고하는 유일한 단위라는 점은 물론, 판결이 판결문으로 공개된다는 사실을 판사가

고려하고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 현실에 기인한다. 판결문은 판결을 내리는 판사

의 마음 속 진실을 모두 반영하지 못할지언정, 구체적인 판단의 결과와 근거에 대

해 거짓을 기록할 수는 없다. 판결의 주체인 판사는 판결의 결과를 형상화한 판결

문에 필연적으로 예속되어 있다. 즉, 판결문은 판결과 관련한 사회적 절차의 핵심

단위이며, 그 구성은 이면에 존재하는 판결의 규범을 지시한다.

판사의 행동을 구속하는 확실성이라는 메타 기준은 판결문의 존재에 의해 강화된

다. ‘합리적 의심으로부터 자유로운 정도의 확실성’으로 서술되는 확실성은 판결문

을 통해 사회에 공개되어 합리적 의심의 대상이 되어 평가되기 때문이다. 판결문이

공개되고 소통되는 정도는 판사가 자신이 지켜야 하는 규준을 의식하는 정도와 직

접 관련되어 있고 판사를 구속하는 규범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판결문이 갖는 담론

으로서의 무게가 무의미해진다. 판사와 판결문의 순환적 관계는 미셸 푸코가 주체

의 해석학을 통해 말하고자 했던 주체와 담론의 상호 예속과 같다(미셸 푸코,

2007).

이러한 조건에서, 판결문은 판사가 확실성의 규범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알려줄

유일한 자료이다. 판사가 갖는 논증의 의무는 판결문을 통해 비춰 평가되기 때문에,

판결문은 판결 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판단의 도식들을 모두 담고 있다. 판결문은

판결문을 작성하는 행위자들의 내적 욕망이 아니라, 법원이 작동하는 내부 도식을

담고 있는 매체이며 본문의 목적은 판결문에 담긴 이러한 도식을 드러내는 것이다.

판결문의 도식을 드러내기 위해 판결이 발생하는 과정을 형식적으로 단순화하고, 그

과정에서 선택가능한 회로를 드러낼 것이다. 판결의 도식은 판결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인 ‘확실성’을 중심으로 형성된다. 확실성의 성취는 ‘확실한 참’과 ‘확실한 거짓’

두 가지 경우로 발생할 수 있고, 그 개념적 특성상 중간의 값은 발생할 수 없다. 형

사소송의 재판은 기본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주장을 검증하여 결론에 도달하

므로, 확실한 참/거짓의 대상은 원고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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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주장의 확실성을 검토하는 수단은 논리학이다. 논증은 확실성을 의심하고

검토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술인 동시에, 이견의 여지가 없는 결론을 생산하기 위한

기법이다. 합리적 의심을 허용하지 않는 확실성은 연역 추론을 통해서만 획득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은, 공판 과정에서 내적인 검토만으로 확실한 참이 획득될 수 없

음을 의미한다. 즉, 외부에서 증거나 가치관을 도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 측이

합리적 의심에서 자유로운 입증에 성공할 가능성은 원론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 관계는 수리논리학적 공리를 통해 도입할 것이고, 그 결과는

본문의 진행에서 사실로 전제될 것이다(단치히, 2007)

또한, 판결이 확실성이 추구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가장 직접적인 과정은 불확실

성의 통제이며, 불확실성은 일차적으로 자료를 전달하는 기계적인 조건과 관련되어

있다. 재현의 대상과 재현물 사이의 간극이 재현을 수행하는 매체의 성능에 의해

가장 직접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사건에 대한 자료 역시 진술에 의해 전달되는

지, 서류에 의해 전달되는지, 혹은 디지털 매체에 의해 전달되는지에 따라 다른 불

확실성 양상을 보이고, 판사는 확실성을 획득하기 위해 다른 전략을 구사하게 된다.

따라서, 이어지는 본문은 자료의 양상에 의해 분류될 것이다. 요약하자면, 본 연구는

판사가 담론을 규정에 맞게 작성하기 위해 준수하는 판결의 기본 원칙들을 드러내

기 위해 판결문을 분석할 것이며, 언어적인 담론을 형식적인 회로로 파악하기 위해

논리적 구조에 따라 판결문을 분류할 것이다. 판결문의 논리적 구조는 원고 주장의

확실한 참과 확실한 거짓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고, 두 가지 논증 구조는 사건이

재현되는 매체의 종류에 따라 선택되고 제한된 몇 가지 전략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 판결문에 대한 담론분석은 판사가 확실성이라는 메타 규칙이 강제하는 딜레

마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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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서류에 의한 판결

브루노 라투르는 그의 저서 The Making of Law를 통해 법원의 행정과 소통이

모두 서류를 중심으로 돌아감을 보인 바 있다. 법원의 자료는 서류로 작성되어 정

해진 느린 퇴적 과정을 모두 통과한 뒤에야 비로소 법의 인정을 받는 ‘사물’이 된

다. 법원의 내부적 규정을 통과한 서류는 법원에서 통용되는 유일한 확실성이다

(Bruno Latour, 2012: 106). 법원이 서류를 확실성의 단위로 인정한다는 사실은 외

부에서 과거에 벌어진 사건에 대해 법원이 기록을 통해서만 인식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서류는 법원이 사건을 재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인식론적 토대인 것이다(하태

인·최성진, 2017).

법원과 서류의 관계는 증거재판주의와 직접 관련되어 있다. ‘시체 없는 살인사건

은 없다’는 말에서 드러나듯, 증거를 통한 직접증명은 형사재판의 정체성이자 핵심

원리이다. 하지만, 많은 사건에서 직접증명을 위한 증거가 물건으로 존재하지 않고

언어적으로 발생한 보고만이 사건을 이해할 자료로 주어지기 때문에 증거재판주의

와 직접증거의 문제는 서류의 직접증거로서의 능력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심지어 범죄 행위와 관련된 물건이 존재한다고 해도 그 물건과 행위의 관련성을 입

증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보장이 요구된다. 따라서, 조사과정과 공판에서 발생하는

발화들이 아닌 사전에 발생한 서류들은 특정 물건과 범죄사실의 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건이다.

원고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선택지인 직접증명과 간접

증명은 이어지는 개념 구분에서 사이버네틱스의 이론틀에 맞는 용어로 변환될 것이

다. 각각의 법률적 개념은 확실성을 기준으로 자료를 검증하고 오류의 가능성을 모

두 배제한 선택지를 만들기 위해 활용되는 실용적 도구들이다. 피고인의 무죄, 즉

검사 측 주장의 거짓이 전제되고 검사 측 주장의 참이 새롭게 입증되어야 하는 증명

의 조건에서, 원고는 오직 자신의 주장의 확실한 ‘참’을 통해서만 유죄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다.

1. 논증 구조와 판사의 판단 기준 – 소거법과 중복

원고의 주장은 판사의 채택을 통해서만 하나의 사실로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원

고는 판사의 선택 기준인 확실성에 맞게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원고와 검사 측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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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해 자신들의 주장이 개연적인 것 이상의 근거, 즉 필연성을 가짐을 보여야 하고

이를 위해 논증, 혹은 증명이라는 특수한 전략을 채택하게 된다15). 법정에서 사용되

는 증명은 두 가지로 분류되고 그 내용은 직접증명과 간접증명이다.

직접증명은 증거능력이 확실하게 인정되는 자료를 통해 주장의 ‘참’을 의심의 여

지 없이 입증하는 방식이며, 간접증명은 확실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황을

통해 우회적으로 판결에 접근하는 방식이다. 두 가지 방식은 모두 법정에서 정당한

입증 방식으로 인정되고 있지만, 각각이 모두 실제로 판사에 의해 받아들여지는지

는 별개의 문제이다. 두 가지 증명은 모두 법정에서 구현되는 과정에서의 결함을

내재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간접증명은 확실하게 완결될 수 없다는 원론적 한계

를 지닌다. 간접증명을 선택한 검사 측은 우회적 경로를 통해 필연적 결론을 유도

해야 한다. 즉, 범죄사실을 직접 증명할 유일한 수단인 직접증거가 없기 때문에 ‘피

고가 범죄사실을 저질렀다’라는 형태의 주장을 포기하고 ‘피고가 저지르지 않았다고

볼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형태로 확실한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16). 이러한 간접

증명에서 활용되는 논증의 기술은 소거법이다. 검사 측은 자신의 주장을 부정하는

모든 주어진 경우의 수를 배제하고, 결국 검사 측의 주장에 부합하는 선지가 유일

하게 가능한 경우라는 결론을 이끌어내야 한다. 따라서, 본문에서 확인되는 간접증

명은 서두에 언급된 공학적 선택 방식에 해당하며, 이는 주어진 선택지가 명확하게

한정될 경우에만 유효하다. 선택지가 추가될 경우, 소거를 통한 결론의 필연성이 부

정되고 원고의 주장은 부정된다.

반면, 직접증명은 반드시 사건 이전에 발생한 확실한 ‘사물’에 의한 증명을 의미

한다. 따라서, 직접증명은 범죄사실을 있는 그대로 지칭할 결정적인 정보를 통해 충

족된다. 직접증명의 문제는 특정한 사물이 범죄사실을 과연 직접 지칭할 수 있는지

에 대한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예컨대, 과연 범죄현장에서 발견된 칼이 반드시 범

죄사실의 입증으로 이어질 것인가의 문제에서 결국 사물과 행위의 관련성을 충분한

권위를 갖춘 보장을 통해서만 확정할 수 있다는 점이 직접증명의 관건이다. 입증에

동원되는 증거는 그것이 법정에서 증거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혹은 그것과 범죄

행위의 관련성이 불확실하지 않은지에 대한 회의주의적 검토를 거쳐야 하고, 이 과

정에 대한 인준을 통해서만 범죄사실과 연결된다. 직접증명이 완결되는 확실성 검

토의 결정적 역할은 특정한 사물의 발견이 유죄판결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좌

15) 본문은 논증의 외연을 확실성이라는 기준에 맞춰 좁게 사용한다. 판단 기준이 달라질 경우, 논증
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범위 역시 넓어진다. 많은 경우 수사학 등 설득력을 갖추기 위한 모든 방법
을 논증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본 연구는 수학적 확실성을 갖춘 기법에 대해서만 논증이라는 호칭
을 사용한다.

16) 이외의 개연적 방식은 확실성의 기준 때문에 형사재판에서 활용되기 어렵다. 따라서, 확실한 입증
의 방식은 위의 두 가지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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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되는 통상적인 이유이다.

직접입증은 기본적으로 피고의 무죄, 즉 원고의 거짓을 가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뒤집을 만큼의 근거는 높거나 낮은 개연성이 아니라 합리적 반박에서 완전히 자유

로운 확실성을 통해서만 참을 획득할 수 있다. 문제는 어떤 방식이 과연 모든 반박

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지이며, 이러한 문제 의식은 재판 이전에 제3자

에 의해 인정된 것만이 재판 중에 부정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결론으로 이

어진다. 확실성이 외부에서만 빌려올 수 있다는 위의 기준은 사이버네틱스의 개념

인 ‘중복’으로 본문에서 활용될 것이다.

검사 측이 자신의 주장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서 판사가 주장을 검토하는

방식은 불확실한 선택지를 배제하고 남는 선택지를 확인하는 소거법과 ‘중복’의 여

부를 확인하는 방식 두 가지이다. 따라서, 이어지는 사례 분석은 직접증명에 대한

검토가 어떻게 형성되고 어떤 지점에서 충족되는지, 그리고 명목적으로 허락되고

있는 간접증명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다.

2. 사례 분석

1) 직접증거와 공인된 서류의 관계에 대한 사례 – 안종범 업무수첩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94

서울고등법원 2017노2556

2016년 여름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탄핵 정국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정보들을 담고 있던 태블릿 PC가 발견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발견된 태블릿 PC

에는 청와대의 정무와 관련된 내용들이 특정한 사인에게 보고된 정황들이 담겨있어

직접적인 정보가 발견되지 않았더라면 믿지도 못했을 일에 대해 엄청난 관심이 쏟

아졌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얻었던 태블릿 PC와 함께 당시 루머에 그칠뻔

했던 사건들을 게이트로 조명받게 한 물품이 있었다, 그것은 당시 청와대 경제 수석

을 지냈던 안종범의 자택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업무수첩이었다. 업무수첩은 처음

발견된 것이 17권, 이후에 추가로 발견된 것이 39권에 달했고 각각은 박근혜 전 대

통령의 업무 지시, 그리고 참석했던 회의 참석자들의 대화에 대한 내역을 담고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당시 발견되었던 업무수첩과 관련된 내용 중 삼

성전자 부회장 이재용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단독면담 내용을 기록한 부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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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독해해 나갈 것이다. 수첩의 해당 부분은 피고인 안종범에 의하면 박근혜와

이재용의 단독면담 이후 박근혜가 ‘대화의 내용과 지시사항을 불러준 것을 생각을

가감하지 않고 받아적은 것’이다. 별도의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안종범이 기록한 문

서는 원고 측의 주장을 입증하고 충분한 형량을 유도하기 위한 핵심적인 연결고리

를 맡게 되었다.

사건의 정황을 지시하는 것으로 여겨진 업무 수첩은 사건과 관련된 진실을 충분

히 알려주는 것으로 여긴 시민들은 수첩 속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진 내용들을 사실

로 받아들이고 분노했다. 그 과정에서, 내용의 정확성은 당연한 것으로 전제되었기에

판결 역시 이에 상응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럼에도 해당 수첩의 증거로서의 자격

은 논쟁의 대상이 되었고, 최종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해당 사건 수첩은 서울중앙지

방법원에 의해 2017년 8월 25일 선고된 2017고합194판결에서는 증거로 인정되었고,

서울고등법원에 의해 2018년 2월 5일 선고된 2017노2556판결에서는 증거로 인정되

지 않았다. 각각의 판결이 어떤 맥락에서 증거 인정과 관련된 판단을 내렸는지를

확인하고 그 맥락 위에서 언어 기록물이 증거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요

구되는지에 대한 부분적인 이해를 시도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서류에 대한 판사의

선택은 철저히 ‘중복’의 발생 여부에 의해 결정되고 있음이 확인될 것이다.

· 1심의 판단

제출된 업무 수첩에 대해서 1심의 피고인들과 변호인단은 세 가지 주장을 펼쳤

다. 첫째는 수첩이 위법하게 수집되었다는 점이다. 피고인 측은 2016년 11월 경 압수

한 11권의 업무수첩이 검찰 측이 기망하여 수집한 것이고 영장기재 범죄사실과 무관

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해당 수첩이 증거로서의 자격을 갖지 못한다고 주장하

였다. 또한, 이후 2017년 1월경 수집한 39권 역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집

한 자료라고 주장하였다. 두 번째 주장은 수집된 수첩이 원본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보관되어 제출된 자료가 원본이 아니라 복사본이라는 점을 들어 피고인 측은 수첩의

증거 자격을 공격하였다. 세 번째 주장은 ‘전문증거17)법칙’ 위반에 대한 것이었다. 피

17) 전문증거란 사실인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要證事實)을 경험한 사람(原陳述者)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다른 사람의 진술(傳聞陳述)이나 서류(傳聞書類)를 말한다. 전문진술은 원진술자의 진술을 들
은 제3자가 법원에 대하여 원진술의 내용을 보고하는 경우이다. 그리고 전문서류는 경험한 사람이
그 경험내용을 직접 기재한 경우(陳述書)와 제3자가 그의 진술내용을 서면에 기재한 경우(陳述錄取
書)로 구별할 수 있다. 전문증거는 공판기일∙공판준비기일 이외에서의 진술로서 진술증거에 국한
되며(그러므로 흉기, 지문과 같은 증거물이나 위조문서와 같은 증거서류 등 비진술증거는 전문증거
가 아니다) 요증사실과의 관련에 따라 전문증거인지 원본증거인지가 판단된다(상대적 개념). 따라
서 형식적으로 전문증거로 보이지만 요증사실의 일부를 이루는 진술, 언어적 행동, 정황증거에 사
용된 진술, 탄핵증거로 사용된 자기모순진술 등은 전문증거가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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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측은 업무수첩 중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말했다고 기재된 부분이 ‘피고인 아닌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 피고인 본인의 서명, 날인이 없는 이상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증거는 물론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도 사용될 수 없다

고 주장하였다. 즉, 세 번째 주장은 증인의 진술과 사건 사이의 일치를 확실하게 보

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1심법원은 위의 주장들을 인정하지 않았다. 수집절차에 대한 첫 번째 주장은 수

사 절차가 수사 주체인 검사의 역량과 의무 안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이유로 과정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았고 피고인 측의 주장이 부정되었다, 두 번째 주장은 제출된

서류가 원본이 아니고 사본임은 사실이나 원본을 보관하는 것에 관한 부담을 이유

로 당사자인 안종범이 직접 복사했다는 주장이 수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언급되었고

복사본이 법원에 이른 과정의 정확성과 적법성이 모두 인정된다는 점을 근거로 인

정되지 않았다. 세 번째 주장, 즉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증거로 활용

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비교적 복잡한 근거를 통해 설명되었고, 추후에 2심과 관련

하여서도 논쟁이 되는 부분이다. 1심은 업무수첩에 대해 안종범이 업무수첩에 기재

했고 그런 수첩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을 지칭할 때에는 수첩이 전문증거가 아닌 증

거로 채택될 수 있음(수첩과 업무 지시 내용의 일치를 보장할 수 있음)을 주장하며

수첩을 증거로 인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수첩에 적힌 내용의 진실성은 직접 확인할

수 없지만 그 내용의 존재를 간접적인 정황증거로는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 판사

의 선택을 정당화하는 요지이다. 논쟁의 핵심적인 전선이 된 업무수첩의 증거 자격

인정을 위한 수첩의 존재와 내용의 진실성 검증에 대해 1심은 수첩을 통해 지시사

항에 대한 기록이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수첩

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고, 추가적으로 수첩의 간접적인 증명력을 인정하였다.

2심의 판단

1심에서 인정된 수첩의 증거능력은 피고인 측이 항소하는 주된 이유가 되었다. 피

고인 측은 업무수첩이 타인의 진술을 옮겨적은 전문증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거능

력이 없음을 주장하였다. 항소심에서 법원은 이에 대해 업무수첩에 기재한 내용이 존

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전문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 증거능력
이 없다는 것은 전문증거를 사실 인정의 자료로 쓸 수 없다는 것 외에도 증거조사 자체도 허용되
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도설 법률용어사전)(검색일 2021.03.28)
(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D0133F32D2A6DC49) 즉, 전문증거는 옮기는 말이
갖는 불확실성에 의해 피고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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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다는 사실 자체는 증거로 인정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이 정황증거나 간접증거로 활

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업무수첩의 내용이 정황증거나 간접증거로 활용될 수

없다고 판단된 이유는 애초에 업무수첩의 내용은 전문증거에 해당되어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업무수첩에 적힌 내용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

서 업무수첩의 존재가 증거로 인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수첩의 내용을 간접증

거로 판단에 활용하게 되는 것은 논리적인 순서상의 오류라는 것이 2심의 입장이

다. 이러한 맥락에서, 2심은 업무수첩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였고, 대법원 역시 2심의

주장을 인정하였다.

업무수첩을 간접증거로 인정하고자 했던 1심의 주장은 순환논증의 오류를 범하

고 있다. 업무수첩은 사건을 직접 기록한 자료이기 때문에, 증거로서의 능력이 인정

된다면 직접증명의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업무수첩은 그것이 구체적으

로 업무의 일환으로 활용된 정황이 없기 때문에 그 내재적인 개연성과 무관하게 직

접증명을 위한 증거로 인정될 수 없었다. 그 수첩의 작성자가 범죄사실과 관련한 내

밀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고, 관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스스로가 주장하는

자리에 참석하여 수첩을 작성하였을 상황이 아무리 개연적이더라도, 업무수첩과 피

고인들의 대화 간의 일치를 공식적으로 입증할 수 없으면 결코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 즉, 해당 업무수첩이 조직 내에서 인정되었다는 내용이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

다. 해당 조직 내부의 인정은 공문서처럼 권위 있는 보장을 통해 획득될 수도 있지

만, 조직 내의 다른 사람에게 업무상 이유로 인수인계되어 그것이 그 사람의 행동

으로 이어졌다면 그 수첩의 증거로서의 자격이 인정되었을 수 있다. 증거가 되기

위한 정보로서의 자격은 다른 수신자에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진 사실을 통해 획

득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소통되어 활용된 정황은 법원이 확실성을 직접 발행하지

않고 빌려와 딜레마를 회피할 수 있는 ‘중복’이다.

업무수첩은 비밀스럽게 간직되었을 뿐 전혀 소통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증거가 되

지 못했고, 업무수첩이 증거가 되지 못했다는 점은 업무수첩과 관련한 사실들이 확실

성을 얻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검사 측은 재판과 관련하여 업무수첩을 통한

다른 주장을 전개할 수 없었다. 1심 법원은 수첩이 증거로 인정될 수 없더라도 피고

인이 업무수첩을 작성했다는 사실은 증거로 인정해 그 수첩을 작성했다는 정황과 그

내용을 가감 없이 적었다는 증인의 진술을 통해 유죄를 입증하고자 한 검사 측의 주

장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는 업무수첩이 확실성을 보장받지 못한 상황에서 수첩이 제

공하는 정황이 주장을 입증하는 기반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오인한 결과에서 비롯된

판단이다(차정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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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수첩의 증거능력

최종적으로, 업무수첩은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업무수첩의 진실성을 직접

보증할 수단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문서 자료를 통한 유죄 입증은 큰 틀에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성취될 수 있고, 그것은 앞서 언급한 ‘중복’의 확보와 모든 반대

경우의 수에 대한 소거이다. 첫 번째 방법은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사건

의 증거를 통해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직접증명의 직접성은 자료와 사실 간

의 관계를 보장하는 ‘사물’을 통해 확보되어야 하는데, 서류가 사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상징성을 보장하는 권위가 필요하며 그러한 권위는 본인의 자필 서명

이나 다른 소통 체계에서 발신되고 수신되었던 이력이 보증되지 않으면 확보되기

어려운 사정이다. 특히나 대상이 되는 문서가 범죄사실의 증명과 관련된다는 점에

서 더더욱 문제는 곤란해진다. 어떤 피고인도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의 증명을 공판

에서 굳이 수긍할 동기나 의무를 갖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문서의 직접증명은 문

서의 내적인 설명력이나 타당성이 아닌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직접

증명은 문서에 대한 공판에서의 논쟁을 통해서는 결코 충족될 수 없고, 형식적인

수단인 중복을 통해서만 확보될 수 있다.

공식화된 문서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남기는 사람은 드물기 때문에, 유죄 입증을

원하는 원고 측은 많은 경우 직접증명이 아닌 다른 방식을 선택한다. 간접증명은

직접적인 증거가 결여된 경우 활용되며, 사건이 충분히 설명된 것으로 보이는 상황

에서 직접적인 증명 없이도 유죄 입증에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간

접증명은 철저히 형식적인 진위여부를 중요시했던 직접증명과 다르게 자료들의 관

계 검토를 통해 진행된다. 다만, 간접증명의 길이 원칙적으로 열려있지만, 그 결과

로 확실성이 획득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죄입증이 가능한지가 관건이다.

이어지는 사례들에서는 간접증명, 즉 소거법이라는 중복 없는 배제만을 통해 확실

성이 시도되는 과정이 드러날 것이며, 그 성공이 가능하지 않음이 확인될 것이다.

2) 간접증명의 한계에 대한 사례 – 치과의사 모녀 살인사건

· 간접증명의 논증 구조

형사재판의 직접증명에 대한 강조는 ‘사체 없는 살인 사건’은 없다는 원칙에서 직

접적으로 표출된다. 해당 원칙은 1660년대에 발생한 Campden Wonder 사건을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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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커먼로에 확립되었다. 살인사건이 입증되기 위해선 시체가 발견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사건의 발생을 증명할 직접적인 수단이 존재해야 함을 의미한다. 형사재판

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발생했음이 직접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면, 형사재판에서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 그리고 간접적인 정황증거만으로 형벌을 부과할 판결을

내려도 되는지가 문제시되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이 수립되기까지 살해된 줄 알았

던 피해자가 살아서 돌아오는 사건들이 존재해왔음은 물론, 직접증명의 원칙은 실

체가 입증된 것만으로 판단한다는 확실성의 원칙을 충족한다는 형식적 안정성을 지

니고 있기도 하다(차정인, 2019; 배문범, 2013).

직접적인 증거만으로 판결한다는 기존의 원칙은 충분히 개연적으로 입증된 사안에

대해 유죄 선고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수동적이고 제한적이다18). 판사의 종

합적 판단에 의한 간접증명의 여지가 원칙적으로는 금지된 것은 아니다. 다만, 간접

증명 역시 확실성의 기준에 매여있다는 점에서 그 효용이 불확실하다. 간접증명과

확실성의 공존으로 인해 형사재판에서의 실질적인 간접증명은 종합적인 개연성이 아

니라 반대되는 경우의 수의 소거로 진행된다. 언급된 간접증명의 방식이 지니는 논

증 상의 결함은 명백하다. 간접증명이 도입되는 전제가 인간 의사소통의 특성을 반

영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인간 소통의 양상이 공학적인 정보 교환과 다른

가장 주요한 이유는 주어진 총 경우의 수가 몇 개인지, 각각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들의 확률 분포가 어떠한지 전혀 알 수 없다는 점에 있다19). 간접증명이 시도되는

맥락은 많은 경우 우리가 경우의 수를 알 수 있고, 여타의 경우의 수를 모두 배제

할 수 있고 남은 선택지의 배제불가능성을 확인할 경우 해당 선택지가 확실한 것으

로 선택될 수 있다는 잘못된 전제 위에 놓여있다. 간접증명은 설득력의 확보를 위

해 합의가능한 지점을 충실하게 찾는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확실성이라는 기준을

충족하는 논증 수단이 될 수는 없음이 이어지는 사례에서 드러날 것이다.

· 간접증명이 시도된 대표적 사례

서울고등법원 96노540

18)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사실에 대한 거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증
거의 증명력은 논리와 경험칙에 따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평가의 결과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
할 정도의 확신을 가져 올 수 있는 것이어야 하나 여기에서 합리적인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
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한다’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 974
19) 정보 이론의 맥락에서 주어진 회로 중 어떤 회로가 선택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당연히도 소거의
문제로 확실하게 해결될 수 있다. 전체 경우의 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언어 사용에
있어서도 알파벳의 숫자는 제한되어 있으므로, 연달아 올 알파벳의 선택을 제한된 확률의 문제로
환원할 수 있다. 결국, 선택이 소거로 온전히 환원될 수 있는지는 경우의 수를 제한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클로드 섀넌·워런 위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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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6도 1783

대법원 2001도1314

간접증명을 통해 형사재판이 추구하는 확실성을 충족시키고자 했던 대표적 사례

는 1995년 6월 발생한 ‘치과의사 모녀 살인사건’으로 알려진 사건에 대한 판결이다.

해당 사건에 대한 판결은 무죄판결과 유죄판결이 수차례 뒤집히며 화제를 모았고,

최종적으로 정황증거만으로는 충분한 입증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판단을 통해 무죄

가 선고되었다. 본 연구에서 치과의사 모녀 살인사건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바는

간접증거를 통해서는 결코 확실한 불확실성 통제로 나아갈 수 없다는 점이다. 간접

증거에 의한 설명을 선택하는 지점부터 판사에게 주어진 선택 기준은 배제뿐이며,

배제만으로 선택에 도달하고자 할 경우 어떤 반론에 처하게 되는지 확인하고자 한

다.

해당 사건의 입증이 간접증명의 방식에 의해 진행된 까닭은 살인 행위를 입증할

어떤 직접적인 증거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판단 시점에서 범행 현장인 주

거 아파트는 불에 타 훼손되었고 시체는 욕조에 채워진 더운물에 담긴 채로 발견되

어 직접적인 정보를 확보할 수 없었다. 사건과 관련하여 확인가능한 검증된 사실은

피해자가 전날 자신의 언니와 전화통화를 했다는 사실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피해자의 남편(이하 피고인)이 사고 당일 오전 06시 55분에서 07시 사이에 집을 나

섰다는 사실 뿐이다. 이러한 연유로, 판결의 쟁점은 피고인이 집을 나선 7시와 사망

추정 시간 간의 관계에 집중되게 된다. 문제는 사망시간을 직접 증명할 방법이 전

혀 주어져 있지 않아 추정시간을 여러 전문가들의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간접적으

로 재구성해볼 수 있을 뿐이라는 점에 있었다. 수많은 과학적인 방법들이 동원되었

고, 이 과정에서 범행 상황에 대한 컴퓨터 시뮬레이션까지 진행되면서 1998년 11월

13일 증거능력을 문제로 무죄를 선고한 1심의 판결이 파기되었다. 이례적으로 대법

원이 간접증명이 ‘충분히 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편을 들어준 것이다. 해당 서울

고등법원 96도1783 판결은 간접증명을 통한 유죄 입증의 길을 열면서 이후의 판례

들에 영향을 미쳤지만 이어지는 판결에서 결국 증명력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유죄

선고가 파기되고 무죄가 선고되었다. 범죄사실을 한정 짓기 위해 가능한 다른 경우

의 수를 소거해야 하는 간접증명의 특성상 설명이나 변수가 추가될 때마다 원고 측

의 주장이 무위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피하다. 해당 사건 역시 새로운 전문가의 의

견이 등장할 때마다 주장의 불확실성이 확인되었고, 추가되는 모든 전문가들은 각

각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피고인의 사망 추정시간에 대한 논쟁은 과학적 추론과 법적 추론의 간극을 적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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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하게 보여준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각각의 과학자들은 가능한 방법을 통해 개

연적인 사망 추정시간을 도출해내고자 했다. 1심판결의 과정에서 시체의 사후 경직

(시강), 혈액 순환의 멈춤으로 인해 생겨나는 반점인 혈액침추(시반), 위장잔존물의

내용에 의한 추정 등이 대해 언급되고 있다. 1심은 이러한 입증에 대해 개연적일

뿐 피고인의 외출 시간과 피해자의 사망시간을 확정 짓지는 못했음을 언급하며 검

사 측의 주장이 입증되지 못했음을 주장했고20), 2심의 대법원 판사는 이에 대해 전

문가의 의견을 사소한 불확실성으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검사

측의 주장을 선택했다. 하지만, 최종 파기환송심에서 원고는 스위스 법의학자 토마

스 크롬페처의 의견을 들어 법의학적 추론이 오차 범위가 넓고 다른 변수의 영향을

많이 받아 ‘피해자가 7시 이후 사망했을 확률을 배제하지 못한다’고 주장했고 이 주

장은 최종적으로 판사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법의학적 연구들은 주어진 자료들을

통해 최대한 개연적인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 반면, 판사는 그 제안이 100% 확실한

지만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간극은 법원에서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에

서 도출하는 귀납적 결론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움을 보여준다21).

검사 측은 간접증명을 통해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자신의 설명과 상충하는 모

든 경우의 수를 부정해야 했다, 하지만, 위의 사례는 모든 확률에 대한 확실한 배제

가 현실적으로 성취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치과의사 모녀 살인사건으로 불리는 위

의 사건은 갈등의 골이 노골적으로 깊어가던 피해자와 피고인이 피해자의 통화기록

이 남아있던 저녁 식사 이후 시간부터 아침까지 함께 있었음에도, 피고인 외에도 외

부 침입자가 없지 않았다는 확률을 배제하지 못해 입증이 실패한 사건이다. 위의

사건은 살인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외부에서 비롯

된 외부 침입자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별다른 증거가 없었음에도 그 정

황을 배제할 근거 또한 없다는 이유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즉, 중복을 통한 직접

증명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불확실한 반론조차도 원고의 주장을 무너뜨리는 반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치과의사 모녀 살인사건에 대한 판결은 간접증명을 대하는 판사의 태도를 직접

보여준다. 간접증거에 의한 입증은 변호사 측에 의해서 정당하게 시도되고 있고, 그

20) 1심 판결은 주어진 근거를 통해서는 피해자의 사망이 7시 이전이 아닌 7시 이후인 7시 10분에서
30분 사이에 발생했을 확률을 배제할 수 없고, 더 나아가 위장의 잔존물이 피해자의 사망 시간을
확실하게 지시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이 집을 나선 후 피해자가 사망했을 확률이 얼마든지 남아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21) Phoebe C. Ellsworth는 법학과 과학의 사고의 차이를 언급하며 양쪽 모두 연역 추론과 귀납 추론
을 활용하고 기본적인 인지적 오류에 취약하기도 하지만, 결국 법학적 사고는 누구의 탓인지를 가
려야하는 극단적 사고에 있다고 지적했다. 법학적 사고, 특히 형사재판은 시비를 명백히 가리기 위
해 작동하는 사고이고, 그것을 제3자의 입장에서 처벌해야한다는 부담까지 고려한 결론을 도출하는
시도이다. 이러한 맥락은 판사의 선택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Phoebe C. Ellsworth,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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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허용될 수 있음을 항소심 판사 역시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검사 측이 반박

해야하는 가설의 수는 상황에 따라 언제든 늘어날 수 있고 불확실성이 조금이라도

남는 경우 검사 측의 주장은 부정된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3) 매체의 변화를 통해 직접증명이 시도된 사례 –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577, 1060

서울고등법원 2014노2820

전원합의체대법원 2015도2625 전원합의체

서울고등법원 2015노1998

앞선 사례들을 통해 외부의 보장이나 당사자의 서명이 들어간 특수한 서류가 존재하

는 것이 아니라면 확실한 유죄 입증에 도달하는 것이 극도로 어려움을 확인했다. 직

접증명은 실체에 의한 증명이라는 방향성을 내포하고 있고, 여기서 실체는 그 존재

가 부정할 수 없는 확실성을 지니는 대상을 의미한다. 따라서, 실체로 인정된 대상

은 수용자에게 어떠한 해석의 여지를 제공해서는 안되며 여과 없이 그대로 받아들

여져야만 한다. 하지만. 치과의사 모녀살인 사건에서 확인되었듯이 사전적인 보증이

없는 주장은 언제든 반박될 수 있으므로 사후적인 검증을 통해 주장의 내용을 절대

적인 것으로 만들 수는 없다. 언어적인 주장이 절대적인 실체로 소통되기 위해서는

사전적인 보증을 통해 권위를 확보해야만 한다. 문제는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기록

이 그러한 공식적 서류로 기록되어 발견되는 경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공적인 소통 체계는 내부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내용만을 공식적으로 포함할 것이

고, 그렇지 않은 내용이 제기되었다면 내부적으로 여과했을 것이다. 즉, 형사재판의

대상이 된 상황에서 공적인 문서로 범죄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는 존재가능성이 희박

하다. 결론적으로, 범죄사실을 직접증명하는 기록물이 직접증거로 인정받기는 낙타

가 바늘구멍을 통과하기만큼이나 어렵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매체 조건에서 직접증거를 충족시켜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기대되기

어려웠기 때문에 새로운 전달 매체를 법정에 도입할 필요가 부각 되었고 결과적으

로 디지털 기록물이 내용상의 진정성립을 거치지 않고, 즉 피고인 본인의 인정이나

공문서와 같은 보증 없이 법정의 증거로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되었다. 디지털 매체

가 일상적이고 사적인 소통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디지털 매체를

통한 소통은 공식적으로 확인될 수 없는 사실들을 드러내 줄 것이라고 기대되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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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형사법에서 지적되어온 실체적 진실의 문제를 보완해줄 새로운 증거로 인정

된 것이다. 기존의 매체 환경에서 사건의 진상을 담은 문서가 공적인 권위를 갖는

문서 체계를 피해 피고인과 공범들의 저장 장치에 숨겨져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디

지털 기록의 증거 기준 완화에 대한 요구로 직결되었다.

디지털 증거에 대한 기대 속에 디지털 기록을 형사재판의 증거로 받아들이자는

법제사법위원회의 발의가 2015년 5월 18일 이뤄졌고, 일련의 과정을 거쳐 2016년 5

월 29일 형사소송법 제313조 1항의 개정으로 이어졌다. 개정 과정은 특별한 반대

없이 진행되었는데, 이러한 배경에는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던 재판이 존재했다22).

디지털 증거에 대한 개정은 디지털 매체의 부상에 의해 촉발되었기도 하지만, 보다

직접적으로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대선 승리와

여론 주도를 위해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한 사건의 재판을 통하여 부각되었다. 태

블릿 PC가 탄핵 정국을 이끌 자료들을 저장하고 있었던 것처럼, 디지털 저장 매

체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관련한 범죄사실 증명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기

때문에 디지털 증거법 개정에 대한 발의는 반대 없이 빠르게 개정으로까지 이어졌다.

이런 맥락에서, 디지털 증거는 직접증명을 강조하는 경직된 한국의 형사재판 환경

에 사건을 직접 재현하는 자료를 제공할 수단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 원세훈 사건에서의 디지털 증거와 관련된 논쟁점

본 연구는 2017년 8월 30일 선고된 서울고등법원의 2015노1998 판결문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화제가 된 지점은 공직선거법과 관련한 무죄판결이었

다. 당시의 공소사실 중 국가정보원법 위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가 판결되었으나,

증거와 정황이 모두 명확하다고 기대되었던 공직선거법에 대하여 해당 판결 이전까

지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고, 이러한 상황에 의해 디지털 증거와 관련된 입법이 발

생했다. 서울고등법원의 2017년 8월 30일 판결은 이에 대해 부분적으로 유죄판결을

내린 사건이고, 이에 검찰은 항소하였으나 2018년 4월 19일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에

대한 무죄판결을 유지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5노1998 판결문을 중심으로 공

직선거법이 어떤 과정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게 되었는지에 주목할 것이다.

판결문 본문에 의하면 해당 사건의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이하는 판결문의 공

소사실을 요약한 내용이다.

22) 해당 개정은 2015년 5월 15일 김진태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되었고 2016년 5월 19일에 가결되었
고 2016년 5월 29일 공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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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국정원 간부들이 참석한 월례 '전(全) 부서장회의'(이하 '전부서장회의'

라 한다)와 일일 '모닝브리핑' 등 회의 자리에서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해 정부 입장

을 옹호하고, 반대를 일삼는 야당과 좌파 세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대통령

의 업적, 성과 등을 널리 홍보할 것을 반복하여 지시하였고,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비롯한 각종 선거와 관련하여 반정부적인 의견에 사람들이 동조하지 않도록 반박하

고 친정부적인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활동을 수행하라고 반복하여 지시하였다. 이

로써 피고인 A는 대통령이나 여당에 대한 찬양•지지 의견을 유포하거나 야당이나

야권 성향 정치인에 대한 비방•반대 의견을 유포하여 국가정보원법상 금지되는 정

치관여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고 이와 아울러 대선과 관련하여 자신이 종북세력 내지

그 영향권에 있는 세력이라고 규정한 일부 야당과 야권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정치관여 및 선거운동 관련 지시는 국정원의 지휘 체계에 따

라 사이버 심리전 업무전담팀(이하 '사이버팀')의 팀장들을 순차로 거쳐 '주요 이슈

와 대응 논지'(이하 '이슈와 논지'라 한다)의 형태로 사이버팀 소속 70여 명의 직원

들에게 하달되었다. 사이버팀 소속 직원들은 각자 담당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 사이

버 공간에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다수의 아이디를 번갈아 사용하거나 외부조력자의

도움을 받기도 하는 등 조직적으로 사이버 활동을 하면서, 1,214회에 걸쳐 다수 인터

넷 사이트에서 특정 정당과 정치인들을 지지•찬양하거나 반대•비방하는 게시글에

대하여 '찬성' 내지 '추천' 또는 '반대' 클릭하고 1,057회에 걸쳐 'E' 등 다수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18대 대선과 관련하여 특정 정당 내지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게시글에 대하여 찬반클릭을 하고, 2,125회에 걸쳐 다수 인터넷 사이트에서 특정 정

당 또는 정치인들을 지지•찬양하거나 반대• 비방하는 게시글, 댓글을 작성하여 게

시하고 114회에 걸쳐 ' 다수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18대 대선과 관련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게시글,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트@터를 통

하여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들을 지지•찬양하거나 반대•비방하는 글을 786,698회

에 걸쳐 트윗 내지 리트윗하고 제18대 대선과 관련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

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446,844회에 걸쳐 트윗 내지 리트윗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국정원의 지휘 체계에 따라 사이버팀 직원들에게 위와 같은 사이

버 활동을 지시하여 실행하게 함으로써, 사이버팀 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그 직위

를 이용하여 정치관여 행위를 함과 아울러 선거운동이 금지된 공무원으로서 그 지위

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판결은 몇 개의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첫 번째 쟁점은 증거의 증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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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인정문제이다. 제출된 자료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해당 행위와 관련된

판단은 진행될 수 없다. 따라서, 직접적인 증거로 제출된 ‘425 지논 파일’ 및 ‘시큐리

티 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된 후에야 시큐리티 파일에 기재된 269개의 트위터 계정

및 계정들에 기초한 422개의 트윗덱 연결계정에 의한 트윗 내지 리트윗에 대해 판단

할 수 있다. 두 번째 쟁점은 증거 수집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논쟁이다. 해당 사건의

증거 수집과정은 언론에 의해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큼 복잡한 과정을 통해 수

집되었고 피고인은 이 과정의 적법성을 문제시했다. 또한, 영장에 기록된 범위를 넘

어선 증거 수집 여부도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이외에도 증거 수집과정에서 인터넷

플램폼 사용에 대한 자료를 운영 측에서 받은 사안에 대해 적법하지 못했다고 주장

되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 활동의 정치관여 의도가 입증될 수 없다는 주장이 쟁점화

되었다.

해당 판결은 증거 수집절차, 인정가능한 범위에서의 공소장변경 등의 절차적인

내용에 대하여서는 모두 허용가능한 범위에서의 수사라고 인정하였다. 특히나, 민주

당원들이 현행범을 체포한다는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둘러싸고 노트북 컴퓨터를 증거

로 요구했던 사건으로 화제가 된 국정원 직원의 컴퓨터는 피고인 측의 주장과 달리

오피스텔을 포위하고 있던 당원들이 이미 해산하고 난 뒤에 변호인의 동석하에 제

출되었고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를 인정할만한 정황이 충분하였다는 이유로 절차상

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외에도, 임의제출된 대상이 노트북 자체가 아

니라 한정된 전자정보에 불과하기 때문에 명시된 대상 이외의 조사에 대해서는 인정

해서는 안된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 역시 정당한 수사 범위 안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만, 검사 측으로부터 임의적으로 수집된 증거들에 대해서는 원본과의

동일성이 과정 중에 훼손되었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고, 트위터 운영진 측으로부터

수집된 증거는 인정되지 않았다.

· 이메일 계정에서 첨부된 첨부파일들의 증거능력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판단에서 본 연구가 주목하는 부분은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 등의 이메일 등에서 발견된 트위터 계정 목록의 증거능력에 대한 논쟁이다. 해

당 사건의 최초 문제 제기가 형사소송법 제313조 1항 전문증거의 진정성립 조건에

대한 개정으로 이어진 만큼, 해당 판결은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에 발생했다. 하지

만, 개정 형사소송법은 개정 법률 시행일인 2016년 5월 29일 이후에 최초로 공소제

기 된 사건부터 적용될 수 있으므로 알려진 바와 달리 해당 판결에서는 개정 형사

소송법이 유죄 판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기존의 형사소송법이 그대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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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과 관련된 행위는 증거능력의 문

제로 인해 모두 무죄로 판결되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2심과 그러한 주장을 파기하고 증거능력을 부정한 최종 판

결을 비교할 것이다.

해당 사건의 2심 판결문에는 425지논 파일과 ssecurity 파일의 내용이 상술되어

있다. 425지논 파일은 2012년 4월 25일부터 2012년 12월 5일까지 공유일과 주말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날에 작성하며 그 내용을 추가한 문서파일로, 활동의 논지를 정

리했다는 뜻에서 ‘논지’의 반댓말인 ‘지논’으로 명명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425지논

파일은 961KB에 달하는 크기의 파일로 각 파일의 날짜 아래 ‘논지해설’, ‘금일 이슈

및 논지 설명’등의 제목이 기재되어 있고 각각의 파일에는 [4대강 효과], [광우병 오

해와 진실],[그리스 두 달 내 현금 바닥] 등의 특정 이슈에 대한 구체적인 논지를

드러내는 제목과 논지에 부합하는 관련 트윗 글, 언론 기사, 사설 등이 발췌 정리되

어 있다. 해당 파일은 주로 당시의 국정과 관련된 정치적 이슈를 홍보하고, 비판 의

견을 반박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기록된 내용은 전 부서장 회의에서 피고인이

지시한 내용과 일치한다. 판결문에 제시된 사례는 여수 엑스포에 대한 홍보를 지시

한 2012년 4월 20일 및 2012년 5월 18일 전 부서장 회의의 내용과 425지논 파일 중

2012년 5월 2일 ‘여수 엑스포의 분수쇼를 언급하며 여수 밤바다에 꼭 가보고 싶다

는 내용23)의 일치이다.

시큐리티 파일은 ’보안을 뜻하는 security 앞에 s를 하나 더 붙인 형태의 제목을

가진 텍스트 파일‘로 이 파일에는 트위터 계정과 그 계정들의 비밀번호가 기재되어

있었고 이 파일에 기록된 계정과 비밀번호는 국정원 직원의 ’내게 쓴 메일함‘에 있

는 이메일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 위와 같은 계정과 비밀번호는 해당 직원의

다른 기록에서도 여러 번 발견되었다. 해당 국정원 직원은 위의 30개 계정으로 트

윗 글 작성 등의 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남겼다. 이외에도 파일에 기재된 이

름들이 심리전단 직원들의 이름들과 일치한다는 증언 역시 검찰 측에 의해 확보되

었다. 시큐리티 파일에는 트위터의 내역에 대한 기재 이외에도 줄마다 날짜, 지역,

카페명으로 보이는 내용이 적혀 있고 이는 해당 국정원 지역의 활동 지역과도 일치

한다. 이 외에도 구체적인 활동 내역과 파일 기록 간의 내용이 모두 일치하였고 트

위터 피드를 이용하여 다른 계정을 자동으로 트윗하는 기능을 사용한 사실에 대한

인정과 팔로워 늘리는 방법에 대한 언급 등이 모두 진술에 의해 인정되었다.

23) 2심 판결문의 26p “여수 엑스포에 가면 백조의 호수를 볼 수 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조명과 어
우러진 해상분수가 음악에 맞춰 70m까지 솟구치며 백조의 호수를 볼 수 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조명과 어우러진 해상분수가 음악에 맞춰 70m 솟구치며 백조의 호수를 완벽하게 재현한다는데요.
우아한 해상분수의 군무와 아름다운 음악이 흐르는 여수 밤바다에 꼭 가보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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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상의 모든 내용이 범죄 사실의 내용과 일치했고 검찰이 조사과정에서 작성

한 조서에 의하면 국정원 직원은 조사과정 중 해당 파일을 자신이 작성하였음을 인

정했다. 검찰의 3회 조사에서 425지논 파일은 자신이 인터넷에서 찾은 내용들을 모

아서 정리해둔 것이라고 인정한 진술과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에 대한 진정성립 인

정이 발생했고, 425지논 파일의 내용에 대해서도 작성 방식을 회상하는 듯한 발언

을 하기도 하였다. 더 나아가, 시큐리티 파일에는 국정원 조직의 구성원만이 알 수

있는 조직원의 이름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고 국정원 조직원의 명단이 직무상의 비

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파일과 국정원 간의 관련성을 유의미하게 설명해줄

수 있는 내용은 충분했던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는 자료 안에 해당 직원이 알 수

없는 내용이 적혀있다는 이유로 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했지만 인터넷에서의 수집

활동은 자신이 직접 기록하지 않은 내용에 대한 복사를 포함한다는 이유로 2심에서

는 해당 이유를 통한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문제는 형사재판에서의 증거 인정이 내용상의 일치를 기준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었다. 해당 자료를 증거로 받아들이는 과정은 두 가지의 문제에

직면했다. 첫째는 해당 자료의 진정성립 여부에 대해 국정원 직원이 인정하지 않았

다는 점이다. 형사재판에서 기록에 의한 자료는 당사자의 직접적인 인정이 있어야

만 성립한다. 아무리 정황이 명백하더라도 해당 자료에 대해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

고 불리한 정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발언 한 번에 자료는 증거능력을 상실하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해당 자료가 공식적인 의미를 갖는 자료가 아니라는 점이

다.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는 ’상업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본인의 인정과 별개로 사무

내역을 사무의 일환으로 작성한 문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해당 조항은

당사자의 부정만으로 증거능력이 상실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다. 따라서,

해당 파일이 두 번째 경우, 즉 업무 서류의 관계망 안에 직접 포함되는 공식 자료

인지가 증거능력 인정의 관건인 셈이다.

해당 사건에 대한 2심의 판결과 최종적인 판결이 구별되는 가장 직접적인 지점은

결국 해당 자료를 통상문서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앞선 업무수첩의 사례에서

확인했듯, 공식적인 문서의 연쇄망에 포함되지 못하면 문서 자료는 증거로서의 형

식적인 자격을 갖출 수 없다. 2심은 425 지논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을 통상문서의

자격을 갖춘 자료로 인정했고, 이외의 판결은 통상문서로서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

았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통상문서로서의 자격을 인정한 2심의 근거를 살펴보고 2

심이 근거로 활용한 관련 판례들을 함께 참고할 것이다.

2심이 425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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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조 제3호로 ’기타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를 증거로 삼을 수 있

다’는 내용이다. 제315조에서 인정하는 문서 자격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공정증서등본 기타 공무원 또는 외국공무원

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2. 상업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

3.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제315조는 당사자의 인정 없이 문서가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 인증의 정도를 구분

하고 있다. 1호는 공문서 수준의 인증을, 2호는 공문서는 아니지만 해당 조직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문서의 연결고리에 포함되는 수준의 인증을, 그리고 3호

는 인증은 없지만 정황이 높은 수준으로 부합하는 수준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2심 판결은 425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이 1호와 2호에는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

하고 있고, 해당 자료가 3호에 해당함을 주장했다.

2심이 해당 자료들이 제315조 3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425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의 작성자가 국정원 소속의 공무원이라는 사

실이다. 국정원 직원은 비밀엄수를 의무로 부담하는 직책으로 파일에도 기밀 유지

에 대한 당부가 수차례 기입되어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해당 파일의 작성자는 비밀

엄수의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필요가 존재하는 것이 아

니라면 이러한 파일을 작성해야 할 별도의 이유가 존재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2심

법원은 해당 자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 두 번째, 국정원의 보안을 극도로 중시

할 수밖에 없는 규범과 해당 자료를 외부인이 볼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았던 상황을

고려하면 작성자가 허위 작성을 하였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별도

의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작성자가 해당 문서를 업무 용도로 작성하였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세 번째 이유는 425지논 파일의 내용이 대부분 다른

사람에게서 수용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라 조작의 가능성이 적고, 기록이 문장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내용만이 기호처럼 적혀있어 진위 여부를 의심할 정

황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네 번째 이유는 시큐리티 파일에 이메일 주소, 트위터 계

정, 비밀번호, RSS 주소 등 업무와 관련된 직접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내용이

잘못될 경우 업무 수행 자체가 곤란해진다는 점이었다. 마지막으로 판결문은 425지

논 파일에 작성자의 개인적인 기록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본인만이 알 수 있는 업무

수행 장소와 내역이 적혀 있었음을 들었다. 425지논 파일에는 작성 직원의 여행 정

보, kd 관련 정보, 유익한 영어 표현, 직원들로 보이는 사람들의 경조사 일정,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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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숙소 예약 상황 등이 기재되어 있었고, 해당 자료가 왜곡의 의도를 내재한 자료

였다면 이러한 내용은 남아 있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2심 법원은 위의 이유들을

통해 425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

· 판결문에 의해 언급된 관련성이 있는 유사 판례들

2심 판결은 제315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세 개의 판례를 언급하고 있다. 세 개의

판례는 대법원에 의해 2007년 7월 26일 선고된 2007도3219 판결, 대법원에 의해

2013년 6월 13일 선고된 2012도 16001 판결, 대법원 1996년 10월 17일 선고된 94도

2865 판결이다. 위의 세 개의 판례들은 모두 당사자의 진정성립 부정 이후의 증거

능력에 대한 논쟁에 대해 문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음을 판단한 사례이다.

해당 사례들은 모두 2심의 판결에 의해 언급되었고, 2심의 법원은 위의 판례들을

제315조의 2호, 3호와 연결짓기 위해 동원하였다.

2007도3219 판결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로, ‘성매

매 여성들이 성매매를 업으로 하면서 영업에 참고하기 위하여’ 성매매를 전후하여

상대 남성의 아이디와 전화번호 및 성매매 방법 등을 메모지에 적어두었다가 직접

또는 고용된 또 다른 여직원이 입력하여 작성한 메모리 카드‘24)의 판단과 관련하여

제315조가 활용된 사례이다. 해당 사건의 증거물로 제출된 메모리 카드는 출력되어

문서 자료로 활용되었고, 피고인이 해당 자료를 증거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

아 증거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않았다. 이러한 정황으로 인해 메모리 카드 출력물의

증거능력이 인정받을 수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하지만, 해당 법원은 메모리

카드가 제315조 2호에 해당하는 통상문서임을 인정하면서 메모리 카드의 증거능력

을 인정하게 되었다. 메모리 카드 출력물이 통상문서로 인정될 수 있었던 경위는

해당 자료가 영업에 참고하기 위하여 상대 남성의 아이디와 전화번호 및 성매매 방

법 등을 메모지에 적어두었다가 다른 여직원이 이를 입력한 것으로, 업무와 관련된

정부 처리 과정에 직접 결부되어있었기 때문이다. 해당 판례는 제315조 2호에 해당

되는 이유로 판단되었다는 점에서 본 사건과 같은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며, 본 사

건의 425지논 파일 및 시큐리티 파일과 다르게 그 자료가 구체적으로 정보로서 소

통되었음이 확인가능했다는 차이가 존재한다. 결국, 해당 사례는 적용 조항과 자료

가 겪은 소통 양상이 다르다는 점에서 본문의 파일들과 경우가 다르다고 판단된다.

2012도 16001 판결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로 ‘선거운동원들을 모집, 관리하는 업

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원들이 실제로 선거운동을 하였는지를 그때그때 일

24) 2심 판결문 33p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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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적, 계속적, 기계적으로 확인하여 작성한 출결부’25)의 자료를 증거로 인정할 것인

지가 문제가 된 사례이다. 2012도 16001 판결 역시 위의 판례와 마찬가지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서를 문서 자료로 취급하여 판단하였고, 피고인이 자료의

진정 성립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여 증거 인정 여부와 관련한

판단에 논란이 생긴 사례이다. 해당 사례에서 역시 디지털 자료가 문서 자료로 취

급되어 피고인에 의한 진정 성립 과정을 거쳐야 했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이에 대

답하기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이 진정 성립에 대한 질문을 거부한 것을 당사자의 부

재로 처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해당 자료를 통상문서로 처리할 수 있는지가 문제

가 되었다.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준하는 사유

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검사 측은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였음으로

제314조에 해당하고 자료를 증거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법원은

이에 대하여 제314조는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려는 취지와 관련된 조항인 바, 특별

한 사정에 의하여 법정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 적용할 수 있고 피고인이 자

신의 정당한 권리로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제출된 USB 출력 문건 중 일부는 선거운동원들이 실제로 선거운동을 하였는지

여부를 그때그때 ‘일상적, 계속적, 기계적’26)으로 확인하여 작성한 출결부로 인정되

었고 법원은 업무의 연속 안에서 왜곡의 여지 없이 작성된 서류라는 점을 들어 해

당 문서를 증거로 인정했다. 출결부의 증거 능력은 전자정보를 출력한 문서로서 공

식적인 업무의 일부로 소통되었다는 점을 들어 증거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기계적

으로 반복되어 통상성이 예측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공식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다.

94도2865 판결은 가중뇌물수수· 가중뇌물공여·뇌물공여의사표시·변호사법위반·골

재채취법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에 대한 판결로 ‘피고인이 범죄혐의를 받기 전에 이

와는 관계없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출하면서 스스로 그 지출한 자금내역을

자료로 남겨두기 위하여 이 사건 뇌물자금과 기타 자금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그

지출 일시, 금액, 상대방 등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입한 수첩27)’의

증거능력이 인정된 사례이다. 해당 사례에서 수첩의 증거능력은 범죄사실의 인정과

별개로 맡겨진 사무 내역을 반복적으로 처리하는 과정 중에 작성된 문서라는 이유

25) 같은 자료 33p 발췌
26) 대법원 2012도 16001 판결문 4p 발췌
27) 2심 판결문 33p 발췌



- 40 -

로 인정되었다. 다만, 판결문은 이와 관련하여 통상문서로서의 자료는 범죄사실과

별개인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수첩에 범죄사실에 대한 자백이 기재되어 있더

라도 그 내용이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으로 이어질 수는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해

당 판결은 위의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업무상의 반복적인 일과를 위해, 그리고 그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기억력의 공백 등을 메우기 위해 작성된 문서는 통상문

서로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서울고등법원 2014노2820 판결, 즉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2심 판결은 위의

사례들과 같은 맥락에서 제출된 자료를 업무 과정 중에, 즉 범죄사실에 대한 법적

의심이 발생하기 이전의 문서로서 증거능력을 갖는 것으로 인정함은 물론, 업무회의

중 지시사항과 자료에 적힌 내용과 실제 활동 내역 간의 일치, 파일에 적힌 내용이

거짓이기 어려운 맥락에 의해 제315조 3호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인정하였다. 위에 언급된 제315조 2호에

대한 인정과 3호에 대한 인정은 전혀 다른 형태의 증명 구조를 갖는다. 통상문서로

활용된 맥락을 통해 인정받는 2호는 업무 과정 중에 해당 자료가 공식적으로 소통

된 정황, 즉 조직원에게 그대로 수용되어 다음 업무를 촉발한 사실을 통해 적용되

는데, 이 적용은 명확한 사실이 반영된다는 점에서 연역적인 직접 판단이다. 하지

만,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를 인정하는 3호의 판단은

결국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 해당 문서를 의심할만한 정황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

다를 강조하는 방식을 통해 주장되었다. 이러한 정황은 소거법을 통한 간접증명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간접증명은 총 경우의 수가 n개로 확정되어있

고 n-1개의 경우를 소거하여 1개가 남았다는 수학적 증명이 가능하지 않은 현실의

경우에서는 확실한 근거로 활용되기 어렵다.

· 425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에 대한 반박

425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은 우선 개정 이후에 공소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만 개정 법률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전문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을 인정받

지 못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의 313조 1항을 적용받는 것과 개정 이전의 형사소송법

313조 1항을 적용받는 것의 차이는 전자정보의 판단에서 출력된 문서로서 판단을

받게 되는지, 혹은 저장되어있는 전자정보 그 자체로 인정받는지의 문제이다. 2심은

최종적으로 해당 사건에서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밝혔기 때문에,

파일은 일관되게 출력물로 평가받게 되었다.

개정 형사소송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앞서 논의되었던 315조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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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증거능력의 인정 여부를 가르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최종적인 판결은 자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제315조의 적용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파일의 증거능력에 대해 주장된 근거가 빈약했기 때문이다. 당사자의

반대 심문과 무관하게 통상문서로서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굳이 반대심문

의 기회 부여 여부가 문제 되지 않을 정도로 고도의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있는

문서’28) 로서의 자격이 인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425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은

내용상 국정원의 업무와의 상관성을 추측하고 상상할 수 있는 정도일 뿐 양쪽의 연

관성을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할 수는 없다. 해당 파일의 출력물은 단편적이고 조

악한 형태의 기사 발췌와 트윗글 복사본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내용의 정확성과 진

실성을 보장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이 최종적인 판결내용이다. 또한, 425지논 파

일과 시큐리티 파일이 정확히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파악할 수 없다는 사실이 통상

문서의 인정의 결정적인 결점으로 제기되었다. 이외에도 사적인 정보를 많이 담고

있다는 사실이 2심의 판결에서는 해당 문서가 조작되었을 것이라는 의심에 대해 반

박하는 근거로 활용되었지만, 최종 판결에서는 그것이 오히려 공적인 목적을 가진

문서가 아니라는 의심의 근거로 활용되었다. 유사한 맥락에서, 해당 파일에 기재된

바에 전혀 규칙이나 형식이 없어서 확실한 보장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판단되었다.

425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에 대한 판단의 차이는 일차적으로는 간접증명과 직접증

명의 차이에서 발생했다. 전자정보에 대해 직접증명만을 인정하는 입장에서, 출력된

자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근거는 오직 자백과 공문서나 통상문서로서의 권위뿐이

다. 해당 문서가 통상문서와 같은 공식문서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의 기

준이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직접적인 기준은 위의 법원 판결에서 언급된 것처

럼 구체적으로 문서가 활용된 정황이 있는지에서 발견할 수 있다. 조직 내에서 문

서가 수신자에 의해 있는 그대로 수용되어야 한다. 제출된 자료가 이러한 방식으로

조직 내에서 소통된 정황이 있어야 비로소 해당 지위가 조직 내에서 실체적인 정보

로서 인정받은 것이며, 그 내역을 근거로 증거로 거듭날 수 있다. 공판에서의 정확

한 자백과 함께 기존 소통의 연쇄에 포함된 정황이 있어야 함은 언어 자료가 증거

로 활용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다.

반면, 간접증명은 425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2심의 판결처럼

두 가지 방향성을 띠게 된다. 첫째는 반대되는 경우의 수에 대한 소거를 통한 확실

성의 추구이며, 둘째는 동기에 대한 개연적인 추측이다. 2심 판결은 자료의 내용과

관련되는 다른 증거들을 통해 자료가 정확하고 진실되지 않을 경우의 수가 모두 제

거될 수 있음을 강조했고, 사적인 정보를 가진 자료등을 통해 자료 작성자의 동기

28) 판결문 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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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추측할 수 있다고 가정했다. 하지만, 위의 방식들은 모두 확실성이라는 기준을

결코 충족할 수 없었기에 최종적으로 부정되었다.

3. 소결

주어진 사례들에서 자료들은 모두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는 결국 해당

항목에 대한 무죄판결로 이어졌다. 최종적으로 검사 측의 주장들이 채택되지 못한

이유는 제출된 자료들이 직접증거로써 형식적인 자격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증거로서의 형식적인 자격은 자료의 내용과 범죄 사실과의 일치를 보장할 수 있는

지의 여부에 의해서만 결정되고, 이는 결국 불확실성의 통제와 관련되어 있다. 엄밀

한 사실판단에 근거해야하는 판사는 불확실성이 남는 자료의 진실성을 결코 인정하

지 않았다.

확실성이라는 기준이 판사에게 작용하고 있다는 조건과 확실성이 재판 안에서의

노력으로 성취될 수 없다는 사실의 충돌은 판사에게 특수한 선택지를 강요한 것으

로 보인다. 검사 측이 제시한 여러 정황에도 불구하고, 간접증명을 통해 모든 반대

경우의 수를 배제하고 완벽하게 결론에 도달하는 방식은 무의미했다. 확실성은 피

고에 대한 무죄 추정, 즉 원고의 주장이 거짓임에 대한 가정을 뒤집을 정도로 다른

차원의 입증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간접증명이 갖는 본질적 한계는 언급된 모든 사

례에서 동일하게 발견되었다. 간접증명은 그 내용상의 설득력과 무관하게 확실한

입증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유죄 입증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증거의 자격을

가르는 입증은 결국 형식적인 인정/불인정의 기준을 따르고 이러한 차이는 1과 0의

문제이지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이유로, 원고의 주장이 참으로 인정되기 위

해, 개연성의 정도를 높이려는 시도는 형식적으로는 무의미했다.

확실성이라는 기준이 배제의 결과로 성취될 수 없다는 조건은 판사가 확실한 것

만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딜레마를 야기하며, 결과적으로 외부에 의해 이미 보

증된 것만을 선택하려는 태도로 이어진다. 범죄사실과 관련된 소통 체계에서 이미

소통된 내역이 확인된 문서만을 인정하는 형사재판 판사의 선택 회로는 판결 내에

서 직접 선택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는 노골적인 회피의 양상을 이어졌다. 이러

한 결론은, 판사의 적극적 선택권을 전제한 이론과 한국의 법원이 처한 현실이 상

이한 조건 위에 있음을 다시 확인해준다.

추가적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관련된 마지막 사례는 자료가 기록되고 저장

된 매체의 차이에 대해 함의를 갖는다. 위의 논쟁들은 형식적인 충족에 대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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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고, 형식성의 충족은 해당 자료가 ‘서류’라는 점과 관련되어 있었다. 해당 사례

가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소급적용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제출된 전자 자료는 인쇄

되어 서면으로 제출되었고 서류의 기준, 즉 서류로서 확인되었는지를 통해 판단되

었다. 하지만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디지털 자료에 대해 중간 과정에서의 왜곡 여부

를 확인하는 포렌식 검증을 통해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따라

서, 마지막 사례에서 일관되게 문제 되었던 당사자의 인정과 무관하게 증거로써 재

판에 포함될 수 있게 된 것이다. 본문의 사례에서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지

않아 디지털 자료는 결국 재판에 직접 반영되지 못했고, 자료가 증거로 직접 받아

들여질 경우 ‘직접증거’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지 역시 흥미로운 문제일 것이다.

디지털 자료의 증거능력과 관련한 논쟁과 이후의 법 개정은 해당 자료가 증거로

받아들여지면 간단히 직접증명의 달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전제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디지털 자료의 증거능력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형식적인 측면에 대

한 것일 뿐, 한 직원이 사적으로 보관한 자료가 범죄사실과 갖는 관련성에 대한 입

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는 여전히 검토 대상으로 남아있다. 증거와 범죄사실의 연

결이 결국 공판에서 확인되어야 한다는 점과 확실성이 재판 과정 중에 도달되는 것

이 아니라 사전에 발생한 보증을 도입하여 확보되는 것이라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외부의 보증을 빌려오지 않고 재판에서 어떻게 범죄 사실에 대한 확실한 입증이 발

생할 수 있는지가 문제적이다. 이어지는 본문은 외부 보증의 도움 없이 범죄 행위

의 입증이 어떻게 시도될 수 있는지를 확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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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진술에 의한 재판

1. 논증 구조와 판사의 판단 기준 - 귀류법

앞선 사례 분석에서 확인했듯이, 사실인정은 확실성의 충족을 통해서만 발생했고

확실성은 이미 발생한 공식적인 인정의 확인을 통해서만 충족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충족, 즉 중복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중복은 원고 혹은 증인 혼자서 기록한 문서로는 발생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정보를

주고받은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발생한다. 따라서, 소통 체계의 밖에서 벌어지

는 사적인 사건은 중복으로 인정될만한 남길 수 없다.

이러한 특징이 가장 두드러지는 경우는 성범죄에 대한 재판이다. 성범죄와 관련

된 재판은 진술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성범죄 재판에 대해 확실성을

보장하는 근거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피고인의 이익이 필

연적으로 발생해왔고, 이런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 유죄판결

이 도달가능한 목표가 되도록 규칙이 수정되었다29).

형식적 확실성과 문서에 의한 중복의 관계를 간과한 이전의 형사재판은 거의 필

연적으로 피고인의 이익으로 귀결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중복이 발생하지 않는 진

술만을 통해 확실성을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 발생한 조치가 피해자

진술의 지위 강화이다. 성범죄 재판은 사건에 대한 문제 제기와 입증이 모두 피해

자의 진술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며, 사건에 대한 직접증거 역시 피

해자의 진술만이 존재한다. 기존의 입증구조에서 피해자는 소송 당사자로서 그 진

술이 피해자인 본인의 이익과 관련되어 객관적인 것으로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진

술을 통한 확실한 증명은 기대될 수 없었다. 성인지 감수성의 도입은 위의 조건에

서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 형사재판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변화로 이어졌으며. 구

조의 변화는 아래와 같다.30)

29)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표현은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1항의 내용인 ‘국가 기관등은 양성평등 실현
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에 기반하며 구체적인 실천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함부로 배척하지 않
는 것으로 활용된다.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
희롱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
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를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
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
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두 74702판결 참조)

30) 성인지 감수성이 판사에 의해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학계의 해석이 명확치 않은



- 45 -

직접증거에 의한 판단

피해자 주장의 거짓을 가정 → 피고인 주장이 선점하고 있는 지위를 뒤집을 만큼의

근거가 요구됨 → 피해자 주장의 확실한 참이 증명되면 피고인 주장의 거짓이 확정

됨

진술에 의한 판단

피해자 주장의 참을 가정 → 피해자 주장이 선점하고 있는 지위를 뒤집을 만큼의

근거가 요구됨 → 피해자 주장의 확실한 거짓이 증명되면 피고인 주장의 참이 확정

됨

법적 사실인정의 형식적인 속성은 자료 조건의 변화에 따라 입증 책임이 이동하

는 상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형사재판에서 기본적인 입증 책임은 검사 측의 몫

이다. 형사재판에서의 판결은 국가가 피고를 상대로 일방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행

위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중복을 충족시키는 자료를 확보하는 일은 검사 측의

과제이며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다른 조건과 무관하게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는

다. 하지만 구술에 의한 재판에서는 이런 구조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입증 책임

이 부분적으로 피고에게 이동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절대적인 참

으로서의 값을 갖는 것은 아니다. 이후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진술의 내부

모순을 발견하는지 여부가 재판의 가장 직접적인 전선으로 작용한다. 피고 측이 공

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공격적인 질문을 통해 ‘2차 피해’를 가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도 구술로 된 재판이 확실성을 추구하기 위해 갖는 필연적인 형태인 것이다31).

상황이다. 법학계는 성인지감수성의 문제를 단순히 미투운동 이후의 사회적 변화에 발맞춰 가기 위
한 법학계의 제도적 변화이며, 판사의 양심에 판단을 맡기는 것으로 이해하는듯하다. 또한 ,이로인
해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들인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증거재판주의 등이 훼손된다고 우려하기도
한다(박성민, 2019). 하지만, 본 연구는 성인지 감수성의 문제가 법원의 사실 판단과 관련된 필연적
문제제기라는 점을 보일 것이다. 법관의 양심은 양자택일의 가능성이 모두 열려있을 때 기능하지
만, 본 연구는 피해자 진술에 대한 의미부여가 단순한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님을 보일 것이다. 물
론, 판사는 최종적으로 자신의 양심에 따른 판단을 하게된다. 하지만 판사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논증구조를 선택할 수는 없다. 이런 맥락에서, 피해자 진술을 양심의 문제로 판단하는 법학계의 판
단은 법학적 소통 구조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해된다.

31) 2차 피해자화는 주로 성범죄 재판의 피해자를 오히려 행실이 불량한 인간으로 취급하며 비난, 혹
은 불이익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태도로 사용되어 왔으며(정혜욱, 2018), 같은 계보의 개념으로 ‘재
피해자화’가 재판에서의 언어구사 전략으로 분석되어왔다. ‘재피해자화’는 성범죄 재판에 대한 민속
방법론 연구를 통해 연구되어 왔다. 민속방법론은 언어 전략이 충돌하며 법적 원칙이 자명한 담론
이 아니라 상호작용의 결과로 드러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성폭력 사건들에 주목하였다(Paul
Drew, 1992). 성폭력과 관련된 판결은 많은 경우 진술과 진술에 대한 가혹한 반대심문으로 구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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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피해자화가 판결의 전선이 될 수밖에 없는 까닭은 우선 구술 재판의 경우에

서도 확실성과 배제의 관계가 결정적이기 때문이다. 확실성이라는 판결 기준 아래

놓여있는 판사는 불확실한 선택지의 배제를 최우선의 과제로 삼을 수밖에 없지만,

배제를 통해서는 결코 확실한 선택에 도달할 수 없다.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진술

이 참일 경우의 수를 모두 차단하고자 하지만 새로운 설명가능성이 언제나 새롭게

창출될 수 있기 때문에 배제는 확실한 판단으로 향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 이러한

조건으로 인해 판사는 확실성에 대한 충족을 원고가 아닌 피고에게 묻게 되고, 피

고는 원고, 혹은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통해 직접 진술의 모순을 통한 확실한 거

짓의 획득을 전략적으로 목표하게 된다.

피해자 진술의 확실한 거짓 확인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재판의 특징을 잘 보여주

는 개념으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은 성범죄 재판

의 유죄판결 여부를 둘러싼 근거를 압축하기 위해 흔히 활용되는 표현으로, 이어지

는 본문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다. 본문의 분석을 위해, 이 개념이 정확히 무

엇을 의미하고 어떤 판단 기준을 함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

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은 우선 피해자의 진술이 완벽하게 일관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어지는 사례들에서도 피해자 진술과 확인된 사실 간의 사소한 불일

치는 지속적으로 발생했지만, 이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훼손하는 것까지 나아

가지 않았다.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다는 것은 피해자 진술의 가정적 참의 설정 위

에 피해자 진술에 결정적 모순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즉, 모순이 아닌

한에는 일관되지 않은 사실 관계가 있더라도 피해자의 주장을 옹호할만한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은 유지되는 것이다. 진술의 일관성을 배제하기

위한 피고인의 입증은 반드시 모순에 이르러 확실한 거짓에 도달해야 하며, 불확실

함이 남는 경우, 즉 피해자의 진술에 유리하게 연결될 여지가 남는 경우 피고인의

입증은 실패로 돌아간다. 이러한 구조는 앞서 원고가 입증 책임을 가지며 모든 불

확실함의 책임을 원고가 지던 본문1의 사례와 대칭적이다.

며, 반대심문의 결과로 성취되는 일관성의 여부는 판결의 결과로 직결된다(Gregory Matoesian,
1997). 민속방법론의 대화 분석은 결국 관찰자가 기대는 권위 있는 담론의 체계가 아니라 행위자들
의 선택 안에서 사회적 규범과 의미가 발견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고, 본 연구는 피고인 측이 피
해자 측을 공격해 모순을 형성해 판결을 유도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민속방법론의 이러한 관점을
수용한다. 결국, 본문에서 2차 피해자화는 피해자에 대한 일방적인 시선보다는 재판에서 피고인 측
이 검사 측의 주장을 부정하기 위해 발생하는 언어적인 공격 행위에 국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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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 분석

1) 진술에 의한 성범죄 재판의 사례1 – 편의점 본사 직원 강제추행 사건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고단960

창원지방법원 2018노1550

해당 판결문은 편의점을 관리하는 본사 직원이 전세로 입점한 편의점주를 강제로

추행한 사건의 판결에 대한 기록이다. 법원은 1심에서 피고인의 강제추행에 대해

유죄를 판결했고, 이후 2심은 무죄를 판결했으며,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결을 다시 파

기하였다. 피해자에 의해 제기된 범죄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평소에 업무로 인하여 자주 만나는 피해자에 대하여 호감을 가지고 있던

중 2017. 4. 24 15:00경 위 편의점에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그곳에서 홀로 근무를 하

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6:00경 피해자가

있던 계산대 안쪽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서류를 보여주면서 업무에 관한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거부의사를 표시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35경 위 계산대 위에 피고인의 노트북을 올려놓고 피해자를

의자에 앉힌 후 피해자의 뒤에서 왼팔로 피해자를 살짝 안으면서 왼손을 계산기 위

에 올리고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오른손 어깨를 짚은 채로 업무 설명을 하다가 갑

자기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

자의 오른쪽 얼굴에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위의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쟁점이 된 것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을 부정하기 위해 피해자와 자신이 그간 친밀한 관계로 지내왔고 해

당 신체 접촉이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해 진술과 사건의 정황과

관련한 몇 가지의 반박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의 반박은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은 추행 이후의 통화기록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잘못되었고, 그 행동

이 피해자의 설명에 부합하지 않음을 지적했다. 피해자는 추행이 있은 직후 피고자

에 의해 전화가 계속 왔으나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지만 확인된 사실에 의하면 양

측은 각각 한 번씩 발신하였고 2본 48초 그리고 5분 15분 간 통화하였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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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들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음을 주장했다.

2. 피고인은 사건 발생 당일 피고인이 편의점에 도착하여 행동한 정황과 피해자

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피해자가 억지스럽게 피고인의 행동을 꾸며내고 주장하

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족 사항과 학창시절 일까지 알고 있을 정도로 친밀한 관

계를 유지해왔고, 둘의 관계에 대해 피해자가 진술한 부분에서 일관성이 부족한 부

분이 많다.

4.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무실적이 피고인의 행동과 무관하게 점포의 개수로 평가

되는 점, 피해자가 한 개의 점포를 추가로 오픈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특별관리

대상이었던 점, 피고인 본인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본사에서 본인을 바로 퇴

사하게 만든 점 등을 들어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어떤 ‘갑

을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했다.

5. 피고인은 피해자는 사건 발생 불과 4일 후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

였고 피해자의 배우자가 집에서 CCTV를 보다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접촉 사실이

발견되자마자 피해자의 배우자가 점포로 찾아온 점을 들어 피해자가 외도를 의심받

고 이혼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덜기 위해 자신을 고소했음을 주장했다.

이에 추가하여, 법원은 피해자의 공소사실과 CCTV에 비춰진 사실들이 다른 점,

피해자가 진술하기 전 CCTV를 미리 돌려보고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에 맞춰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체접촉에 대하여 웃는 모습이 포착되는 점, 피해자의 배우

자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추궁하였을 뿐 강제적인 추행에 대하여서는 문제시

하지 않은 점 등의 의문을 추가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제기된 위의 공격들은 모두 피해자의 일관성을 훼손시킬

목적을 내포하고 있다. 첫 번째 문제 제기는 통화기록에 대한 진술과 기록이 일치

하지 않음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기록을 통해 피해자답지 않은

행동이 있었음을 주장하는 내용이다. 이는 세부적인 통화기록을 잘못 기억하는 흔

히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지적인 동시에, 결국 피해자가 정말 강제추행을 당했다면

먼저 전화를 걸어 발신 기록을 남기지 않았을 것임을 주장하는 내용이다. 두 번째

문제 제기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건 당일 자신의 행동이 타당하지 않음을 주장하

는 내용이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이 충분히 타당한 지적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고, 피고인이 사실이 아니면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진술했기 때문

에 피고인의 주장이 신빙성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대안적인 가설이 가능함이 확인되었을 뿐 구체적인 모순이 발생하는 지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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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세 번째 주장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친밀한 관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과

이에 대한 법원의 긍정적 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에 대해

많은 정보를 교환했다는 사실이 피고인의 강제성을 반박하는 내용으로 쓰이고 있

다. 네 번째 주장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역학 관계에 대한 반박이다. 피고인은 피해

자와 자신의 갑을 관계를 재판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을 주장했고, 그를

위해 자신의 영향력이 피해자의 의사를 위협할 정도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1심판

결 직후 자신이 퇴사하게 된 점을 들어 자신이 ‘갑’이 아님을 주장했다. 다섯 번째

주장은 피해자의 이혼 진행 상황과 피해자의 부부 관계를 들어 재판을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할 동기가 충분히 존재함을 피력하는 내용이다.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피고인의 공격은 모두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된 것으

로 보인다. 가장 직접적인 목적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피해자

는 자신이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는데, 피해자의 특정 행동들을 보면 둘 간의

친밀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더라면 발생했을 행동이 확인된다는 것이다. 피해자

의 진술과 확인된 정황이 다르다면, 그것은 피해자의 주장을 부정할 충분한 근거가

될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피고인의 주장이 일종의 가치평가를 통해 진술을 재배치

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 간의 신체접촉이 강제적이었다면 피해자가 전화를 했을 리

없다거나 피해자가 웃었을 리 없다 등의 주장은 모두 ‘피해자라면’이라는 조건이 붙

은 주장이다. 위의 조건문이 없다면, 피해자의 진술과 발견된 사실 사이에 모순을

직접적으로 형성할 근거가 없지만 조건문을 인정한다면 피해자의 주장은 자기 모순

에 처하게 된다. 위의 정황을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피해자 진술의 모순이 성범죄

재판을 확실성이라는 원칙에 기반해 판단하는 형식적인 원칙임은 변하지 않지만,

모순의 형성이 객관적인 부정의 방식이 아닌 모순의 발생을 손쉽게 하는 특정한 전

제의 도입에 의해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항소심은 피해자의 진술에서 내부 모순이 존재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러한 판결은 ‘피해자다움’이라는 기준의 수용을 통해서만 가

능하다. 따라서, 피해자다움이 통용되지 않는 판결의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모

순을 포함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부정될 수 있고, 이어지는 대법원의 판결이 그러

한 경우에 해당된다. 대법원의 판결은 피해자의 주장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모순에

대한 피고인의 공격들을 다시 검토하고 피고인의 주장에 억지스러운 부분이나 사실

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판결문은 우선 피고인 주장의 일관성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장의 일관성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지만,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들을 배열할 경

우 내적 일관성이 전혀 확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친밀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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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그리고 신체 접촉이 발생한 맥락에 대해 매번 다르게 진술하였고, 이는 그때

그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위해 만들어진 발화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

성을 배척하기에는 부족한 곳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사적인

개인정보가 많이 교환된 맥락 역시 편의점 점주 창업적성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

는 과정에서 생긴 일일 뿐, 별도의 개인적인 사항에 대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되었

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전화통화 역시 편의점 개업 업무로 인한 것으로 피해

자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될 확실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1심의 판단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배척하려는 피고인의

몇 가지 시도가 배제되었다.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의 진술은 모두 일관성에 있어

서 완벽하지 않다. 그 이유는 우선 오래된 과거의 일을 다룬다는 점과 함께 각자에

게 불리한 방향으로 어느 정도의 각색이 전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세부적으로 결여되어 있고, 피고인의 주장이 세부적으로 결여되어 있는지

의 여부가 판결의 방향성과 반드시 관련되는 것은 아니며, 불일치가 얼마나 치명적

인지의 문제는 판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피해자의 일관성에 대한 피고인의 공격

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은 피고인의 주장이 전혀 개연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

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진실성을 확실하게 배척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구술로

진행되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술을 훼손하기 위해선 개연성 이상의

의미가 요구된다.

대법원의 판결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지점은 피해자다움에 대한 해석이다. ‘피해자

다움’의 프레임 도입은 판결의 향방을 가르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추행의 발생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발신을 한 번씩 전화를 주고받은 정황을 두고

‘추행의 피해자가 추행 이후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리 없다’는 전제를 도입할지 여부

는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되는지 아닌지를 결정한다. 통신기록을 통해 피해자가 피

고인에게 전화를 건 기록이 사실로 남아있기 때문에, 피해자다움의 기준에서 전화

를 건 사람이 추행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다. 이외에도, CCTV를 통해

확인된 내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에 희미한 미소를 띄우는 장면 역시 사소

한 웃음에 대해서도 추행과 병치될 수 없는 행동으로 해석될 여지가 존재한다. 피

해자다움이라는 판단의 틀을 도입하면 피고인의 신체접촉이 강제적이었다면 피해자

가 웃었을 리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피해자의 진술은 모순된 것으로 여겨진

다. 피해자다움의 프레임 안에서 피해자가 표시한 거절의 의사는 간과되었고, 진술

과 충돌하는 사실의 발견만이 주요했다.

피해자와 배우자의 관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되었

다. 피의자는 피해자가 범행 4일 후 이혼을 신청한 것으로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



- 51 -

는 4일 후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것으로 기소 이전에 이미 이혼신고를 마친 것

이 확인되었다. 즉, 피해자에게 무고한 피해신고를 통해 유리한 처지를 점할 동기가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사실관계가 맞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과 무죄 선고를 파기한 대법원의 판결의 대조는

구술 재판에서 피해자 진술의 모순이 어떻게 노려지고 확보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다. 피해자 진술의 모순은 핵심적인 사실에 대한 진술의 논리적 상충에서 찾아지지

만 사회적 프레임의 동원을 통해서만 만들어진다. 구술 재판의 확실성이 피해자 진

술의 모순을 통해서만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판사는 자신의 판단이 아닌 확실성

에 기댄 제3자로서의 관점를 유지하기 위해 모순을 통한 ‘확실한 거짓’을 근거로 판

결하고자 하지만, 최종적인 모순의 형성은 ‘피해자다움’과 같은 프레임 동원을 통해

서만 성취된다는 점에서 다시 판사의 개입을 요청한다.

추가적으로, 위의 판결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갑을관계’를 어떻게 인정할지 여

부가 쟁점화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위계를 인정하는지 여부가 피해자 진

술의 일관성 문제와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다. 갑을관계의 인정은 확실성이 아니라

배제의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특정한 진술과 사실의 관계를 설정할 때 갑을관

계는 피해자의 특정 행동이 발생가능한 경우의 수 중 한 개라는 점을 제시하기 위

해 동원된다. 즉, 갑을관계는 피해자의 행동을 피해자에 대한 피고의 공격과 다른

방식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음을 보이는 것으로 기능할 뿐 반드시 피해자의 행동이

갑을관계에 의해 확실하게 강제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반면, 피해자다움은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생산해 피해자의 진술을 부정하기 위해 활용된다. 갑을관계

의 개념이 피해자 진술의 배제 가능성과 관련되었다면, 피해자다움은 판사가 논증

에 개입해 피고인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선택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갑을관계는

판결을 확정 짓는 역할이 아닌 피해자의 행동을 정당화할 여지가 남아있음을 보여

주는 소극적인 역할만을 수행하는 반면, ‘피해자다움’은 그 자체로 제3자의 입장에

서 벗어난 선택이라는 점에서 둘은 판연히 다른 개념이다.

2) 진술에 의한 성범죄 재판의 사례 2 – 공단 본사 직원 강제추행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1.10. 2018고단2204

울산지방법원 2019.8.22. 2019노83

해당 사례 역시 진술을 근거로 이뤄지는 형사재판이 기존의 형사재판과 다른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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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구조를 보여주는 경우이다. 해당 사례의 피고인은 울산 위치한 본사 전산직 직

원이자 노조 공단본부장이며 고소인들은 일반 직원이다. 피고인과 고소인들은 충복

제천에 위치한 숙소에서 캔맥주를 마셨고 피고인은 갑자기 수차례 머리와 어깨를

쓰다듬은 사실이 있다.

만취한 피고는 원고와 대화를 시도하던 중 횡설수설하며 겉돌았고, 원고는 이에

자리를 피하고자 하였고 피고인은 원고를 붙잡으며 머리와 어깨를 수차례 쓰다듬었

다. 이 행위의 맥락에 대해 변호인 측은 대화에 참여하고 싶지만, 원고가 무시하자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해 손짓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고, 1심 판사는 이를 인

정했다. 해당 행위에 대해 피고는 다음 날 ‘추태를 부려 죄송하다’라는 취지의 문자

를 보냈지만, 사과 직후 직장 내에서 원고에 대해 피고가 퍼뜨린 안 좋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원고는 회사 차원에서 문제 제기하여 피고는 회사 차원에서 징계를

받은 기록이 있다.

위의 맥락에서, 1심 법원은 피고가 회사 차원의 징계를 받은 것은 별개의 맥락이

며 추행에 해당할 행동이 있었음에 대해 직접적인 증거가 없음을 강조했다. ‘증거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은 ➀ 증명은 전적으로 원고의 책임이며 ➁ 사물화된 증거가

없고 ➂ 피해자의 주장은 반박의 여지가 있어 그 자체로 범죄 사실의 입증으로 이

어질 수 없다는 논증 구조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1심의 판단은 2심에서 다음과

같이 반박된다.

항소심은 1심의 판단을 파기하며,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수준의 증명을 요

구하는 것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구체적 상황,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을 고려하

지 않은 잘못이며 피해자의 진술을 특별한 이유 없이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

원칙을 명시했다. 이러한 조건과 함께 피해자의 진술을 공격하는 피고인의 진술은

개연성이 없으며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한 개연성을 가졌다고 언급했다. 해당 사건

에서도 가장 핵심적이었던 최초의 기준은 피해자의 진술이 충분히 개연적이었다는

점이다.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진 행위를 목격한 이후 ‘이분 취하신

거죠’라는 반응을 했다는 증인의 진술과도 정확히 일치했다. 또한, 사건 발생 다음

날 피고인의 불쾌한 신체 접촉에 항의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바로 사과한 정황 역

시 피해자 진술의 개연성을 인정하는 주요 계기로 언급되었다. 피해자에게 유리한

정황들이 확인되고 피해자 진술의 내부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 법

원은 유죄를 선고하였다.

해당 사례 역시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재판으로 ‘중복’을 중심으로 판

단하는 기존의 형사재판과 전혀 다른 논증 구조를 내포한다. 1심의 법원은 검사 측

에게 확실하게 참인 입증을 요구했고, 이는 원론적으로 불가능한 조건으로 검사 측



- 53 -

의 시도는 좌절되었다. 반면, 2심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판단을 진행

해야 함을 강조하며 이에 따라 판결의 기준을 피해자 진술의 모순으로 옮겼고, 검

사 측의 모순됨을 주장하던 피고의 주장은 실패했다. 위의 재판은 진술이라는 자료

형식을 중심으로 판단할 경우 판단 방식 자체가 변화함을 명확히 보여준다.

추가적으로, 위의 사례는 피해자 진술의 개연성에 대한 판사의 최초 판단이 피해

자 진술을 ‘참’으로 가정하는 조건으로 작동함을 시사한다. 본문에서 언급되는 모든

재판은 판사가 형식적 판단을 위해 원고와 피고 중 어느 쪽에 유리한 가정을 받아

들이는 지에 따라 크게 좌우되었다. 판사가 형식 판단을 위해 취하는 양자택일은

서류를 중심으로 한 판단에서는 원고에게, 진술을 중심으로 한 재판에서는 피고에

게 유리한 입지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는 확실성이라는 원칙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형사재판 판사의 입장이 갖게 되는 원리적 불안정성이다. 형사재판은 제3자의 입장

을 유지하기 위해 형식적 확실성을 따르고자 하지만, 진술에 의한 재판의 경우 확

실성은 판사에게 오히려 적극적 개입을 강요한다.

3. 소결

성범죄 재판의 사례에 대한 분석은 두 가지 시사점을 남긴다. 첫째는 매체의 속

성에 대한 논의이다. 성범죄 재판의 특수한 논증 구조는 그것이 진술을 중심적인

직접증거로 활용한 입증이라는 점에서 기인한다. 진술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참을

입증할 수 없다는 개념적 사실이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법학적 필요와 맞물려 있

고, 그러한 맥락에서 확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술의 절대적 거짓과 내부 모순이

도입되었다. 서류에 대한 판사의 선택이 ‘중복’에 의해 발생했고 진술에 대한 판단

이 내부 모순으로 발생했다는 점은 매체의 조건이 판사라는 의미론적 행위자의 선

택 양식을 결정함을 의미한다. 또한, 각각의 검증 방식의 차이는 역으로 매체가 지

닌 속성을 알려주기도 한다. 검증 방식의 차이는 매체가 야기하는 불확실성의 양상

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검증 방식이 같다면 두 매체는 불확실성과 관련하여 같은

속성을 갖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는 이어지는 디지털 자료에 대한 논의에서 디지털

증거의 속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활용될 것이다.

구술 재판과 관련한 두 번째 시사점은 판사가 지향하는 엄밀한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의 구분에 관한 것이다. 형사재판은 사실의 확실성과 관련된 판단에서 판사의

자의적인 판단을 차단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성범죄 재판과 관련하여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의 구분이 가능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본문의 분석들은 피해자의 진술에



- 54 -

대해 발생하는 참/거짓 판단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성범죄 재판의 구도가 ‘확실한 거

짓’의 확인을 목표로 진행됨을 전제하였다. ‘중복’에 의한 원고 주장의 확실한 참을

입증할 수 없는 소통 구조에서, 중복 없이 판사가 확실성의 규칙을 어기지 않는 방

식은 원고 주장의 확실한 거짓을 중심으로 유/무죄를 선택하는 것뿐이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앞서 제시된 사례에 대한 판결은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확인할 수

있는지에 의해 결정되었다.

진술의 모순을 유도하려는 시도와 그것에서 판결의 근거를 찾으려는 관심은 모두

법의 형식성에서 비롯되지만, 그 과정이 온전히 형식적이고 논리적인 것은 아니다.

진술의 모순은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으로 유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확실

성이 성취되는 모순은 피해자의 진술 내에서, 혹은 진술과 이외의 사실관계에서 절대

양립할 수 없는, 즉 정면으로 상충하는 내용의 확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문제는 진

술과 사실이 어떻게 상충하는지가 결코 사실 판단의 명확하게 주어지지 않는 점에 있

다.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의 맥락에서 벗어나 각종 진술조서, 음성 녹음, 영상 녹화

에 별도의 기록들로 흩어져 배치되고 피고인이 질문을 꺼내는 맥락에서 재편성된다

(Matoesian, 2000; 883). 피고인은 재편성 과정에서 피해자의 행동을 모순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틀을 도입하고, 이러한 틀은 각각의 진술이 지칭하는 행동들을 자연스

러운 것과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분류하고 상충되는 분류의 행동이 포함될 경우 그것

을 모순이라고 주장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주어진 사례에서의 ‘피해자다움’과 같

은 진술 배치의 맥락은 특정 집단에서 통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실제로 그런 경우가

존재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관습적인 판단이며, 이러한 판단 틀의 도입을 통해서만 어

떤 진술과 주어진 사실의 병치가 ‘자연스럽지 못하다’라는 판단에 도달할 수 있다.

성범죄 재판을 판결하는 판사의 행위는 피해자의 과거 행위와 진술의 의미를 확정

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의미론적이다. 피해자 진술의 모순은 특정 행동과 피해자 진

술이라는 두 가지의 독립적인 내용을 특정 맥락에 배치해 충돌시킴으로써만 발생한

다. 판사는 관련성을 확정할 수 없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로만 존재하는 두 개의

사건을 자신이 도입한 맥락을 통해 상충되는 것으로 확정한다. 즉, 피해자 진술의

모순은 판사의 주관적 판단을 통해서만 형성된다. 위의 사례에서 피해자 진술의 모

순을 판단할 수 있는 지점은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는 단순한 사실의 불

일치이다. 피해자는 진술 과정에서 몇 가지 단순한 사실에 대해 확인된 바와 다르

게 진술했다. 하지만, 사실의 불일치에 대해서도 모순의 기준이 명확한 것은 아니고

결국 그것이 판결 전체를 결정할 만큼의 결정적인 불일치인지 정황상 충분히 혼돈

할 수 있는 수준의 사소한 착각일지는 판사가 자의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다.

두 번째는 앞서 언급한 관습적 맥락의 도입이다. 관습적 기준의 도입은 ‘어떤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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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라는 판단이 성립하는 전제로 활용

된다. 결국, 모순을 통한 거짓 확정은 분명 형식논리학적인 방향성이지만 현실에서

의 실현은 두 가지 경우 모두에서 판사가 도입하는 사고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형사재판의 판사에게 부과된 확실성의 이중구속은 판결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판

사의 자의적 판단, 혹은 관습적 기준의 도입을 방지하려는 목적과 관련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하고 판결에 도달하는 성범죄 재판

의 판결은 반드시 판사의 개입을 요구한다. 판사의 선택은 기존 형사재판의 경우

가치 판단의 개입을 특수한 전략들로 배제됐지만, 외부적인 소통 체계에서 빌려오

는 중복의 도움 없이 확실성을 충족해야 하는 구술 중심 재판의 경우 판사는 필연

적으로 본인의 주관적 기준을 통해서만 선택에 도달할 수 있다. 기존의 재판에서

확실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판사는 무죄를 선고함으로 개인에 대한 공권력의 행

사를 회피할 수 있었지만, 성범죄 재판의 경우 판사는 반드시 유죄선고와 피해자

진술의 부정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처한다. 구술로 발생하는 재판의 사실인정 과

정은 형식적 조건의 충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음에도, 선택의 칼자루가 판사의 손

에 쥐어지는 상황을 피할 수 없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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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디지털 증거에 의한 재판

1. 논증 구조와 판단 기준 - 귀류법

디지털 매체가 일상적이고 공식적인 소통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서, 형사

재판에서도 디지털 증거를 법정 안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 주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디지털 증거와 관련된 절차 중에서도 특히나 수집이 주요한 문제로 부상했고, 이러

한 문제의 연장선에서 디지털 증거의 합법적 수집과정에 대한 연구가 디지털 증거

연구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디지털 증거의 수집이 지배적인 관심사가 된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디지털 증거가 사건의 진실을 직접 비춰주는 선명한 대상이라고

기대되었기 때문이다. 디지털 증거를 형사재판에 받아들이는 직접적인 계기가 된

앞선 Ⅱ의 전 국정원장의 판결에서처럼, 디지털 증거는 실체적 진실을 직접 담고

있는 대상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되었다. 디지털 증거는 발견만 되면 사건의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고 예상된 것이다.

디지털 증거가 사건의 진실을 보장한다는 기대는 디지털 증거가 갖는 이미지로서

의 선명성과도 관련되어 있다(Nick couldry, 2003). 디지털 증거는 메시지의 경우 해

당 대화의 한 단면을 그대로 본떠 이미지로 저장하며, 영상의 경우 재생 가능한 사

건의 단면으로 저장된다. 따라서, 디지털 증거는 기본적으로 항상 이미지의 형식을

갖는데 이러한 이미지는 전달자를 경유하는 간접적인 여타 자료들과 다르게 사건을

직접 표상한다는 인상을 남긴다. Neal Feigenson은 디지털 이미지가 제공하는 선명

성과 이를 실체적 진실로 받아들이는 수용자의 태도를 naive realism이라고 부르며

디지털 증거가 해석의 대상이 아니라 절대적인 수용의 대상으로 받아들여지는 현실

을 지적햇다. 증거로 제출된 자동차 추격 영상에 대해 대법관 스칼리아는 그것을

‘헐리우드 영화를 보는 것 같다’고 평가했으며, 이 증거를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그

것이 사실을 직접 알려준다는 사실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대법관들

이 스칼리아 대법관과 같은 생각을 공유했는데, 문제는 영상에 대한 그들의 해석이

상충되었다는 것이다. 미국의 대법관들 중 재생된 영상이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해석되어야 하는 대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지한 사람은 한 명에 불과했다(N

Feigenson·C Spiesel, 2014).

위의 사례는 디지털 증거가 서류로서의 증거가 기능하는 것처럼 ‘사물’로 수용될

수 없음을 시사한다. 디지털 증거는 서류처럼 일방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매체가

아니라, 관점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수도 혹은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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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될 수도 있는 대상이다. 따라서, 디지털 증거의 의미를 어떻게 확정할 수 있는

지, 혹은 그 불확실성을 어떻게 통제해야 할지는 디지털 증거가 법정에서 활용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이론적 검토일 것이다.

해석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증거가 재판에서 주요하게 주목받는 것은

디지털 증거가 그 어떤 증거보다도 인식론적 확실성을 보장하기 때문이다32). 디지

털 증거는 그 해석의 문제와 무관하게 전달과정에서 전달자에 의해 발생하는 왜곡

위험에서 자유롭다. 증인의 진술이나 기록은 실제 사건이나 대화의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보장하기 어렵고, 이러한 불확실성은 기존의 아날로그 기록물들

이 증거로 활용되는 과정을 극도로 어렵게 만들었다. 하지만, 디지털 기록은 조작으

로부터 자유로운지에 대한 포렌식 검증만을 거친 뒤에 해당 소통의 순간에 대해 정

확한 단면을 포착했다는 확신을 획득한다. 메신저 대화에 대한 저장 파일은 해당

파일이 보여주는 대화가 존재했다는 사실에 대해 의심의 여지를 제공하지 않고, 영

상 촬영물 역시 그것이 갖는 대표성과 해석 문제와 무관하게 사건의 한 단면을 반

영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확실하다. 즉, 디지털 기록물의 활용 과정에서는 대상

과 진술의 관계의 정확성에 대해 발생하는 검토가 인식론적 회의주의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이다. 디지털 증거가 갖는 이러한 특성은 디지털 증거가 법정에서 갖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이며 이 특성으로 인해 디지털 증거의 내용은 재판에서 반드시

쟁점화된다.

2. 사례 분석

1) 디지털 증거에 대한 재판의 사례 1 :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강제추행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합75

서울고등법원 2018노2354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증거가 확보되는 경우가 드문 현실적인 조건에서 피해자

와 피고인 사이의 소통 내역을 담고 있는 디지털 기록물은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

로 기대되었다. 디지털 증거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이 갖추지 못한 직접적인 진

실을 보여줄 것이라 여겨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디지털 기록물들은 기대와 전혀 다

32) 형사재판의 증거에서 동일성 무결성은 가장 중요한 기준이고, 디지털 증거의 경우에도 이것은 마
찬가지이다(이숙연,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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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방향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빈번했고 오히려 목적을 가진 교란의 수단으로 사용

되기도 했다. 디지털 증거가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 중 어느 쪽의 편을 들어주는

지와 별개로, 디지털 증거와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반드시 판결이 결정되는

쟁점으로 기능한다는 것이다. 이어지는 본문은 몇 개의 핵심적인 사례들을 통해 디

지털 증거가 다른 자료들과 만들어내는 충돌을 확인하고, 디지털 증거의 속성을 추

론하고자 시도할 것이다.

첫 번째 사건은 전 충남도지사 안희정과 관련한 강제추행 판례이다. 해당 사건은

당시 대한민국을 충격에 몰아넣었다. 피고인이 사건이 알려지기 이전까지 가졌던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지위와 호감적인 이미지와의 괴리로 인한 충격적은 물론, 1심

의 판결에서 ‘위력이 존재했지만 행사되지 않았다’라는 명목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존재했다고 여겨진 폭력성과 강제성을 부정하여 파문을 불러일으켰다(정대

현, 2018). 1심의 판결은 본 사건에 무죄를 선고했고 2심은 유죄를 선고했다. 판결의

변화에 영향을 준 요소는 다양할 것이고, 이 과정 중에 피해자를 옹호하는 추가적

인 증언의 확보와 법원 밖의 노력도 존재했다33). 하지만, 이번 논문은 1심과 2심의

논증 구조 변화에 초점을 맞춘다. 1심과 2심은 모두 진술을 직접증거로 활용하는

사건이고 본문 2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판단은 피해자 진술의 참을 가정하고 피해

자 진술의 내부 모순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1심은 해당 사

건에 대해 서류에 의한 직접증명, 즉 피해자 진술의 거짓을 가정하고 확실한 참의

입증을 요구하는 논증 구조를 선택했다. 이러한 선택은 이례적이다. 성인지 감수성

이 도입된 맥락은 물론, 확실한 논증을 요구하는 형사재판이 진술에 의해서만 사건

을 인식해야 하는 성범죄 재판에 대해 유죄 판결과 무죄 판결을 모두 가능한 것으

로 열어놓기 위해서 서류에 의한 직접논증을 선택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1

심의 재판은 유죄 입증을 애초에 불가능한 것으로 설정한 것과 다름없다. 이어지는

본문은 두 재판의 논증 구조를 드러내고 판결문에 드러나는 구체적인 선택들을 확

인할 것이다.

· 1심의 판결

해당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은 관계의 강제성에 대한 입증이었고, 이에 대한 구체

적인 입증 대상은 ‘객관적 구성요건’(위력의 존부, 위력의 행사 여부 및 위력과 간

음·추행과의 인과관계 존부)과 ‘주관적 구성요건’(피고인에게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33) 해당 사건의 피해자는 자신의 저술을 통해 항소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조력자들의 도움이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피해자의 저술에 드러나는 우여곡절은 법원 밖에서 판결의 결과를 바꾸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음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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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명시되어 있고 이에 대해 증거에 의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34). 이러한 명시는 피고인의 강제성이 존재했고 행사되었다는 정황을

원고인 피해자가 확실하게 증명해야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설정에 의해, 재판 과정

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 혹은 개연성의 정도와 무관하게 상상될 수 있는 모든 반

박들은 단독으로도 피해자의 입증을 무효화하게 된다. 피해자의 입증은 반드시 의

심의 여지를 전혀 남기지 않는 확실성에 도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1심의 판결은 원고에게 직접증명의 책임을 확실히 전가하기 위해 몇 가지 개념들

을 제시하고 있다. 그 개념들은 ‘성적 자기결정권’35)과 ‘자기운명결정권36)’이며, 이러

한 개념들의 사용은 실제로 이러한 개념들을 신념으로 갖는지, 혹은 이러한 개념들

이 진정으로 통용될 수 있는지의 문제와는 별개로 판결문 내에서 명확한 기능을 수

행하고 있다. 그 기능은 원고가 자신의 주장의 확실한 참을 입증해야한다는 형식적

조건을 설정하는 것이다. 성적 자기결정권과 자기운명결정권은 모두 원고와 피고의

형식적 동등함을 지칭하는 개념이고, 이러한 개념의 도입은 피고의 강제성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는 확실한 입증에 도달하기 전까진 피고인과 원고의

관계를 동등하고 성숙한 관계로 인식해 강제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향성을 의미

한다. 즉, 두 개념은 확실성을 논증할 책임이 전적으로 원고에게 있음을 명시하기

위한 표지의 역할을 수행하며, 판결문은 이러한 방향성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

다.37).

성인지 감수성의 개념 역시 같은 맥락에서 활용된다. 성인지 감수성은 피해자 진

술의 신빙성을 가볍게 배척하지 않는 것으로, 형식적으로 피해자 진술의 참을 가정

할 것을 지시하는 개념이다. 하지만, 본 판결은 성인지 감수성을 피해자 진술의 신

빙성을 내용적으로 존중할 것을 언급하고 형식적으로는 여전히 원고에게 확실성을

요구하겠다는 의지를 반복하고 있다38). 1심 판결은 논증 구조를 다르게 선택하기

위해 성인지감수성을 개념적으로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 위에, 이어지는 본문은 몇 가지 표현들을 통해 같은 선택의 기준을

내세우고 있다. 그 표현은 ’단정지을 수 없다‘, ’의심의 여지가 없지 않다‘ 등으로, 모

34) 판결문 서울 서부지방 법원 2018고합75 p10 참조
35) 소은영은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해 형법 제32자에 규정되어 있는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를 비롯한
범죄들의 보호법익이라고 해석한다. 판례들을 통해보자면, 성적 자기결정권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던 경우(서울고등법원 2019노186),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대전고등법원 2014노 19, 2014전노3),
피해자가 아동인 경우(대법원 2013도7787)의 경우 등에 적용된다. 피해자가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음이 의심의 여지없이 명시적으로 드러난 경우 피해사실은 쉽게 인정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
우 오히려 피해 사실의 직접증명의 의무가 요구된다.

36) 이러한 개념어가 철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져야하는지에 대한 논쟁은 본문의 맥락에서 효용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어가 소통 구조에서 지니는 역할에 대해서만 분석할 것이다.

37) 같은 판결문 p11-13
38) 같은 판결문 p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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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원고의 주장이 완벽하게는 입증되지 않았기에 판사는 검사 측의 입장을 선택할

수 없음을 함축하고 있다. ’단정지을 수 없다‘는 표현은 검사 측의 주장이 개연적임

에도 불구하고 검사 측의 주장을 배척하는 가능성이 제시되어 검사 측의 주장을 사

실로 확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예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사권을 지닌

직위의 인물이자 압도적인 영향력을 가진 인물로 그의 의사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충분히 억압할 수 있었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몇 가지 반례들로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고 있다.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

2. 피해자는 추천을 받고 들어와 입지에 불안한 점이 없었다.

3. 동료들에 비해 업무강도는 평범했다.

4. 차량 탑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조수석이 아닌 자신의 옆자리에 앉게 한 것은

다른 수행비서와의 차이가 아니라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를 가깝게 만들어 피해자

에게 유리한 정황이다.

5.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천을 필요로 하는 다른 진로 계획을 갖지 않았다.

6. 피고인은 낮은 직급의 사람들에게 존댓말을 쓰는 듯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7.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의견을 묻고 포부를 공유하는 등 소통을 지속해왔다.

8. 피고인은 과거의 수행비서를 이직시키는 과정에서 피해자나 다른 보좌진의 의견

을 수렴하였다.

9. 피고인은 운전비서가 코피를 흘리자 운전을 대신하기도 했고, 어린 흡연자들과

어울려 담배를 피기도 했다.

판결문은 이외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협적으로 느끼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이

유들을 나열하고 있다39). 법원이 제시하는 이러한 반례들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

계를 직접 지시하는 내용들이 아니다. 하지만, 원고인 피해자는 1심의 논증 구조에

서 피고인의 강압을 직접 입증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반

례들만으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압을 행사했다는 주장을 확실하게 입증하지

못한 것이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감독자이자 차기 대선후보로

서 위력을 가진 존재이긴 하지만, 그것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한 바

가 있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있는 주장으로 배제되었다.

판결의 기준이 형식성의 충족이라는 사실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기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판결문은 피해자의 증언과 진술이 모두 일

39) p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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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됨을 언급하고 있지만(p33) 개연성과 확실성의 간극을 이용해 사실 입증을 부정

하고 있다. 1심 판결의 모든 반박은 높은 개연성에도 불구하고 반박 가능성을 조금

이라도 남기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채택될 수 없다는 근거를 통해 이뤄지고 있

다.

위의 방식은 피해자의 심리학적 상태를 설명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적용되고 있

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오랜 위압에 의해 그루밍, 학습된 무기력, 해리, 긴장성 부동

화 등의 여러 정신적 어려움을 겪었음을 주장했지만, 이러한 주장은 개연적일 뿐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되었다. 원고의 직접증명

을 요구하는 형사재판에서 개연성을 높이기 위해 이뤄지는 귀납 추론에 의한 과학

적 주장들은 본질적인 불확실성에 의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위와 같은 귀납적인

추론에 의한 연구결과들은 100%의 정확도를 결코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형사재판

의 논증 조건에서 판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될 수 없다.

최종적으로, 성관계의 동의 의사를 판단하는 기준, 즉 부동의 의사를 통해 강제성

을 판단하는 방식과 적극적인 동의 의사를 통해 강제성을 판단하는 기준의 차이가

언급되고 있다. 법원은 이 두 기준을 언급하며 피해자의 심정에 반하는 관계였음이

짐작되더라도, 형사재판의 기준을 통해 피해자의 주장을 채택할 수 없음을 내세우

고 있다. 법원은 위의 두 기준의 차이를 ‘입법정책적 문제’라고 언급하며 법원이 두

가지 기준 중 한 가지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입증 방식에 있어

서 법원은 명백히 피해자의 적극적 부동의가 확실하게 입증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는 점에서 전자를 따르고 있다. 후자를 선택할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가 적극적 긍

정을 표현한 적이 있음을 확실하게 입증해야 하며, 이 역시 결국 확실성을 누가 도

맡아 책임지는지, 혹은 필연적 불확실성을 누가 감당하는지의 문제로 귀결된다.

· 2심의 판결

원고 측에서 항소를 한 가장 직접적인 이유 세 가지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

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40), 편견에 근거해 사실인정을 했다는 것41), 그

리고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위법한 2차 가해가 존재했다는 것42)이

제시되었다. 세 가지 사유 중 앞의 두 가지는 판사의 가치 판단과 논증 과정의 형

식 요건에 대한 것으로 판사가 처한 이중구속의 상황과 그에 대해 판사가 선택한

40) 서울고등법원 2018노2354 p4
41) 같은 판결문 p3
42) 피해자에게 불리한 증언을 확보하기 위한 피고인 측의 노력, 비공개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진행된
위법한 입장문 발표, 피고인 아내의 언론과 SNS를 통한 피해자에 대한 공격이 이에 해당한다.
『김지은입니다, 202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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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증 구조의 불일치를 지적한 내용이다.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와 관련해 항소심에

서 선택할 판단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또한, 남녀 간의 정사를 내용으로 하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의 범죄

에 있어서는 행위의 성질상 당사자 간에서 극비리에 또는 외부에서 알기 어려운 상

태 하에서 감행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 피해자 외에는 이에 대한 물적 증거나 직접

적 목격증인 등의 증언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니 이런

범죄는 피해자의 피해전말에 관한 증언을 토대로 하여 범행의 전후사정에 관한 제

반 증거를 종합하여 우리의 경험법칙에 비추어서 범행이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도1519 판

결 등 참조)43)

판결문에서 인용된 위의 문단은 피해자의 진술만을 직접증거로 사건을 판단해야

하는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진술의 거짓을 가정해서는 안 되며 진술

과 범행과 관련된 확인된 사실 등을 종합해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유죄를 인정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진술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형사재판에서도 확실성이라는

기준이 작동하여 진술과 정황적 사실들의 개연성만으로 유죄 확정에 도달하기 어렵

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항소심의 판결 과정에서 피고인 측이 결정적 모순을 찾아

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임을 위의 문단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판결문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재차 강조하고 있

다.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된다44)’는 법원의 언급은 피해자 진술의 거짓 판단

조건이 확실성, 즉 모순의 형성 여부임을 시사한다45). 이러한 판결문의 구체적 언급

은 해당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이 피해자 진술의 거짓을 가정하고 이를 확

실하게 부정할 수 있는 지를 통해 확실하게 참인 결론에 도달하는 ‘귀류 논증’에 해

당함을 명시한다46). 위의 표현들을 종합해보면, 위 사건의 항소심은 논증의 두 번째

구조를 선택함을 알 수 있다.

43) 같은 판결문 p14
44) 같은 판결문 p17 직접 인용
45) 판결문은 합리성, 논리성, 모순 등의 여부가 피해자 진술의 판단 요건임을 곳곳에서 언급하고 있
다.

46) 판결문은 피해자 진술과 공소사실에 대한 간접정황으로 판결할 수 있음을 언급하며, 확실성의 원
칙과 공존할 수 있는 간접 증명의 기술은 귀류법 뿐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추론을 통해 판결문이
귀류법의 활용을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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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의 판결 역시 객관적 구성요건과 주관적 구성요건이 증거에 의하여 합리

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는지를 추행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활용했음을 제시

하고 있다. 확실성의 충족이 판결의 기준이라는 점은 1심과 동일함에도, 이어지는

판결은 전혀 다른 논증 구조를 선택한다. 확실성의 기준이 충족될 수 있는 경우는

앞서 언급된 두 가지, 즉 피해자가 확실한 참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와 피고인이 피

해자 진술의 확실한 거짓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존재하고 해당 판결은 후자를 선

택했다.

진술을 통한 입증에 대한 위의 설정에 의거해, 판결문은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를 기준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한다. 모순의 발생과 피해자 진술의 일

관성은 밀접한 연관을 가진 개념이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일차적으로 개연성

이 확인된 뒤에는 모순이 있는 지의 여부를 통해 측정되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피

해자의 일관성을 부정하기 위해선 피해자의 진술이 확실하게 거짓임을 밝혀야 한

다.

피해자 진술이 부정되기 위한 조건은 다음의 판단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피고인

의 변호사 측은 요트에서 발생한 추행에 대해 사람들이 많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피

고인이 타인의 눈을 피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변

론하였다47). 변호인 측은 당시에 사람이 많은 행사 상황이었던 점과 불의 밝기가

어둡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하지만 법원은 이에 대해 당시 비가 내리

고 바람이 불고 큰 우선을 쓰기도 하여 사람들의 눈을 피하는게 어렵지 않았던 점,

그리고 피해자 역시 진술 과정에서 당시의 정황을 사실관계에 맞고 일관성 있게 말

한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제하였다. 이러한 판단에 대해 법원은 최종적

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48)’라는 표현으로 마무리했다. 위의 문

장은 피해자 진술의 개연성이 확보한 상황에서, 해당 상황이 어떠했는지 법원이 확

신할 어떠한 근거가 없다면 피해자의 진술이 긍정되고 피고인의 주장이 배제되는

것이 정당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본문 1에서 확인된 단 하나의 불확실성이라

도 남아있을 경우 원고의 주장이 배척되고 피고의 무죄가 선택된 사건과는 정반대

의 양상이다. 이러한 정반대의 구조는 결국 논증 형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검증되는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피해자의 행동이 정황에

견주어 자연스럽지 않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피해자 측은 이에 대해 가능

한 경우의 수를 제시했다. 증인들의 진술, 당시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한 정

황들은 모두 상황에 대한 개연성 획득으로 이어졌다. 위의 사례는 진술을 중심으로

47) 같은 판결문 p27
48) 같은 판결문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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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판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불확실성의 책임이 피고인 측에 전적으로 전가된

다는 점을 보여준다.

· 언론을 통해 공개된 메신저 대화 내역과 그에 대한 논란

항소심의 판결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가 선언된 이후, 피고인의 아내는 자신

의 SNS를 통해 피해자를 비난하며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메신저 대화내역을 게

재하였다. 피고인의 아내가 올린 SNS 게시물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내역

을 통해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으며, 강제로 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거

짓이라는 주장을 담고 있고 더 나아가 항소심 재판이 형사소송의 기본 원칙을 어긴

주장이라고 비난을 포함하고 있다49). 피고인 아내의 주장을 담은 해당 게시물은 빠

르게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었다.50).

각각의 게시물은 세 번째 성폭행이 발생한 날 스위스 현지 시각 새벽 1시경 두

사람 간에 오간 텔레그램 대화, 피해자가 스위스에서 귀국한 뒤 지인과 나눈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자가 직장 동료들과 나눈 대화 내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언

론을 통해 공개된 대화 내역은 법원에 제출된 증거 중 일부이다.

공개된 대화내역은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긍정적인 인식을 강조하기 위해 게시

된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텔레그램 대화내역은 새벽 한 시에 피고인의 단순한 연

락에 바로 다정하게 대답하는 피해자의 모습과 대화 이후 피고인의 부름에 응한 정

황을 강조하고 있다. 두 번째 대화는 스위스 방문 일정 이후 피고인의 정신적인 안

정을 걱정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담고 있다. 피해자의 지인은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

을 언급했지만, 피해자는 그보다도 피고인의 안위가 중요하며 그것을 챙기는 것이

자신의 즐거움임을 언급했다. 다른 대화 내용은 피해자가 수행비서에서 정무비서로

보직이동될 수 있다는 상황을 걱정하고 슬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

인의 즐거움을 위해 일하는 것이 자신의 행복이라고 언급하며 수행비서 업무가 끝

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고, 이를 이별이라고 명명했다. 피고인의 아내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진심으로 위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보직변경 후에 괴로워하는

피해자와 그것을 위로하는 피고인의 발언, 수행비서로 근무중 휴일까지 피고인을

챙기던 피해자의 행동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아내는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자발

적인 연애 관계가 존재했음을 주장했다.

49) ‘이것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를 이해하라는 성인지감수성입니까? 정말 성인지감수성이 풍부
하면 이 상황이 이해가 가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1심도, 2심도 성인지 감수성을 언급하셨지만 정반
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도대체 ’감수성‘으로 재판하는 나라가 지구상 어디에 있는지도 궁금합니
다. 성인지감수성은 법적 증거보다 상위개념인지 묻고 싶습니다.

50) https://www.dispatch.co.kr/2007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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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 대화내역은 직접적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훼손하기 위해 제출된 것

으로 보인다51). 해당 대화 내역은 실제 대화 내역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증거 인정

에서 가장 직접적이었던 인식론적 문제, 즉 진술과 사건의 불일치 문제에서 자유롭

다. 디지털 증거가 갖는 이러한 특수성은 디지털 증거의 확보가 실체적 진실을 밝혀

줄 것이라는 기대의 근거이기도 하다.

디지털 증거의 확보가 판결의 확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디지털

증거의 내역이 ‘중복’을 제공하는 대상으로 기능할 것이라는 예상을 의미하지만, 디

지털 증거는 그 해석에 있어 진술과 마찬가지로 해석을 통해 활용될 수밖에 없었

다. 즉, 기존의 증거에서 중복의 발생은 어떤 행위가 존재했는지를 직접 지칭하고

보장했다면, 디지털 증거는 대화가 발생한 구체적인 맥락에 재배치되면서 의미를 획득

하게 된다.

디지털 증거의 해석 문제는 1심과 2심에서 다르게 적용된 내용이기도 하다. 메신

저 대화 내용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이모티콘이나 말투 등에 대해 피고인 측은 피

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졌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직접적인 증거이며,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 이후의 대화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 측의 이러한 주장은 1심에서는 피해자 주장의 확실한 입

증을 방해하는 사례로, 2심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입증하기 위한 사례로 활

용되었다. 피해자 진술의 절대적 참을 입증해야 하는 기준을 적용한 1심의 경우, 위

의 대화 내역에 대한 해석이 피해자 진술의 확실성을 훼손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2심이 선택한 논증 구조 안에서 위의 대화내역이 피고인의 주장에 맞게 활

용되려면, 판사가 피해자다움에 대한 직접적인 사고틀을 도입해야만 한다. 즉, 성범

죄 재판에 대한 구술적인 재판에서는 디지털 증거의 독해가 판사가 도입하는 전제

에 의해서만 확정되는 것이다.

위의 사례는 성범죄 재판을 둘러싼 논증 기준 선택이 만들어내는 결정적 차이와

함께 디지털 증거의 독해가 피고인의 목적에 따라 제시되며 그 해석의 방향성은 판

결이 내려지는 시점까지도 결코 고정될 수 없음을 시사한다. 형사재판의 증거는 확

실한 판결을 위해 맥락과 무관하게, 즉 맥락을 초월해 행위의 의미를 확정하길 기

대돼왔지만, 그러한 기준은 공인된 서류와 같은 중복을 통해서만 확보될 뿐 중복을

획득할 수 없는 구어적인 조건에서는 성취될 수 없었다. 일반적인 의사소통이 맥락

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처럼, 디지털 증거의 해석은 맥락에 따라 매번 다른 의미

를 갖기 때문에 판사는 해당 증거의 의미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여러 가지

51) 성범죄에 대한 재판은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과 그것에 대한 피고인 측의 모독
(degradation)을 통해 진행되기 때문이다(Harold Garfinkel,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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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의 경우의 수를 직접 통제해야 하고, 결과적으로 자신이 해석과 관련된 맥락을

적극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회피하기 때문에 의미는 판결까지도 확정되지 않은 채로

남는다.

2) 디지털 증거에 대한 재판의 사례 2 : 마포구 스튜디오 강제추행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단243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노94

해당 사건은 앞서 제시된 사건과 마찬가지로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 공개되면서 피

고인 측으로부터 피해자의 발언에 대한 공격이 가해진 사례이며, 실제 재판에서 디

지털 증거에 대한 해석이 판결의 주요 쟁점으로 기능했다. 해당 사건의 피고인은 두

명이며 각각은 마포구에 있는 촬영 스튜디오에서 촬영 과정 중에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기소되었다. 추행 외에도 비공개가 보장된 촬영 사진을 공개한 범죄사실 역

시 존재했지만, 이는 피고인들이 사진이 유출된 사실을 인정하고 그 경위가 실수에

의한 것이라는 피고인들의 설명이 법원에 의해 인정되어 촬영현장에서 발생한 추행

이 주된 논쟁 사항이 되었다.

제출된 증거는 피해자, 피고인, 관련 증인들의 증언과 촬영된 사진들, 그리고 초상

권 계약서 14매이다. 증거들은 모두 사건을 둘러싼 배경으로 기능할 뿐 사건 현장에

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고, 사건의 피해 사실을 직접

지시하는 자료는 피해자의 증언뿐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신체 접촉에 대한 판단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진술이 행위 판단의 자료가 된 만큼,

사건은 성인지 감수성을 통해 피해자 진술에 사실로서의 지위를 우선적으로 부여했

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해당 사건의 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가장 직접적으로 반박

을 시도한 부분은 법원에 제출되어 증거로 인정된 디지털 증거의 해석이다. 피고인

들은 메신저 대화 내역과 피해자 진술의 관계를 공격하며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을

문제시 했다.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와 피고인의 메신저 대화내역은 직접 공개되어

있지 않지만 피고인 측은 언론을 통해 대화 내역을 공개했다. 공개된 대화내역은 피

해자가 촬영 이후 피고인에게 다시 연락하여 촬영장의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으며,

금전이 필요하니 다시 촬영 일정을 잡고 싶다고 말을 건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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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은 피해자의 연락을 통해 촬영현장에서 강제적인 추행이 있었다면 피해자가 피

고인에게 먼저 연락을 취해 촬영을 제안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훼손하고자 시도했다. 일례로, 피고인

은 피해자가 증언한 촬영 횟수와 실제 발생했던 촬영 횟수가 다름을 지적했다. 피해

자는 최초의 고소내용에서 촬영이 5번 있었다고 진행하였으나 실제 촬영은 16회 진

행되었다. 피고인은 이 부분을 들어 피해자를 신뢰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다. 이외에

도 촬영 현장에서 사용된 디지털 카메라에 대한 일관성 문제, 지목된 피고인의 외관

에 대한 진술 문제 등이 지적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지적들은 해당 사건의 판결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증언된 촬영 횟수와 실제 촬영 횟수의 괴리는 우

선 계약서에 명시된 촬영 횟수와 진술의 일치를 통해 해명되었다. 피해자가 촬영 횟

수에 대해 실제 촬영 횟수와 다르게 대답한 것은 비교적 간단하게 해결되었다. 계약

서에 기록된 촬영 횟수가 피해자가 증언한 횟수와 같은 5회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실제 촬영 횟수와 다르게 증언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정식계약을 기준으로

비공식 촬영을 배제하고 증언한 것으로 이해되었다. 피고인과 변호인 측에서 피해자

의 진술을 완전히 배제하기 위해선 진술과 실제의 사소한 불일치가 아니라 해명할

방도가 없는 모순이 요구된다. 따라서, 공식 서류를 기준으로 증언을 하는 것이 유리

할 것이라고 판단한 피해자의 동기는 합리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내용이며 피고인의

지적은 피해자의 진술을 배제할 수 없었다. 피해자의 인상착의에 대한 진술은 복잡

한 촬영현장과 강압적인 신체접촉이 발생한 상황에서 사소한 인상착의를 모두 기억

하는 것이 비현실적일뿐더러,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에게서 일관성이 결여되어있음이

판결 과정에서 지적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

에 자신의 일관성이 아니라 피해자의 모순에만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던 것이다.

판결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에 대한 해석이었고, 최종적인 판결은 피해자의 설명을 행동할 다른 경우의 수가 존

재한다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법원은 해당 카카오톡의 해석에 당시 피해자가 처했

던 경제적 상황과 이에 의한 감정적 처지를 연결했다. 추가적인 촬영을 위해 피고인

에게 연락을 취해야했던 피해자의 정황은 두 가지로 확인되었다. 그 두 가지는 1.

‘전문 누드모델이 아닌 22세의 일반 대학생으로 감당하기 힘든 야한 의상을 입고 이

미 여러 차례 촬영회를 한 상황’과 2. ‘어려운 집안 사정에서 학비를 마련하기 위하

여 급하게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해야하는 동기이다. 피해자는 당시

아버지의 사업이 망하여 대학 등록금을 낼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부득이 시급이

높고, 당일 보수가 지급되며, 다른 아르바이트와 병행할 수 있는 비공개 촬영’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처해있었다. 법원은 이러한 정황을 들어 자발적으로 카카오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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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 촬영을 신청한 피해자의 동기를 추정했다.

디지털 증거에 대한 해석에 있어 법원이 반드시 방향성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는 저런 심정을 느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다. 성범죄 판결 과

정에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이해할 경우의 수가 남아있다는 사실이다. 특정한 상황

에서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52). 피해자의 당시 심정이나 행위의 동기를 인

식의 대상인 사물로 여길 수 없기 때문에, 특정한 사실에 대해 피해자에게 개연적인

정황이 있으면 피해자의 진술의 진실성은 유지된다.

카카오톡 대화 내역의 해석 과정에서 드러나는 구술 자료와 성인지 감수성의 방향

성은 앞선 사례의 1심에서 제시되었던 피해자다움에 대한 관념과 어긋난다. 피고인

측은 강제적인 신체접촉이 발생했으면 피해자가 먼저 연락을 취해 촬영 계획을 부탁

했을 리 없다는 주장을 내세워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의도했고, 피해자다움의 개념

이 그대로 적용되었다면 피해자의 진술은 배제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해당 판결에서

법원은 피해자다움을 판단의 틀로 적용하지 않았고, 이를 통해 피해자 진술의 모순

은 형성되지 않았다. 피해자의 행위 동기를 정확히 알 수 없는 판사의 입장에서 필

연적인 불확실성에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 딜레마가 존재하고, 판사는 이에 대해

피해자다움을 배제하고 피고인의 증명 부족을 선택한 것이다.

최종적으로, 카카오톡 대화내역의 해석은 확정되지 못했다. 제출된 대화내역은 그러

한 대화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증거로 받아들여졌

다. 그럼에도, 그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고정적인 지침이 존재하지 않

고 재판 과정에서 생산되는 맥락에 의해 의미를 부여받았다. 이러한 양상은 디지털

증거가 공식적으로 보장받은 서류처럼 제출되지만 그 수용에 있어서는 구술적인 언

어의 특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비롯되었다. 디지털 증거는 여러 경우의 수를 가진 불

확실한 대상으로 여겨졌고, 주어진 정황들을 조합해 상상할 수 있는 개연적인 해석

들을 충분히 검토한 뒤, 개연적인 경우의 수가 존재할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을

갖지 않음을 인정하는 것이 판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경로이다.

3. 소결

디지털 증거에 의한 재판은 디지털 증거가 실체적 진실을 명확하게 드러내줄 것이

라는 기존의 기대와 다르게 구술에 의한 재판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게 진행되었

52) 대법원 2019.9.9. 선고 2019도2562 판결 p2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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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디지털 증거는 특정 사건의 일면을 그대로 옮겨주지만, 그 일면이 결국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즉 그러한 대화와 행동의 이면에 피해자와 피고인의 어떠한 의도

와 감정이 있었는지는 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없고 가능한 개연적으로

정황을 조합해 상상하고 추론할 수 있을 뿐이었다. 따라서, 디지털 증거의 스모킹건

으로써의 기능은 실재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술을 공격하기 위한

논쟁점을 지시한다.

디지털 증거에 대한 재판은 성범죄의 일반적인 판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주어진 성범죄 재판들은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반해 정보를 구성해야 했고, 그렇

기 때문에 진술의 진실성을 검증하는 기존의 방식을 그대로 차용했다. 따라서, 디지

털 증거에 대한 해석 역시 그것이 특정한 행동을 있는 그대로 표상하거나 판단을 위

한 중복을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와 무관하게 진행되었다. 디지털 증거에 의한 사실

인정에서 관건이 되는 것은 범죄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주장과 디지털 증거가 완벽한

논리적 모순을 형성하는지의 여부이며, 이는 결국 디지털 증거와 구술 언어에 의한

재판에서 모두 판사의 전제가 확실한 거짓의 입증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 활용됨

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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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은 법과 사회의 소통 양상을 비춰주는 현상이다. 법원은 검사

측으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통해 사건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이 도그마로 구성된 실체이며 피고인에게 처벌을 가한

다는 점에서 법은 일방적인 사회통제의 주체로 여겨지기 쉽지만, 사실인정 과정을

통해 그려지는 법원은 오히려 자발적으로 찾아온 갈등 당사자들의 의견을 2차 관찰을

통해 확정하는 수동적인 행위자이다. 법원은 규율의 주체이기 이전에 구성원들이

자신의 선택이 갖는 기댓값을 예측하기 위해 고려하는 함수로 기능하는 매체이며

법원이 갖는 상징성이나 자율성과 무관하게 사회적인 소통망의 한 부분으로 존재하

는 것이다.

법원이 행위의 예측가능성을 안정시키는 영향을 수행한다는 사실은 법원이 관찰

할 수 있는 사회의 일부분이라는 간단한 명제로 귀결된다. 법원은 공적인 권위를

갖는 상징적인 체계인 동시에 사회의 테두리 안에 존재하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문

제는 법원이 갖는 상징성이 기존의 관찰 방법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분쟁

해결의 함수로 기능하는 법원은 블랙박스처럼 외부적인 관찰을 허용하지 않고 투입

과 산출만을 보여주는 듯하다. 블랙박스 내부와 외부가 법원의 상징성으로 분리되

어 관습적 영역의 관점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법원을 설명하고자 했던 기

존의 시도보다 포괄적인 일반 이론적 시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법을 사회이론의 관점에 포섭하기 위해 본 논문은 매체라는 설명단위를 선택했다.

매체는 일반적으로 소통을 매개하는 중간적인 대상으로 이해되지만, 매체 이론의 관

점에서 매체는 소통 양상을 결정하는 시작점이다. 매체의 속성에 사용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행동의 경우의 수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본문의 분석은 기

록 양식과 판단 양식의 관계만을 다루었다. 형사재판 사실인정의 목적인 인식론적 판

단은 자료의 진위 구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료의 진위여부는 내용을 전달하는 기록

매체의 종류에 따라 상이할 수밖에 없다. 자료의 진위여부는 자료에 적힌 내용이 아

니라 자료를 전달하는 매체의 속성에 의해 결정된다.

자료의 진위 검증이 매체의 형식에 의해 결정되는 이유는 진위 검증이 그 진실됨의

확인이 아니라 왜곡 가능성의 배제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자료에 적힌 내용이

아무리 개연적이고 믿지 않을 수 없는 방향을 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왜곡이 발생했

을 가능성은 결코 내용의 차원에서 검증될 수 없다. 왜곡 가능성은 사건 발생, 기록,

저장, 전달 등의 과정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고, 각각의 연결고리들에 관한 합

리적 의심을 100% 배제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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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 의심을 모두 배제하기 위해 확실성과 관련한 특수한 방법들이 요구된다.

사이버네틱스 이론은 이에 대해 세 가지의 답을 제시한다. 첫째는 소거법이다. 행위

자는 주어진 경우의 수에서 불확실한 경우들을 배제한 뒤 배제되지 않고 남은 선택지

를 확실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중복이다. 중립적인 맥락에 존재하는 외

부에 의해 과거에 확실하다는 보증을 받은 대상이라면, 판단 시점에서 행위자는 대상

의 확실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실성은 공적인 인정과 동일시되며 선택의 부

담을 덜기 위한 근거가 된다. 셋째는 귀류법이다. 행위자는 자신이 검증하고 싶은 명

제의 거짓을 가정하고 그 거짓의 거짓됨을 증명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빈틈없

는 논리적 증명으로 이어진다. 이 세 가지 방식은 원론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확실성

을 현상적으로 성취하기 위한 전략들이다.

세 가지 전략들은 불확실한 선택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행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들이며, 각각의 선택은 판단 대상인 자료의 매체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소거법과 중복은 명제의 참을 직접 증명하기 위한 방

법이며, 귀류법은 명제의 참을 우회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방법이다. 원고의 주장이 참

인지 여부를 검토하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은 기본적으로 전자에 해당하며, 이는 자

료의 참됨을 대신 인정한 기록이 있는 경우에 성공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중복은 이

미 외부의 인정이 발생한 경우, 즉 공식적인 서류가 존재하는 경우 활용되며 서류의

공식적인 신빙성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소거법의 경우 구술을 자료로 동원하지만, 그

과정은 마찬가지로 서류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진술로는 성취될 수 없다. 반면, 귀류법

은 중복을 기대할 수 없는 조건에서 활용되며, 구술이 핵심 자료인 경우 적용된다. 중

복이 발생하지 않는 구술자료의 참은 거짓의 거짓을 통해서만 도달되기 때문이다.

본문은 매체의 형식이 합리적 체계의 작동을 관찰하기 위한 유용한 단위라는 점을

이용해 형사재판의 사실인정 문제를 분석하였고, 결과적으로 사실인정 문제가 해결되는

방향성과 매체 단위의 변화가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매체의 조건이 소통의

양상을 제한하는 주요 변수이고, 엄밀성과 과학성을 추구하는 합리적 체계에서 매체

의 영향력은 더욱 강력하게 드러남을 의미한다. 또한, 사실인정 문제가 위의 세 가지

전략 안에서 설명된다는 사실은 결과적으로 판단의 부담이 전체적인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시하는 듯하다. 각각의 판단 전략은 확실성이라는 판단 조건이 야기

하는 불확실성에 대한 부담을 제거하기 위한 방편이기 때문이다. 형사재판의 사실인

정이 매체 단위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고 그에 따라 위의 논증 구조가 선택된다는

사실은 결론적으로 판단 주체인 판사가 적극적 선택을 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실인정 과정이 불확실성을 배제하기 위한 논증 과정으로 구성되고 그 양상이

매체를 기준으로 분류된다는 점은 두 가지 함의로 이어진다. 첫째는 매체가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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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 단위로서의 효용이다. 이번 연구는 합리적 체계를 외부로부터 관찰하는 것에

대한 이론적 질문에서 시작되었고 기록 매체가 법의 폐쇄성과 일반적인 소통을 매

개할 관찰지점이라는 이론적 발상을 통해 진행되었다. 사실인정 문제를 분석하면서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바는 사실인정 과정이 전반적으로 일치에 대한 판단

이었다는 점이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가 범죄사실과 일치하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은

자료 각각과 논증 기준의 일치를 검토하는 과정이었고, 이러한 인식론적 일치 문제

로 설명될 수 없는 부분은 불확실성으로 환원되거나 외부적인 관점과의 일치를 통

해 설명될 수 있었다. 결국, 매체라는 관점을 도입하면 상징적인 체계에 대한 분석

을 일치에 대한 확인의 연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 본문의 분석이 발견

한 핵심적인 의의이다. 두 번째 함의는 매체 조건의 변화로 인해 초래될 형사재판

의 양상에 대한 예측이다. 디지털 증거에 대한 세 번째 본문은 디지털 자료가 일치

판단의 안정성을 보장하던 중복 확인으로 처리될 수 없는 종류의 증거임을 보였다.

디지털 증거에 대한 참/거짓 판단은 서류가 중심적 매체였던 상황에서의 참/거짓

판단처럼 일관된 방향으로 완결될 수 없고, 이는 디지털 증거의 도입이 형사재판에

혼란을 야기할 것임을 예상하는 근거가 된다. 또한, 디지털 매체의 영향은 법원의

안과 밖의 구분을 희미하게 만든다. 디지털 매체를 통한 소통의 폭발은 작은 규모

의 갈등을 거대한 이슈로 승화시키고 과열된 이슈에 대한 사람들의 분노는 판사에

게 외면할 수도 없고 판결에 반영할 수도 없는 압박으로 여겨진다. 디지털 매체가

제공하는 인식론적 안정성은 소통의 폭발을 초래하는 동시에 소통의 불안정성을 보

완하기 위한 사회적 장치들의 존재 의의를 약화한다. 결국, 디지털 매체의 등장은

법의 존재 양상은 물론 법의 존재 의의까지도 변화시킬 것이다.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은 참/거짓의 문제, 즉 진리의 문제가 사회적인 차원에서 어

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전선이다. 모든 사건에 실체적 진실이 존재

하고 충실한 탐구가 그것을 밝혀줄 것이라는 믿음은 구성원 간 소통의 안정성을 보

장하는 주요한 기둥이다. 디지털 증거의 도입은 실체적 진실이 존재하고 그것이 밝

혀질 수 있다는 이러한 기대를 부추기는 동시에, 한쪽의 해석을 배제하고 다른 해

석을 확정해 단일한 실체로서의 사실을 생산할 수단을 교란한다. 이러한 전개는 2

차 관찰을 통해 1차 관찰을 통제하고 소통을 생산하는 근대적 체계의 위기를 의미

하기도 한다53). 회의적 검토와 중복을 통한 확정의 대상이었던 서류 매체에 의한

주장과 달리, 디지털 매체를 통한 주장은 거리를 둔 관찰과 해석의 여지를 제공하

지 않기 때문이다. 매체의 변화가 야기하는 급격한 변화 속에서 합리성을 요구받는

53) 이는 니클라스 루만이 체계를 정의하는 방식이다. 2차 관찰의 성립 여부는 체계 분화의 여부와 동
일시 될 수 있다(니클라스 루만, 2019).



- 73 -

국가법이, 혹은 근대적인 체계 일반이 겪는 존재론적 위기와 그에 의한 진화 양상

은 이번 연구가 결론으로서 도출하는 새로운 문제의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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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act finding in criminal trials and

media form

- interpreting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through cybernetics

theory -

최윤석(Choi, Yunseok)
Department of Sociolog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the fact finding process in Korean criminal courts. Due to

the explosive mode of communication induced by the internet, the conflict over

fact finding is augmenting from the confrontation between two groups to the

nationwide argument, which can’t be simply regarded as private. In a situation

that collisions over fact finding can’t be settled by the struggle of the people

concerned, courts are the key agent that can determine one interpretation for

one incident. It is because the adjudication of the court has symbolic importance

as the judgment of third person with authority. However, the predicament of

courts follows as a corollary to the authority of adjudication in that the

condition of judgment as third person with authority imposes the unachievable

pursuit of pure fact judgment separated from the context of all concerned. The

fact finding of the criminal court is situated on the dilemma due to its symbolic

importance and the strictness of reasoning incurred by it.

The aspect of fact finding that it takes place in between a logical dilemma

makes it characteristic as a research object. Since the court should stick to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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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rd person perspective, it can’t utilize customary propositions that could be in

favor of one side. At the same time, fact finding process which consists of

true/false decisions about criminal facts can’t be completely resolved by legal

dogmas. On this account, fact finding of criminal courts can’t be perfectly

included in neither inside the boundary of the court nor outside. The position

where the fact finding problem is located draws a conclusion that it can’t be

observed neither by social science nor by jurisprudence comprised of legal

dogmas. Because of this obscurity, fact finding process has long been considered

only as a matter of practical affairs and neglected theoretically by jurists or

sociologists studying law.

This research introduces the concept of ‘media’ to escape from this dilemma.

Media, which is the unit of data restricts the modality of communication and

even determines the number of cases when strictness and preciseness is

enforced. Furthermore, some media theorists such as Walter Ong and Vilém

Flusser asserted that selecting the type of media leads to deciding the way a

system achieves its symbolization. Because the media composes the symbolism

of systems, it could be utilized as an strategical point of explanation and

observation. This study tried to establish an analogy between law and social

environment through epistemic complexion that media brings about and observe

the fact finding process by way of it.

However, setting media as a key variable has limit in that it doesn’t involve

actors in its description of phenomena. To supplement this defect and elucidate

the selection that judges make following the standard of certainty, this research

borrows some key concepts from cybernetics theory. Cybernetics, which is a field

about controlling uncertainty explains the circuit of judgment as an object

determined by the mode of media. Furthermore, cybernetics theorists understood

selection as exclusion of fallible options and suggested ways to explain choices

without the help of apriorities, or premises. However, since selection can’t be

regarded as a direct result of exclusion, other concepts to account for selection

are required and they are ‘repetition’ and ‘reduction to absurdity’. Exclusion,

repetition, and reduction to absurdity are the main strategies used by criminal

court judges for the reasoning of fact finding.

Three described options can be categorized according to the modalit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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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ertainty. Following media theory, uncertainty is determined by recording media

and consequently, certainty is the state that uncertainty is resolved. The

theoretical premise that uncertainty is given by media form is found to be

corresponding to the relationship between reasoning structure and the form of

recording media depicted by the analysis in chapter Ⅱ,Ⅲ and Ⅳ.

Chapter Ⅱ deals with criminal court cases that plaintiffs should directly prove

his argument with material proofs. Proving with certainty can be identified with

assurance based on documents. It is because the relationship between a material

evidence and the fact of crime could only be proved by a document guarantying

the relevance. Moreover, many cases lack material evidence like criminal tools and

should be examined only by language materials such as statements or documents.

The process of examining data follows the standard of documents, which consists of

the skeptical confirmation of falsifiability. To avoid confirming data which

represent the case only indirectly, the judge refers to the authority generated

outside the court. This is the case of repetition, which corresponds to judging

whether an embezzlement happened only by checking the record in an account

book. Judges can only reach certainty and endure the risk of choosing one

argument over the other by borrowing authority from the recognition of outer

communication network, not by statement, persuasion, or rhetoric performed inside

the court.

Chapter Ⅲ analyzes cases trying to demonstrate their arguments without any

authorized document, or repetition. As mentioned in the previous paragraph, the

use of repetition is the only way to obtain certainty. Consequently, sex crime

cases can’t follow the method of examining plaintiffs’ argument with skeptical

viewpoint because it is next to impossible to procure any certified document about

the crime. Due to this context, a new strategy called reduction to absurdity is

introduced. It is the way of presupposing true for plaintiffs’ argument and

examining contradiction in their assertion. Paradox is the only sign that shows

the plaintiff’s argument is wrong without any reasonable doubt. In this case,

defendants attempt to seek any unnatural connection of statements by insulting

sex crime victims in the trial.

Chapter Ⅳ is about digital evidence, which was recently adopted to the criminal

court of Korea. Digital evidence was expected to offer crucial repetition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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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t. The key characteristic of digital evidence is the perfect accordance of data

to the original text. Digital evidence is a type of media that is free from

epistemological uncertainty and can be recognized as evidence without going

through any skeptical examining on its authenticity. Because of this trait, digital

evidence has been anticipated to bring substantial truth directly to the criminal

court and perform as authorized paper concerning private incidents. However,

analysis of specific cases show that it works in an opposite way. Despite of its

formal certainty, digital evidence is received as verbal language in its

interpretation. Digital evidence, unlike authorized documents, contains number of

cases it could be interpreted. Therefore, judges are not able to exclude one side of

possibility and finalize the other to find criminal fact. Misunderstanding on digital

evidence led to imposing reasoning structure that only fits to judgment by

authorized documents to cases that should be reconstructed through digital

evidence, namely court trials on Ahn hee-jung in chapter Ⅳ. By the analysis in

body chapters, it is shown that the function of digital evidence is to fix the

battlefront of argument to examine the contradiction that could be found in

victim’s statement, not to establish the only possible interpretation and determine

the substantial fact.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can be summed up into two points. Firstly, media

consists the path of reasoning in criminal court fact finding. Even though judges

are the direct subject of adjudication, the reasoning that judges carry out is

determined by the media format of evidence. In other words, the unit of media is

as much of an actor as the judge throughout the fact finding process. Secondly,

the fact that digital media has changed the reasoning structure implies a major

change in the concept of fact. Fact finding must be concluded with one and only

way of defining the incident. However, digital media doesn’t allow any

distinguished and exclusive status to an argument. The analysis of cases in

chapter Ⅳ leaves an anticipation that the epistemological trait of digital media

would confuse our social belief about substantial truth.

keywords : criminal court, fact finding, epistemology, media,

control, choice, state,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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