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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글은 재판연구에 대한 인류학적 접근방법의 유용성을 살펴보고 실제 국민참여

재판에서 나타난 법정언어를 대상으로 언어인류학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법정에서 

구체화되는 언어적 주장들은 그 전달방식과 형식에 있어 일종의 규칙성을 띠고 있

으며 이에 따라 전달력, 설득력, 신뢰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이 연구의 기본가

정이다. 이 글에서는 2009년 2월부터 8월까지 행해진 국민참여재판 중 17건을 참관

해 공판에 대한 질적자료를 수집하였고, 그 중 4개 사건에 대해 증인신문 시 나타난 

법정언어를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자료에 드러난 재판관계자들의 발화 양식을 보면 

‘힘있는 말-힘없는 말’이나 ‘규칙지향적-관계지향적’ 담화가 외국사례와 동일하게 국

민참여재판에서도 빈번히 나타나서 향후 이를 좀 더 분석적으로 유형화지울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재판 중에 가부장적, 온정적, 지역주의적 측면이 빈번히 

제시되어 배심원들이 그러한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여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재판과정에 참여하는 이들 간에는 발화 및 지향의 차이만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의 차이도 존재한다. 향후 동등하지 않은 지위에 속하는 재판참

여자들이 말하는 방식이 평의과정에서 배심원들에게 어떻게 평가되는가의 문제가 

추가적인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될 수 된다면 법정언어 연구가 경험적 언어자료와 

거시적 사회 현상을 연결하는 데 매우 적절한 분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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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재판은 사람이 관여해서 하는 것이고 사람이 한 일과 행동에 대한 평가 과정의 

하나이기 때문에 집약적인 정보수집과 교환,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재

판은 수집된 정보를 적절히 처리하고 분류하는 절차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결론을 

도출하는 의사결정의 과정으로 끝을 맺게 된다.1) 법정에서는 사건에 적용되는 법

규와 구체적 사실들이 문서, 구술의 형식으로 재판에 관여하는 당사자들과 법률가

들에 의해 표현된다. 재판이란 이렇듯 의사소통, 언어적⋅비언어적 표현, 그리고 

사법적 의사결정자의 인지작용의 결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근래에 국내에서도 법심리학을 중심으로 학계와 실무계 간에 재판 자체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축적되고 있다. 특히 국민참여재판의 실시를 계기로2) 판사와 배심

원의 의사결정에 대한 실험적 연구가 다수 시도된 바 있다. 선행연구들이 법전문

가와 일반인의 인지적 정보처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지평을 넓혀주었음에는 틀림

없지만, 대부분 추상적인 이론적 관심에서 출발해 이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문제를 

가지고 가상상황을 설정하거나 모의배심을 구성하여 의사결정자의 인지적 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통제하는 등 양적연구에 의존하였다.3) 

이러한 연구들과는 달리 인류학은 인간의 사고, 문화, 상호작용 과정과 같은 법

정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을 다루기에 적합한 이론과 방법론들을 발전시

켜왔다. 특히 언어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주목할 만하다. 초창기 미국 인류학계

에서 폭넓은 지지를(또한 많은 비판을) 받아왔던 사피어-워프 가설(Sapir-Whorf 

hypothesis)의 강한 입장에 따르면 언어적 범주가 문화적으로 학습된 존재의 지각

을 구조화하고 전달한다. 문화적 실재는 부분적으로 언어적 요소에서 비롯되며, 각

1) 김상준, “재판과 법관의 의사결정”, 법 의 의사결정: 이론과 실무(사법발전재단, 2010), 

p.15.
2)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와 국민의 신뢰성 제고를 목적으로 형사재판절차에 일반국

민의 참가를 통해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이 사법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국민참여재

판제도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제도의 개관으로는 한인섭

⋅한상훈(편). 국민의 사법참여(경인문화사, 2010) 참조.
3) 박광배⋅김상준⋅한미영, “가상적인 재판 쟁점에서의 현역판사의 판단과 모의배심의 

집단판단에 대한 인지적 방략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제11권 제1호(2005); 

박광배⋅김상준⋅이은로⋅서혜선, “형사배심 평의에서의 사회적 동조와 인지적 전향: 

한국 최초의 시민배심 모의재판의 평의에 대한 내용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성격, 

제19권 제3호(2005); Kwangbai Park, “Estimating Juror Accuracy, Juror Ability,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Law and Human Behavior (24 July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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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언어에는 다수의 사고형태가 존재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사고가 기존의 언어적 

범주를 반영하여 사람들은 오로지 그 범주를 통해 생각하며, 언어적 범주와 관련

되지 않은 사고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언어상대주의적 관점과 문화연구

에 있어서의 언어적 측면에 대한 관심은 인류학자들이 향후 친척용어의 분류방식 

등에 존재하는 토착적 세계관과 지식체계에 주목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또

한 사회적 행위와 문화전략, 의사결정의 작용까지 분석의 대상으로 고려하는 인지

과학의 차원으로 발전하였다.4) 

인류학의 한 분과인 법인류학에서는 법을 단순히 사회생활의 틀로서 기술하는 

것이 아닌, 사회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회과정으로 이해하며, 

법 영역을 관찰함으로써 구성원들의 공유된 행동기준, 인식방식, 행위의 규칙 등을 

파악하려고 노력한다. 법정은 그러한 상호작용과 규칙이 발현되는 중요한 場이며, 

재판관계자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엮어내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공유하는 법적 인

식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인류학에서의 관점과 방법을 재판연구에 적용시킨다

면 실제 법정에서 구현되고 있는 재판제도의 특성과 소송참여자들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고, 또한 그들이 활용하는 상징적 도구의 조작과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문화

적 측면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들을 용이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공판중심주의와 구술심리가 잘 구현되어 있는 국민참여재판이 연구 분석단위로 적

절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3년간 총 321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처리되었지만5) 여전히 

국민참여재판의 실효성이나 타당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상

이한 풍토와 정서를 가진 사회에서 발전된 배심제도가6) 그러한 역사와 전통이 전혀 

없는 우리나라의 토양에서 어떻게 여하히 수용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배심평결의 신뢰성과 관련하여 배심원들이 비법률가들이어서 

감성재판으로 흐를 우려가 있고, 한국인들은 정에 약한 민족으로 법정에서 피고인이 

눈물을 보일 경우 배심원들의 마음이 약해져 제대로 된 평의를 내릴지가 의심스럽

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또한 토론문화에 익숙하지 못해 합리적인 논거에 의해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연장자나 식자들의 의견을 추종할 것이

4) 앨런 바너드(김우영 역), 인류학의 역사와 이론 (한길사, 2003), pp.198-215.
5) 법원행정처, 2008년-2010년 국민참여재  성과 분석 (사법정책실, 2011).
6) 미국의 배심제가 태동한 배경과 문화적 논리에 관한 논의로는 이재협, “미국 배심제에 

대한 법인류학적 고찰: 과학주의의 관점에서 본 미국 배심제의 논리”, 서울 학교 법학, 

제50권 제3호(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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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의심도 제기되어 왔다. 이렇게 볼 때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존재근간이라 할 

수 있는, 일반상식을 가진 보통사람들의 참여가 사법정의 실현에 정당성을 부여한

다는 믿음이나 일반인의 사법적 결정에 대한 사회적 신뢰는 아직 확고하게 인정되

고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운영에 관한 정확한 현황파악과 이에 대한 

질적인 이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과정에서 

제기되었던 한국인에 대한 문화적 假定이 실제 재판에서 발현되고 있는지 여부는 

경험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일반인들의 법감정이 재판에 어떻

게 스며들어 있는지, 배심원을 설득하려는 논변과 전략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사회적 통념과 상식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구성되는지, 배심원에 대한 재판관계

자들의 인식과 그들 간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법정에서 투영되고 재생산되는지, 그

리고 배심평결은 어떠한 기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이 규명되어야 할 주된 

문제이다. 

이 글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의 주된 참여자(배심원, 판사, 검사, 변호인, 피고인)들

의 상호작용과 커뮤니케이션을 고찰하여 이 과정에 내재된 문화적 의미, 법의식, 

태도를 도출하고자 한다. 아울러 재판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는 암묵적인 편견과 

선입견을 사회인지적 측면에서 실증적으로 규명하여 의사결정의 역동적이고 다면

적인 측면을 드러내 보이고자 한다. 요컨대 국민참여재판의 제도와 운영, 법적 측

면을 규명하기보다는 경험적 자료를 중심으로 법정에서 일어나는 언어와 상호작

용, 문화적 측면을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주된 목적이다. 분석에 있어서는 

법인류학, 특히 언어인류학적 방법론에 입각한 외국의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개념과 

유형을 주된 준거틀로 활용한다.

먼저 II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는데, 법인류학 내에서 법정연구가 중심적

으로 출현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특히 언어를 중심적인 분석단위로 하여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담화에 대한 민족지적 분석을 한 법인류학 연구들을 소개한다. 이 글의 

핵심주제 중 하나가 그동안 우리나라 재판연구에서 시도되지 않았던 인류학적 시각과 

방법론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적 상세히 기술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연구문제와 분석의 틀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I장에

서는 직접 참관한 17개의 국민참여재판 사례의 결과를 전국자료와 비교하여 기술

한다. IV장에서는 조사대상 사건 중 4개의 사건에 대해 법정언어와 관계자들의 상호

작용을 바탕으로 선행연구에서 도출한 개념과 분석틀을 적용하여 법정언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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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적 분석을 시도한다. V장에서는 분석을 통해 도출한 결론을 제시하고 그것이 

우리 한국제도에 시사하는 바와 아울러 재판실무에 어떠한 함의를 갖는지를 살펴

보기로 한다.

II. 선행연구와 이론적 배경

1. 법인류학과 법정연구

총체론적인 시각과 연구대상을 참여관찰에 의하여 세밀하게 기술하는 전통은 법

인류학에서도 그대로 활용되고 있으며, 그러한 연구방법론을 확립한 고전적 저작

으로는 말리노브스키의 <미개사회의 범죄와 관습(Crime and Custom in Savage 

Society), 1926>을 꼽을 수 있다. 물론 말리노브스키 이전에도 법을 연구한 인류학

자는 많았으며,7) 헨리 메인(Henry Maine)의 저작은 법제사와 비교법 영역에서 지

금의 시각에서도 대단히 높은 통찰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8) 그러나 공

식적 법제도의 틀을 갖추지 못한 사회에서도 법적 기제가 어떻게 문화적 맥락 속

에서 여하히 기능하고 있는지를 생생한 현장조사를 통해 보였다는 점에서 말리노

브스키의 저작은 이론사적으로나 방법론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9) 

“구속력 있는 의무로 여겨지고 행해지는 모든 규칙”이라고 폭넓게 법을 파악하

였던 말리노브스키와는 달리 그를 이은 후대의 법인류학자들은 갈등이나 분쟁, 탄

원 따위의 구체적 사건을 분석함으로써 그 사회의 법 규범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사회적 균형을 깨는 사건에서 법의 모습을 도출해 내려는 시

도는 법전이 없고 판례도 없는 사회에서 법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좋은 방법으로 

각광받았고 미국의 저명한 법현실주의자인 르웰린(Llewellyn)과 인류학자인 호블

7) 예컨대 <고대사회(Ancient Society)>의 저자 루이스 모건(Lewis Morgan), <모권론(Das 

Mutterrecht)>의 바흐오펜(J. Bachofen), <원시혼인(Primitive Marriage)>의 매클레넌(John 

Ferguson McLennan)은 모두 법학자이거나 법률가였다.
8) 그가 저술한 <고대법(Ancient Law)>의 일부는 우리나라에도 번역 소개되었다. 헨리 섬너 

메인(양창수 역), “유언상속의 초기역사 <고대법> 제6장”, 서울 학교 법학, 제49권 제3호

(2008).
9) John M. Conley and William M. O'Barr, “Back to the Trobriands: The Enduring Influence 

of Malinowski’s Crime and Custom in Savage Society,” Law and Social Inquiry, Vol. 27 

(2002). 말리노브스키의 법인류학에 관한 대표저작은 최근에 우리말로 번역되었다. 브

라니슬라프 말리노프스키(김도현 역), 미개사회의 범죄와 습 (책세상,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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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ebel)은 공동저작인 <샤이언 방식(Cheyenne Way)>에서 이와 같은 관점을 견지

하였다.10) 

영국의 사회인류학자인 글럭먼(Gluckman)은 잠비아의 바로체를 연구하면서 실제 

현지조사를 통해 토착법정의 심리과정에 관한 최초의 민족지적 기술을 하였다.11) 

글럭먼은 소위 ‘확대된 사례연구’(extended case study) 방식을 통해 하나의 분쟁이 

시작되는 배경으로부터 그것이 진행되는 방식, 분쟁의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

정을 상술하여, 분쟁의 사회문화적 의미를 보여주고 이를 그 사회에 대한 이론적 

일반화와 연관 지었다. 글럭먼은 부족장과 장로들의 모임인 kutas 앞에 제기되었던 

사건들을 수집하였는데, kutas에서는 분쟁 당사자들이 증인 혹은 친족들의 도움으로 

주장하고 증인에게 적극적으로 질문하였고 대개 재판관인 장로들은 잠자코 듣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재판관들은 오직 문제된 측면만 따지지 않고 옳고 그름

의 전체적인 균형을 고려하여 판단하였다.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자들의 수행

(performance)에 주목하고 이를 엄격하게 기술, 분석하는 작업은 후세의 법정언어 

연구에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

보하난(Bohanan)도 글럭먼과 마찬가지로 아프리카 토착법정과 식민지 법정을 대상

으로 민족지적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12) 그가 관찰한 법정에서 재판관들은 당자자

들의 입장을 듣고, 화해를 종용하기도 하고 최종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결정이 문

서로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고 듣고, 그들 행위의 

세세한 모든 측면에 관심을 두어야 하였다. 특히 그는 사람들의 생각과 제도들을 

정확하게 기록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상당한 양의 토착 언어를 사용하여 단순한 영

어로 이해되기는 어려운 내용들을 풍부하게 설명하고자 하였다. 보하난은 이렇게 

현지사람들에 의해 이해되고 기술된 분쟁해결을 그들의 목소리에 따라 기록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의 이러한 연구경향은 법정의 고유한 문화적 맥락 속에서 

행위자들의 목소리로 그들의 언어와 세계관을 정확히 ‘번역’해내고자 하는 법정언

어 연구의 인식론적 지향점으로 주목을 받았다.

20세기 중반 이후 분쟁해결에 대한 미시적인 연구가 점차 주류로 자리 잡게 되는

데,13) 그러한 변화에는 바로 과정(process)과 실천(practice)에 대한 관심의 집중이 

10) Karl N. Llewellyn and E. Adamson Hoebel, The Cheyenne Way (Univ. of Oklahoma Press, 

1941).
11) Max Gluckmnan, The Judicial Process Among the Barotse of Northern Rhodesia (Free 

Press, 1955).
12) Paul Bohannan, Justice and Judgment Among the Tiv (Waveland Press,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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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14) 분쟁사례 연구를 하는 목적도 이를 통해 어떤 규칙을 

도출하려는 것이 아니라 분쟁의 절차, 분쟁당사자의 전략과 상호작용의 과정에 관

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는 인간행위자의 주체성과 규칙의 전략적 활용을 강조하는 

여타 사회과학의 경향과 맞물려 있다.15) 분쟁 그 자체보다는 갈등과정에 있는 사회

관계와 분쟁에서 전개되는 상호작용을 탐구함으로써 분쟁을 통해 그 사회의 질서가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대한 이론적 접근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사회학에서도 공동

체의 성원들이 관계, 결과, 의미를 협상하고 그에 따라 새로운 실재와 의미를 구성해 

가는 과정에 관심을 기울이는 고프만(Goffman), 시코렐(Cicourel) 등의 상호작용적, 

인지적 이론이 있어왔다.16)  

2. 법정언어 연구의 대두

분쟁해결을 분석의 단위로 삼을 경우 현대법정에서는 그 주된 매개체로서 언어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역사적으로 혹은 비교문화적으로 볼 때 주술, 신탁, 결투, 

노래시합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분쟁해결양식이 존재해 왔으나 사법제도의 기

반이 확립된 사회에서 법정을 통한 분쟁해결이란 결국 서증과 구술에 의한 담론

(discourse)의 경합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법언어(legal language)는 해석법학, 법철학에서도 연구되었지만 그 주된 대상은 

법률이나 판례와 같은 문서화된 법언어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17) 법정에서 행위

자들에 의해 말해지는 언어(court-talk)에 대해서는 치밀한 분석과 논의가 별로 없

었다. 실제 법정에서는 서로 다른 종류의 법정 언어 ‒ 공식적 법언어, 표준어, 지역어 

혹은 하위 문화적 변이어, 일상회화체 언어 ‒ 가 나타난다. 분쟁의 초기에 당사자

들은 일상 언어로 다투다가 일단 사건이 법체계 내로 들어가면 그 표현은 변이를 

일으킨다. 변호사들은 당사자들의 설명 중에서 모든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 

관습에 관한 것과 혹은 특정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법적 범주에 적합한 것을 선택

13) 어떤 이는 이를 ‘법인류학의 분쟁학(disputology)화’라는 말로 집약하였다. James M. Donovan, 

Legal Anthropology: An Introduction (AltaMira Press, 2008).
14) Laura Nader and Harry F. Todd Jr., The Disputing Process: Law in Ten Societies (Columbia 

Univ. Press, 1978).
15) Pierre Bourdieu, Outline of a Theory of Practice (Cambridge Univ. Press, 1977).
16) 뮤리엘 사빌-트로이케(왕한석외 역), 언어와 사회: 의사소통의 민족지학 입문 (한국문

화사, 2009), p.8.
17) Peter Brooks and Paul Gewirtz, Law’s Stories: Narrative and Rhetoric in the Law (Yale 

Univ. Press,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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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이를 변형시킨다. 심리과정에서 말하여지는 증인진술은 거의 모두가 변호사의 

질문에 의해 변형된다. 이렇게 좁은 절차를 통과하고 나면 증거법이 증언의 형식과 

내용에 대하여 추가적인 제한을 가한다. 더군다나 법정언어는 기록으로 남지 않기 

때문에 결국 최종적인 법적 의사결정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실제 법정에서 나타나는 언어적 변이(language variation)의 중요성이 부각

되기 시작하면서 법언어 연구의 전기를 가져오게 된다. 여기에는 언어인류학(linguistic 

anthropology), 사회언어학(sociolinguistics), 대화분석(conversational analysis), 담화

분석(discourse analysis)의 방법론에 의한 연구들이 포함된다.18) 특히 가핑클은 ‘민족

방법론(ethnomethodology)’을 통해 한 언어의 화자가 의사소통의 경험을 산출하고 

해석하기 위해 이용하는 저변의 과정을 알아내고, 또 공동체 성원 사이에 공유되는 

문화적 지식이나 이해와 같은 암묵적인 가정을 밝혀내고자 하였다.19) 그의 학문적 

관심은 미국의 배심제 연구의 기념비적 저서 중 하나인 시카고 배심연구(Chicago 

Jury Project)에 관여하면서부터 시작된다.20) 가핑클은 동 연구에서 배심원들이 평의

과정에서 법전문가인 판사들과는 상이한 방식이기는 하지만 매우 정교한 추론을 

하는 것에 감명 받았다. 그에게 사회적 지식은 상호작용의 과정 자체에서 스스로 

드러나며 의사소통의 기술을 위해 요구되는 형식적 틀은 고정되어 있기보다는 역

동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대화란 구체적 규칙에 따라 화자가 행하는 매우 복잡한 

사회적 과제이고, 그러한 규칙은 미리 존재하여 단지 적용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구체적 상황 속에서 협상하면서 처리하는 질서의 발현이라고 

보았다. 

사회언어학은 언어의 규칙성보다는 변이성(variation)에 주목한다. 언어의 추상적 

구조와 일반화된 규칙을 도출하는 것보다는 언어가 사회적인 맥락에서 어떻게 구

체화되는지, 또한 그렇게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발화된 언어가 사회적 요인과 어떻게 

관련되고 구조화되는지를 추구한다. 발화의 내용에 못지않게 내용을 전달하는 방

식과 형식이 중요하게 대두된다. 사회언어학적 관심을 법정언어에 적용하면 결국 

법정에서 구체화되는 언어적 주장들이 전달되는 방식과 형식에 따라 전달력, 설득력, 

18) 이러한 방법에 입각한 저서로는 J. Maxwell Atkinson and Paul Drew, Order in Court: 

The Organization of Verbal Interaction in Judicial Settings (MacMillan Press, 1979) 참조.
19) Harold Garfinkel, Studies in Ethnomethodology (Prentice Hall, 1967).
20) 시카고 배심연구의 결과는 Harry Kalven, Jr. & Hans Zeisel, The American Jury (Univ. 

of Chicago Press, 1966)에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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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21) 

3. 법정언어 분석사례 : 언어인류학적 관점

콘리와 오바(Conley & O'Barr)는 언어인류학적 방법으로 법정담화를 분석한 대

표적인 학자들이다. 이들의 연구는 지난 30년간 정식재판(배심재판과 판사재판), 

비공식재판(소액재판) 등 다양한 맥락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들은 법정 상황이 참

여자들의 목적 및 역할, 공간 구성 등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정담

화는 하나의 말하기 장르로서 그 전형성에 주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여기서는 콘

리와 오바의 저작들을 중심으로 법정언어에 관한 법인류학적 문제의식과 쟁점들을 

살펴 보기로 한다.

1) 증인신문과 커뮤니케이션

오바(O’Barr)는 배심재판 혹은 판사재판으로 이루어지는 정식재판의 사실심리에

서 진행되는 증인신문 과정 중의 법정언어를 분석하였다.22) 그의 주된 관심은 증

인진술에서 발화된 법정언어의 형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는지, 또한 그러한 

차이는 유형화될 수 있는지, 그리고 유형화된 형식상의 차이가 재판에 영향을 주

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3개월 동안 공판의 참여관찰을 통해 

민족지적 기술을 하고, 언어인류학적으로 상세히 기록된 150시간 이상의 법정언어 

녹취록을 분석하였다. 그 이후에는 도출된 법정언어의 유형별 특성에 따라 녹취록 

중 일부분을 변형하여 재구성, 녹음한 후 이를 무작위로 선발된 모의배심에 들려

주어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법정언어는 ‘힘있는 말(powerful speech)’23)과 ‘힘없는 말(powerless speech)’24)

로 크게 유형화될 수 있고, 그러한 언어의 스타일이 화자의 권력관계와 사회적 지

위와 관련이 있으며, 그것이 사실판단자인 배심원들에게 인지적으로 수용되는 데

21) 보다 광범한 측면에서의 갈등상황에서의 사회언어학적 논의로는 Allen D. Grimshaw, 

Conflict Talk: Sociolinguistic Investigation of Arguments in Conversations (Cambridge 

Univ. Press, 1990) 참조.
22) Willaim M. O’Barr, Linguistic Evidence: Language, Power, and Strategy in the Courtroom  

(Academic Press, 1982).
23) 힘있는 말은 직설적이고 간결하며 고학력의 화이트칼라 직종 종사자 혹은 전문가 증

인(남녀 불문)에서 주로 발견되었다.
24) 힘없는 말의 특징으로는 울타리말(hedge), 머뭇거림, 공손한 표현, 의문형 억양, 강의어 

등의 잦은 사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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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였다. 즉 여성, 빈곤층, 저학력자 등 사회적 권

력이 낮은 사람일수록 ‘힘없는 말’의 유형이 나타나고 그것은 결국 증언의 신뢰도

를 떨어뜨리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 다른 유형으로는 ‘서술적 발화(narrative speech)’와 ‘단편적 발화(fragmented 

speech)’가 있는데, ‘서술적 발화’가 종종 보다 더 긍정적으로 수용되었다. 모의배

심의 면접 결과, 증인신문시 변호사의 질문이 많을 경우 변호사가 증인을 조종하

고 있으며 은연중에 그가 증인의 지적 능력, 자격을 의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인상을 받았다는 답변이 지배적이었다. 또한 ‘과잉수정의 발화(hypercorrect 

speech)’를 행하는 증인은 부적절하게 공식적이라는 이유로 우호적으로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아울러 검사 혹은 변호사가 증인신문 시 화자의 발언 중에 개입하는 

‘동시발화(simultaneous speech)’가 이루어질 경우 변호사가 증인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다고 느꼈다고 한다.

결국 법정언어의 형식을 변별하고 이를 발화자의 사회적 배경 등과 연관지어 추적

하였다는 점, 그리고 청자는 화자가 말한 내용뿐 아니라 그 발화양식에 따라 화자에 

대한 인상을 형성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이 이 연구의 가장 큰 의의이다. 이 

연구에 따르면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되는 증인의 발화 양식은 직설적이고 힘있는 

말의 형식으로 말하며 부자연스럽지 않게 공식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다. 또한 

변호사의 도움을 최소한으로 받으며 진술하며, 상대편 변호사가 증언 도중 개입하

는 것을 저지하면서 꿋꿋하게 발언하는 증인이 긍정적으로 수용되었다. 

2) 소송당사자들의 지향점

콘리와 오바는 또 다른 연구에서 법률전문가와 일반인의 일상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과 지향점의 차이에 대해 역시 언어적 분석을 통해 유용한 통찰을 제시해 준

다.25) 이 연구는 소액재판 사건을 다루는 비공식적 법정을 대상으로 법정언어 그 

자체의 분석을 넘어서 일반인과 사법제도와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었다. 총 

446건의 재판관찰과 녹취록 분석, 그리고 당사자들의 재판 전/재판 후 면접을 통해 

사건 그 자체보다는 그 속에서 움직이는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에 주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재판에서 원고, 피고, 판사의 말하기 방식을 토대로 그러한 말하기가 

법정에서의 유불리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언어에 담겨진 소송당사

25) John M. Conley and William M. O’Barr, Rules versus Relationship: The Ethnography of 

Legal Discourse (Univ. of Chicago Press,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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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불만 속에서 제도에 대한 신

뢰가 어떻게 유지되는지를 보았다. 

정식재판정이 아닌 비공식적 법정에서는 소송당사자들이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 

그리고 증거법상의 제약 없이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표

현의 방식과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법적인’ 사고를 볼 수 있다. 소송당사자들은 별

도의 제한 없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기 때문에 판사의 질문에 국한되지 않고 

일상에서 이야기하듯이 순차적으로 설명하는 경향이 있다. 

연구에서 나타난 소송당사자들의 지향은 크게 규칙지향적(rule-oriented)인 것과 

관계지향적(relation-oriented)인 것으로 이분된다.26) 규칙지향적 당사자들은 사회가 

법적 규칙에 의해 구성된 개개인의 계약관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 법정에서는 

법적 쟁점에 맞추어 생각하고 진술한다. 이에 반해 관계지향적 당사자들은 사회가 

관계에 기반한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람들 간의 관계는 사회적 규칙에 의해 

지배된다고 본다. 언어적 스타일로는 오바의 이전 연구에서 보여진 ‘힘있는 말’이 

규칙지향적 당사자에 의해, 그리고 ‘힘없는 말’이 관계지향적 당사자에 의해 더 빈

번히 사용되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규칙-관계지향의 분포는 젠더, 계급, 인종 같은 

요인들과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이 연구는 추측한다. 

이런 지향성의 차이 때문에 법정에서는 규칙지향적인 소송당사자가 훨씬 유리하게 

된다. 관계지향적 소송당사자의 말은 나름 체계적이고 논리적이지만, 그들의 논리는 

법정에서 익숙한 논리와 많이 달라서 형식적인 법적 분석의 전통이 몸에 배어 있는 

판사들에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관계지향적인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사건이 놓여있는 사회적 네트워크 등의 맥락은 대부분 법정에서 적합하지 않은 것

으로 취급된다. 관계지향적 소송당사자들은 또한 법원이 광범위한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잘못 기대하여 종종 

불이익을 받는다. 

3) 판사의 재판행위

콘리와 오바는 소액재판 연구에서 소송당사자의 발언 뿐 아니라 판사들의 언행과 

재판진행 방식에도 주목하였다. 이들이 관찰한 14명의 판사들은 법적용에 있어 상

26) 이러한 규칙- 계는 이분법 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연속 인 차원에서 나타난다. 

많은 소송당사자들은 하나의 진술에서도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취할 수 있으며, 진술

이 주어진 맥락에 따라 그들의 근방식은 다양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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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히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하였다. 소액재판의 경우 판결문이 나오지 않기 때문

에 재판의 수행적 측면에 주목할 수밖에 없었는데, 마치 각각의 법정이 판사들에 

의해 서로 다른 문화적 차이를 띠는 것과 같이 나타났다. 그러한 상이점을 법적 

절차에 대한 개념, 절차 및 판사의 판결에 대한 신뢰, 의사결정 유형을 기준으로 

분류한 결과 5가지의 상반된 경향을 판별해 냈다. 

첫째, ‘엄격한 법의 신봉자(The Strict Adherent to the Law)’형 판사는 재판을 완

고한 법원리를 적용하는 수동적인 통로로 본다. 둘째, ‘입법자(The Law Maker)’형 

판사는 공정한 결과를 위해 필요하다면 법치주의적 관점에서 규칙을 창조하거나 

심지어 변형시기까지 한다. 셋째, ‘중재자(The Mediator)’형 판사는 판결 과정을 효과적 

화해의 수단으로 활용한다. 넷째, ‘권위적 의사결정자(The Authoritative Decision 

Maker)’형 판사는 즉각적으로 정확한 판결을 내리지만 때로는 법보다도 판사 개인

의 의견을 반영한다. 마지막으로 ‘절차중심주의자(The Proceduralist)’형 판사는 절

차를 단순화하고자 하지만 때로는 과도하게 세부 절차에 천착하여 소송당사자의 

주의를 사건의 실체에서 벗어나게끔 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이러한 판사들의 유형을 앞서 분석한 소송당사자의 경향과 연결시켜 볼 때, 대

부분의 판사들은 규칙지향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엄격한 법의 신봉자, 권위적 

판사, 절차중심주의자들은 거의 규칙지향적이다. 입법자 또한 규칙에 지향되어 있

다고 볼 수 있다. 중재자만이 관계지향적 접근을 일관되게 보여준다. 

판사와 소송당사자 간의 지향점의 일치와 불일치는 결국 재판의 결과와 만족도

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판사의 대부분이 규칙지향적이고, 대부분의 원고들은 

규칙지향적이다.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와 소송을 통해 해결하려는 행위는 관계지

향적 사람들에게는 선호되지 않는다. 또한 규칙지향적 피고 또한 드물다. 왜냐하면 

이들은 소송으로 가기 전에 이미 여러가지 법적 수단을 동원해 자신을 방어하기 

때문이다. 결국 법정에 나타나는 전형적 등장인물은 규칙지향적 원고와 관계지향적 

피고, 그리고 규칙지향적인 판사이다.  

수전 필립스(Susan Phillips)는 유죄협상(plea bargaining) 심리에서의 법정언어에 

주목하여 심리를 진행하는 판사들에게서 세가지 부류의 이데올로기적 지향성이 있

음을 발견하였다.27) 첫째로는 ‘법적 이데올로기(legal ideologies)’로서, 여기에는 유

죄협상 심리과정에 피고인을 더 많이 참여시키려 하는 절차중심적(procedure-oriented) 

27) Susan Philips, Ideology in the Language of Judges: How Judges Practice Law, Politics, 

and Courtroom Control (Oxford Univ. Press,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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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형과 피고인의 개인적 동기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유죄인정을 함에 있어 

피고인이 적법절차를 밟았음을 기록으로 남기는데 더 관심이 있는 기록중심적(record- 

oriented) 판사형이 있음을 보였다. 둘째, ‘정치적 이데올로기(political ideologies)’

에 있어 판사들 사이에 다양한 지형이 존재함을 보였다. 셋째, 법정에서의 예의와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판사의 욕구를 반영하는 ‘일상생활 이데올로기(everyday 

ideologies)’가 나타남을 설명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판사들은 이러한 이데올로

기적 지향에 따라 기록과 증언을 다르게 읽고 들으며, 그러한 지향성의 차이는 법

정에서의 법집행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4) 배심원의 평의규준

배심재판 연구는 법심리학 분야에서 매우 활발히 진행되어 증언심리 연구와 더

불어 양대 연구영역이 되었다. 미국 배심제에 대한 법심리학자들의 연구성과 중 

대표작인 한스와 비드마(Hans & Vismar),28) 비드마와 한스(Vidmar and Hans)의 

연구29)에서는 배심원 선정, 평의과정, 그리고 배심제에 대한 주요비판들(배심원의 

자질, 편견, 법에 반하는 평결 등)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들을 분석하였다. 미국의 

배심제 학자들은 제도의 혁신적 변형보다는 주로 배심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배심원의 처우개선 문제, 심리학적⋅행동과학적 모델에 의해 배심원에 

의한 사실인정의 적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심리학이든 법인류학이든 실제 배심원 평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현장에 대한 접근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여러가지 추론을 통해 결론을 도

출할 수 밖에 없다. 법인류학적 방법론에 기초한 법정언어의 민족지적 기술도 그 

자체의 의미를 해석하고 형식적 측면에서 상이한 발화 스타일을 분류할 수는 있지

만 최종평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지의 세계인 

것이다.

법심리학자들의 연구는 대개 모의실험(simulation)에 의해 이루어졌다. 모의실험 

연구의 외적 타당성(external validity)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여러 가지 시도가 있어

왔다. 모의실험에 사용된 시나리오, 혹은 사건을 실제와 흡사하게 만든다든지, 혹은 

모의배심의 구성을 실제와 유사하게 만들기 위해 모의배심의 범위를 넓힌다든지

(대학생 → 실제 배심원과 근사한 실험집단) 하는 것이 그것이었다. 또 다른 관건은 

28) Valerie Hans and Neil Vidmar, Judging the Jury (Basic Books, 1986). 
29) Neil Vidmar and Valerie Hans, American Juries: The Verdict (Prometheus Books,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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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이 “실제상황”이냐 아니냐, 즉 평결의 기속력이 있는지 여부를 인지하고 의사

결정을 할 때 평결이 달라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평결의 실제적 결과

(consequentiality)의 통제(실제로는 법적 효력이 없으나 그러한 것처럼 만든다든지)

도 시도된 바 있다. 

배심제에 대한 사회과학적 연구성과들은 법원이 제도개선을 하도록 촉발한 계기

가 되기도 하였던 바, 아리조나 주에서는 실제 배심원들이 배심원실에서 평의하는 

과정을 비디오 촬영을 하여 연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하였다.30) 아리조나 주의 

전향적인 태도변화에 따라 실제 배심원과 모의배심원과의 결과의 차이를 실험상황이 

아닌 실제재판의 현장에서 분석한 것으로는 다이아몬드와 지젤(Diamond & Zeisel)의 

연구가 대표적이다.31) 저자들은 이 연구에서 두 가지 형태로 그림자배심(shadow 

jury)을 구성하였다. 하나는 배심원선정절차(voir dire)에 소환되었으나 당사자들에게 

질문 받지 않았던 배심원 후보단에서 무작위 선정한 그룹이고 다른 하나는 선정절

차에서 기피된 배심원후보들로 구성된 그룹이다. 그림자배심은 공판 중에 실제 배

심원과 동일한 환경에 놓였고, 개별적으로 독립된 공간에서 평의를 하여 평결에 

도달하였다. 다만 실제 배심원들은 그들의 평결이 법적 효력이 있다고 인지하였고, 

그림자 배심원들은 그들의 평결이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다. 연구결과 

그림자배심이 실제배심보다 유죄평결의 경향이 높다고 밝혀졌다. 그러나 그러한 

경향이 왜 그러한지에 대해서는 후속연구에서 명확한 결론이 나오지 않고 몇 가지 

가설이 대립하고 있다.32)

배심평결에 나타난 언어적 특성과 평결과의 연관성을 규명하고자 했던 사회심리

학자인 페닝턴과 해스티(Pennington & Hastie)는 배심원들이 증거를 서술적 이야기로 

조직화하고,33) 배심원이 구성하는 이야기야말로 평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34) 그들의 “이야기 모델”에 의하면 증거에 가장 많은 부분을 가장 일관성 

30) Shari Diamond and Neil Vidmar, “Jury Room Ruminations on Forbidden Topics,” Virginia 

Law Review, Vol. 87 (2001).
31) Shari Diamond and Hans Zeisel. “A Courtroom Experiment on Juror Selection and 

Decision-Mak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ical Bulletin, Vol. 1 (1974).
32) Brian Bornstein and Sean McCabe. “Jurors of the Absurd? The Role of Consequentiality 

in Jury Simulation Research,” Florida State University Law Review, Vol. 32 (2005).
33) Nancy Pennington and Reid Hastie, “The Story Model for Juror Decision Making,” in 

Reid Hastie (ed.), Inside the Juror: The Psychology of Juror Decision Mak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p.194.
34) Id., p.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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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다루고 있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설명으로 수용되고 평결의 근거로 제시되는 

것이다.35) 유사한 관점에서 베넷과 펠드만(Bennet & Feldman)은 법정에서 변호사

들이 서술적으로 사실을 구성하여 배심원에게 전달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보았다.36) 이야기는 사람들이 모든 “일상 사회상황에서 사회적 행위에 대한 선택

적인 해석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주된 수단”이다.37) 따라서 법정에서 법률가

들이 일반인들을 설득하기 위해 이야기를 구성한다는 것은 그리 놀랄만한 일은 아

니다. 이렇게 볼 때 법정에서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서술적 모드는 불가피할 뿐 아

니라 긴요한 것이다. 

판사들이 배심원들에게 ‘상식’에 기초한 판단을 내리라고 할 때 ‘상식’이라고 말

하는 강력한 인지적 자원은 ‘민속(상식)심리학(folk psychology)'이라는 말로 개념화

되기도 하는데, 민속심리학은 사람들이 그들의 경험을 조직하거나 지식을 형성하

고 세상과 조우하는, 공동체성원이 공유하고 있는 세상에 대한 감각을 의미한다.38) 

민속심리학의 조직원리는 서술적인 것이다.39) 실제 평의의 녹취자료를 연구한 한 

연구에 의하면 배심원들은 ‘정의’의 개념을 먼저 정의하고 그것이 사실판단이나 

결론과 부합하는지를 보지 않는다. 이와는 달리, 퍼즐을 짜맞추는 과정에서 법을 

표현하고 개인적인 추론을 이야기체로 던지고 서로가 적합하다고 믿는 절차와 결

과를 설득한다.40) 

마찬가지로 콘리와 콘리(Conley & Conley)는 법정에서 현출된 증거들을 배심원

들이 일상생활에서 활용되는 이야기체 서술(narrative)로 환원하여 재구성한다는 사

실을 밝혔다.41) 그들은 공판과정 중, 그리고 평의 중에 배심원들이 법정에서 충돌

35) Id. 
36) W. Lance Bennet and Martha S. Feldman. Reconstructing reality in the courtroom: Justice 

and Judgment in American Culture (Rutgers University Press, 1981).
37) Id., p.7.
38) Jerome S. Bruner, Acts of Meaning (Harvard Univ. Press, 1990), p.35. 그의 이론적 지

평을 법과 연결시킨 저서로는 Anthony G. Amsterdam and Jerome Bruner, Minding the 

Law (Harvard Univ. Press, 2000).
39) Chris Heffer, The Language of Jury Trial: A Corpus-Aided Analysis of Legal-Lay 

Discourse, (Palgrave, 2005), p.219.
40) D. W. Maynard and J. F. Manzo, “On the Sociology of Justice: Theoretical Notes from 

an Actual Jury Deliberation,” Sociological Theory, Vol. 11 (1993).
41) Robin Conley and John M. Conley, “Stories from the Jury Room: How Jurors Use Narrative 

to Process Evidence,” in Austin Sarat(ed.), Studies in Law, Politics and Society, Vol. 4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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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사실관계들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그들의 일상생활에서의 대화적 자원을 활

용하여 처리하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들의 연구에 의하면 배심원들은 사건에 대한 

완전한 설명을 곧바로 찾으려 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법정에서 제시되었던 서술을 

함께 해체하고 또 다른 형태의 법정서술을 검토하고 논의한다. 평의를 거치면서 

배심원들은 해체된 부분을 선택하여 만들어진 서술을 재구성한다.42) 

이상에서 살펴본 법정언어에 대한 외국의 선행연구는 우리의 재판연구에 유용한 

시각을 제공해 준다. 한국의 법정에서는 어떠한 언어적 형식이 나타나는가? 힘있는 

말-힘없는 말의 구분이 유용한가? 소송당사자들의 규칙적-관계적 지향이 우리 법정

언어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 공판과정에서는 어떠한 서술적 전략이 나타나는가? 

배심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상식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더 나아가 그러한 것들은 

한국의 법문화에 연결될 수 있는가? 이러한 점들을 국민참여재판 사례들을 들어 

살펴보기로 한다. 

III. 국민참여재판 사건개요

1. 조사대상 사건

필자는 2009년 2월부터 8월까지 행해진 국민참여재판 중 17건을 참관한 연구팀을 

이끌고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사회문화적 상호작용과 법정언어에 대해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표 1> 참조). 연구팀은 필자를 비롯해 법학과 인류학을 각각 전공한 

연구보조원들로 구성되었고, 재판참관 후 상세한 참관 필드노트와 관찰기록지가 

만들어졌다. 각 사건은 2명 이상의 관찰자가 참가하였으나 몇몇 사건은 1명만 참

관할 때도 있었다. 아울러 법정심리과정 전체를 녹화한 2편의 영상자료와 2편의 

증인신문 녹음자료가 별도로 분석되었다. 이들 자료는 법원의 협조로 입수하였으며, 

각각의 자료를 언어인류학적 분석틀을 사용해 발화내용과 관찰 포인트를 기록하였다. 

42) Id., 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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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조사대상 국민참여재판 개요

날짜와 장소 기소죄명
주요죄목 

피고인 주장
배심원수 배심평결 재판부판결 선고형량

2/9-10 서부
강도상해, 

강제추행
무죄 9 무죄(만장일치) 무죄 해당없음

2/11 대구 살인 유죄 7 유죄(만장일치) 유죄 10년

2/19 의정부 강제추행치상 무죄 9 무죄 무죄 해당없음

3/16 수원 살인, 살인미수 무죄&유죄 7
무죄(살인미수)

유죄(살인, 상해)

무죄(살인미수)

유죄(살인, 상해)
12년

3/19 인천 살인미수 무죄 9 무죄 유죄 2년6월

3/31 서부
성폭력범죄

(강간 등 치상)
무죄 9 유죄 유죄 6년

4/6 부산 강간, 강도 무죄 9 무죄(만장일치) 무죄 해당없음

4/9-10 울산 방화치사 무죄 9 유죄 무죄 해당없음

4/13 대구
살인, 살인미수, 

폭행
유죄 7 유죄 유죄 13년

4/20 대전
살인

(아내, 아들)
무죄 9

유죄

(아들, 만장일치)

무죄(아내, 6:3)

유죄(아들)

무죄(아내)

2년6월, 

집행유예 4년

5/7 남부
강도상해, 

범인도피교사
무죄 9

무죄&무죄

유죄(상해)

무죄&무죄

유죄(상해)
10월

5/11 대구 살인, 사체유기 유죄 7 유죄(만장일치) 유죄 15년

5/18 대구 살인 유죄 7 유죄(만장일치) 유죄 2년6월

6/17 중앙 살인미수 무죄 9 유죄(만장일치) 유죄 3년

6/22 대구
특수강간, 야간

방실침입절도
무죄 7 유죄(만장일치) 유죄 6년

6/29-30 부산 강간, 상해 무죄 9 유죄(6:4) 유죄 5년

8/19 중앙 살인미수 무죄 9 유죄(만장일치) 유죄 2년6월

참관한 17건의 국민참여재판은 서울중앙, 서울서부, 서울남부, 의정부, 수원,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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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구, 울산, 부산에서 이루어졌다. 참관대상 사건은 연구팀의 편의에 따라 선정

되었기 때문에 통계적인 대표성을 띤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조사대상 사건들의 

표본으로서의 가치를 평가해 보기 위해 그 주요특징들을 국민참여재판의 전국적 

진행상황과 비교하여 기술해 보면 다음과 같다.43) 

조사대상 사건 중 서울지역이 29.4%인 5건이고, 단일법원으로는 대구지방법원에서 

참관한 사건이 5건(29.4%)으로 가장 많았다. 전국적으로는 서울지역 법원에서 전체

사건의 26.8%가, 대구지방법원에서는 12.5%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으므로, 

본 조사대상 사건 중 대구지법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었다.44) 

조사대상 사건의 범죄유형은 살인 등(53%), 성범죄 등(17.6%)의 순이었고, 그밖

에 절도, 강도상해 등이 있었다. 전국통계에서는 살인 등(34.3%), 강도 등(27.7%), 

성범죄 등(17.1%)의 순으로 처리되었으므로, 본 조사대상 사건 중 살인이나 살인

미수로 기소된 사건의 비중이 높은 편이었다.

조사대상 사건 중 피고인이 주요 공소사실을 인정한 자백사건은 4건(23.5%), 부

인사건은 13건(76.5%)이었다. 이는 전국통계와 비교해 볼 때 거의 유사한 비율이

었다(자백 25.5%, 부인 74.5%).

배심원 수는 9명인 경우가 11건(64.7%), 7명인 경우가 6건(35.3%)이었으며 5명인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전국자료에 의하면 배심원 수가 7명인 사건이 52.6%로 가장 

많았고 9명인 경우는 35.5%였는데,45) 조사대상 사건 중 배심원 수가 9명인 경우가 

많았던 이유는 아마도 살인, 살인미수와 같은 중범죄의 비중이 높았던 사실에 기

인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국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은 하루 만에 모든 절차를 마치는 경우가 90% 이상

이며, 3일 이상 경과된 사건은 한건만 있을 뿐이다.46)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본다면 

조사 대상 중 2일이 소요된 사건이 3건(17.6%) 있었다는 사실은 다소 평균치를 상회

하는 수준이다. 

조사대상 중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 4건(23.5%)이었고, 2건에서는 일부무죄, 일부

43) 전국통계는 법원행정처 자료(각주 5)에 따른 것이다.
44) 대구지방법원은 첫 번째 국민참여재판이 열린 곳이기도 하며, 전국통계에서도 배심원

후보자의 출석률이 가장 높은(41.4%)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45) 자백사건의 경우 배심원 수를 5명으로 할 수 있으나(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 실제로 5명으로 정한 경우는 37.3%였다.
46) 2011년 5월 27일에 부산지방법원에서 선고된 소말리아 해적(해상강도살인미수 등) 사

건의 경우 5일의 공판기일이 소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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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가 선고되었다. 전국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의 무죄율이 8.7%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조사대상 사건의 무죄율은 현저하게 높은 편이다.

재판부의 판결과 배심의 평결이 일치하지 않았던 경우는 2건(11.8%) 있었는데, 

이는 전국통계수치(9.0%)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불일치 사건 중 1건은 배심

평결이 유죄인데 재판부에서 무죄를 선고하였고, 나머지 1건은 배심평결이 무죄인데 

재판부에서 유죄를 선고하였다.47) 배심평결과 재판부의 판결과의 불일치 문제는 

법전문가와 일반인 배심원과의 법의식의 차이, 특히 합리적 의심에 관한 인식수준의 

차이를 보여줄 수도 있는 중요한 연구주제이다. 실무적으로 볼 때에도 배심평결의 

기속력을 부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초적 자료로 기능할 수 있다. 그것은 좀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깊이 다루지 않기로 한다. 

조사대상 사건에서 유죄가 선고된 사건 중 형량이 가장 높았던 경우는 15년이었고, 

가장 낮았던 경우는 10개월이었다. 일반적으로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받아들여 중간치에 근접한 선고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본 조사대상 사건의 결과에 있어 지역적인 차이가 나타나는가에 대해 초보적 기

술을 해 본다면, 유무죄 판단의 경우 지역별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유죄와 무죄의 판결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는 크게 없는 것으로 판단되

었다. 그러나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지 여부에서는 다소 의미 있는 차이가 

발견되었다. 수도권의 경우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여 검사의 사실관계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는 전혀 없었고, 경북권에서는 모두 공소사실을 검사가 주장한대로 

받아들였다. 기타 지역에서는 반반씩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혹은 받아

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다. 우선 사건 자체의 

복잡성이나 성격을 고려할 수 있다. 서울지역의 사건이 다른 지방의 사건보다 법률

관계가 복잡하거나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설명으로는 지역적인 특색, 즉 검사에 

대한 신뢰도와 같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즉 검찰, 경찰과 같은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지역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지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차후 체계적인 

자료수집을 통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47) 전국자료에 의하면 평결과 판결이 일치하지 않은 사건 중 대다수가(90%) 배심원이 무

죄 평결을 하였으나 재판부가 유죄로 판결한 사례이다. 판사가 더 유죄편향적 경향을 

띤다는 결과는 미국에서의 실증연구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 Theodore Ensenberg et al., 

“Judge-Jury Agreement in Criminal Cases: A Partial Replication Kalven Zeisel’s The 

American Jury,” Journal of Empirical Legal Studies, Vol. 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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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대상사건 

다음으로는 조사된 17개 사건 중에서 4개 사건에 대해 증인신문 시 나타난 법정

언어를 분석하였다. 지역적으로는 서울, 부산, 대전, 대구로 다양하게 선정하였다. 

이들 중 2건은 살인사건으로 피고인이 주요 공소사실을 인정한 자백사건이며, 나

머지 2건은 성폭력사건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와의 증인신문시 공

방이 치열했던 사건이다. 각 사건의 공소사실과 특이점들을 기술해 보면 아래와 

같다. 

사건 1: 서울서부지법 2009고합8 (2009. 3. 31.): 성폭력범죄(강간등치상)

이 사건의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방에서 만난 피해자와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먹은 

후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여 또다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며 

폭행을 행사하며 강간을 시도했고, 실랑이를 벌이다 칼에 찔려 도망쳤다. 이후 피

고인은 자신의 가게 근처 모텔에서 생활하면서 경찰에 출두하라는 요청을 거부하

다가 체포되어 강간등치상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정에서 피고인은 그 당시 너무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아무 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강간의 

고의가 인정되어 강간치상 유죄로 평결이 났고, 피고인에게는 특정강력범죄의 누

범이 적용되어 6년형이 선고되었다.

이 사건에서 배심원 10명(예비배심원 1인) 중 남성이 7명이었다. 남성 배심원들의 

연령대가 비슷했던 반면 여성배심원들의 연령 간극이 다소 컸었다. 또한 피해자 

신문에서 판사의 개입이 두드러졌던 점이 인상적이었다. 

사건 2: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2008고합954 (2009. 4. 6.): 강도강간

이 사건의 피해자는 정수기를 판매하는 40대의 유부녀이고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는 50대 중반의 남성이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① 1회의 강간 및 이로 

인한 상해, ② 강도 및 이에 이은 1회 강간, ③ 카메라 등 이용촬영, ④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검찰 측은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의 실형 및 흉기몰수를 구형

하였다. 그러나 1심에서 배심원 전원의 무죄평결 및 무죄 판결이 내려졌고, 검사가 

상소하였으나 항소기각(2009노304) 및 상고기각(2009도5961)이 되어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재판의 배심원 11명 중 여자배심원은 5명, 남자배심원은 6명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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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령자는 여자 50대, 남자 40대 쯤으로 보였으며, 대부분 젊은 축에 속하였다. 

강간 및 강도죄는 피해자를 항거 불능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 구성요건이고, 카

메라등이용촬영죄 역시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이며, 체크카드를 이용한 현

금인출로 인한 절도죄 역시 카드 이용 및 현금 인출에 소유자의 동의가 없음을 구

성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네 혐의 모두 피해자의 내심의 의사가 범죄 성립에 

중요한 요소인데, 이 사건에서는 첫 번째 성관계에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었는지의 

여부가 이후의 범죄 성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구조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상해 

정도와 같은 가시적인 증거가 적었기 때문에 경험칙에 따른 추론이 어려웠으며, 

피고인의 범행 당시 내심의 의사를 추측할 수 있는 당시 상황 또한 분명하게 확인

되지 않았다.

소송관계인들은 각자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시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내려고 하였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진술하지 않았던 내용이 드러나기도 

하였고 개별 범죄에 대한 소송관계인들의 관념ㆍ상식도 나타났다. 강간 혐의와 관

련해서는 정수기를 소개받으려는 목적만으로는 남성과의 성관계에 쉽게 동의하지 

않는다는 논리와 증인의 행동이 강간 피해자의 행동으로서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행동과 여러 면에서 부합하지 않는다는 논리가 제시되었다. 강도 혐의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제3자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게 한 행위가 일반적인 카드 이용의 상식

과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논리와 돈을 일부만 빌리고 증인의 소지품을 모두 빼앗지 

않은 점에서 강도라고 할 수 없다는 논리가 제시되었다. 이와 같은 논리들은 정황

증거로서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 내지 부인하는 논거의 역할을 하였다. 이 사건의 

판결문에서도 여러 정황증거를 근거로 피고인의 혐의를 부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건 3: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08고합590 (2009. 4. 20.): 살인

이 사건의 피고인은 70대의 노인으로, 중풍에 걸린 50대의 아들이 건강이 좋지 

않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시로 찾아와 사업자금을 요구하면서 피고인과 피

고인의 처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것에 심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

러던 중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찾아온 아들이 밤새도록 처에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

를 부리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아들을 소형해머를 이용하여 머리 뒷부분을 수회 

가격하여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또한 처에게 ‘혼자 살면 뭐하냐, 불쌍하니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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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자’하면서 해머로 뒷머리 부분을 수회 가격하여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고, 자

신은 농약을 먹고 쓰러져 있는 것을 둘째 아들이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다. 병원

으로 옮기는 길 엠뷸런스 안에서 조사하러 온 형사에게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이후 

위세척을 마치고 그때의 기억이 상실되어 버렸다. 검사는 그때의 자백을 근거로 

피고인을 공소제기하였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장남에 대한 살인죄는 유죄로 인정되었으나(배심원 전원

일치 유죄 평결), 처에 대한 살인죄에 관하여는 무죄(배심원 6명 무죄, 3명 유죄 

평결)가 선고되었다. 양형에 있어서 장남의 패륜적 행동과 범행의 우발성, 범행 이후 

음독자살을 기도하여 기억상실증에 처한 상태 등을 고려하여 2년 6개월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다. 

이 재판에서 11명의 배심원(예비배심원 2인 포함) 중 여성이 7명이었다. 다른 재

판에 비해 연령대가 낮았는데, 이는 사건의 특성상 검사가 나이 많은 배심원 후보를 

기피했던 것으로 보였다. 대부분의 국민참여재판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임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은 1인의 사선변호사가 변론을 맡았다. 증인은 모두 8명이나 되었

으나 증인신문은 신속하게 진행되어 모두 4시간 만에 종료되었다. 

 

사건 4: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09고합103 (2009. 5. 11.): 살인, 시체유기

이 사건의 피고인은 20대 초반의 청년으로 동네친구인 피해자와 돈을 벌기 위해 

대구에 와서 원룸에서 동거생활을 했다. 피해자는 원래 조직폭력 등에 가담하기도 

했던 인물로서, 피고인을 노동시키고 그 대가를 착취하고 구타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해 왔다. 그러다가 대화를 늦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심하게 구타

하고 “나 자고 나면 너 죽일거야”라는 말을 하고 잠을 자는 것을 보고, 순간 피해

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후 식칼을 가지고 난자하고 죽였다. 이후 범행이 발각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인근 철물점에서 손도끼와 쇠톱을 사와 사체를 분리하여 

서로 다른 곳에 유기하였다. 

이 재판에서 피고인은 살인의 유죄를 인정하였으며 양형에서의 선처를 호소하기 

위해 평소 피해자에게 학대당했던 사실들을 강조하였다. 배심원은 모두 8명(예비

배심원 1명 포함)이었고, 남성과 여성은 각각 4명씩이었다. 배심원들이 모두 20대와 

30대로 보이는 매우 젊은 사람들로 구성되었으며, 피고인의 연령대인 20대 자녀가 

있을만한 50대 이상의 배심원은 한 명도 없었다. 배심원은 살인, 시체유기에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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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장일치로 유죄평결하였으며, 재판부도 같은 입장이었다. 양형평의에서는 최소 

13년 최대 17년의 평균 14.4년의 형이 주장되었으며 재판부는 징역 15년을 선고하

였다.

IV. 국민참여재판에서의 법정언어 분석

분석대상인 4개 사건에서 나타난 법정언어의 논의를 위해 먼저 법정관계자들의 

법정언어에 대한 형식적 측면을 살펴보기로 한다. 콘리와 오바의 유형에 따라 ‘힘

있는 말-힘없는 말’, ‘규칙지향적-관계지향적’ 담화가 실제로 발현되는지, 그러한 

분류가 우리의 재판과정 속에서 어떻게 의미 있게 연결될 수 있는지 등을 본다. 

인용된 대화의 전사자료에 쓰인 표기부호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 말 끼어들기

= 연속발화

- 말 끊어짐

. 하향 억양

^ 상향 억양 및 강조

, 계속 억양

: 소리 늘어짐(filler)

(  ) 불분명한 부분

<  > 전사자 설명

(.) 쉼 간격

1. 법정언어의 형식적 특징

1) 판사

국민참여재판의 판사는 검사나 변호인이 수행하는 증인이나 피고인과의 신문과

정을 주로 경청하는 입장을 취하며 절차상 자신의 중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개

입하고, 주신문을 마친 후 사건과 관련하여 의문이 가는 부분에 대해 질문한다. 아

울러 배심원의 질문을 받아서 전달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과거에 비해 판사의 역

할이 소극적으로 변한 측면도 있으나, 판사가 소송 전반에 걸친 총괄적 지휘자로

서의 새로운 권위를 가지게 되었다는 측면도 지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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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대상 사건에서 판사는 인사말, 절차설명, 평의전 배심원 설명 등을 정형화된 

형식으로 말하고, 재판은 판사개인의 성향과 개인적 차이보다는 표준화된 절차와 

규칙에 따라 진행되고 있었다. 판사의 언어에는 법적 쟁점에서 벗어나는 것을 통제

하는 규칙지향적 지향성이 강하게 나타났다. [대화 1]에서 피고인은 검사의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고 장황한 설명을 늘어놓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관계지

향적인 이야기에 대해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판사가 개입하여 제동을 가하고 

있다. 

[대화 1] (사건 2)

검사 2: 네에. 그런 다음에^- 피고인은 고소인한테= 피해자한테- 정수기를 대여-해

- 줄 사람을 내가- 소개를 시켜^주겠다- 라고 이렇게- 자주- 전화를 한 적이 있습

니까? 

피고인: 제가 자주 전화를 한 게 아니고, =제가 아까 전^에도- 증인:을=이 증인석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너무^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

니다. 제^가 전화를 한 게, 저^는예, 대^리운전을 하면은: 아침 새^벽에 들어가서- 

잠^자기 바쁩니다......그 사람^이랑 전화 통화를 할- 여가^가 없는데-, 수시로 전화가 

와 가꼬- 아저씨-, 내 저, 정수기 한 대만- 소개해주세요, 또^ 또 이삼일 있으면- 

또 정수기 한^ 대만 소개시켜 주세요,=계:속^ 전화가, =나는 전화가 내가 먼저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검사 2: //네네, 됐습니다. //

피고인: //^그래 또 두^ 번째,//

검사 2: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피고인^! 피고인^?//

......

판사: //피고^인! 

피고인: //왕자^맨션 앞에,//

판사: //피고인^! 

피고인: 예예.

판사: 지금 질문의 취지는- 정수기 대여해 준 사람을 소개^시켜주겠다는 취지로 

질문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변호인이 반대 신문할 때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대화 2]에서는 판사의 규칙지향성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번에는 요점에

서 벗어난 변호인의 질문을 제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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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2] (사건 1)

변호인: 언제부터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까?

증인: (조금 격앙된 목소리로) 그게 중요한가요??

  <* 개입> 판사: 지금,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네요. 

변호인: 인터넷 채팅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 개입> 판사: 아니, 채팅이 중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뒤의 경위가 중요하죠. 

증인을 격앙시켜서 뭐가 좋습니까. 감정을 상하는 질문이 뭐가 좋습니까.

변호인: (바로 수긍하며) 예. 알겠습니다. 

[대화 3]에서 판사는 재차 증인의 대답을 다시 말하는 방식으로 증인의 진술에 

대해 사실확인을 한다. 이러한 말하기 스타일은 은연 중에 증인의 말을 의심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수도 있는데, 판사의 그러한 경향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질문에 동일하게 나타났다.

[대화 3] (사건 2)

증인: 제가 계속 이렇게 손을 올리고 있었거든요? 오른쪽 왼쪽 단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판사: 아니 그 손바닥으로 뺨을 때릴 때, 피해자가^, 피해자 손으로 막고 있었다? 

증인: 아니, 제가- 그 벽에다가 넘어지고 ( )

판사: 아니아니, 다시^, 다시 한번, 마이크 대고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증인: 일단 제일 먼저 뺨을 맞고 머리를 맞은 거 같거든요? 머리를 맞으면서 제가 

벽에다 부딪쳤습니다. 부딪혀서 고꾸라져- 있으니까 와서 머리 뒤통수랑 목덜미를 

마구 때리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손을 이렇게- 하면서 피한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판사: 아, 손으로 감싸고 있었다? 

......

판사: //그럼 제일 먼저 전화하고 난 뒤^에- 경찰서 올스톱^ 신고센터부터 찾아갔다? 

증인: 아뇨, 전화하고: 동생이랑: 사무실로 갔었습니다. 사무실에 가서 저희 신랑

을 만나^서:, 거기서 부산 의료원으로 갔기 때문에 이동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을 

겁니다.

판사: 음: 남편이랑 같이 갔다? 

증인: 예.

판사: 근데 경찰서에서 올스톱, 뭐:, 신고센터에서 진술하고 난 뒤^에- 병원에 간 건^, 

한 몇 시간^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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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거기가 부산 의료원이 병원이랑 같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서 CT촬영이랑, 

거기서, 거기서 다^ 했고, 그 담에 산부인과는 계금으로 가라고 해서 계금으로 갔

었구요-, 그러니까 병원을 몇^ 차례를 돌은 거죠.

판사: 제일 첨에 간 데는 부산 의료원인가요? 

증인: 네.

판사: 그 다음에 산부인과? 의원에 갔었다?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배심원이 피고인 또는 증인에게 신문요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48) 통상 배심원들이 서면으로 질문목록을 써오면 판사가 이를 대신 

질문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일부 사건에서는 배심원들이 직접 증인에게 질문하도록 

했었다. 이때 판사는 배심원들의 질문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대화 4] (사건 4)

3번 배심원: 경주에서 연락이 오면^ 만난 사이라는데, 얼마나 자주^ 만났는지이- 

보통 한달에 한번쯤 만나선- 거의- //

판사: // 경주에, 경주에서 있을 때-//

3번 배심원: //한 달에 한 번쯤 만나서는 친해질 수 없을 거고, 그리고 만났을 때^ 

그냥 친하게 만났는지 강압적으로 만나자해서 만났는지이-//

판사: 예, 알겠습니다-. 경주에서- 피해자하고 만났을 때 얼마나 자주 만났고 얼

마나 친하게 지냈는지- 에 대해서 좀, 이야기, 해 주시죠-.

피고인: 만날 땐(.) 한 달에 2주 정도 ( ) 만났습니다. 

판사: 2^주 정도요오-.

피고인: 한^ 달에. 

판사: 한 달에 이 주 정도요-?

피고인: 이 주 정도 꼬박꼬박 만나고오-

판사: 그러니까 계속 피해자가 연락을 받아서 만났다는 겁니까?

피고인: 연락받거나아- 저 일^ 하는데 찾아와가지고- 

판사: 경주에서 일하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친하게 지냈습니까?

피고인: 그땐 그냥 만나는- 사이였습니다. 

판사: 만나서, 뭘^ 했죠? 

피고인: 술 먹을 때도 있고, 이야기도 했고 ( ) 별다른 얘기는 없었습니다.

판사: 경주에서 2주 정도는 만났다. 굉장히 자주^ 만났네요. 근데 그 때는, ( ) 친

48)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규칙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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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이였다고 할 수 있네요? 그러니까 뭐, 피고인-이 억지로 만나자고 해서, 만

났다고 했기는 어렵겠네요-?

피고인: 네, 그런, 그건- 제가 전화를 안 받으면 일^ 하는데 찾아와 갖꼬, 억^지로 

만났다라고 하기는..

판사: 그러니까 억지로 만났다고 하기까지는^ 할 것 까지는 아니지만^- 피고인 입

장으로는 그렇게 즐겁게 만난 거는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피고인: 예. 그렇게 즐겁게 만나지는...

[대화 4]에서 판사는 배심원의 질문을 대신 전달하는 역할을 넘어서서 배심원 

질문에 부연해서 추가질문하기도 하며 증인진술을 정리해 주고 있다. 판사가 재판 

주체들 사이의 균형을 잡고 각자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끄는 길잡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국민참여재판에서 판사의 발화 양식은 재판의 주된 운영자로서의 

규칙지향성을 띠고 있으며, 개인적 차이에 따라 재판관계자들의 말하기에 적극적

으로 개입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2) 검사

검사와 변호인의 전략은 배심원들의 사고와 판단에 매우 큰 영향력을 미친다. 

배심원들은 오로지 검사와 변호인의 신청에 의해 법정에 현출된 증거들만을 판단 

근거로 삼을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증거로 제시된 사실과 당사자들의 주장을 분

리하여 받아들여야 하지만 전문지식을 갖춘 검사와 변호인들의 영향력으로부터 자

유로이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재판 중에 배심원은 검사와 변호인의 전

략적 말하기에 그대로 노출되어 일방적인 청자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할 뿐이기 때

문에 이들의 언어에 더욱 큰 영향을 받는다. 

참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사는 대체적으로 준비가 잘 된 느낌이었다. 수사검

사와 공판검사가 팀을 이루어 나오는 경우가 많았고, 권위주의적 인상을 주지 않

기 위해 법복을 입고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배심원의 주의를 끌기 위해 파

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과 각종 영상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검사들의 말은 

대체적으로 표준말이 많았다.

[대화 5] (사건 2)

검사 1: 함께^ 들어간 건가요 아니면 따로 들어갔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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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친구가 오기로 했는데:, 제가 친구가 왔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지금 오고 있다-, 그러면서 걸어가면서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하냐고:- 

왜 안 오냐고 빨리 오라고, 지금 오셨^다-, 하고 얘기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친구분을 물으니까 친구가 금방 도착할 거니까 저보고 먼저 들어가 있어라:, 

추우니까-, 먼저 들어가 있으면 자기는 바깥에 있다가 친구가 오면 같이 들어가겠

다:- 그러면서 저보고 먼저 들어가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검사 1: 그러니까 피고인이// 

증인: //제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검사 1: 그러니까 집 앞까지 같이 갔었지마는 피고인이 정수기 소개, 정수기 대여

할 사람을 소개시켜주겠다:-라고 했고 사람을 불렀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고 자

기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들어갈 테니, 추우니까 방안에 먼저 들어가서 기다

리고 있어^라:- 해서 먼저 들어가게 된 거라는 거죠? 

증인: 네네.

[대화 5]에서 검사는 평소에 증인과 피고인이 성적관계를 맺을 만한 가까운 사

이가 아니었음을 밝히기 위해 질문을 한다. 증인신문 중에서 검사 1은 자신이 강조

하고 싶은 부분을 강하게 드러내기보다 증인이 말한 내용을 다시 자신이 말하고 

이에 대해 동의를 구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취하고 있다. 피해자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검사의 말을 통해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형식이다. 즉 배심원에게 

전달될 사실의 구조를 상정해 놓고 증인과의 단문장답식 이야기 서술체를 통해 그 

내용을 구성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대화 6] (사건 4)

검사 1: 피해자아, ○○○의 친누나^가 있는 것, 알고 있죠? 

피고인: 예

검사 1: 그 친누나가 피해자와 사는 집에 두 번^ 놀러 온 적이 있었습니까?

피고인: 예

검사 1: 당시에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다투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한 

사실이 있었습니까?

피고인: 그, 누나가 왔을 때//

검사 1: //네, 누나가 왔을^ 때.

피고인: 그 땐 없었습니다.

검사 1: 그땐 없었습니까. 

피고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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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1: 피해자는- 피고인이 친 누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친 누나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은 없습니까?

피고인: 네, 없습니다.

검사 1: 그러면 도움을 요청하지 못 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피고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휴대전화가 저한텐 없었습니다.= 제가 들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검사 1: (외부와) 연락을 할 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까?

피고인: 네.

검사 1: 2009년도 2월 14일, 피해자의 누나가 집에^ 찾아온 적이 있었죠? 

피고인: 예

검사 1: 그때 피고인의 눈에- 멍이 들어있어서, 피해자의 누나가 그 이유를 피고

인에게 물어봤습니까? 

피고인: 예

검사 1: 그 때 피고인은 공장에서 일하기 전- 술집에서 웨이터를 하면서- 같이 일

하는 형한테 맞아서 생긴 상처다^- 라고 이야기 했습니까?

피고인: 피해자가 그렇게 시켜서, 얘기했습니다.49) 

검사 1: 실제로는 어떻게 생긴 상처였^습니까.

피고인: 피해자한테 맞^아서 생긴 상처 ( )

검사 1: 그러면 그렇게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한 이유는 뭡^니까.

피고인: 그렇게 얘기했고 또 실제로 맞았다고 얘기하면은 ○○○ 누나가 ○○○

한테 뭐라 할거고 ○○○ 누나가 가고나면 맞을게 ( ) 

검사 1: 피고인은 피해자의 누나나- 그 남자친구에게 피해자로부터 맞은 적이 있^

다-라고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까. 

...

검사 1: 2009년 2월 둘째 주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해자의 누나가 사는 경산^

에- 놀러간 적이 있었습니까.

피고인: 예

검사 1: 당시에 피고인은 함께 시장이나 노래방에 가^서- 피해자와 놀^기도 했^습

니까.

피고인: 예

검사 1: 당시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 행하거나 괴롭히거나- 한^ 적이 있었습

니까.

49) 친구 혹은 ○○○라고 이름을 부르지 않고 “피해자”라고 직접 호칭을 한 경우. ‘객관적’ 

태도 혹은 법정에서 알맞은 태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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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경산에 있었을 때는 없었^습니다.

검사 1: 없었습니까.

피고인: 예.

[대화 6]에서 검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사실이 있었는

지, 그러한 사실을 왜 주위사람에게 알리지 않았는지를 추궁한다. 말하기 형식은 

직설적이고 ‘힘있는 말’의 양상을 띠고 있다. 주신문보다는 반대신문 중에 증인의 

진술을 통제하고자 하는 측면이 보이기는 하지만, 후술할 변호인의 말하기와 같이 

극단적인 장문단답식 전략은 취하지 않고 있다.

3) 변호인

조사대상 사건에서는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선변호인이 피고인을 변호하였

다. 현란한 영상으로 배심원들의 주의를 끈 검찰과는 달리 대부분의 변호인들은 

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하지 않았다. 1인 혹은 2인이 팀을 이루어 나오는 경우가 많

았으며 지방에서는 해당지역의 사투리를 쓰는 등 강한 지역색을 보이면서 지역감

정에 호소하는 경우가 눈에 띄었다.

미국의 배심재판에서의 주신문은 단문장답, 반대신문은 장문단답의 형식을 취하

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것은 장문단답의 경우 변호사가 증인을 조종하고 있는 것

처럼 보여 배심원들에게 부정적으로 보여졌고, ‘서술적 발화'가 ’단편적 발화‘보다 

더 긍정적으로 수용되었다는 연구결과와도 상응한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변호인의 주신문에서도 장문단답식 말하기 방식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대화 7]에서와 같이 준비된 답변을 변호사가 읽고 증인은 이에 대해 

모두 수긍하는 방식의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화 7] (사건 4)

변호인: 그러다 올 겨울 초에에- (.) 인제 이- 피해자가 건달생활을 지우고 대구에 

와서 새생활을 좀 해야되겠다- 그러면서 피고인한테 대구로 함께 가자^ 이랬죠?

피고인: 예

변호인: 본인은 원래 (.) 3월 달에 군입대가- 예정돼 있었^죠= 피고인?

피고인: 예

변호인: 그리고- 부모님 집^을 떠나서 객지 생활을 하고 이런게 좀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안간다^ 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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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예, 안 간다고 했습니다.

변호인: 그러니까 이 피해자^가아- 에, 폭력^을 행사했죠오-? 

피고인: 예

변호인: 함께 안 가면, 경주시를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겠^다- 마- 내 동생들 풀어

가지고 죽여버리겠다^마-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죠?

피고인: 예

변호인: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피해자를 따라가지고오- 2009년^, 올해 1월 9일 

쯤^에- 대구로 올라왔죠? 

피고인: 예.

마찬가지로 [대화 8]에서도 변호인은 피고인의 신문을 예/아니오로 완전히 통제

하여 변호인 측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간결하고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대화 8] (사건 2)

변호인 2: 피고인이 말하고 싶은 걸- 최대한^- 담아서- 물어볼 테니까, 될 수 있으면- 

이 사건이 왜 이리 끝났고 뭐 장황하게 설명하려 들지 말고^, 필요한 부분은 하나

하나 내가 다 물어볼 거예요. =순차적으로. 근까 뭐 예 아니오^, 맞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만 대답하세요. 

피고인: 예, 알겠습니다.

변호인 2: 어, 피고인 2008년 5월 경에 피해자 알게 됐고- 그 담에 피고인이 대리

운전 할 때도- 피해자가 피고인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두 차례 대리운전 해 준 

적 있죠? 

피고인: 예.

변호인 2: 두 차례 대리운전 할 당시^에:- 그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 일행이 있었

습니까? 

피고인: 네.

변호인 2: 그래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이 사람 참 자유분방하게 사는구나 생각

하면서- 남편에게 들키지 말고 조심하이소, 이런 식으로- 반 농담도-^ 했습니까? 

피고인: 예, 한적 있습니다.

또한 사건 2의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반대신문 중 대답을 되묻는 형식을 취하면

서 진술의 진위여부에 의심이 간다는 인상을 배심원에게 은연중에 전달하고 있다. 

앞서 [대화 3]에서 판사가 행한 말하기와 유사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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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9] (사건 2)

변호인 2: 그 피고인이 주차관리원으로 일할 때부터 정수기 관계로 알게 되었^구요, 

그다음에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할 때^에: 증인이 피고인에게 연락해서 두 차례^: 

대리운전을 시킨 일이 있습니까? 

증인: 한번^ 있습니다.

변호인 2: 한번 있습니까? 

......

변호인 2: 그 증인은 정수기 대여와 관련해서^요:, 설치나 관리를 위해서: 이 사건 

발생하기 이전^에-, 한번이라도 그: 피고인 집, 방문한 사실이 있습니까? 

증인: 저는 없습니다. = 제 밑에 직원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변호인 2: 한 번도 없다? 

......

변호인 2: 그럼 반항을 중간에 포기 했다는 겁니까? 

증인: 예, 차라리: 협조하는 척^ 했습니다.

변호인 2: 협조하는 척. 

일반적으로 말해 변호인의 말하기 형식은 몇가지 점에서 검사의 그것과 다르게 

나타났다. 첫째는 자기 증인의 진술에 대해 정해진 방식으로 통제하려는 전략이다. 

둘째는 지역사투리를 쓰거나 지역정서에 호소하는 논변이 자주 등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가 의도적인 것인지 아니면 변호인들이 더 해당지역에 기반을 둔 사람

들이 많았기에 우연히 나타난 결과인지는 검증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하지만 그

러한 언어적 차이가 자주 나타난다는 것은 변호인 발화의 형식적 측면에서의 차이

가 해당 지역의 배심원에게 더 호소력 있게 전달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관찰을 

가능하게 한다.

4) 피고인

분석대상 사건 중 살인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대개 적극적인 진술보다는 질문에 

간단히 답변하거나, 변호인의 질문에 예/아니오로 대답하는 단편적 발화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변호인은 사실확인 뿐 아니라 피고인의 생각

까지도 모두 통제하는 말하기 전략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건 3과 사건 4의 

경우 모두 자백사건으로, 양형에서의 선처를 호소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그러한 경

향이 더 두드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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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10] (사건 4)

변호인: 누나가 둘이 있는데에-, 큰 누나는 회사원이고 다른(작은?) 누나는 간호사죠? 

피고인: 예

변호인: 다 그래, 이 다섯 식구가 집에서 그렇게 ()하게 같이 살았죠? 

피고인: 예

변호인: (.) 그래도 뭐 사건이 일어난 지 벌써 석 달 정도 되어가는데, 수감 생활

하면서 이래- 생각 해^ 보니까-, 응^ 그때는 참 못 견디고 못 견디겠다 싶어서 이런 

일을 저질렀는데에-, 죽을 땐 죽더라도, 피해자한테 잡혀서 죽을 땐 죽더라도- 하

여간 그냥 막 도망을 했으면 좋을건데 내가 왜 이렇게 했^나아-, 싶어서 참, 후회 

많-이 하고 있죠?

피고인: 예

변호인: (.) 내가 이래 죽은 ○○○한테는 정말 너무너무^ 미안하죠?

피고인: 예

변호인: (.) () 피고인 ()은 죽은 ○○○ 위해서 좀, 저 세상에 가서는 잘 살아라^- 

명복도 빌고 있습니까? 

피고인: 예

변호인: 이상입니다. <서류를 덮으면서 피고에게서 뒤돌아서 자리로 돌아감>

반면 성폭행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아주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모습이 두드러졌다. 

사건 2에서 피고인은 전과가 많고 전에는 주차관리원을 하고 지금은 대리운전을 

하면서 사는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그는 꼬박꼬박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자’라고 피해자를 지칭함으로써 강한 적대감과 억울함을 드러내는 전

략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대화 11]에서 부산 사투리를 강하게 사용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

하면서도 필요한 진술을 빼놓지 않고 하고 있다. 또한 방청하러 온 피고인의 어머

니도 재판 중에 방청석에서 개입하여 말을 내뱉는 등 공적인 장소에서의 말하기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은 그의 살아온 가정환경을 보여준다. 

[대화 11] (사건 2)

피고인: //=저는^ 제가 이 법정에서 죽어도예,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검사 2: 자아^, 

피고인: 제가예 어떤,// 

검사 2: //=알겠습니다.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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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내가 어떤 벌을 받아도 핸 거는 핸 거고 안 핸거는 안 핸겁니다.

검사 2: //알겠습니다,=알겠습니다. 피고인? 그리고 피고인의 진술이 어떻게 진-, 

변화가 되었는지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록 156페이지^//

피고인: //저는, 검사님^, 이 법정에서 내가- 내 목숨^을 걸어놓고- 이야기를- 내 

아무 때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사건 2의 피고인은 질문 자체에 관련된 이야기를 넘어서 왜 그 질문이 나오게 

되었는지에 관한 세세한 맥락들을 모두 설명하고자 하는 등 관계지향적인 말하기 

방식을 보이고 있다. 

[대화 12] (사건 2)

판사: 그래 어떻게^ 성행위를^ 하게^ 됐어요? 

피고인: 앉아가지고, 앉아가지고 약 한- 10^분 정도예, 카탈로그를 놔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 나눴습니다. 자기 스스로 부츠를 벗고^- 부엌에서 들어가가꼬예, 

내^하고 같이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방이 다섯 개 짜리- 그: 단칸방으로 전부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악^! 소리만 나도- 양옆에서- 사람들이 다^ 튀어나옵니

다. 그 정도로^- 예민한- 집입니다. 가보시면 알지마는 정말로^ 그런 집에는 여자

들 강간할 만한 그런 집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 들어가고- 방에서 앉아가 

얘기하고 나서- 내가- 그 뭐, 아줌마 하는 말에, 아저씨, 다른 거보다, 내 지금-, 

자기가 아까징에 증인으로 나와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하데예. 중국에 갔다왔다고. 

중국을 내 갔다왔는데^, 내 요분에 실적을 못 올리며는 회사에서 굉장히 미움을 

받는데,=실적을 올려야 되는데 도와주세요, 그래요. 그래^, 한 몇 대나 도와주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내보고 우선 급한대로 한 10대 정도만- 대리기사들한테 급하게 

소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래 좋다,=내가 10대 정도 몬 해주겠능교 아지매, 

열 대 해주지요. 내 뭐 대리 기사들, 뭐//

검 2: //피고인요! 

피고인: 네.

검사 2: 다시 앞에 진술로 다시 가는데 피고인이 생각하는, 알고 있는 고소인과 

피해자와의 성교 과정을 어떻게 해서//

피고인: 그래서^ 성교가 됐,//

검사 2: //성교를 하게 됐는지 그 과정만 설명하라구요! 

피고인: 그래서 내가 열대 정도 소개해 줄 테니까^- 내가 솔직히 그날 아침에-

피고인은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은 예/아니오로 답하지만, 자신에게 불리한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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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라고 생각되어서 자신을 변호해야겠다고 생각하면 검사가 말하든 판사가 말하

든간에 말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도 바로 끼어들어서 자신을 변호한다. 그의 

진술에는 ‘동시발화’적인 요소가 빈번히 등장한다. 

[대화 13] (사건 2)

판사: //그 현장에서, 그 전에 사귄 것도 아니고 알지도 못하는데, 정수기를 소개

할 목적으로 와서^- 거기서 피고인이- 성관계를- 제의하니까^ 남편 있는 부인이^- 

바로 응했다는 거 아닙니까? 

피고인: 예, 그래서 자기가 아까 얘기를 한 대로 얘기를 하고예, 제가 뭐:, 아저씨, 

그, 근데, 제가 그때 대리운전 하면서,//

판사: //=그게 맞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상황이 그게 맞아요? 

피고인: 예, 맞습니다.

판사: 나는 남자라 잘 모르겠지만^- 그게 가능한 일이예요^? 정상적인 가정이 있

는 주부가-^ //

피고인: //그런데 저는,// 

판사: //오로지^- 280만원 정수기 팔아먹을 목적으로^- 그 현장에서 만난 사람을, 

그 전에 물론- 대리 운전 해 준 적 있다고 하지만, //

피고인: //재판장님,//

판사: //그게 정상적인, //

피고인: //재판장님, 이 남녀관계란 거는예^, 돈으로 꼭 환산되는 거는,//

콘리와 오바의 모델에서는 관계지향적 말하기가 증인에게 유리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데, 사건 2의 피고인의 경우 재판의 결과만 놓고 본다면 증인의 발화 양식

의 차이보다는 얼마나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하는가에 따라 달라졌다고 

할 수 있다.

5) 피해자

분석대상 사건 중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증인으로 진술하였는데 그 말하기 

양식의 차이가 두드러졌다. 두 사건 모두 성범죄 사건이었다. 사건 2의 피해자는 

부산 사투리를 쓰고 있지만 피고인처럼 억양이 강하지 않다. 또한 차분한 어조로 

침착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며 필요한 

말만 사용하고 있다. 콘리와 오바의 분류에 따르면 규칙지향적 화법을 쓰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심지어 피고인에 대해서도 “∼하셨습니다”식의 존대어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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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영업사원이고 아버지 또한 교육자라는 사실에서도 추측할 수 있듯이 피

해자는 사무적인 말하기 방식에 익숙하다. 때로 변호인의 질문에 선입견이 들어갔

다고 생각할 경우에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바로잡기를 시도한다.

[대화 14] (사건 2)

변호인 1: 예, 그렇다면은 남자 혼자 있는 집에 보통의 경우에는 꺼리고 밖에서 

만나자고 요구를 해도 될 법^한데://, 굳이 신뢰 안 가는 사람한테, 

증인: //물론,

변호인 1: 신뢰가 안 가는 사람, 

증인: =물론 제가 금전적으로 신뢰가 가지 않았던 거지:- 그 사람이 그렇게 불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

변호인 1: 평소에 열 명^ 정도를 소개해 주겠다고 했지만: 별 기대도^ 하지 않았

다고 했잖아요? 

증인: 열 명이 아니고 여러 번^이라고 했습니다.

변호인 1: 여러 번^: 그렇게 소개해 주겠다고 했는데도 기대하지 않았다고 했는

데, 그러면은: ........그럼 별로 신뢰도: 가지 않는 사람의 말을 따라서 남자가 있는 

집에 따라갈 만한 그런 절박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증인: 그렇게 제가 뭐 따라갔다고 표현을 하시면:<말이 빨라진다> 음, 아닌 거 같

구요,

콘리와 오바의 연구에서는 규칙지향적일수록 더 법정에서 요구하는 말하기 방식

에 가깝기 때문에 유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례에서는 그러한 화

법이 반드시 유리하게 작용하였다고 하기 어렵다. 그것은 강간사건에서의 여성의 

말하기 방식은 논리적이건 감정적이건 모두 비정상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만약 피해자가 너무 논리적으로 말하면 이는 계산적으로 보이게 

되어 합의된 성교를 강간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 받아들여질 수 있다. 증인은 피

해자의 입장임에도 규칙지향적 발화에 따라 자신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는 것이 

우리의 문화적 맥락에서 오히려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도 있는 것이다. 반면 너무 

감정적으로 말하면 신뢰성이 없는 말을 한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다.50)

50) John M. Conley and William M. O'Barr, Just Words: Law, Language, and Power 

(Univ. of Chicago Press, 2005), pp.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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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해자가 [대화 14]에서처럼 논리적이고 차분하게 말하면 오히려 피고인보

다 계산에 빠를 것으로 보이는 영업사원인 피해자를 피고인이 어떻게 지배할 수 

있었는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게 될 수 있다. 나이가 많고 성적 능력,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모두 피해자보다 열등한 위치에 있는 피고인이 어떻게 피해

자를 지배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고 이는 이 사건이 정말 강간일지를 의심하게 만든다. 

폴 드류(Paul Drew)는 법정에서 ‘말 순서 취하기(turn-taking)’가 고정되어 있다는 

규칙이 강간 재판의 사례에서 피해자와 변호인의 상대방의 진술을 반박하는 방식

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인 바 있다.51) 증인진술의 성격은 기본적으

로 방어적일 수밖에 없고, 법정에서의 말하기 규칙이 증인에게는 주어진 질문에 

대한 수동적 답변만을 요구한다. 그러한 규칙에 증인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저항하

느냐에 따라 증언의 신뢰도가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사건 1의 피해자는 변호인

과의 반대신문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답변하였다. 변호인의 질문에서 요구되는 범위

를 넘어서는 강한 서술적 발화의 형식을 띠고 있으며, 종종 변호인의 질문에 대항

하는 동시발화의 모습도 나타난다. 

[대화 15] (사건 1)

변호인: 증인이 피고인을 데리고 집에 도착한 것은 몇 시였죠?

증인: 기억이 안 나요.

변호인: 경찰조사를 받을 때도 집에 몇 시에 도착한지 기억이 안 나신다고 했죠?

증인: 그걸 기억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집에 도착하면 일일이 시계 보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변호인: 술만 먹고 가는 조건으로 우리 집에 가자고 이야기를 했죠. 특별한 이유

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피고인에게 

어떤 이상한 느낌이 있었나요, 아니면 으레 하는 이야기인가요?

증인: 처음 봤으니까 겁이 나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죠. 겁이 났는데도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믿고 갔죠. 

변호인: 증인은 피고인이 칼을 들고 강간을 할 것으로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혹시, 

51) Paul Drew, “Contested Evidence in Courtroom Cross-Examination: The Case of a Trial 

for Rape,” in Max Travers, John F. Manzo (eds.), Law in Action: Ethnomethodological 

and Conversation Analytic Approaches to Law (Ashgate,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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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십을 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증인: (매우 어이없다는 듯이) 칼을 들고 스킨십을 해요?

 

변호인: 그러니까 새벽에 만취한 피고인을 그냥 보낼 생각이었습니까? 

증인:(어이없다는 듯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변호인:(수긍하며) 아까 술을 마셨는데 기절한 척을 했다고 했죠? 그게 가능합니까?

증인: 아니면 제가 죽을 거 같은데요. 죽겠는데 기절한 척을 했죠.  

변호인: 그런 상황을 예전에 혹시 접해본 적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증인: 아니 그런 일이 있었다면 채팅을 해서 사람을 만날 생각을 안 했겠죠.

변호인: 무슨 프로그램을 봤는지 기억합니까?

증인: 기억이 안 나요.

변호인: 뭘 봤는지 기억이 전혀 안 나세요?

증인: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변호인: 취했네요?

증인: (화를 내며) 아니 사람을 불러서 술을 같이 마시는데 그럼 TV에 관심을 둬요?

피해자가 재판과정에서 화를 내거나 변호인에게 방어적으로 대하는 모습은 재판 

과정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던 피고인과 대조적이었다. 더군다나 피해자의 말은 

배심원의 상식에 호소하는 것으로(“집에 도착하면 일일이 시계 보고 다니는 거 아

니잖아요”, “칼을 들고 스킨쉽을 해요?” 등), 그러한 이야기가 배심원의 상식에 부

합할 때 효과적이라는 추측을 하게 한다.

2. 사회통념과 상식의 구성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는 배심원들에게 살아온 경험과 상식에 따라 바른 판결을 

내려달라는 주문을 한다. 그러나 ‘상식’의 개념 자체에 대해서는 정의하지 않고 있다. 

법적으로 이를 규정하는 것보다 해석의 여지를 남겨둠으로써 다양한 개인적 경험

들을 가진 배심원들이 스스로 상식을 구성하는 것이 진실에 더 가깝고 정의에 부합

하는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는 듯하다. 따라서 검사와 변호인은 배심원의 상식에 

부합하는, 혹은 상식이라고 간주되는 사실들을 제시하게 된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법률전문가가 반복하여 제시하는 사회통념은 배심원들에게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일종의 법적 권위를 갖는 것으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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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을 언어적 실천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 구성하고 유도해 나가는가에 따라 배

심원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52) 외국의 한 연구에서는 강간사건에서 여성의 설

명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종종 피고인이 무죄평결이 나는 이유를 가부장적 이데

올로기가 법정에서의 질문과 대답이라는 실천 속에서 작동하는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다.53) 이 연구는 케네디 스미스 강간재판(Kennedy Smith Rape Trial)의 사례를 

바탕으로 가부장적이고 남성중심적인 논리가 사건에서 여성의 경험이나 감정을 비

논리적인 것으로 보이게 하여 피고인을 무죄로 만드는 핵심적인 기제가 된다고 보

았다. 이러한 측면은 사건 2의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대화 16] (사건 2)

변호인 2: 예. (.) 피고인은 여기도 나와 계시지만 팔순의 노모가 계시고- 그담에: 

해양대학교 4학년인 대학생인 딸^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만나는 여자친구도 

있는데- 피고인&- 55세의 나이에- 성욕을 억제 못 해서- 평소에 안면 있는 여자를 

흉기로 위협해서- 여자 강간할 이유가 있습니까? 

[대화 17] (사건 2)

변호인1: 여기^:, 수사기록 252면입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성폭행을 당하면 제일 

숨기고 싶은 사람이 자신의 남편인데- 진술인은 제일 먼저 남편에게 전화를 하였

는데 제일 먼저 전화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케네디 스미스 사건에서도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건 후에 제일 먼저 연락한 사람이 

지인(acquaintance)라는 점을 지적한다. 혈연적으로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하필이면 

‘지인’에게 전화를 했다는 사실을 통해 피해자가 비합리적인 행동을 했음을 보여

주려 한다. 피해자 여성 개인의 구체적 삶 속에서 누가 더 신뢰할만한 사람인가에 

대한 논의는 중요하지 않고, 단지 변호인이 생각하는 가까운 사람의 범주에 따라 

피해자가 비합리적인 행동을 했음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다. 

결국 사건 2에서 피해자의 동생은 이러한 변호인이 제시하는 통념을 인정한 후, 

52) Conley and O'Barr, supra note 50.
53) Gregory Matoesian, ““I’m sorry we had to meet under these circumstances”: Verbal 

Artistry (and Wizardry) in the Kennedy Smith Rape Trial,” in Max Travers, John F. 

Manzo (eds.), Law in Action: Ethnomethodological and Conversation Analytic Approaches 

to Law (Ashgate,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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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부부사이가 보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항변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에 처

한다. 

[대화 18] (사건 2)

증인(피해자의 동생): ......어떻게 의심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형부하고 언니 사

이는, 보통 부부사이라고 생각하시면은 남편한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구요. 하지만 언니하고 형부 

사이에는, 저도 형부를 믿을 만큼 모든 어떠한 일이 있었을 때 형부한테 다 의논

하고 싶을 만큼 굉장히 믿음을 많이 주는 사람이었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건 1의 증인 신문에서 변호인은 증인으로 등장한 피해자에게 평소 

행실이나 여자로서의 도덕성 등을 문제 삼아 범행의 비난 가능성을 낮추려고 의도

한다. 직업, 음주 빈도와 주량, 사생활 등 사건과 관계없는 질문을 반복하고, 이로

써 증인(피해자)의 불쾌한 반응을 이끌어내어 증인에 대한 배심원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유도한다.

[대화 19] (사건 1)

변호인: 자 증인, 평소 주량이 소주 2, 3병정도 된다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증인 

소주를 그렇게 2, 3병정도 마시게 된 것은 언제부터.... 2, 3병씩이나 마시게 됐습

니까?

피해자: 그건... 여기 이거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

피해자: ((화난 목소리)) 아니, 술을 무슨 매일 마다 먹는 알콜 중독자도 아니고 

술을 먹는 건 제 자유 아닌가요?

……

변호인: 예, 그냥 술을 마시고 싶을 때 같이 할 사람, 술 마실 사람을 채팅으로 하

면서 구했다?

피해자: 아이, 어떻게 보면 그렇네요. 같이 술 마실 사람이 없으니까 채팅을 해서 

만났어요.

변호인: 그 날이 화요일이었어요, 그죠? 2008년 12월 16일 10시경, 화요일이었었

거든요?

피해자 : 근데 12시쯤에 만났거든요, 17일로 넘어갔거든요?

변호인 : 주초에도 이렇게 술을 드시나요? 주말 말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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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제가 일을 안 하고 있는 상태였잖아요?

……

변호인: 지금까지 만나오던 사람, 피고인 말고 채팅으로 만난 사람 그 사람들하고도 

같이 술을 마신 적은 있겠죠.

피해자 : 네.

변호인 : 그럼 혹시 그 남자들하고도 채팅을 하고 그날 인제, 소위 뭐 번개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그날 만나서 술을 마신 건가요?

피해자 : 예, 밖에서. 

변호인 : 밖에서. 자 그러면 그 남자들하고도 그날 바로 만나가지고 술을 마시고 

또 증인의 집에서도 이렇게 데려 와서 술도 마시고 뭐 그런 적이 있나요?

피해자: 그런 적이 있기는 있는데요, 그걸 믿고 제가 에에 그때 이 사람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술만 마시고 가는 조건으로요.

변호인: 네, 자 증인, 그 증인 이 사건 말고 과거에 인제 그런 남자들하고 채팅을 

한 적도 있죠. 자 그런 채팅으로 인해서 어떤 그 문제가 발생했거나 또는 그것이 

잘못돼가지고 뭐 수사나 아니면 재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변호인: 변호인도 추가 신문하겠습니다. 방금 검사님 말씀 관련해서 혹시 증인이 

이전에 채팅으로 만난 다른 남자도 스킨쉽이라든지 그런 게 있었습니까?

피해자: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지금까지 친구로 만나고 있는 애도 있구요. 아니요, 

그런 일 없어요.

재판장: 피고인 뭘 물어보고 싶은가요?  

변호인: ((대신 물어봐줌)) 피고인하고 같이 집에 있을 때 증인이 이전에 채팅에서 

만난 다른 남자가 집에 와서 있다가 옆방에서 다른 남자가 자고 간 적 있다고 하

지 않았습니까?

피해자: ((당황한 안색)) 사람이 자고 간 적이 있지 채팅으로 만난 사람은 아니구요.

변호인: 채팅해서 만난 사람 아니고 누구입니까?

피해자: 그거까지 말할 수 없거든요. 제 사생활이거든요? 

사건 3의 증인 신문과정에서 변호인은 피해자가 어른을 존경할 줄 모르며 가족

⋅친족까지도 해하는 사람임을 보여주려고 시도한다. 설날과 조상님의 제사라는 

전통적인 가족상과 술에 취해서 욕설을 하며 가족들 심지어 어머니까지 때리는 피

해자의 모습이 대비되어 피해자의 패륜성이 강조된다. 여기에 아버지의 범행은 패

륜아를 가르치기 위한 어버이로서의 행동인 양 포장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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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20] (사건 3)

변호인: 피해자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 간단히 말씀해주십시오.

증인 J: 2004년 설날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조상님께 제사를 올리기 위해 

아버님 댁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피해자가 술 취해서 대청마루 위로 올라와서는 

술 따라 달라 그러기에 술 그만하고 식사를 하시라고 하자 험한 욕설을 하면서 

그 말을 한 ○○의 처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술병을 던지면서 행패를 부

렸습니다. 제수씨가 대문 쪽으로 도망갔는데 하필 대문이 잠겨 있어서 또 맞고..... 

피해자는 182센티미터의 키에 거구로 술을 먹으면 힘이 더 세집니다. 어머니도 

말리려다가 이마와 목을 맞고 ((울먹거리며))

변호인: 맞으셨습니까?

증인 J: 네. 우리는 어떻게 제수씨를 때릴 수 있냐고.... 밤새 저희 식구들은 잠도 

못 자고 그러다가 아침에 조상님께 차례는 지내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이 나이까지도 상당히 부모님만 생각하면 힘듭니다.

……

변호인: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증인 L: 목이 메여서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평소에 

아버님을 존경해왔고 시부모님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입니다. 모쪼록 하루빨리 

아버님이 자식과 손자들 곁으로 오셔서 남은 여생을 전과 같이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듯 법정관계자들은 사건의 맥락을 제시하고 그러한 맥락 속에서 합당한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묻는 전략을 취했다. 즉 재판에 등장한 다양한 

증거와 증언들을 통해 배심원들로 하여금 그 틀 안에서 피고가 사회보편적인 상식

에 맞는 행동을 했는가, 즉 합리적 개인으로서 행동했는가를 판단하도록 주문한다. 

법전문가들이 공소사실과 증거,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사실판단을 한다면 배심원

들은 사건의 쟁점 주변의 맥락에 주목하고, 사실을 판단함에 있어 법적, 논리적 정

합성보다는 상식선상에서의 ‘이야기적’ 정합성을 중요시한다는 점은 외국의 사례

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에서도 공히 적용될 수 있는 측면이라 

생각된다. 

[대화 20]에서와 같은 인정에 호소하는 온정주의적 측면도 결국 배심원들에게 

사건의 맥락에 주목해 달라는 주문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사건 1의 변호인의 변론에서 많이 드러났다. 그는 사건 그 자체를 설명하고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기도 했으나 그보다는 피고인의 집안배경과 인생을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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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시간을 더 할애하였다. 즉 변호인이 피고인 신문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

약과 같은 법적 방어논리보다는 운이 나빴던 피고인의 인생을 서술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대화 21] (사건 1)

변호인: 피고인이 부모님에게 일 안 한다고 잔소리를 많이 듣고, 부모님은 이혼위

기여서 대구에서 생활하다가 대출 받고 돈도 떨어지고, 그 무렵 알게 된 모 씨와 

어울리다가 절도를 하게 되었는데, 망만 보다가 일이 커졌고, 칼로 위협만 했죠? 

그 후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2년여 간 성실히 복역하고 속죄했고, 상경하여 

어머니를 도와서 일을 했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정신적 문제는 딱히 없고 

본인의 태도에 문제가 없다고 의사가 말했고 그 뒤에는 식당일에만 매진했죠?

그러나 어찌됐든 피해자에 대한 피해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피고인의 휴대폰 메시지를 읽음) 

[엄마, 미안해요 나중에 연락할게요. 사고 쳤는데 도망쳤어요. 가게 뒷문 열어두세요.]

[대화 21]과 같은 내용은 사건의 법적쟁점과는 관계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은 피고인 신문을 통해 법적 주장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인생고백을 하며 

딱하게 봐달라는 호소를 하는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정에 호소하는 방식

은 우리 법문화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요소로 보인다.

[대화 22] (사건 2)

“억울합니다. 자해하고 유치장에 어무이가 오셨을 때 어무이가, 재판에 나가면 너

마음 알꺼니까 걱정하지 마라” (잠시 소리내서 운다.) “내가 모르는 사람이랑 자도 

되고 여자친구도 있는데.... 왜 내가 이런일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죽을 

각오로 여기에 나왔습니다. 너무 이렇게 할 줄 난 생각도 못했습니다.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저기 팔순 넘은 어무이가 계십니다. 구치소에 아픈 몸을 이끌고 면회 오

셨을 때 내가” (또 소리내서 운다.)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칼쓰고 안했습니다. 곧 

아들제대하고, 딸 졸업하면 돈도 들어오고 행복하게 사는데 내가 왜 그런 여자랑 

해야 되겠습니까? 왜? 피해자라 주장하는 사람의 말만 듣는지 난 억울합니다”

사건 2에서는 피고인의 가족이 총출동하여 방청석에서 “허”, “치” 등의 부정적인 

의성어를 내고, 특히 ‘팔순 노모’는 직접 재판을 참관하며 “잘한다. 잘될 거다.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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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라 아들아” 하면서 방청석에서 큰 소리로 피고에 대해 변호하려고 하여 두어 차례 

제지당했다. 이렇게 피고인이 강한 지역사투리로 ‘팔십 넘은 어무이’를 언급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직접 토로하는 방식은 설령 그것이 잘 짜여진 연극이라고 할지라도 

배심원들에게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진다. 

그동안 참관했던 국민참여재판의 자료에서는 이렇게 가부장적, 온정적, 지역주

의적 측면이 배심원이 고려하게 될 사회적 맥락 속에 스며들어 있었다. 그렇다면 

배심원들이 상식의 눈으로 사건의 맥락을 고려하는 것은 우려할만한 일인가? 배심

원들이 맥락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서 자칫 법적 쟁점에서의 이탈하여 감정적 

판단, 자의적인 평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가? 배심원이 평의를 통해 최종평결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측면이 사실 및 양형판단에 어느 정도로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개입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본 연구에서는 답할 수 없다. 그것은 배심평의 

자체를 관찰하거나 그와 유사한 상황에 놓인 집단의 평의에 대한 실험연구를 통해

서만 정확히 검증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법정에서 비법적 쟁점, 사회적 맥락이 

빈번히 제시되고 있는 것은 본 연구를 통해 드러난 사실이다. 하지만 설령 배심원

들이 법전문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맥락을 더 중시한다 할지라도 이를 윤리적 상대

주의나 감정적 판단의 근거로 이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추정해 본다.54) 

오히려 맥락을 보는 능력을 통해 배심원들은 일반인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상식상의 

진실을 구성하는 것이고, 그 결과 재판의 진실은 보다 사회적 진실에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V. 결  론

이 글에서는 먼저 재판연구에 있어서 법인류학적 방법의 유용성과 법정언어의 

중요성을 살펴보았다. 재판에 관여하는 소송관계인의 말, 행위, 상호작용에 대한 

미시적 분석은 인간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처리하는 방식,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에 수반되는 복잡한 메커니즘을 규명하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54) 조사대상 사건의 최종결과만 놓고 보면 배심원의 판단과 재판부의 판단이 크게 다르

지 않았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 수 있다. 물론 평의과정에서 비법적, 온정주의적, 지

역주의적, 가부장주의적 측면들이 얼마나 자주 거론되고 그것들이 최종평결에 반영되

는지는 여전히 연구문제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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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학문적 관심 이외에도 재판실무에 있어서도 인류학적 통찰력은 몇 가지 중

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우리 법원에서도 구술심리주의를 구현하고 소송관계인의 재판 만족도를 높이며 

궁극적으로는 사법부의 신뢰를 증진시키는 데 법정언어와 비언어적 표현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55) 재판진행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고 동시에 소송관계인의 

만족을 이끌어내는 윈윈 전략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법정용

어의 순화, 판사의 친절한 언행, 이용자 편의의 소송진행 등만으로 달성될 수 있는 

것도 아닐 것이다. 무엇보다도 정밀하고 구체적인 법정현실에 대한 기술과 분석, 

이에 바탕한 사법제도와 행위자 간의 구조가 명확히 분석되어야 가능한 작업이다. 

소송당사자들은 재판을 통해 과연 무엇을 추구하는지, 재판에서 가장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는 측면은 어떠한 것인지, 소송관계인들은 어떠한 언어적 특성과 전략을 

구사하는지, 재판에 관여하는 행위자들은 어떻게 유형화되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한 상이한 특징들은 어떠한 사회⋅경제⋅문화적 범주들과 연관이 되

는지 등에 대해 총체적으로 조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석에는 인류학적 방법

론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나타난 재판관계자들의 발화 스타일을 보면 ‘힘있는 말-힘없는 

말’이나 ‘규칙지향적-관계지향적’ 담화가 국민참여재판에서도 빈번히 나타나고 유

사하게 유형화지울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분석대상 사건수의 제약으로 

인해 우리나라 법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언어적 상호작용의 규칙에 대해 섣불리 

일반화하기는 힘들다. 또한 영어에 기반한 콘리와 오바의 분류를 한국의 실정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미세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56) 앞으로 방언이나 속어, 

전문어 등의 언어 변이형의 사용 및 언어의 구조적 특징들을 좀 더 상세히 구분하

면 재판이라는 일종의 말사례(speech event) 혹은 말장르(speech genre)의 특징을 

구별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정담화는 일종의 의례언어이며 이러한 특

정 말장르에는 각 참여자에게 기대되는 규범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각 참여자들이 

어떠한 규범에 따르는 언어 스타일을 사용하는가를 분석하고 기술할 수 있을 것이다. 

55) 법원행정처, 구술심리연구반 연구결과 자료집 (법원행정처, 2009).
56) 가령 본 분석대상 사건에서 자주 나타나는 감정적인 발화는 때로 효과적으로 보여지

는데, 콘리와 오바의 모델에서의 ‘힘없는 말’, ‘관계지향적’ 지향에 포함시키기에는 무

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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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본 연구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재판과정에 참여하는 이들 간에는 단순히 

발화 및 지향의 차이만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의 차이도 존재한다. 동등하지 않은 

지위에 속하는 재판참여자들이 말하는 방식이 어떻게 평가되는가의 문제도 다루게 

된다면 법정언어 연구가 경험적 언어자료와 거시적 사회 현상을 연결하는 데 매우 

적절한 분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콘리와 오바는 사법절차와 소송관계인 간의 지향성의 불일치 때문에 사법에 대한 

불만족이 생긴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가 사법 절차를 통해서 법적 

쟁점으로 드러나지 않은 무형의 이익을 얻고자 할 때, 소송당사자가 주장하는 비

법적인 논점을 법원이 발견하지 못하거나 이에 대응하지 못할 때, 그리고 소송당

사자가 법의 권위에 대하여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고 있을 때 그러하다. 국민참여

재판을 참관한 본 연구의 경험적 자료에서도 소송당사자들의 규칙지향적이고 관계

지향적인 경향이 모두 발견되었고, 판사와 소송관계인 사이의 불일치도 빈번히 나

타났다. 그렇다면 관계지향적인 소송관계인은 규칙지향적인 판사 앞에서 소통이 

되지 않음을 느낄 것이다. 규칙지향적인 판사는 관계지향적 당사자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만 그들의 이야기가 법적인 발언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지 못한다. 반면 규칙지향적인 소송관계인들은 관계지향적인 판사를 만나면 

자신들의 분쟁이 조정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느낄 것이다. 

미국의 소액재판에서도 나타난 현상이지만 우리나라의 문화적 맥락에서 드러나는 

또 하나의 측면은 소송당사자들이 판사로 하여금 자신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고 재

판을 통해 상처받았던 감정을 치유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이러한 ‘치유적’ 측

면의 정의 개념은 우리의 대중문화에도 극명하게 나타난다.57)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현재 상황을 권위를 가진 자가 이해한다는 것을 보면서 심적인 위

안을 얻는 것이다. 재판을 통해 치유적 측면을 경험한 당사자는 재판에 지고도 만

족하고, 판사가 자신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않고 있음을 느끼는 당사자는 결과

적으로 승소하고도 만족하지 못한다. 이러한 발견은 법실무를 개혁하는데 특수한 

유용성을 가진다. 심리 절차에서 만족감을 주면 억압되지 않고 이야기를 할 기회

가 늘어날 것이다. 이기든 지든, 사람들이 그러한 기회를 가진다면 더 행복해 할 

것이다. 끝으로, 법률가들은 대화의 기술을 증진시킬 수 있고, 배심원들이 이야기

를 듣고 의미를 형성하는 방식에 관한 통찰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57) 이재협, “한국의 법률직 TV 드라마에 나타난 법의식과 법률가의 이미지: <애드버킷>

에서 <검사 프린세스>까지”, 서울 학교 법학, 제51권 제3호(2010), p.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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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판사’와 ‘좋은 판결’을 바라보는 관점도 법학자, 법실무가, 일반인들의 시

각이 서로 다를 수 있다. 법학자의 입장에서는 치밀한 법적논리로 사안을 빈틈없

이 꼼꼼히 꿰뚫고 있는, 상급법원에서도 인용되는 것을 좋은 판결이라 할 것이다. 

경험적 실증연구를 하는 법학자에게는 그러한 판결을 내용적으로도 풍부하게, 다

량으로 만들어내는 판사를 선호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 법정에 서는 변호사들은 

자신들의 사건에 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판사가 재판을 통해 어떻게 집행하는지에 

더 관심이 있을 것이다.58) 법정을 드나드는 법실무가들과 소송당사자들은 판사들

이 그들을 공정하고 예의바르게 다루는지, 재판진행을 효율적으로 하는지, 소송관

계인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사안을 예단하지 않는지와 같은 것들이 매우 중요하

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문서화된 판결문에서 드러나지 않고, 오직 귀납적이고 

민족지적 접근방법에 의해서만 드러난다. 특히 법정언어표현, 당사자들의 구체적 

상호작용의 관찰에 의해서만 수집 가능할 것이다. 

법정언어에 관한 법인류학적 분석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상

황을 점검하고, 2013년 이후 제도의 본격시행 논의를 위한 입법적 판단을 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예컨대 오바의 연구에서와 같이 증언에 전달되는 형식

이 배심원 평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판사가 배심원 설시에서 증언의 형식에 

대해 주목할 것을 포함시켜 증인의 발화가 지나치게 한쪽으로 경도되었을 때 발생

할 수 있는 편견의 가능성을 주지시키는 등의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규칙지향적-관계지향적 지향이 배심원 평의에서도 나타날지, 그 중 어느 

한쪽이 더 우월한 권위를 갖게 될 지 등에 대해서도 연구가 진행될 수 있다면(예

컨대 그림자 배심) 앞으로 배심원 평결의 효력과 평결의 대상 결정시, 그리고 배심

원 선정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유용한 지침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투고일 2011. 5. 18     심사완료일 2011. 6. 1     게재확정일 2011. 6. 2  

58) 지난 2009년 1월 29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변호사들을 상대로 진행한 ‘법관평가’ 

설문의 기준은 판사의 자질, 품위, 공정성, 사건처리태도 등 판결문에 드러나지 않는, 

법정에서 발현되는 언행과 태도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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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thropological Study of Court Talk

- Cultural and Interactive Aspects in Korean Jury Trials -

Lee, Jae-Hyup*

59)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the usefulness of the anthropological approaches to 

the study of the adjudication and to examine the court talks that are manifested in 

the jury trials in Korea. Linguistic arguments in the court can have some regularity 

in communication styles and in delivering forms and they are received differently in 

terms of persuasion and reliability. In this study, a total of 17 jury trials, between 

February 2009 and August 2009, were observed. Court languages used in the 

testimony in four cases were transcribed and analyzed. Speech styles in Korean jury 

trials reflect the similar patterns as foreign cases, such as ‘powerful-powerless 

speeches,’ and ‘rule-based vs. relation-based’ speeches, and these initial results may 

be used to further the analysis in the future studies. In addition, several speech 

strategies suggesting patriarchal, emotional, regionalistic aspects are frequently manifested 

in the data. Participants in the court proceedings use these strategies to convince the 

jurors to look into the social context in the light of their common sense. Differences 

in social status exist in addition to differences in speech styles and orientations.  

Future studies on how these differences are evaluated during the process of deliberation 

will demonstrate how relevant and useful the court talk studies will be in linking 

empirical linguistic data and the macro social phenomena.

Keywords: court talk, theories of judging, judge decision-making, judge behavior, 

legal anthropology, linguistic anthropology, discourse analysis, courtroom 

ethnography, jury system, Korean jury trial

* Professor, College of Law/School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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