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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처벌과 련된 법 제도인 형사사법 차에서는 사건에 한 실체  진실 규명을 

시한다. 그런데 나 지 이나 실체  진실을 밝히기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종종 그 과정에서 오류를 일으키기도 하고 결과 으로 잘못된 단에 이르기도 한

다. 국내외에서 오 의 실태를 확인하고 유형을 나 는 연구가 최근 활발하게 이루

어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오 을 이기 한 실질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미 학계에서는 비교  오래 부터 탐색되어 왔음에

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상 으로 생소한 베이지안 법  논증 방식을 소개하고 

국내외의 실제 사건들을 상으로 그 용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하 다. 베이지안 분

석법의 이론  유용성은 도처에서 인정되었지만, 계산의 복잡성 때문에 문가들조

차 이 분석법을 용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최근 통계학  기법과 이를 처리하는 

소 트웨어의 발 으로 그 사용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유망하다. 본 연구에서는 

AgenaRisk 로그램을 이용하여 국내외의 재 사례를 분석하고, 궁극 으로 법  

논증에서 베이지안 분석법의 용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

주제어: 법  논증, 베이지안 망, 증명력, 증거, 사실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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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는 말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인간은 스스로 만들어 낸 물건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장식

할 뿐만 아니라 종교, 교육, 정치 등 다양한 제도와 문화 속에서 다른 사람과 더불

어 살아가도록 진화해 왔다. 이런 제도 중 하나인 법 제도는 갈등과 분쟁을 조정

하기도 하지만, 위법한 행동을 한 사람을 강제적으로 처벌함으로써 정의를 실현하

는 동시에 위법한 행동의 재발가능성을 낮추고자 한다.  

처벌과 관련된 법 제도인 형사사법절차에서는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중시한다.1)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종종 그 과정에서 오류를 일으키기도 하고, 결과적으로 잘못된 판단에 이르기도 

한다. 오판의 원인을 밝혀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시도는 19세기부터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다.2) 최근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국내외에서 오판의 실태를 

확인하고 유형을 나누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오판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3)

 1) “형사소송은 범법자와 그 피해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사적인 절차가 아니라 
범법자의 처벌을 통하여 국가형벌권을 실현하는 공익적 절차이므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은 형사소송의 가장 중요한 지도이념이자 최고의 목표이다.”(헌법재판소 1996. 
12. 26. 선고 94헌바1 결정).

 2) 오판에 대한 초기 연구에는 미국의 보챠드(Edwin M. Borchard) 교수가 쓴 ｢유죄가 된 
무고한 자(Convicting the Innocent)｣, 독일의 한 변호사가 1911년 발간한 ｢형사 재판
의 오류와 원인｣, 알스베르크가 1913년에 저술한 ｢판사의 오류와 재심(Justizirrtümer 
und Wiederaufnahme)｣ 등이 있다. 김형만, “형사절차상의 오판원인”, 비교형사법연구, 
제9권 제1호(통권 제16호), 2007, 334면 재인용.

 3) 국내외 형사사건 중 오판이 이루어진 판결들의 원인을 연구한 최근 연구들은 현행 
수사절차 및 형사재판 제도의 문제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 만하다. 외국에서 진행된 연구의 한 예로, Gross와 Shaffer는 과거 중범죄로 유죄판
결을 받았다가 1989년 1월부터 2012년 2월 사이에 무고함이 증명된 873건의 사건들
을 중심으로 왜 이러한 오류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해 실증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결과에서 오판의 원인은 범죄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위증과 무고’(51%)
가 가장 큰 원인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은 ‘목격자의 오인지목’(43%), ‘수사기관의 권
한남용’(42%) 그리고 ‘잘못된 과학적 증거’(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S. R. Gross 
& M. Shaffer, “Exonerations in the United States, 1989–2012”, NATIONAL REGISTRY 
EXONERATIONS Vol. 24, 2012. (http://www.law.umich.edu/special/exoneration/Documents/ 
exonerations_us_1989_2012_full_report.pdf). 
  국내의 경우 이기수가 형사절차상 허위자백과 관련된 사례들을 분석하여 1990년대
에는 ‘고문과 폭행’이, 2000년에는 ‘협박 등’이 오판의 주요 원인임을 보여주고 있는
데,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이 중요한 오판 원인임을 시사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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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판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실체적 사실을 

규명하는 과정이 누구나 알고 있고, 동의하는 객관적 사실에 대한 인지과정4)에 근

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즉,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형화된 절차를 통하여 가용

한 증거와 정보들을 근거로 이미 발생한 과거의 사건을 재구성하는 ‘사후적인 절

차’이기 때문에 발생한다.5) 또한 증거의 실질적 가치인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

에 전적으로 좌우될 수 있다는 점(형사소송법 제308조 참조)도 오판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공판과정에서 제시된 증거들은 법관의 사고과정을 통해 해석되는데, 이 

과정에서 ‘터널비전’(tunnel vision)현상6)이 발생할 수 있다. ‘증거의 우월’로서 판

단이 가능한 민사재판과 달리 형사재판에서는 법관의 심증형성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proof beyond a reasonable doubt)7)의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데, 

증명과정에서는 터널비전에 더 쉽게 빠질 수 있다. 

이러한 오판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국내외 여러 학자 및 실무자들은 

‘논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8) 법적 추론모델로서의 ‘법적 삼단논법’9)은 오늘

기수, 형사절차상 허위자백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법
학전문대학원, 2012. 또한 김상준은 1995년에서 2012년 8월 사이의 재판 중 1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다가 고등법원이 1심의 판결을 뒤엎고 무죄를 선고한, 540건의 
강력 범죄사건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오판의 가장 큰 원인을 터널비전(tunnel 
vision)으로 결론지었는데, 이는 심리학에서 발견된 다양한 인지적 편향의 산물인 동
시에 수사 단계에서 재판을 통한 판결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에 관여하는 주체들의 
이해관계 충돌의 산물이라 지적하였다. 김상준, 무죄판결과 법관의 사실인정에 관한 
연구: 항소심의 파기자판 사례들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
원, 2013.

 4) “ “인지”란 정보를 획득하고 파지하고 활용하는 것이다. 인지의 본질은 판단이며 판단
을 통해 어떤 대상은 다른 대상과 구별되고, 그것이 어떤 한 개념 또는 몇 가지 개념
에 의해 특징지어지는지를 규정한다.” 국립특수교육원, 특수교육학 용어사 , 하우출
판사, 2009.

 5) 변종필, “형사소송에서 법관의 지위와 역할－지위론, 구조론 및 목적론의 연계구조와 
관련하여”, 형사정책연구, 제13권 제4호, 2002, 15면.

 6) 김상준, 전게서(주 3), 262~267면.
 7)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도1962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5130 판결 

등 참조.
 8) 영어로 argumentation에 대한 번역 또한 학자들마다 다르다. 남기윤은 ‘변증’이라고 번

역하였지만(남기윤, “독일 사법학 방법론의 현상과 신경향들”, 스티스, 제95호, 2006), 
본 논문에서는 로베르트 알렉시의 ｢Theorie der juristischen Argumentation｣의 변종필․

최희수․박달현 역 ｢법적논증이론｣에서 사용된 ‘논증’을 사용하기로 한다.
 9) 삼단논법이란 “대전제”를 기반으로 하여 이 대전제에 “소전제”를 포섭시켜 일정한 결

론을 도출하는 논리적 형식을 뜻한다. 김정오 외, 법철학: 이론과 쟁 , 박영사, 2012, 
1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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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에도 법학교육 및 실무영역에서 그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10) 이 방법의 문제점

은 국내외의 학자들에 의해 비판되어 왔다. 그중 하나는 법적 삼단논법이 법실무

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들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11)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제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복잡한 법적 삼단논법’의 모델이 독일에서 개발된 

바 있으며,12)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법적 삼단논법의 대안모델 또는 보완방안에 대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3)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영미 학계에서는 비교적 오래 전부터 탐색되어 왔

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생소한 베이지안 법적 논증 방식을 간단

히 소개하고 국내외의 실제 사건들을 대상으로 그 적용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런 소개와 탐색의 목적은 베이지안 분석법이 판결과 관련된 논증을 투명하게 하

는 도구로서 사용될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서이다. 베이지안 분석법의 이론적 유

용성은 도처에서 인정되어 왔지만, 이 방법에서 요구하는 계산이 복잡하여 전문가

들조차도 그 적용이 쉽지 않았고, 전문가들이 발견한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

명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다행히도 베이지안 분석법에서 요구되는 계산을 쉽게 

해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인 AgenaRisk가 최근 개발되어, 일부 기능을 사용하는데 

제한이 있지만, 일반인에게 공개되었다. 게다가 법적 논증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

는 패턴, 예를 들면, 증언의 신빙성, 신원확인의 문제, 혹은 알리바이 등에 대한 베

이지안 망이 모듈 혹은 법적 관용구 등의 이름으로 축적되었다. 이런 패턴을 활용

하면 사건마다 일일이 별도의 베이지안 망을 구성하는 대신 추상적인 구조에 근거

하여 사건을 분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런 패턴을 활용하는 동시에 처리 과정

을 시각화하는 기능이 뛰어난 AgenaRisk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국내외의 재판사례

를 분석하고, 궁극적으로 법적 논증에서 베이지안 분석법의 사용 가능성을 높이고

자 한다.14) 

10) 김정오 외, 전게서(주 9), 110면.
11) 이상돈, 새로 쓴 법이론, 세창출판사, 2005, 40면; 양천수, “삼단논법적 법률해석론 비

판: 대법원 판례를 예로 하여”, 남법학, 제28권, 2009, 1-27면; 울프리드 노이만(윤재
왕 역), 법과 논증이론, 세창출판사, 2009. 

12) 이상돈, 전게서(주 11), 46면.
13) 법적 삼단논법에 대한 비판은 이상돈, 전게서(주 11), 40면; 양천수, 전게서(주 11), 

1-27면.
14) 본 연구에서는 베이지안 분석법의 사용 가능성을 ‘사실인정’에 관한 판례 분석을 통

하여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분석의 편의를 위해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부분은 
연구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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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베이즈 정리를 통한 법적 논증의 필요성

1. 기존의 법적 논증에 따른 사실인정의 한계

가. 증거재판주의와 자유심증주의 

형사소송법은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증거재판주의

를 선언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307조). 따라서 실체진실의 발견을 이념으로 하는 

형사소송에서 법관의 자의에 의한 사실인정은 허용될 수 없고 반드시 증거에 의하

여야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15) 그러나 증거의 판단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경우 

사실인정이 달라지고 경우에 따라 실체적 진실에 반하는 오판이 발생할 위험이 있

다. 동일한 사안이더라도 일관된 판결이 도출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증거

판단과 사실인정에서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듯 사실인정의 근거

가 되는 증거의 판단은 유무죄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법관의 심증형성 과정

에서 주요사실에 대하여 개별 증거가 가지는 개연성, 증거들 간의 관련성 등이 종

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또한 형식적 법률의 구속을 받지 않고 논리법칙과 경험법칙에 따

라 합리적인 사실인정이 이루어지도록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308조). 자유심증주의는 과거 법정증거주의의 

획일성을 극복하고 사실인정의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반면, 증거 판단

에서 법관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를 두고 있다. 

따라서 증거재판주의와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구조

에서 오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논리와 경험법칙에 부합하는 법관의 증거판단이 

필요하다.16) 

나. 증거판단에서의 법적 논증방법의 문제점

법관의 자의에 의하지 않고 구체적 타당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자유심증을 객

관화시킬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것이 법적 삼

단논법이다. 구체적 사실을 소전제로 하고 법규를 대전제로 하는 특성을 고려하면, 

15) 이재상, 신형사소송법, 제2판, 박영사, 2010, 500면.
16)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585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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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삼단논법은 재판에서 사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논증방법이라 할 수 있다. 법

적 삼단논법은 대전제가 소전제를 포섭하는지 여부로 판단하므로 간접증거 내지 

간접사실로부터 주요사실의 존재 또는 주요사실의 부존재를 추론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17)

그러나 법적 삼단논법은 다양한 현실 상황을 반영하여 증거를 판단하는데 한계

가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다른 논증법들이 개발되고 있다. 그들 중 몇 가지만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엥기쉬(Engisch)의 귀납법적 논증18)은 간접사실로부

터 요증사실을 추론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하고, 이는 불가능한 

다른 원인이나 비개연적인 요소를 소거하는 방법으로 이루진다고 한다. 프로인트

(Freund)의 경합가설소거 모델19)은 복수의 간접증거나 정황이 존재할 경우에 대한 

논증방법으로서 주요사실과의 연관성에 따라 ‘증거의 링’과 ‘증거의 사슬’로 구분

하여 증명력의 총합을 판단한다. 퀼(J. Kühl)의 실천적 삼단논법도식20)은 논거, 결

론, 논거로부터의 결론으로의 이행과정을 3개의 논증 요소로 보고 이를 도식화하

는 논증방법이다.

그러나 법적 삼단논법을 비롯한 기존의 법적 논증방법들은 확률이 적용된 증거

들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들을 찾아내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

다. 즉, 일련의 발생사실 또는 각각의 증거들의 증명력 혹은 증거에 대한 확률적 

타당성, 나아가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론에 이를 수 있는 개연

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어렵다. 

실제로 ‘과학적 증거에 대한 확률적 판단오류’로 인해 무고한 여성이 3년간 억

울한 수감 생활을 하고, 결국 이에 대한 충격으로 죽음에 이른 영국의 R. v Clark 

사건이 있다.21)22) 이 사건의 재판에서 피고인 Sally의 두 자녀의 죽음에 대해 분석

17) 사법연수원, 재 이론과 실무－법  단, 사법연수원 교육발전연구센터, 2011, 149면. 
18) K. Engisch, Logische Studien zur Gesetzesanwendung, 3. Aufl., 1963, S. 37ff.(조원철, 간

증거에 의한 사실의 인정, 재판자료 제110집, 법원도서관, 2006, 40면에서 재인용).
19) G. Freund, Normative Probleme der Tatsachenfeststellung, 1987(조원철, 간 증거에 의한 

사실의 인정, 재판자료 제110집, 법원도서관, 2006, 42면에서 재인용).
20) J. Kühl, Prozessgegenstand und Beweisthema im Strafverfahren, 1987(조원철, 간 증거에 

의한 사실의 인정, 재판자료 제110집, 법원도서관, 2006, 48면에서 재인용).
21) 이 사건은 샐리 클락(Sally Clark)이라는 35세 전문직 여성이 자신의 두 아이를 살해

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사건으로, 샐리 클락은 수감 생활을 한 지 3년 정도 
지난 시점인 2003년에 샐리의 남편이 그녀가 무죄임을 입증하는 증거를 발견하여 석
방되었다. 

22) R. v Clark, [2000] EWCA Crim 54, 2 October 2000; R. v Clark, [2003] EWCA Cr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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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Meadow 교수(검찰 측 증인)는 영아급사증후군(Sudden Infant Death Syndrome: 

SIDS)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1/73,000,000라고 증언하였다. 즉, 그는 아이가 SIDS로 

사망할 확률은 1/8,543이고, 한 가정에서 두 아이가 SIDS로 사망할 확률은 1/8,543 

× 1/8,543 = 1/73,000,000이라고 함으로써 두 자녀가 영아급사증후군으로 사망할 

가능성을 낮추었고, 이는 Sally가 유죄 판결을 받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이 계산방식에는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하나는 두 아이의 죽

음이 서로 독립적으로 나타났다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전적 혹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SIDS가 발생했던 가정이 SIDS가 발생하지 않았던 가정보다

는 SIDS를 다시 경험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23) 다른 하나는, Sally가 무죄일 확

률을 계산하려면 두 아이가 살해될 가능성과 두 아이가 SIDS로 사망할 가능성에 

대한 가능성비24)를 계산(약 4.5:1 ~ 9:1 사이로 추정)했어야 하지만, 위와 같이 

1/73,000,000로 계산하여 영아급사증후군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을 현저히 낮아지

게 한 점이다.25) 

결론적으로 이 사안에서 오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증거에 대한 확률값

을 추론할 수 있는 논증방법이 사용되어야 했다. 기존의 법적 논증방법들로는 확

률적 판단에 관한 요소를 고려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적 논증과정에서 확률적 판

단이 필요한 경우 기존 법적 논증방법들을 보완하기 위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

는 것이 바로 베이즈 정리이다. 

2. 베이즈 정리를 통한 법적 논증 분석

베이즈 정리는 가설과 증거의 관계를 확률적으로 나타내는 방법론으로서 가설에 

대한 주관적 확률이 증거가 적용되기 전과 후에 어떻게 변화하는지 추적함으로써 

추론 양식을 규범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이다. 이 이론은 사전확률의 주관성문제, 비

현실적 가정에 대한 우려 등 그 인기만큼이나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베이지안적 접근은 불확실성하에서 증거들의 상호의존적 관계를 잘 나타내

고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도구로 알려져 있다.26) 베이즈 정리는 어떤 

1020, 11 April 2003.
23) R. Hill, “Multiple sudden infant deaths – coincidence or beyond coincidence?”, Pediatric 

and Perinatal Epidemiology, Vol. 18, 2004, pp. 320-326. 
24) 가능성비는 우도비라고도 불리는데 이에 대한 설명은 아래의 설명을 참조.
25) 이러한 오류를 ‘검사의 오류’(prosecution fallacy)라고 하며 다음 절에서 자세히 기술하

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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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일어날 사전 확률과 사후 확률이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를 나타내는 정리

로,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

 


여기서 는 어떤 확률 사건 A가 일어날 확률로, 다른 어떠한 정보나 사건도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일컬으며, 때문에 사건 A에 

대한 ‘사전 확률’이라 칭해진다. 법적 판단 상황에서는, 어떤 사건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내리기 위한 가설이 맞을 확률이 될 것이다. 는 사건 B에 대한 사전 

확률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증거가 발견될 확률을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판단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는 A와는 다른 확률 사건 B

가 발생했음을 전제로 할 때 A가 일어났을 조건부 확률로, B가 발생했을 때 A가 

발생할 ‘사후 확률’에 해당한다. 법적 판단 상황에서는 어떤 사건의 증거가 발견되

었을 때(사건 B) A라는 가설이 맞을 확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우리가 알고자 하는 대상이 된다. 는 사건 A가 발생했을 때 사건 B가 일어

날 조건부 확률로, 어떤 사건의 유무죄 판단에 대한 자신의 가설이 맞음을 전제로 

할 때 증거가 발견될 확률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이 항은 ‘가능도’ 또는 ‘우도

(likelihood)’라고 불리는데, 이 가능도가 중요한 이유는 많은 법적 판단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가능도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베이

즈 정리를 통해서 어떤 사건에 대한 확률(예: 피고인이 범인일 확률)에 새로이 관

측된 사건(예: 발견된 증거)을 반영하여,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상대적으로 불확실한 

확률 정보를 갱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불확실성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을 위해 연구된 확률은, 개별 사건은 0보다 크거

나 같고 1보다 작으며, 모든 개별 사건의 합은 1로 정의하는 데서 시작된다. 이들

에 뒤따르는 세 번째 정의는 두 사건 간의 조건부확률로,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다

는 조건 하에서 다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조건부확률 

는 두 사건 A, B에 대해,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을 나타낸다. 

수학적으로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에 대한 ‘사건 A와 B가 함께 일어날 

26) M. Oaksford & N. Chater, Bayesian Rationality: The Probabilistic Approach to Human 
Reasoning,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pp.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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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 &’의 비율로 정의되며, 아래의 식 (1)과 같이 표현된다. 그리고 여기서 

A와 B를 바꾸어,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조건부확률을 나타내면 식 (2)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는 사건 A와 B가 함께 일어날 확률을 말한

다.) 그리고 식 (1)과 (2)를 정리하면 식 (3)을 얻을 수 있다. 

(1)  &

(2)  &

(3)  
×

어떤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은, B와 함께 다른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
와, B와 함께 다른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 ∼&의 합으로 볼 수 있

으며, 식 (4)와 같이 표현된다. (여기서 ∼는 ‘A가 일어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식 (2)와 (4)를 이용하면 식 (5), (6), (7)이 성립함을 보일 수 있다.

(4)  &&∼

(5) & ×

(6) &∼ ∼×∼

(7)  ×∼×∼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조건부확률의 형태로 나타내는 식 (7)과, 사건 A와 B가 

함께 일어날 확률 조건부 확률의 형태로 나타내는 식 (5)를 식 (1)에 대입하면 아

래의 식을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이 유명한 베이즈 정리이다.

(8)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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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베이즈 정리를 법적 판단 상황으로 연결시켜보면, 사건 A와 B를 각각 법적 

판단에 관련된 가설(H)과 새로이 발견된 증거(E)로 바꾸면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 

즉, 법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가설이 참일 확률 는 그 가설이 맞을 때 

새로이 발견된 증거가 존재할 확률인 가능도 와 새로이 어떤 증거가 발견

될 확률 에 의해 갱신되어, 새로이 발견된 증거를 반영했을 때 법관 자신이 

세운 가설이 참일 확률  로 변환된다.

(9)  
×


×∼×∼

×

조건부확률의 정의로 시작하여 복잡한 과정을 통해 도출된 베이즈의 정리가 각

광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떤 증거 E가 있을 때 자신이 생각하는 가설 H가 옳

을 조건부확률 를 이 정리를 이용해야 계산해낼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

이다. 즉, 를 계산할 때, 가설이 참인 동시에 증거가 존재할 확률인 

&는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은 대신, 자신이 생각하는 가설 H가 옳을 때 증

거 E가 있을 조건부확률인 를 알아낼 수는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갑이라는 사람이 무죄(H)일 때,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혈액형과 같은 혈

액을 가진(E) 경우를 생각해보자. 조건부확률의 정의에 따르면  &
인데, &는 무죄인 갑의 혈액형과 같은 혈액이 범죄 현장에서 발견될 

확률로, 누군가가 이것을 이전에 조사하지 않았다면 알기 어렵다. 그 대신 베이즈 

정리에 나오는 가능성(likelihood), 즉 갑이 무죄라고 할 때 범죄 현장에서 갑과 동

일한 혈액형의 혈흔이 발견될 법한 확률인 와 다른 항들을 이용하면 계산

이 가능하다.

먼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혈액형은 1000명 중 한 명꼴로 가지고 있고, 사건이 

일어난 도시에 10,000명의 성인이 살고 있다고 하자. 그렇다면,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10,000명의 성인 중 ‘갑’이라는 1명이 아닌 다른 9,999명 중의 누군가가 범죄

를 저질렀을 것이라는, 즉 갑이 무죄라는 가설이 참일 사전 확률은 


이

고, 갑이 유죄라는 판단에 대한 사전 확률은 ∼


이다. 즉, 증거를 반영

하기 전에 법관은 갑이 무죄일 것이라는 것을 99.99%의 확률로 판단하고 있다.

여기서, 갑이 무죄라 한다면 현장에서 발견된 혈액형이 갑의 혈액형과 같다는 

것은 갑이 1,000명 중 한 명 꼴로 나타나는 해당 혈액형을 우연히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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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므로, 갑이 무죄일 때 해당 증거가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은  


이

다. 한편, 갑이 유죄라면 당연히 현장에서 발견된 혈액형은 갑의 혈액형과 일치해

야 하므로, 갑이 유죄일 때 해당 증거가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은 ∼  이

다. 이상의 확률을 베이즈 정리의 각 항에 넣어 계산해 보자.

 
×


×∼×∼

×





×


×







×






≈

이 결과를 보면, 증거를 반영하지 않았을 때는 갑이 무죄일 것임을 99.99%의 확

률로 평가하고 있었으나, 새로이 발견된 증거와 관련된 가능도 정보를 반영함으로

써 갑이 무죄일 확률이 91% 가량으로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베이즈 정리를 이용

하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법관이 가지고 있던 판단을 갱신하는 것이 가능하다.

베이즈 정리는 위에 소개된 형식 외에, 가능성 비(likelihood ratio)와 승산 형식

(odds form)으로도 표현되기도 한다. 승산은 경마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불확실성을 

양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인데, 아래와 같은 형태로 정의된다.

승산odds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가능성
어떤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

승산 형식으로 사건 발생 가능성을 표현하는 예를 들면, 1/1, 4/1, 1/4, 7/2은 각

각 사건 발생 가능성이 50%, 80%, 20%, 그리고 22.22%에 해당하고, 승산 비율로 

나타내면 각각 1, 4, 0.25, 3.5가 된다.

이제 이 승산 형식을 이용하여, 증거 E가 주어진 상황에서 가설 H가 맞을 확률

과 틀릴 확률의 비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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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

식 (10)을 식 (11)로 나누면 아래와 같이 정리된다.

(12) ∼
 

∼×∼
×

∼


×∼


위에서 살펴본 갑의 혈액형과 같은 혈액형이 범죄현장에서 발견된 예를 승산형

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13) ∼
 

×

×



×



이 식을 다시 서술하면, (증거 E가 주어졌을 때 H의 승산) = (가능성 비) × (H의 

승산)이 된다. 가설 H의 승산은 해당 가설과 관련하여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던 

사전 지식인데 반해, 가능성비는 새로운 증거가 얻어짐으로써 두 가설 중 어느 쪽

에 얼마만큼 비중을 주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위에 언급된 예로 설명하면, 증거 

E는 무죄일 때보다 유죄일 때 나타날 확률이 1,000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승

산에 대한 고려 없이 가능성비만으로 증거의 강도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은 법적 논

증에서 특히 중요하다. 위 경우처럼, 가능성비가 1보다 작을 경우의 판단은 가설이 

틀렸다는(~H) 쪽에 더 큰 비중을 두게 변경되어야 하지만, 1보다 더 커질 경우에

는 가설이 옳았다는(H) 쪽에 더 큰 비중을 두어 변경하도록 한다. 이 두 경우는 새

로운 증거가 가설 변경에 영향을 주므로 그 증거가 진단적 혹은 정보적 증거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만일 가능성비가 1일 경우 그 증거는 기존 가설을 어느 쪽으로도 

변경시키지 않으므로 실질적인 증거로서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승산비는 새

로운 증거로 인해 새로운 믿음을 형성할 때에는, 선행 지식과 함께 가능성비를 고

려하게 한다는 점에서 사전 지식과 새로운 증거를 통합할 수 있게 한다. 이후의 

논의에서 더 분명해지겠지만, 법적 논증 상황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와 함

께 가능성비가 중요시 된다.

이 정리는 합리적 믿음은 확률법칙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주관주의자들의 

인식론의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실용적 장면에 적용되어 많은 난제들을 해결하

고 있다27).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일반인은 다른 많은 확률적 오류와 더불어 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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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 정리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며, 이러한 현상은 일반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법적 논증과정에서 조건부 확률의 차이를 혼동하여 발생

하는 오류는 검사의 오류(prosecutor fallacy), 변호인의 오류(defendant fallacy), 배

심원의 오류(jury observation fallacy)가 있다. 검사의 오류는 위에서 본 베이즈 정

리에서 확연히 나타나듯, P(E|H)와 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둘을 혼동하

는 오류이다. 예를 들어 피고인 갑과 같은 혈액형의 혈흔이 범행 현장에서 발견되

었고, 그 혈액형은 1,000명 중에 1명꼴로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검사는 갑이 범인이라고 주장하는 오류이다. 이 주장은 틀렸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이유는 검사가 와 가 동일한 개념으로 혼동하여 펼친 주장이기 

때문이다. H를 ‘피고인 갑은 무죄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피고

인이 무죄일 때, 피고인과 같은 혈액형의 혈흔이 발견되었을 확률’ 이고, 

우리가 알고 싶은 사항은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과 같은 혈액형의 혈흔이 발견되

었을 때, 피고인이 무죄일 확률’인 이다. 위에서 이미 설명된 베이즈 정리

에 따르면   =0.91이며 =0.001이므로 조건적 확률에 대한 개념적 혼

돈이 피고인의 무죄 확률에 대해 큰 차이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시한 증거 E가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그 증거 E는 증명력

이 없으며, 검사가 제시한 증거에 따라 무죄일 확률이 0.91이나 되므로 무죄일까? 

이러한 주장을 ‘변호인의 오류’라고 하며, 이 오류는 사전확률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우선, 현장에서 발견된 혈흔의 혈액형이 갑의 혈액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갑

이 범인일 확률은 1/10,000에서 혈액형이 일치한다는 증거가 발견된 이후, 피고인

이 유죄일 확률은 9/100가 된다. 또한 피고인이 무죄일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비교

해 보면, 사전확률은 9999/10000에서 증거 E가 추가된 후에 오히려 91/100로 감소

했다. 위에서 변동된 두 가지 사항을 종합해보면 증거 E는 여전히 증명력이 있으

며 피고인에 대한 유죄확률이 감소했음과 동시에 무죄확률 또한 증가됐음을 알 수 

있다. 낮은 확률이기는 하지만 무시하기 어렵고 다른 추가 증거가 있을 경우는 더

욱 그렇다. 예를 들면, 배심원들이 피고인을 무죄라고 판단한 후에 피고인이 범죄

경력이 있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 제3자들은 피고인이 무죄일 확률에 대한 자신감

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28) 이러한 판단은 베이즈 정리에 비추어 볼 때 확률적 

27) M. Oaksford & N. Chater, 전게서(주 26), pp. 7-8.
28) N. Fenton & M. Neil, “Avoiding Probabilistic Reasoning Fallacies in Legal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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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라고 볼 수 있다. 베이즈 정리는 여러 유형의 복잡한 증거들을 통합하는 도구

로 확장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래프를 통해 이를 시각화한 베이지안 망이 특히 

유용하다. 

Ⅲ. 베이지안 망(Bayesian Network)을 통한 법적 논증 분석

1. 의의

실제 재판에서 제시되는 증거와 증언들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리는 일은 쉽지 않

다. 서로 갈등적인 내용이 많을 뿐만 아니라 증거나 증언으로써의 가치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나 배심원들은 법정에서 제시되는 수많

은 증언과 증거와 이들의 관계를 고려하여 모종의 결론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결

론이 도출되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니다. 판단의 대상은 증거의 증

명력이며, 증명력이란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의 실질적 가치, 즉 증거가치를 의미한

다. 이는 일정한 증거의 법률적, 형식적 자격을 의미하는 증거능력의 문제와 구별

된다.29) 

특히 증거들의 관계가 모순적이거나 너무 많아 복잡할 경우 실체적 진실을 밝혀

내기란 더욱 쉽지 않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증거의 종합판단의 경우에는 그 각 

증거 중 피차간 모순된 부분과 불필요한 부분은 제거하고, 그 중 필요하며 공통된 

부분만을 모아서 이를 판단자료에 공용하는 것”으로,30) 또는 “원래 증거의 종합판

단의 경우에는 수다의 증거가 각각 독립적으로서는 구체적 사실을 인증키에 그 증

거력이 부족하거나 또는 각 증거 간에 모순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관은 자

유심증에 비추어 그 각개의 증거 중에서 불필요 또는 모순성 있는 부분을 제거하

고 필요적절한 부분만을 색출 취집하여 이로써 그 구체적 사실의 인정자료에 공용

using Bayesian Networks”, Australian Journal of Legal Philosophy, Vol. 36, 2011, pp. 
114-150.

29) 증명력과 증거능력의 구분에 대해, 이재상(주 15), 516면은 “증거능력은 형식적으로 
법정되어 있어 법관의 자유판단이 허용되지 않는다.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한 그 증
거가 엄격한 증명인가 자유로운 증명인가를 불문하고 자유심증주의가 적용된다.”라고 
하였다. 

30) 대법원 1983. 3. 8. 선고 80다3198 판결(공 1983, 464); 대법원 1989. 3. 14. 선고 86다
카2731 판결(공1989, 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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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시31)하였다. 그 취지는 서로 모순되는 증거가 있는 경우

에 어떤 증거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판단뿐만 아니라, 증거의 

취사선택이 전적으로 법관에게 일임되어 있고,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라도 증명력

이 없다고 판단하면 이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채택하지 않을 수 있고, 여러 개의 

증거를 합하여 심증을 형성하던 증거들 가운데 일부에 대해 그 증명력을 인정하는 

것도 법관의 판단에 맡긴다는 것이다.32)

모순적 관계에 있는 증거들의 증명력 판단보다 더 어려운 경우는 사건과 관련된 

직접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판단을 내릴 때이다. 이에 대한 판례를 보면 “형사재판

에 있어 심증형성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돼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

증거에 의할 수도 있는 것이며, 간접증거는 이를 개별적․고립적으로 평가하여서

는 아니 되고 모든 관점에서 빠짐없이 상호 관련시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치

하고 모순 없는 논증을 거쳐야 한다”라고 명시한 이래 간접증거에 의한 증명력의 

판단과정 및 심증형성 과정 등에 있어서 논리적인 논증의무를 강조하고 있다.33) 

직접증거가 없고, 간접증거에 의해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경우, 각각의 간접증거가 

단독적으로 의미를 갖는 경우는 거의 없고, 각각의 개별적인 간접증거들을 종합적

으로 판단34)해야 한다. 이러한 판단과정에는 논리적인 논증과정이 필수적이다. 또

한 간접증거로부터 공소사실의 존재를 추론할 수 있는지 아니면 부존재를 추론할 

수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논리적 사고과정이 필요하다.35) 

간접증거의 종합적 증명력의 문제는 연쇄형태를 취하고 있는 간접증거의 구조에

서 비롯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36) 증거들 간의 관계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시

되고 있음에도, 간접증거에 의한 범죄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 개별적인 간접증

거들 간의 관계에 대한 논리적인 논증이 이루어져야 한다.37)

31) 대법원 1953. 4. 30. 선고 4286민상14 판결(미간행); 대법원 1959. 2. 19. 4290민상847 
판결(집7민, 48).

32) 신양균, “자유심증주의를 논함”, 사법행정, 제32권 제4호(1991, 4), 22면.
33) 대법원 2004. 6.25 선고 2004도2221 판결; 2006. 5. 25. 선고 2003도3945 판결; 2009. 

3. 12. 선고 2008도8486 판결 등.
34) 빈프리트 하쎄머, 형법정책, 배종대․이상돈 역, 세창출판사, 1998, 641면; 이재상, 전

게서(주 15), 468면에서는 이를 ‘종합증거’라고 한다.
35) R. Bender/A. Nack, “Tatsachenfeststellung vor Gericht”, 3. Aufl., 2005, pp. 145-184 참

조(재 이론과 실무 법 단, 사법연수원, 2011, 149면, 재인용).
36) 변종필, “간접증거에 의한 유죄인정”, 비교형사법연구, 제5권 제2호, 2004, 385면.
37) 간접증거는 이를 개별적, 고립적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되고, 모든 관점에서 빠짐없

이 상호 관련시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치밀하게 모순 없는 논증을 거쳐야 한다(대



588   서울 학교 法學 제55권 제1호 (2014. 3.)

이 과정을 좀 더 잘 분석하고 이해하기 위한 방법 중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은 그

래프나 기호로 증거와 증언을 정리하는 것이다. 실제로 법정에서의 논증을 이론

적으로 분석하는 연구자들이 제안한 대표적인 두 방법은 Wigmore 그래프와 베이

지안 망(Bayesian Network)이다38). Wigmore의 그래프는 다양한 도형(symbol)과 

화살표(arrow)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1] 참조). 각각의 도형은 다른 종류의 전제

들을 나타내며, 추론의 정도와 흐름을 가르치는 화살표들과 연결되어 있다. 이 그

래프를 사용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재판과정에서 다양하고 많은 종류의 증거들을 

일관성 있게 나타내기 위해서이다.39) 그러나 Wigmore 그래프는 분석이 오래 걸

리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분석된 내용을 이해하는 일조차 쉽지 않다. 세부 내용은 

생략하고 대략적인 증거와 증언에 초점을 맞추어 볼 수 있지만, 이렇게 하더라도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할지를 양적으로 표현하려면 별도의 분석이 필요하다는 문제

가 있다. 

[그림 1] Wigmore 그래프 예 

2. 베이지안 망을 통한 분석 과정

베이지안 망은 변인들 간의 확률적 의존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형식언어의 

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38) 박주용은 법적논증과정을 명료화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명제와 증거, 그리고 증거

들 간의 관계를 도식화하여 나타낼 수 있는 논증프로그램인 Carneades와 Araucaria을 
법관연수에서 발표한 바 있다(법관연수자료, 사법연수원, 2011). 

39) Wigmore 그래프와 베이지안 망의 구체적인 비교는 F. Bex, H. Prakken, C. Reed & 
D. Walton, “Towards a formal account of reasoning about evidence: Argumentation schemes 
and generalisation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aw, Vol. 11, 2003, pp. 125–16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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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이다. 그래프로 표현하면 수식으로 표현할 때보다 직관적이고 지식 표상과 추

론이 쉬워진다. 베이지안 망에서는 조건부 의존성이 없는 변인들 간의 연결은 생

략하고, 관련된 변인들은 그 내용을 표현하는 마디(node)와, 마디와 마디를 연결하

는 화살표 선분을 이용하여 그래프의 형태로 나타낸다. 여기서 화살표가 뻗어나가

는 마디를 ‘부모 마디(parent node)’라고 하며, 화살표가 향하는 마디를 ‘자식 마디

(child node)’라고 부른다. 

이 그래프에서는 화살표로 연결된 마디들이 순환하는 고리를 이루어서는 안 되

고(acyclic graph), 부모 마디의 상태에 따라 자식 마디의 상태가 어떻게 영향을 받

는지를 규정하는 마디확률표(node probability table)가 명세되어야 한다. 이런 조건

을 충족시키는 망이 만들어지면, 망 내의 각 마디들의 상태에 따라 다른 마디들의 

확률이 어떻게 갱신되어야 하는 지를 확률법칙에 따라 계산해낼 수 있다. 

구체적인 한 예로 Taroni와 그의 동료들40)의 분석 사례를 AgenaRisk를 통해 소개

하면 다음과 같다. 이들이 다룬 사건은 Lulu라는 여인이 자신의 집에서 살해당한 

사건으로, 그가 사귀던 Jack이라는 사람이 용의자로 지목되었고, 실제로 Lulu를 좋

아하던 또 다른 남자인 John은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Lulu의 집근처에서 Jack을 보

았다고 증언하였다. 현장에서 피해자의 것이 아닌 혈흔이 발견되었고 이에 대한 

DNA 감식이 이루어졌다. Taroni 등이 설정한 각 마디에서의 확률분포는 [표 1]41)42)

에 제시되었다. 

40) F. Taroni, C. Aitken, P. Garbolino & A. Biedermann, Bayesian Networks and 
Probabilistic Inference in Forensic Science, John Wiley, 2006, pp 50-66.

41) F. Taroni, C. Aitken, P. Garbolino & A. Biedermann, 전게서(주 41), p. 60, <table 
2.12>를 번역하였다.

42) [표 1]에서 알파벳이 의미하는 것은 각각 다음을 의미한다. A는 ‘범죄현장에서 발견한 
핏자국은 범인의 것이다’, B는 ‘Jack이 Lulu를 살해했을 것이다’, C는 ‘범죄현장에서 
발견된 핏자국은 Jack의 것이다’, D는 ‘John은 Jack을 질투했다’, E는 ‘Jack의 혈액샘
플은 범죄현장에서 발견된 혈흔과 일치한다’. F는 ‘Jack은 사건이 발생한 직후의 시각
에 Lulu의 집근처에 있었다’, J는 ‘Jack은 Lulu를 사랑한다’, W는 ‘John은 Jack이 사건
이 발생한 바로 직후 Jack이 Lulu의 집근처에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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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Lulu 사건의 각 마디에서의 확률분포 

A P(A)=.01 J P(J)=0.9

B P(B)=.95 F P(F|A,J)= 1

C P(C|A,B,F)=1 P(F|A,~J)=1

P(C|A,B,~F)=1 P(F|~A,J)=0.1

P(C|A,~B,F)=0 P(F|~A,~J)=0.01  

P(C|A,~B,~F)=0 D P(D|J)=1

P(C|~A,B,~F)=0 P(D|~J) =0.6

P(C|~A,~B,F)=0 W P(W|F,D)=0.99

P(C|~A,~B,F)=0.1 P(W|F,~D)=0.99 

P(C|~A,~B,~F)=0.01 P(W|~F,D)=0.8

E P(E|C)=1 P(W|~F,~D)=0.01  

P(E|~C)=0.001

이 표를 바탕으로 AgenaRisk로 나타낸 베이지안 망은 [그림 2]와 같다. Agena- 

Risk는 결과를 다양한 방식으로 시각화할 수 있는데, 각 마디에서의 확률은 [그림 

3]43)에 나타냈다. 일단 이런 망이 완성되면 특정 마디 혹은 마디들의 상태에 따라 

다른 마디의 상태를 확률로 나타내기 쉽다. 예를 들어 애당초의 망에서는 Jack이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은 1%로 매우 낮았다. 하지만 만일 Jack이 사건 발생 직후에 

Lulu의 집 근처에 있었다고 John이 증언(W)을 했다면, 즉 W가 참이면, 그 마디가 

참일 값을 1로 세팅하고 계산해야 하는데, [그림 4]에서 A 마디(Jack이 Lulu를 살

해했을 가능성)가 참일 확률은 1.26%로 처음보다는 약간 높아진다. 그런데 만일 

DNA 검사 결과, 용의자와 Jack의 것이 일치하여 DNA 증거(E)를 1로 세팅한다면 

A 마디가 참이 될 확률은 [그림 5]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85.7%로 높아진다. 이러

한 분석 과정은 새로운 증거가 추가되거나 혹은 고려해야 할 증거가 많고 그 증거

들 간의 관계가 복잡할 경우, 사건에 대한 분석을 용이하게 해준다. 

일단 구성된 베이지안 망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민감성 분석

(sensitivity analysis)이다. 이 분석은 베이지안 망이 구성되는 과정에서 사용된 각각

43) F. Taroni, C. Aitken, P. Garbolino & A. Biedermann, 전게서(주 41) p. 64의 도식을 토
대로 작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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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증거들이 가설의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려준다. 예를 들어 Lulu 사

건의 경우 민감도를 토네이도 그래프로 나타낸 [그림 6]에서 세로선은 Jack이 유죄

일 가능성을 나타낸 것(85.7%)을 보여주며, ‘Jack은 사건이 발생한 직후의 시각에 

Lulu의 집근처에 있었다’라는 증거가 제시되었을 때, Jack이 유죄일 확률은 0% ~ 

95%를 나타낸다. 즉, ‘Jack이 Lulu를 살해했다’라는 가설에 대해,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 ‘Jack은 사건이 발생한 직후의 시각에 Lulu의 집근처에 있었다’, ‘범죄현장

에서 발견한 핏자국은 범인의 것이다’, ‘범죄현장에서 발견된 핏자국은 Jack의 것

이다’라는 증거들이 중요한 것임을 보여준다. AgenaRisk 프로그램에서는 표적 마

디만 선택하면 나머지 마디들에 대한 이 민감도 분석을 자동적으로 계산할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이를 시각적으로 제시해준다. 따라서 분석하는 과정에서 혹은 분

석이 끝난 이후, 설계된 망이 얼마나 타당한지를 민감도 분석을 통해 검토할 수 

있다. 

[그림 2] AgenaRisk를 이용한 Lulu 사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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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Agenarisk를 이용한 Lulu 사건 분석에서 ‘DNA 검사 결과’와 ‘Jack이 범죄

현장에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가 반영되지 않은 베이지안 망 분석결과

[그림 4] Agenarisk를 이용한 Lulu 사건 분석에서 ‘Jack이 범죄현장에 있었다는 

John의 증언’이 반영된 베이지안 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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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Agenarisk를 이용한 Lulu 사건 분석에서 ‘DNA 검사 결과’와 ‘Jack이 범죄

현장에 있었다는 John의 증언’이 반영된 민감도 분석 결과

[그림 5] Agenarisk를 이용한 Lulu 사건 분석에서 ‘DNA 검사 결과’와 ‘Jack이 범죄

현장에 있었다는 John의 증언’이 반영된 베이지안 망 결과



594   서울 학교 法學 제55권 제1호 (2014. 3.)

3. 객체 지향 베이지안 망(Object-Oriented Bayesian Network: OOBN)

베이지안 망을 이용한 법적 증거와 증언의 분석은, 확률 분포는 물론 때로는 변

인들 간의 관계를 명세하기 어렵지만, 일단 망이 구성되면 그 관계를 명료히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종합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해준다. 그런데 전술한 

것처럼 법정에서의 증거와 증언들은 아주 복잡해질 수 있고 따라서 고려해야 할 

변인의 수가 많아진다. 문제는 변인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명세해야 할 확률표의 

수가 급속하게 늘어난다는 것이다. N개의 변수가 모두 참/거짓 중의 하나를 취할 

경우 2N개가 되며, 3개의 상태일 경우 3N개로 늘어난다. 물론 위에서 본 것처럼, 

그래프를 이용하여, 서로 확률적 의존성이 없는 변수들을 배제하고 나면, 실제로 

명세해야 할 확률표의 수는 훨씬 줄어든다. 그렇지만 그래프를 이용하더라도 마디

의 수가 30개 이상으로 커지면 전체 망을 시각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어렵게 된

다.44) 마디의 수가 많아지는 경우와 비슷한 부분이 반복되는 경우를 포함되는 모

델을 만드는 경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객체지향 베이지안 망(Object-Oriented 

Bayesian Network: OOBN)을 활용하는 것이다.45) 이 방법은 프로그래밍이나 모델

링에서 사용되는 객체 지향적 접근법(object-oriented approach)을 베이지안 망에 도

입한 것이다. 객체 지향적 프로그래밍의 핵심은 프로그램의 기본단위를 속성

(attribute)이 아닌 객체로 본다. 객체는 자신만의 입력 속성과 출력 속성을 갖는 무

선 변인(random variables)인 동시에, 객체들이 추상화된 클래스의 사례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에 대한 모형을 객체 지향적으로 만든다고 할 때, 운전자 갑과 

을은 모두 운전자 클래스의 객체들이다. 이 두 사람은 모두 그 클래스 내의 속성

과 조작을 상속받아, 각 운전자는 연령, 수입, 공격성, 그리고 운전 기술로 표상되

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운전자의 공격성은 자동차 속도에만, 운전 기술은 사고의 

경중에만 영향을 주도록 하여 자연스럽고 직관적으로 타당한 표상이 가능하게 되

는 동시에, 추론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된다. 게다가 객체들은 하나의 독립

적 단위로 작동하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 다른 모형을 만들 때 얼마든지 재사용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실제로 객체 지향적 베이지안 망을 법적 논증에 적용한 연구는 Hepler 등(2007)

44) N. Fenton & M. Neil, Risk Assessment and Decision Analysis with Bayesian Networks, 
CRC Press, 2012, p. 202.

45) A. B. Hepler, A. P. Dawid & V. Leucari, “Object-Oriented Graphical Representations of 
Complex Patterns of Evidence”, Law, Probability & Risk, Vol. 6, 2007, pp. 275-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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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볼 수 있다. 이들은 Koller와 Pfeffer (1997)의 OOBN 언어를 법적 증거 분석

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식을 제안하였다.46) 이들의 방식은 하향처리(top-down)로 

이루어지는데, 최상위 수준에서의 질문에서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필요한 변인들과 

그들 간의 확률 분포를 명세하게 한다. 이들은 Sacco와 Vengetti의 사건을 분석하

며 논의를 전개하였다. 우선 ‘살인사건이 발생했는가?’라는 물음과 관련된 변인으

로 ‘피해자가 죽었는가?’, ‘돈은 강탈당했는가?’, ‘용의자는 Sacco인가?’가 고려된

다. 이들 각각은 다시 세부적으로 분석될 수 있는데, ‘용의자는 Sacco인가?’와 관

련해서는, ‘Sacco가 현장에 있었는가?’, ‘Sacco가 총을 쏘았는가?’, ‘동기가 충분한

가?’, ‘죄의식이 있는가?’를, 이들 중 다시 ‘Sacco가 현장에 있었는가?’는 ‘증인이 

있는가?’, ‘알리바이는 있는가?’, ‘어떤 차를 탔는가?’, ‘Sacco의 모자가 현장에 있

었는가?’를, 이들 중 다시 ‘증인이 있는가?’는 ‘B의 증언인가?’, ‘C의 증언인가?’, 

그리고 ‘D의 증언인가?’로 이 가운데 만일 D만이 A를 보았다고 하였을 경우는 다

시 D의 증언의 신빙성(credibility)에 대한 확률을 명세해나간다. 이런 과정을 통해 

특정 사건에 대한 베이지안 망이 완성되면 일부 변인에 대한 확률을 알지 못하더

라도 질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으며 증거가 충분한 경우에는 양적인 예측도 가능

할 수 있다는 것이다. 

4. 법적 관용구(Legal Idiom)

OOBN을 이용한 법적 논증 분석은 Fenton과 그의 동료들47)에 의해 제안된 법적 

관용구를 통해 더욱 구체화되었다. 이들은 또한 상대적으로 사용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결과를 시각적으로 제시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제 분석 과정과 결과

를 보여주었다. 

‘법적 관용구’란 Hepler와 그의 동료들이48) 모듈(module)로 표현한 것으로 법적 

46) D. Koller & A. Pfeffer, “Object-oriented Bayesian networks”, In Proceedings of the 
Thirteenth conference on Uncertainty in artificial intelligence, San Francisco: Morgan 
Kaufmann Publishers, 1997, pp. 302-313.

47) N. Fenton & M. Neil, “Avoiding Legal Fallacies in Practice Using Bayesian Networks”, 
Australian Journal of Legal Philosophy, Vol. 36, 2011, pp. 114-150; N. Fenton, M. Neil 
& D. A. Lagnado, “A General Structure for Legal Arguments about Evidence using 
Bayesian Networks”, Cognitive Science, Vol. 37, 2013, pp. 61-102; D. A. Lagnado, N. 
Fenton & M. Neil, “Legal idioms: a framework for evidential reasoning”, Argument and 
Computation, Vol. 4, 2013, pp. 46-63.

48) A. B. Hepler, A. P. Dawid & V. Leucari, 전게서(주 45) p. 289; N. Fenton & M. N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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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증 분석에서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패턴들을 가리킨다. 이들

은 Helper 등의 연구를 발전 확장시키면서 범죄사건을 OOBN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일반성이 있는(generic) 관용구를 제안하였다. ‘알리바이 증거 관용구(alibi evidence 

idiom)’, ‘다른 식으로 설명하는 관용구(explaining-away idiom)’ 등과 같은 관용구와 

함께, 이들은 실제 사건을 베이지안 망으로 분석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은 세 단계로 

나누었다. 첫 번째 단계는 고소인의 핵심 가설을 명확히 하는 단계로, 이때 범행 동

기(motive)와 범행 기회(opportunity)를 함께 명세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위의 주

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이 무엇인지를 고려한다. 세 번째 단계는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가설과 증거에 대해 반박하는 증거를 생각해보는 단계이다. Lagnado 등은 

이 세 단계를 따르면서, 앞서 소개한 법적 관용구를 이용하여 영국의 추리 소설가 

A. Christie의 사건들 중 하나를 분석하여 발표하였다.49) 다음 절에서는 이들이 사용

한 방법의 적용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국내외의 실제 재판사례를 분석하였다. 

5. 실제 사례 분석

이 절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외국 사례 및 국내 사례를 베이지안 망 

프로그램인 AgenaRisk를 이용하여 분석해보고자 한다. 베이지안 망을 이용한 종래

의 분석 사례는 위의 예에서처럼 너무 단순하거나, 아니면 Helpler와 그의 동료들이 

분석했던 Socco와 Vengetti의 사례처럼 너무 복잡하여 전체 분석이 쉽지 않은 예들

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극단적인 사례 대신, 동일한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판

결이 내려진 사건에 초점을 두었다. 모두 3개의 사건이 분석되었는데, 하나는 외국 

판례이고 다른 두 개는 국내 판례이다. 외국 사례로는 Claus von Bülow case를 채

택하였다. 이 사건은 인지과학자인 Thagard에 의해 분석된 사례50)인데, 그는 이 사

건은 베이지안 망으로 분석이 될 수 있지만 상당히 복잡하다고 평가하였다. 다른 

두 국내 사건은 심급별로 판결이 달라진 사건들 중 연구자들이 보다 세부적인 자료

를 얻을 수 있었던 두 사건이다. 이 세 사건을 선정한 데는 특별한 의도가 없었고, 

단지 충분히 복잡하며 판결문 이외의 세부 자료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전게서(주 44) p. 417. 
49) D. A. Lagnado, N. Fenton & M. Neil, 전게서(주 47).
50) P. Thagard, “Causal inference in Legal decision making: Explanatory Coherence vs. 

Bayesian Networks”, Applied Artificial Intelligence, Vol. 18, 2004, pp. 23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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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Claus von Bülow case  

□ 사건의 개요 

  - Claus von Bülow (이하 Claus)는 자신의 아내 Sunny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

로 피소되었음.

  - 검사 측은 Sunny가 인슐린으로 인해 혼수상태에 빠진 것은 Claus가 Sunny에

게 인슐린을 투약했기 때문이라고 주장.

  - 가장 중요한 증인은 Sunny의 가정부 Maria와, 이전 결혼으로 출생한 자녀 

Alex임.

  - Maria는 Sunny가 혼수상태에 빠지기 한 달 전에 인슐린이 들어있는 Claus의 

가방을 발견했다고 증언.

  - Alex는 Sunny의 혼수상태에 빠진 후에 Claus의 옷장에서 그 가방을 발견했

고, 그때 당시 사용된 주사바늘도 같이 있었다고 증언.

  - Sunny가 병원에 후송된 직후, Sunny의 혈액에서 높은 인슐린 수치가 발견되

었음.

  - Sunny의 트레이너 Joy는 Sunny에게 주기적으로 운동을 지도했고, Sunny에

게 인슐린 주사는 살이 찌는 것을 막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증언.

  - 운동기록에 따르면 Joy가 말했던 기간보다 훨씬 더 짧은 기간 동안 Sunny가 

Joy로부터 운동 지도를 받았음.

  - Joy가 Sunny에게 인슐린에 대해서 말한 기간 동안 Sunny는 Joy에게 지도를 

받은 적이 없음.

  - Sunny의 은행원은 만약 Sunny가 죽을 경우 Sunny의 많은 유산이 Claus에게 

남겨지지만, 이혼할 경우는 적은 유산을 받을 것이라고 증언.

  - Claus의 정부 Alexandra는 Claus에게 Sunny와 이혼하라고 종용.

□ 판결 결과와 사건의 쟁점 

  -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 가정부와 

의붓아들의 증언을 사건의 쟁점으로 볼 수 있음.

  - 검사 측 증인의 진술과 변호인 측 증인의 진술 및 다른 간접증거들이 과연 

합리적 의심을 배제시킬 정도의 증명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1심과 2심

의 배심원 견해가 갈린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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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유죄

※ 2심: 무죄

□ AgenaRisk에 사건적용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Claus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 가정부와 의붓

아들의 증언을 사건의 쟁점으로 볼 수 있다. 이를 AgenaRisk를 이용하여 사건의 

증언들과 증거들을 토대로 Claus의 유죄확률을 시각화하면 [그림 7]과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1심 재판에서는 검사 측은 Claus가 Sunny를 살해할 충분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 

증거(Claus의 정부 Alexandra의 이혼종용, Sunny의 담당 은행원의 증언, 가정부와 

의붓아들의 증언)를 제시하였다. 반면에, 변호인 측은 검사 측의 증거들에 대한 이

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이것을 AgenaRisk로 나타내면 Claus가 Sunny를 살해했을 

가능성은 90.7%로 높았다[그림 8]. 그러나 2심판결에서 변호인 측은 전문가증언을 

통해 Sunny의 죽음이 인슐린에 의한 것이 아닌 평소 그녀의 생활습관상의 문제(가

령 다량의 아스피린 투약,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 등)가 Sunny가 혼수상태에 이르

게 된 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 더불어 가정부 Maria와 의붓아들 Alex의 증언의 신

빙성에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이를 반영하면 Claus가 유죄일 가능성이 46.3%로 나

타난다[그림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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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AgenaRisk를 이용한 외국사례(Claus Bülow case) 분석: Claus가 

       ‘유죄’일 것이라는 가설에 대해 법적관용구(‘범행기회’, ‘범행동기’,

        ‘주사바늘에 대한 Alex의 증언’)로 구분하여 분석

[그림 8] AgenaRisk를 이용한 외국사례(Claus Bülow case) 분석 유죄가능성 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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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AgenaRisk를 이용한 외국사례(Claus Bülow case) 분석_유죄 가능성 46.3%

5.2. 국내사례 - 청산염 살인사건51)52) 

□ 사건의 개요

  - 피고인(50대 여인)은 범행이 이루어진 날 낮에 피해자 김순덕이 금 

4,000,000원을 저녁에 변제하겠으니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주고, 같은 날 

20:00경부터 24:00경까지 이현숙의 집에서 이현숙과 술을 마시며 피해자의 

전화를 기다렸으나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그 후 집에 들어가 잠을 잠.

  - 다음 날 11:20경 피고인은 강희숙, 김정순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감. 두 

사람과 함께 찾아간 것은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의 집을 잘 알지 못하고, 또 

피고인이 전날 피해자에게 현금 4,000,000원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상황에

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면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

기 때문이라고 주장. 여기서 피고인은 이미 살해당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경

51) 울산지방법원 2004. 5. 21. 선고 2004고합6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5. 11. 3. 선고 
2004노40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7. 2. 7. 
선고 2006노164 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도1948 판결 참고.

52) 사건에 등장하는 이름은 가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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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에 신고.

  - 피해자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나체 상태인 주검으로 발견되었고, 피해자는 

청산염에 의해 살해되었음이 밝혀짐. 발견 당시 턱 아래와 목주위에 칼로 

찔린 자국이 26군데나 있었으나, 그 상처들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치명적인 것은 아니었음. 피해자가 반항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옷에도 

혈흔이 묻어 있지 않았음. 

  - 피고인은 그 날 밤 이현숙의 집에 가서 자정이 넘는 시각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소주 4병을 나누어 마셨는데, 그들이 술안주로 하기 위해 인근 중국음

식점에 전화로 음식을 주문한 시각이 20:40으로 밝혀졌음. 이현숙의 집 바로 

옆에 소재한 신발가게 주인 박철진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현숙의 집

에 가기 직전에 위 신발가게에서 10분 내지 20분간 박철진의 외손자를 업어

주며 놀다가 갔다고 증언. 피해자의 집에서 위 신발가게까지는 약 265m떨어

져 있어 남자의 걸음걸이로 약 3분 소요.

  - 피고인은 제3자가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되게 하기 위

하여 피고인의 타액이 묻은 75ml 컨디션 병을 청산염이 든 100ml 컨디션 병

과 함께 비닐봉지에 담아 버리고 피해자의 신용카드 등을 피고인의 집 옆 

담 사이에 버리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처럼 보이도록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 

  - 피해자가 청산염중독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실과 피해자의 집 근처 하수구에

서 피해자를 살해하는데 사용된 청산염이 들어있는 100ml 컨디션 병이 발견

된 사실과 위 100ml 컨디션 병은 75ml 컨디션 병과 함께 한 파란색 비닐봉

지에 담겨 있었는데 위 75ml 컨디션 병에 묻어 있던 타액에서 검출된 DNA

가 피고인의 DNA와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짐. 

  - 피해자의 사체 옆에서 발견된 담배에 묻어 있는 타액에서 검출된 DNA와 

피고인의 DNA와 일치. 

□ 사건의 쟁점과 판결 결과 

  - 청산염에 의한 피해자 사망.

  - 피해자 옆 사체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담배발견.

  - 컨디션 병과 칼이 피해자 집 근처 하수구에서 발견되고 수첩과 신용카드 등

이 피고인 집과 외벽 사이 작은 공간에서 발견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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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금속이 피해자의 집에 남아있는 점.

  - 피해자를 발견한 날 피해자의 집을 타인과 동행한 이유.

  - 피해자 살해 시각 당시 피고인의 알리바이 및 범죄의 치 성.

  - 완전 나체인 상태로 그 주검이 발견된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동성애자일 

가능성.

  - 피해자 휴대폰의 행방.

  - 사건관련 피고인과 피해자의 금전관계.

  - 살인동기.

※ 지방법원: 유죄

※ 고등법원: 유죄

※ 대법원: 파기환송

※ 고등법원: 무죄

※ 대법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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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enaRisk에 사건적용

살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범행기회’가 

피고인의 유무죄 판단에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된다. AgenaRisk를 이용하여 사건의 

증언들과 증거들을 토대로 피고인의 유죄확률을 시각화하면 [그림 10]과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1심과 2심 재판에서는 ‘피해자 옆 사체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담배발견’, 

‘컨디션 병과 칼이 피해자 집 근처 하수구에서 발견되고 수첩과 신용카드 등이 피

고인 집과 외벽 사이 작은 공간에서 발견된 점’, ‘피해자 살해 시각 당시 피고인의 

알리바이 및 범죄의 치 성’의 증거 및 증언은 토대로 AgenaRisk로 나타내면 유죄

확률은 82%이다[그림 11]. 하지만 대법원은 피해자가 살해당했을 시각 피고인의 

‘알리바이’가 확인된 사실과 범행동기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점을 AgenaRisk에 적

용해 보면 피고인이 유죄일 가능성은 32.7%가 된다[그림 12]. 

[그림 10] AgenaRisk를 이용한 국내사례(청산염 살인사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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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AgenaRisk를 이용한 국내사례(청산염 살인사건 1심 판결) 분석_

         유죄가능성 82%

[그림 12] AgenaRisk를 이용한 국내사례(청산염 살인사건 대법원 판결) 분석_

         유죄가능성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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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국내사건 - 모자살인사건53)54)

□ 사건의 개요

  - 피고인은 1993. 1. 26. 18:00경 대구 ◦◦구 ◦◦동 ◦◦◦◦건물 4층에 거

주하고 있는 피해자 최진이(여, 55세)가 귀가하는 것을 보고 최진이를 뒤따

라 올라가 대화를 시도함.

  - 최진이는 방을 임차하기 위하여 찾아온 사람으로 착각하였고, 피고인은 임

차인을 가장하여 방안으로 들어가 강도 범행을 하고자 함.

  - 최진이의 딸인 공소외 조윤희(여, 19세)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실행을 

미루었고 최진이에게 노란색 메모지에 ‘956-0000 이 ◦◦’이라고 기재하여 

주면서 다시 연락하겠다고 말한 뒤 위 건물 계단을 내려오다가 돌아오던 조

윤희와 마주침.

  - 피고인은 집 안에 최진이와 조윤희 만이 있어 범행에 용이할 것으로 판단하

고 다시 범행을 결의함. 

  - 임차 문제로 다시 이야기할 것이 있는 양 행세하며 집으로 들어간 뒤 최진

이와 조윤희를 칼로 위협하며 큰 방안으로 몰고 들어가 방문을 닫고 강취할 

물건을 물색함.

  - 최진이가 큰방에는 돈이 없다고 하자 조윤희로 하여금 무릎을 꿇은 상태로 

이불을 꺼내어 덮어쓰게 하고, 최진이에게 돈을 요구하여 최진이가 조윤희

에게 작은방 장판 밑에 돈 12만원이 있으니 가지고 오라고 하여 조윤희가 

이불을 걷고 작은방으로 가려고 하자 칼로 조윤희를 위협하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함.

  -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칼로 위협하며 이동하였는데, 작은방에는 최진이의 아

들 조윤재(21세)가 있었음.

  - 피고인은 조윤재로 하여금 장판 밑에 있던 12만원이 들어있는 돈봉투를 꺼

내게 하여 이를 건네받고 조윤재와 조윤희를 방안에 있는 침대 위로 올라가 

이불을 덮어쓰게 함.

  - 피해자들이 신고하여 검거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53) 이 사건은 사건의 내용에 비추어 ‘모자살인사건’이라고 명칭하였고, 사건에 등장하는 
이름은 가명이다. 

54) 대구지법 1993. 11. 23 선고 93고합578 판결; 대구고법 1994. 4. 20 선고 93노977 판결;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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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로 최진이의 우측 흉부, 좌측 등, 우측 옆구리, 복부 등을 5회에 걸쳐 힘껏 

찌르고, 조윤재가 이를 제지하려 하자 칼로 복부와 좌측 옆구리 등을 각 1회 

힘껏 찌름.

  - 최진이는 간의 자창에 의한 실혈, 조윤재는 신장 및 비장의 자창으로 실혈

로 인하여 사망함.

  - 경찰관 김◦◦는 원심 법정에서 원심판시 제1 범행 직후 신고를 받고 범행 

현장에 출동하여 큰방 바닥에서 “956-2031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노란

색 메모지 1장(증 제14호)을 발견하고 이를 압수하였다. 첫 번째 사건 현장

에서 메모지를 압수함.

  - 1993. 4. 22. 피고인을 사건의 용의자로 검거하고 다음 날 조윤희와 대면하

도록 하여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증언을 확보함.

□ 사건의 쟁점과 판결 결과 

  - 2명을 살해한 강도 살인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데, 범행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 최진이의 딸 조윤희의 진술이 신빙성

이 있는 것으로서 증명력이 있는 것인지, 신빙성 있는 증언을 합리성 없는 

의심으로 배척하고 고도의 개연성을 담보하고 있는 필적감정결과를 배척하

여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 것인지가 사건의 쟁점으로 볼 수 있음.

  - CCTV의 영상에서 용의자가 오른손으로 지퍼를 올렸다는 것과 피고인이 왼

손잡이라는 것이 무죄의 간접사실로 인정될 수 있는지 및 조윤희의 진술과 

다른 간접증거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시킬 정도의 증명력을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하여 1심과 2심․대법원의 판단이 갈린 사건임.

※ 지방법원: 유죄

※ 고등법원: 무죄

※ 대법원: 유죄

   

□ AgenaRisk에 사건적용

피해자의 딸 조윤희의 진술과 필적감정결과 그리고 간접증거들을 AgenaRisk를 

이용하여 사건의 증언들과 증거들을 토대로 피고인의 유죄확률을 시각화하면 [그

림 1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조윤희의 진술과 필적감정의 증명력을 배척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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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피고인이 유죄일 확률을 49.6%이지만[그림 14], 필적감정의 참일 값을 1로 세

팅할 경우 피고인이 유죄일 확률은 60.7%로 증가한다[그림 15]. 

[그림 13] AgenaRisk를 이용한 국내사례(모자살인사건) 분석

[그림 14] AgenaRisk를 이용한 국내사례(모자살인사건 분석)_조윤희의 진술과

         필적감정의 증명력을 배척할 경우: 유죄가능성 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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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AgenaRisk를 이용한 국내사례(모자살인사건 분석)_필적감정의 

           참일 값을 1로 세팅할 경우: 유죄가능성 60.7%

Ⅲ. 요약과 전망

본 연구는 판단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방법으로 베이지안 망을 이용하는 

방안을 소개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베이지안 망을 법적 판단에 적용하려는 시도는 

국내외에서 이미 이루어진 만큼, 본 연구는 단순한 소개에서 벗어나 몇몇 실제 사

례에 베이지안 망을 적용하여 국내 법 실무가들의 관심과 후속 논의를 촉발시키고

자 하였다. 

우리의 법 제도에서는, 물론 고도의 훈련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하지만, 판사

들의 개인적 판단이 판결이 큰 영향을 미친다. 그렇지만 그동안 인지심리학의 연

구를 통해, 인간의 판단 능력은 규범적인 잣대로 볼 때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이 

밝혀졌다. 판사들도 일반적인 인지 능력에 있어 예외가 아니라는 실증적 연구도 

이미 축적되어 있다. 따라서 교육과 판사들의 개인적인 성찰을 통해 판단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판단과 관련된 인접 분야의 지식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식 중 하나가 베이지안 통계를 활용하는 기법이다. 실제로 베이지

안 망을 법적 판단에 적용하려는 시도는 오래전부터 이루어졌는데, 최근 통계학적 

기법과 이를 처리하는 소프트웨어의 발전으로 그 사용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유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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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베이지안 망을 고려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법

적 삼단논법을 비롯한 전통적인 법적 논증방법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 논증에서는 일련의 발생사실 또는 증거들 간의 개연성을 법관의 자유심증

에 의해 의존할 뿐, 증거의 증명력 및 개개의 증거가 지니고 있는 확률적 가능성

을 고려하지 못하고,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기제가 없다. 

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베이지안 망을 활용할 수 있다. 물론 모든 사건에 적

용될 수는 없겠지만, 후속 연구들을 통해 그 적용 범위와 한계를 구체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소개된 베이지안 망을 이용한 법적논증 분석은 이미 판결이 난 사

건에 대한 사후 분석에 국한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잡

한 형사사건들에서의 여러 증거와 증언을 서로 독립적인 몇 개의 영역으로 구분하

여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이 아니라, 증거나 증언의 관련성을 더 쉽게 논리

적, 인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는 애당초 Wigmore가 그

래프를 이용하여 하나의 사건에 대해 파악하려 했던 사건 전체의 개요를 어느 정

도 추상화한 수준에서 표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베이지안 망은 

Wigmore의 그래프보다 사건에서의 쟁점을 시각적으로 그리고 양적으로 확인하기 

쉽게 해준다. 이 특징들, 즉 개별 증거나 증언을 확률적으로 표상하고, 수많은 증

거와 증언의 관련성을 논리적․인과적으로 파악하게 해 준다는 점에서, 법적 추론

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베이지안 분석망과 같은 도구가 없이도 지금까지 판사들은 직관과 경험을 바탕

으로 최선의 판단을 내리기 위해 애써 왔다. 그럼에도 이런 분석 방법을 판결의 

보조도구로 사용하면, 판사들이 판결하는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무엇을 판

결의 핵심으로 간주하고 있는지를 객관화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판결

과정은 물론 판결문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다.  

물론 이상의 바람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후속 연구가 선행될 때 실현 가능하다. 

무엇보다 먼저 베이지안 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전제로 베이지안 망을 사용한 

집단과 망을 사용하지 않고 판결을 내린 집단 간의 판결의 질을 비교하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없다면 굳이 번거로운 베이지안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증언과 증거의 관련성이 복잡한 사건의 경

우 베이지안 망을 사용하는 집단의 판결에 대한 정확성은 물론 판결문의 투명성 

또한 높을 것을 예상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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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지안 망이 얼마만큼 일관적으로 구성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 역시 필요하

다. 즉 동일 사건을 서로 다른 사람들이 분석했을 때, 구성된 베이지안 망들이 얼

마만큼 일치하는지를 알아보아야 한다. 일치도가 높으면 이 분석이 더 널리 사용

될 가능성을 높여주지만 그렇지 않다면 일치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

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 사건에 대한 베이지안 망이 안정적으로 구성된다 하더라도 또 다시 탐색되어

야 하는 문제는 각 마디에 대한 확률표를 만드는 데 있어서의 일치도이다. 하나의 

베이지안 망을 법 실무가들에게 제시하였을 때 각 마디에서의 조건부 확률에 대한 

추정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판결의 일치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예상은 

물론 사람마다 다른 확률을 할당할 때, 이들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방법

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겠다. 

더불어 AgenaRisk가 제시하는 가설에 대한 최종값이 정해진 후 그 확률값에 대

해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또 다른 연구 영역이다. 가령 증거가 제시된 후 피고

인이 유죄일 확률이 85%로 도출되었을 때, 이 결과를 토대로 피고인을 ‘유죄에 가

깝게 볼 것인가?’ 아니면 ‘무죄에 가깝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대륙법계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에서는 종래 유죄판결을 위한 법관

의 심증형성의 정도로서 ‘확신’의 단계에 도달할 것을 요구하면서, 확신단계의 증

명을 진실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라고 설명하고 있다.55)56) 최근에는 이러한 확

신이라는 개념과 함께, 영미법의 영향을 받아 ‘합리적 의심이 해소될 수 있을 정도

의 증명’을 요구하고 있다.57) 그러나 영미법에서는 증명력의 정도를 계량화할 수 

55)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없을 정도
로 고도의 개연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하여야 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의 의심
이 간다는 사정만으로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5395 
판결).

56) “고도의 개연성에 대하여 독일형사소송법에서 확신이라는 기준은 ‘긍정적 평가’의 누
적에 의하여 진실에 접근하는 방식임에 비하여, 영미증거법상 합리적 의심의 해소여
부라는 기준은 ‘부정적 평가’의 소거에 의하여 증명하는 방식으로, 증명의 방식에 있
어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 견해는 궁극적으로 동일한 귀결점에 도달하는 개념으
로서, 양자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거나 양자를 절충적으로 소화하여 이해한다.”(류혁
상, 증거의 신빙성 제고를 한 효과 인 증거수집  출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55면).

57) ‘개연성’과 관련한 일반적 설명에 대하여는,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
결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
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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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전제로 심증형성의 정도를 4단계로 더욱 세분화하고 있다. 즉, 심증의 형성

을 ① 절대적 확실성(100% 확실), ②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없을 정도의 확실성

(95% 확실), ③ 상당한 이유 또는 증거의 우월(50% 초과 확실), ④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음(5~20%)으로 나눔으로써 AgenaRisk가 제시하는 가설에 대한 최종값에 

대한 평가를 적용시키기 용이한 측면이 있다.58) 따라서 향후 심증형성의 정도를 

계량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등이 제시될 수는 있는지를 논의해볼 필요

가 있다.

본 연구는 실제 진행 중인 재판의 자료에 접근할 수 없다는 제약으로 인해 부득

이하게 이미 판결이 난 사건을 증거들과 쟁점들을 중심으로 사후적 분석이 이루어

지다 보니, 실제 진행 중인 사건의 분석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실제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분석을 해보고 그 결과를 실제 판결과 비교하는 연구도 진

행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재판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에서의 베이지안 접근법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앞서 소개된 오판 분석 연구에 따르면 수사단계

에서 터널비전에 빠져 중요한 증거들이 간과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수사관의 직

관이나 심증이 때로 어려운 사건을 해결하는 실마리가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엉뚱

한 사람을 범인으로 몰고 가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수사단계에서도 때로는 서로 

갈등적인 증거와 증거들이 혼재하는 만큼 이들을 넓은 조망에서 바라볼 수 있게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
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
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
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
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58) 그러나 영미 소송상 증명도 내에서도 일치된 의견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영미 소송
상 각종 증명도의 개념을 10단계로 구분하였으며, ‘절대적 확실성’(100%)로 ‘어떤 법
절차에서도 필요치 않음’, ‘합리적 의심의 해소’(95%)로 ‘피고인의 유죄인정, 모든 범
죄구성요건의 입증’,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80%)로 ‘보석기각, 정신이상 방어에
서 요구하는 주가 있음’, ‘상당한 이유’(50%)로 ‘영장발부, 영장 없는 수색․압수․체
포, 배심기소, 검사기소, 사인의 체포’, ‘증거의 우세’(50%)로 ‘민사소송 승소, 형사상 
적극적 방어’, ‘합리적 혐의’(20%)로 ‘경찰의 부심검문’, ‘혐의’(10%)로 ‘경찰 또는 대
비심 조사의 개시’, ‘합리적 의심’(5%)는 ‘피고인의 무죄인정’, ‘육감’(0%)로 ‘어떤 법
적 절차에서도 불충분’, 마지막으로 ‘정보없음’(0)%로 ‘어떤 법적 절차에서도 불충분’
으로 증명도를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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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베이지안 분석틀을 개발할 수 있겠다.

위에 언급된 몇 가지 후속 연구들이 이루어지면, 베이지안 망을 판사들의 판결 

정확도를 높이는 보조 도구로써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 단

계에 이르기 전에라도 이 방법은 법관 양성 교육에 활용될 수도 있겠다. 실제로 

이 분야에서 큰 기여를 한 George Mason 대학의 설계공학과 교수인 David Schum

은 법학전문대학생을 대상으로 증거에 대한 베이지안 분석법을 오랫동안 가르쳐 

왔다. 국내에서도 이런 일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례들의 축적과 이에 

대한 분석, 그리고 판사와 심리학자 및 통계학자들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너

무도 당연해 보인다. 그런 협력의 장이 속히 열릴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판결 

배후의 추론 과정을 명료히 하는 데 실질적인 진전이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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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egal Argument Analysis Using Bayesian Network*
1)

Ko, Minjo**
2)

Park, Jooyong***
3)

  

The criminal justice system places importance on identifying substantive truth. 

However, throughout all ages, uncovering substantive truth has been a difficult proc-

ess, often plagued by errors and leading to erroneous conclusions. In recent years, 

both in Korea and abroad, many researchers are gathering information about wrong 

judgments in actual trials, in order to find ways to reduce them. With this as the 

backdrop, this study focuses on applying the legal argument analysis using Bayesian 

network to a few actual legal cases, and examines its applicability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he theoretical usefulness of Bayesian analysis has been recognized 

in various fields; however, its application has been difficult because of the complex-

ity of calculation. Fortunately, recent advances in statistical techniques and develop-

ment of software such as AgenaRisk have made it easier to apply Bayesian analysis. 

This study examines three legal cases using AgenaRisk program and ultimately seeks 

to increase the applicability of Bayesian analysis in the legal system.

Keywords: legal argumentation, Bayesian network, credibility, evidence, fact finding

  * This work was supported by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2013 the Interdisciplinary 
Research Grant.

 ** Candidate Ph. D Student, Department of Psych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First author.
*** Professor, Department of Psych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Second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