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버트 사건, 금호타이어 사건, 조이너 사건에서연방대법원이내

린 판결은 전문가 증언의 증거능력에 대한 규칙을 만들고자

하는노력과무관하지않다. 오히려, 연방대법원이증거규칙을수행

하기위해면 하게공들인사법적노력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그

들의지혜를평가하기위해서는그판결들을연방증거규칙에명시

된목표(즉, 공정성, 효율성, 진실, 정의)와대비시켜봐야한다. 이장

에서논의하겠지만, 연방대법원은연방증거규칙제702조가기대하

는 출입관리절차 및 규칙을 해석하여 목표들을 달성하는 까다로운

제4장

증거규칙의목표를달성하는데
제기되는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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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을사실심및상소법원들에게맡겼다. 그로인해개별적사건에

서목표들중일부가훼손되기도하고여러사건들을비교했을때증

거능력결정이일관적이지못한결과가초래되기도한다. 이장에서

는더버트사건이후판례를가지고논의를진행하고자한다. 연방증

거규칙제702조그리고더버트, 조이너, 금호타이어 판결들이증거규칙

에대한인식을어떻게수행한것인지가우리의관심사이므로연방

규칙을거부한주법원의판결들은다루지않을것이다.1)

공정성

연방 증거규칙의 입안자들이 공정성을 증거규칙의 첫 번째 목표로

꼽은것은재판의절차가얼마나중요한지를천명한것이다. 공정한

절차는모든이들이대등한입장에서경쟁할수있도록보장하려는

것이다. 과학자들의 눈에는 이것이 이상하게 보일 수 있을 것이다.

과학자는 공정성이라는 틀거리로 동료의 연구를 평가하지 않는다.

과학은오직타당한결과를촉진하는범위안에서만과정에신경을

쓴다. 하지만법에서는공정성이사법제도에대한합법성인식과만

족도를촉진하기때문에, 절차의효율성, 진실성, 혹은정의와는별

개로대단히중요한것이다.2)

증언대위의과학78

1) Alice B. Lustre, Post-Daubert Standards for Admissibility of Scientific and Other
Expert Evidence in State Courts, 90A.L.R. 5th 453(2001).

2) 예컨대, TOM R. TYLER의WHY PEOPLE OBEY THE LAW(1990)를참고할것; Dani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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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증거규칙 제702조에 의거한 판결에서 공정성 목표가 어떤

역할을하는지살펴보자. 연방대법원은전문가증언의증거능력에

대해이의가제기되었을경우, 연방판사들이출입관리자역할을수

행해제출된전문가정보가신뢰할만하여증거적목적에맞는지증

거능력의역치를결정하라고판시했다. 더버트 판결에서연방대법원

은“증거규칙적용시, 판사는허용된모든과학적증언또는증거가

관련성이있을뿐만아니라신뢰성이있는것임을보증해야한다.”3)

라고했다. 과학적정보제공에있어서증거의신뢰도는과학적타당

성을 의미한다.4) 비과학적 전문가 의견의 경우, 금호타이어 판례에

따르면“증거규칙제702조에의거, 특정사건마다고유한사실과정

황에비추어신뢰도를결정할수있는재량권이지방법원판사들에

게있다.”5) 즉, 판사는전문가가근거한방법의타당성이아니라다

른어떤기준에입각해판결에도달할수있다는뜻이다.

이렇듯과학적전문가증언과비과학적전문가증언이약간다르

다는것을감안했을때, 사실심법원들이증거능력을공정하게결정

하려면어떤기준에따라야하는것일까? 연방증거규칙제702조에

따라일관성있고편견없는기준들을적용해증거능력을결정하면

된다는것이간단한대답이될수있다. 그렇게하면특정의뢰인또

제4장 증거규칙의목표를달성하는데제기되는문제점 79

W. Shuman et al., Jury Service-It May Change Your Mind: Perceptions of
Fairness of Jurors and Nonjurors,46 SMU L. REV. 449(1992).

3) 509 U.S. 579, 589(1993).
4) Id. at 590(“과학적증거가개입되는사건에서, 증거적신뢰성은과학적타당성에근거한다).
5) Kumho Tire Co. v. Carmichael, 526 U.S. 137, 158(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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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의뢰인의특정유형에치우치지않고한결같은판결을내릴수있

을것처럼보이기때문이다.6) 일관성이공정성목표를촉진하는것

은사실이다. 하지만, 진실과정의에미치는 향은또다른문제이

다. 공정성을촉진하는기준들이라고해서다른두목표의추구도촉

진할수있는지에대해서는나중에진실과정의부분에서논의하도

록하겠다.

더버트, 조이너, 금호타이어 판결의해석대로연방증거규칙제702

조를통해공정성이라는목표가달성될수있는것일까? 정답은법

원들이판결에필요한과학적, 기술적, 기타전문화된정보를사법적

으로분석하는과정에서수많은이유때문에공정성목표를저해하

는실질적인문제점에부닥치게된다는것이다.

첫째, 법원들이증거능력을결정할때유사한사건이라도항상똑

같은유형의정보에의존하는것이아니다. 그렇기때문에사법적판

결들이일관적이지못하고그로인해공정성목표가훼손된다. 판결

의비일관성은당사자주의고유의문제이긴하지만더버트및그후

계격판례들에의해변호사와판사들이전문가증언의신뢰도를혼

자알아서평가해야하는상황이되었기때문에문제가보다악화되

었다.

좀 더자세히설명하자면, 전문가증언의허용여부를결정할때

더버트 판결은제출된정보가관련성있는것인가와더불어신뢰성이

있는것인가를법원에게결정하라고했다. 그래서그결정을하기위

증언대위의과학80

6) 앞에나온제2장의각주13~14를참고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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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법원들은 1차, 2차 그리고 3차적권위를가진여러정보원(情報

源)에 의존한다. 이 정보원들은 제출된 전문가 증언의 기초가 되는

원칙과방법의과학적타당성을증명하거나혹은비과학적전문가가

결론에도달하기위해사용한원칙과방법의증거적신뢰도를증명

하는데있어서각각적절성정도에따라서연속선상에서분류될수

있다. 어떤 정보원은 판사들이 이해하고 평가하기도 쉬운 반면, 또

어떤것들은과학적, 기술적또는전문화된훈련을필요로한다. 그

런데안타깝게도, 대체로판사들이이해하거나적용하기쉬운정보

원일수록신뢰도가떨어진다.

과학의경우, 법원은1차조사문헌에의거할수있다. 이것은동료

심사를거친학술지나기술보고서에발표된독창적인과학논문들

로서증거능력결정에서쟁점이되는원칙이나방법의과학적타당

성을직접적으로제시해준다. 법원은또한이러한문헌들을다른과

학자나전문가가심사해서작성한2차적비평도참고할수있다. 이

유형의문헌은과학자나다른전문가들이 1차적문헌을평가, 심사

한것으로어떤문제를다루는데있어서그문헌이적절한지, 가치

가있는지등에대해의견을제공해준다. 3차적분석물들은법을전

공하는학생, 법대교수, 변호사나판사등이저술한분석적법률리

뷰논문이거나다른사건들에대해유사한유형의전문가정보를허

용해본안을다룬사법적의견이다. 세가지가운데하나의정보원에

만의존하거나이정보원들을다른방식으로결합해서사용하게되

면동일한쟁점에대해서도서로다른결론에다다를수있으며, 그

로인해판결의비일관성이초래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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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이출입관리자의무를수행할때근거로삼아야할정보원

이무엇인지연방증거규칙제702조도연방대법원의더버트, 조이너,

금호타이어 판결도지침을주지않는다. 사실심법원의증거적판결에

대해상소법원이재심을할때적용해야한다고 조이너 판례에언급

된‘재량권남용’기준은실제로, 어떤정보원에어느정도의중요도

를부여해사용해야하는지에대해사실심판사홀로결정하게만드

는것같다.7) 그결과, 세가지정보원이모두존재하여사용가능한

상황에서어떤판사는1차정보원을사용하는데다른판사는2차혹

은3차정보원을사용하는경우도있고, 동일한판사가어떤사건에

서는 3차정보원을사용했다가다른비슷한사건에서는 1차정보원

을사용하는경우도있을수있다. 이러한선택은‘연방대법원의재

심레이더망’8)에포착될가능성이있다. 사실심판결들이서로다르

다고해서상소심심리에서 조이너 판례의재량권남용기준에따라

파기가능한오심으로모두인정되는것이아니기때문이다.

둘째, 당사자주의와그소송절차의결과로, 제출된전문가증언에

대해직접이의를제기하거나전문가증언의증거능력에이의를제

기하기위해제시되어야하는정보가무엇인지식별하는것은판사

들의몫이아니다. 상대편의전문가증언에대해이의를제기하는것

은변호사의소관이다. 전문가증언에대해시기적절하고구체적인

증언대위의과학82

7) Michael H. Gottesman, From Barefoot to Daubert to Joiner: Triple Play or Double
Error? 40 ARIZ. L. REV. 753, 775(1998). (“조이너사건은‘무엇이든다괜찮다.’에대한
찬사이다.”)

8) Id. at 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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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를제기하지않으면연방증거규칙제103조에따라증거허용에

반대할권리를포기하는것이다.9) 이관행의논리는사건설명및법

적주장, 이의제기를당사자양측에게맡겨통제하도록하는당사자

주의적접근과일맥상통한다. 그런데변호사들의능력과전략이서

로다르기때문에이러한당사자주의적일면으로인해유사한재판

이라도다른결과가나올수있는여지가생긴다. 그리고더버트, 조이

너, 금호타이어 판결의해석대로연방증거규칙제702조를수행하는

데있어서이러한차이들이비일관성을낳을수있다.

셋째, 판사는더버트의실용적고려사항들가운데어떤것을특정

사실에적용해서증거적신뢰도를평가해야하는것일까?10) 그들을

어떤순서로적용해야하는것일까? 최종판결에도달할때그러한

실용적고려사항에어느정도의비중을두어야하는것일까? 더버트

와 금호타이어 판결에서언급된것처럼, 이러한지침이나고려사항

가운데어느것을주어진사건에혹은특정범주의전문지식에적용

해야하는것인지는법원의온전한재량권에해당하는것이다.11)“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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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연방증거규칙제103(a)조：(1) “당사자의권리에상당한 향을주지않는한, 증거를허
용또는배제하는판결을오류라고단정할수없다. 또한…증거를허용하는판결의경우,
시기적절한이의또는삭제신청이구체적인이의의근거와함께기록에남을수있다….”

10) 앞에나온제3장각주58~59의내용을참고할것.
11) 엔지니어전문가증언의증거능력을결정해야하는판사는하나혹은그이상의특정더버

트요인들을고려할수있다. 여기서‘할수있다.’라는말을강조한것은증거규칙제702
조조사를‘유연한것’이라고묘사한것을반 한다. 509 U.S. at 594, 113 S.Ct. 2786. 더
버트요인들은최종적인체크리스트나기준이아니다. Id., at 593, 113 S.Ct. 2786. 또한
출입관리자조사는특정사실에국한해야한다. Id., at 591, 113, S.Ct. 2786. 더버트요인
들은쟁점의성격, 전문가개인의전문지식, 그리고전문가증언의주제에따라신뢰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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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트 기준에두어야하는비중이나그것들을조합하는방법에대해

서는 [판사들사이에] 의견일치된바가거의없다.”12) 판사들의선택

이그렇다면, 그리고그것이‘합리적인신뢰도의척도’13) 이기만하

면, 판사들은주어진실용적고려사항모두를무시하고완전히새로

운고려사항을사용해도된다는것이 금호타이어 판결의교훈이다.

그결과, 사법적판결이판사들의의사결정과정에따라달라지며이

러한편차는상소법원도조정할수없는것이다. 조이너 판결의판시

에따라사실심법원의판결에대한재심은‘재량권의남용’기준에

만의거해야하며, 이말은터무니없는오심이아니고서는모든면에

서사실심판사들의판결이존중된다는뜻이기때문이다. 더버트, 조

이너, 금호타이어 판례의해석대로연방증거규칙제702조를적용하

여공정성을달성하고자할때가장큰문제점은중구난방으로기준

들이적용되고비중이부여되는것이다.

이러한딜레마는금호타이어 판결 후비과학적으로도출된임상적

의견증언에대해서도마찬가지로현저하게나타난다. 금호타이어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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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는데적절할수도있고그렇지않을수도있다. 이요인들중어떤것은심지어경험
에근거한전문가증언의신뢰도를평가하는데도움이될수있다. 항소법원은그런사건
들에서그요인들을배제하는오류를범했다. 특정한전문가증언이신뢰할수있는것인지
결정할때사실심법원은더버트요인들이신뢰도를측정하는합리적인척도일경우에그
것들을고려해야만한다. 
Kumho Tire Co. v. Carmichael 526 U.S. 137, 138(1999).

12) Sophia I. Gatowski et. al., Asking the Gatekeepers: A National Survey of Judges
on Judging Expert Evidence in a Post-Daubert World, 25 LAW & HUM. BEHAV.
433, 448(2001).

13) Kumho Tire, 526 U.S. at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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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에서“더버트기준이비과학적전문가증언에도적용될수있다.”14)

고했고임상의견증언은이범주에해당하지만, 일반적수용을제

외한나머지실용적고려사항들이실제로적용될수있을지확실히

알수가없다. 임상가들은임상적으로도출된의견의타당성을검증

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합의된 기준들을 인정하거나 적용하지 않는

다.15) 따라서, 연방대법원이더버트 사건에서역학적방법을적용했

던것처럼법원들이의지할수있는전문적측정방법이아무것도없

다. 결국확실한것이아무것도없기때문에유사한사건들에서일관

성있게기준을적용하지못하게되고, 그로인해공정성목표를달

성하는데문제가발생하는것이다.

예컨대, 금호타이어 판례에비추어판결된제9순회항소법원의 미

국 대 행키 사건16)을살펴보자. 행키와공동피고인이펜시클리딘(동

물마취제, 환각제) 불법판매로기소되었는데, 행키는불법행위에가

담하지않았다고공동피고인이증언했다. 공동피고인의증언에이

의를제기하기위해정부측에서경찰관을전문가증인으로내세웠

고그경찰관은행키와공동피고인이갱단의멤버이며갱들은동료

에게불리한증언을하면보통그벌로살해당하거나심각한상해를

당한다고증언했다. 정부측전문가는그렇기때문에공동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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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Kumho Tire,526 U.S. at 138. (“이요소들중어떤것은심지어경험에근거한전문가증
언일지라도그신뢰도를평가하는데도움이될수있다….”)

15) 실제로, 과학적타당성확인방법을적용하지않으면안될것이다. 하지만그들은그것을
사용하지않는다. 뒤에나오는제4장각주134∼135 내용을참고할것.

16) 203 F.3d 1160(9th Cir.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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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키의범행가담을부인하며위증하는것이라고했다. 사실심법원

은행키측의이의에도불구하고전문가증언을받아들 고행키측

은이판결에불복, 제9순회항소법원에항소했다. 항소법원은“이런

부류의증언에는 더버트 요소들(동료 심사, 발표, 잠재적오차율등)

이쉽사리적용되지않는다. 이런증언의신뢰도는근거가되는방법

론이나이론이아니라, 주로전문가의지식과경험에달려있기때문

이다.”17)라고 판결이유를 밝히며 사실심 법원의 판결을 확인했다.

행키사건을다룬항소법원은전문가증언이해박하고전문화된경

험에기초한일련의관찰에근거할수있다고했던금호타이어 판결을

부연설명하면서전문가의지식, 기술, 경험, 훈련또는교육에주안

점을둔증거능력의결정도가능하다고설명했다. 이기준을사용하

다보면동일사실에대해법원에따라증거능력판결이달라지는비

일관성의위험성이있다. 경험의충분여부를평가할수있는입증된

기준이없기때문에판사마다개인적경험에의해형성된경찰관증

인들에대한가치기준이달라결국판사에따라이질적인판결이나

오기때문이다.

만약 유사 사건들에 대한 판결의 일관성으로 공정성을 측정한다

면, 더버트 판결이후해석, 적용된연방증거규칙제702조는공정성

을실현하기어려운것으로보인다. 법원들이의존할수있는천차만

별의정보원, 그정보원을이해하는판사들의능력차, 그리고상소

법원이더버트기준을적용하는사실심법원들에게부여해야한다고

증언대위의과학86

17) Id. at 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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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된넓은운신의폭등으로인해더버트기준이다른목표들은촉

진할지몰라도공정성은결코그안에들지못한다는것이우리가내

릴수있는결론이다.

효율성

연방증거규칙제102조가효율성에관심을두고있으므로우리는더

버트및그후계격판례들이변호사와법원들에게비용효율적, 시간

효율적 향을미쳤는지평가해야한다. 예컨대, 변호사들이변호를

수행할때의비용효율과시간효율이연방증거규칙제702조를채택

하기 이전과 이후에 달라졌을까? 증거의 신뢰도가 일정하다고 할

때, 허용된전문가증언의증거능력을평가하는데증거규칙제702

조이전보다이후에시간과비용이절약되고있는가? 이질문에대

한답을찾아보면연방증거규칙제702조와더버트 판결이후효율성

이설명될것이다.

이문제들을탐색하고해답을찾기위해우선연방규칙이증거의

허용에유리한보다개방적관점을채택하고자했음을기억할필요

가있다. 연방증거규칙이보다개방적이라면사실인정자에게정보

를제공해주기위해보다많은전문가증언을허용해야한다.18)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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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연방증거규칙제702조, 2000년수정자문위원회주석을참고할것(“더버트판결후판례
법을고찰해보면, 전문가증언에대한거부는규칙이라기보다예외이다”). 또한Heller v.
Shaw Industries, 167 F.3d 146, 155(3rd Cir. 1999)를참고할것(“연방증거규칙의개방
적인취지, 더버트조사의유연성, 전문가의견의궁극적신빙성을결정하는판사와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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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두가지측면에서효율성에 향을줄수있다. 첫째는증거의허

용가능성그자체에관한것이고, 둘째는그결정이사건의해결에

미치는결과에관한것이다.

만약연방증거규칙이효율성을증가시킨다면, 연방증거규칙이

전과비교했을때동일한증언이라도증거규칙입안이후에제공되

었을경우, 변호사가사건을준비하는데시간과비용이덜들고판

사가증거능력을결정하는데시간이절약되어야한다. 이가정대로

라면, 연방증거규칙이전의변호사는관련된과학자집단에의해일

반적으로승인된전문가증언을발굴하는데훨씬더많은시간과비

용을썼어야하고, 판사는전문가가일반적수용기준을만족시키는

지평가하기위해더많은시간을보냈어야한다. 이는제출된전문

가증언이일반적으로수용된것이라는사실을입증할수있는전문

가를보다오랫동안, 보다철저하게찾아야했다는뜻이고증거능력

결정을하는것이보다복잡하고시간도많이투입되어야했다는뜻

이다. 거꾸로말해서, 이가정대로라면연방증거규칙의개방적인취

지로인해증거능력이있는정보를전달할전문가를확보하는데시

간과비용이절약되기때문에변호사의업무가보다효율적으로이

루어지게되었고판사가증거능력을결정하는데필요한시간이줄

어들었으리라는말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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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의역할등으로보건대, 의료전문가가특정사물이특정질병을유발시켰다고신뢰도
있게결론내리기위해일반적인과관계에대해발표된연구논문을항상인용해야한다고
생각하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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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정의문제점은그것을뒷받침해주는증거는없고반론만무

수히많다는점이다. 증거능력의관련성을관대하게결정했던코먼

로에서는 제출된 전문가가 자격을 갖추고 증언이 관련성만 있으면

배심에게제시될수있었다. 따라서변호사의수월한재판준비나전

문가증언의증거능력을판단하는데드는비용을절감하는차원에

서대단히효율적이었다.

프라이검사로인해변호사의일이다소증가되었다. 하지만모든

사법관할지역에서다그런것은아니었다.19)어떤법원에서는프라이

검사를만족시키기위해단한명의전문가가하는증언이나다른법

원의판결을받아들인반면, 한 명이상의전문가가동시에증언을

해야 한다거나 일반적 수용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문헌을 제시해야

한다고요구하는법원도있었다. 이렇듯프라이검사가요구하는바

에대해일치된의견이없었기때문에프라이검사를전문가증언의

증거능력에대한기준으로삼는데대한비판이많았으며, 여러사건

들을거치는동안효율성에대한의문이제기되었다. 게다가, 프라이

검사는생소한과학에만적용된다는제한이있었기때문에흔히허

용되는증거는프라이기준에의거한조사대상이되지않았다.20) 결

국프라이검사는이러한제한된적용때문에대부분의판례에서증

거능력결정의효율성에아무 향도끼치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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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Paul C. Giannelli, The Admissibility of Novel Scientific Evidence: Frye v. United
States, a Half-Century Later, 80 COLUM. L. REV. 1197, 1215-1219(1980).

20)Randolph N. Jonakait, The Standard of Appellate Review for Scientific Evidence:
Beyond Joiner and Scheffer, 32 U.C. DAVIS L. REV. 289(1999)를참고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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