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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26. 15:00경 서울 중구 ○○로○○길 ○○동 ○○아파트 제2관
리사무소에서 피고인의 아버지가 긴급조치위반을 해서 감시를 당하고 있고, 전화기도
관리사무소에서 도청되고 있으며, 508호에서는 해킹을 시도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위 관리사무소의 통신시설을 촬영하여야 한다며 진입하여 핸드폰으로 업무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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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박○○과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얼굴을 촬영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등에게 "
비리깡패들, 비리를 밝혀야 한다"고 모욕적인 말을 하며 제한구역인 통신실(MDF실)로
들어가려는 시도를 반복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및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정상적인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
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이 위력으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
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SH공사 직원인 남○○로부터 그동안 피고인이 위 아파트 관리와 관련
하여 제기해 온 문제들(관리비, 화재설비, 전기요금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보자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날짜를 약속하여 이 사건 당일 오후 관리사무소 2층에 있는 회의
실에 가게 되었다. 아파트 관리소장 양○○, 관리과장 김○○, 남○○을 비롯한 SH공
사 직원들과 피고인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회의는 서로의 입장 차이로 고성이 오가
면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고 별다른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모두 1층으로 내려왔는
데, 당시 관리사무소 앞 CCTV 영상을 보면, 일행 중 김○○이 걸음을 빨리하여 관리
사무소 안으로 들어가자 남○○과 이야기하며 걸어오던 피고인도 동생과 함께 뒤따라
관리사무소 안으로 들어가는(15:09:51 - CCTV 영상에 나타난 시각, 이하 같다) 모습
이 나타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관리사무실 안에 들어가게 된 계기와 그 경과를 보면, ‘아버지
가 긴급조치위반을 해서 감시를 당하고 있고, 전화기도 관리사무소에서 도청되고 있으
며, 508호에서는 해킹을 시도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통신시설을 촬영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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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며 관리사무소에 진입’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 기재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이고,
그 부분을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피고인은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관리사무소에 4번 들어갔다
나오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15:09:51경 동생과 함께 들어갔다가 15:10:33경 나왔고
(㉠ 사무소 내부 42초), 다시 혼자 15:10:50경 들어갔다가 15:11:55경 나왔으며(㉡ 사무
소 내부 1분 5초), 15:13:27경 들어갔다가 15:15:13경 나와(㉢ 사무소 내부 1분 46초)
동생을 데리고 15:15:25경 다시 들어가 15:21:35경 나왔다(㉣ 사무소 내부 6분 10초).
③ 피고인이 재차 들어왔을 때 신고를 했다는 박○○의 증언, 위 ㉡ 직후 박○○이
사무소 밖으로 피고인을 쫓아 나와 ‘신고했으니 어디 가지 말고 기다리고 있으라’는 취
지로 고함을 치고 다시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CCTV 영상 등에 비추어 보면, 박○
○은 위 ㉡ 시기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 ㉡의 시간을 다 합하여도
피고인이 사무소 내부에 머물렀던 시간은 1분 47초에 불과하고, 박○○은 ‘입주민이
사진을 허락도 없이 찍고 있다, 업무방해를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는바,
박○○은 피고인이 관리사무소에 들어와 핸드폰으로 직원들의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처
럼 보이자 바로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동영상 촬영이 아니라 대화
내용을 녹취한 것인데, 설령 피고인이 직원들의 동영상을 촬영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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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타인의 영상을 촬영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1분
47초에 불과한 짧은 시간동안 어떠한 위력이 있다고 하기도 어려운 위 행위를 하였다
고 해서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아파트 관리업무가 방해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박○○
역시 자신의 업무가 방해되었다는 생각에서가 아니라 ○○ ○○○○ ○○○ ○ ○○
○○○ ○○ ○○○○ ○○○

○○○○ ○○○ ○

○○ ○○○ ○○ ○○

○○ ○

○ 피고인이 핸드폰을 꺼내 든 것을 기화로 즉시 이 사건 신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④ 위 ㉡ 후 집에 가려던 피고인은 박○○이 ‘신고했으니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
라’고 하자 앞서 회의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모여 있던 곳으로 다가가 이야기를 나누
다가 김○○이 남○○을 데리고 관리사무소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동생을 데리고 사무
소 내에 들어갔다가(위 ㉢) 동생이 혼자 나오자 따라 나와 동생을 데리고 다시 사무실
에 들어가는데(위 ㉣), 당시 사무소 안에는 김○○, 남○○, 박○○, 그리고 한전에서
나온 직원이 함께 있었다.
허락 없이 사진을 찍는다는 내용만으로 신고가 된 점에 비추어, 공소사실에서 위
력의 내용으로 적시된 ‘비리깡패들, 비리를 밝혀야 한다는 모욕적인 말을 하며 제한구
역인 통신실에 들어가려는 시도를 반복하였다’는 내용은 위 ㉠, ㉡ 시기가 아니라 ㉢,
㉣ 시기에 일어났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는바, 위 ㉢, ㉣ 시기에 피고인이 그와 같은
위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피고인은 당시 ‘비리가 계속되고 있으니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 깡패도 아니고 이렇게 행패를 부리느냐’ 등의 이야기를 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데, 설령 더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개인에 대한
모욕 등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말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업무방
해의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또한 통신실에 진입을 반복하여 시도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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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 역시 피고인이 통신실에 들어가 보겠다고 요구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떠한 위력을 동반하여 억지로 통신실에 들어가려고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
바, 증인 박○○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통신실에게 들어가려는 피고인에게 안 된다
고 말로만 했다는 것인데, 이에 피고인은 통신실에 억지로 들어가지 않고 나중에 경찰
관이 도착한 뒤 경찰관에게 입회하여 통신실에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을
한 점, 남○○이 함께 찍혀 있어 위 ㉢, ㉣ 시기에 찍은 것으로 판단되는 피고인 제출
의 사진들을 보면 자리에 앉아 있는 박○○, 김○○, 그 옆에 서 있는 남○○의 모습이
매우 평온하거나 웃고 있기까지 하여 피고인이 그 시기에 어떠한 행패를 부렸던 것으
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 파일 중에는 김○○, 박○○이 전기계량기
교체를 위하여 나온 위 한전 직원과 업무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옆에 있던 피고인
이 전자식계량기로 바꾸게 된다는 이야기를 듣자 ‘아 다행이다. 진작 그렇게 했어야지’
등의 말을 하면서 기뻐하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에 비추어 당시 어떠한 위력이 행사
되고 있던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
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당시 피고인이 어떠한 위력을 행사하였다면 함
께 있던 피고인의 동생이 동조하거나 말리는 등으로 관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CCTV에 나타난 동생의 태도를 보면 피고인을 따라 사무소 안에 들어가거나 혼자 나
왔다가 다시 피고인을 따라 들어가는 등의 모습에서 전혀 그러한 조급함이 엿보이지
않고, 피고인과 회의를 한 후 내려와 관리사무소 바깥에 모여 서 있던 관리소장, SH
직원 등 다른 사람들도 웃으면서 가끔 사무소 안쪽을 흘긋거리거나 자기들끼리 이야기
하면서 신경을 안 쓰는 듯 보이는데 이는 피고인이 관리사무소 내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상당히 부자연스러운 모습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 ㉣ 시기에

- 5 -

도 피고인이 어떠한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⑤ 결국 피고인이 4번을 드나들면서 관리사무소 내에 들어가 있었던 시간은 총 9분
43초가량(위 ㉠ 내지 ㉣을 모두 합한 시간)에 불과한데, 피고인이 그 시간 동안 위력으
로 공소사실 기재의 행위들을 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며, 그밖에 어떠한 위력을 행
사하였다는 증거도 없다.
⑥ 나아가,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입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아파트 관리업무를 담당하
는 곳으로서 입주민이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민원을 제기하거나 조력을 요청할 수 있어
야 하므로, 입주민들이 관리사무소에서 직원들을 불편하게 하는 항의를 하거나 다소
과한 요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쉽게 위력이나 업무방해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
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연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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