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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4. 30. 12:00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 빌딩 앞길에서
피해자 윤○○(남, 22세)에게 길을 물었는데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른
쪽 어깨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1)을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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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
리로 "씨발 새끼야 넌 천벌 받을거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걸어오면서 우연히 어깨가 닿은 것
일 뿐이다. 또한 “넌 천벌받을 거야”라고 한 적은 있지만 “씨발 새끼야”라는 욕을 한
적은 없다.
3. 판단
가. 폭행에 대하여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폭행의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①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 접촉이 일어날 당시 피해자는 걸어가고 있었고, 피고인은
서 있던 상황이었다.
이 사건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발이 한줄짜리 노란색 점자블록에 걸쳐져 있었는
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상체 오른쪽 부분이 서로 근접하기 직전에 피해자의 왼쪽 발
도 노란색 점자블록을 밟거나 거의 근접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해자의 진행
방향에 비추어 피고인이 일부러 상체를 움직이지 않아도 신체 접촉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1) 제2회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이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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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상체가 피해자의 동선 방향으로 움츠리는 듯한 모습이 보
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어깨를 고의로 밀쳐 휘청하는 모습이라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때리기 위해 어깨를 휘두르는 모습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동작은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또는 팔이 피고
인의 몸과 접촉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 이전에 발생한 동작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결국 피해자를 폭행할 의도로 취한 동작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따라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폭행을 인정
할 증거가 없다.
나. 모욕에 대하여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모욕의 공소
사실이나 그 위법성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너 천벌 받을 거야”라고 한 뒤 잠시 후 “씨발 새끼야”라는 욕
설을 하였고, 욕설의 소리는 자신이 똑똑히 들을 정도로 컸다고 주장한다.
이와 달리 피고인은 연행되어 가면서 ‘시발’같은 말로 혼잣말 한 적은 있다고 진술한
다.
② 피고인이 제출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천벌 받을 거야”라고 하는
말은 들리나, 이후 “시발 새끼야”라는 욕설은 들리지 않는 점, 피고인과 경찰관들의 말
소리가 들리지 않는 구간이 3초 정도 있으나 위 시간 동안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향해
항의를 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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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기 어렵다.
③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천벌 받을 거야’라는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이 피
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당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둘러싸고
위 폭행혐의로 인한 연행 등의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었던 점 등의 제반사정과 위
발언의 의미를 종합하면, 위 발언으로 인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거나 사
회상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정종건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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