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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3

21년 10월 모의시험

甲은 2016. 12. 04. 16:56경 자가용을 운전하여 편도 1차로의 도로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
던 중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A(15세)가 경적을 울려도 길을 비켜주지 않고 욕을 하자 승
용차의 진로를 A의 앞으로 변경한 후 급하게 정차하여 충돌을 피하려는 A의 자전거를 넘어지
게 하였다. 이로 인해 A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부 염좌 등 상해를 입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③ 검사 S가 甲을 형법 제257조(상해) 제1항이 아닌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1항의 예에 의
하여 처벌해 달라고 기소한 경우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 없이 형법 제2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MGI Point

특수폭행 · 상해, 공소장의 기재사항

★★

n 공소장변경없이 축소사실 인정 可

③ (X) 구성요건이 달라져도 법원에서 인정할 사실이 기재된 공소사실에 포함되는 축소사실인 경우에는 행위
태양이 동일하고 그 정도가 줄어들 뿐이어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
소장변경없이 축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이창현, 형사소송법 제3판, p.646).
[가] 그런데도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타고 가던
자전거 앞으로 승용차의 진로를 변경한 후 급하게 정차하여 충돌을 피하려는 피해자의 자전거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 사건 특수폭행치상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예에 의해 벌금형을 선택
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형법 제258조의2의 예에 따라 징역형을 선택하고 말았다. (1) 형법 제262조는
형법 제258조의2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않고, 특수폭행치상죄를 특수상해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더라도
형벌체계상의 부당함이나 불균형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2)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57
조 제1항이 아닌 제258조의2 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해 달라고 기소한 이상, 검사의 공소장 변경 없이 형
법 제2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나]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형법 제262조의 해석 및 공소장
적용법조의 구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
장은 이유 있다(대판 2018.07.24. 2018도3443).
판례

정답 ③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