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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은 형사 사건인가, 민사 사건인가? 
 

문)  얼마 전에 직장 동료와 말다툼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언성이 높아지면서 직장 동료가 저를 

벽으로 밀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몇 차례 때렸습니다. 저의 입에서 피가 나오기 시작하여 병원에 가서 

10 바늘을 꿰멨습니다.  그 뒤에 직장동료가 찾아와서 “치료비와 보상을 해 주겠으니 경찰에는 신고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치료비도 안주고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떼를 

쓰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형사 고발과 민사소송이 가능한지요? 

 

답) 귀하의 경우에는 형사 고발과 민사소송 둘 다 가능합니다.  먼저 형사사건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폭행에 대한 형사사건은 검사가 담당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따로 선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경찰에 

신고를 하시면 경찰이 사건을 조사하고 피의자인 직장동료와 증인을 심문하게 됩니다.  그런 자료를 

토대로 경찰은 폭행죄로 기소할 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경찰에 신고를 늦게 하면 

할수록 경찰은 폭행사건을 접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 수록 증거도 

사라지고, 증인도 사건을 자세히 기억하지 못하게 되어  사건이 더 어려워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폭행 사건이 접수가 되면 양 당사자가 개인적으로 합의 하여 형사재판을 취소하고자 해도 검사가 

최종적으로 승인을 해야 합니다. 가정폭력의 경우에는 합의가 있어도 형사소송 취소는 쉽지가 않습니다. 

형사범으로 유죄가 인정되면 판사의 형량에 따라 감옥을 가거나 혹은 벌금을 물게 됩니다.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형사 기록이 남게 되고, 죄질에 따라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할 때 불이익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민사의 경우에는 형사사건과 달라서 금전적 배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여서 손해배상 청구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변호사는 형사 

고발을 먼저하고 민사 소송을 나중에 할지 여부등을 분석하고 증거수집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민사 

재판 전에 양 당사자가 합의를 할 수 있고, 만약 민사소송에서 이기면 치료비와 함께 손해배상금(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못받은 월급 등에 관한 배상)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과 관련하여 귀하는 직장동료를 상대로 법원에 “접근 금지 명령(Protective Order)”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원에서 직장동료에게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지면 귀하에게 접촉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것도 크게 제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럴 경우, 직장동료는 잘못하면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까지 번질 수도 있습니다.  

 

“법보다는 주먹이 가깝다”라는 말은 미국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간단한 신체적 접촉도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폭행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형사상 그리고 민사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