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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故백남기 농민 유족, 위법논란 조건부 부검영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접수 기자회견 진행

(16. 10. 13.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9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故 백남기 농민의 사체에 대한 부검(검증)

문서번호 : 16-10-백남기 변호인단-02

수    신 : 제 언론사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故 백남기 변호인단(단장 : 이정일)

제    목 :

[민변 故 백남기 변호인단][취재요청] 故백남기 농민 유족, 위법논란 조건부 부검영

장에 대한 헌법소원청구 접수 기자회견 진행(16. 10. 13.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정

문 앞)

전송일자 : 2016. 10. 12.(수)

전송매수 : 총 2매

서울 서초구 법원로4길 23 양지빌딩 2층 

전화 02) 522-7284, 팩스 02)522-7285 

웹페이지 http://minbyun.org 
전자우편 admin@minbyun.or.kr

◆ 순서

  1. 여는 말 

  2. 발언 

   - 부검영장 관련 현황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취지 

     박석운 (백남기 투쟁본부 공동대표)  

   - 헌법소원심판청구 쟁점 설명  

     이정일 (민변 故 백남기 변호인단 단장)

   - 부검영장 관련 검·경 대응의 문제점과 향후 대응 방안

     조영선 (민변 故 백남기 변호인단)

  

  3. 질문 및 답변

http://minbyun.org
mailto:admin@minbyu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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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영장발부로 인해 유족은 깊은 슬픔에 빠졌고, 국가폭력으

로 희생되었음이 명백한 사체를 부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많은 시민들의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검·경은 부검을 하지 말아달라는 유족의 반복되는 호소에도 불

구하고, 부검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입장만 반복하며 발부된 영장을 공개하라는 최소

한의 요구에도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이에 유족은, 내일(13일) 오전 11시 위 영장발부행위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

여 유족들의 사체처분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발부된 영장의 효력을 위 청구의 결정 선고 시까지 정지시켜달라는 취지의 가처

분을 함께 접수합니다. 

4. 국가가 발사한 초고압의 직사살수로 한 생명이 스러졌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

나 사과하지도 반성하지도 않은 채 300일이 넘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국가폭력의 

가해자가 다시 한 번 부검이란 이름으로 고인의 사체를 훼손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

볼 수 없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고인과 유족의 존엄성을 지키고자 하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5.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 당일 기자회견에서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가처분 신청에 대한 설명이 배포될 예정입니다. 

2016년 10월 1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故 백남기 변호인단

단장 이 정 일(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