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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가려씨 방한 일정 안내 

1. 공정한 언론보도를 위해 애쓰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가려씨(유우성씨의 여동생)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을 조사 중에 있는 검찰 과거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의 출석면담을 요청을 받고 어제(9월 18일)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3. 유가려씨는 어제서야 비로소 2013년 1심 무죄 선고 판결로 석방된 오빠 유우성씨를 직

접 만나 재회할 수 있었고, 이번 방한기간(9월 18일~30일) 동안 오빠 유우성씨의 집에 머

물며 모처럼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 모두가 함께 소중한 시간들을 보낼 예정입니다.

4. 유가려씨는 이번 방한기간 중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출석면담 일정을 비롯하여 현재 진

행 중에 있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국가배상청구 사건 변론기일 및 전 안보수사

국장의 국정원법위반 공판기일에 각 출석하여 원고로서, 증인으로서 피해자 진술을 하고자 

하오니,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협조 부탁드립니다.

5. 현재까지 우선 확정된 <유가려씨 주요 방한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8. 9. 20.(목) 오전 10시 4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61호(동관 1번 법정출입구)에 

출석하여 2018가합532289 국가배상청구 사건 변론기일에서 원고로서 피해 진술을 합니다.

-  2018. 9. 21.(금) 오전 9시 30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325호에 출석하여 대검찰청 진상

조사단 조사4팀(팀장 이재승교수)과 이 사건 수사 초기 유가려씨에게 가해진 국정원과 검찰

의 인권침해 행위를 비롯하여  검찰 수사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었는지와 관련한 

내용을 조사하기 위한 면담을 합니다.

문서번호 : 18-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사건변호인단-09-01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사건변호인단

제    목 : [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사건변호인단][취재요청]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

자 유가려씨 방한 일정 안내 

전송일자 : 2018. 9. 19. (수)

전송매수 : 총 2매

문    의 : 장경욱 변호사 (010-5385-2813)

서울 서초구 법원로 4길 23 대덕빌딩 2층 

전화 02)522-7284, 팩스 02)522-7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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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

- 2018. 9. 21.(금)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06호(서관 6번 법정출입구)에 출석

하여 2018고단1268 피고인 권OO(2009. 10. 1.부터 2013. 4. 12.까지 국가정보원 안보수

사국장으로 근무)에 대한 국가정보원법위반 사건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서 피해 진술과 피

고인 권OO의 사과 및 처벌을 요구하는 증언을 합니다.

2018. 9. 19.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변호인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