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opic 2: Michael Jackson 

 

The late Michael Jackson's body and his voice were unveiled on Tuesday during the trial at a Los 

Angeles court in the trial of a doctor accused of killing the King of Pop. U.S. media including CNN 

aired the trial live. 

 

“Michael Jackson’s death was a homicide,” Los Angeles deputy district attorney David Walgren told 

the jury in opening statements. “The evidence will show that Michael Jackson literally put his life 

in the hands of Conrad Murray... Michael Jackson trusted his life to the medical skills of Conrad 

Murray.” 

 

With his statement, the prosecutor showed them a photo of Jackson’s body taken at the hospital 

on June 25, 2009. The picture with the word “Homicide” written on it shows Jackson’s lifeless body 

on a hospital stretcher. Walgren also played a disturbing audio recorded a month before the 

legendary star’s death. “The voice apparently under the influence of drugs made the audiences 

calm,” reported the media. 

 

The tape carries Jackson’ message sounded slurred and confused as he mumbled. “We have to be 

phenomenal... When people leave this show, when people leave my show, I want them to say, ‘I've 

never seen nothing like this in my life. Go. Go,” said the late pop star. 

 

But Dr. Murray's defense attorney Ed Chernoff told the jury that Jackson, who was frustrated 

because he could not sleep and frustrated because his doctor refused to give him the drug that 

he wanted, committed an act that caused his own death. 

 

Jackson's family members except his children came at the courthouse for the opening statements 

in the trial. His children are likely to attend the court later as witnesses of the day Jackson died. 

Meanwhile, the trial will last for about five weeks. 

 

 

 

 

 

 

 

마이클 잭슨의 충격적 사망사진과 목소리 공개 

 

 

27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故마이클 잭슨의 주치의 콘래드 머레이의 과실치사 혐의 법정



에서 마이클 잭슨의 충격적인 사망사진과 목소리가 공개됐다. 마이클 잭슨의 재판과정은 CNN등 

미국 언론에 생중계로 보도됐다. 

 

재판이 개시되자 검찰 측 데이비드 월그렌 검사는 “마이클 잭슨의 사망은 살인이다. 말 그대로 마

이클 잭슨은 콘래드 머레이의 손에 자신의 생명을 맡겼으나, 주치의는 그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고 말했다. 

 

그의 발언과 함께 공개된 사진은 마이클 잭슨이 사망한 2009년 6월 25일 병원에서 촬영된 사진

이다. 사진에는 ‘살인’(Homicide)이라는 문구가 있고 닫히지 않은 입과 인중에 붙여진 테이프가 보

인다. 

 

또한 잭슨 사망 1달 전에 녹화된 목소리가 공개됐는데 ‘이미 심하게 약물중독의 영향을 받고 있

는 그의 목소리가 법정에 있던 사람들을 숙연하게 만들었다’고 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공개된 목소리에는 “사람들이 이 쇼를 떠날 때, 사람들이 내 쇼를 떠날 때, 나는 사람들이 ‘내 생

애에 본적이 없는 최고의 쇼였어’라고 말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검찰의 기소에 머레이 변호인은 “마이클 잭슨 스스로가 자신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변론했다. 

 

법정에는 자넷 잭슨등 가족들이 참가했으나 잭슨의 자녀들은 보이지가 않았다. 그러나 사망당일

의 증인으로 참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번 법정은 5주정도 계속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