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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사법개혁 필요성 드러낸 '레인지로버 판사' 뇌물죄 무죄 판결(총2매)

사법개혁 필요성 드러낸
‘레인지로버 판사’ 뇌물죄 무죄 판결
서울고등법원(형사3부, 부장 조영철)이 지난 6일,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레인지
로버 차량 등 1억8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수천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에게 적
용된 뇌물 혐의를 무죄라고 판단했다.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 행태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다. <경실련>은 철저한 사법개혁과 더불어 부패 범죄에 대한 관용 없는 처
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사법개혁의 출발점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김 전 부장판사는 정운호 전 대표로부터 네이처리퍼블릭의 ‘수딩젤’ 가짜상품 제조·유통업자에
대한 엄벌 청탁과 함께 5000만원 상당의 외제차 레인지로버 등을 포함해 1억 8천여만 원을 받
았다. 서울고법은 김수천 전 부장판사에게 적용된 혐의 중 뇌물 혐의는 무죄, 알선수재 혐의만
을 인정해 1심에서 받은 징역 7년을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1심에서는 김 전 판사가 인천지
역에서 발생한 지적재산권 사건을 담당하는 유일한 판사였고, 항소심 판사가 될 가능성이 농후
했다는 점, 금품 수수 시점과 가짜 위조사범이 구속기소된 시점이 맞물렸다는 점 등으로 뇌물
죄를 적용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금품 수수와 김 전 부장판사 직무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청탁이 당시에 직접 맡고 있는 사건에 대해, 금품수수 시점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뇌물죄의 직무 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것은 이미 오래된 경향이다. 그간의 뇌물죄 판례 경향을 무시하고, 이와 같은 판결을 한 것은
결국 제 식구 감싸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구나 법조인의 부패 범죄는 오히려 더 엄하게 다
스려야 함에도 법원은 관대한 판결로 뿌리 깊은 적폐를 스스로 드러냈다.
둘째, 사법개혁으로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사법개혁이 절실하다. 사법부는 사실상 견제 장치
가 없어 내부에서 비리 범죄가 발생해도 이를 덮어주거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등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때문에 국민들은 끊임없이 법조계 내부의 참담한 부정부패들을
목격했고, 사법부의 신뢰는 처참한 수준에 이르렀다. 국민들이 사법부의 판결을 받아들이고 신
뢰할 수 있는 전제조건은 사법부의 높은 윤리성이다.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사법부는 존립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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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가 없다. 사법개혁을 통해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기득권 보호가 아닌 정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법원으로 거듭나는 것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법부가 바로 설 수 있는 길이
다.
‘정운호 게이트’와 ‘진경준 게이트’를 넘어 최근 대법원의 판사 블랙리스트 문제 등이 이어지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반성은커녕 이런 판결을
이뤄진 것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국민이 지난 촛불에서 요구했던 것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사법부로 국민의 눈이 향해있다
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사법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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