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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삼성재벌 이재용 부회장 등 정경유착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총 2매)

사법정의와 국민상식에 부합하는
대법원의 판결 환영
- 사법정의에 입각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른 항소심
재판부의 엄격한 형량 기대 -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경유착이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재벌들 스스로도 경계해야 - 문재인 정부는 중단없는 재벌개혁에 나서라! 오늘(29일)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그룹 부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있었다. 1심의 징역 5년의 실형선고와 달리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삼성 재벌 봐주기이고, 정경유착의 고리를 제대로 끊어
내지 못했다는 우려를 받은 판결의 최종적인 결과가 나왔다. 다행이도 대법원은 항소심에
서 인정되지 않았던 승마지원 관련 말의 비용이나 영재스포츠센터 지원금액 역시 유죄로
보았다. 이는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한 뇌물과 부정한 청탁이라는 부분을 확인한 것으로
항소심에서 인정되지 못 한 것을 다시 정의롭게 판정하도록 하는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
것이다. 정경유착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우려를 조금이
나마 불식시키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이번 판결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지 못했던 판결이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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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어느 정도 경제정의와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방향으로 정해졌다는 점에 긍정적이다.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항소심 재판부는 추호의 변화없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충실히 반
영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법기술적 꼼수 등을 통해 대법원의 취지와 달리 정경유착에 대
한 면죄부를 주려하는 시도가 다시 행해진다면, 이는 촛불민심을 배반한 것으로 촛불민심
의 사회적 공분이 다시 사법부를 향할 수 있음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이번 판결은 불법적인 재벌경영권 승계를 위한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부정한 결탁은 반
드시 단죄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다시 한 번 천명한 판결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
이상 한국 사회에 정경유착은 발붙일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시민들 모두 정경유착의
폐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더욱 매서운 눈으로 감시할 것이다. 또한 재벌들 스스로도 경계
해야 한다. 비록 형이 확정된 바는 아니나, 정경유착의 범죄행위에 대해 사법부 또한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재용 부회장과 이번 판결을 바라보는 재벌들은 명심
해야 한다.
대내외 경제여건이 좋지 않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로 더 이상 경제를 살리기 위한다
는 명분의 재벌의 불법 편법행위가 사회에서 용인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문
재인 정부 역시 엄중한 경제위기를 핑계로 재벌과의 또 다른 정경유착을 기도한다면,
이 또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재벌개혁을 통해서 공정경
제의 기반을 다지고 혁신성장의 유인을 마련해야 경제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정경유착을 근절하고 중단없는 재벌개혁에 나서야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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