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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재판부는 역사를 마주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하라
-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선고는 국정농단 사건의 종착역
- 궤변과 꼼수로 정의를 가리려는 불장난을 시도해서는 안 돼
- 공직을 매수하고 자본시장을 교란한 이 부회장의 죄 가볍지 않아
- 경제권력 앞에 무릎 꿇었던 초라한 과거 전통을 이번에는 끊어내야

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선고가 오늘로 다가왔다. 이 부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공직을 매수하였고, 삼성전자 등 삼
성 계열회사로부터 뇌물자금을 횡령하여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죄를 범했다. 민주
주의와 시장경제를 유린한 것이다. 범죄의 목적은 대법원도 인정한 ‘승계’였다.
파기환송심을 담당하는 정준영 재판부는 이같은 이번 사건의 본질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오직 정의로운 판결만이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판결일 뿐이다.

2.

국정농단 사건은 우리나라의 국기(

國基 를 뒤흔든 사건이었다
)

.

경제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는 삼성그룹의 이 부회장이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정치권력의 최
고 책임자인 대통령에게 회사 돈을 빼돌려 뇌물로 제공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으로 정치권력을 대표하는 대통령은 탄핵되었고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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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오늘 파기환송심 선고는 국정농단 사건의
나머지 반쪽에 대한 판결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는 과연 우리나라 사법부
가 부패한 경제권력을 단죄하여 국정농단 사건을 정의롭게 마무리할 수 있는지
를 보여주는 시금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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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러나 그동안 정준영 재판부의 재판 진행 방식은 국정농단 사건의 정의로운 마
무리를 염원하는 많은 국민들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회사 돈을 빼돌려 대통령
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미 회사 내의 준법감시 체계를 수없이 위반했
던 이 부회장에게 새로운 준법감시 조직을 설치하면 이를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피해자를 정비하면 가해자를 용서해 주겠다는 이 황
당한 논리의 문제점은 지난 일 년 동안 수없이 지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준영 재판부는 이 논리를 거두어들이기는커녕 전문심리위원의 평가라는 허울
을 덧씌워 모양 갖추기에만 급급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4.

많은 사람들은 모순과 꼼수로 재판을 진행해 온 정준영 재판부의 의도가 이 부
회장을 집행유예로 풀어주기 위함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과거 재벌 총수가 연
루된 수많은 사건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해 온 사법부의 흑역사가 이번
에도 되풀이되려고 하는 것이다. 이 고리를 끊어내고 국정농단 사건을 정의롭게
마무리하는 것이 정준영 재판부에게 맡겨진 역사적 사명이다. 그것은 우리 사회
의 기초를 튼튼히 정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동안 경제권력만 마주하면 탈선
을 일삼았던 사법부를 다시 정상적인 궤도로 복원하는 것이기도 하다. 정준영 재
판부는 국민이 사법부에게 위임한 재판권을 정의롭게 행사하여 역사 앞에 부끄
럽지 않은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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