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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그룹과 전관 변호사들의 비정상적 자문계약, 

 수사에 착수하라!

- 효성그룹 회장 일가의 횡령, 비자금 사건도 전면 재수사해야 

지난 4월 8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달 경찰이 효성그룹의 회삿돈 유용 의혹 관련 수사에 착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조석래 전 효성그룹 회장과 아들 조현준 회장 등 회사 총수 일가가 지난 

2013년 이후 회삿돈을 오너 일가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했다는 의혹이다. 그런데 이 과정

에서 조 전 회장 등이 2013년 이후 회삿돈 횡령, 분식회계, 비자금 조성 등에 관한 수사에 대응하

고 구속수사를 면하기 위해서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을 선임하여 막대한 자문비용을 지출한 것

으로 드러났다. 전관 변호사들이 비정상적인 자문 계약의 형식으로 형사사건을 변호한 것은 변호사

법, 세법상의 위반이 의심된다. 이에 <경실련>은 효성그룹과 자문 계약을 맺은 전관 변호사들의 비

정상적 사건 변호 의혹을 수사할 것과 효성그룹 회장 일가의 비자금, 횡령 사건의 재수사를 촉구한

다. 

첫째, 전관 변호사들이 효성그룹과 비정상적인 자문 계약의 형태로 맡은 사건 변호가 변호사법 위반

이 아닌지 조사해야 한다.

지난 2013년 11월, 조석래 명예회장이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대표로 있

는 법무법인과 자문 계약을 맺는 등 다수의 고위직 출신 변호사, 직전에 퇴임한 유명 전관 변호사들

과 변호사선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 자문계약서는 착수금 3억 원

을 지급한다는 조항에 더해 자문이 성공적으로 종료되면 별도의 사례금을 지급하겠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고 한다. 형식에서는 자문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형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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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성공보수약정이 포함된 불법적인 전관예우 수임 약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사실상 형

사사건 변호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적인 자문 계약의 형태를 통해 위임장을 작성하지 않음으

로써 사건수임을 피해갔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의 형사변호인 선임과 변호행위가 변

호사법 위반이 아닌지에 대해서 밝혀야 할 뿐만 아니라 과연 공직 퇴임 변호사의 사건수임신고와 

활동내역 보고 등이 철저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도 밝혀져야 한다. 

둘째, 효성그룹이 비정상적인 자문 계약의 형식으로 ‘전관예우’를 활용한 형사상 특혜 의혹을 받은 

것은 아닌지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 

또한, 2013년 이후 효성그룹이 형사사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전관 변호사들이 소속된 법무법인과 

맺은 자문 계약은 사실상 전관 변호사들에게 거액의 보수를 주면서 사실상 법원이나 검찰에 로비해

서 구속을 면하게 해달라는 형사 사건수임 약정에 가깝다. 게다가 당시 조 명예회장에 대해서 구속

영장이 청구됐지만, 사건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고령과 건강 등을 이유로 영장이 기각된 바 있어 

전관 변호사들의 선임이 수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라는 의혹 역시 짙은 상태이다. 따라

서 효성그룹이 비정상적인 자문 계약의 형식으로 ‘전관예우’를 활용해 형사상 특혜를 받았던 것은 

아닌지 이번 수사를 통해 철저히 밝혀야 한다.  

셋째, 제대로 수사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효성그룹 비자금, 분식회계, 횡령 혐의 등을 철저히 조

사해야 한다. 

현재 효성그룹 총수 일가는 △조석래 전 회장과 조현준 회장이 2003년부터 8,900억 원대 분식회계

를 통해 법인세 1237억을 포탈한 혐의 및 2007부터 2008년 효성의 회계 처리를 조작하는 수법으

로 주주배당금 500억 원을 불법적으로 챙긴 혐의, △ 조현준 회장이 200억 원대 배임·횡령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효성그룹이 2013년부터 전관 변호사들을 활용해 유리한 판결을 이끌

고자 한 의혹이 진실로 드러난다면,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가 시급히 필요하다. 

아울러 경찰은 효성그룹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의 전관 변호사들의 비정상적 사건 변호 의혹이 드러

난 만큼, 제대로 수사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효성그룹 비자금, 분식회계, 횡령 등 일체 의혹(법인

세 포탈 및 배임 횡령 혐의)을 보다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