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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부회장의�공정한�재판을�위해�

법경유착으로�급조된�준법감시위원회�즉각�해체하라
� � �

-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들의 자진 사퇴를 권고한다 -

❍ 일시� :� 2020년� 2월� 18일(화)�오전� 10시� 30분
❍ 장소� :�경실련�강당(4호선�혜화역)

* 사회 : 권오인 국장

❏ 기자회견 취지 

• 경실련의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 대응 경과  / 윤순철 사무총장

• 재벌개혁과 이재용 부회장 재판의 의미 / 권영준 공동대표 

• 준법감시위원회와 재판 형량의 문제 / 황도수 상임집행위원장

• 발언 / 김태동 경실련 고문

❏ 기자회견문 낭독 / 권영준 공동대표, 황도수 상임집행위원장 

❏ 질의응답

기자회견
  

❑공동대표/권영준∙정미화∙신철영∙정념∙목영주 ❑상임집행위원장 황도수 ❑정책위원장 박상인 ❑사무총장 윤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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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언론사 경제부•정치부•사회부•시민사회담당

▪발신 : 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위원장 황도수)

▪문의 : 재벌개혁운동본부(권오인 국장, 오세형 팀장 / 02-3673-2143)

▪시행 : 2020년 02월 18일

▪제목 : 삼성 준법감시위 해체와 위원 사퇴를 촉구하는 경실련 기자회견(총12매)

http://www.ccej.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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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실련의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 대응 경과

2017.8.25.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이재용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뇌물액 72억원)

∙판단 :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재산

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

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개 혐의

2018.2.5.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

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석방, 뇌물액 36억원)

∙판단 : 삼성의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

고, 승계 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영재센터 후

원금(16.2억원)·재단 출연금(204억원) 무죄, 재산국외도피는 전부 무죄(코

어스포츠에 건넨 용역대금 36억원은 뇌물일뿐 재산도피가 아니며, 최서원

에게 마필과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 '사용 이익'만 뇌물로 인정, 마

필 구매대금 등은 제외)

2019.8.29. 대법원(전원합의체), 상고심 파기환송 판결, 삼성이 정유라 씨에게 제공한 말 3

마리가 뇌물이며, 경영권 승계 현안이 있었고, 제삼자 뇌물 혐의까지도 유죄로 

인정하여 서울고법(2심)에 재판 요구(뇌물액 86억원)

∙판단 : 2심의 (1)삼성이 정유라에게 제공한 말 3마리를 뇌물액(34억원)에

서 제외하여 이재용 부회장이 회삿돈 횡령혐의 불인정→뇌물로 인정, (2)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현안이 없어 부정한 청탁이 존재하지 않

아 삼성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16억원)을 제3자 뇌물로 인정 않음

→ 경영권 승계작업이 있었고, '부정한 청탁' 인정. (3) 삼성이 최서원에 

송금한 78억여원이 재산도피에 해당하지 않아(범죄의 고의가 없음, 1심 

유죄) 무죄→ 무죄 확정

2019.10.25. 파기환송심 1차 공판(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김세종 송영

승 부장판사),

∙준범감시위원회 설치 제안 : “삼성그룹 총수와 최고위직 임원들이 계획하

고 가담한 횡령 및 뇌물 범죄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실효적인, 실질

적이고 효과적인 기업 내부 준법감시제도가 필요하다...기업범죄 관련 자

율준수 사항과 처벌 기준 등을 제시한 미국 연방양형기준 8장과 그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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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미 대기업들의 실효적 감시제도를 참고하길 바란다”며 준범감시위원

회 설치 제안하며, “(준법감시제도는) 재판 진행이나 결과와 무관하다”

2019.11.11. 파기환송심 2차 공판(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유무죄 변론

2019.12.6. 파기환송심 3차 공판(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양형변론

2020.1.9.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김지형 위원장 기자회견. 인선 결과 및 운영 방향 발표

∙위원 : 고계현 전 경실련 사무총장, 권태선 전 한겨레신문 편집국장, 김우

진 서울대 경영대 교수,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심인숙 중앙대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 이인용 삼성전자 사회공헌업무총괄(고문) 내정

∙역할 : 성역 없는 조사를 위해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거래나 뇌물수수,

부정청탁 등 부패행위 및 노조 문제나 승계 문제 등 선정

2020.1.17. 파기환송심 4차 공판(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삼성 준법감

시위 운영을 이재용 재판의 양형과 연계할 것 발표

∙삼성 준법감시인 지정 :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돼야 양형 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고, 준법감시제도 운영 약속이 제대

로 시행되는지 엄격하고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며, 형사소송법의 '전문심

리위원 제도(3명)'를 활용해 실효성 점검할 것(재판부는 강일원 전 헌법재

판관을 지정하며, 삼성과 특검에 심리위원 추천 요구)

∙특검의 추가 서면증거 채택 거부 : 특검이 추가로 신청한 서면증거 중 개

별 현안과 관련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증거인

멸 등 다른 사건과 관련해 제출된 증거에 대해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며 증거로 채택하지 않음

2020.1.21. ‘재벌개혁, 정경유착 근절, 사법정의를 희망하는 국회의원․노동․시민단체 공동성

명’ 발표

∙주장 : (1)재판부는 이재용부회장이 범한 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판결로 사법 정의를 세워야. (2)이재용 부회장의 범죄에 대

한 양형심리에 준범감시위원회가 결코 영향을 줘서는 안 됨. (3) 재판부

가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할 증거 채택들은 거부하

면서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명분으로 재벌총수의 구명에 나선다면 또 

다른 사법거래, 사법농단, 법․경 유착의 시작이 될 것

∙참여자 : 국회의원 43명, 노동(한국노총, 민주노총), 시민단체(경실련, 민

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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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31.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전문심리위원회 구성 경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전문심리위원으로 고검장 

출신 김경수(60·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를 재판부에 신청함

∙박영수 특검 : 전문심리위원단 구성 자체를 거부(위원 추천하지 않음. 삼

성과 같은 거대 조직이 없는 미국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실효성이 있을지 

우려되며, 이를 양형에 반영하는 것은 부당함)

2020.2.4. ‘재벌개혁, 정경유착 근절, 사법정의를 희망하는 국회의원․노동․시민단체 공동기

자회견(국회)’ 

∙주장 : (1)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범죄의 진상규명과 법원의 공정한 판

결을 촉구 (2) 법적 근거 없는 준법위 설치, 이재용 부회장 범죄 행위 면

죄부 안돼 / 재벌총수 봐주기 판결 반복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 

초래할 것 / 엄정한 판결로 재벌개혁·정경유착 근절 이끌어 사법정의 바

로 세워야 

∙참여자 : 국회의원 16명, 노동(한국노총, 민주노총), 시민단체(경실련, 민

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2020.2.5.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출범 및 첫 회의(김지형 위원장, 전 대법관). 

∙준법감시위 의결 : 삼성그룹 7개 계열사(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

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화재 )에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ㆍ운영 

공동합의 협약 및 각 계열사 이사회 의결 절차가 가결 발표

∙역할 : 7개 계열사로부터 준법감시 업무를 위탁, 계열사별로 이사회 주요 

의결이나 심의사항에 위험 요인이 없는지 사전 모니터링과 사후 검토를 

실시, 법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이나 제재를 요구하고 재발방지책도 마련

2020.2.6. 파기환송심 5차 공판 연기(서울고법 형사1부, 정준영 재판장)

∙사유 : 삼성이 설치한 준법감시위원회가 이 부회장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사안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이재용 부회장과 특검의 의견을 심층적으로 

수렴하기 위함(재판부는 ▲ 준법감시제도 취지 전반에 대한 의견 ▲ 준법

감시제도가 양형 사유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

인지 ▲ 준법감시위원회의 운영 상황을 점검할 전문심리위원 제도가 부

적절하다는 특검의 의견에 대한 이 부회장 측의 반론 등 요구)

2020.2.13. ‘이재용 파기환송심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 기자회견

∙주장 : (1)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고등법원 

형사1부는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물하기 위한 곡학아세의 경거망

동을 즉각 중단하라. (2)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담당하고 있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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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고등법원 형사1부는 이 재판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의 엄중함을 깊히 

새겨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진행하라. (3)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라. (4) 언론은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의 

진행상황과 문제점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전달하여 진실 보도

의 사명을 완수하라.

∙참여자 : 총 483명(지식인 348명, 정당인 24명, 시민 111명 등)

2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와 재판 형량의 문제

❍ 재판부가 제시한 미국연방 양형 기준 제8장 : ‘개인’이 아닌 ‘법인(조직)’에 대한 선고

∙ 미국 연방 양형 기준( UNITED STATES SENTENCING COMMISSION GUIDELINES

MANUAL 2018, 이하 USSG) 제8장(CHAPTER EIGHT： SENTENCING OF

ORGANIZATIONS)은 ‘개인’에 대한 양형기준이 아니라 '조직(organization)’에 대한 

양형 기준

- 제목이 '조직에 대한 선고', 서설(Introductory Commentary)만 보아도 분명함.

Introductory Commentary

   The guidelines and policy statements in this chapter apply when the convicted 

defendant is an organization. Organizations can act only through agents and, under

federal criminal law, generally are vicariously liable for offenses committed by their

agents. At the same time, individual agents are responsible for their own criminal 

conduct. Federal prosecutions of organizations therefore frequently involve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 co-defendants. Convicted individual agents of 

organizations are sentenced in accordance with the guidelines and policy 

statements in the preceding chapters. This chapter is designed so that the

sanctions imposed upon organizations and their agents, taken together, will provide

just punishment, adequate deterrence, and incentives for organizations to maintain

inter-nal mechanisms for preventing, detecting, and reporting criminal con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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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 양형 기준 제8장, “범행 당시 준법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을 경우 회사

(organization)의 과실 점수(culpability score)를 깎아준다”고 정하고 있음

USSG §8C2.5.(f)(1): If the offense occurred even though the organization had in

place at the time of the offense an effective compliance and ethics program, as

provided in §8B2.1 (Effective Compliance and Ethics Program), subtract 3 points.)

∙ 미국 연방 양형 기준 제8장, “사후적으로 준법제도를 도입하면 과실 점수를 깎아준다”

는 규정은 없음.

-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미국에서는 2002년부터 2016년 사이 무려 530개의 기업에 대해 

실효적 준법 감시제도를 명령했다고 한다”고 언급한 배경에는 §8Dl.l.(a)(3) 규정1)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됨

∙ 원문에는, 법원이 준법감시제도를 갖추라고 명령한 대상은 ‘회사’이지 ‘개인’이 아님

- 또한 준법감시제도를 갖추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을 뿐, 법원이 직접 준법감시제도를 도입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됨

- 현재 상황에서 재판부가 제8장을 거론하며 준법감시제도 도입 을 요구하는 것은 이

미 이재용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함

※ 참고로 재판부가 언급한 530여개 사례가 무엇인지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국내 언론에

는 해외 사례로 에이앰사우스 은행 사건이 거론되고 있음2),

- 이앰사우스은행 사건(‘앰사우스은행’으로 표기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임)은 델라웨

어 주 대법원의 판결이고，형사재판이 아닌 민사재판（주주대표소송)이며, 미국 연방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았음.

- 사후적으로 준법감시제도를 도입해서 앰사우스은행(회사)의 책임을 덜어준 것이 아니

라, 은행 임원들의 불법행위 당시 준법감시제도가 있었다는 이유로 은행(회사)의 책임

을 인정하지 않았음3). 따라서 앰사우스 은행 사건을 예로 드는 것은 적절치 않음

1) PART D - ORGANIZATIONAL PROBATION
(a) The court shall order a term of probation：
(3) if, at the time of sentencing, (A) the organization (i) has 50 or more employees, or (ii) was

otherwise required under law to have an effective compliance and ethics program； and (B) the
organization does not have such a program；

* (a) 법원은 아래의 경우 집행유예를 명할 수 있다: 선고 당시 (A) 기관에 (i) 50명 이상의 직원이 있
거나 또는 (ii)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및 윤리프로그램을 마련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경우; 그리고 
(B) 해당 기관이 그러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

2) 삼성, '新준법제도 구상’ 금융권서 답 찾을까, 더벨, 2019. 12. 20.
https7/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1912191503456720107332&lcode=00

3) STONE AmSOUTH BANCORPORATION v. AmSouth Bancorporation, Nominal Defendant Below,
Appellee., Supreme Court of Delaware. No. 93, 2006. Decided： November 06, 2006
https://caselaw. findlaw. com/ de-supreme-court/1153258.html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1912191503456720107332&lcod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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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2002.7.30. 발효된 사베인스-옥슬리법(Sarbanes-Oxley Act)에 따라 회계 부정을 

저지른 기업인들을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음.

∙ 사베인스-옥슬리법은 에너지기업 엔론의 초대형 분식(粉飾)회계 사건4)을 계기로 입법

되었는 데，2016. 7. 23.자 조선일보 데스크 칼럼5）을 보 면 왜 한국에 사베인스-옥슬

리법이 도입되어야 하는지 설명되어 있음.

4) 엔론은 2000년 파이낸셜타임스가 ‘최고의 에너지 기업’으로 선정하고, 포천이 5년 연속 ‘가장 혁신적인 기
업’으로 꼽은 미국의 대표 기업이었다. 주가가 10년（1991〜2000년）간 1415%나 오를 정도로 초고속 성
장을 했다. 하지만 엔론은 2000년 的억달러인 매출을 1008억달러로 부풀리는 등 대규모 회계부정을 저질
렀다 들통났다. 2001년 9-11 테러로 충격을 받은 미국 경제는 3개월 후인 12월2일 엔론의 부도와 파산보
호 신청으로 더 큰 혼란에 빠졌다. 엔론 사태로 주주는 630억달러, 채권자는 176억달러, 파생상품 거래 파
트너는 40억달러의 손해를 입었고, 직원 2만여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엔론의 분식회계를 눈감아 준 회계
법인 아더앤더슨도 해체됐다.

5)［데스크칼럼］ 한국판 사베인스-옥슬리법이 필요한 때, 조선비즈, 2016. 7. 23.
https: / /biz. chosun. com/ site/data/html_dir/2016/07/21/2016072102279. html

사베인스-옥슬리법의 핵심은 기업의 내부회계관리를 강화한 것이었다. 재무부서에서 작성한 회계장부

를 기업 내부 감사위원회가 감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 장부상의 각종 숫자가 실제와 맞는지, 부풀리

거나 축소한 것은 아닌지 찾아내도록 했다. 기업 CEO가 회계보고서（사업보고서）에 서명하도록 해 장

부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중벌을 받게 했다. 또 감사위원회에 이어 기업의 외부감사를 하는 회계법인

은 그 기업의 경영자문（컨설팅） 업무를 동시에 맡지 못하도록 했다. 사베인스-옥슬리법은 미국에서 회

계부정을 막는데 큰 효과를 냈다. 분식회계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 회계부정이 중간에 

적발돼 엔론처럼 대형 사건으로 커지지 않았다.

한국도 사베인스-옥슬리법을 참고해 2004년 증권거래법과 외감법（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을 개정했다. 1997년 기아자동차（4조5000억원)，1999년 대우그룹（41조원)에 이어 2003년 SK글로 벌（2

조원) 등 대형 회계부정 사건이 잇달아 터지자 관련 법을 보완한 것이다. 하지만 한국에선 분식 회계가 

사라지지 않았다. 모뉴엘（6000억원）, 대우조선해양（3조원), 대우건설（3800억원） 등 대형 회계 부정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베인스-옥슬리법의 일부를 도입했지만 핵심 내용은 빠졌기 때문 이다.

자산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사내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감사위원회가 기업 내부회계 감사 

를 제대로 하려면 감사위원회의 3분의 2를 구성하는 사외이사가 중립적인 인물이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히（사추위）에 C的가 참여할 수 없다. 하지만 한국은 상장회사 65%의 사추위

에 오너를 포함한 CEO가 참여하고 있다. 그 결과 C티3가 자신과 친한 인물을 사외이사로 선 임하고, 그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가 CE◦의 경영활동을 기록한 회계장부를 감사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다. 이러다 보니 대다수 한국 기업의 감사위원회는 분식회계를 잡아내지 못하고 있다.

회계부정을 지시한 CEO와 외부 회계감사를 담당한 회계법인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관대한 것도 문

제다. 엔론의 분식회계를 주도한 제프리 스킬링 CE◦는 징역 24년 4개월 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 역 중

이다. 반면 과거 대우그룹과 SK글로벌 등 대규모 분식회계를 저지른 국내 기업 CEO들은 수감 된 후 불

과 몇 개월 만에 특별사면 등으로 풀려났다. 회계부정을 못 본 체한 회계법인들도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고 살아남았다.

조선비즈가 6월23일 개최한 "2016 회계감사 콘퍼런스’에서 브루스 골드버그 PwC 파트너는 “한국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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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국회에서 한국판 사베인스-옥슬리법은 제정되지 않았음

∙ 입법적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반복하는 사법부의 판결 경향은 권력

형 범죄를 용인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였으며, 지금 이재용 부회장 사건 재판부가 

이를 반복하지는 않을지 심각하게 우려 됨

∙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거론한 미국 연방 양형기준은 '회사’에 대한 양형

기 준이지 ‘임원 개인’에 대한 양형기준이 아니고，본질적으로도 ‘준법감시제도 도입’

이 임원 개인의 양형기준이 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음

- 원래 범죄를 저지른 임원은 회사에서 퇴출되어야 하는 것이기에 퇴출된 임원이 회사

에 준법감시제도를 도입할 수는 없기 때문임

❍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의 준법감시위 운영을 명분으로 양형을 고려하는 하는 것은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액수가 50억원이 넘을 경우 선고형은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이지만, 징역 3년 이하를 선고받아야 집행유예가 가능하기에 형량의 검토 사

유로 연계하고 있을 것이라는 의심이 있음

※ 이 자료는 김종보 변호사의 ‘이재용 파기 환송심 재판부의 문제점’(긴급좌담회, 삼성공

화국으로 회귀:재판부와 검찰인사는 어떻게 이재용을 구할것인가)에서 발췌하였음.

는 기업의 대주주가 범죄를 저질러 감옥에 가도 사면을 받아 짧게 형（刑）을 마치고 경영에 복귀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경제 범죄를 저지른 경영자는 회사에 복귀할 수 없도록 해야 국제적으로 믿을

만한 투자처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분식회계의 폐해는 그 기업에만 그치지 않는다. 대우조선해양은 해외에서 선박과 해양플랜트를 원가 

이하로 수주（受注）한 다음 회계장부를 조작해 수익이 난 것처럼 꾸몄다. 그 결과 해외 사업 입찰 과 

정에서 경쟁업체인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의 수주 기회를 배앗아 결국 한국 조선업계 전체의 부실 을 

초래했다. 대규모 수익이 난 것처럼 조작된 대우조선해양의 회계보고서를 믿고 투자한 투자자와 대출을 

해준 은행들은 큰 손해를 입었다. 최근엔 정부가 국민 혈세로 추가 편성한 예산을 차세대 산 업기술 개

발 대신 조선업계 구조조정에 투입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한 기업의 회계부정이 관련 산 업계와 자본

시장은 물론 국가 경제 전체에 막대한 해악을 끼친 것이다.

20대 국회는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을 계기로 기업의 회계감사를 강화하는 법안 마련에 착수 했다.

마침 공인회계사 출신 국회의원이 6명이나 당선돼 그 어느 때보다 제도 혁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관련 입법을 저지하려는 기업들의 로비 활동이 거세지고 있지만，국회가 이번에는 제 대로 된 회

계감사법을 만들어, 회계부정을 근절하는 전기를 마련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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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자회견문

�

이재용�부회장의�공정한�재판을�위해�

법경유착으로�급조된�준법감시위원회�즉각�해체하라�

-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들의 자진 사퇴를 권고한다 -

� � �
2월 14일 열릴 예정이었던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5차 공판이 연기되었다. 삼

성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의 승계를 위해 수십억 원의 회사 돈을 횡령하여 박근혜 대통령

에게 뇌물로 제공하였고, 이렇게 매수한 대통령의 영향력을 활용하여 국민연금이 제일모직

과 구 삼성물산의 부당한 합병을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였으며 신규순환출자 형성에 

따른 주식매각 규모를 부당하게 축소하였다. 이러한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횡령 등 

정경유착의 범죄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주역이 되었고 대통령은 탄핵을 

당했다.

때문에 대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이 자신에게 주어진 경영권을 회사의 이익이 아니라 자

신의 사익 추구에 이용했다고 판단하면서 2심 재판부가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다고 인정하지 않고 승계 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이 없다’며 무죄로 판결했던 부분

을 ‘승계를 위한 부정한 청탁’으로 바로잡아 파기 환송하였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에 대해 더욱 엄정한 재판을 진행해야할 파기환송심(서울

고법 형사1부, 정준영 재판장)이 노골적인 이재용 부회장 봐주기 재판으로 변질되고 있다.

재판부는 1차 공판(‘19.10.25)에서 이 사건은 이재용 부회장과 최고위 임원들이 총수의 경

영승계를 위해 저지른 뇌물공여 및 횡령 범죄로 규정하였고, 재발방지를 위해 미국의 기업 

내부 준법감시제도를 제안하면서 이 준법감시위원회는 재판의 진행이나 재판결과와는 무

관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4차 공판(’20.1.17)에서 재판부는 자신들의 요구에 따라 삼성이 명

망가들로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자 이를 이재용 부회장의 양형심리와 연계하겠다고 입

장을 번복하였다. 경실련은 국민들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음에도 파기환송심 

재판부와 이재용 부회장이 준법감시위원회를 명분으로 정경유착으로 단죄 받아야 할 범죄

를 법경유착으로 빠져나가려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에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은 법경유착으로 급조한 준법감시위원회 스스로 해체하

여 국민에게 반성과 성찰의 진정성을 보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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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의 임원들이 철저한 반성이나 성찰은 물론 재발방지를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본다. 그들의 관심은 이재용 부회장의 형량을 

낮춰 재구속을 막기 위한 방법을 찾는데 집착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이 재판부의 제안으

로 설치한 준법감시위원회의 모델인 미국의 준법감시위원회는 ‘개인’이 아닌 '법인(회사)’에 

대한 양형을 고려한다는 점, 법원이 준법감시제도를 갖추라며 명령한 대상은 ‘회사’라는 

점, 범행 당시 준법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을 경우 ‘회사’의 과실 점수를 고려한다는 점, 사

후적으로 준법제도를 도입하면 과실 점수를 낮춰주는 규정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이재

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 적용할 수 없는 제도이다.

또한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에게 상식적인 훈계차원에서 준법감시위원회를 

주문한 것도 문제이지만, 그것을 범죄인의 형량과 연계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재벌의 

지배구조 개혁은 정부와 국회가 정책적 차원에서 입법적으로 다뤄야 하는 문제이고, 급조

한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의 지배구조를 변화시키는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지도 의심스

러울 뿐이다. 실질적인 경영인이 아닌 외부 위원들이 경영의 핵심적인 사안을 파악하기가 

불가능하며, 준법감시위는 과거의 범죄가 아닌 미래의 일을 감시할 뿐이다. 이미 삼성이 

유사한 형식의 제도를 운영하였으나 실패하였고, 결국 위법행위가 재발했던 사실을 볼 때,

급조된 준법감시위의 설치가 이재용 부회장의 형량을 낮추기 위한 꿰맞추기라는 것은 누

구나 알 수 있는 일이다.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이 지난 범죄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성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즉시 할 일은 준법감시위원회를 스스로 해체하는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준법감

시위원회가 있으면 법을 준수하고, 그 위원회가 없으면 법을 위반하는 수준을 넘어선 지위

에 있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이재용 부회장이 이미 ‘살아 있는 경제 권력자’로서 법원의 재

판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구심만을 일으킬 뿐이다. 삼성이 눈높이를 

맞춰야할 곳은 재판부가 아니라 국민이다. 주권자 국민이 제정한 법을 함께 지킴으로써,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국민과 함께 키워가야 한다. 국내 제일의 재벌기업이자 세계적 기

업의 총수가 경영권 승계를 위해 뇌물과 부정한 청탁으로 범죄자가 된 사실에 부끄러움과 

상실감에 처한 국민들의 자존심과 기업가 정신을 회복시켜야 한다. 이재용 부회장은 정경

유착에 이은 법경유착의 의혹에서 벗어나 과거의 잘못을 깨끗이 정리하고 새 출발하는 용

기 있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

둘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들의 자진사퇴를 권고한다.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를 법조인, 시민운동가, 전문가 등 엘리트로 구성하였다. 위원

장인 김지형 변호사는 최고법원인 대법원 전 대법관 출신이며, 봉욱 변호사는 대검찰

청 차장검사 출신으로 현 정부에서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된 경력이 있다. 지난 30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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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을 위해 싸워 온 경실련의 고계현 전 사무총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인 권

태선 전 한겨레 편집국장은 시민운동가로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는 분들이다. 위원들은 

삼성그룹의 총수들이 3대에 걸쳐 우리사회에 수차례 큰 물의를 일으킨 사실을 알고 있

었다면 신중하게 참여를 고민했어야 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반성하는 진정성을 믿었다

면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에 앞서 삼성그룹의 의사결정을 하는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노력, 노조와 노동자들에 대한 사찰 등에 어떠한 조치들을 취했는지, 준법

감시위원회가 어떤 과정으로 설치되는지 등을 세심히 관찰했어야 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라는 사리를 위해 회사의 운영 원리에 대한 우리 사회의 

합의를 짓밟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민주 사회의 가치에 먹칠을 하였으며, 매수되어서는 

안 되는 공권력을 사욕 추구의 도구로 전락시켰다. 또한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훼손하였으

며, 부당한 합병의 희생자가 된 구 삼성물산 주주와 국민연금 가입자는 심지어 재산상 손

해까지 끼쳤다. 이러한 사안으로 재판을 받는 사건에서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여 위기를 

모면하려는 의도를 모르지 않았더라면 참여를 더욱 신중하게 고민해야 했다. 준법감시위에 

참여한 위원들 개인은 회복과 치유의 관점에서 과거를 털고 새롭게 출발하려는 기업에 힘

을 실어준다는 좋은 취지였다고 생각하지만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재용 부

회장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사회적 명망가들이 필요했다는 의도성이나, 준법감시위원회 존

재와 위원들의 명성이 실제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현실을 국민들이 매우 우려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삼성의 수십 년 된 그릇된 구조를 몇 사람의 

열정으로 근본적인 전환을 이끌어 내기에는 한계가 명확하다.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해체

와 무관하게 위원들이 자진 사퇴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특히 고계현 전 사무총장은 경

실련에서 재벌개혁 운동을 활발히 해 온 시민운동가로서 즉각적인 사퇴가 필요하다.

셋째, 재판부는 주권자 국민에게 직접 책임지는 사법권 독립의 사명을 명심하라.

민주주의에서 권력분립이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각 기관이 스스로 독립하여 각

자 국민에게 직접 책임을 진다는 의미이다. 헌법이 제103조에서 ‘양심’을 명시하면서까

지 사법권 독립을 특별히 선언한 것은, 사법부가 입법부, 행정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권자 국민에 대하여 직접 책임질 것을 주문하는 것이다.

주권자 국민은 재판부가 86억 뇌물사건에 사법권을 어떻게 행사하는지 주시하고 있

다. 이번 사건은 재판부로 하여금 사법권 독립의 사명을 다할 것을 요구하는 사건임을 

깨달아야 한다. 재판부는 사법권 독립에 대한 사명을 명심하여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

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지난 1989년 창립 당시부터 일관되게 재벌체제의 문제와 한계 그리고 개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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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해 온 시민단체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진정으로 과거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고 기업

가로 환골 탈퇴하여 새 출발 하려면 준범감시위원회를 스스로 해체하고 떳떳하게 재판에 

임해야 한다. 그리고 황제경영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총수일가와 우호세력에 대해 견

제가 가능하도록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 비지배 소수주주가 추천하는 인사들을 과반이

상 선임하도록 지배구조부터 개선해야한다. 준법감시위원회 위원들도 이재용 부회장의 

공정한 재판을 위해 자진 사퇴할 것을 권고한다. 재판부도 자신들이 주문한 준법감시

위 설치를 명분으로 재벌총수 구명에 나선다는 불명예스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

도 이 부회장의 범죄의 실체를 엄정히 규명하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는 판결을 함으

로서 사법정의를 세워야 한다.

지금 한국 사회의 정의는 재판부의 엄정한 재판 절차와 판결, 이재용 부회장의 진정

성 있는 반성과 책임지는 모습, 명성 있는 엘리트들의 사회적 책임이 함께 이뤄질 때 

가능한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