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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비자금 특검기간 조세도피처 페이퍼컴퍼니 설립한

삼성 이재용 부회장 범죄 혐의 철저히 수사해야

– 수사를 통해 불법이 드러날 경우 가석방 취소해야

지난 7일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와 뉴스타파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조세도피처내 회

사설립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https://han.gl/S15J3).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2008년 조세도

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배처리 파이낸스 코퍼레이션’이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설

립하였고, 이는 스위스은행 UBS에 법인 계좌를 개설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언론보도

이다.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시점은 2008년 3월에서 5월 사이로 당시 김용철 변호사의 삼

성 비자금 의혹 폭로로 관련 특검이 진행되던 때이다. 당시 특검수사결과 이건희 회장

의 4조5천억원 가량의 비자금과 차명재산이 드러났었던 점은 누구나 알고 있다. 따라

서 이 부회장의 페이퍼컴퍼니의 설립은 그 사안을 엄중하게 봐야 하며, 이건희 회장의 

비자금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나아가 해당 행위는 조세범처벌법령상 탈세, 국세조정처벌법령상 해외재산 은닉, 범죄

수익이전방지법령상 자금세탁, 특정경제범죄법령상 재산국외도피 등 범죄행위의 성립 

여지도 있어 면밀한 조사를 해야한다. 조사결과 불법이 드러날 경우, 특혜 가석방 또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이재용 부회장은 불법과 편법으로 받은 수십억원 종잣돈으로 출발해 현재 삼성그룹의 

총수가 되었다.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도 특정경제범죄법을 위반하여 삼성전자 회사자

금 86억 8,081만 원을 횡령한 범죄사실이 드러나 실형까지 선고받고 복역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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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언론사 경제부•정치부•사회부•시민사회담당
▪발신 :경실련 재벌개혁위원회(박상인 위원장,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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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명]이재용 부회장 조세도피처 회사 설립 등에 대한 성명 (총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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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비영리•공익성•비당파성•자율성의 원칙과 실사구시로 “땀 흘려 일하는 모두가 잘사는 사회”를 실현합니다. 2

재판과정에서 특혜를 받아 감형을 받았고, 법무부로부터 또 다른 특혜를 받아 2021. 8.

13. 가석방되었다. 꼼수와 특혜로 점철된 가석방 허가 자체도 문제이지만, 가석방 직후 

해당 기업체인 피해자 삼성전자에 출근하여, 대규모 투자 전략을 직접 발표하거나, 반

도체 사업부를 포함해 삼성전자 사업부문별 간담회를 진행하고, 삼성 관계사 경영진도 

잇따라 만나는 등 사실상 부회장으로서의 업무를 함으로써 특정경제범죄법의 취업제한

규정도 위반한 상황이다.

회사경영과 무관한 사익편취를 위한 재벌총수들의 범죄행위는 반드시 엄중하게 처벌

받아야 한다. 그래야지 사법정의가 바로 서고, 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들이 줄어든

다. 따라서 이번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이 부회장의 조세회피처내 페이퍼컴퍼니 설립과 

스위스의 비밀계좌 개설 등에 관한 내용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나아가 

제기되는 범죄 의혹이 명백하게 밝혀진다면 가석방도 즉각 취소 해야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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