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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의 명확한 기준과 정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취업제한 위반 여부 
유권해석 요청

- 취업제한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사법정의와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
해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려야

- 사면을 해주지 않아 경영활동을 못한다는 삼성준법감시위원장과 재계 
논리는 이 부회장이 취업제한 규정에 저촉된다고 자인하는 것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오늘(23일) 법무부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

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정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취업제한 위반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 요청서를 접수했다.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1항에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있다. 동법 시

행령 제10조3항3호에는 취업제한 대상 기업체를 “유죄판결된 범죄행위로 인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기업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라고 분명히 적시되어 있다. 

즉 법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자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 부회장은 재산상 피해를 

입힌 삼성전자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2021년 8월 13일 

출소직후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경영현안을 보고 받는 것을 시작으로 삼성전자의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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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고용방안 발표, 최근 반도체사업 등 미래먹거리 확보를 위한 유럽출장까지 다녀

오는 등 아무렇지도 않게 경영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부회장이 취업제한 대상자임에도 경영활동을 펼치는 이유는 박범계 전 법무부장관

과 법무부의 입장 선회 때문이다. 전 법무부는 2021년 2월 15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

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에게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했었다. 이

후 2021년 8월 10일 가석방과 관련한 인터뷰를 하면서 취업제한 해제 가능성을 묻자 

박 전 장관은“고려한 바 없다”고 단호히 밝혔었다. 즉 박 전 장관과 법무부가 이 부

회장이 취업제한 대상자로 회사에 복귀할 경우 취업제한 규정에 위배 됨을 자각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박 전 장관은 이 부회장의 출소이후 2021년 8

월 19일 취업제한 위반여부에 대해 “이 부회장은 몇 년째 무보수이고 비상임‧미등기

임원이며, 주식회사는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통해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 부회장은 

미등기임원이기 때문에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며 취업제한 위반이 아

니라고 언급했다. 박 전 장관의 판단은 명확한 유권해석도 없이 나온 판단으로 우선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다. 

 첫째, 취업제한 위반 여부에 대한 일관성 부재이자 최초 판단과 모순된다. 

 박 전 장관과 법무부는 최초(2021. 2. 15.)에는 이 부회장을 취업제한 대상자로 통보했

다가 이후 이상한 논리를 들어 취업제한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잘못된 판

단으로 최근 경찰 또한 같은 논리를 들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 부회장은 삼성전

자 등기이사(상근)를 2016년 11월 4일부터 2019년 10월 27일까지 역임해 ‘미등기‧비상

임’임원으로 변경된 시기는 사업보고서 기준 2019년 10월 28일 이다. 임원에 대한 보

수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받고 2018년부터 현재까진 배당금만 수령하고 있는 상황이

다. 이상의 사실을 볼 때 이 부회장은 가석방되기 전 박범계 법무부가 취업제한 대상

자임을 통보한 2021년 2월 15일 이미 ‘무보수‧비상임‧미등기’임원이었다. 그럼에도 취

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했다는 것은 무보수나 미등기 등과 상관없이 삼성전자 부회장

으로 복귀하더라도 취업제한 위반이라고 봤다는 뜻이다. 

 둘째, 삼성그룹 등 한국재벌 지배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재했다. 

 우리나라 재벌그룹은 총수일가가 핵심 모기업을 지배하고, 모기업이 자회사와 이하 

계열회사를 지배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 총수일가가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자이다. 삼성

그룹 또한 2021년 기준 이 부회장이 그룹 모회인 삼성물산 지분을 17.9%를 보유하면서 

지배하고,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와 삼성생명보험을 지배, 그리고 이 회사들이 각각 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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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들을 지배하는 구조이다. 표면적으로는 ‘무보수‧비상임‧미등기’임원이고, 이사회 의

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삼성전자 부회장’이자 ‘그룹총수’

로서 삼성전자를 포함한 그룹 최고 의사결정자이다. 즉, 삼성전자와 그룹에 경영권과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취업자로 볼 수 있다. 이는 최근까지의 경영행보만 봐

도 알 수 있다. 

 셋째, ‘취업’을 판단함에 있어 회사에 대한 경영권과 영향력 등 실질적 권한을 보

는 것이 아니라 피상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을 했다. 

 박범계 전 장관과 법무부는 명확한 유권해석도 없이, 취업을 판단함에 있어 ‘무보수‧
비상임‧미등기’라는 관점을 내세웠다. 하지만 기존 법무부의 설명자료(2021. 11. 11.‘ 

특정경제사범 취업제한 제도와 관련해 설명드립니다’)를 보면, 취업제한 제도가 ‘피

해기업과 주주를 충실하게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고, ‘중요 경제범죄

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에 규정된 예방적 제재’라고 밝히고 있다. 나아가 취업

제한 제도가 회사의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중대 경제범죄로 유죄가 확

정된 사람의 ‘회사 경영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 즉 취

업을 판단함에 있어 ‘경영권과 영향력, 집행력을 행사하는 위치인가’라는 실질적 권

한을 보고있는 것이다. 

 최근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론이 삼성 준법감시위원장과와 일부 언론, 재계를 통해 

제기되고 있는데 사면을 해주지 않아 경영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논리를 들고 

있다. 사면이 안 되어서 경영활동을 못한다는 것은 이 부회장의 경영활동이 취업제한 

규정에 저촉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으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경실련은 박 전 장관

과 경찰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취업제한 제도가 사문화 또는 무력화될 수 있음을 심각

히 우려한다. 따라서 명확한 유권해석을 통해 동제도의 취지를 를 바로잡아야 한다. 이

에 윤석열 정부 법무부가 취업제한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사법정의와 법치주의를 확

립하기 위해 명확한 유권해석을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

6월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 :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경영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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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이후 경영활동

연월일 구분 주요내용 관련 보도 링크

2021-08-13
출소직후 삼성전자 서초
사옥서 경영현안 보고 
받음

∎ 반도체‧스마트폰‧가전사업 등 주
력사업부문과 사업지원TF 만나 경
영현안 보고받음

https://www.donga.com/news
/article/all/20210813/1085403
00/1

2021-08-24 신규투자 및 고용방안 
발표

∎ 향후 3년 동안 삼성전자를 비롯
한 계열사들의 240조 신규투자 및 
4만명 고용 방안 발표

https://www.joongang.co.kr/
article/25000962

2021-09-14
김부겸 총리 주관 간담
회에 참석 3년간 청년일
자리 3만개 창출 약속

 ∎ SSAFY에서 열린 김부겸 총리 
주관하는 '청년희망 온(ON) 프로젝
트 간담회' 참석
- 청년일자리행사참석하여, 향후 3
년간 매년 1만개씩 3만개의청년일
자리 확대 목표의 파트너십 체결

https://www.newstomato.com
/ReadNews.aspx?no=1073709
&inflow=N

2021-11-14 해외 출장으로 출국 - 
미국, 캐나다

∎캐나다에 있는 삼성전자 인공지
능(AI) 연구센터를 방문한 뒤, 미국
으로 건너가 파운드리 공장 부지 
등에 최종 조율

https://news.mt.co.kr/mtview
.php?no=202111140704225687
3

2021-11-16 (바이오) 모더나 아페얀 
의장 미팅

∎ 누바 아페얀 모더나 공동 설립
자 겸 이사회 의장 미팅
- 코로나백신 관련 추가 협력방안 
의견교환

http://daily.hankooki.com/ne
ws/articleView.html?idxno=76
5558

2021-11-17
(통신) 미국 이동통신기
업 버라이즌의 한스 베
스트베리 CEO 등 미팅

∎차세대 이동통신 분야 협력 방안 
의견 교환

http://www.newsway.co.kr/ne
ws/view?tp=1&ud=2021111813
423303904

2021-11-18 (반도체) 미연방의회 미
팅

∎반도체 투자 지원 법안 담당하는 
핵심 의원들 미팅
 - 관련 법안의 통과 등에 대한 
의회의 협조 요청한 것으로 알려짐

https://www.donga.com/news
/article/all/20211122/1103880
22/1

2021-11-19 (반도체) 백악관 고위 관
계자 미팅

∎백악관 고위 관계자들 만나 반도
체 공급망 문제 해결 방안, 연방정
부 차원의 반도체 기업 대상 인센
티브 등에 대해 논의 - 접촉 인사
는 미공개

https://www.donga.com/news
/article/all/20211122/1103880
22/1

2021-11-20
(IT) 마이크로소프트 사
티아 나델라 CEO / 아
마존 경영진 미팅

∎ MS - 반도체, 모바일, 가상/증
강현실, 메타버스 등 차세대 기술
에 대한 협력과 소프트웨어 생태계 
확장 논의
∎아마존-인공지능, 클라우드컴퓨
팅 등 차세대 유망산업 전반 의견
교환

https://news.mt.co.kr/mtview
.php?no=202111211310079468
2

2021-11-21~22

(반도체) 실리콘밸리 DS
미주총괄(DSA) 및 삼성
리서치아메리카(SRA) 미
팅

∎인공지능(AI)과 6G(6세대 통신) 
등 차세대 핵심 기술 개발 현황을 
점검

http://www.newsway.co.kr/ne
ws/view?ud=202111231402175
4897

2021-11-22 (IT)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미팅

∎시스템 반도체, VR/AR, 자율주
행, 플랫폼 혁명 등 차세대 스마트 
소프트웨어/ICT 혁신 분야의 공조 
방안 논의. 안드로이드 동맹 강화

https://www.chosun.com/eco
nomy/industry-company/202
1/11/23/5Z7RV2F27NDOLKU6
IS22FOHCRY/

2021-12-07~09 UAE 등 중동국가 5G 등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 http://news.tf.co.kr/read/e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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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업 모색

등 중동 국가를 찾아 해외 네트워
크 복원 및 5G 등 신사업 기회 모
색.
UAE 왕세자비 주최 비공개 포럼 
등 참석.

nomy/1904164.htm

2021-12-27 문재인 대총령 주재 6대 
기업 총수 회동

∎ 청년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이
행 계획 공유. 

https://news.kbs.co.kr/news/
view.do?ncd=5357805&ref=A

2022-03-14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
회 위원장 만남

∎ 2기 위원회에 대한 적극적인 지
원과 독립적인 활동을 약속

https://www.khan.co.kr/econ
omy/businessman/article/202
204031500001

2022-05-30 (반도체) 인텔 CEO 미팅

∎한국 방문 중인 팻 겔싱어 CEO
와 회동 - 차세대 메모리, 팹리스 
시스템반도체, 파운드리, PC/모바
일 등 협력 방안 의견 교환

https://newsis.com/view/?id=
NISX20220530_0001891132&cI
D=13001&pID=13000

2022-06-07 유럽 출장(미래먹거리 발
굴)

∎장기 유럽 출장으로 출국 (11박 
12일)
-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등을 방
문해 주요 거래처 관계자 미팅 후, 
삼성전자 경영진 및 해외법인장들
과 전략회의
- 반도체장비 및 전기차용배터리, 
5G이동통신 등에서 미래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해 관련 주요기업과 협
력관계 다지기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기업 ASML 
본사를 찾아 극자외선(EUV) 노광
장비 수급 문제를 논의

　
https://newsis.com/view/?id=
NISX20220607_0001898596&cI
D=13001&pID=13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