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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 21.(수)>

노회찬,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대법원에서 바로잡아야"

- “36억원 이상 뇌물제공한 이재용 부회장은 집행유예, 적은 금액의 뇌물이라도 

일반국민에게는 집행유예 없는 실형, 납득할 수 없어”

- “법원은 수 십년에 거쳐 삼성 총수일가의 범죄를 묵인해왔다. 지난 시절의 법원은 

사실상 정경유착의 공범”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오늘(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난 
2018. 2. 5.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과 관련하여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삼
성그룹을 3대 세습한 것 뿐만 아니라 정경유착과 관련된 범죄도 3대 세습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대한민국 법정에서 한 번이라도 엄중한 처벌을 
제대로 받았다면, 이재용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일반국민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와 비교해 보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판결은 용납할 수 없는 판결이다”라며 “2016년 대학교수였던 A씨는 대학인수와 관
련하여 교육부 담당공무원에게 로비활동비 명목으로 약 5억7천만원의 뇌물을 알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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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한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는 선고되지 않았다. 2014년 甲
주식회사의 상무였던 B씨는 낙찰 및 납품과정에서 공기업 임직원에게 편의를 제공받는 
댓가로 10억원의 뇌물을 제공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는 선고되지 
않았다. 2012년 대학교수였던 C씨는 골프장 사업과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인·허가 급행
료를 제공하기 위해 3억원을 교부받고 4800만원의 뇌물공여를 약속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는 선고되지 않았다. 2011년 건축업에 종사하던 D씨는 
체비지를 싸게 매입하게 해달라며 공무원에게 6천만원을 교부한 혐의로 징역 8월을 선
고받았다. 집행유예는 선고되지 않았다. 2011년 재개발사업을 하던 E씨는 도시환경정
비사업 시행자 선정과 관련하여 약 46억원의 뇌물을 수수하거나 공여한 혐의로 징역 8
년을 선고받았다. 물론 집행유예는 선고되지 않았다. 일반국민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엄중한 형벌을 선고하는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 사건에서는 36억원 이상의 뇌물 
제공을 인정하고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이재용 부회장이 자유의 몸
이 되게 해 주었다.”고 말했다. 또한 “많은 국민들이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로 인해 정
신적으로 충격을 받고 있다. 국민들의 평균수명이 몇 개월 줄어들었다.”라며 삼성 이재
용 부회장에 대한 판결을 비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최근 연구자료 ‘왜 법원은 재벌범죄에 관대
한가?’ 에 따르면 범죄자가 재벌과 관련이 있을 경우 유죄 선고시 집행유예를 받을 가
능성이 다른 범죄자에 비해 8.6% 올라간다. 10대 재벌과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집행유
예를 받을 확률이 11.1% 올라간다.”라고 말한 뒤 “그리고 삼성 총수 일가의 경우에는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로 풀려날 확률이 100%로 올라간다. 삼성은 1966년 일본 미쯔이社

에서 리베이트 1백만 달러를 받았고 이 돈을 국내에 밀반입하기 위해 사카린 밀수를 
시도하다가 세관에 적발되었다. 그 결과 이병철 회장의 차남 이창희가 특정범죄가중처
벌법 관세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되었다. 당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관세법 위반의 법정
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임에도 불구하고, 이창희는 집행유예
로 풀려났다. 1968년 이병철 회장의 차남 이창희는 국회위증죄로 유죄가 확정되었으나 
선고유예로 풀려났다. 1996년 이건희 회장은 노태우 전대통령에게 250억원의 뇌물을 
제공하여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2008년 이건희 회장은 456억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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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탈 혐의와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2009년 이건희 회장은 삼성 에스디에스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발행으로 인한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로 유죄를 선고받고도 집행유예가 나왔다. 그리고 2018년 2월 
5일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36억 이상의 뇌물죄로 유죄를 선고받고도 집행유예로 자유의 
몸이 되었다.” 라고 말했다. 또한 “법원은 수십년에 거쳐 삼성 총수일가의 범죄를 묵인
해오고 사면해왔다. 지난 시절의 법원은 사실상 정경유착의 공범이라고 볼 수 있다.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에서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미국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를 때 최소 24년 2개월 징역형이 선고된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을 3대세습한 것 
뿐만 아니라 정경유착과 관련된 범죄도 3대세습하고 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대한
민국 법정에서 한 번이라도 엄중한 처벌을 제대로 받았다면, 이재용 부회장이 같은 범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이번 재판 삼성 총수에 대
한 마지막 재판이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상고심
에서 엄중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라며 법원의 삼성 총수일가에 대한 역대 판결들을 강
하게 비판함과 아울러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는 공정한 판결을 할 것을 당
부하였다.

마지막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법원이 여론을 보고 판결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여론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국민의 분노가 무엇 때문인지 법원은 귀기울여야 한다. OECD 국가 
중 사법부에 대한 국민신뢰도가 가장 낮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사법부는 유념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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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일반국민들에 대한 뇌물죄 선고형량 사례

년도 범행주체 내용 뇌물 금액 선고형량
집행

유예 

판례

번호

2016
대학교수 

A씨

대학인수와 관련하여 교육부 

담당공무원에게 로비활동비 

명목으로 뇌물 알선 및 교부

약 

5억7천만원
징역 3년 ×

2016

노50

2014

甲주식회

사  상무 

B씨

낙찰 및 납품과정에서 

공기업 임직원에게 편의를 

제공받는 댓가로 뇌물을 

제공

10억원
징역 

3년6개월
×

2013

고합1

33

2012
대학교수 

C씨

골프장 사업과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인·허가 급행료를 

제공하기 위해 뇌물 공여 및 

뇌물공여를 약속

3억원 교부, 

4800만원 

뇌물공여 

약속

징역 

2년6개월
×

2012

노58

2011

건축업  

종사자 

D씨

체비지를 싸게 매입하게 

해달라며 공무원에게 뇌물을 

교부

6천만원 징역 8월 ×

2011

고합4

30

2011
재개발사

업자 E씨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선정과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공여

약 46억원 징역 8년 ×
2011

노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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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

역대 삼성 총수일가를 위한 집행유예(선고유예) 선고의 남용 사례

년도 범행주체 범행내용

법원의 

유·무죄 

판단

집행유예

(선고유예)

1966
이병철 회장의 

차남 이창희

삼성은 1966년 일본 미쯔이社에서 리베이트 

1백만 달러를 받았고 이 돈을 국내에 밀반입하기 

위해 사카린 밀수를 시도하다가 세관에 적발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관세법 위반

유죄 ○

1968
이병철 회장의 

차남 이창희
국회위증 유죄

○

(선고유예)

1996 이건희 회장 노태우 전대통령에게 250억원의 뇌물을 제공 유죄 ○

2008 이건희 회장 456억원 조세포탈과 증권거래법 위반 유죄 ○

2009 이건희 회장
삼성 에스디에스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발행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유죄 ○

2018 이재용 부회장 최순실측에게 36억원 이상의 뇌물 제공 유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