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 | 김경율
❏ 문의 | 010-3060-1917 | econdemos21@protonmail.com
❏ https://econdemos21.com | blog.naver.com/econdemos21

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사회부․정치부

발

신 경제민주주의21

일

시 2022. 8. 14. (총 2쪽)

문

의 전화 | 010-3060-1917 이메일 | econdemos21@protonmail.com

제

목 [논평 46호] “공정, 정의, 상식”에 반하는 광복절 경제인 특별사면을 규탄한다

“공정, 정의, 상식”에 반하는
광복절 경제인 특별사면을 규탄한다
m 재벌총수 광복절 특별 사면은 사법정의와 법 앞의 평등을 무너뜨리는 사
면권 남용
m 민생과 경제 상황 빌미로 한 재벌총수 면죄부 남발은 공정과 상식에 어긋
나는 경제권력만을 위한 선택적 정의
m 이재용 부회장 사면복권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불법 승계 면죄
부 될 수 없어
1. 정부는 1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을 광복절을 맞아 특별 사면 조
치하였다. (https://bit.ly/3zKj9Na)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으로 지난해 1월 징
역을 선고받고서도 가석방된 이재용 부회장은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 취업제한 규정을 조롱하듯 미등기 임원으로 경영에 복귀하였으며,
이번 특별사면 조치를 통해 완전복권되어 공식적인 회장직을 승계할 수
있게 되었다. 문재인정부의 가석방과 경영복귀 특혜로 시작된 “이재용
부회장 구하기” 작전은 윤석열정부의 사면복권으로 최종 마무리되었다.
2.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면은 무엇보다 민생과 경제회복에 중점을 뒀
다”고 밝혔다. 불과 한 해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은 경제 상황
이 이전과 다르게 전개되고 있고, 기업의 대담한 역할이 요구된다는 점
도 잘 알고 있다”며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정당화했던 논리와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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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일치한다. 경제위기를 빌미로 재벌총수 면죄부를 남발하는 것은 대통
령 사면권 남용이며 경제정의에 반하는 정경유착의 전형이다. 이로써 재
벌총수는 경제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도 죗값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사법부정의가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이 재확인되었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특검팀 수사팀장을
역임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권이 무너뜨린 공정, 정의, 상식 회
복을 주장하여 지난 대선에서 승리하였다. 불법적인 경제 권력 앞에 윤
석열 대통령의 공정, 정의, 상식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윤 대통령이 실
천으로 보여주고 있다.
3. 국정농단 사건과 별개로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 경영승계와 관련한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 합병 사건판결이 아
직 남아 있다. 애당초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던 이유
가 “승계작업을 돕기 위해 대통령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것이었다. (https://bit.ly/3AhuxSd)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복권
이 현재 진행 중인 불법 승계 재판에 보이지 않는 외압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경제회복’의 정치적 면죄부 선언이 불법 승계 범
죄를 묵인하는 면죄부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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