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의 재산과 지위는 사회로부터 약탈한 것

배임․탈세․노동자탄압의 어두운 유산을 청산하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2015.4.2. ‘세계 200대 억만장자 순위’ 183위, 8조2,500억 원의 재산

2015.5.28. 상장계열사 시가총액 합계 330조6,693억 원 삼성그룹의 실질적인 CEO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현재 재산과 지위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오늘 그의 재산과 지위는 20년 전 아버지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60억8,000만원을 증여받아 16억원의 상속세를 내고 남은 44억원의 

종자돈으로 시작됐다.

그가 투자한 주식과 주식연계증권은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이 ‘대박’이 났다.   

그러나 아무도 이재용 부회장을 ‘투자의 귀재’라 부르지 않는다. 

또한 누구도 그를 ‘탁월한 경영인’이라 평가하지 않는다.

그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벌였던 유일한 사업인 e-삼성 사업은 완전한 실패로 끝났고, 그는 

그 실패를 제일기획, 삼성SDI 등 8개 계열사들에게 전가했다.  

오늘 그의 재산과 지위는 

과거 국가기관과 사법기구의 판단이 무엇이었든, 

법률적․도덕적 정당성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 

오늘 그의 재산과 지위는 

배임액과 탈세액을 특정할 수 없을지라도,

아버지의 지위를 이용해 비상장계열사의 주식 및 주식연계증권을 헐값에 배정받아 계열사 

등 다른 주주들에게 돌아갈 몫을 가로챈 배임의 결과이며,

배임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상속증여로 받았다면 내야 했을 천문학적인 세금을 국고에서 

빼돌린 탈세의 결과이다.

오늘 그의 재산과 지위는 

수많은 중소기업의 시장 기회를 박탈한 결과이기도 하다.

삼성SDS의 매출 중 계열사들의 일감몰아주기로 올린 매출은 2009년 1조7,700원에서 

2014년 5조4640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5년 평균 70% 안팎의 매출이 땅짚고 헤

엄치기로 달성한 것이다.

오늘 그의 재산과 지위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피와 땀, 목숨값이기도 하다. 

1999년, 장외에서 5만원 대에 거래되던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7,150원 헐값

에 배정받아 수조 원의 상장이익을 예비했던 때, 그의 나이 31세였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동자 ‘별이 아빠’ 최종범은 2013년 유서를 남겼다.  



“너무 힘들었어요. 배고파서 못 살았고 다들 힘들어서 옆에서 보는 것도 힘들었어요.” 

최종범은 유서와 함께 돌이 지나지 않은 딸 별이를 지상에 남기고 역시 31세의 나이에 하

늘의 별이 되었다. 

‘분급(分給) 225원’이라는, 세계노동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노동조건은 무노조경영 삼성그

룹의 역사 최초의 단체협약에 의해 일단락되었지만,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아직도 삼성그룹의 전사적 노조파괴 시도에 맞서 힘겨

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오늘 그의 재산과 지위는 

결국 사회로부터 약탈한 것이다.

삼성그룹의 실질적인 CEO 이재용 부회장은 이 어두운 유산을 어떻게 청산할 것인지 밝혀

야 한다.

우리 사회가 그의 경영권 승계를 수용할지 말지는 그 이후에 판단할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