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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추가 수사자료 다음달 법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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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발행을 통한 삼성그
룹 경영권 변칙 승계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중앙지검 금융조사부는 현재 항소심 진행중인 허
태학 박노빈 전·현직 에버랜드 사장의 재판에 CB 
발행 과정에서의 계열사 임원진 등의 공모 관계
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
다.  
 
검찰이 이르면 다음달 현명관 전 삼성물산 회장
을 소환해 조사한 뒤 홍석현 전 주미대사와 이건
희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조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들 자료에 이 회장 등이 CB 발
행과 실권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포함될지 주목된
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 심리
로 이날 열린 허씨와 박씨의 공판에서 검찰 측은 
"현재 진행중인 수사 자료를 전면 제시하기는 어
렵지만 일부는 다음 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2일 오후 3시 열린다.  
 
1심 재판부가 지난해 말 허씨와 박씨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이후 검찰은 CB 발
행이 이뤄질 당시 에버랜드의 주주였던 삼성 계열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공모 관계
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  
 
이에 허씨와 박씨 측 변호인들은 허씨와 박씨가 어떤 사람과 어떤 공모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달라며 검찰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  
 
한편 변호인 측은 CB 실권이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점
을 증명하기 위해 당시 에버랜드 주주였던 신세계와 삼성문화재단이 배정된 CB를 
인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사실조회를 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 
 
아울러 1심 재판부가 CB가 발행된 때가 아닌 1년 후인 1997년12월에 작성된 신
용평가서 2개를 바탕으로 에버랜드의 신용도를 양호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 부
당하다며 역시 이에 대해서도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  
 
1심 재판부는 1996년 말에 작성된 에버랜드에 대한 신용 평가서가 존재하지 않아 
부득이 검찰 측이 제출한 1997년 12월에 작성된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의 
평가서를 바탕으로 CB 발행 당시 에버랜드 채권의 신용도를 판단 , 계열사들이 합
리적인 이유 없이 CB 인수를 포기했다고 판단했다 .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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