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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논평] 법무부와 검찰의 감찰, ‘제식구 감싸기’ 경계해야

날 짜 2017. 5. 18. (총 2 쪽)

논 평

법무부와 검찰의 감찰, ‘제식구 감싸기’ 경계해야
법무부 탈검찰화해 법무부와 검찰 각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1. 오늘(5월 18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사의

를 표명했다. 소위 ‘돈봉투 만찬’이 언론에 폭로된 지 사흘만이자, 대

통령의 감찰 지시가 있은 지 하루만의 일이다. 그러나 사의표명으로 모든 

책임이 탕감되는 것은 아니다. 청와대와 법무부는 이들에 대해 직위해제 

후 신속히 감찰을 실시해야 한다. 불과 1년 전 진경준 검사장, 김형준 부

장검사의 비리사건을 상기할 때, 이번 법무부 및 검찰의 셀프조사가 “제

식구 봐주기 늦장 조사”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제식구 감싸기식 또는 온

정적 감찰이 되지 않도록 대통령과 청와대가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2. 검찰과 법무부 간의 회동이 비단 이번뿐만 아니라 ‘종종’ 있는 일이며, 

왜 검찰 검사장이 법무부 과장들을 ‘후배’로 여기고 100만원씩 지급할 

정도로 ‘각별히’ 여기는가. 그동안 법무부와 검찰이 한 식구처럼 지내

온 폐단에 주목해야 한다. 약 70여명의 검사들이 법무부에 근무하고, 법

무부 과장급 이상 직책 64개 중 32개를, 국실장급 이상 직책 10개중 9개

를 검사가 보직을 맡고 있다. 다시 말해 검찰을 견제해야 할 법무부를 검

사들이 장악하고 있다. 그 결과 검찰을 견제하고 검찰개혁을 추진해야 할 

법무부가 검찰과 ‘한 식구’처럼 여겨지고 검찰개혁에는 한발도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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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시에 법무부에 1~2년만 근무하다 검찰로 복

귀하고, 검사의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는 업무에까지 검사들이 임명됨으로

써 법무부 본연의 전문성조차 축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무부 탈

검찰화를 위한 정책적 실행 또한 엄중한 감찰과 더불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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