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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고위공직자비리수사 법안 촉구 토론

김선수� /�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전�회장

Ⅰ. 머리말

○ 검찰권의 비정상적 비대화와 자의적 행사

- 영장청구권1)을 포함한 직접 수사권,2) 수사지휘권, 불기소권을 포함한 기소(공소

제기)권․공소유지권,3) 형집행권 등 형사절차에서 재판권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검

찰이 배타적으로 독점.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례적인 제도. 

- 식민지와 군사독재정권 하에서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차원에서 비

정상적·기형적으로 권한 집중. 민주화 이후에도 저항으로 말미암아 정상화되지 못

하고 있는 상태.

- 검찰권의 자의적 행사와 편파․왜곡․과잉․축소․은폐 수사.4) 정치권력에 굴종과 동시

에 조직이기주의의 관철. 정치권력과 검찰의 이해관계 일치에 근거한 검찰권의 

1) 검사의 독점적인 영장청구권은 1962년 제5차 헌법 개정 때 “체포, 구금, 수색에는 법관의 영장이 있어야 한

다”(헌법 제9조)는 규정이 “체포·구금·수색·압수에는 검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

야 한다”(헌법 제10조 3항)로 개정되면서 헌법상 인정되었다.

2) 검사정원법(2016. 1. 21. 개정)의 검사정원표에 의하면 검사 정원은 2,112명이고, 그 외 직접 수사 인력 약 6,000

여 명 보유.

3) 공소제기(기소)권과 공소유지권을 묶어서 공소권이라 함.

4) ①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해 부실하게 수사, ② 국가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봐주기 수사, ③ 정부비판세력에 

대하여 권한을 남용하여 과잉 수사, ④ 재벌․대기업에 대하여 봐주기 수사(민변 『2016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 1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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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적인 비대화 유지.

-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말이 있듯이 검찰에 지나치게 집중된 

권한은 국민에게 불행인 것은 물론이고 검찰 자체에도 짐이 되어 권한 남용 또는 

정권의 하수인 의혹 등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음.

- 정권안보의 전위대 역할에 충실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 확대에 골몰하고, 기득권

층의 부패를 보호하며, 그 칼끝을 주권자인 국민에게 겨누고 있는 형국.

○ 검찰비리사건의 주기적인 폭발과 대형화

- 강력한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로 검찰권 행사에 대한 효과적이고 민주적인 

견제 및 자정능력 부재. 

- 특권의식과 부패문화에 길들여져 있다는 평가. 검찰비리사건 폭로 후 최소한의 

처벌과 미봉책으로 상황 모면. 결과적으로 국민의 신뢰 파탄.

○ 검찰의 정상화

- 검찰의 문제는 출세 또는 정치적 고려를 앞세워 권한을 남용하는 정치검사들, 사

적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는 비리검사들, 이를 가능케 하는 제도 및 구조가 

문제임. 

- 이러한 제도 및 구조를 개선하여 국민의 검찰로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검

찰제도 개혁’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 ‘검찰의 정상화’라 표현.

○ 독립적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기구 설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법안

- 검사와 판사를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담당하기 위한 독립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 

- 우리나라에서 검찰청으로부터 독립하여 수사권 및 공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

를 도입하고자 하는 입법적 노력은 1996. 11. 참여연대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포함한 부패방지법을 입법청원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됨. 제13대 국회(여소

야대)에서 1988년 12월 3일 제도특검 도입 법안5)이 발의된 이래, 제14대 국회에

서 개별특검법안이 제정되어 이후 11차례(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까지 

포함하면 12차례) 개별특검이 활동했음. 그 후 독립기구인 고비처 또는 공수처 

설치 법안이 매 국회마다 제안되었으나 입법에는 실패하였음.  

5) 조승형 의원이 대표발의 한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30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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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는 각 후보들이 관련 공약 제시. 박근혜 후보는 상설

특검 및 특별감찰관 설치를, 문재인 후보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를 공약. 

박근혜 정부에서 제도특검법과 특별감찰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었으나, 제도특검

법에 의한 특검 임명은 단 한 건도 없었고, 특별감찰관은 이석수 감찰관이 대통

령의 부당한 공격으로 사임한 이후 사실상 해체된 상태나 마찬가지임.

- 독립적 조사기구가 공권력의 권한 남용, 검찰과 법원의 비리에 대한 조사를 담당

하게 되면 국민의 인권 보호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고, 검찰의 입장에서는 정치적 

사건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고, 검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외부의 수사 및 감

시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검찰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임.

<제20대 국회 발의법안>

대표발의 발의일 의안번호 명칭

노회찬 2016. 7. 21. 1057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

박범계․
이용주

2016. 8. 8. 1461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양승조 2016. 12. 14. 4379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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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공수처 도입 반대론 검토

가. 찬반론의 논거6)

 

나. 반대론 검토

1) 위헌 여부?

○ 독립기구 설치는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

- 행정기능을 갖는 기관을 국무총리의 관할 외에 설치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

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가 배척한 바 있음.7) 행정작용을 하는 기

구를 행정․입법․사법에 속하지 않는 독립기구로 설치하는 것은 입법정책의 문제로

6)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2016. 11.) 17면.

7) 헌법재판소ﾠ1994. 4. 28.ﾠ선고ﾠ89헌마221 결정은 “헌법 제86조 제2항은 그 위치와 내용으로 보아 국무총리의 

헌법상 주된 지위가 대통령의 보좌기관이라는 것과 그 보좌기관인 지위에서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

아 행정각부를 통할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한 것일 뿐, 국가의 공권력을 집행하는 행정부의 조직은 헌법상 예

외적으로 열거되어 있거나 그 성질상 대통령의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무총리

의 통할을 받아야 하며, 그 통할을 받지 않은 행정기관은 법률에 의하더라도 이를 설치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고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헌법 제94조, 제95조 등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정부의 구성단위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집행하는 모든 중앙정부기관이 곧 헌법 제86조 제2항 소정의 ‘행정각부’라고 볼 수도 없다. 국

가가 정보기관을 대통령직속으로 하느냐 여부는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당해 국가의 

헌법이념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헌이라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의 찬반론>

찬성 근거 반대 근거

고위공직자 비리, 검찰 내부 비리 통제의 구조
적 한계 발생

독립기구 설치의 헌법적 근거 미약

검찰의 독점적 권한 행사를 견제와 균형의 원
리에 따라 통제할 필요

기소권을 분산할 경우 형사사법 체계의 통일성 
저해할 우려

수사처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를 전담하여 검
찰의 정치적 부담을 덜고 효율적 수사 및 처벌 
가능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에 대한 부당한 차별로 
평등원칙에 위배

해외 사례를 볼 때 고위공직자에 대한 독립 사
정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의 사회적 효용이 큼

검찰의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에 대한 비판은 검
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해
결할 필요

특별검사·특별감찰관 제도는 수사(감찰)대상 
및 기간이 한정되어 성과 창출에 한계

수사처에 대한 제도적 견제장치가 미흡할 경우 
또 다른 권력기관으로 변질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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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헌법 위반이라고까지 할 수 없음. 현재 독립기구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있고, 개

별특검의 경우에도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했음.

-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권력남용 방지라는 최종 목표의 차원에서 볼 때 실질적인 

권력분립의 원칙의 확보를 위한 견제장치로서 고비처가 기능할 수 있으며, 기능

적 권력분립론 입장에서 볼 때 독립기구의 설치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8)

- 2007. 12. 28. 법률 제8824호로 제정된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

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특

별검사의 수사대상 사건의 참고인 또는 피고발인들이 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 헌

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음.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참고인에 대한 동행명령조항

에 대해서만 위헌 결정을 하고, 나머지 조항들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했음.9) 

위 결정은 “특별검사제도의 장단점 및 우리나라 특별검사제도의 연혁에 비추어 

볼 때,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특별검사제도를 

인정할지 여부는 물론, 특정 사건에 대하여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를 실시할 것인

지 여부,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대상을 어느 범위로 할 것인지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검찰 기소독점주의의 적절성, 검찰권 행사의 통제 필요성, 특별검사제도의 

장단점, 당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로서, 그 판단에는 본질적으로 국회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검사제도에 관한 국회의 결정이 명백히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라며 합헌 판단을 했음.

○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에 대한 차별대우로서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

- 고위공직자의 지위와 역할과 책임에 비추어 직무 관련 범죄에 한정하여 ‘다른 것

은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므로 평등권 침해가 아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

행위에 대해 검찰이 아닌 기구가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한다고 해서 그들의 다른 

기본권을 침해하는 바는 없음. 대상범죄를 한정함으로써 검찰권과의 충돌도 최소

화하였음. 

- 헌법재판소는 특별검사제도 도입이 합헌이므로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행위

8) 헌법재판소 2008. 1. 10. 선고 2007헌마1468 결정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이란 국가권력의 기계적 분립과 

엄격한 절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가권력의 통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한 국가기관을 구성함에 있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그 권한을 나누어 가지거나 기능적인 분담

을 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분립의 원칙을 실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

단했다.

9) 헌법재판소 2008. 1. 10. 선고 2007헌마146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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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특별검사가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한다고 해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

니라고 판단했음.10)

○ 노회찬 의원안 및 박범계․이용주 의원안에 대한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는 고위공직자 등에 의한 권력형 비리사건의 발생빈

도, 검찰 수사 등의 공정성·중립성에 대한 신뢰도, 수사처 설치에 따른 행정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

- 수사처의 설립취지를 고려할 때 독립기구로 설치하는 방안이 가장 부합할 것이나, 

정부조직 원리와 업무의 효율성 문제 등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으므로 검토 필요.

2) 세계적으로 입법례가 없는 제도?

○ 독립적인 반부패범죄수사기구를, 그것도 공소권까지 갖는 독립기구를 두는 입법

례는 세계적으로 없다는 주장.

○ 홍콩 염정공서와 싱가포르 부패행위조사국의 경우 검찰총장의 동의하에 공소제기

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여 검찰의 개입 없는 공소제기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 

홍콩 및 싱가포르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검찰이 검찰 스스로를 제대로 수사 및 

공소제기하지 못한다고 하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므로 고비처에 검사를 두어 직접 

공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11)

○ 검찰이 수사권과 공소권을 독점하는 현 제도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것임. 유례

가 없는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임. 검찰의 수사권과 공소권이 분리

된다면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에 대해서도 직접수사권한이 없는 검찰 또는 공소청

에서 공소업무를 담당하도록 법률을 개정할 수도 있을 것임.

○ 공소권을 분산할 경우 형사사법 체계의 통일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공소권의 행사는 헌법, 형사소송법과 형사실체법 등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분산된다고 해서 체계의 통일성이 저해될 우려는 없음.

3) 공수처가 권력기관으로 변질될 우려?

10) 헌법재판소 2008. 1. 10. 선고 2007헌마1468 결정.

11) 전태희, “주요국 공직자비리수사기구의 현황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2010. 11. 16., 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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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검찰의 문제점을 그대로 둔 채 또 하나의 검찰을 만들어 제왕적 대통령제를 

강화하려는 시대착오적 발상(권성동 법사위원장)12)이라는 주장도 같은 맥락

○ 공수처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경우 중립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있으므로 

독립기구로 하는 것임. 고비처장 및 구성원들의 자격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하

고 직무의 독립성을 보장하면 현재의 검찰이 권력의 의도에 맞게 또는 조직이기

주의적으로 검찰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개선하게 될 것임. 

○ 공수처 구성원의 권한 남용 및 비리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 등을 담당하기 때문

에 견제할 수 있음.

○ 공수처에 대해 사실과 다른 허상을 만들어 놓고 공격하는 트집 잡기 주장. 공수

처 설치는 검찰권의 약화가 아니라 합리적인 분산과 운용을 통해 정상화하는 것.

4) 다른 개혁방안으로 충분?

○ 권성동 법사위원장: 제왕적 대통령으로부터 검찰권을 걷어 국민에게 돌려주는 ‘검

찰민주화’여야 함. 구체적으로 ① 국회가 추천한 위원이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에 참여, ② 중요 사건 수사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검찰위원회 설치, ③ 대통

령과 사정기관 고위직 범죄에 대해 특별검사 수사 의무화, ④ 특별감찰관의 권한

과 감찰 대상을 확대해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연결고리 단절, ⑤ 

현행 2년 단임의 검찰총장 임기 4년 연장, 검찰총장이 부장검사 급 이하 검찰인

사에 대한 추천권 등 실질적인 권한 행사하여 청와대가 인사권을 매개로 검찰 수

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함13)

○ 금태섭 의원: 우리나라 검찰의 문제는 세계에서 유례없이 센 권한을 가지고 있는

데 있으므로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줌으로써 검찰 권한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가

야 함.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 방향이 잘못되었고, 무능하거나 고약한 기구가 될 

것이며, 검찰이 이 방안을 수용할 경우 검찰개혁의 걸림돌이 될 뿐임14)

○ 공수처 설치와 다른 개혁 방안은 병행되어야 하고, 다른 개혁 방안이 있다고 해

서 공수처 설치가 방향 잘못이라거나 저지․중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막연히 다

른 개혁 방안이 있다는 이유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것은 검찰개혁을 무산시키려는 시도에 불과.

12) http://www.nocutnews.co.kr/news/4729859

13) http://www.nocutnews.co.kr/news/4729859#csidx87f4deeb32aa21aa56fce7fa435a34c

14)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bar/756956.html 한겨레신문 2016. 8. 17.자 금태섭 의원 인터뷰 기사.

http://www.nocutnews.co.kr/news/4729859
http://www.nocutnews.co.kr/news/4729859#csidx87f4deeb32aa21aa56fce7fa435a34c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bar/75695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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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위원회나 대배심제도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적절한 

대응수단이 될 수 없음. 검찰위원회나 대배심제도는 배심재판과 같이 공판중심주

의가 적용되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검사에 

의해 주도되므로 적절한 견제장치가 될 수 없고, 오히려 검사의 결정을 정당화하

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검찰개혁 방안이 될 수 없음. 부당한 불기

소처분에 대한 견제수단은 재정신청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것임. 검찰위원회 등

의 제도를 주장하는 것은 재정신청 전면 확대를 무산시키려는 시도에 불과. 재정

신청 전면 확대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므로 2월 

국회에서 이를 처리하는 것이 급선무임. 

○ 현재의 제도특검과 특별감찰관 제도는 그 한계가 명확하게 노정되었으므로 부분

적인 개선만으로는 실질적인 효과가 없음. 상설특검은 기구특검 형태로 도입해야 

의미가 있고 제도특검으로 도입할 경우 그 실효성이 전혀 없을 것이며, 특별감찰

관은 수사권을 갖지 않아 제대로 기능할 수 없을 것이라고 애초부터 예상되었던 

것임. 제도특검은 단 한 차례도 발동되지 않았고 오히려 박근혜․최순실게이트 사

건은 개별특검법이 제정되었고, 특별감찰관은 현재 사실상 해체 상태임. 이와 같

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공수처를 설치해야 함. 

○ 검찰총장이 부장검사급 이하 검사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도 민주적 통

제라는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

○ 검찰총창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일부를 국회가 추천하는 방안, 검․경간의 수사권 

조정 및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원칙적인 증거능력 부정 등은 공수처 설치

와 함께 추진되어야 할 과제임.

5) 관할 중복 또는 불분명?

○ 고위공직자비리가 민간인 또는 하위공직자 등과 공범관계로 엮인 경우 공수처와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관할이 중복되거나 불분명하여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

○ 관할을 조정함으로써 해결하면 되는 기술적이고 지엽적인 문제이지, 공수처가 설

치되어서는 안 되는 중대한 하자는 아님.

○ 원칙적으로 고위공직자비리 관련 사건은 공수처에 우선적 관할권이 있으므로 다

른 수사기관은 수사 중 고위공직자비리 사건을 발견하면 공수처로 이첩.

○ 공동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합동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하고, 공소권 행사에 대



� � 2017. 02. 1412

해서는 양 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상황에 맞게 결정할 수도 있을 것임.

다. 소결

○ 미국 경제학 교수 앨버트 허시먼은 저서 『보수는 어떻게 지배하는가』에서 개혁

과 변화에 반대하는 진영이 구사하는 명제를 ① 역효과 명제(오히려 정반대의 결

과를 낳을 것이다), ② 무용 명제(그래봐야 기존의 체제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③ 위험 명제(그렇게 하면 자유가 위태로워질 것이다)로 정리한 바 있음.

○ 공수처 도입에 반대하는 논리들도 위 명제에 기초하고 있음. 공수처가 또 다른 

권력기관이 되어 제왕적 대통령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주장은 역효과 명제에 해당

하고, 공수처를 설치하더라도 무력하거나 옥상옥일 것이라는 주장은 무용 명제에 

해당하며, 공수처가 권력기관이 되어 결과적으로 자유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는 

주장은 위험 명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

○ 반대논거들은 법안으로 설계된 것과는 다른 형태의 기구를 예정하고 그것을 전제

로 비판하는 것으로 전형적인 허수아비 공격에 해당함. 공수처를 설계하면서 고

려하여 부작용이 없도록 하면 될 사항들을 공수처 도입을 저지하려는 의도로 과

장하고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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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회 계류 법안 검토

가. 명칭

1) 기구의 명칭

○ 독립기구의 명칭으로 지금까지 사용된 것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약칭 ‘고비처’, 

양승조 의원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약칭 ‘공수처’ 또는 ‘수사처’, 노회찬 의원

안 및 박범계․이용주 의원안), 특별수사청(박영선 의원안, 주성영 의원안), 공직부

패수사처(참여정부안) 등이 있었음. 

○ ‘수사처’는 수사권만 있고 공소권은 없는 기관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공소권까지 

갖는 기구가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참여정부에서 정부안으로 제출

한 ‘공직부패수사처’의 경우 수사권만 가졌었음. 그 이후 공소권까지 갖는 독립기

구라면 ‘수사처’보다는 ‘조사처’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조사처’란 명칭의 

법안들이 제출되었음. 제20대 국회에서 제출된 두 법안은 ‘수사처’란 명칭을 사용

하였음. ‘조사’가 강제권이 없는 것으로 비쳐져 ‘수사’보다 오히려 약한 인상이기 

때문으로 보임. 국정‘조사’,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등에서 ‘조사’는 ‘수사권’이 인

정되지 않아 일정한 한계를 갖는 것으로 각인되었음. 수사권까지 갖는다는 의미

를 강조하고자 ‘수사처’란 명칭 사용. 

○ ‘수사처’라 할 경우 ‘공소권’까지 부여하는 것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음. 우리나라에서 수사권과 공소권을 가진 조직은 검찰청밖에 없으므로 ‘검찰

처’라고 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으나, 검찰의 반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혼

란의 여지도 있음. 

○ ‘고위공직자비리수사․공소처15)’(약칭 ‘고비처’).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을 분리하여야 

한다는 당위적 관점에서 볼 때에도 현재 불가피하게 두 권한을 모두 갖지만, 장

기적으로 분리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음. 약칭을 ‘공비처’ 또는 ‘공수처’

로 하는 경우 ‘공’이 전체 공무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음.

2) 검사 직무 수행자 및 사법경찰관 직무 수행자의 명칭

15) ‘공소처’를 ‘기소처’라고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기소’는 ‘공소의 제기’를 의미하는데, 이 기구는 ‘공

소의 제기’만이 아니라 ‘공소의 유지’도 담당하므로 양자를 묶을 용어로 ‘공소처’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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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장 및 차장 이외에 검사 자격을 갖고 검사 직무를 수행하는 구성원의 명칭으로 

‘특별검사’가,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는 구성원의 명칭으로 ‘특별수사관’이 사

용되고 있음(노회찬 의원안 및 박범계․이용주 의원안). 

○ 현행 특검법에서 ‘특별검사’ ‘특별수사관’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특검법을 유

지하게 되면 특검법에 근거해 임명된 ‘특별검사’ ‘특별수사관’과 혼동될 수 있음.

○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사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사처의 검사를 ‘특

별검사’로 칭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16)

○ ‘특별검사’에 대체할 다른 용어들로는 ‘특별검찰관’, ‘특임검사’, ‘특수검사’, ‘특무

검사’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음. ‘특임검사’는 현재 검찰총장이 특별한 경우(주로 수

사대상이 검사인 사건)에 임명하여 당해 사건에 대해 독립적으로 수사하도록 하

는 경우에 사용되고 있음. ‘검찰관’은 과거에 사용되다가 ‘검사’로 변경되었는데, 

다시 이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함. ‘특수검사’가 무난해 보임(양승조 의원

안). 반드시 앞에 ‘특～’의 수식어를 붙여야만 하는지 의문. 법에서는 ‘검사’ ‘수사

관’이라고 하고, 통칭 ‘고비처 검사’ ‘고비처 수사관’이라고 해도 무난하지 않을까.

나. 조사 대상 고위공직자의 범위

○ 조사 대상을 지나치게 넓게 하면 조직이 방대해지고 검찰 업무와 중복되며 제도 

도입의 저항이 커질 수 있음. 그렇다고 조사 대상을 지나치게 좁게 하면 제도 도

입 취지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수 있음. 조사 대상은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으면서도 제도 도입과 안착에 무리가 없는 적정한 수준이 되어야 함.

○ 홍콩 염정공서는 고위공무원뿐 아니라 공무원 일반을 수사대상으로 하되 수뢰 등 

부패 관련 행위만을 담당하고, 싱가포르 부패행위조사국은 공무원뿐 아니라 민간

인에 대해서도 수사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수뢰 등 부패 관련 행위만을 다루고 있

음. 홍콩과 싱가포르의 반부패제도는 사회 일반의 부패행위 척결에 초점이 맞추

어져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 고비처 논의는 기존 사정기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독립 사정기관의 필요성 등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으

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17)

16) 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안은 ‘특수검사’란 용어를 사용함.

17) 전태희, 앞의 글, 72～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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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비처의 조사 대상 고위공직자 및 범죄행위의 범위는 기존 사정기관인 검찰이 

공정한 기능을 하고 있느냐와 고비처의 설립 취지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고

비처의 설립 취지가 기존 사정기관으로는 수사 및 기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

는 분야를 관할하게 하고자 하는 데에 있으므로, 기존 사정기관이 문제없이 수사 

및 기소를 해왔다면 이를 그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신중할 필요 있음.18)

○ 고위공직자의 범위는 수사권 발동 사유와과도 관계가 있음. 고소․고발을 수사권 

발동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업무량이 보다 많아질 것이므로 고위공직자의 범위가 

좁게 할 필요 있음. 조사 대상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확대하기보다는 특별한 장애

사유가 없다면 검찰이 담당하도록 하고 검사의 직무상 적법성을 감시함으로써 제

대로 된 수사․기소를 담보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 

○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대통령, 대법원장과 대법관, 헙법재판관, 검찰총장 포함), 

국회의원, 법관과 검사(군판사와 군검찰관 포함),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실․국가정보원 소속의 2급 이상 공무원, 장관급(將官級) 장교의 경우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데 다른 의견이 없음. 장관급 장교의 경우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

는 헌병과 군검찰이 지휘관의 영향을 벗어날 수 없으므로 외부독립기구인 고비처

가 담당할 필요 있음. 반면에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

육감, 기타의 경우 검찰이 담당하는데 특별한 장애요인은 없는 것으로 보임.

다. 수사권 발동 사유

○ 고비처의 구체적인 직무 범위는 “①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또는 대통령의 친족의 

비리범죄행위 및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 및 공소의 제기와 유지, ② 국회와 일정

한 정부기관이 수사를 의뢰한 사건에 대한 수사 및 공소의 제기와 유지”로 의견

이 모아졌음. ‘관련 범죄’에 뇌물공여와 같은 대향범죄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를 조정하여 포함되는 것으로 할 필요 있음.

○ 수사권 발동 사유로 ‘범죄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이 있을 때’를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견해 차가 있음. 고소․고발을 수사권 발동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고소․고발권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는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의 소

지가 있고, 부정부패와 권한남용을 예방하고자 하는 고비처 설립 취지에도 부합

하지 않음. 고소․고발을 수사권 발동 사유로 인정하지 않으면, 국민이 고소․고발을 

18) 전태희, 앞의 글, 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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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인지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 정도밖에 없어 고비처가 인지하지 않으면 

이에 대해 불복할 방법이 없게 됨. 고위공직자의 비리나 직무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기소를 목적으로 설립된 고비처의 존재의의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임. 

○ 고소․고발을 수사권 발동사유로 인정할 경우 범죄행위 신고와 내부고발자 보호조

치에 관한 특별규정 및 재정신청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어야 함. 고소․고발의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도록 규정하여야 함.

○ 국회가 고비처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음. 다

만, 수사요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문제. 국회가 고비처에 수사의뢰할 때 본회의

에서 과반수 의결을 얻을 것을 요구하게 되면 다수당이 반대할 경우 수사의뢰가 

좌절될 우려가 있음. 수사의뢰 요건은 완화하여 재적의원 10분의 1 이상의 연서 

또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상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임.

○ 다른 국가기관이 고비처에 수사의뢰를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다른 수사기관(예컨

대 대검찰청, 국방부 군고등검찰부장 등)의 경우 별도의 조항에 의해 이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의뢰대상 기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 수사의뢰는 수사권이 없

는 기관으로 하고, 불기소처분에 대해 재정신청권을 인정.

라. 처장의 임명절차 및 자격

1) 임명절차

○ 처장의 임명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는 것

에 대해서는 이견 없음. 

○ 처장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방안에 대해 많은 방안이 제시되고 시행된 바 

있음. 그 결과 국회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거기서 추천하는 방안으로 귀결되

었고, 현재 특검법이 채택하고 있음. 박범계․이용주 의원안은 특검법 방식을 택하

되 당연직 위원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을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으

로 격상하였는데 타당함.



[원탁토론회] 검찰개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부터 시작하자 17

2) 자격, 임기 등

○ 처장의 자격 요건은 처장이 특별검사의 직을 겸하는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

음. 처장이 특별검사의 직을 겸하게 되면 검사의 직무수행을 위해 검사의 자격을 

가져야 됨. 고비처가 수사 및 기소기관이란 점에 비추어 보면 처장은 특별검사의 

직을 겸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 처장의 자격은 인력의 풀을 넓히고 기존 법조 외부에서 비판적 시각을 가진 인사

를 발탁할 가능성을 열어놓기 위해 15년 이상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

었던 사람’이 아니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할 필요 있음. 법원조직법상의 대법

관, 법관의 자격, 검찰청법상의 검찰총장, 검사의 자격과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도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하는 것이 타당.

마. 특검법 및 특별감찰관과의 관계

○ 특검법과 특별감찰관법은 고비처 설치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정되었으므로 고비처

가 설치될 경우 두 법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 필요. 두 법을 폐지하더라도 

문제가 없으나, 각 기구의 성격과 담당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폐지해야만 

하는 것은 아님. 

○ 특검법은 고비처의 조사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특별검사를 임명할 필요가 있을 

수 있고, 고비처의 수사가 미진할 경우에도 임명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 특검법

을 폐지하면 개별특검법을 별도로 제정해야 하므로, 현행 특검법을 유지하는 것

이 나을 것으로 보임.

○ 특별감찰관은 수사나 기소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감찰업무만을 담당하므로 그 권

한이 중복되지 않으나, 많은 비용과 인원을 들여 별도의 기구를 운영할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임.



� � 2017. 02. 1418

Ⅳ. 맺음말

○ 다양한 검찰 개혁 방안이 동시 병행 추진되어야 함.

○ 체계적인 추진과 로드맵

○ 촛불시민혁명은 우리 사회의 전면적인 대개혁을 요구하고 있으며, 핵심적인 과제 

중의 하나가 검찰개혁이고, 검찰개혁의 출발점인 2월 국회에서 공수처법안을 처

리하는 것임. 

시기 개혁과제

입법 필요 없이 

즉시 시행

① 법무부의 탈검찰화(법무부 조직 개편 및 인사)

② 검사의 정부부처 등에의 파견 중단 또는 최소화 

③ 대검 반부패범죄특별수사단 폐지 

④ 검찰 공안부 폐지/노동전담부 신설 등

2월 임시국회

(늦어도 2017년 

정기국회)

① 공수처 법안 

② 재정신청 확대 

③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④ 대통령실 근무자의 검사 임용 제한 등 검찰청법 개정 

⑤ 검사 등의 법무부 직원 겸직 금지 

⑥ 부당지시에 대한 감찰청구, 검사징계법 개정 등

개헌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삭제

2017년 정기국회

(2018년 정기국회

/21대 국회 초기)

① 수사권과 공소권의 분리(공소청․특별수사청 설치) 

② 자치경찰제 

③ 고등검찰청 폐지 

중기 과제 공적변호청 설치 등

장기 과제 지방검사장 직선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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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원탁토론회 토론문1)

장유식� /�변호사,�참여연대�행정감시센터�소장

Ⅰ. 법무부와 검찰의 최근 입장

1) 법무부의 입장

○ 공수처 법안은 ‘대상자와 대상범죄’를 한정하고 있어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는 모

든 사건 포섭 할 수 없음

○ 기존 수사기관이 사건을 이관·이첩해야 하는 시기를 명확히 하기 어렵고, 검찰 수

사도중 고위공직자 비리가 확인된 경우, 분리 이관·이첩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수

사만 지연되고 수사방해 발생 우려

○ 공수처장이 공수처의 관할사건을 임의로 검찰로 이첩할 경우 수사기관 결정에 대

한 기준이 없어 혼란 우려

○ 공수처 설치가 검찰개혁의 본질은 아님

○ 기업범죄 등 수사없이 고위공직자의 비리적발은 어려우므로, 유명무실

○ 수사권외 기소권까지 모두 보유한 별도의 부패수사기관을 설치한 해외 입법례가 

없음

2) 검찰의 입장

○ 한국의 정치현실에서 국정통제, 정적제거 수단으로 사용되고, 중요정치 쟁점이 형

1) 2017. 2. 8.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에 제출되고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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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건화 될 우려

○ 독립기관으로 설치하는 건 위헌적 발상이고 무소불위 권력화 가능 

○ 현재의 특검·특감제의 보완없이 새로운 권력기관을 창설하는 것은 옥상옥

○ 주요 선진국은 별도의 부패범죄 전담 수사기구가 없고, 특정 신분자만을 대상으

로 하는 기구도 없음

○ 기업범죄 수사권 없어 독자적 비리적발이 어려움

○ 공수처는 정기인사가 없어 동일보직 장기근무로 부패발생 우려

○ 수사역량상 의문

○ 공수처장을 대법원장, 국회 추천위가 사실상 임명하므로 대통령의 공수처장 임면

권 부인

○ 경험과 역량을 가진 검찰의 수사배제는 부패수사에 공백발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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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법무부·검찰입장에 대한 반박

1) 정치적 사건 전담여부

○ 공수처는 검찰과 독립하여 수사권 및 공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기구)를 설

치하는 것이지 정치적 사건이나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건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

기 위하여 설립하려고 하는 것이 아님

○ 공수처의 업무 관할은 그 객체를 일정한 범위의 고위 공직자로 한정하고, 그 고

위공직자의 행위 중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위법 행위’로 업무 범위를 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공수처가 신설되더라도 공수처의 관할이 아닌 사건은 여전히 검찰에서 수

사를 담당하게 됨

2) 검찰개혁의 본질이 아님(?)

○ 공수처의 도입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는 긴밀한 관련이 없는 사항임

○ 검찰의 독립성 확보는 검찰위원회의 실질 권능 강화, 검사장 직선제 등 제도개선 

등으로 풀어야 함

○ 공수처 설치는 검찰 개혁의 본질적 문제는 아니나, 일정부분의 피의행위에 대해 

행정부에 예속되어 있는 검찰에서 독립한 기구에서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하게 되

므로 검찰개혁의 최소한의 시작점

3) 수사능력

○ 수사능력은 경험에서 나오는 부분도 있지만, 담당자의 의지에 의해 좌우되는 것

○ 기업범죄 등에 대한 수사 관할은 현재의 특검법과 같이 ‘관련 사건’이 공수처의 

수사범위에 포섭되게 입법하면 해결할 수 있음

○ 홍콩 염정공서, 싱가포르 탐오조사국의 공무원 기소비율, 뇌물죄의 기소인원이 매

우 적다는 것은 위 각 기관의 수사능력이 낮아서 발생한 것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공무원의 청렴성에 더 영향을 받은 것

4) 무능하거나 가혹한 기관 탄생(?)

○ 기업범죄 수사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입법 기술적으로 해결이 가능

○ 무능하거나 가혹한 기관이 탄생할 수 있다는 비판은 설립 후의 운영과 관련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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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으로 도입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논거가 될 수 없음

○ 위와 같은 비판은 현재의 검찰에 대한 평가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함 

5) 기소권 부여

○ 제도와 기구의 설치는 개별국가의 현실을 반영하여 설계되는 것이 마땅하므로 해

외 입법례가 없다는 주장은 달리 말하면 “현재 한국의 현실과 같은 나라가 없다”

는 의미임

○ 오히려, 당면하고 한국의 현실(부정부패의 만연)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공수처’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것임

○ 수사권과 기소권을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 이외에는 찾아보기 힘들다

는 것이 더 문제

○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향후 검찰개혁의 중요 쟁점이므로, 이 문제가 정리되

면 공수처 역시 기소권은 검찰로 이관하고 수사권만 보유하거나 특정사건에 대한 

기소권만 갖는 것으로 개편하면 됨

6)  수사대상 및 관할 등 갈등에 따른 실무적 문제점

○ 단순한 입법정책이나 기술의 문제임

○ 사건의 이관 및 이첩시기, 고위공직자 등의 분리 이관·이첨 등 문제도 처리규정을 

합리적으로 정하면 됨

○ 공수처장의 임의 검찰 이관과 관련한 문제도 관할 기준을 원칙과 예외로 분리하

되 그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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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회제출 법률안

1) 약칭 문제

○ 참여연대에서는 그동안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약칭으로 ‘고비처’를 사용

○ 언론이 ‘공수처’를 주로 사용하면서, 네이밍에서 약간 밀리는 양상

○ 수사대상 등을 고려할 때 ‘고비처’ 또는 ‘공비처’가 정확하나, 어감 등에서 ‘공수

처’보다 어렵게 느껴짐

○ 대중적 이슈로 자리잡기 위해서 네이밍을 통일시킬 필요성

2) 중요 쟁점

○ 국회에 제출된 의안은 박범계·이용주안, 양승조안, 노회찬안 등

○ 독립성에 대해 “그 권한에 속하는 임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소속에 대해 따로 규정하지 않음(국가인권위원회의 예)

○ 인적 관할에서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박범계·이용주와 노회찬은 비슷, 양승조는 

축소),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헌법상 문제(불소추 특권)를 고려해서 모두 제외

(박근혜와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내란·외환죄’가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되

지는 않을 것이므로 수긍이 감) 

○ 물적 관할의 경우 “고위공직자 등이 재직중에 범한 특정범죄와 관련범죄”(박범계·

이용주), “재직중이거나 퇴임한지 3년내의 고위공직자 등이 재직중에 범한 특정

범죄와 관련범죄”(노회찬), “고위공직자가 범한 범죄”(양승조)등으로 제시되고 있

음 / ‘관련 범죄’의 해석문제, 일반 국민이나 기관이 고소고발한 사건을 포함시킬

지 등이 쟁점이 될 듯

○ 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추천위원회(박범계·이용주), 대법원장의 추천과 국

회의 동의(노회찬), 국회의 인사청문(양승조) 등이 제시되고 있는데, 국회의 관여

를 어떤 수준으로 할 것인지가 관건(노회찬안의 경우 헌법상 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

○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양보할 수 없는 핵심

3) 입법전망

○ 현재의 검찰을 ‘쪼개는 것’이므로 제도적으로는 가장 단순한 개혁이고, 기존 특검

을 통한 경험도 충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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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기득권(검찰)의 입장에서는 거센 저항이 예상되고, 수사의 대상이 되는 

정치권도 내심 소극적일 수밖에 없음

○ 2월 국회입법을 요구하되, 대선정국과 맞물린 ‘속전속결’이 필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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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3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비리수서처의 신설에 

대한 토론문

한상훈� /�연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실행위원

Ⅰ. 검찰개혁의 필요성

지난 2017년 1월 6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조

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필요하다'는 응답(매우 필요 76.3%·다소 필요한 편 

13.5%)이 89.8%로 나타났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전혀 필요하지 않음 2.7%·거의 필

요하지 않은 편 3.7%) 6.4%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3.8%였다. 1) 

1) 뉴시스, 국민 10명중 9명 "검찰 개혁 필요"…수사 공정성 확보해야, 2017. 1. 6. http://www.newsis.com/view

/?id=NISX20170106_0014624046&cID=10201&pID=10200.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신문은 "다양한 개혁 과제 속

에서 검찰 개혁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 데는, 그동안 검찰이 권력 눈치 보기에 급급해 사정기관의 책임을 방기

하면서 초유의 헌정유린 사태가 왔다는 국민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 검찰 출신 인사들이 법지식을 이용해 요리조리 빠

져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느낀 반감도 더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였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106_0014624046&cID=1020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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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국정농단 사태 이후 국민들은 검찰개혁(30.3%)이 관료개혁(24.0%)이나 언론개

혁(15.9%), 재벌개혁(11.7%)보다 더 시급한 것으로 꼽았다.2) 

현재 검찰 조직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외부 수사 개입'이라는 응답이 26.4%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이어 ▲전관예우(24.3%) ▲기소권 독점(20.1%) ▲불공정 인사

(12.1%) 순이었다. 검찰 수사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정권'이라는 응답이 61.1%로 가장 많았다.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응답자 

1810명을 대상으로 검찰 개혁의 가장 중요한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수사 공정성 확보'가 34.5%로 가장 높았다. '검찰권한 축소-기소·수사권 분리

'(27.0%), '비리 전담기구 설치'(19.3%), '인사권 독립'(15.4%) 등의 의견도 나왔다.3)

이러한 국민의식조사는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검찰은 

범죄에 대한 수사권, 수사지휘권, 공소제기권, 공소유지권 등을 갖고 있어서 개인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독점적 결정권을 갖고 있다. 주요선진국에는 유례가 없을 

정도의 과도한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형벌권은 국가가 국민 개개인에 부

과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권한인데, 검사가 전권을 행사하고 있는 형국이

다. 나아가 유죄가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형사입건, 압수수색, 체포, 구속만으로도 엄

청난 피해를 입게 되고, 공직자는 사직하거나 직에서 배제되는 결과가 되어 개인뿐 

아니라 공무원조직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막강한 권력을 검찰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어서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원칙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 현재의 검찰은 

인사권자인 청와대, 대통령만 빼고 아무도 두려울 것이 없는 상태라는 진단들이 있

다.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사태도 최순실과 같은 대통령의 측근이 청와대의 권한과 민정

수석실, 검찰 등을 뒤에 두고 있으니 가능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새로 도입된 특별감찰관은 나름대로 감찰을 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청와대의 공격과 

검찰의 수사착수, 압수수색 무력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2) 한겨레, 촛불 이후 시급한 과제 “검찰 개혁” 30.3%, 2017. 1. 2..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

777060.html

3) 뉴시스, 국민 10명중 9명 "검찰 개혁 필요"…수사 공정성 확보해야, 2017. 1. 6. http://www.newsis.com/view

/?id=NISX20170106_0014624046&cID=1020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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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가사정기구의 개조

지난 10여년 간 국가사정기구의 불공정성과 불법성, 정치적 편향성이 많이 드러났다. 

지난 2014년4월 세월호 참사 이후 대한민국은 바뀌어야 한다는 절규와 합의가 있었

지만,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드러나듯이, 전혀 바뀌지 않았고, 오히려 더 악화되

었다. 단지 검찰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 경찰, 국정원을 포함하는 국가사정기구 전체

의 개조가 필요하다. 

먼저, 검찰은 그 권한을 나누고, 인사권은 청와대의 정치적 편향에서 벗어나도록 노

력해야 한다. 검찰총장추천위원회, 검찰인사위원회라는 조직들은 있지만, 별 실효성이 

없다. 폐지할 것은 아니고, 그 기능을 더 강화하고 공정성, 중립성을 제고해야 한다.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Power tends to 

corrupt, and absolute power corrupts absolutely) 19세기 말 영국의 정치가, 사상

가인 Acton경이 한 유명한 말이다. 오늘날 한국의 검찰권력은 절대권력에 가깝다. 

정치권력의 통제를 받을 뿐이고, 민정수석실을 통하여 정검유착을 가져왔다. 검사도 

사람인바, 액턴 경의 진단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현 상태의 절대권력을 가진 검찰이 

부패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할 것이다. 검찰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기구, 제도

가 필요하다.

수사권을 경찰과 재조정하는 문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하겠지만, 경찰이 공정하고 

중립적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의문으로 남아있다. 경찰 내부의 수사

지휘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는 

더 논의되어야 한다. 또한 검찰의 부패나 편향을 제어하기는 경찰로서는 역부족일 것

이다. 미국 FBI정도의 권한을 갖지 않는 한, 현재의 검찰과 경찰의 권력관계, 법적 

권한으로는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비리와 부패를 제어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경찰의 

인사제도와 지휘체계를 정비하여,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는 내부의 철저한 개혁의지와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단기간에 달성하기 어려운 과

제라고 생각된다.

검사장 직선제가 점차 호응을 얻어가고 있지만, 아직 부작용이나 단점을 최소화하는 

제도로 구체화되기에는 시간이 좀더 필요하다. 아마도5 ~ 10년은 더 논의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여러 검찰개혁의 대안 중에서 현시점에서는 고비처(공수처)가 가장 현실

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안으로 평가된다. 국가사정기관의 개조는 권력구조의 개혁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검찰에 대한 인사권과 지시권을 배제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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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만으로도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은 많이 약화될 것이다. 대통령의 검찰권 통제가 

국회의원, 정치인, 행정부, 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지시와 권한남용의 배경이 되고 있

는 것이다.

2016년 7월의 CBS-리얼미터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공수처 신설에 대하여 찬성이 

69.1%, 반대가 16.4%, 그밖에 잘 모른다는 응답이 14.5%라고 한다.4)  국민의 절대

적 지지를 현명한 판단이다. 야당도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다. 학계도 대체로 지지하

는 입장이다. 5년 전만 해도 이러한 정도의 지지는 없었으나, 고비처는 사정기관 개

조의 거의 유일한 대안으로 남아있다. 미국의 연방수사국(FBI)이나 영국의 중대비리

수사처(SFO)에 버금가는 독립적인 사정기관이 경찰과 검찰을 견제하고 균형을 유지

하면서 권력형 비리와 부패에 강력한 사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4) 노컷뉴스, 공수처 신설에 여론 압도적 지지, 70% 육박, 2016. 7. 28. http://www.nocutnews.co.kr/news/46294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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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몇 가지 반론에 대하여

가. 비교법적 검토

공수처가 외국에 유례가 없다고 하는데, 먼저 우리나라와 같이 검찰에게 독점적 수사

권, 공소권을 부여하는 나라의 유례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책도 당연히 외국에

는 유사한 사례가 드물다.

하지만, 영국의 중대비리수사처, 그리고 뉴질랜드의 중대비리수사처는 공수처와 비슷

한 구조라고 할 것이다.

영국의 중대비리수사처(SFO)는 중대비리, 뇌물사건 등을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기소

하는 검찰과 별개의 기관이다. 영국의 중대비리수서처(SFO)를 우리나라의 대검 산하 

중수부 정도로 평가하는 경우도 있으나, 영국의 기소청(CPS)과는 별개의 조직이므로 

오해라고 생각된다. 

영국의 수사와 기소 시스템을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5) 이러한 영국의 중대비리수

사처(SFO)는 뉴질랜드도 도입하였고, 호주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5) 이정수, 영국 특별수사청(SFO) 개관, 형사법의 신동향, 제6호, 2007.2, 28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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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강제수사권을 수사판사가 갖고 있고, 검사는 그러한 권한이 없으며, 미국은 

검사에게 수사권은 있으나, 사실상 경찰이나 FBI가 수사하고, 검사와 협조관계를 유

지한다. 독일은 검사가 수사의 지휘권을 갖고 있어서 실제 수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

다고 한다. 나아가 미국, 독일은 연방제 국가이어서, 실제로 국가차원의 검찰권은 이

원화 정도가 아니라, 다원화 되어 있어서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무리 없이 작

동하고 있다. 

미국(United States of America)의 경우, 주요 검찰권은 50개 주와 연방에 분산되어 

있다. 이때 미국은 이중통치권원칙(Dual Sovereignty Doctrine)이라고 하여, 주, 연방

은 같은 행위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수사, 기소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의 수사, 기소

기관은 50개의 주 검찰, 1개의 연방검찰, 주 경찰, 연방수사국(FBI)가 있고, 이외에도 

특별조사국(Office of Special Counsel)은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공무원에 대한 정치

적이고 부당한 인사를 방지하고, 공정한 공무원제도를 구현하기 위하여 1979년 설립

된 연방의 독자적 수사기관이다. OSC는 연방공무원의 법령위반에 대한 공익적 내부

비리신고를 장려하고, 신고한 공무원을 부당한 인사처분으로부터 보호하며, 연방기금

유용, 직권남용 등을 수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6) 

독일(Bundesrepublik Deutschland, Federal Republic of Germany)은 16개 주의 주 

법무장관에게 부여되어 있다.

6) 5 U.S.C. § 1214,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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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상황이다. 외국은 우리와 같은 문제를 겪고 있

지 않다.  

나. 개헌이 바람직하다는 입장

모든 개혁(reform)이나 혁신(innovation)에는 개선비용(retooling cost)이 들어간다. 

개혁의 목표가 좋더라도 개선비용이 과대하면 개혁 자체의 추진력을 얻기가 힘들어

진다.7) 개헌은 법률개정보다 더 많은 비용과 동의가 필요하다. 아직 실행해보지 않

은 제도를 처음부터 헌법에 규정하기에는 더 많은 저항과 반발이 있을 것이므로, 현

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대단히 낮다고 판단된다. 오히려 가능한 방법은 이번 2월이

나 3월에 고비처(공수처)법률을 통과시켜, 제도를 출발하고, 차후 개헌이 이루어진다

면 그 성과를 봐서 헌법에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국가사정기구 개조

의 절박함은 개헌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다. 공수처가 더 정치적이라는 주장

공수처가 더 정치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약하다. 청와대가 검찰인

사를 좌지우지하는 정검유착(政檢癒着)에 비하여, 공수처의 인사는 처장과 인사위원

회의 심의를 거치므로, 정치적 영향을 적게 받을 것이다. 그렇게 되도록 공수처장과 

소속검사(수사관)의 임명절차와 권한을 설계해야 한다. 공수처의 수사관은 전국적 순

환보직이나 요직이 따로 없어, 사명감과 자긍심에 의한 책임 있는 직무수행이 가능하

다. 필요하다면 처장이나 수사관의 재산등록과 공개를 강화하고, 퇴임 후 취임제한도 

2년 이내의 공직임용제한은 적절해 보인다.8) 

7) 졸고, 패러다임과 법의 변화, 저스티스, 2017. 2, 260쪽 이하 참조

8) 야3당의 공수처안 제14조(공직임용 제한) 처장과 차장은 퇴직 후 2년 이내에 대통령 지명 헌법재판관, 국무총

리,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의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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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수처(고비처)가 옥상옥이라는 주장

공수처를 옥상옥(屋上屋)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잘못된 비유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공수처는 검찰 위에서 검찰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다. 검찰 외부에 독립적인 공수처

를 만들어서 권력형 부정비리와 뇌물사건을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공수처는 검찰 밖에서 검찰권을 분산, 상호견제하여 공정한 사정을 담당하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옥외옥(屋外屋)이다. 성공적인 공수처가 되기 위해서는 그 구성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권한에서 경찰, 검찰과 같은 통상의 수사기관과의 

관계정립이 분명해야 한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검찰총장 추천위원회와 달라야 한다. 보다 더 중립성과 공정

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검찰총장과 별반 다르지 않는 절차와 방식으로 추천이 이루어

진다면, 옥상옥이라는 비판을 반박하기 어려울 것이다. 추천위원회는 법무부장관, 법

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이 직접 참여하는 것보다는 이들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 형사법학회 등 학계의 참여가 보장되는 것이 전문가와 시민의 참여를 

제고하는 것이라 본다. 

그리고 추천위원회가 처장후보자를 결정하기 위한 투표를 할 때에는 비밀투표에 의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권력기관 또는 국회의장이나 국회교섭단체의 입장

에 좌우될 위험이 크다.

아울러 인사위원회 등도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고 내실화하면 현재의 검찰인사처럼 

청와대의 영향이 절대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권력형비리나 부패수사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하여 날로 추락하고 있는 한국의 투명성지

수나 정부에 대한 신뢰, 나아가 기업, 경제의 투명화와 신뢰에도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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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법안에 대한 몇 가지 의견

 1

야3당 공수처법안 의견

제7조(추천위원회) ④ 국회의장은 다음 각 호

의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무부장관

  2. 법원행정처 처장

  3.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4. 국회의장과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이 협의

하여 추천한 4명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

장, 형사법학회 등 학계의 참여가 보장되는 것

이 전문가와 시민의 참여를 제고할 것임. 

추천은 비밀투표로 하도록 명시.

제16조(다른 기관과의 관계) ① 수사처의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기관의 범죄수사는 수사

처로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처장은 다른 기관

이 수사·공소제기 및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

고 판단될 때에는 그 다른 기관에 사건을 이첩

할 수 있다.

  ② 수사처의 직원의 비리 등에 대해서는 검

찰이 수사하여야 한다.

수사처의 직원의 비리는 검찰만이 수사한다는 

의미인지, 경찰이나 수사처 자신은 못하는지 

모호함. 

경찰이나 수사처 자신도 수사할 수 있어야 한

다고 생각함. 

제17조(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수사처의 

직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로부터 어떠

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외부로부터 어떤 지시나 간섭이라고 할 때, 간

섭의 개념이 모호함. 여론이나 언론, 집회나 시

위도 안된다는 것인지 모호함. 

제18조(수사권의 발동) 수사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

수하여야 한다.

"즉시 수사에 착수한다"는 문구는 정치적 영향

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비판과 우려가 있으므

로, 이보다는 "~ 수사하여야 한다"가 무난할 

것으로 생각됨.

제19조 ② 특별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

사를 중지하거나, 기소하지 않아야 한다.

3. 소송장애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대통령의 경우 소송장애사유가 존재하는데, 수

사를 중지해야하는 것인지? 19조 전체가 불필

요한 조항으로 생각됨.

<신설>

추가로 청와대, 국정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의 

특례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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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나가는 글

우리나라는 지금 아주 어려운 사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사태로 불

거진 대통령탄핵과 국정혼란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국가사정기관이 

이러한 국정농단, 권력형비리를 막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묵인, 조장하였다

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오늘의 역경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국가사정기관을 혁신하여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에만 오늘의 

고난은 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한 쓴 보약이 될 것입니다. 예로부터 '견물생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익과 권력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나약한 인간

입니다. 판사든 검사든 경찰이든 교수든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를 막기 위한 제도, 

견제와 균형, 권력분립의 원리를 지침으로 삼아, 과거의 전철을 되풀이 하지 말고 나

라와 국민, 그리고 공공선을 생각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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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4

검찰개혁과제로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도입 필요성

이호중� /� 서강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민주주의법학연구회장

Ⅰ. 검찰개혁의 과제와 공수처 도입

가. 박근혜 정부 검찰의 현주소

 

○ 검찰권력의 정치적 예속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검

찰은 집권세력의 정치인이나 재벌・대기업이 관련된 부정부패・정경유착사건에 

대해 축소・왜곡 봐주기수사 행태를 더욱 노골적으로 보여주었다. 2012년 대선자

금과 관련된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수사에서 검찰은 김기춘, 허태열 등 박근혜 

정부 실세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등을 이유로 수사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개인적인 일탈로 사건을 축소・마무리하였다. 정윤

회 문건 유출사건을 비서관 개인의 일탈사건으로 축소함으로써 박근혜 정부의 국

정농단의 진실을 덮으려 했던 것도 검찰이었다. 

○ 또한 검찰은 국정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에 대한 수사에서 국정원간부

들에 대해 소극적인 수사로 일관한 것, 그리고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 직

사살수로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수사의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는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박근혜 정부의 국가폭력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청와대의 하수인 역할

을 자임해 왔다. 

○ 더 나아가서, 김영한 업무일지에서 드러났듯이, 박근혜 정부에서 검찰은 완벽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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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 예속되어 공작정치・공안통치의 한 축을 적극적으로 담당해 왔다. 이는 

<민정수석(민정비서관) - 법무부장관 – 검찰>로 이어지는 정치적 예속의 구조 

속에서 작동하였다. 국정원 선거개입사건에서 2013년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검찰 

수사팀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말 것과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고(결국 불구속으로 기소), 2014년 7월 경 

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해경 123정장을 수사하는 검사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하였다(123정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업무상과

실치사죄를 포함하지 않았고 결국 구속영장 기각). 2014년 6월 당시 청와대 민정

비서관이던 우병우는 세월호 사건에 대하여 광주지검 검찰이 해경 본청을 압수수

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산서버를 압수수색하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하였다. 

○ 검찰의 정치예속화는 단지 검찰만의 문제가 아니다. 박근혜 정부의 공안통치는 

청와대의 지휘 아래 국정원의 광범위한 국내정치 사찰에 기반하여 검찰과 경찰의 

공권력을 동원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개혁은 공작정치의 구조를 

혁파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추진해야 한다.

나. 공수처 도입의 필요성

○ 1990년대 이후 검찰개혁의 주요 화두는 “정치적 중립성”이었다. 검찰의 정치적 

편향성이라는 명제는 지배권력을 가진 정치집단이나 재벌 등 자본에 대하여 봐주

기수사, 축소수사 등으로 사법적 대응을 기피하거나 축소하는 소극적인 측면과 

더불어, 정반대로 정치적 비판세력 내지 피지배계급에 대해서는 사법적 대응을 

강화하는 적극적인 측면을 모두 포괄한다.9) 하지만,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검찰개

혁의 이슈는 적극적인 공소권 행사의 문제보다는 주로 소극적인 불행사의 문제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대응한 개혁과제의 초점은 ‘검찰조직’을 정치권력

의 영향으로부터 ‘단절’시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노무현 정부 시절에 검찰총장 

인사청문회(2003년),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기구화 및 검사적격심사위원회 신설

(2004년), 검사동일체원칙의 완화(2004년) 등이 도입되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

구하고, 권력형 범죄사건에 대한 수사에서 검찰이 보여준 정치적 편향성은 이명

박 정부 이래로 다시금 증대되었다. 우리는 검찰조직의 “정치적 중립성” 명제만

으로는 검찰권력에 대한 민주주의적, 법치주의적 통제가 실현된다는 보장이 전혀 

9) 이호중, “검찰의 담론권력”, 「법과 사회」 제37호, 2009, 55-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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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을 극명하게 목도하고 있다. 

○ 따라서 검찰개혁의 첫 번째 과제는 ‘검찰권력의 분산을 통한 통제’가 되어야 한

다. 공수처의 도입은 이러한 맥락에 위치지울 수 있다.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부터 

소위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내지 ‘공직부패수사처’라는 이름의 특별수사기구(이

하에서는 통칭하여 ‘공수처’라 함)를 설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기 시작하

였다. 당시에 공수처 방안은 본래 권력형비리 및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으로서 부패통제법제를 마련하는 일환으로 구상된 것이었다. 

2001년에 「부패방지법」이 제정되어10) 대통령직속으로 부패방지위원회11)가 설

치되었지만, 부패수사기구로서 공수처 설치는 현실화되지 못하였다. 부패방지위원

회는 주로 부패방지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이나 정책수립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었으며, 공직부패사건에 대한 조사권이나 수사권은 인정되지 않았다. 당시의 부패

방지위원회는 부패사건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감사

원, 수사기관,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이첩하여야 하고, 법이 정한 고위공직

자의 부패혐의가 형사처벌의 대상인 경우에는 검찰에 고발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

는데 불과하였다.12) 이는 현재의 국민권익위원회 시스템에서도 동일하다.

   당시 부패통제시스템의 일환으로 대통령 측근이나 고위공직자의 부패사건을 수사

할 특별수사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적극 제기되었던 것은 특검제 시행경

험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었다. 개별 사건별로 임명되는 기존 특검제의 한계를 극

복하고 부패척결기구로서 독립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기구의 설치 필요성

이 부각되었다. 하지만 검찰의 강력한 반발로 공수처 설치는 번번이 좌절되었다. 

19대 국회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서도 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들이 발

의되었지만, 당시 검찰개혁의 아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상설특검제”

의 도입문제로 모아졌다. 검찰권력의 분산・견제를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독립적

인 특별수사기구인 공수처의 설치를 꾸준히 주장해 온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에서

는 ‘특별검사제’라는 명칭 속에 종래의 공수처 설치방안을 담으려 했지만, 결국 

개별사건마다 국회에서 특검법 제정의 입법과정을 반복해야 하는 절차적 비효율

성을 해소하는 수준의 상설특검법(이른바 제도특검)과 특별감찰관제의 도입으로 

10) 부패방지법은 2001.7.24. 제정되어 2002.1.25. 시행되었으나, 2008.2.2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제정되면서 폐지되었다.

11) ‘부패방지위원회’는 2005년 부패방지법의 개정으로 ‘국가청렴위원회’로 개편되었고, 2008년 「부패방지 및 국

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의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통합되면서 ‘국민권익위원

회’로 개편되었다.

12) 구 부패방지법 제29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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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결되었다.

   2013년 3월 제정된 상설특검법은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적용된 적이 없다. 상설특

검법은 특검 임명의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장점 정도는 있겠지만, 여전히 국회에

서 개별적인 사건마다 특검에게 수사를 맡길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

에 특검 임명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국회의 의결에 의하

여 비로소 특검이 임명되기 때문에 전문성과 적임 여부에 대한 검증의 기회가 보

장되지 않고, 수사인력의 구성에서 결국 기존 검찰의 조직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

에서 종래의 비상설 특검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안고 있다. 특검의 임명절차 역시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는데에는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또한 박근혜 정부

에서 도입된 특별감찰관제는 최근 이석수 감찰관에 대한 외압사태에서 보듯이, 

검찰권력의 남용에 대한 통제장치로는 매우 무력하기 짝이 없음이 분명하게 드러

난 바 있다.  

○ 이러한 그간의 논의 역사에서 분명한 한가지는 검찰의 정치예속화를 극복하기 위

한 개혁방향으로 권력형 범죄사건을 독립적으로 관할하는 특별수사기구가 필요하

다는 점에 대해 우리 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 제도화의 수

준에서 소위 제도특검을 도입한 상설특검법의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난 상황에서 

이제 검찰개혁의 아젠다는 공수처의 도입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다. 공수처 설치가 아니라 수사권・기소권 분리가 타당하다는 견해에 대하여

○ 검찰개혁의 방향은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줌으로써 검찰 권한을 약화시키는 방향

으로 가야 하고, 공수처 설치는 잘못된 개혁방안이라는 비판이 있다.13) 검찰권력

의 분산은 기존의 검찰권력을 그대로 놓아둔 채로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권을 인

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검찰이 가진 거대한 권력을 쪼개어 나누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원칙적인 개혁방향임에 틀림없다. 

이것은 공수처 내지 상설특검이 고위공직자의 부패사건에 관하여 수사권과 기소

권을 모두 가지는 특수한 기구로 구성되는 것과는 별개로 추진될 수 있다. 이것

은 현재의 수사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이라서 장기과제로 추진될 수밖에 

없고,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양하게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 다만, 아래의 두가지 원칙 정도는 분명하게 견지해야 한다. 첫째, 경찰에 전속적

13)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bar/756956.html 한겨레신문 2016. 8. 17.자 금태섭 의원 인터뷰 기사.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bar/75695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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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수사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수사권에 대한 민주적, 법치주의적 통제

의 시스템이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경찰의 수사가 정치권력의 영향에 얼

마나 취약한가는 2012년 국정원 직원의 댓글달기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바 있다. 둘째, 수사권이 경찰에 집중된다면 이번엔 

경찰이 정보, 경비, 수사 등의 권한을 광범위하게 보유한 권력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의 비대한 권력을 분산하는 방안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수사경찰

과 행정경찰의 분리가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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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공수처 설치 법안 검토

가. 수사대상

○ 공수처의 대상범죄에 관하여 노회찬 의원안과 박범계 의원안은 동일하다. 양 법

안은 직무유기・직권남용・뇌물죄 등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형법 제122조 내

지 제133조), 직무와 관련된 횡령・배임의 죄(형법 제355조 내지 제357조, 미수

범 포함), 특경법 제5조와 제7조 내지 제9조의 죄, 특가법 제3조의 죄, 「부정청

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정치자금법」, 「변호사법」, 「조세

범 처벌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죄를 공

수처의 관할범죄로 규정하고, 수사대상범죄에 대한 범인은닉・위증・증거인멸・
무고죄도 대상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양승조 의원안은 공수처의 수사대상

이 되는 고위공직자의 범위만 규정하고 그 대상자가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제한

을 두지 않는다(동법안 제14조).

○ 공수처의 도입취지가 권력형 범죄사건에 대한 검찰의 정치적 예속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수사기구를 설치하자는 것임을 고려하면, 고위공직자가 저지른 

모든 범죄사건의 수사를 공수처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공수처의 관할사건은 노회찬 의원안과 박범계 의

원안의 규정대로 하면 될 듯하다. 

○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3개 법안이 약간 다른

데, 처음부터 수사대상자의 범위를 너무 넓게 포괄하는 것은 공수처의 제도적 안

착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다.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과 대통령비시설, 국가안보실, 

경호실, 국가정보원의 2급 이상의 공무원을 포함하는 방안에 찬성한다.  

 

나. 처장 임명절차 

○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3개 법안의 처장 임명절차는 아래와 같다.

노회찬 의원안
• 대법원장이 처장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

박범계 의원안 •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15년 이상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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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장의 인사권을 대통령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방안(양승조 의원안)은 아무리 처

장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고 하더라도 독립기구로서의 공수처의 위상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렇게 할 경우 처장은 대통령 등 집권정치세력의 직접적인 영

향력 하에 놓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 처장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임명절차가 매우 중요함은 두말할 나

위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대법원장의 추천방식보다는 추천위원회 시스템이 보다 

적절하다. 그런데 박범계 의원안의 경우,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

회 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국회 교섭단체간 협의를 통해 추천한 4인 등 7인으

로 구성하는 방안인데, 이에 따르면 결국 교섭단체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대목이 있다. 국회 산하에 범시민적 추천위원회를 구성하

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다. 경찰・검찰과의 관계

○ 박범계 의원안과 노회찬 의원안이 공수처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다른 기관의 직무

는 공수처로 이관 내지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 설치에 관한 초창기 

논의 시절에는 공수처와 검찰의 상호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권력형부패사건에 대한 

철저한 사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검찰의 반발을 무마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 때문에 양 기관의 경합관할을 인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기도 하였

다. 그러나 아무런 조정장치 없이 검찰과 공수처 간의 경쟁적 수사를 유도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수사의 중복과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피의

자나 참고인에게 커다란 피해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수처를 도입

한다면 공수처의 수사대상인 사건에 관해서는 공수처의 우선적 관할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사람 중에서 추천위원회가 1명을 추천하고,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국회의 인사청

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

• 국회에 7인의 처장추천위원회를 둠  

양승조 의원안 •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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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수처의 직무와 권한

1) 기소권과 기소법정주의 

○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3개의 공수처 설치법안은 모두 공수처에 수사권뿐만 아니

라 기소권과 공소유지권을 부여하고 있다. 과거에 발의되었던 공수처 법안 중에

는 수사권만 인정하는 법안도 있었지만, 공수처는 검찰의 권력을 분산·견제하는 

독립적 기구의 성격과 반부패사정기관으로서의 성격을 중첩적으로 지니고 있는 

만큼, 공수처의 권한으로 수사권 외에 기소권과 공소유지권까지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고 또 반드시 필요하다. 

○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된 사건에 대해서 양승조 의원안과 박범계 의원안은 기소법

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노회찬 의원안은 이에 관한 규정이 없다. 공수처

의 수사대상은 권력형 부정부패사건이 주가 되므로, 기소법정주의를 채택하는 것

에 찬성한다. 모든 형사사건에 대하여 기소법정주의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권력형 범죄사건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통상의 범죄사건

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뇌물범죄나 정치자금범죄 등은 권력형부패와 비리의 전

형이자 정경유착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이 범죄들은 정치 및 행정영역의 공정성

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이 저지르는 직권

남용죄, 가혹행위죄를 비롯하여 국가기관이 불법적으로 자행한 반인권적 범죄사

건은 그 자체로 국민의 인권과 법치주의 및 민주주의를 짓밟는 행위이다. 그동안 

검찰의 수사와 기소에서 편파수사나 축소・은폐수사의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던 영역이 바로 이러한 권력형 범죄사건들이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민주

주의와 법치주의를 근본에서 저해하는 권력형 범죄사건에 대해서만큼은 공수처의 

도입과 함께 기소법정주의를 적극적으로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그런데, 3개의 공수처 법안들은 모두 검찰 등 다른 기관이 수사・공소제기 및 유

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사건을 검찰 등 다른 기관에 이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이첩제도와 공수처의 기소법정주의에 관한 규

정은 형평성의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공수처의 관할사건에 대하여 공수

처가 직접 수사할 때에는 기소법정주의가 적용되는 반면에, 동일한 사건을 공수

처가 검찰에 이첩한 때에는 기소편의주의가 적용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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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다. 처장의 이첩 여부에 따라 기소법정주의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고 이는 형평

성 및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는 공수처의 대상범죄에 대해서는 공수처의 이첩에 따라 검찰이나 다른 기관이 

수사하는 경우에도 기소법정주의가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기소법정주의의 적용

은 대상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필요성 때문이지, 누가 수사하느냐에 따라 달라

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공수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통제장치

○ 노회찬 의원안은 “고소・고발자 및 수사의뢰한 기관의 장은 수사처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

록 규정하고 있다(동법안 제22조). 박범계 의원안은 “수사의뢰한 기관의 장은 수

사처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서울고등법원에 재

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동법안 제22조), 다른 한편으로, 부당한 불기소처

분에 대한 통제장치로 “불기소심사위원회” 제도를 제안하고 있다(동법안 제20조). 

불기소심사위원회는 시민 11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고, 공수처가 불기소처분

을 하려면 반드시 불기소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 뇌물 등 권력형 비리사건이나 횡령·배임사건, 정치자금범죄 등에서는 피해자가 없

거나 불특정 다수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범죄의 경우 재정신청제도만으로 불기

소처분의 남용을 통제하기는 부족하다. 따라서 시민참여에 의한 민주적 통제장치

로 불기소심사위원회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한

다. 다만, 문제는 시민참여 기구가 변질되지 않으면서 의도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장담하기 어렵다는데 있다. 시민들로 구성되는 독립적인 기구가 

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시민참여형 통제장치

가 활성화되는 데에는 적지 않은 난관이 존재한다. 검찰이 시행하고 있는 검찰시

민위원회의 운영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 ‘시민참여형 통제’라는 본래의 목적을 상

실한 채로 들러리기구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더구나 불기소심사위원회는 – 일

본식 검찰심사회나 미국식 기소배심제와 유사하게 - 일정 기간 동안 시민들의 

상시적 참여가 필요한데, 오늘날 그러한 시간과 노력을 기꺼이 투자할 것을 시민

들에게 기대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검찰의 방대하고도 전문적인 수사

서류를 일반 시민의 시각에서 그것도 짧은 시간 안에 판단하는 데에도 상당한 어

려움이 예상된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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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검찰개혁의 다른 과제들

○ 공수처의 설치는 검찰개혁 과제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

가 있다. 아래의 과제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병행되어야 한다. 

○ 검찰 인사의 청와대 편법근무 방지

- 청와대 비서실에 전직 검사를 임용하여 청와대가 검찰을 사실상 장악하고 공작정

치에 활용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해체하는 개혁방안이 필요하다. 검사로 재직한 

자는 퇴직 후 최소한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대통령실 임용을 금지하고, 대통령

실에 재직한 자는 향후 검사로 임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 참고 : 20대 국회 발의법안

■ 검찰청법 개정안(2016.8.25. 노회찬 발의) - 대통령실 재직경력자를 퇴직 이후 3

년간 검사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함.

■ 검찰청법 개정안(2016.9.30. 김종회 발의) -　대통령실의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

은 검사로의 재임용을 금지함.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원으로서 겸임하는 검

사의 수는 「검사정원법」에 따른 검사정원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법무부의 탈검찰화 및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 법무부 요직을 검사 파견으로 사실상 검찰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혁파해야 한다. 법무부는 순수하게 법무행정기관으로 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는 법무부(기타 정부기관도 마찬가지)에 검사 파견을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하며, 

법무부에 재직한 자는 향후 검사로 임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해야 한다.

- 검찰청법은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법무부장관이 개별 사건의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권의 오남용에 대한 국민

의 감시와 통제권을 대리행사한다는 의미에서만 그 제도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

는 것인 바, 기본적으로 정무직 공무원인 법무부장관에게 그와 같은 역할을 맡기

는 것이 매우 취약한 제도임은 분명하다.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대신에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를 담보하기 위한 통제제도로는 국민의 참여적 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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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장 직선제 및 주민소환제 도입

- 검사장 직선제는 몇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 검사장 직선제의 도입은 지방분권화

를 지향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경찰권력에 대한 지방경찰제 시스템의 도입과 맞물

려 경찰 및 검찰 권력의 지방분권화를 도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둘째, 대검

찰청의 수사기능을 폐지하고 대검찰청을 정책조정 및 감찰기능을 담당하는 기관

으로 정립하면서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게 하면, 청와대-법무

부장관-검찰총장-검사의 거대한 피라미드 구조로 검찰조직이 청와대에 정치적으

로 예속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셋째, 지방검찰청 간의 정책경쟁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 된다. 

※ 참고 : 20대 국회 발의법안

■ 검찰청법 개정안(2016.11.30. 박주민 발의) - 검사장 선거제 및 주민소환제 도입

   ①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하도록 하며 

선출된 검사장에 대해서는 검사의 임명과 보직을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다른 직위로 전보되지 않도록 

함(안 제26조의 2).

   ② 지방검찰청 검사장 후보가 되려는 사람은 과거 1년 이내 정당원이 아니었어야 

하며,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했어야 함(안 제26조의3).

   ③ 주민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5).

   ④ 법무부장관이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직을 제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검

찰청 검사장의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3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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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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