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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최근 한국의 정치부패에 대한 검찰과 특검의 도전* **

―그 성과와 한계―

1)

韓 寅 燮***

Ⅰ. 서론

한국의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는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민전

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검찰은 ‘정치권력의 도구’로 쓰여왔다는 데 

대한 국민적 불신, 검찰권 행사가 편파적이고 불공정하다는 의심, 그리고 검찰권 

행사에 聖域이 존재한다는 의심을 받아왔던 것이다. 검찰권행사에 대한 법제도적 

견제가 없는 상태에서 검찰재량권을 남용해왔다는 데 대한 불신도 적지 않았다.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달리 말해 “검찰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아

무 것도 바꿀 수 없다”는 여론이 고비고비마다 터져 나왔다.

1998년 이후 집권한 김대중 정권 하에서도 이러한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 

김대중 정권은 위에 지적한 정치검찰, 편파검찰의 대표적인 피해자 다. 그리하

여 초기엔 검찰개혁의 강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으나, 곧 검찰이 갖고 있는 권

한을 그대로 두면서 정․검유착을 재강화함으로써 검찰을 다시 ‘권력의 도구’로 

삼고자 들었다. 그 결과는 검찰뿐 아니라 정권 차원에서 도덕성의 위기를 초래했

다. 정치검찰에 대한 극도의 불신감은 한국역사상 처음으로 특별검사제의 입법화

로 나타났으며, 종국적으로는 집권당은 물론 검찰 수뇌부의 비리까지 특별검사에 

의해 수사받는 지경에 이르 던 것이다.1)

* 이 은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 기금의 2004학년도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 이 은 지난 2004년 7월 16일 와세다대학(早稻田大學) 비교법연구소에서 특별강연

의 형식으로 일본어로 발표된 초고를 보완한 것이다.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副敎授

1) 한인섭, 권위주의 형사법을 넘어서, 동성사, 2000, 64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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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등장한 노무현 정권은 정권과 검찰 간의 고질적인 유착관계를 해체하

고자 했다. 우선 검찰개혁을 이끌 법무부장관을 판사경력이 있는 인권변호사 중

에서, 그것도 젊은 여성을 임명했다. 이는 법무부장관을 늘 검찰고위간부 출신 

중에서 임명해왔던 관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으며, 연공서열적 관행에도 

반하고, 남성중심적 조직체에 대한 도전이기도 했다. 아울러 임기가 남은 검찰총

장 및 고위직 간부들의 그간의 행태에 대해 극도의 불신을 표함으로써 검찰총장

의 사임을 종용했으며, 고위직 간부를 대대적으로 교체하 다. 이러한 일련의 정

치적 이니셔티브에 대해 검찰은 조직적인 저항을 표출하 다. 그에 대해 대통령

은 ‘검사와의 대화’라는 TV토론을 통해 검찰과 정면으로 맞섰다. 그 결과는 양

자 사이에 심리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상태를 초래했다. 대통령과 검찰 간의 노

골적인 불편한 관계는 이제까지의 대통령․집권당과 검찰의 유착관계 혹은 상호

이용관계의 청산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대통령은 검찰을 ‘권력의 도구’로 이용하

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며, 검찰은 대통령을 통해 개인적․집단적 이익을 얻는 길

을 포기하면서, 본연의 역할, 즉 강력한 수사를 통해 자신의 존재가치를 인정받

아야 하는 길로 몰렸다. 이러한 사태진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염원하고, 거

악에 맞서는 검찰상을 주장해온 시민들의 입장에서 나쁠 이유는 없다.

만 1년 6월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정치부패(political corruption) 혹은 권력형

부패(corruption by the powerful)에 대한 검찰의 역할은 어떠했던가. 검찰은 정치

적 도구화를 포기하고 권력형 부패를 통제하는 본연의 역할을 얼마나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가. 정치와의 분리가 이루어지면서 검찰권은 약화되었는가, 강화되

었는가. 검찰 및 법무행정에 대한 조직적, 구조적 개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

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정치부패와 투쟁하기 위해 논의되어온 

두 가지 방안, 즉 특별검사제 및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전

망해보기로 한다. 그럼으로써 정치부패에 대한 한국의 대응을 비교법적 자료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Ⅱ. 검찰의 대통령 선거자금 수사: 그 성과와 한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004년 5월 21일 불법대선자금 수사결과를 발표하

다.2) 2003년 8월 29일 대검찰청은 ‘SK해운 분식회계사건’의 수사로부터 시작하

여 재벌기업으로부터 회계장부를 압수하여 기업비자금의 실태를 수사하 다. 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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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수사에서 대선자금 100억 원이 한나라당에 건네진 것을 파악하면서, 11

월 3일 검찰은 불법대선자금의 전모를 파헤치겠다는 ‘역사적 선언’을 했다. 그동

안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여․야 모두 천문학적 규모의 불법자금의 ‘관행’처럼 조

성되고 쓰여졌지만, 검찰이 대선자금에 직접 메스를 들이대는 일은 처음이었다.

대선자금 조사과정에서는 다음의 사실이 주요하게 드러났다. 첫째, 주요 대선 

후보 던 이회창과 노무현 캠프는 각각 대기업으로부터 불법자금을 전달받았다. 

대략 총 규모는 선거 1달 전까지만 해도 당선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이회

창 캠프에 대기업의 불법자금이 집중되었다. 예컨대 삼성은 370억, LG는 150억, 

현대차 및 SK 각각 100억 원 등 4대기업의 불법자금이 720억에 이르며 드러난 

총규모는 848억에 이르 다. 노무현 캠프 역시 삼성으로부터 30억, SK 10억, 현

대차 6억 6천만 원 등 113억에 달했다. 그러나 이렇게 드러난 액수는 ‘증거에 의

한 최소한의 것’으로 실제로는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었다. 자금을 전

달받는 방법이 차 트 크에 현금을 가득 싣던 관례적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

가 현금을 실은 화물차의 열쇠를 건네는 방법, 차 트 크에 실어 차 대 차로 전

달받는 방법 등 엽기적 방법들이 폭로됨으로써 세인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둘째, 수사과정에서 공여자인 대기업측 인사뿐 아니라 정치인이 줄줄이 소환되

고, 구속되었다. 5월 말 현재 불법대선자금을 조성하고 수수한 혐의로 현직 국회

의원 23명(구속 7명)을 사법처리했으며, 그 가운데는 양 캠프의 중진의원들이 두

루 포함되어 있었다. 대통령의 최측근인사, 후원자들도 대선자금 및 개인자금 수

수의 혐의로 함께 형사재판에 회부되었다. 또한 기업인들 중에는 대기업 최고위

층 3명이 구속기소되었으며, 대기업의 구조본부장 등 20여명이 기소되었다. 검찰

은 “좌고우면 함이 없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나오면 나오는 대로 수사한

다’는 엄정한 자세를 견지”하 기에 “성역없는 수사”를 했다고 자평하 다.

셋째, 기업비자금 수사로부터 시작하여 양 캠프의 대선자금의 조성경위를 밝혀

냄으로써 수사내용 면에서 ‘관행’과 타협하지 않았다. 종래 ‘정치관행’이라는 미

명 하에 이루어진 정치권과 기업 사이의 다양한 형태의 거액 불법자금 수수사실

을 밝혔다. 기업, 특히 재벌총수들은 편법상속, 부당내부거래, 분식회계, 비자금 

조성 등의 약점을 갖고 있기에 정치적 후원을 필요로 했으며 정치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 이렇게 정치인에게 제공되는 불법정치자금은 비정상적 방법으

로 조성됨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를 부실하게 만드는 악순환이 되풀이되어 왔다. 

2)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불법대선자금 수사마무리(2004/5/21), www.sp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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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선자금 수사를 통해 드러난 정-경유착의 실태는 더 이상 정치자금의 모

금과 사용에 대한 구조적․의식적 개혁을 유예할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대선자금수사의 효과는 즉각적이고 거대했다. 첫째, 중간수사결과가 발표된 3

월 8일 직후 국회의 대통령탄핵소추가 발의되었다. 원래 노무현 대통령은 여/야 

모두 대통령선거과정에서 불법자금이 조성되었음을 인정하면서, 이를 선거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하 다. 아울러 자신의 캠프에서 조성한 불법자금은 

상대방 측의 불법자금의 1/10을 넘지 않을 것이고, 1/10을 넘는 경우에는 “정계

를 은퇴”할 것을 공언한 바 있다. 그런데 “노대통령 측의 불법자금 수수규모는 

113억으로, 이회창 후보측의 불법자금 823억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1/7에 이르

고 있다”고 하는 점도 탄핵사유의 하나로 추가되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노대

통령탄핵소추안을 3월 9일 제출하면서, 탄핵사유의 하나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

다.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들이 줄줄이 대선자금과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불법자

금을 수수하고 각종 뇌물과 향응을 받았으며, 노대통령은 이들의 비리행위와 공

범관계에 있음이 검찰수사로 확인됨으로써 국정을 수행할 법적․도덕적 기반을 

상실했다.”3) 이같이 “권력형 부정부패로 인해 국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국가적 위기상황을 초래해 더 이상 나라를 운 할 자격과 능력이 없음이 극명해

졌다”는 게 주요한 탄핵사유로 제기된 것이었다. 국회가 통과시킨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었지만, 검찰의 수사는 대통령의 탄핵까지 불러오는 파장

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둘째, 검찰수사는 탄핵정국과 함께 4. 15총선에 큰 향을 미쳤다. 원내 과반수

를 차지하고 있었던 야당인 한나라당은 ‘차떼기당’이란 오명과 함께 여론을 무시

한 탄핵소추로 인해 다수당의 위치를 상실했다. 더 중요한 것은 관행적인 정치자

금의 불법화와 여․야 정치인의 구속사태는 4. 15총선에서 ‘돈 안드는 선거, 깨끗

한 선거풍토’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기업들도 총선거에

서 선거자금을 제공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며, ‘돈선거’의 사례가 현저히 줄어듦으

로써 이제 돈이 선거에 의미있는 향을 미치는 단계를 넘어설 수 있게 되었다.

셋째, 과거에 司正型 수사는 정권초기엔 주로 과거정권의 담당자들을 겨냥하거

나 정권의 반대파를 겨냥하곤 하 지만, 정치적 중립을 유지한 검찰은 현정권의 

주요 정치인 및 대통령 측근을 아울러 겨냥하 고, 그에 따라 대통령의 최측근이 

3) 대통령(노무현)에 대한 탄핵소추안 요지 및 전문, 발의연월일 2004. 3. 9. 발의자: 유
용태, 홍사덕 의원 외 15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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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이 구속당하는 사태가 생겨났다. 검찰은 ‘성역없는 수사’를 했다고 자평했다. 

실제 대통령의 최측근의 구속사태를 대하면서, 대통령 자신이 ‘눈앞이 깜깜’했고, 

‘신임평가’를 받겠다고 할 정도의 충격적 사태가 야기되었다. 때문에 앞으로도 

수사에 성역에 없을 것이라는 기대는 정치부패를 예방하는 데 긍정적 조짐이 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의지와 역량을 평가함에도, 상당한 문제가 노출되었음도 사

실이다. 첫째, 검찰수사의 형평성 시비가 명확히 제거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야당

과 관련된 거액의 불법자금의 규모와 수수행태는 일찍부터 명확히 밝혀냈지만, 

소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하고, 산술적 균형뿐 아니라 수사

의 실질에 있어서도 미흡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주로 기업인의 진술에 많이 

의존하는 수사방식으로는 아직도 현정권으로부터 미움을 덜 받으려는 기업의 자

세를 극복하기 어렵고, 따라서 상대적으로 야당의 불법자금보다 여당의 불법자금

의 실체를 밝히기 어렵게 되는 요인도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검찰이 

공정한 수사의지를 가졌다고 해도, 야당에 불리한 결과가 생겨나게 된다. 대선자

금수사의 결과 야당이 입은 정치적 피해가 여당보다 훨씬 컸기에, 검찰의 ‘중립

적’ 수사가 ‘편파적으로’ 향을 미쳤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과연 ‘성역’이 없었던가. 우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은 ‘검찰 나름

대로의 결론은 있지만, 현직 대통령의 헌법상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하는 특권, 

직무수행의 계속성, 헌법정신 등에 비춰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

다’고 밝히면서, 대통령에 대한 직접수사와 기소를 유보하 다. 또한 이회창 대통

령후보에 대해서는 ‘불법대선자금 모금과 사용과정에 개입됐다는 증거가 없다’며 

불입건처리했다. 그러나 불법대선자금의 모금 목적이 대통령선거에 쓰자는 것이

며, 선거에서 가장 고민거리의 하나인 자금조성의 방법과 내용에 대해 대통령후

보자들이 ‘몰랐고’ ‘책임질 일이 아니라’는 것은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이회창 후보는 검찰의 중간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한나라당 대선자금의 최

종책임은 본인에게 있고,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고 감옥에 가겠다”고 하면서, 노

대통령도 거취를 스스로 결단하라며 압박을 가했다. 대통령은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84조)는 조문을 들어 검찰이 대통령의 범죄관여 

자체를 수사하지 않겠다는 것이 합당한지는 의문이다. 검찰의 움츠리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이 검찰수사의 화살을 비껴난 결과가 빚어진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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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성역’지대는 대기업 총수 다. 구속기소된 대기업총수는 정치자금 

제공 혐의 이외에도 기업의 본질적 비리인 업무상횡령이나 배임의 혐의가 적용

된 사례이다. 그에 반해 단순히 ‘정치자금’만을 제공한 혐의로는 어느 기업인도 

구속되지 않았다. 더욱이 검찰에 의해 기소된 기업인 중에는 ‘재벌총수’는 모두 

빠져있다. 100억 원 이상의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하고도 재벌총수들은 불입건처리

되었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직접조사를 하지도 않았다. 그 때문에 검찰이 ‘정치권

력으로부터 독립’은 확보했으나, ‘경제권력에는 굴복’했다는 비판마저 나왔다. 그

에 대해 검찰은 대기업총수에 대해 결코 ‘봐주기식’ 수사를 한 것이 아니었으며, 

수사기술상의 문제, 증거확보상의 애로 등으로 불입건, 불구속 등의 결과가 나온

데 지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나아가 검찰은 기업인들에 대한 처리방향을 둘러

싸고 “검찰수사가 장기화되면서 기업의 투자나 소비자들의 소비심리가 극도로 

위축되어 이 사건 수사가 경제에 심각한 악 향을 미친다”면서 “검찰권 행사에

서도 전체 국익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결국 검찰권의 공정하고 

엄정한 행사도 무조건 증거만 보고 찾아 나서는 수사지상주의가 아니라 그 국가

의 경제사정 등 전체 국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함으로써, 검찰수사의 중립성의 실

질에 대해 새로운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다.

이같은 한계와 비판점에도 불구하고, 이번의 대선자금수사는 검찰에 큰 교훈을 

남겼다. 이제까지의 정치검찰의 오명을 씻고, “검찰수사의 독립과 중립”을 확보하

는 길은 어떤 제도나 환경의 개선보다 검찰 스스로의 비상한 각오로부터 출발함

을 일깨웠다는 점이다. 법과 원칙을 걷는 검찰 본연의 자세야말로 그동안의 불신

을 씻고 검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첩경임을 알 수 있었다. 검찰이 정치로부

터 독립하여 정치적 부패에 대해 정면으로 도전할 때, 깨끗한 정치풍토와 기업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음도 확인된 셈이다. 앞으로 검찰

의 수사역량이 집중되어야 할 분야가 권력형 부패, 금융경제범죄 등임을 일깨움

으로써 앞으로 검찰수사의 바람직한 방향을 시사한 의미도 적지 않을 것이다.

Ⅲ. 정치부패에 대한 수사주체로서의 검찰 ― 

특히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중심으로

한국에서 권력층, 고위관료, 기업인의 부정부패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 아니라 

검찰이 담당해 왔으며, 그 중에서도 각 지방검찰청 특별수사담당부서(지검 특수



韓 寅 燮 [서울대학교 法學 제45권 제3호 : 332∼351338

부)에 의해 관장된다. 그 중에서도 국가적 중요성을 가진 사건들은 대검찰청 중

앙수사부(중수부)가 담당한다. 권력형 비리사건들은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사회적

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건이기에 국민의 관심과 주시의 대상이 

된다. 특히 집권세력 혹은 반대세력과 관련된 사건의 경우 수사의 중립성, 공정

성에 대한 시비를 계속 불러일으키게 된다.

대검 중수부는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한 직접수사기능을 담당한다. 중수부는 

“사정의 중추기관으로서 전국 검찰의 사정수사업무를 지휘”하며 “방대한 수사역

량이 필요한 사건, 고도의 보안․신속한 의사결정 및 관계기관과의 긴 한 협조

가 필요한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곳으로 자평해 왔다. 특히 “검찰총장이 명하는 

범죄사건 및 관련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것으로 대검찰청 내에 설치된 유일한 

수사기관이다. 이같이 중수부는 검찰총장의 직접적인 지휘, 통제를 받고 있다. 최

고검찰청의 직접수사기능 보유는 특이한 제도로서 외국에서는 그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의 대검찰청은 산하 검찰청에 대한 지휘, 감독을 주된 기능으로 하

면서도 중대사건에 대한 직접수사기능을 담당하는 특색을 갖고 있다. 중수부는 

검찰총장이 완전히 장악하며, 총장이 그 수사결과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지게 되

며, 중수부 수사로 인한 파장은 검찰총장과 검찰 전체에 직접 미치게 된다. 여태

껏 검찰의 국민적 신뢰도의 저하는 바로 중수부 사건의 처리에 대한 국민적 평

가로 말미암은 점이 적지 않다.

이러한 중수부의 존재방식은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다. 장점이라면 중대한 사건

에 대해 검찰의 전 역량을 동원하여 처리함으로써 진상을 신속히 밝혀내고 책임

자를 처벌하기를 원하는 사회적 요구에 직접 부응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수

사역량을 결집함으로써 단기간에 최대한의 효율적인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반면 단점이라면 중수부 수사와 관련하여 검찰총장이 정치적 압력과 

향력에 직접 노출될 여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검찰총장이 정치적 압력을 이

길 수 있는 소신과 역량을 갖고 있지 못할 때 검찰이 ‘권력의 주구’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 또한 검찰의 지휘부서가 수사에 직접 뛰어들게 되면 그에 대해 견제

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상급 지휘부서가 없기에 편향적 수사로 나갈 경우 이를 

바로잡을 수 없으며, 수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큰 틀에서 평가할 수 없다는 문

제점이 있다. 더욱이 중수부의 수사결과가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할 경우 검찰 

전체의 신뢰도가 추락함으로써, 검찰은 “99% 잘하고 1% 잘못한 것 때문에, 

100% 잘못한 것으로 평가받는다”는 억울함을 토로하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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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현재의 중수부의 직접수사기능을 폐지하고, 지방검

찰청 단위의 특별수사부에 권력형비리 및 경제범죄의 수사를 주도하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지금도 서울지검 특수부는 권력형 비리의 수사

기능의 상당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데다, 수사는 지방검찰청에서 담당하는 것이 

검찰구조상 적합하다는 점도 있다. 구체적으로는 종래 대검 중수부에서 담당하던 

사건의 경우에는 서울지검 특수부에서 담당하는 방안이다. 동경지검특수부의 예

와 같이, 상당한 경력이 쌓인 검사 위주로 서울지검 특수부를 구성하고, 금융․

기업회계․세무․컴퓨터 등의 전문인력을 확충하여 경제분야의 전문수사역량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다만 검찰최고 지휘부서인 대검과 중수부가 직접 강력하게 나서주기를 바라는 

국민정서가 한편에 있고, 중수부의 폐지가 곧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약화를 가

져오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 최근 대검 중수부가 주도한 대선자금수사에

서 상당한 정도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한 상황에서, 검찰총장 자신이 중수부 폐지

론은 최근 중수부수사를 통해 피해를 본 사람들이 검찰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

라고 반발하기도 했다.4)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

4) 검찰총장의 발언전문은 다음과 같다.
   “최근 언론에 소개된 검찰 관련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총장이 직접 그런 데 

대해 얘기를 해야 하느냐는 말도 있지만, 조직의 책임자 입장에서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에서 중수부 수사 기능 폐지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어떤 기관이 생기

고 일을 맡아 해오기까지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 그 기관의 생성과정과 국가가 어떤 

일을 맡겼고, 국민이 지금 무엇을 바라는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그 이름에 걸맞는 많은 일을 해왔고, 칭찬받은 일도 많았다. 
그런데 지난 몇 년간 중수부 수사와 관련해 축소, 은폐라는 비판도 많이 받았다. 조직 

내부에서 젊은 검사들이 “중수부가 일을 잘못해 검찰 전체가 욕을 먹느냐, 중수부를 

없애고 지검 특수부에서 수사를 하게 해야 한다”는 건의를 한 적도 있었다.
   많은 다른 목소리도 있었다. 중수부가 수사를 잘못해 비판받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어떤 기관이 일을 잘못했으니 없애야 한다는 논리는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한다.
   중수부가 국민 여망에 부응한 때도 참 많았다. 지난 1년간의 대선자금 수사는 지검 

특수부로서는 하기 어려운 사건이다. 지검 특수부에서 수사했으면 여러 어려움 이겨

내고 수사를 해냈을지 모르겠다. 물론 중수부가 이것 저것 손대서는 안된다. 검찰의 

운명을 걸고 국민에게 내놓을 사건에 손대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왜 폐지론이 나온 것인가. 검찰권 남용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 때문일 수 

있지만, 지난 1년간 검찰권 행사에 대한 불만을 가진 세력에서 나온 것이라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혹자는 중수부가 대형사건을 맡아 총장과 검찰 조직 전체 책임을 지려

고 하느냐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지검에서 수사했기 때문에 총장이 책임이 없다는 

비겁한 말이 어디 있느냐. 결국 검찰수사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검찰권 행사에 불

만을 품고 검찰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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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의 합리적 재편이라는 각도에서 접근해야지, 정서적 접근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라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장차 대검 중수부의 직접수사

기능이 폐지되고 지검 특수부로 이관될지 어떨지는 불확실하다. 다만 중수부가 

폐지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장차 중수부의 역할은 현저히 축소될 것이며, 대부

분의 부패수사는 지검 특수부를 통해 수행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Ⅳ. 특별검사의 역할

권력형부패나 중대한 국민적 의혹사건에 대한 검찰의 태도에 대한 불신은 특

별검사제의 도입 주장으로 이어졌다. 특히 ‘정치검찰’에 의해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해온 야당, 검찰의 정치화를 비판해온 시민단체들은 민주화의 초입

부터 특별검사제의 도입을 주장해온 것이다. 김대중 정권(1998∼2003)은 몇 십 

년간 표적사정 및 공안사정으로 인한 피해를 받아왔기에, 특별검사제의 도입을 

강력히 주창해왔으며 대통령선거공약에서도 특검제도입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정권을 잡자말자 김대중 정권은 특검제 반대론으로 선회했으며, 여태까

지 집권당이면서 특검제 도입을 반대해온 야당은 특검제찬성론으로 선회했다. 이

는 그만큼 검찰권이 집권당의 정치적 도구로 남용될 수 있음을 여․야 모두 인

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에서 특검제 도입을 둘러싼 논란은 곧 당시의 검찰

의 정치성을 측정할 수 있는 바로미터로서의 역할을 하는 셈이다.

시민단체들은 권력형비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비리척결을 위해서

는 기존의 검찰이 아닌 특별검사의 도입을 줄기차게 주창해왔다. 반면 검찰은 일

관되게 특검제의 반대론을 펼쳐 왔다. 검찰은 수사의 효율성 면에서 특검은 고비

용, 저효율을 야기하며, 헌법상의 삼권분립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해왔

다. 하지만 1999년 검찰총장 및 대검의 공안부장이 직무에 관련된 의혹사건이 

발생하자 상황은 달라졌다. 검찰은 이 사건을 조사하여 문제없다고 결론지었지

만, 그같은 검찰의 조사는 같은 기관 내에서 사건을 수사할 때 생기는 이해관계

의 충돌(conflicts of interest) 문제 및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대외적 신뢰를 전혀 

검찰 스스로 권한 남용 자제해야 하고 제도적 규제는 받아들이지만, 정당한 사고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단순히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검찰의 권한약화를 시도한 것이라면 

용납할 수 없다. 저는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한다. 여러분도 그런 점에서 지나친 걱정은 

하지 말아달라. 만일 중수부가 수사를 잘못해서 국민의 지탄을 받는다면 제(가) 먼저 

(제) 목을 치겠다.”(2004/06/14, www.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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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할 수 없었기에 의혹을 해소할 수 없었고, 집권층에 엄청난 부담을 안겨주게 

되었다. 결국엔 특별검사법의 제정을 통해 의혹을 해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한국조폐공사 노동조합 파업유도 및 전검찰총장부인에 

대한 옷로비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란 

긴 명칭의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두 의혹사건에 대해 특정하여, 한시적으로, 검

찰이 아닌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하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특별검사의 임명은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임명요청을 하고, 대통령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후보자 추

천을 의뢰하고, 대한변협은 2배수로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인에게 특별검사를 임명한다는 순서를 규정하고 있었다. 특별검사는 특별검

사보를 비롯한 수사진을 구성하여 60일의 법정수사기간을 거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공소유지도 담당할 권한을 갖고 있다. 이

러한 임명절차는 입법권과 집행권을 구분하고, 대통령에게 검사임명권을 부여하

되 자의적 임명이 되지 않도록 절차적 통제를 강화한 것이다.

특별검사의 수사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개별법률마다 약간씩 차이를 두고 

있기에, <표 1>의 ③ 사건의 예를 들어 서술해보자. 특별검사는 15년 이상 경력

의 변호사(판․검사 경력 포함) 중 소정의 절차에 따라 선임된다. 특별검사는 10

년 이상 변호사 경력자 중 4인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하며, 대통령은 그중 2인을 특별검사보로 임명한다. 특별검사는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공무원의 파

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파견검사의 수는 3인,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

무원의 수는 15인 이내로 한다. 이러한 파견요청을 받은 기관장은 반드시 이에 

응할 의무를 갖고 있다. ③사건의 경우 특별검사 1인, 특별검사보 2인, 파견직원

으로 검사 3인, 검찰공무원 11인, 외부인사 2인으로 구성되었다. 편성예산은 약 

15억, 수사기간은 3개월이었으며 예산 중 10억이 집행되었다. 공소를 제기했으며, 

공소유지는 특별검사가 직접 관여하 다. 특별검사팀은 대검찰청으로부터 관련기

록을 넘겨받아 검토했으며, 연인원 450여 명을 조사하 고, 그 중 9명을 구속기

소, 3명을 불구속 기소하 다. 혐의자들에 대한 검찰고위간부들의 비호 의혹사건

에 대하여는 수사중단 압력을 가하 다는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내사종결 

처리를 하 다.5) 이와 같이 수사기간의 부족, 전문수사인력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검찰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미진한 부분들을 밝혀내고 기소하는 성과를 올린 

5) 대검찰청, 검찰연감, 2002, 1256∼12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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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평가된다. 

특별검사는 국민적 의혹이 집중되고, 검찰수사의 공정성이 의심스러운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개별법률을 제정하여 발동되었다. 여태까지의 특별검사의 발동실

적은 <표 1>과 같다.

<표 1> 특별검사의 발동 및 처리결과

사 건 법률명칭 (제정일)  주요 의혹 대상자  특검의 처리결과

① 옷로비

   의혹사건

한국조폐공사노동조

합파업유도및전검찰

총장부인에대한옷로

비의혹사건진상규명

을위한특별검사의임

명등에관한법률

(1999.9.30)

전 검찰총장 부인, 
청와대 법무비서관, 
대기업총수 부인 등

전직 검찰총장, 대
통령비서관 구속

② 파업유도

   의혹사건

대검 공안부장, 조

폐공사 사장
 혐의 없음

③ 이용호 주가

조작․횡령

사건 및 정․

관계로비 의

혹사건

株式會社 지앤지 代表

理事 이용호의 주가조

작․횡령사건 및 이와 

관련된 정․관계 로비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

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001.11.26)

주가조작․횡령관여

한 기업인, 대통령

과 친분있는 정․관

계인사, 검찰비호 

의혹받은 서울지검

장 및 검찰총장

대검의 수사결과와 

확연히 다른 새로

운 사실을 밝혀내

고 관련자 구속, 
공소제기

④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북송

금 의혹사건

남북정상회담관련대

북비 송금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

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003.2.19.)

김대중 정권하의 대

통령비서실장, 통일

부장관, 현대상선 

대표

남북정상회담 성사

댓가로 북측에 1억
달러 제공키로 하고 

현대를 통해 송금한 

사실 밝혀짐. 대북

송금의 총규모는 5
억달러. 대북협상의 

주역, 현대 측 인사 

구속기소됨.

⑤ 대통령측근의 

권력형비리 

의혹사건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최도술․이광재․양길

승관련권력형비리의혹

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

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

관한법률(2003.12.6)

대통령 측근, 대통

령비서관 등

검찰수사결과 이외

의 별도의 특별한 

사실 밝혀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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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특별검사의 발동을 통해 볼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특별검사제는 일반법이 아니라, 개별사건에 대한 처분적 법률의 형태로 성

안되었다. 이는 집권당 측에서 일반법의 형태로 특별검사의 상시적 발동가능성을 

매우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특별검사의 수사범위도 법률에서 세세하게 

규정함으로써, 하나의 의혹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밝혀지는 새로운 의혹을 계속 추

구해 가는 가능성을 막았다. 하지만 실제 수사과정에서 밝혀지는 사실을 토대로 

국민여론을 등에 업고 어느 정도의 수사범위의 확장은 불가능하지는 않았다.

둘째, 특검은 검찰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검찰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찾아내고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거나, 근거없는 의혹을 해소하는 데 매우 기여했다. 이는 

권력형 비리의 수사에 있어 수사기법이나 역량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수사의

지임을 실증함으로써 검찰만이 수사할 역량이 있다는 신화를 무너뜨렸다. 물론 

특별검사는 검사 및 검찰청 수사관들을 특검보 및 수사팀으로 파견받았기에 수

사기법상의 보완을 받았다. 하지만 권력형 비리의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

정하고 엄정한 수사의지임을 몇 건의 특검의 경험은 잘 일깨워준다. 특별검사의 

경우 자신의 평생의 명예가 도전받는 사건을 앞에 두고, 어떤 정치적 타협이나 

압력에 자신을 내맡기지 않을 것이다. 개개의 수사결과에 대한 논란은 계속 제기

되었지만, 특검의 수사로 인해 비리의혹이 계속적인 정치쟁점 내지 사회적 의혹

으로 남는 것을 차단할 수 있었음을 볼 때 특검의 발동은 정치적 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개별입법을 축적해감으로써 특검의 주된 용도가 자연스럽게 드러났다. 

대통령 측근 의혹, 집권층이 관여된 로비의혹이 한 유형이라면, 검찰 고위층이 

관여한 의혹이 다른 유형에 속하는 셈이다. 이러한 의혹들은 정규 검찰을 통해 

신뢰성있게 해소되기 어렵기에, 특검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틈새지대가 분명히 

존재함을 실증한 셈이다. 요컨대 형사사법의 실현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이해관

계의 충돌 지대, 검찰의 취약성이 노정되는 대통령 측근의 비리, 그리고 대통령

과 집권당의 권력장악 및 유지와 직결된 비리 등에 대하여는 특검의 유용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특검에 대한 초기의 우려들이 거의 불식되었다. 특검제 반대론자들은 특

검이 헌법상의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하며, 수사역량이 부족할 것이며, 천문학적 

비용이 들고, 미국에서도 폐지론이 무성하다는 점을 들어 특검제 도입의 부당성

을 역설하 다.6) 그러나 특검의 운용과정에서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되고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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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의 권력남용의 위험성에 대한 비판이 기우 음이 드러났으며, 일련의 새로운 

사실을 밝혀냄으로써 수사역량보다 수사의지가 더 중요함을 보여주었으며, 비용 

면에서도 그리 걱정할 것이 아님을 실증하 다.7) 검찰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정치적 사건”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능동적으로 특별검사의 임명을 요청”하겠다

는 방침8)을 밝힘으로써 검찰의 특검제무용론 내지 위헌론이 더 이상 유용할 수 

없음을 스스로 자인한 셈이다.

한시적․처분적인 형태이긴 하지만, 특별검사제가 하나의 수사기관으로 자리잡

게 됨으로써 가장 강력한 자극을 받은 곳은 검찰이었다. 검찰은 더 이상 자신의 

수사가 최종적인 것이 될 수 없음을 절감하게 되었다.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국민적 의혹을 받을 경우 곧바로 특별검사제 도입의 여론을 불러일으키고, 특검

이 새로운 혐의사실을 밝혀낼 경우 검찰의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게 된

다. 특검이 생긴 이후에는 검찰수사가 최종적인 것이라는 생각이 사라졌기 때문

에, 수사에 대한 책임감과 부담감을 검찰이 느끼게 된 것이다. 때문에 특검의 실

현가능성 자체가 검찰수사에 공정성과 엄정성을 더하는 촉매가 된 것이다. <표

1>의 ③의 경우에는 특검이 다수의 새로운 범죄사실을 규명했지만, ⑤의 경우 

새로운 사실이 거의 나오지 않은 것은 일련의 특검사건을 경험한 검찰 쪽에서 

특검으로 인한 새 사실이 나오지 않도록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매우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대선자금수사에서 검찰이 신뢰를 회복할

만한 수사실적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수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보이지 

않을 경우 특검이 발동될지 모른다는 위구심도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

다. 이와 같이 한국에서 일련의 특검제의 실행 경험은 국가권력행사에서 정당성

의 경쟁9)을 가져와, 검찰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회복을 위한 자극제를 제공한 

6) 서 제, “미국 특별검사법의 헌법적 한계와 그 실효성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서 제, 미국 특별검사제도의 과거와 미래, 세일출판사, 2002. 서
제 검사는 최근의 한 에서 특별검사 임명제청권을 법무부장관 또는 검찰총장에게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위헌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
러나 이같은 주장은 특별검사의 존립근거가 검찰업무와의 이해관계의 충돌,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확보에 있음을 무시한 것이 아닐 수 없다. 검찰총

장은 검찰 내의 수사인력을 동원하여 필요한 수사를 지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 국민

적 신뢰를 확보하려고 노력하면 될 것이다.
7) 정종섭, “1999년 특별검사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헌법연구 3, 박 사, 2001, 414쪽.
8) 대검찰청, 검찰개혁방안 건의 및 추진 2003.2.24. www.sppo.go.kr
9) 정종섭, 위 책, 3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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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 큰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특별검사제는 여전히 발동가능성이 

있지만, 그 가능성의 현재화 여부는 권력형 비리 혹은 검찰관련 비리에 대한 검

찰수사의 신뢰도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특검제 자체를 제약하기 

위한 각종 한정적 조항도 개정되어야만, 이미 “한국의 헌정과 사법의 현실에 불

가결한 구성요소로까지 내장된”10) 특별검사제의 장점이 온전히 빛을 발할 수 있

을 것이다.

이제껏 한국에서 특별검사제의 법제화의 경험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하나의 법

적 문제점은 관련법이 모두 적용대상 및 대상자까지 특정하고 있는 처분적 법률, 

그 중에서도 개별사건에 대한 개인적 법률이라는 점이다. 이 정도로 법률의 규율

범위가 처음부터 너무나 특정화되어버리면 입법자가 곧 수사권자의 역할을 하게 

되어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비판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11) 이

렇게 특정인, 특정사건에 대한 처분적 법률이 제정된 것은 정부․여당이 일반법

으로서의 특검법의 제정에 대해 극력 반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람직하기로는 

특별검사의 임명 및 발동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해야 한다. 검찰로서 다루기 곤란

한 권력형 범죄 의혹이 생겨나면 그때 수사대상 및 범위만 정해 특검을 임명하

는 결의를 국회에서 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그 사건을 다룰 특검을 임명하여 

사건을 수사․기소하도록 하는 방법이 그 때마다 개별적․처분적 법률을 만드느

냐 마느냐로 정치적 논쟁을 벌이는 것보다 훨씬 진일보한 것이다. 그리고 특별검

사에게 그 사건에서 다룰 수사대상 및 인적 범위를 정할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

이 타당할 것이다. 일단 이러한 특검법을 5년 한도로 시행해보고, 그 이후에 이 

법률의 연장 혹은 존폐 여부를 재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상설특검제를 한시

적으로 발동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12)

10) 홍준형, “사법부 관여로 공정성 확보해 특검정치 막아라”, 신동아, 2003년 8월호 참조.
11) 이헌환, “파업유도 및 옷로비 의혹사건 특별검사법에 관한 고찰 ― 미국 특별검사제

와의 비교적 관점에서―”, 공법연구 제28권 3호, 2000, 13-14쪽.
12) 상설적 특검제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 지지되고 있고, 현 정권의 초기에도 유력하게 

검토된 바 있지만, 아직 법제화되고 있지 않다. 김상겸, “상설적 특검제의 설치를 위

하여”, JURIST, 2004년 2월호, 13쪽. 조국, “특별검사제의 한시적 상설화를 위한 제

언”, 형사정책 제14권 제1호, 2002 등에서는 특검의 한시적 상설화를 위한 입법을 주

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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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논란을 둘러싼 갈등

권력형 비리와 공직자부패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안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

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논의는 1990년대 시민사회로부터 강력하게 제기되었다. 그 

일환으로 참여연대는 부패방지법안을 입법청원을 했다. 이 법안은 부패통제에 대

한 종합적 내용을 담고 있다.13) 이같은 노력 끝에 부패방지법은 2001년도에 제

정되었다. 그 내용은 부패방지를 총괄하는 기구로서 대통령 직속의 ‘부패방지위

원회’(약칭 “부방위”)를 설립하는 것과 함께 부패신고자 보호 및 보상, 국민의 감

사청구권 보장 등이 보장되어 있다. 민간단체안에서 제안된 다른 방안, 가령 공

직자윤리나 돈세탁방지 등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그 내용이 반 되었거나 반

될 예정으로 있다. 부패방지를 담당할 기구로서 부방위는 ‘부패방지에 필요한 

법령, 제도 등의 개선과 정책의 수립․시행 등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

된다. 그러나 부방위의 조사권이나 수사권은 배제되어 있다.

민간단체안에서 가장 중시된 것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고비처”로 약

함)의 신설이었다. 고비처는 고위공직자의 공직관련범죄에 대하여 특별검사와 특

별수사관을 두어 독립적이고 엄정하게 조사와 수사를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를 통과한 부패방지법은 수사기능을 가진 고비처의 형태를 배제함으

로써, 부방위는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적․법적 개혁을 하는 기구로서 만들어버린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부방위는 미약한 권한으로 인한 집행력의 부재와 부패혐

의를 잡고도 직접 처리할 수 없는 문제점을 노출하 다.14) 부방위의 권한이 이렇

게 축소되어버린 데에는 강력한 수사기관의 태동을 달가와하지 않는 집권당의 

의사와 수사권․기소권의 독점을 유지하려는 검찰의 강력한 의지로 말미암은 것

이었다.

2002년에 들어 대통령 선거 캠페인에서 고비처는 다시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신기남 의원 외 28인 의원의 연명으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설치법안｣이 제출

되었으며, 노무현 후보는 대통령선거공약으로 이를 내세웠다. 지난 2004년 총선

에서는 여․야 모두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선거에서 이긴 집권당은 구체적 검

토를 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고비처의 설치 및 권한 여부는 실현가능한 구체적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13) 그 내용에 대하여는 김창국 외, 부정부패의 사회학, 나남출판, 1997, 361쪽 이하.
14) 최정학, “공공부패의 법적 통제에 관한 연구”, 서울대 법학박사논문, 2003, 1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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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비처의 구체적 방안에 대하여는 매일같이 새로운 쟁점이 제기되고 있어 그 

전도를 예측하기란 매우 어렵다.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고비처는 대략 다음과 같

은 구상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고비처는 부방위 산하의 “外廳”으로 

두거나 부방위에 附置한다는 것이다. 대통령 산하에 있되 그 처장은 입법부의 동

의를 받도록 하여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둘째, 고비처의 수사대상으로는 고

위공직자, 구체적으로는 1급 이상의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경찰고위자, 검사와 

판사 등 4,500명 정도의 공직자과 일정한 경우 그 친인척의 비리가 포함된다. 셋

째, 고비처는 수사권을 갖는 것은 당연하나, 기소권까지 가져야 한다는 주장과 

기소권은 검찰에 의해 통일적으로 행사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나

뉘어져 있다. 넷째, 고비처를 신설할 경우 고위공직자의 수사는 고비처만이 담당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전속관할권)와 고비처는 물론 검찰도 이제까지처럼 당

연히 고위공직자의 수사를 담당할 수 있다(경합관할권)는 주장이 대립되었다. 그

러나 고비처에 전속관할을 인정할 경우 고비처와 검찰의 상호경쟁을 유도함으로

써 권력형비리에 대해 철저한, 예외없는 사정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와 상반

되며, 검찰을 무력화시키려는 음모라는 반발에 부딪쳐 지금은 양 기관의 경합적 

관할을 인정해야 한다는 쪽으로 정리되고 있는 중이다.

고비처의 신설을 둘러싸고 정당간, 기관간의 논쟁이 너무 치열한 실정이다. 야

당은 고비처가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대통령의 직속 사정기관으로 변질되어, 

권력형비리가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것을 우려하

고 있으며, 특히 야당 탄압의 도구로 악용될 것을 비판하고 있다.

검찰의 반발은 더욱 거세다. 고비처가 고위공직자비리 수사를 담당하고, 기소

권까지 갖게 될 때 검찰의 위상은 실추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한다. 특히나 모

처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여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 시점에서 검찰을 

무력화시키려는 음모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검찰조직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

해 정부는 고비처의 전속관할 및 기소권 부여에 대하여 소극적인 입장으로 선회

하는 조짐도 보인다.

한편 고비처의 신설을 10년 가까이 주장해온 NGO인 참여연대는 고비처는 검

찰이나 부방위와는 별도의 독립적인 사정기구로서, 고비처에 소속된 특별검사로 

하여금 권력형 비리 및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하고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

당하게 하자는 방안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수사와 기소

기능을 이원화하여 검찰과의 상호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권력형 부패를 보다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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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통제하자는 발상이다. 또한 판사, 검사 등의 법조비리에 대하여 검찰의 

수사는 매우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법조관료의 부패를 고비

처가 담당하게 함으로써 검찰이 수사할 때 생길 수 있는 이해관계의 충돌 문제

를 예방하자는 고려도 담겨있다. 이렇게 구상한다면 고비처에는 검찰의 수사지휘

권이 당연히 배제되며, 고비처에 검찰과 관계없이 독립적인 수사와 기소를 할 권

한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된다. 기소권은 사실상 수사의 방향, 강도, 

대상을 좌우하게 되므로, 기소권을 갖추지 않는 고비처는 결국 검찰의 지휘․감

독을 받는 존재로 전락하게 될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대신 고비처는 처장, 차장, 

검사를 특별검사로 두고, 이들로 하여금 수사지휘 및 기소를 담당하게 하면 법적

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임을 주장한다. 요컨대 고비처는 권력형 비리 수사에

서 확인된 특별검사의 긍정적 효과의 제도화, 권력형비리 수사의 공정성과 효율

성 달성, 그리고 검찰의 비리에 대해 검찰 스스로 수사할 수 없는 이해관계의 충

돌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적극적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주

장하고 있다.

결국 고비처의 신설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세를 얻는 것은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 및 수사의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뜻한다. 비록 대선

자금 수사로 어느 정도 신뢰의 토대는 마련했다지만, 검찰의 정치적 이용가능성

에 대한 의구심이 불식되지 않은 것이다. 특별검사제의 요구나 검찰의 기소독점

주의에 대한 반대 등은 모두 검찰개혁이 보다 구조적․체질적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뜻한다.

Ⅵ. 맺음말

지난 몇 십 년간 한국의 정치와 사회는 매우 역동적으로 변화해왔다. 정치적 

부패, 권력형 비리도 여전히 큰 쟁점으로 되어 있으며, 그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선거자금과 관련된 정치부패에 국한해 본다면, 부패의 규모는 급

속히 줄어들고 있으며, 정치환경도 점차 ‘깨끗하고 투명한’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권교체와 정치환경의 변화로 인해 권력형 비리를 종래처럼 

은폐하는 것이 점차 곤란해짐으로써 더욱 촉진되고 있다. 그에 따라 종래 ‘관행’

처럼 여겨진 부패에 대해서도 엄정한 처벌의 추세로 변화되고 있다.

다른 한편 거악(巨惡)을 척결하는 검찰의 의지와 역량은 늘 비판받아 왔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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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국민적 비판과 불신이 일련의 특별검사의 제도적 실천과 고위공직자비리

조사처의 신설요구로 제기되고 있는 중이다. 특별검사 자체도 몇 년전까지만 해

도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듯이 보 지만 한국정치의 파란만장한 변화는 결국 몇

차례의 특검을 가동시킬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현재 실현하기 쉽지 않을 듯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도 국민적 압력과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어떤 형태로든 

제도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특별검사 및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와 같은 

대체적 수사기관의 존재가능성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지를 촉진하는 계

기로 작용하고 있음도 분명하다. 그러나 어떤 대체적 방안이 고안되더라도, 부패

수사의 주축은 검찰이 될 수밖에 없기에 부패통제기관으로서의 검찰상의 정립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검찰상의 정립에 있어 늘 가장 관건은 대통령과 검찰의 관계설정이었다. 현재 

대통령은 검찰에 특정한 수사방향을 조율할 수도 없으며, 법무부장관도 구체적 

수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 검찰 역시 대통령에게 제도적으

로 기대할 이익이 없어졌으며, 양자 간의 긴 했던 연락통로도 없는 것처럼 보인

다. 다만 이러한 관계는 인적 구성의 변화에 따라 가변적일 수도 있어 취약점이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권력과 검찰의 연계가 형성된다고 해도 

정치적․국민적 감시를 피해가긴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검찰은 자신의 독자

적인 수사를 통해 자신의 존재가치를 국민들에게 입증해야 한다.

한 가지 의미있는 변화는 검찰수뇌부가 사건의 축소나 봉쇄를 하기 어렵게 되

었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사회의 민주화의 흐름이 검찰조직 내에도 스며들어, 수

뇌부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던 시대가 지나감을 의미한다. 현 정권의 정권운용방

법의 특색은 권력과 언론, 권력과 검찰의 관계를 매우 불편하게 이끌어간다는 점

이다. 권력층과 검찰의 불편한 관계는 국민들에게 불편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그 불편은 권력층 자신에게도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한 향을 미칠 것이다. 검찰

권은 약화되었지만, 오히려 본령인 수사권의 충실한 행사를 통해 다른 어느 시기

보다 강한 검찰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매우 역설적이지만 진실이다. 그러나 검찰

의 중립과 독립은 대통령도 검찰 총수에 의해서도 아닌, 개개 검사의 자부심 있

는 자각과 확고한 자세에 의해 일차적으로 성취될 수 있을 것이며, 그에 대한 시

민적 감시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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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allenging Political Corruption in Korea
― the Conflicting Role between the Public Prosecution and 

the Independent Counsel―

15)

In Sup Han*

Which agency is most responsible for controlling political corruption? Of 

course, the public prosecution office has played the central role in the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of political corruption. However, the public 

prosecution was often blamed for its political unfairness which functioned as a 

kind of political tools for repressing the opposition parties or the opposing social 

groups. The newly elected President Roh Moo Hyun which had conflicted with 

the public prosecution in the process of his political ascent declared that his 

government break with the political use of the public prosecution. Under the new 

government, the public prosecution, with more autonomy, began to investigate the 

grand scale of secret fund by the chaebol companies, and its range of 

investigation finally reach the illegal fund for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2002. 

The amount of political funds raised a storm of popular indignation. The 

president was under the prosecution for impeachment by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opposition party to whom political fund of more than 10 times was 

given was greatly defeated at the general election in April 2004. The Central 

Investigation Section under the Supreme Public Prosecution Office became a 

focus of media. But, its role would be diminished after its function would be re- 

delegated into the Special Section under the District Public Prosecution Office.

The Independent Counsel in Korea means a Special Prosecutor, by a special 

Act, designated for the investigation of a specific political corruption. Despite the 

strong reluctance from the ruling party, there have been established four special 

* Associate Professor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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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s for Indepedent Counsel since 1999. The Independent Counsel focused on 

the illegalities of president's aides, leading politicians, and especially the high 

ranking prosecutors. The existence/possibility of the Independent Counsel pressed 

the public prosecutors in general to throughly investigate the corruptions 

especially committed by the power elites.

One ensuing issue is whether a special agency should be established whose 

delegation will be only the information-gathering and investigation of high- 

ranking public officials, including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public 

prosecutors and even judges. Public prosecutors are very reluctant to introduce 

new agency who would conflict with them on the issue of investigation/ 

prosecution. Opposing parties worry about the possibility of being unfairly 

targeted by a new agency. Regardless of the possibility of new special agency, 

such an idea shows the remaining distrust of the public prosecution from the 

popula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