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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회는 정기국회에서 공수처 법제화하라!(총 2매)

국회는 정기국회에서 공수처 법제화하라!
어제(18일)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설치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번 권고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깨고, 대통
령과 국회의원,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뇌물수수·직권남용 등에 대한 범죄 수사와 기소, 공
소유지를 전담하는 독립적인 수사기구다. 사실상 정부의 정부안이나 다름없는 이번 권고안은
앞으로 있을 국회의 공수처 설치 입법 논의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공수처 설치는 한국
사회의 발전을 저해해온 공직자 부패 근절과 검찰개혁 등 각종 적폐 청산을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이다. <경실련>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공수처의 조속한 설치를 위한 법제화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밝힌다.
첫째, 공직자의 부패 근절을 위해 공수처는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권고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예산과 인사에 있어 독립적이고 상시적인 기관으로, 수사권과 기
소권을 보유하며,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까지 수사대상으로 삼는다. 기존 수사
기관이 고위공직자 수사에 착수하면 공수처장에 통지해야 하고, 공수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
며 공수처로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검사 50명과 수사관 70명 등 수사 인원은 최대 122
명이다. 검경의 ‘셀프수사’를 차단하는 것은 물론, 공수처의 견제장치도 마련됐다. 국회에 공수
처장 추천위원회를 두고, 공수처 검사를 인사위원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했다. 공수처장이나 공
수처 검사의 범죄는 검찰에서 수사토록 했다.
검찰이 정치화되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한 것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 왔기 때문이
다. 국민들은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한 검찰의 수사가 번번이 무뎌지는 모습을 수없이 목격했
다. 특히 헌정사상 최악의 사건으로 일컬어지는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부실·축
소·은폐수사 논란으로 국민들의 분노는 정점에 이르렀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수사의 경쟁기
관으로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기관이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나 공수처는 검찰만을
견제하기 위한 기관이 아니다. 공수처는 외부 통제장치가 미치지 못하는 권력기관, 부패에 취
약한 대통령 친인척,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하는 기관이
다. 예산과 인사, 조직의 독립성이 보장되어 외압 없이 비리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의
설치는 절실하다.
둘째,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공수처 법제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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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설치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20년간 공수처 설치는
검찰과 기득권 세력의 조직적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고위공직자의 부패·비리 척결 없이
우리 사회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 지난 대선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원내 정당 후보가
모두 공수처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국회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공수처 법제화에 나서야 한다.
공수처는 우리사회의 반부패를 획기적이고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대안이다. 이미 자정
능력을 상실한 검찰을 견제하고 고위 공직자 부패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수처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여야 간의 정쟁으로 또다시 공수처 설치가 무산된다면 국민적 저항
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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