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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토건부패, 강제수사와 특검으로
비리를 밝히고 처벌하라
- 정치인·법조인·언론인·재벌·지자체와 토건족이 결탁한 토건부패사업
- 정치권 눈치보는 소극적 검경 수사로는 국민의혹 해소 못해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권력자들의 토건부패의 실체가 연일 드러나며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
다.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되어야 할 개발사업에서 민간업자는 6천억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특혜를 누렸고, 전직대법관, 전직 검찰총장, 전직 특별검사, 현직 국회의원 가족 등까지 동원되
어 막대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금 같은 부분적, 산발적 수사로는 썩은 냄
새가 진동하는 토건부패를 해소할 수 없기에 검찰은 즉각 강제수사에 나서고 국회는 신속한 특
검도입으로 권력형 토건비리 실체를 낱낱이 밝혀 처벌해야 한다.

대장동 개발은 공공과 민간업자가 국민에게 바가지씌워 부당이득을 나눠먹은 토건부패이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당초 토지공사가 공영개발로 추진하려던 것을 이명박 정부 때 한나라당 의
원 등의 압력으로 민영개발로 변경됐고, 다시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공영개발로 전환했으며, 이
를 성남시의회 등의 반대를 거쳐 결국 공공이 민간과 공동추진했던 도시개발사업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당시 성남시의회의 반발로 공영개발이 좌초되어 어쩔 수 없이 민간공동
추진된 만큼 개발이익 5,503억을 환수한 것은 민간업자의 개발이익 100% 독식을 방지한 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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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공익사업이라 강조하며, 자신이 이 사업을 설계했다고 한다. 하지만 사업과정을 보면 성남
시가 인허가권자로 역할과 택지수용까지 도맡으며 사업리스크를 줄여줬다. 또한 국민임대주택
용지를 분양용도로 전환해주고 민간개발업자의 바가지 분양가를 허용해줘 ‘주거안정이라는 공공
의 역할’은 사라졌다. 오히려 인허가권자인 성남시가 부정부패를 차단하기보다는 특혜이익의 지
원자 역할을 수행하였고, 부당한 이득을 개발이익 환수로 포장하는 것도 동의할 수 없다. 강제
수용권을 국민의 주거안정이 아닌 개발이익을 위한 장사수단으로 남용하고 그 이득을 민간개발
업자와 나누는 것은 결코 공공의 역할이 아니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대장동 개발사업은 모범적
공익사업이 아닌 철저하게 국민상대로 장사하고 민간업자에게 과도한 부당이득을 안겨준 공공과
토건사업자의 짬짜미 토건부패사업이다.

국회는 신속한 특검으로 썩은 냄새 진동하는 토건부패 구조를 낱낱이 밝히고 처벌하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는 망국적인 토건족과 이들과 결탁한 공공의 부패사슬 구조의 실체
를 낱낱이 밝히고 처벌하는 것이다. 화천대유와 개인투자자 등 7명의 민간인이 출자금 3.5억으
로 6천억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겼고, 이미 드러난 곽상도 국민의힘 국회의원 아들의 50억 퇴직
금 수령, 박영수 전 특검 딸의 아파트 수의계약, 권순일 전 대법관·박영수전 특검·이경재변호사·
김수남 전 검찰총장·원유철 전 의원 등은 물론 정치인·법조인·언론인·재계·지자체 등이 토건족들
과 결탁하여 권력형 부패사건으로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 완전
한 실체는 수사를 통해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

지금까지의 검찰이나 경찰의 고소고발 위주의

소극적 수사로는 비리 의혹 관련자들의 해외 출국하거나 증거인멸 등으로 제대로 된 수사가 진
행될 수 없음을 국민들은 체감하고 있다. 지금같은 수사는 정권눈치보기식 수사라는 국민들의
비판을 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토건카르텔의 구조적인 비리실체를 드러내지 못한 채 개인비리
와 일탈로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문재인정부는 역대 정권 중 최고로 부동산가격 폭등을 초래하여 온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였
다. 이런 상황에서 드러난 대장동 토건부패 의혹에 대한 수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 망국적인 권력형 토건부패를 낱낱이 밝히고 비리를 근절
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적극 이행할 의지가 있다면 지금 당장 전방위적인 강제수사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 국회도 이 사건을 정쟁의 수단으로만 활용해선 안 되며 신속히 특검을 도입하여 권
력형 토건비리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고 근본적인 토건비리 재발방지책을 제시하기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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