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감찰기구 독립성
개선방안 토론회
2020.07.24.(금)
오전 10:00~12:00
제8간담회의실

세미나 프로그램(안)
시간

일정
인사말 및 축사
▫국민의례•내빈소개
▫인사말: 최강욱 열린민주당 당대표
▫인사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0:00~10:20

▫축

사: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제1부 : 주제 발표
▫발 제 1: 수사기관에 대한 감찰: 현상과 과제-검찰과 경찰을
10:20~10:40

중심으로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 교수)

10:40~11:00

▫발 제 2: 영국에서의 수사기관에 대한 감찰기구 연구
(김영중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제2부 :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
▫좌 장: 최강욱 열린민주당 당대표
11:00~11:50

▫토 론: 이영택 국가권익위원회 감사담당관
▫토 론: 이연주 법무법인 서화 변호사
▫토 론: 지은석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폐회
11:50~12:00

▫ 마무리 발언
▫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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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열린민주당 당대표 최강욱

반갑습니다. 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입니다.
검찰의 민주적 개혁에 힘을 쏟고자 모인 의원들의 공부모임인 ‘처럼회’
에서 첫 토론회를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선행 연구가 부족한데도 흔쾌히 발
제를 맡아주신 오병두 교수님, 김영중 연구위원님과 토론자로 참여해주시는
이영택 감사담당관님, 이연주 변호사님, 지은석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
니다. 이 토론회는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열려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을 우선 국정과제로 정하고 온
힘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작년 국정 전반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국민들 3
명 중 1명은 여전히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이 가장 미흡했다고 답했습
니다. 우리 역사 속에 지난한 과제였던 ‘검찰개혁’이 얼마나 큰 산이었는
지 깨닫습니다. 죽산 조봉암 선생, 노무현 대통령, 그 후로도 우리 역사에서
스러져간 안타까운 인물들과 그 사연들이 뇌리를 스칩니다.
우리나라는 삼권분립 체제 속에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상호견제를 통해
서로의 권력을 통제하도록 합니다. 검찰도 여느 행정기관과 같이 견제를 받
아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무소불위의 법무부 외청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며 권력을 휘둘러 왔습니다. 종종 검찰은 망신주기식으로 편파적 수사
를 하며 부당한 기소를 일삼아오면서도, 그 안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나 안
타까운 죽음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고, 자체 감찰에서는 항상 한계점을 보
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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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권보다 더 막강한 ‘불기소 권한’을 지닌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식 행태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시키지 않
고서야 스스로 자정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고, 심지어 그 통제조차 받지 않
으려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검찰총장은 최측근이 연루된 ‘채널A 검언유착
사건’에서 권한을 남용하여 감찰을 무마하고, 공정한 수사를 방해했습니다.
이를 바로 잡으려는 법무부장관의 적법한 수사지휘권 행사에도 저항하여, 국
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심각히 저해하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끊임없이 독립을 주장해왔습니다. 수사의 독립, 인사의 독립,
예산의 독립, 그리고 감찰의 독립까지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내부 감
찰만이 유효한 것이라는 주장을 그대로 용인할 때 어떠한 위험이 도사릴지,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선한 권력기관이라도 너무 비대한
힘을 가지게 되면 부패할 수밖에 없는 법입니다.
2020.7.15. 공수처 출범일은 제1야당의 몽니로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공수처
가 제때 출범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을 독립적으로 감
시하고 감찰할 수 있는 기구가 꼭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라는 김대중 대통령의 휘호를 기억
합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검찰정치’를 그만두고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
와 인권을 바로 세우는 본래의 기능을 다 하는 날이 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국회의원으로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수사기관이 바로 서는 날을 앞당
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토론회가 더운 여름날 선배, 동료 의원분들의 의정활동에 신선한 동
력이 되길 바라며, 다시 한번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 7월 24일
열린민주당 당대표 최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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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남국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을 국회의원 김남국입니다.
수사기관의 공정한 사무집행과 국민신뢰 회복을 모색하고자 마련한 ‘수사
기관 감찰기구 독립성 개선방안 토론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검찰개혁을 위해 모인 ‘처럼회’가 처음으로 개최하는 공식
행사입니다. 이를 주도해주신 최강욱 의원님과 처럼회 회원 의원님들께 감사
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또한 토론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토론회에 관심을 가지고 어려운 발걸음 해주신 참석자분들께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한명숙 전 총리 재판의 위증강요 사건 배당과 관련한 논란은 우리에게 대검
감찰기구의 독립성에 관한 시사점을 던져주었습니다.
우리 검찰청법 제28조2 내지 제28조4는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신분적
독립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관 내 감찰기구의 신분을 독립적으로
보장하더라도 사건 배당에 관하여 독립성을 부여하지 않는 이상 실질적인
감찰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이에 저는 제 임기 1호 법안으로 ‘감찰 사안에 있어서는 검찰총장의 자의
적인 배당권을 제한하고, 감찰이 최대한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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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감찰 직무는 감찰 담당 대검찰청 검사가 우선해서 수행하는 내용’
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오늘 토론에서 수사기관 내 감찰기구 독립성 제고를 위한 더 훌륭한 방안들
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발제를 맡아주신 오병두 홍익대 법대 교수님,
김영중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님과 토론자로 참여해주신 이영택 국
민권익위원회 감사담당관님, 이연주 변호사님, 지은석 전북대 로스쿨 교수님
께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듣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시해주신 방안들은 입
법과 정책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7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남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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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입니다.
우선 수사기관 감찰기구 독립성 개선방안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최강욱, 김
남국, 김승원, 김용민, 윤영덕, 이탄희, 황운하 의원님을 비롯해, 발제를 맡아
주신 오병두 교수님과 김영중 연구위원님, 또한 토론에 참여해주실 이영택
감사담당관님, 이연주 변호사님, 지은석 교수님, 마지막으로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수사기관의 제 식구 감싸기에 대한 의혹과 비판은 군사독재 시절부터 계속
되었지만, 지금껏 국민이 체감할만한 변화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2015년부터
2019년 8월까지, 독직폭행 및 가혹행위 혐의를 받았던 6,364명 중 기소된 경
우는 단 14명뿐입니다. 0.2%에 불과한 기소율은 수사기관의 감찰 방식에 변
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버닝썬 사건’, ‘채널A 사건’ 등, 국민적 공
분이 터져 나오는 대형사건들이 이어지면서, 수사기관을 개혁하자는 국민의
요구는 높아졌지만, 문재인 정부는 수사권조정 이후, 보다 구체화 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찰기구의 독립성 보장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독립성이 보장된 감찰기구란, 수직적인 조직 문화 속에서 눈치를 볼 필요가
없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된 감찰기구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분노하는 수사기관의 관행적 행태를 억제하고 폐쇄적인
조직 문화를 개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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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가 수사기관 감찰기구의 독립성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
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조직을 위한 조직’이 아닌, ‘국민
을 위한 조직’으로, 대한민국 수사기관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오늘
토론회에서 감찰기구의 독립성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만들어지길 진심
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7월 24일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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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김진애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김진애입니다.
‘수사기관 감찰기구 독립성 개선방안 토론회’개최를 축하드립니다.
21대 국회는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과제를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그
에 발맞춰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오늘 토론회를 함께 개최해주신 열린민
주당 최강욱 대표님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님, 김승원 의원님, 김용민
의원님, 윤영덕 의원님, 이탄희 의원님, 황운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토론회 발제를 맡아주신 오병두 홍익대 법대 교수님, 김영중 한국형사
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님과 토론자 여러분들께도 감사 말씀드리며, 많은 제
언 부탁드립니다.
20대 국회의 노력으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는 촛불 시민들의 힘이었습니다. 촛불 시민의 뜻을 받든 21대 국회는 검찰개
혁을 넘어 권력기관 개혁까지 완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수사기관들은 막강한 권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인권이 짓밟히고, 수사기관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수사보다는 정치적 수사를 한다는 오해를 받아오기 일쑤였습니다. 그런 점에
서 감찰은 매우 중요합니다. 감찰은 조직이 자성의 목소리를 내는 제도입니
다. 수사기관의 개혁은 외부의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감찰제도가 제대로
기능해야 건강한 조직으로서 바로 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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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토론회가 바로 그 출발이 될 것입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의 의견
을 귀담아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7월 24일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김진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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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감찰기구 독립성 개선방안 토론회

발제1

수사기관에 대한 감찰: 현상과 과제검찰과 경찰을 중심으로
오병두 교수(홍익대 법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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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감찰기구 독립성 개선방안 토론회

수사기관에 대한 감찰: 현상과 과제*
- 검찰과 경찰을 중심으로오병두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차 례
I. 들어가며

IV. 검찰과 경찰의 감찰제도 개선방안

II. 현행법상 감찰의 의의

V. 나오며

III. 검찰과 경찰의 감찰제도의 연혁과
현황

I. 들어가며
이 토론회의 제목은 “수사기관 감찰기구 독립성 개선방안”이다. 그 제안
취지를 보면, “수사기관은 수사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지만, “권
한의 크기와는 대비되어 업무 집행에서 발생하는 범죄, 비위 등의 행위에 대
한 자체 감찰에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수사기관의 ‘자기 식구
감싸기식 감찰’을 방지하는 감찰기구 독립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
이다. 지금까지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제안취지 그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공
감하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왜 이제야 이 문제가 전면에 드러나게 되었는
지 아쉬울 정도이다. 그러나 이 문제의식을 응축하여 표현한 것이 왜 “수사
기관 감찰기구 독립성 개선방안”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토론회를 하게 된
동기는 알겠는데, 어째서 그 지향점이 ‘감찰기구’의 ‘독립성’인지는 나
름 이론적·논리적 검토를 거쳐야 연결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또한 그
‘독립성’이 제고되면 그것은 ‘개선’이 되는 것인지도 생각해볼 점이다.
이하에서 이 토론회와 관련된 문제의식을 공감하면서, 수사기관에 대한 감
찰의 현상태를 점검하고 개선방향이라는 의미에서의 ‘과제’를 점검해보고
자 한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다루게 될 범위를 정리해보자. 이 제목에서는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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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할 개념이 여러 가지 들어 있다. 첫째, ‘수사기관’의 범위부터가
문제이다. 경찰, 검찰, (군수사기관이 포함된) 특별사법경찰관리, 그리고 앞으
로 발족하게 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1) 둘째, ‘감찰기구’는 ‘감찰’(監察)의 의미를 어떻게 파악하는지
에 따라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셋째, 감찰기구가 ‘독립성’을 띤다는 의
미도 생각해볼 점이 있다. ‘외부기관’이어서 감찰대상이 속한 수사기관과
별개의 조직이라는 의미(피감찰대상으로부터의 독립성)일 수도 있고, 해당 수
사기관의 ‘내부’에 있지만 그 의사결정 과정이 그 조직의 수뇌부로부터의
영향을 배제할 수 있어 독립적이라는 의미(지시권으로부터의 독립성)일 수
있다. 또한 정치적 영향으로부터의 독립성도 흔히 이야기되는 바이다. 이상
의 세 가지 측면을 파악하는 작업은 감찰의 개념, 일반적인 감찰기구, 수사
기관에 대한 감찰제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윤곽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II. 현행법상 감찰의 의의
1. 감찰의 법적 의의(1): 위법·부당한 직무집행에 대한 조사·평가
헌법에서 ‘감찰’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곳으로 ｢감사원｣의 임무를 규정한
제97조가 유일하다. 즉 헌법 제97조는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법｣2) 제20조는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검사를 하고”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회계를 상시 검사ㆍ감독하여 그 적정을 기
하며,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 운영의 개선과 향상을 기
한다.”고 규정하여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주된 임무로 정하였고, 이를 구
체화한 ｢직무감찰규칙｣3) 제2조는 ‘직무감찰’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직무감찰"이라 함은 법 제20조4), 제24조5)의 규정에 의한
* 이 글은 발표용 초고이므로 전재나 인용을 삼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논의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기에서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고위공직자범죄수
사처(이하 “공수처”)는 제외하기로 한다.
2) 법률 제13204호, 2015. 2. 3. 개정, 2015. 8. 4. 시행.
3) 감사원규칙 제326호, 2020. 7. 10. 개정·시행

- 12 -

행정기관 등의 사무와 공무원 등의 직무 및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조사·평가 등의 방법으로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나 문제
점을 적출하여 이를 시정, 개선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찰과 공무원 등의 위
법·부당행위를 적발하여 이를 바로잡기 위한 대인감찰을 말한다.
이를 보면, 감찰의 일차적 의미인 ‘조사’와 ‘평가’라는 측면이 잘 나타
난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행한 위법 또는 부당한 직무집행행위의 적
발, 문책, 개선이 직무감찰의 목적이고, 그 대상은 사무·직무 자체를 객체로
하거나(‘행정사무감찰’), 특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대인감찰’)는 것
이다.6)

2. 감찰의 법적 의의(2): 직무감독권의 행사
대한민국에서 공무원의 직무감찰을 하기 위한 기관 중 최상위기관은 ｢감사
원｣이다. 직무감찰기능은 해방 이후 ｢감찰위원회｣(1948. 8. 28.-1955. 2. 7.), ｢
사정위원회｣(1955. 3. 7. - 1960. 8. 30.), ｢감찰위원회｣(1961. 3. 28. - 1963. 3.
19.)를 거쳐 1963. 3. 20.부터 기존의 회계감사조직인 ｢심계원｣과 통합된 ｢감
사원｣이 담당하고 있다.7)
4) ｢감사원법｣ 제20조(임무)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검사를 하고,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
하는 회계를 상시 검사ㆍ감독하여 그 적정을 기하며,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 운
영의 개선과 향상을 기한다.
5) ｢감사원법｣ 제24조(감찰 사항) ①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찰한다.
1.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지방공무원의 직무
3.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23조제7호에 규정된 자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임원 및 감사원의 검사대
상이 되는 회계사무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직원의 직무
4.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사무와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
무원의 신분을 가지거나 공무원에 준하는 자의 직무
② 제1항제1호의 행정기관에는 군기관과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다만, 군기관에는 소장급 이하의 장교
가 지휘하는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 및 중령급 이하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는 제외한다.
③ 제1항의 공무원에는 국회ㆍ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감찰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찰할 수 없다.
1. 국무총리로부터 국가기밀에 속한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
2.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기밀이거나 작전상 지장이 있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
* 한편, 군인·군무원의 경우에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대통령령 제30384호, 2020. 2. 4. 개정·시
행) 제4조 제3호 라.목에 따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정보수집[감찰] 대상이다.
제4조(직무) ① 사령부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3. 다음 각 목에 따른 군 관련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처리 업무
라. 군인 및 군무원, 「군인사법」에 따른 장교ㆍ부사관 임용예정자 및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무
원 임용예정자에 관한 불법ㆍ비리 정보
6) ｢법무부 감찰규정｣(법무부훈령 제1255호, 2019. 10. 21. 최종개정·시행) 제2조 제1호는 ‘감찰’을 “『법
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4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감찰관 직무의 수행방법을 총칭한다.”고 정의한
다. ‘감찰’ 이외의 ‘사정’과 ‘감사’ 업무를 포괄하고 있어서 이와 같이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7) 국가차원의 감찰기구로서 ｢감찰위원회｣, ｢사정위원회｣의 연혁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 70년사,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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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 7. 17. 제정·시행된 ｢정부조직법｣은 ｢감찰위원회｣를 두어, “대통령소
속하에 [국회의원과 법관을 제외한] 공무원에 대한 감찰사무를 장리(掌理)”
하도록 하면서(제40조), “공무원의 위법행위 또는 비행이 있을 때에는 사실
을 심사한 후 증빙에 의하여 위원과반수로 징계를 의결”하는 권한을 부여
하였다(제43조). 대통령 직속으로 소속공무원의 위법행위나 비[위]행[위]를 단
속하겠다는 취지였다. 이 취지는 그 이후에도 큰 변화 없이 ｢사정위원회｣에
서도｢사정위원회규정｣8)의 경우, “공무원의 직무상 비위를 조사보고하게 하
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사정위원회[를] 둔다.”(제1조)고 하였고 의원내각
제 체제인 제2공화국 시기의 ｢감찰위원회｣는 “감찰위원회는 국무총리에 소
속하며 직무상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감찰위원회법｣(법률 제590호, 1961.
1. 14. 제정·시행), 제4조)고 하면서, 공무원과 행정기관 등의 “비위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제16조).9)
｢감사원｣ 이외에도, 현재 행정부 내의 최상위 감찰조직으로는 ｢공직복무관
리관(실)｣이 있다. 2008년 “국무총리실 소속 감찰기관인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의한 이른바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 사건”10)으로 논란을 빚었던 ｢공직윤
리지원관실｣이 이름을 바꾼 것이다.11)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한 기구임
을 명확히하기 위하여, 2010. 7. 26. ｢공직복무관리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12)
현행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13)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
｢공직복무관리관｣의 임무 중에는 “4. 공직사회 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
“6. 정부 주요 시책 추진상황과 관련된 공직자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권, 2018, 241쪽 이하, <http://www.bai.go.kr/bai/html/intro/year70/year70.do?mdex=bai95>,
검색일: 2020.7.15. 또한 유희상, “감찰기구의 연혁에 따른 직무감찰 권한범위와 그 발전방안”, 감사
논집 제34조(감사연구원, 2020), 34쪽 이하.
8) 대통령령 제1017호, 1955. 3. 7. 제정·시행.
9) 법률상 직무감찰의 대상과 범위의 변화추이에 관하여는 조형석,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통합 수행 사례
분석, 감사연구원 연구보고서, 2017. 5, 147-148쪽. “<부록 2> 직무감찰의 대상과 범위에 대한 법률
변화” 참조.
10) 이에 관하여는 법무부 검찰과거사 위원회 보도자료, “이명박 정부의『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 조사 및 심의결과”, 2019. 1. 21,
<http://moj.go.kr/bbs/moj/182/487660/artclView.do>, 검색일: 2020. 7. 1.
11)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감찰기능에 관한 기사로는 “검사까지 뒷조사, 관가의 저승사자”, 중앙일보
2009. 1. 24.자, <https://news.joins.com/article/3469756>, 검색일: 2020. 7. 1.
12) ｢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2312호, 2010. 7. 26. 개정·시행) 개정이유 참조.
2013. 3. 23.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되면서(대통령령 제24429호), ｢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는 폐지된다.
13) 대통령령 제30580호, 2020. 3. 31. 최종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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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 밖에 공직자 복무관리와 관련한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처
리” 등 직무감찰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을 계기로 “감찰권한을 남용
하여 일반 국민에 대한 불법적인 정보수집 활동”을 막기 위한 법안이 제출
되었다. 제19대 국회에서 제안되었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던 ｢감찰기관의
정보수집 제한에 관한 법률안(진영의원 등 22인)｣14)이 그것이다. 그 제안이유
에서 “감찰기관은 법령에 따른 정당한 지휘·감독권에 근거하여 감찰사무
의 대상이 되는 소속 공직자 등의 직무 수행이나 복무 사항과 관련된 범위
에서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주업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그 규율대상
인 “감찰기관”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행
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국무총리 소속 기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
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를 포함한다) 및 그 소속기관·지방자치단체의 감찰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 또는 부서”(안 제2조제1호)로 정의한다. 이 법안은
‘감찰’이 “지휘·감독권에 근거하여 감찰사무의 대상이 되는 소속 공직
자 등의 직무 수행이나 복무 사항과 관련된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조사활
동임을 적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감찰의 두 번째 의미가 명확해진다. 감찰은 인사권과 연결된 직무
감독권한의 한 내용이다. 인사권 내지 직무감독권을 가진 상급기관은 하급기
관의 직무를 감찰하는 것은 성질상 당연하다. 또한 모든 행정기구는 내부 감
찰을 필요로 한다. 예컨대, 대한민국에서 국가차원의 최고 감사기구인 감사
원도 내부 감사[감찰]을 위하여 ‘감찰관’을 두고 있다.15)
법령에서 나타난 바를 정리하자면 감찰은 직무감독권의 실현, 부패방지, 비
리적발 및 처벌 등을 위하여 행하는 직무감독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조사
하고 그 행위를 평가하는 것이다.16) 이렇게 볼 때, ‘감찰’이라는 용어가
쓰이는 이례적인 사례가 있다. 우선, ｢특별감찰관법｣17) 제1조, 제5조에 의하
14) 의안번호: 1900171, 제안일자: 2012. 6. 18.
15) ｢감사원사무처 직제｣(감사원규칙 제320호, 2019. 8. 19. 최종개정·시행) 제4조 제2항은 감찰관의 임
무를 “감사원에 대한 자체감사”와 “특명사항에 대한 감찰”에 관하여 감사원의 “사무총장을 보좌”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 ‘감찰관’이라는 직제는 1990. 12. 22. 개정(감사원규칙 제91호)으로 도입되었
으나, 이미 1963. 3. 20. 제정 당시의 ｢감사원사무처직제｣(감사원규칙 제3호)도 기획실의 임무로 “원
내 일반사무감사”를 정하고 있었던 것(제5조) 등으로 볼 때, 내부 감사[감찰]와 관련된 업무는 사무처
내에서 당연히 행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16)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감사’(監査)라는 용어도 이러한 의미에서 법령상 사용된다.
17) 법률 제12422호, 2014. 3. 18. 제정, 2014. 6. 1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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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이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와 “대통령비
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임무로
한다. 여기에서 대통령이 제외되고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
무원”을 대상으로 한 것은 대통령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감찰할 수 없다
는 것이고 이 활동의 대통령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것을 보여준다. 그러
나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을 대상으로 한 것은 직무감독권
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대통령 측근 등의 권력형 비리를 근절”한다는
특별한 입법목적에 의하여 대상이 확장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형사절차와 관련되어 ‘감찰’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예가 있
다. ｢형사소송법｣ 제198조의2에서 정한 “검사의 체포·구속장소감찰”이 있
다. 이 때 감찰하는 검사는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심문하고 관련서류를
조사하여야 한다.”(제1항 제2문). 감찰 결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
하고 체포 또는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석방하거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을 명하여
야 한다.”(제2항) ｢검찰사건사무규칙｣18) 제34조는 “불법체포ㆍ구속의 유무
와 수사사무의 적정여부등을 조사”하고 석방명령과 사건송치명령을 넘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지도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시
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항). 이 조항은 검사의 수사지휘권 개념
에서 출발한 것이기는 하나 다른 조직의 구성원에게 직접 명령을 할 수 있
도록 한 점에서 보통의 ‘감찰’과는 다르다.

III. 검찰과 경찰의 감찰제도의 연혁과 현황
1. 검찰에 대한 감찰제도19)

18) 법무부령 제966호, 2020. 1. 31. 최종개정.
19) 이 발표문을 작성하고 있는 7월 15일 현재 제21대 국회에서는 4개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제21대
국회 개원 이전부터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의원 등 56인 제안)｣(의안번호: 2100848, 제안
일자: 2020. 6. 22.),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의원 등 31인)｣(의안번호: 2101101, 제안일자:
2020. 6. 26.),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의안번호: 2101464, 제안일자: 2020.
7. 6.),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2인)｣(의안번호: 2101708, 제안일자: 2020. 7. 9.)
등 4개의 법률안이 제출된 상태이다. 4개의 법안 중 3개는 직접으로 감찰권과 관련이 있고 나머지 1
개는 간접적으로 이와 연관된다. 여기에서 자세히 상론할 여유는 없으나, 검찰 내부적 감찰권이 제대
로 기능하지 않는데 ｢검찰청법｣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이하에서 논의하는 직무감독과 감
찰의 개념에 상대적으로 잘 부합하는 안은 ｢박주민의원안｣이다. 수사기밀누출에 대한 제재를 담고 있
는 점에서 그리고 수사기록 유출이 ‘검-언-정 복합체’의 작동방식이라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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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검찰의 감찰기구
대검찰청에 자체 감찰기구를 별도로 두기 시작한 것은 전두환 정권시절이
다. 1981. 4. 24. “자체사정전담기구의 설치”를 목적으로 ｢검찰청사무기구
에관한규정｣가 개정되었다.20) “대검찰청 총무부에 감찰과를 신설하여 자체
사정업무를 전담하게” 하였는데, 감찰과는 “1. 검찰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정보수집 및 진정·투서 기타 내사 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사정
및 사회정화업무에 관한 사항”, “3. 사무감사에 관한 사항”을 소관사무로
하고 있었다(제5조 제3항). 얼마 지나지 않은 1983. 7. 22. ｢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규정｣을 다시 개정하여,21) “검찰의 자체감찰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
검찰청 총무부 소속의 감찰과를 감찰부로 확대개편”하였다. 1998년 개정된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22)에서는 감찰1과의 업무분장을 확장하여, “공
무원(검찰청소속 공무원을 제외한다), 공공단체 및 국영기업체의 직원, 변호
사 기타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죄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
에 관한 사항”과 그와 관련된 사항을 그 임무로 하여 고위공무원에 대한
수사업무도 감찰1과의 업무로 하였다(제9조의2 제2항).23) 이 업무는 2004년 ｢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 개정시에 중앙수사부로 이관되었다.24) 최근에도,
2015년 개정으로 “서울고등검찰청에 감찰부를 신설하여 소속공무원의 비위
에 관한 조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였고(제10조의2 제5항)25),
2020년에는 “고위직 검사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검찰청 감찰부
에 감찰3과를 신설”하였다(제9조의4 제4항).26)
규정 자체만으로 보면, 대검찰청 중심의 자체 감찰기능은 꾸준히 강화되고
인력도 증대되어왔다.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검찰조직의 특성에 따라 총
장의 지휘권의 실현형태로서의 감찰은 충실하게 발전해왔던 것이다. 또한

20) 대통령령 제10296호, 1981. 4. 24. 시행. 같은 날 개정된 ｢법무부직제｣(대통령령 제10297호, 1981.
4. 24. 개정·시행)에는 이에 관한 언급이 없다.
21) 대통령령 제11178호, 1983. 8. 1. 시행.
22) 대통령령 제15863호, 1998. 8. 10. 개정·시행.
23) 제9조의2 (대검찰청 감찰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②감찰제1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공무원(검찰청소속 공무원을 제외한다), 공공단체 및 국영기업체의 직원, 변호사 기타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죄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4. 제3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5. 제3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의 분석·연구·수사지침수립 및 국내외 중요사건 사례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
6. 제3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교양에 관한 사항
7. 제3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정보수집·관리 및 진정·내사·탄원 기타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24) 대통령령 제18258호, 2004. 1. 29. 개정, 2004. 2. 1. 시행.
25) 대통령령 제25993호, 2015. 1. 6. 개정, 2015. 1. 6. 시행.
26) 대통령령 제30565호, 2020. 3. 31. 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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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업무(“사정 및 사회정화업무”) 또는 특정유형의 범죄사건에서의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을 관장하도록 하였던 점은 감찰부서가 조직 구
성원에 대한 내부감찰 이상의 기능을 해왔음을 보여준다.
한편, ｢검찰청법｣27)은 검찰청의 자체 감찰기구로서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
사｣를 두고 있다(제28조의2부터 4까지). 공개모집에 의한 신규임용의 방법으
로 그리고 2년 임기로 외부인사를 영입하여 감찰을 담당하게 하고 있다(제28
조의2). 도입 취지는 외부인사를 영입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한다는 것이
었다. 이 조항은 2007. 12. 21. ｢검찰청법｣ 개정으로 도입된 것으로 “검찰청
자체 감찰기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찰업무를 담당하는 대
검찰청 검사를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임용하도록”28) 한다는 취지이었
다.29)
이 개정은 노무현 정부(2003. 2. 25. - 2008. 2. 25.)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
로, 검찰개혁을 위한 법개정의 하나이다. 당시 제17대 국회(2004. 5. 30. 2008. 5. 29.)는 “사상 최초로 진보 성향의 정당들이 국회 과반수를 확보한
국회였다.”30)는 현실적 상황도 법개정을 가능케하는 요인이었을 것이다. 후
술하는 노무현 정부시기의 검찰개혁 구상, 법무부의 감찰권이 검찰에 직접
미치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검찰 내부의 자구책과 무관하지 않다.
나. 법무부의 감찰기구
법무부는 검찰청의 상급관청이므로 검찰청에 대해서 직무감독을 위하여 감
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감찰제도는 직무감독권을 가진 상급자가 하급자에
대해서 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현실에서 법무부가 검찰청
을 감찰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우선,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노무현 시절이
었다. 대검의 ‘셀프감찰’의 한계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강금실 장관 시절에 논의가 있었으나,31) 검찰의 반발로 인해 진척되지
27) 법률 제16908호, 2020. 2. 4. 최종개정.
28) 이하 따옴표 친 부분 중 특별한 인용표시가 없는 것은 법제처 홈페이지의 “제정·개정이유”와 “제정·
개정문”을 참조하였다.
29) 법률 제8717호, 2007. 12. 21. 개정·시행. 그 이후 이 조항이 개정되었으나 내용 수정이 아닌 법제
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자구수정이었다(법률 제9815호, 2009. 11. 2. 개
정·시행).
30) 위키백과, “대한민국 제17대 국회”,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C%A0
%9C17%EB%8C%80_%EA%B5%AD%ED%9A%8C#cite_note-1>, 검색일: 2020. 7. 1.

- 18 -

못하다가 결국 그 다음 장관으로 검찰 출신인 김승규 장관이 임명되고 나서
야 마무리되었다. 관련기사를 보면,32) 당시 반대논리로 “검사 인사 제청권
자인 법무장관 직속의 인사 검증 기구 역할까지 맡게 돼 감찰관은 검사 인
사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고 한다. 검찰로부
터 나온 것으로 보이는 이 주장은 문제의 핵심을 잘 보여준다. 직무감찰은
지시권한과 연결된 직무감독권한의 행사이며 인사권자가 보유한 인사권 행
사의 전제가 된다. 이러한 인식은 법무부와 검찰의 직무감독과 인사권 행사
가 실질적으로 검찰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2004. 12. 31.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를 개정하여,33) “법무부장관 직속
으로 감찰관을 신설”하였는데, “검찰에 대한 외부감찰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검찰에 대한 외부감찰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감
찰관을 신설하고, 필요한 인력 9인(검사 4, 5급 2, 6급 3)을 증원”하였다.34)
감찰관은 “2. 검찰청에 대한 감사 및 진정·비위사항의 조사·처리(구체적
인 사건의 수사·소추·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을 제외한
다)”을 할 수 있었지만, 검사로만 보하도록 하고 있었다(제4조의2 제1항).
2007. 5. 4.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을 개정하여35), “감사관을 폐지하
여 이원화되어 있는 감찰·감사조직을 통합”하였다.
31) “검찰감찰권 법무부로 이관 추진: 검찰 반대속 강금실-문재인 "노대통령 뜻"”, 프레시안 2003. 8.
18,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4690?no=24690>, 검색일: 2020. 7. 1.
32) “법무부 감찰관실에 막강 `검찰사정 권한` 부여”, 매일경제 2005. 4. 12.자,
<https://www.mk.co.kr/news/home/view/2005/04/130710/>, 검색일: 2020. 7. 1. “검사 인사
제청권자인 법무장관 직속의 인사 검증 기구 역할까지 맡게 돼 감찰관은 검사 인사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 그리고 “대검 감찰부와 업무중복 우려 해소되나= 감찰관실 설치로 검사 감찰을
맡는 조직이 법무부와 검찰에 나란히 존재하게 됨으로써 업무 중복과 기관 간의 불필요한 신경전
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있었다고 한다. 또한 “애초 강금실 전 장관 시절 검사 감찰권한을
법무부로 이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됐다가 검찰과 갈등을 빚은 끝에 대검 감찰부를 유지하되
법무부에 감찰관실을 설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같은 성격의 조직을 두 곳에 두면 업무
중복, 지휘체계 혼선 등이 야기 될 수 있고 청와대가 법무부에 부여한 감찰권을 무기로 검사 인사에
부당하게 영향 을 미치려할 것이라는 우려의 시각이 적지 않았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통상의
감찰업무는 대검에서 맡되 대검이 나섰을 때 공정성 시비가 일 수 있거나 비위 내용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만 감찰관실이 관여하는 방식으로 감찰업무를 분장한다는 내부방침을 세워놓고 있다”고 내부
사정을 소개하고 있다.
33) 대통령령 제18643호, 2004. 12. 31. 개정·시행.
34) 제9조의2 (대검찰청 감찰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②감찰제1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정 및 사회정화업무에 관한 사항
2. 사무감사에 관한 사항
3. 사건평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감찰제2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검찰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정보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검찰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진정 기타 내사사건의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5) 대통령령 제20048호, 2007. 5. 4. 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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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2005. 9. 26. 감찰업무에
관한 ｢법무부 감찰규정｣36)과 감찰을 위한 법무부장관의 자문기구를 두기 위
하여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이 제정되었다. 제정 당시 ｢법무부 감찰규정｣
에 따르면, “중요사항 감찰에 대하여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야 하고(제4조), “검찰의 자체 감찰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의
감찰을 2차적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① “검찰에서 자체 감찰을 수행하지 않
기로 결정한 경우”, ② “대상자가 대검찰청 감찰부 소속 직원이거나 대검
찰청 감찰부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 ③ “언론등 사회
적 관심이 집중된 사항으로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
다고 판단하여 법무부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 등에는 1차적으로 검찰을
감찰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5조).
그러다가 2019. 10. 21.에 이르러 ｢법무부 감찰규정｣은 대폭 개정되었는
데,37) 이 개정은 조국 법무부장관 시기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의 제2차 권고(“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권 실질화(셀프감찰 폐지)
방안 마련”, 2019. 10. 7.)에 따른 개정이다.38) “검찰 자체 감찰로 인한 사
건 은폐 가능성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대검 및 각급청에서 법무부장관
에게 검찰공무원의 비위 발생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 비위 사건 보
고 체계[를] 개선”하고(제4조의2)39) “검찰 자체 감찰결과에 대한 국민적 의
심 증폭으로 검찰에 대한 직접 감찰권 확대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어 직접
감찰 사유 추가하는 내용으로 직접 감찰권[을] 강화”하였다(제5조의2).40) 직
36) 법무부훈령 제530호, 2005. 9. 26. 제정·시행.
37) 법무부훈령 제1255호, 2019. 10. 21. 개정.
38)
http://www.moj.go.kr/viewer/skin/doc.html?rs=/viewer/result/bbs/182&fn=temp_1570497792
796100, 검색일: 2020. 7. 1.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으로는 황문규,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인사･감
찰권에 관한 소고”, 국회의원 이철희,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동주최, ｢법무부의 검찰 인사·감찰권, 통제
수단인가 견제장치인가｣(토론회 자료집), 2019.11, 2-25쪽.
39) 제4조의2(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발생 등 보고) ① 검찰공무원의 범죄나 비위에 관한 보고를 받
은 각급청의 장은 그 내용이 극히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지체없이 법무부장관과 상급 검찰
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각급청의 장은 검찰공무원의 범죄에 대한 처리결과와 비위에 대한 신분조치결과를 법무부장관과
상급 검찰청의 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검찰공무원의 범죄나 비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극히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그 처리결과와 신분조치결과도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청의 장이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보
고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0) 제5조의2(법무부 직접 감찰) 법무부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찰을 직
접 수행할 수 있다.
1. 검찰에서 자체 감찰을 수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검찰에서 법무부의 감찰을 요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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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감찰 사유로 ① “직권남용체포·감금, 독직폭행·가혹행위로 인해 즉시
조치가 필요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② “의원면직을 신청한 검사 및
5급 이상 검찰공무원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 혐의가 있음에도 검찰의
자체 감찰이 정당한 이유없이 신속하게 수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은
폐할 의도로 검사 및 5급 이상 검찰공무원의 비위 중 제4조의2에 따른 법무
부장관 보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건(다만, 검찰총장 보고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감찰을 수행한다.)” 등이 추가되었다.
한편, 2005년 제정 당시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은 “위원장 1인 및 부위
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3인 이내의 위원” 중 “법무부·검찰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법조계·학계·언론계·경제계·여성계·시민단체의 외
부인사”를 2분의 1 이상 위촉하도록 하였다(제3조 제2항). 다시 2020. 4. 28.
개정으로41)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감찰ㆍ감사 사건”으로 적용대상이
확대되고(제2조제2항제1호), 외부인사인 위원이 3분의 2 이상, 전체 위원 중
법조계 인사는 2분의 1 이하가 되도록 하였다(제3조제2항). 법무부장관의 일
방적인 감찰권행사를 막자는 것이겠으나

2. 경찰에 대한 감찰제도
가. 경찰의 감찰제도
경찰의 내부감찰에 관한 대표적인 규정은 ｢경찰감찰규칙｣42)이다. 이 ｢경찰감
찰규칙｣은 유신 직전인 1971. 1. 21. 내무부훈령 제276호로 제정·공포되었
다.43) 제정 당시 ｢경찰감찰규칙｣은 그 목적(제1조)44)과 감찰범위(제7조)45)에
2. 대상자가 대검찰청 감찰부 소속 직원이거나 대검찰청 감찰부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 중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여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
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감찰 사건인 경우
나. 직권남용체포·감금, 독직폭행·가혹행위로 인해 즉시 조치가 필요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다. 의원면직을 신청한 검사 및 5급 이상 검찰공무원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 혐의가 있음에
도 검찰의 자체 감찰이 정당한 이유없이 신속하게 수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라. 은폐할 의도로 검사 및 5급 이상 검찰공무원의 비위 중 제4조의2에 따른 법무부장관 보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건(다만, 검찰총장 보고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감
찰을 수행한다.)
41) 대통령령 제30632호, 2020. 4. 28. 개정.
42) 경찰청훈령 제849호, 2017. 9. 25. 최종개정·시행.
43) 관보 제5756호, 1971. 1. 23, 15-17쪽,
<http://theme.archives.go.kr/viewer/common/archWebViewer.do?bsid=200301055082&dsid=0
00000000003&gubun=search>, 검색일: 2020. 7. 1.
44)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관기 쇄신과 지휘권 확립을 위하여 감찰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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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지휘권의 실현”이 ‘감찰’의 궁극적인 목적임을 분명히 하였다.
구체적인 감찰활동의 종류(제10조)에 있어서도 지휘관을 도와 지휘내용을 실
현한다는 점에 역점을 두었다.46) 그 후 2003년의 ｢경찰감찰규칙｣는47) 제3조
제6호의 “감찰사건”이 추가되어 있다. 이 “감찰사건”이란 “감찰조사를
방해하거나 불응하는 경우 이를 비위로 인정, 본래 사건과 분리하여 우선 조
사 조치하는 것”을 말하였다.
이 ｢경찰 감찰 규칙｣은 2009. 12. 31. 전면개정되어 심야조사 금지(제18조),
감찰조사시 복수의 감찰관 참여요구권(제19조, 제20조) 등 “조사대상자의 인
권과 방어권”이 강화되고(제18조, 제20조) 다른 소속 경찰관에 대한 교류감
찰(제10조) 등의 “감찰행정의 적정성, 공정성,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
치들이 추가되면서 현대화된 감찰규정으로 개편되었다.48) 감찰의 목적을
“공직기강 확립과 경찰 행정의 적정성 확보”로 변경하였다.49) 또한 기존
“감찰종류”에 관한 규정도 삭제하였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이는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 이후로도
경찰실무에서는 자체 감찰에 대한 반감이 상당하였기 때문이다.50) 그 이유
중 하나는 「경찰 자체 감찰첩보 처리규칙」51)과 관련이 있었는데 이는 수
사항을 규정한다.
45) 제7조(감찰범위) 소속장의 지휘권 범위에 준한다.
46) 제10조 (감찰종류) 감찰활동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예방감찰
지휘관 방침 및 관심사항에 대한 구현 방책과 실행정도를 관찰하여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하고 기능
을 촉진케하는 계획된 감찰활동이다.
2. 감찰조사
하명된 미지 불명의 사항을 제증거에 의거 명확하게 사실을 심리 규명하고 결론을 지어 시정 방책
을 건의하는 행정조사이다.
3. 감찰검열
지휘관의 명령에 의거 경찰업무 수행에 있어 지휘 감독면에 현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하급기
관에 대하여 기강, 사기, 능률, 교육, 회계등 특정업무를 단기간 검열로서 개선책을 강구하는 지휘관
의 불시 감독 수단이다.
4. 청문수리
소속 직원에 대하여 애로와 건설적인 의견을 연 2회 이상 서면 또는 구두로 청문하여 경무운영에
반영한다.
47) 경찰청훈령 제405호, 2003. 7. 22. 개정·시행. 최초 제정된 ｢경찰감찰규칙｣과 이 개정훈령 사이의
기록의 입수가 어려워 그 사이 어느 시점에 몇 번의 개정이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48) 경찰청훈령 제582호, 2010. 1. 1. 시행.
4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등의 공직기강 확립과 경찰 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감찰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0) “일선 경찰 불만 “검찰보다 ‘감찰’이 더 권력화 돼”, 시사저널 1605호, 2020. 7. 18,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77792>, 검색일: 2020. 7. 1.
과도한 감찰로 인한 문제점과 사례를 소개한 것으로는 “경찰 지휘부, 감찰 통해 내부 비판자
입막음”, 시사저널 1605호, 2020. 7. 18,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976>, 검색일: 2020.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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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 규칙은 감찰과 관련한 첩보수집을 위하여
‘견문보고’ 등 일반정보활동에 의한 정보수집방식을 사용하면서(제6조), 감
찰첩보 성적을 매월 평가하여 인사점수로 활용하는 등(제7조) 감찰관의 과도
한 경쟁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다. 이 규칙은 그간 이루어져 온 ‘내부
감찰’의 실상을 짐작케 한다.
2017년 “음해성 투서로 감찰을 받던 여경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별
건감찰’이나 ‘강압감찰’과 같은 감찰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경찰 내부로부터 나왔다. 그 즈음인 2018. 1. 24. 경찰개혁위원회가 ‘경찰
감찰활동 개혁방안’권고안을 채택하여, ① “감찰활동 시작 전에 (…) 사전
통제 절차를 마련하여 ‘별건 감찰’ 관행을 뿌리 뽑고, 영상녹화제 등을 통
해 감찰조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높여 감찰권 남용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② “다른 기관 공무원과 형평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정비하며, ③ “감찰활동과 무관한 불필요한 정보 수집 등의 비인권
적 감찰활동 관행을 폐지하고, 경찰의 감찰활동 범위를 개인 비위 중심에서
정책 중심으로 확장하는 한편, 비위적발 실적을 성과평가에 반영하여 과잉감
찰로 이어지는 성과평가 제도를 개선하는 등 직무 중심의 감찰활동으로 패
러다임을 전환”할 것을 권고하였다.52) 이에 경찰은 2018. 2.까지 감찰조직이
축소를 골자로 하는 “감찰행정 종합개선방안”을 수립하기로 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였고,53) 그 결과 2017. 9. 25. ｢경찰 감찰 규칙｣을 개정하였는
데, ”감찰 행태개선을 위해 고압·권위적인 감찰활동을 반복하여 물의를 야
기한 감찰관에 대해 강제 전보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제5조), 조사일시
등의 지정에 있어서 조사대상자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는 등(제17조) 감찰
절차의 적법성을 제고하는 등 개혁권고안을 일정 정도 반영하기 위한 것이
었다.
이와 함께, ｢경찰 자체 감찰첩보 처리규칙｣은 2019. 5. 23. ｢경찰 감찰 규칙
｣ 전부개정시 폐지되었다(부칙 제2조).54) 2019년 개정된 ｢경찰 감찰 규칙｣은
51) 경찰청훈령 제864호, 2018. 3. 30. 최종개정. 이 규칙은 경찰청훈령 제849호, 2017. 9. 25. 개정·시
행으로 폐지되었다.
52) “[보도자료] 경찰개혁위,‘경찰 감찰활동 개혁방안’권고 -감찰활동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제시-”, 2018. 1. 24,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1324619>, 검색일:
2020. 7. 1.
- ’18년 상반기, 전국 감찰관 전문교육 일제실시
53) “힘 빼는 경찰 감찰조직”, 서울경제 2018. 9. 12.자.
<https://www.sedaily.com/NewsVIew/1S4LY3PXZV>, 검색일: 2020. 7. 1.
54) 경찰청훈령 제926호, 2019. 5. 23., 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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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규정(“형사사법절차에 준하는 방어권
보장 및 인권보호 장치”)과 함께, “제4장 감찰정보의 수집 및 처리”(제20
조부터 제24조까지)를 신설하여 「경찰 자체 감찰첩보 처리규칙」의 폐지에
대처하고 있다. “감찰관에게 감찰정보 수집·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감찰정
보의 범위와 제출방법을 규정”하고(제20조), “감찰정보 처리 등을 위해 감
찰정보심의회를 설치·운영”하며, “감찰정보 실적 우수자에 대해서는 포
상”하고 “감찰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감찰정보시스템을 운영”하
는 등(제21조부터 제24조) 기존

「경찰 자체 감찰첩보 처리규칙」의 문제점

을 절차적으로 재구성하여 내부감찰 활동까지 외부적 정보수집 활동과 동일
한 방식과 관점에서 관리하고 있다. 또한 감찰정보수집과 관련하여, “제도
개선자료 : 불합리한 제도·시책, 관행 등의 개선에 관한 자료”나 “기타자
료 : 관리자의 조직관리·운영 실태, 주요 치안시책 등에 대한 현장여론, 비
위우려자의 복무실태 등 인사·조직 운영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까지를
수집하도록 하여 감찰의 명목으로 경찰 조직 자체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다
양한 정보활동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의 경찰개혁위원회의 권
고와 비교할 때, 본질적으로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경찰 감찰 규칙｣의 개정경과와 관련 논의를 보면 과도한 감찰권한은 감찰
효과를 높일 수는 있었지만55) 경찰 내부의 반발 등으로 볼 때 남용의 위험
성이 상당하였함을 보여준다. 또한 이 감찰이 지휘권 중심으로 경찰조직의
하부를 지향하였던 점도 하나의 특징이다. 여기에는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정
보수집의 관행이 그대로 미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직무와 관련성이 깊지
않은 사생활 정보까지 광범위하게 수집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그리
고 여기 경찰이 아닌 관련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일반인에 대한
‘사찰’로까지 발전할 위험성이 있다.
나. 행정안전부 또는 경찰위원회에 의한 경찰의 감찰
경찰청의 경우에는 상급기관인 행정안전부의 감찰이 가능한지 규정상 분명
치 않다. ｢경찰법｣ 제2조 제1항에서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
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고 하고, 치안사무에 관한
심의·의결기구로 ｢경찰위원회｣를 두고 있으므로(제5조 이하) ｢행정안전부와
55) “지난해 국가공무원 범죄자 3천356명…절반이 경찰청 소속(종합)”, 한국경제 2019. 10. 6,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10066395Y>, 검색일: 2020. 7. 1. 이 적발수치
는 경찰이 비위행위를 많이 한 결과일 수도 있지만, 경찰의 감찰기능이 첩보수집방식을 동원하고 있
어서 적발효율이 높기 때문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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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소속기관 직제｣56)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감찰관｣의 직무 중 “10. 행정
안전부·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비위 관련 진정민원, 사정기관의 첩보,
언론보도 및 행정안전부장관·차관 지시사항 등의 조사·처리” 등에서 말
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에는 당연히 경찰공무원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향후 ｢경찰위원회｣의 기능이 실질화되는 경우57) 이 기능은 ｢경찰위원회｣에
서 시행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찰위원회 실질화’한다는 것은 국무
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경찰청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것이다. 경찰위원회는 독임제 방식의 ｢경찰인권·감찰옴부즈만｣안(案)과 독립
성이 보장된 위원회 방식인 ｢경찰인권·감찰위원회｣안(案) 중의 하나를 택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 권고안에 의하면, “경찰위원회를 총리소속 합의제 중
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경찰청을 그 소속으로 하면서, 인사권 및 감찰요구
권 등을 포함한 강화된 권한을 대폭 부여함으로써 경찰위원회가 경찰의 민
주적 통제 기구로서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구체화한 입법제안이 있다. 영국의 IOPC(Independent Offiece for
Police Conduct) 형의 독립적인 외부위원회가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기구
로서 바람직하다고 하면서, “여기에 경찰위원회에 비위행위 [감찰조사와] 수
사권까지 부여한다면 그 권한 면에서는 영국의 IOPC와 큰 차이가 없을 것”
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58) 제도 구상에 있어서 숙고할 만한 견해라고 생각
된다.

3. 소결
수사기관도 공무원조직이므로 내부와 외부의 감찰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경찰이나 검찰이 외부기관인 ｢감사원｣이나 ｢공직복무관리관실｣의 감찰을 받
는다고 해서 이상할 것은 없다. 그러나 과거 관행에 비추어 이를 이례적인
5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제정·시행.
57) 경찰위원회의 실질화는 2017년 경찰개혁위원회 권고내용의 하나이다. “[보도자료] 경찰개혁위, 경찰
위원회 실질화 권고안 발표 -경찰청을 관리·감독하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경찰청장 임
명제청권 등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여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및 실질적 통제기구로서 역할 강화
-”, 2017. 11. 15,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1248670, 검색일: 2020. 7. 1. 이 권
고안에 대한 평가로는 박병욱, “경찰개혁위원회의 성과와 과제”, 민주법학 제68호(민주주의법학연구
회, 2018), 293-346쪽. 305-309쪽.
58) 박병욱,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및 옴부즈만 설치 논의”, 국회의
원 황운하, 국회의원 이은주, 경찰개혁네트워크 공동주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경찰위원회 실
질화｣ 토론회 자료집[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토론회 ②], 2020. 7. 22, 38-39쪽. IOPC의 “경찰의 비
위행위, 부패 등에 대한 직접적인 감찰조사나 수사”에 대해서는 같은 글, 2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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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 내부감찰기구로서의 문제점은 과도한 감
찰조사행위, 감찰을 빌미한 광범한 첩보수집 등의 문제가 있었고 이는 그 규
정상으로도 감찰을 넘은 업무를 관장하게 한 점으로 인한 것이다. 한편,
‘자체감찰’, ‘셀프감찰’이라고 칭해지는 사례에 있어서는 불충분하거나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면피용 감찰도 적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다.59) 이 두
가지의 극단을 피하면서도 감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공정하면서도 투
명한 감찰제도가 필요함을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수사기관이 감찰대상인 경우에는 일반 행정기관과 다른 특수성이 존재한다.
이는 수사기관의 고유한 업무인 수사활동의 특유한 성질에서 유래한다. 수사
내용에 대한 감찰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다. 사법의 기능 일부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의 감찰제도의 개선방
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III. 검찰과 경찰의 감찰제도 개선방안
1. 감찰체제의 정상화
가. 상급기관에 의한 감찰 실질화
직무감찰은 행정기관 스스로가 자신의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 직무감
독 활동이다. 직무감찰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조직이라면, 조직의 비효율과
부패를 막기 어렵다는 점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공직의 부패와 비
위는 1차적으로 감찰의 행정조직 내부에서 징계 등으로 해결하고, 이로서도
충분하지 않거나 그 정도도 중하여 범죄에 이르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 특히
사법부의 힘을 빌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입법부를 통한 감
시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감독·통제는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리에
도 부합한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현행 제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대한
감찰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59)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는 2018. 8. 9. 해산에 즈음하여, ① “법무무 감찰관, 대검
감찰본부장 추천위원회 신설 등 감찰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 ② “성희롱 등 감찰업무에 대한 외부
감독체계 상시화”, ③ “후배검사 성추행 전직 검사에 대한 감찰중단 의혹 관련 직권남용 등 사건의
신속한 수사 촉구” 등을 권고한 바 있다.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법무부
성희롱성범죄대책위 6차권고”, 법무부 2018. 8. 9,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287098>, 검색일: 2020.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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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행정기관이라면 통상적인 직무감찰을 받는 것이 보통이다.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 의한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은 정기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2019. 11. 18. 검찰청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의 정례적 실시를 통해 인사·조직, 예산·회계, 검찰사무에
대한 (…) 외부적 견제와 감시 장치를 정상화”할 것을 권고한 것은 의미가
크다.60) “대검찰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2018년 감사 사각지대에 놓여 있
던 권력기관에 대한 감사 정례화 차원에서 청와대 비서실 등과 함께 처음
실시됐다.” 그리고 2020. 6. 18.부터 7. 3.까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
청이 동시에 감사원 감사를 받은 바 있다.61) 이 점은 경찰도 마찬가지이다.
다음으로, 직근 상급기관의 감찰도 당연히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 법무부의
검찰청에 대한 감찰기능이 회복되어야 한다. 비교법적으로 보더라도, 영국62),
미국63), 독일64) 등에서도 법무부와 같은 상급기관이 검찰청이나 개별검사에
60) “[보도자료]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제8차 권고-대검찰청 등의 감사원 정례 감사 제외 관행 폐지-”,
2019. 11. 18.,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61426>, 검색일:
2020. 7. 1. 원문의 표현은 “검찰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의 정례적 실시를 통해 인사·조직, 예산·회계,
검찰사무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검찰에 대한 외부적 견제와 감시 장치를 정상화하고 검
찰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음”(강조 원문)이다.
61) “감사원, 대검-서울중앙지검 동시 감사 진행”, 동아일보 2020. 6. 30.자,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0630/101742458/1>, 검색일: 2020. 7.
1.
62) 영국은 미국과 달리, 법무부(Ministry of Justice)의 수장인 법무장관(Secretary of State for
Justice)과 검찰총장(Attorney General)이 분리되어 있다. 이 ｢검찰원｣에는 검찰청(Crown
Prosecution Service, CPS)과 중대부정범죄수사청(Serious Fraud Office, SFO),
정부법무실(Government Legal Department, GLD), 왕립검찰청 감찰관실(Her Majesty’s Crown
Prosecution Service Inspectorate, HMCPSI)를 두고
있다(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attorney-generals-office, 검색일: 2020.
7. 1.). ｢왕립검찰청 감찰관실｣은 검찰청(Crown Prosecution Service, CPS)과
중대부정범죄수사청(Serious Fraud Office, SFO)의 감찰을 담당한다. ｢왕립검찰청 감찰관실｣에
관하여는
<https://www.justiceinspectorates.gov.uk/hmcpsi/about-hmcpsi/roles-and-responsibilities/>
, 검색일: 2020. 7. 1. 이를 소개한 국내문헌으로는 방동희/정주영, 최고감사기구 등 주요국의
직무감찰 체계 연구, 57쪽 이하가 있다.
63) 미국에서는 연방법무성장관이 연방검찰총장(U.S. Attorney General)을 겸직한다. 따라서 법무성장
관이 검찰청에 대한 감찰권을 갖는다. ｢감찰관법｣(Inspector General Act of 1978, 5 U.S.C.
App.3)에 따른 ｢연방감찰청｣(Office of the Inspector General, OIG)이 있다(회계검사기관인 회계감
사원(General Accounting Office, GAO)와 별개의 기구이다.). 이는 연방법무성(Department of
Justice, DOJ) 내의 독립기구로서 법률상의 기구이다. 감찰업무는 기관별로 감찰관(Inspector
General)이 담당하며, 이를 연방차원에서 총괄하는 부서가 이 ｢연방감찰청｣이다. 이에 관하여는
https://oig.justice.gov/about/, 검색일: 2020. 7. 1. 이에 관한 국내 문헌으로는 김춘수, “미국 검
찰의 감찰기구와 징계제도”, 해외연수검사연구논문집 제23집(I)(대검찰청, 2008), 2-103쪽.
64) 독일에서 검사는 직무감독권에 기하여 직무상 상관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는다. 연방검찰총장과
연방검사는 모든 공무원은 직무상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독일
｢연방공무원법｣(Bundesbeamtengesetz, BBG) 제62조의 적용을 받는다. 연방검사의 경우
최상급관청으로서 법무성장관(Bundesministerium der Justiz und für Verbraucherschutz)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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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감찰활동을 하고 있다. 경찰청과 경찰관의 경우도 행정안전부나 (그 기
능의 실질화를 전제로) 경찰위원회 등 외부감찰 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종래 경찰과 검찰의 감찰기능은 감찰정보의 수집을 이유로 필요 이
상의 사람들을 조사하여 감찰과 관련성이 적은 정보를 많이 수집하는 경향
이 있었다. 필요한 범위 내의 최소한도의 정보수집으로 감찰활동을 제한하여
야 한다. 같은 취지에서 감찰이나 인사검증 등을 이유로 타 기관 구성원에
대한 정보수집도 제한되어야 한다.65)
나. 자기 감찰의 금지
2017. 8. 24. 제1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그 첫 번째 권
고안으로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제안하면서, 법무부의 감찰관을 검사로만
임명할 수 있던 것을 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66) 이 권고에 따라 2017. 10.
20. 개정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67) 제4조의3 제1항은 감찰관을

“검사로 보한다”고 하였던 것이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
직공무원으로 보한다.”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와 같은 조치는 법무부장관의
검찰에 대한 직무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소위 검찰의 ‘셀프감
찰’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형식적으로 다른 기관인 법무부 소속의 감찰기구(감찰관)라고 해도, 검사가
이를 담당한다면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지배하는 검찰조직의 특성에 비추어
실질에 있어 외부적 감찰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잠재적인 피감찰대상
자가 감찰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곤란하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의3 제1항이 감찰관을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
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고 하여 검사로 보임할 여지는 둔 것은 적절하지
징계를 결정한다. 이를 위한 일정한 조사와 청문절차가 가능한데, 이를 ‘감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Group of States Against Corruption(GRECO), VIERTE EVALUIERUNGSRUNDE,
Korruptionsprävention in Bezug auf Abgeordnete, Richter und Staatsanwälte,
EVALUIERUNGSBERICHT DEUTSCHLAND, 10. Oktober 2014, S. 69-70,
<https://rm.coe.int/vierte-evaluierungsrunde-korruptionspravention-in-bezug-auf-abgeord
net/16806c639a>, 검색일: 2020. 7. 1. 또한 Löwe/Rosenberg, StPO: GVG § 146 Rn. 38(Ulrich
Franke). 국내문헌으로는 임세진, 독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관한 연구 -인사제도와
조직운영을 중심으로-”, 국외훈련검사연구논문집 제34집(III)(법무연수원, 2020), 805쪽 이하.
65) 예컨대, “한국당, '검사 세평 수집' 관련 민갑룡 경찰청장 檢 고발”, 뉴시스 2020. 1. 8,
<https://news.v.daum.net/v/20200108135434138>, 검색일: 2020. 7. 1. 이에 의하면, “법무부는
지난달 검사장 승진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28기 이하를 상대로 검증 자료를 요청했으며 청와대는 최
근 28~30기 검사들에 대한 세평 수집을 경찰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감
찰의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66) “[보도자료]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첫 번째 권고안 발표 -법무부의 탈검찰화 확고하고 신속하게 추진
해야-”, 2017. 8. 24,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1179250>, 검색일: 2020. 7. 1.
67) 대통령령 제28396호, 2017. 10. 2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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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 법무부의 감찰기능은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영역을 제외하고는 원칙적
으로 제한 없이 행사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 제도 아래에서 적어도 대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
서는 일차적으로 법무부의 감찰을 받도록 하는 것(｢법무부 감찰규정｣ 제5조)
은 자기 감찰의 금지에 부합한다. 대검찰청의 감찰은 검찰총장의 의중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고 감찰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68)

2. 수사기관 감찰의 한계: 수사내용에 대한 불개입
법무부에 의한 검찰청과 개별검사에 대한 감찰은 필요하다. 그러나 수사기
관의 경우에는 성질상의 제한이 있다. 그것이 수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 되
어서는 곤란하다. 이와 관련하여 논의되는 것이 법무부장관의 외부적 지휘권
이다. 현재는 검찰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향후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
기능이 활성화되는 경우 상급기관의 감찰로 인하여 현재의 법무부-검찰의
관계와 유사한 문제가 생겨날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법무부장관의 외
부적 지휘권을 중심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또한 관련문제로 검찰[조직]의 독
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논점도 함께 언급해보기로 한다.
가. 법무부장관의 외부적 지휘권 문제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고 하여 검사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과 검
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지휘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 ｢검찰청법｣ 제8조는 대륙
법계의 입법방식으로 독일과 일본의 입법례를 따른 것이다.69)
68) 현행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0565호, 2020. 3. 31. 개정·시행) 제9조의4(대검찰
청 감찰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에 의하면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 이하의 모든 검사를 감찰
대상으로 하고 있다.
69) 같은 대륙법계 국가인 프랑스는 2013년 법무부 장관의 검찰에 대한 구체적 지휘권 규정을 삭제하였
다. 즉, 프랑스는 ｢형사정책과 공소권 행사에서의 법무부장관과 검사의 권한에 관한 2013년 7월 15
일 법률 제2013-669호｣(LOI n° 2013-669 du 25 juillet 2013 relative aux attributions du garde
des sceaux et des magistrats du ministère public en matière de politique pénale et de
mise en oeuvre de l'action publique)’로 법무부장관의 임무 및 검찰에 대한 지휘권을 규정하였던
형사소송법 제30조를 개정하여 구체적 지휘권을 폐지하였다(유주성, “프랑스 검찰의 인사제도와 비교
법적 함의”, 강원법학 제54권(강원대학교비교법학연구소, 2018. 6), 419쪽).
* 개정 전 형사소송법 제30조 제1항 법무부장관은 정부의 공소수행과 관련된 정책을 집행한다. 이를
위하여 국내 모든 관할구역에서의 법 적용을 감독한다.
제2항 이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은 검찰의 사법관들에게 공소수행에 관하여 일반적인 지시를 한다.
제3항 법무부장관은 그가 인지한 사건 및 지시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의견을 담은 문서로써 또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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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는 법무부장관의 지휘권은 논란이 많은 제도이다. 독일에서는 검찰
총장이 검사에 해 행사하는 지휘권을 내부적 지휘권(internes Weisungsrech
t)70)으로,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과 검사에 대하여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행
하는 지휘권를 외부적 지휘권(externes Weisungsrecht)으로 부르는데, 특히
외부적 지휘권에 대해서는 비판이 많다. 독일형사소송법의 입법과정에서도
법무부장관이 사안에 반하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이는 외관을 만들
거나 실제로 그러한 영향력을 행사할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
나 최종적인 결론은 직무상 상관으로서 법무부장관의 지시권한이 완전히 포
기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71) 집행권의 의회에 대한 책임 원칙을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검찰의 완전한 독립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72) 법무부
장관을 통한 의회에 대한 책임 때문에 형사소추 영역에서 “장관의 통제가
없는 영역”(ministerialfreien Raum“)은 인정하지 않고 따라서 법무부장관의
지휘권은 배제될 수 없다는 논리 때문이었다.73)
법무부장관의 외부적 지휘권에 대하는 독일 내에서 폐지논의가 만만치 않
다.74) 폐지논의의 핵심은 법무부장관의 수사에 대한 개입으로 정치적 중립성
을 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민주적 통제원칙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선
거 등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고 한다.75) 그
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이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의회를 통한
민주적 통제가 법무부장관의 외부적 지휘권을 통해 관철된다는 점에 있다.76)
독일 법무부장관의 외부적 지휘권은 유럽연합차원에서도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것으로 문제시되고 있다. ｢유럽이사회 부패
식 서류로써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여 직접 소추 또는 소추를 하게 하거나, 장관이 적절하다
고 판단하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관할권 있는 법원에 회부하도록 한다.
70) 여기에서 나오는 독일어의 Weisungsrecht는 ‘[직무]감독 및 지휘의 권한’으로 번역하는 Recht der
Aufsicht und Leitung와의 구별을 위해서 ‘지시권’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나, 관행적으로
Weisungsrecht를 ‘지휘권’으로 번역하고 있으므로 이를 따르기로 한다.
71) Sebastian Beining, Die Weisung an den Staatsanwalt, ZJS 6/2015, 549-550. 이러한 논의구도
는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초반에 이르는 시기, 즉 “사법행정권 문제”(die Frage von den
Justizverwaltungen)로 인해 검사의 지위에 대한 논쟁이 격심한 시기의 검찰측 논변에 주로 의존한
다(S. 550).
72) Löwe/Rosenberg, StPO: GVG § 146 Rn. 8(Ulrich Franke).
73) Löwe/Rosenberg, StPO: GVG § 146 Rn. 14(Ulrich Franke).
74) 독일에서 법무부장관 지휘권의 폐지에 관한 논의에 대하여는 이준보/이완규, 한국 검찰과 검찰청법,
박영사, 2017, 298쪽 이하.
75) 이준보/이완규, 앞의책, 299쪽.
76) Löwe/Rosenberg, StPO: GVG § 146 Rn. 14(Ulrich Franke). 이 논의는 최근의 사태 속에서 부
각되고 있다. “[사설] 장관 지휘권 관철, ‘검찰 민주적 통제’ 전례 남겼다”, 한겨레 2020. 7. 9,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953021.html>, 검색일: 2020.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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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

형사법

협약｣(Council

of

Europe

Criminal

Law

Convention

on

Corruption, 2002)에 따른 모니터링 기구인 GRECO(Group of States Against
Corrution)는 2014년 독일에 대한 4주기 평가보고서77)에서 외부적 지휘권 폐
지에 대한 권고를 내놓은 바 있다. 즉, ① “구체적 사건에서 외부적 지휘권
을 발동할 법무부장관의 권한(Recht)을 폐지할 것을 고려하라”는 것이고 만
일 이것이 어렵다면, ②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행사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
보할 적절한 조치를 –특히 형사소추를 단념하도록 하는 지시[불기소지시]의
경우- 특수한 통제조치를 적절히 강구하라는 것이다.78)
여기에서 시사될 수 있는 것이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행사의 영역이 기소와
불기소로 나누어 볼 때, 불기소지시가 권한 남용의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기소지시의 경우에는 사후에 법원에 의한 통제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무부장
관에 의한 통제필요성이 작아진다. 따라서 불기소지시를 위한 지휘권 행사의
경우에는 더 신중하고 더 엄격한 기준이 동원될 필요가 있다.
한편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외부적 지휘권의 문제와 법무부장관의 직무감
독권은 별개라는 점이다. 위 GRECO보고서의 해당부분에서는 법무부장관의
직무상 명령에 대한 검찰총장과 검사의 복종의무를 전제하고 있다(독일 ｢법
관법｣ 제147조).79) 외부적 지휘권이 제한되는 경우라도 직무상 상관인 법무
부장관의 직무감독권한에 기한 지휘에는 복종해야 한다.80)
이 외부적 지휘권이 감찰제도와 연결되는 것은 ｢법무부 감찰규정｣ 제12조
제2항 때문이다.81) 이에 따르면 “수사사무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77) GRECO, 앞의 보고서, S. 61, Ziffer 204. ｢유럽이사회 부패방지 형사법 협약｣(Council of Europe
Criminal Law Convention on Corruption, 2002)과 그 모니터링 기구로서 GRECO(Group of
States Against Corrution)에 관하여는 문준영, “검찰개혁론의 귀결이자 미래로서의 공수처: 한국적
맥락과 비교법적 의미”, 박준휘 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
268쪽 이하.
78) GRECO, 앞의 보고서, S. 62. 이에 대한 소개로는 문준영, 앞의 글, 270쪽 이하.
79) 제147조 제1호 연방검찰총장과 연방검사에 대하여 [직무]감독 및 지휘의 권한은 연방법무부장관에게
있다.
80) GRECO, 앞의 보고서(독일), Ziffer 203.
81) “대검 감찰과장 ‘감찰 검토는 검찰청법 위반’ 공개 비판”, 한국일보 2020.01.30.자,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1291009035713>, 검색일: 2020.7.15. “대검찰
청 현직 감찰과장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 과정을 두고 추 장관이 감찰을 예고한 것을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 “적법한 기소에 대한 감찰로서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하
고,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사를 지휘감독하는 위법행위”라고 비판했다. ‘검찰총
장은 검찰사무를 총괄해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12조를 들면서다. 이어 법무부
가 전날 대검과 전국 검찰청 66곳에 “사건 처리 과정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내ㆍ외부 협의체를
적극 활용하라”는 공문을 내린 것을 두고는 “선거개입 사건 등 특정사건에 개입하기 위한 의도로 보
인다”며 “어떤 식으로든 개입한다면 이는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했다.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검사를 지휘ㆍ감독할 수 없다’는 검찰청법 8조를 들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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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대한 지휘권 행사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통상의 감찰절차에 의
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감사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82) 이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행사의 전제로서 감찰을 연결시킨
것이다. 이 조항은 2005년 ｢법무부 감찰규정｣이 제정될 당시부터 두고 있던
조항이다.
이 규정이 감찰을 외부적 지휘권과 연결시키는 것은 체계상 정합적이지 않
다고 생각된다. 한국의 경우 이 규정을 두게 된 경위는 분명하지 아니하나,
이

규정은

독일의

논의를

연상시킨다.

독일에서는

직무감독권

(Dienstaufsichtsrecht)의 관점에서 지휘권 행사 전단계에서 다시 말하면, 공식
적 지휘결정을 하기에 앞서 직무감독을 위한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얻거나
법적인 대화를 나누는 등 일정한 활동[감찰](Aufsichtstätigkeit im Vorfeld
von Weisungen)이 허용된다고 본다.83) 독일에서는 이론상 주장되고 있으나
기본적인 발상은 ｢법무부 감찰규정｣ 제12조 제2항과 같다. 그러나 이를 한국
에 그대로 도입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생각할 점이 있다. 한국과 독일에서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행사 대상이 같지 않다.84) 독일은 외부적 지휘권의 행
사대상으로 검찰총장과 검사를 모두 규정하고 있지만(독일 ｢법원조직법｣[
Gerichtsverfassungsgesetz, GVG] 제167조 제1호), 한국 ｢검찰청법｣은 검찰총
장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위 ｢법무부 감찰규정｣ 제12조 제2항은 법
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검찰총장을 지휘하기 위하여 그 전단계에
서 감찰활동을 한다는 것이 된다. 반대로 그 대상자로서 특정검사를 염두에
두고서 하는 감찰활동이라면 감찰활동 그 자체를 수행하면 된다. 이를 구체
적 지휘권과 연결시킬 이유는 없다. 또한 지휘권의 범위도 독일과 동일하지
82) 제12조(검찰청에 대한 감사) ②수사사무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권 행사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제5조[검찰의 1차적 감찰권_필자]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감사를 할 수 있다.
1. 사건처리과정에서 적법절차나 처리지침을 현저하게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
우
2. 사건처분 내용이 현저하게 적정성을 결여 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감찰대상자에 대한 비위사항조사·처리와 관련하여 사건처리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시한 경우
83) Löwe/Rosenberg, StPO: GVG § 146 Rn. 38(Ulrich Franke).
84) 문준영, 법원과 검찰의 탄생: 사법의 역사로 읽는 대한민국, 역사비평사, 2010, 808쪽에 의하여 위
｢검찰청법｣ 제8조(제정 당시 제4조)는 일본 ｢검찰청법(検察庁法)｣을 참고한 것이지만, 그와 달리 “검
찰사무의 최고감독자”라는 문구를 둔 것은 “다른 누가 아닌 ‘오로지’ 법무부장관이 검찰을 지휘감독
함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 정치적 간섭을 배제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한다.
* 일본 ｢검찰청법(検察庁法)｣(최종개정 2019. 6. 26. 공포, 법률 제44호) 제14조는 “법무대신은 제4
조부터 제6조까지에 규정한 검찰관의 사무[한국 ｢검찰청법｣ 제4조에 준함_필자]에 관하여 검찰관을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다. 다만 개개의 사건의 조사 또는 처분에 관하여는 검사총장만을 지
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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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 독일의 경우 기소법정주의가 인정되고 그 범위에서는 지휘권의 행사범
위가 제한되기 때문이다.85) 기소편의주의 하에서 ｢법무부 감찰규정｣ 제12조
제2항의 적극적 운영은 검사의 기소재량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

<한국과 독일의 비교: 법무부장관의 지휘권>86)
구분

조직

한

국

독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
순으로 지휘·감독관계 성립
1. 사건 관련 의사결정 구조
· 외부적 지휘권: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검찰총장만 지휘 가능

의사
결정
구조

· 내부적 지휘권: 상급자의 지휘권과 검
사의 이의제기권 행사 가능
2. 검찰행정 관련 의사결정 구조
· 검사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나 검사
대표기구 없음
· 법무부장관이 단독으로 의사결정 가
능

일

연방정부에는 연방검찰청, 주 정부에는
주 최고검찰청, 지방검찰청으로 조직, 연
방검찰과 주검찰은 지휘·감독관계 아님
1. 사건 관련 의사결정 구조
· 외부적 지휘권: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검찰총장과 검사에 대
하여 지휘 가능
· 내부적 지휘권: 상급자의 지휘권과 검
사의 이의제기권 행사 가능
2. 검찰행정 관련 의사결정 구조
· 법무부장관이 의무적으로 검사들의
선거로 구성된 검사대표기구의 의견
을 반영하도록 제도화

나. [보론] 검찰[조직]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문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독일에서는 민주적 통제가능성과 검찰의 독립성은 대
항하는 쟁점으로 다루어진다. 정치적 중립성은 당연한 명제이며, 민주적 통
제가능성으로 인해 정치적 중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처럼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동시에 같은 평면에서 논의되고
있지 않다. 한국의 경험속에서 검찰[조직]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항상
함께 가는 것은 아니었다.
현재 검찰이 주장하고 있으며 그간 꾸준히 주장해온 것은 독립성에 대한
주장이다.87) 인사·조직의 독립성, 즉 ‘검찰 자치’를 주장하는 것인데, 그
것이 어떻게 정치적 중립성을 달성할 수 있는지는 충분히 이야기하고 있지

85) Löwe/Rosenberg, StPO: GVG § 146 Rn. 12(Ulrich Franke).
86) 임세진, 앞의 글, 832쪽(내용 변화 없이 문구만 일부 수정).
87) 예컨대,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첫 번째 원인은 승진, 전보 등 검사에 대한 인사
권한을 보유한 대통령이나 법무부장관이 견제 없이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상의 문제점 때문
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장도 있다(임세진, 앞의 글, 7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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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 ‘검찰개혁’을 강조하는 논자들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처럼 함께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기는 마찬가지이
다.
양자는 구별해서 생각해야 한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은 그 목표와 수단
이 서로 같지 않을 수 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만이 목표라면, 혹은 검찰
의 독립성만이 목표라면 서로 다른 ‘개선방안’이나 대안이 가능할 것이다.
우리가 양자 모두를 단일한 정책수단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적어도 한국적 현실에서 검찰‘조직’의 독립성이 반드시 검찰‘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달성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 우리의
경험이다. ‘공정하고 적법한 수사’가 최종 목표라면, 검찰‘수사’의 독립
성과 검찰‘조직’의 독립성은 그보다 낮은 차원의, 일종의 수단적 가치를
가질 뿐이다. 지금까지 ‘공정하고 적법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
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것인 검찰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본
다면, 이런 시각에 기초한 검찰조직의 독립성 논의는 공허하고 때로는 위험
하기까지 하다.

V. 나오며
앞에서, ‘수사기관’에 대한 ‘감찰기구’를 살펴보았다. 그 ‘독립성’을
제고하는 것은 감찰대상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얼마나 잘 유지하도록 하는 것
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검찰과 경찰에 대한 기존의 감찰체
계가 잘 작동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이 토론회의 문제의식이었다고 생각된다.
이처럼 기존의 감찰체계가 제기능을 하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이다. ‘셀프감찰’로서 실효성이 없었던 생색내기용 감찰도 있었고, 감찰보
다는 정보수집에 몰두한 탓에 과도한 사생활정보를 가지고 감찰대상자의 인
권을 침해하는 감찰도 있었다. 또한 팔이 안으로 굽어서 문제가 있는 사안에
면피용의 감찰을 하거나 아예 감찰을 하지 않아 비위행위가 처벌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의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강력한 대안을 찾고자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러나 문제의 진정한 해결뱡향은 상하위 행정기구 사
이의 정상적인 통제와 직무감독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통상적인 직무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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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감찰과 징계 등은 제도적 개선을 위한 조금 더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방법일 수는 있으나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안정적인 방법이다. 또한 사생활
을 침해하여 얻어지는 개인의 비리를 밝혀내기보다는 직무를 중심으로 하여
제도의 개선에 중점을 두는 객관적 감찰 제도를 지향해야 한다. 예컨대 경찰
의 과거 ｢경찰감찰규칙｣은 그 노골적인 형태였고,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
다. 이러한 형태의 감찰을 폐기하고 합법성과 부당성 위주의, 직무중심의 감
찰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사안에 따라서는 독립성을 갖춘 기구가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
면 기존 조직의 감찰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일 수도 있다. 감찰기구는
원칙적으로 감찰대상으로부터의 독립성이 필요하다. 직접적인 상위기관이 없
는 경우가 특히 문제된다. 그러나 상위기관에서 하는 감찰의 경우는 이는 문
제되지 않는다. 행정부 내에 없다면 입법부나 다른 기관을 생각해야 한다.
그것이 외부에 의한 감찰·감사라는 점만으로 조직과 운영의 독립성을 넘어,
객관성과 공정성까지 갖출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감사원의 감사가 종종
정치적 고려를 의심 받은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공무원이라는 지위에서 볼 때, 지휘권 또는 직무감독권으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은 생각하기 어렵다. 검찰과 경찰의 경우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다만 검
찰과 경찰에 대한 통제는 수사라는 사법에 가까운 영역이 있어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수사영역을 기타 행정적인 영역을 나누어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사절차상의 적법절차위반이나 행위준칙 위배와 같은 영
역과 달리, 수사영역에 대한 내용적 통제를 내용으로 하는 외부적 지휘권 행
사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감찰관련 부서는 정상적인 감찰기구로 그 기능을 정비해야 한다. 감찰에 대
한 이미지가 아주 나쁘다보니 정상적인 직무감찰 기능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측면도 없지 않다. ‘사찰’과 ‘첩보수집’의 음험한 관념을 벗어야
제대로 된 감찰이 가능하고 검찰도 경찰도 인사상의 구태를 벗을 수 있다.
이는 또한 과거 검찰과 경찰 등의 권력기구를 또 다른 권력기구인 중앙정보
부-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 등의 정보력으로 통제하였던 과거와 완전히
단절하는 길이기도 하다. 그래야 국가권력기구 개편과정에서 통치영역의 정
보를 얻기 위해 정보기구를 강화하는 역설적 상황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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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감찰기구 독립성 개선방안 토론회

발제 2

영국에서의 수사기관에 대한
감찰기구 연구
김영중 부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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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감찰기구 독립성 개선방안 토론회

영국에서의 수사기관에 대한 감찰기구 연구88)
김영중8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1. 들어가며
감찰의 개념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다르게 정의를 내리고 있고, 용어도
Audit, Inspection을 사용하거나 Investigation, Supervise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감사’와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감찰(Inspection)이
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감찰이란 행정기관의 사무, 공무원 직무 및 이와 관련한 행위에 대해 조사
나 평가 등의 방법으로 법령이나 제도, 행정상의 모순이나 문제점을 도출하
여 이를 시정하거나 개선하기 위하여 하는 ‘행정사무감찰(또는 직무감찰)’
과 공무원 등이 저지른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적발하여 이를 바로잡기
위한 ‘대인감찰’로 나누어 진다.90)

감사원에 따르면, 직무감찰의 가치는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맑고 밝은 공직
사회를 이룩하고, 공의의 실현으로 국가사회의 발전을 기하는 데 있다(직무
감찰규칙 제3조 제1항). 직무감찰의 대상이 되는 기관의 사무에는 대상 기관
의 인적·물적 자원의 관리, 법령·제도의 운영과 업무수행 및 이와 관련된
결정·집행등의 모든 사무를 포함한다. 다만 기밀관련 사항, 정부의 중요정
책결정 및 정책목적의 당부, 준사법적 행위는 제외된다(직무감찰규칙 제4조
제2항).

감찰권은 감찰계획의 수립, 감찰준칙의 수립, 감찰 관련제출 요구, 감사정
88) 본 발제문은 초고이므로 전재 및 인용을 금함.
8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법학박사.
90) 감사원 감사연구원(2016), 최고감사기구 등 주요국의 직무감찰 체계 연구,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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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의 수집, 기동감찰반 운영, 전문가 파견요청, 증거보존조치, 등록재산조회,
금융자산조회, 징계의결절차중지요청, 출국금지요청, 자료제출 및 출석답변요
구, 징계요구, 시정개선요구, 고발 등으로 이루어진다.91)

우리나라에서는 감사원을 국가감찰최고기구로 하여 국가감찰을 하고 있으
며, 국가감찰에는 감사원법상 감사원의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제25조), 특별
감찰관법상의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
위행위에 대한 감찰(제1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상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
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감사기구의 장이 그 소속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사
람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자체감사로 나누어진다. 감사원의 직무감찰대상기관에는 정부조직
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군기관과 교육기관을 포함한 행정기관 전체
가 포함되므로(직무감찰규칙 제4조 제1항), 대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등 검찰
청과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도 그 대상이 된다.

개별감찰은 검찰청법(제28조의2), 국가정보원법 등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
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무부감찰위원회규정, 교육부와 그 소속기
관 직제 등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경우, 법무부감찰규정이나 대
검찰청 감찰위원회 규정 등 훈령 등에서 규정하는 경우, 울산, 광주광역시
등 조례를 통해 규정하는 경우, 지역단위의 행정감사규칙을 통해 규정하는
경우 등으로 구분된다.

검찰은 검찰청법 제28조의2 제1항에서 “감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대
검찰청 검사는 검찰청 내부 또는 외부를 대상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하여
적격자를 임용한다”고 규정하여 내부감찰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는 검찰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며, 3명 이내의 임용후보자 중에
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1명을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임용 제청한다.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제28조의2).

또한 검찰청에 대한 감찰과 관련하여 법무부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산하단체 및 검찰청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감찰·사무업무 수행과 관련된
91) 감사원 감사연구원(20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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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감찰위원회를 두”어 운영하
고 있으며(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 제1조), 이 위원회의 업무는 검찰청을 포함
한 법무부 산하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한 감찰관실 운영방침이나 감찰계획,
중요감찰사건92)에 대한 토의 및 권고를 하는 것이다(동 위원회 규정 제2조
제1항).
경찰은 내부감찰을 위해 복무기강 확립과 경찰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경찰기관 또는 소속공무원의 제반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감찰관을 두어 내부 감찰활동을 하고 있다(경찰감찰규칙
제2조 제2호, 제3호). 감찰관은 보직공모에 응모한 지원자 및 3인 이상의 동
료로부터 추천 받은 자 중에서 적격심사를 거쳐 경찰기관의 장이 선발한다
(제6조). 감찰관은 결격사유가 있거나,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형사사건에 계
류된 경우, 질병 등으로 감찰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
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압·권위적인 감찰활동을 반복하여 물의를
야기한 경우가 아니면 2년 이내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보하여서는 안된
다(제7조 제1항). 감찰관은 보직 후 2년마다 적격심사를 받는다(제8조). 감찰
관은 소속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단서(현장인지, 진정·탄원 등 포함)
를 수집·접수한 경우 소속 경찰기관의 감찰부서장에게 보고하고, 감찰부서
장은 보고를 받은 후 감찰 대상으로서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감찰활동 착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제15조). 감찰관은 직무상 조사를 위한 출석,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진술서 제출, 증거품 등 자료 제출, 현지조사의 협조 등을 요
구할 수 있다(제17조). 감찰관은 감찰활동 결과 소속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
불합리한 제도·관행, 선행·수범 직원 등을 발견한 경우 이를 소속 경찰기
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경찰기관의 장은 그 결과에 대하여 문책 요
구, 시정·개선,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19조).

이하에서는 영국에서 수사기관에 대해 감찰을 하는 기구 또는 공무원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 수사기관에 대한 감찰의 개선방안에 대해 살
펴보고자 한다.

92)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 제2조 제2항 제1항제3호의 규정에서 “중요감찰·감사사건”이라 함은 다
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1. 검사, 소속기관의 장, 산하단체의 장 또는 법무부, 검찰청의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감찰·감사 사건
2. 그 밖에 법무부·검찰청 소속공무원에 대한 감찰·감사 사건 중 법무부장관이나 위원회가 중요
사건이라고 지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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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찰청감찰관실(Her Majesty Crown Prosecution Service
Inspectorate, 이하 “HMCPSI”)

1) 개요
HMCPSI은
Service),

법부무

산하

법무실(Government

비장관
Legal

기관이며

검찰청(Crown

Department),

Prosecution

중대부정수사처(Serious

Fraud Office) 및 기타 기소관련 기관의 업무를 감찰한다. 중대부정수사처에
대한 감찰은 2014년 범죄 및 경찰법(Crime and Policing Act 2014)에서 추가
되었다.

감찰의 목적은 기소절차에 대한 개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증진시키는데
있다. 감찰관은 독립적으로 평가 근거를 수집하여 제공함으로써 CPS와 SFO
를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하지만 감찰관은 권고안을 제시할
뿐이며 이 권고에 대해 각 기관은 기속되지 않는다. 감찰관은 기소권을 가진
다른 기관도 해당 기관의 요청에 따라 감찰할 수 있다. 과거에 HMCPSI는 북
아일랜드 형사사법 감찰관과 함께 검찰청에 대한 감찰을 수행하기도 하였
다.93)
HMCPSI는 기소기관을 감찰한 결과를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의회와 법무
부장관에게 제출한다.

2) 주요 기능
HMCPSI는 검찰 조직이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야 할 필요성을 증명하는 증
거들을 제시한다. 이러한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기소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
뢰를 강화할 수 있다. HMCPSI는 CPS와 SFO의 업무를 감찰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 감찰은 주로 검찰청의 업무에 대한 감찰과 특정분야별 감찰로 나누어
진다. 또한 특별한 협정에 따라 영연방 내의 다른 검찰청에 대한 감찰도 수
행한다.94) CPS와 SFO에 대한 민원처리는 해당 기관에서 수행한다.95)

HMCPSI은 잉글랜드와 웨일즈 전역의 14개96) 검찰청 중 한 곳의 사건조사,
93) https://www.justiceinspectorates.gov.uk/hmcpsi/about-hmcpsi/
94) https://www.justiceinspectorates.gov.uk/hmcpsi/about-our-inspections/
95) https://www.justiceinspectorates.gov.uk/hmcpsi/contac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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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및 기능 등을 감찰한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지역활동검사계획(Area
Assurance Programme)을 통해 14개 모든 검찰청에 대해 감찰을 하고 이를
취합한 요약보고서를 발간하였다.97)

예를 들어 2019년에 CPS South West를 평가한 보고서에서는 2018년 10월
에 종결된 60개의 치안법원 파일과 60개의 왕립형사법원 파일들을 분석하여
해당 검찰청의 사건조사의 질적 우수성과 공공의 신뢰도를 평가하였다.98)

특정한 영역에 대한 감찰은 CPS 또는 SFO의 해당 영역 전부에 대해 감찰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해당 영역에 대해서는 사건조사, 운영, 기능 각각
의 측면에나 이를 혼합하여 검토한다. 이러한 감찰에 있어서 다른 형사사법
감찰기관과 협력하는 경우도 있다.99)

감찰에는 사건파일검토, 관련문서 분석, 관계자 인터뷰 등의 방법이 사용된
다. 매년 HHMCPSI은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어느 부분에 대해 감찰을 진행할
지 결정하고, 연간사업계획에 이를 발표한다. 감찰 관련기관은 법무부(Law
Officers), 법무부장관(the Attorney General), 사법부 고위직, 학계, 의회의원,
피해자 지원단체와 같은 특정한 단체의 대표, 감찰대상기관 등이 포함된
다.100)
2020년과 2021년에 수행할 감찰계획은 다음과 같다.
- COVID-19에 대한 SFO의 대응
- COVID-19에 대한 CPS의 대응
- 지방 검찰청 : 2019년 변호사 자원의 대폭 증가로 인한 사건조사와 관련
결과의 영향, 새로운 변호사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
- 특정 분야 감찰 : 기소, CPS의 정보관리, 지방검찰청의 활동 모니터링과
개선, 복잡한 사건처리부서, SFO와 CPS의 범죄 수익금 운영, SFO의 민원처
리, SFO의 증인보호, SFO의 정보보안
96) Cymru/Wales, East Midlands, East of England, London North, London South, Mersey-Cheshire,
North East, North West, South East, South West, Thames and Chiltern, Wessex, West Midlands,
Yorkshire and Humberside.
97) https://www.justiceinspectorates.gov.uk/hmcpsi/about-our-inspections/
98) HMCPSI(2019), Area Assurance Inspection of CPS, South West, 2019.5., p.9.
99) Thttps://www.justiceinspectorates.gov.uk/hmcpsi/about-our-inspections/
100) https://www.justiceinspectorates.gov.uk/hmcpsi/about-our-inspections/our-inspection-program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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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가용한 자원이나 사안의 급박성에 따라서 특정한 부분이 추가될
수 있다. 2020년부터 2021년 사이에는 아래와 같은 부분을 감찰할 예정이라
고 한다.
- CPS의 조직범죄, County lines, 도검범죄 처리
- CPS의 형사법원 관할 사건의 조사의 질적 분석
- 경찰이 보낸 문서에 대한 CPS의 처리절차
- CPS의 사건경험 공유
- CPS의 전략적 파트너십
- CPS의 피해자 및 증인에 대한 지원
- CPS의 청소년 증인 관련 규정
- CPS의 공동체 참여
- CPS의 개별학습 계정 사용
- CPS의 피해자에 대한 통신문서
- CPS의 공개절차

3) 구성
HMCPSI는 수석감찰관(Chief Inspector), 감찰부장(Deputy Chief Inspector),
법무감찰관(Legal

Inspectors)과

조직운영감찰관(Business

management

Inspectors)와 기타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무감찰관은 변호사자격을 가
진 자로 검찰청의 기소에 관하여 절차와 그 결과를 감찰하고, 조직운영감찰
관은 검찰청의 행정운영절차와 그 성과를 평가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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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HMCPSI 조직도101)

3. 경찰 및 소방안전부 감찰관실(Her Majesty's Inspectorate of
Constabulary and Fire & Rescue Services, 이하 “HMICFRS”)

1) 개요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HMICFRS는 영국 의회에서 관리한다. 최초의 감찰
관은 1856년 카운티 및 자치 경찰법(County and Borough Police Act 1856)에
따라 임명되었다. 현재는 경찰법(Police Act 1996)에 근거를 두고 있다.
HMICFRS의 주요 기능은 최초 설립시부터 영국과 웨일즈의 경찰력의 효율성
과 효과에 대해 평가하고 보고하는 것이었다. 2017년 7월 잉글랜드의 45개
소방 및 구조서비스의 효율성, 효과 리더십에 대한 평가 및 보고 기능도 추
가되었다.

101)
https://www.justiceinspectorates.gov.uk/hmcpsi/wp-content/uploads/sites/3/2020/05/Roles-and-responsib
ilities-v3-@2x.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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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기능
감찰관은 내무부장관과 총리가 추천을 받아 여왕이 임명한다. 감찰관은 잉
글랜드와 웨일즈의 법집행기관(영국 교통경찰, 핵 경비대, 왕립국세청, 국립
수사청 등)과 관련된 활동에 대해 보고한다.

가. 경찰에 대한 감찰
HMICFRS는 일정의 점검 외에 내무장관과 지역 치안 기구(경찰 및 범죄 위
원회, 시장 경찰 및 범죄 사무소, 런던 공사)에 의뢰하여 특정 주제에 대한
이러한 경찰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검사할 수 있다.102)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경찰에 대한 연례감찰 계획은 경찰법에 따라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내무부장관은 제출된 감찰계획에 일부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경찰범죄위원회는 이러한 HMICFRS의 감찰에 대해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하지만 HMICFRS는 위원회의 결정에 반하여 감찰을 수행할
수 있다.

HMICFRS는 감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대중에 대한 위험, 서비스의 질,
대중의 관심사, 운영환경, 감찰에 따른 효과, 공공의 이익을 고려한다.
HMICFRS는 감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경찰에 대한 감
찰을 수행할 수 있다.

①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경찰 활동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경찰활동에 대해 연례보고서(Police effectiveness,
efficiency and legitimacy; PEEL)를 작성한다. 경찰활동의 효과성, 효율성 및
적법성에 대해 평가한다. 그들은 우수, 양호로 판단되며, 감찰관의 감찰결과
와 분석에 따라 부적합한 부분과 개선사항을 도출한다.

HMICFRS 감찰관은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의 43개 경찰서를 방문하여
PEEL 평가를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각 감찰의 일환으로 경찰공무원을 만나
102) https://www.justiceinspectorates.gov.uk/hmicfrs/about-us/who-we-in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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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포커스 그룹과의 인터뷰를 진행하며, 문서를 검토하고 데이터를 수집한
다. 감찰은 연중 내내 이루어진다. 결과를 분석하고 검토하여 그 결과를 게
시한다. 각 경찰서에 대한 PEEL 평가 보고서는 매년 업데이트되며, 보고에
대한 상세보고서가 게시된다.103)

HMICFRS의 PEEL 평가는 전년과 대비하여 비교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
으므로 다른 경찰서와 비교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는 과정을 살펴
볼 수 있다. PEEL 평가를 구성하는 질문은 매년 같지 않으며, 정책의 우선
순위 및 상황에 따라 변화한다. PEEL 평가는 효과성, 효율성, 적법성 세 부
분으로 나누어진다.104)

효과성에 대한 질문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경찰은 범죄를 예방하고, 반사
회적 행동을 다루고, 시민을 지키는데 얼마나 효과적인가. 범죄수사 및 범죄
자 검거에 경찰이 효과적인가. 범죄피해로부터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
원하는데 경찰이 효과적인가. 중대하고 조직화된 범죄를 다루는데 경찰이 효
과적인가. 경찰전문가들은 효과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105)

효율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 경찰은 자신이 직면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자원을 가용하는가(수요의 이해, 관리능력,
분배, 생산성 극대화). 경찰은 얼마나 업무계획을 잘 작성하고 있는가.

적법성(경찰력의 행사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며, 근무하는 사람들이 공정
하고 합리적이며, 효율적이며, 합법적인가)은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경찰이 민원인을 공정하고, 존중하는 자세로 대하는가. 경찰은 직
원이 윤리적이고 합법적으로 행동하도록 지원하고 있는가(부패문제에 대한
해결 등). 경찰은 직원들을 공정하고 존중하는 자세로 대하고 있는가.

2018/2019년에는 취약점, 전문성, 반부패, 향후 계획에 대해 PEEL 평가가

103) https://www.justiceinspectorates.gov.uk/hmicfrs/peel-assessments/peel-2018/
104) https://www.justiceinspectorates.gov.uk/hmicfrs/peel-assessments/how-we-inspect/
105)
https://www.justiceinspectorates.gov.uk/hmicfrs/peel-assessments/how-we-inspect/2018-19-peel-assess
ment/#effec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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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졌다.106)
2018년 9월 – 12월 : 에섹스, 노팅엄셔, 더럼경찰대, 험버사이드, 글로서터
셔, 다이페드포위스, 레스터셔, 검브라이경찰대, 노폴크경찰대, 웨스트미들랜
드, 그레이터맨체스터, 런던시, 켄트, 윌트셔
2019년 1월 – 4월 : 노샘프턴, 서메르시아, 서퍽경찰대, 사우스요크셔, 사우
스웨일즈, 노섬브리아, 템즈밸리, 메트로폴리탄, 워릭셔, 허트포드셔경찰대,
도르셋, 체셔경찰대, 노스요크셔, 서리
2019년 4월 – 7월 : 서섹스, 노스웨일즈, 햄프셔경찰대, 웨스트요크셔, 클리
블랜드, 에이번경찰대, 서머셋경찰대, 케임브리지경찰대, 링컨셔, 랜카셔경찰
대, 스태포드셔, 머시사이드, 데번, 콘월, 베드포드셔, 겐트, 더비셔

106)
https://www.justiceinspectorates.gov.uk/hmicfrs/peel-assessments/how-we-inspect/2018-19-peel-assess
ment/#effec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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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PEEL 평가결과 예시107)

107) 2019년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경찰활동에 대한 연례 평가보고서(The Annual Assessment of
Policing in England and Wales 2019), 72면.

- 49 -

<그림 2> PEEL 평가 결과 종합

② 경찰에 대한 민원 및 비위에 대한 역할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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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ICFRS에서는 개별 민원을 조사하거나 해결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
하지만 경찰력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평가하는 업무의 일부로서 경찰이 민원
과 비위행위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

2014/2015년 감찰프로그램을 통해 감찰관은 경찰의 청렴도와 지도력에 대한
감찰을 수행하였고, 2014년 3월 내무부장관은 감찰관에게 경찰이 부패정보수
집에 있어서 전문성, 실행력, 정기적인 수집 등을 포함한 부패방지능력이 있
는지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한 바 있다.

한편 경찰 및 범죄위원회 위원(police and crime commissioner)이 경찰 외부
에서 민원사항을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관행적으로 HMICFRS
에 외부 중 누가 조사하는 것이 타당한지 조언을 구하고 있다.
영국에서 경찰에 대한 민원은 우선 해당 경찰에게 전달되며, 그 이상의 처
리를 요구하는 경우 경찰 및 범죄위원회에는 조사 후 해당 경찰뿐만 아니라
경찰서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경찰 및 범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경찰행위에

대한

독립사무소(Independent

Office

for

Police

Conduct; IOPC)에 항소할 수 있다.

개별경찰관의 행위에 대한 민원은 법률상 경찰 및 범죄위원회에서 감독하
고 있으며, 경찰서장에 대한 민원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경찰행위에 대한 독립사무소(IOPC)는 2017년 경찰 및 범죄법(Policing and C
rime Act 2017)에 따라 2018년 1월에 설립되었다. 그 전에는 중대한 경찰민
원사항에 대해 심사하는 독립경찰고충처리위원회(the Independent Police Co
mplaints Commission)가 있었다.109)

경찰행위에 대한 독립사무소는 경찰, 정부, 이익단체 등으로부터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경찰행위에 대한 독립사무소는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경찰
108)
https://www.justiceinspectorates.gov.uk/hmicfrs/police-forces/organisational-documents-policing/handli
ng-complaints-and-misconduct/
109) https://policeconduct.gov.uk/who-we-are/accountability-and-performance/annual-report-and-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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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민원 중 중대한 사안과 경찰민원제도 전반에 대해 법적으로 검토하
는 권한을 가진다.
웨일즈와 지방에 있는 6개의 팀은 조사결정권한이 있다. 이들 팀은 각각 팀
장이 리드하고 있으며, 기타 결정은 조직의 다른 부분에 적절하게 위임되어
있다. 독립사무소의 운영은 6명의 비상임위원으로 이루어진 Unitary Board에
의해 결정된다. 소장 및 지역책임자, 지역의 팀장은 경찰에서 근무한 경험이
없어야 한다.110)

경찰행위에 대한 독립사무소는 경찰민원제도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특정한 사안에 대한 경찰의 조사에 의하지 않고 자체
적으로 조사,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는 경우와 같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사안에 대한 재조사, 모든 서장에 대한 징계사안 조사, 경찰행위에 대한 독
립사무소의 조사결과에 반대할 경우 해당 경찰 징계절차에서 관련 사례 제
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111)

나. 소방 및 구조청에 대한 감찰
2017년 경찰 및 범죄법(The Policing and Crime Act 2017)은 HMICFRS가
잉글랜드의 소방 및 구조청의 효율성과 효과에 대해 조사하고 보고하는 내
용을 담고 있다. 잉글랜드 소방 및 구조청에 대한 HMICFRS의 감찰계획은 내
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내무부장관은 언제든지 잉글랜드의 소방 및
구조서비스에 대해 HMICFRS에 추가 감찰을 요구할 수 있다.

HMICFRS는

내무부장관의 검토를 거쳐 감찰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감찰을 수행할 수 있
다.

3) 독립성
HMICFRS는 정부, 경찰, 소방 및 구조기관과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감
찰관들은 여왕이 임명하며, 경찰, 소방 및 구조기관 또는 정부의 공무원이
아니다. HMICFRS의 감찰실장은 영국과 웨일즈의 경찰서비스의 효율성 및 효
과, 잉글랜드의 소방 및 구조서비스의 효율성 및 효과에 대해 보고한다. 감
찰관들은 의회의 위원회에 관련 증거제시를 요청받을 수 있으며, 언론을 통

110) https://ipcan.org/members/independent-police-complaints-commission
111) https://www.gov.uk/government/news/independent-office-for-police-conduct-launches-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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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시민에게 그들의 업무결과를 설명해야 한다. 모든 공공기관의 경우와 마
찬가지로, 감찰관들도 사법심사에 취약하다.112)

4) 권한
HMICFRS는 규제를 하는 주체가 아니라 감찰을 하는 자로서 정보를 보호
할 권한만을 가지며, 어떠한 사항에 대한 개선 권고만을 할 수 있다. 경찰
및 범죄위원회는 HMICFRS의 감찰결과에 대해 56일 이내에 HMICFRS의 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경과, 조치가 없다면 그 이유 등을 포함한 의견을 제시하여
야 한다.

4. 시사점
영국은 수상을 중심으로 하여 내각이 구성되어 있고, 내각의 각 부처는 독
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감찰관실(Inspectorate)을 두고 있다. 감찰관실에는
감찰관(HM Chief Inspector)을 두고 있다. 감찰관실은 해당 부처와 독립하여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경찰에 대한 감찰실장은 특별히 여왕이 임명하고
있다.

업무 수행에 있어서 서로 협업을 하기도 하는데 최근에는 강간범죄의 기소
와 관련하여 경찰 및 소방안전부 감찰관실과 합동감찰을 하기도 하였다.113)
감찰관의 지위는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으며, 그 기능도 법률에서 명확하게
나타나 있다. 각 부처 중 특히 사법기관, 교육기관, 보건기관 등 국민의 기본
권과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처의 경우에는 감찰관에 대한 권한이 명
시되어 있으며, 형사사법기관을 감찰하는 검찰청 감찰관실의 경우에는 감찰
계획, 감찰결과보고, 감찰정보의 수집 및 감찰조사 등 그 권한을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 권한이나 절차, 결과에 대한 보고, 재정적 독립성 등에 비
추어 볼 때 감찰관실은 엄밀히 말하여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고, 해당 장관
의 통제를 받는 내부조직이 아니라 조직과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라고 볼 수 있다.

영국의 경우 감찰 후 징계요구권한이나 개선 요구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
112) https://www.justiceinspectorates.gov.uk/hmicfrs/about-us/
113)https://www.justiceinspectorates.gov.uk/hmcpsi/corporate-documents/annual-report-20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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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감찰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수 있고, 대면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부
여되어 있으며, 관련부처에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된다.

경찰, 검찰에 대한 감찰관 모두 특정한 사건에 대한 감찰이 아니라 대체적
으로 일반적인 정책이나 수사절차, 특정범죄에 대한 대처 등 정책이나 절차
를 중심으로 관련 기관 전체 또는 일부만을 대상으로 감찰이 이루어지고 있
고, 그 결과를 연례보고서로 작성하여 발간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내부에서
특정한 사건에 대한 대인감찰을 하는 우리나라의 경우와 차이가 있다. 다만,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 내부에서 민원처리절차를 별도로 마련하
여 처리하고 있으며, 일부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의 경우 별도의 독립
된 기관인 IOPC에서 이를 처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검찰이나 경찰 모두 내부감찰을 중심으로 사안을 처리하고 있
지만, 그런 경우 사건처리의 신뢰성이 보장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외부
위원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별도의 사건처리 위원회를 구성하여 민원 사안을
처리하거나, 혹은 영국의 경찰과 같이 별개의 독립된 기관에서 중대한 민원
을 처리하는 방안도 고민할 만 하다. 또한, 경찰이나 검찰의 정책이나 전체
적인 사건 처리절차, 각 지방검찰청, 지방경찰청의 사건처리절차에 대해 주
기적으로 감찰을 행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는 별도의 기구를
설립하는 것도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도 향상과 인권보장 향상을 위한 수사
절차 개선방안으로 고민해 볼 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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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감찰기구 독립성 개선방안 토론회

패널토론

이영택 국가권익위원회 감사담당관
이연주 법무법인 서화 변호사
지은석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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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감찰기구 독립성 개선방안 토론회

수사기관 감찰기구 독립성 개선방안
이영택
국민권익위원회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v 본 토론자료는 토론자 개인의 의견임을 알려드림
v 아울러 개방형직위로 통계청 감사담당관(‘18.2.~’20.2.)과 국민권익위원
회 감사담당관(‘20.2~) 직무를 수행하면서 느낀 소회와 공직생활 26년 중
반부패청렴업무를 약 18년간 수행하면서 개인적으로 공부하거나 경험한
사례 등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v 한편, 토론자가 수사기관에서 직접 근무하지 않았기에 다소 현실과 다른 의
견이나 사실이 다를 수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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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면서
Ⅱ. 본론
1. 감사(감찰)관의 역할
2. 자체감사기구(감사관, 감찰관) 독립성 확보장치
3.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4. 수사기관 공무원 행동강령
Ⅲ. 수사기관 자체감사(감찰)기구 독립성 개선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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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면서

□ 최근 언론보도에서 시작된 검찰청 수사의 공정성·독립성 그리고 감찰관
의 직무 독립성이 정치적ㆍ사회적 이슈가 되었음
○ 소속공무원, 언론, 국회까지 법무부·대검찰청 소관법령과 행정규칙 등
관련 조문을 논거로 내세우며 시비를 다투는 등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
었음
- 지휘·감독의 합법성 여부 논쟁을 떠나, 공무원행동강령상 사적이해관계
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해당사건에서 회피를 하
여야 함
○ 「검찰청공무원행동강령」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제8호에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음
※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경우 위원장부터 직원까지 사적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신고하고 이에 따른 제척 및 회피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음
- ‘20.1~7월 현재 총 19회 이해충돌 방지장치가 작동되었음
위원장 제척 4회, 부위원장겸사무처장 회피 3회, 실·국장 제척 4회, 과장 회피
6회, 직원 회피 2회
- 위원장이 제척된 경우 해당사안에 대해 위원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으며, 해당
사안에 일체 관여도 하지 않음

-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7호의 사적 이해관계는 신고의무가 강행규정임
- 제8호는 담당 공무원이 직무관련자 사이에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를 하라는 임의규정임
· 판단자 및 신고자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은 지속적 친분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사적이해관계(연고)를 예시한 것임
·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라 하더라도 지속적인 친분관계
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의무 없음
·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신고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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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음에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다고 판단
되어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공정하지
않게 업무수행을 하였다면?

□ 수사기관의 독립성‧공정성과 감사(감찰)기구의 독립성 개선에 대해
○ 국민 대부분이 검경 등 수사기관의 독립성․공정성과 감사(감찰)기구의 독
립성 개선에 대해 총론으로는 동의하지만,
- 각론으로 들어가면 정쟁(정치논쟁)으로 변질될 우려가 많고, 실제 변질이
많이 되기도 함
- 역사적으로 각종 개혁의 추진과정에서 기득권층은 늘 개혁을 흔드는·
방해하는 움직임을 다양한 수단과 방법으로 표출하였음
※ 권한, 기득권을 가진 세력은 그 누구도 그 권한 등을 내려놓거나 나
누는 것은 쉽지 않은 일
- 개혁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국민에게 ‘팩트’, 개혁의 당위성과 논거를
정확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대중적 지지를 바탕으로 개혁하여
야 함
- 특히, 개혁추진과정에서 언행에 더욱 유의하여야 하며, 본질을 흔드는
작은 파도(?)를 잘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함
○ 개혁은 외부에서 주도해야 실효적인 추진이 가능
- 개별 조직 내부에서 감사(감찰)기구의 독립성 강화를 소속 기관장에게
건의하거나 공론화·입법화하기에는 역부족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소관기관인 감사원, 학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그리고 국회에서 공론화하고 법제화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
함
○ 모든 공공기관은 어떤 환경에서든 조직의 생존·보호본능이 작동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함
- 특히, 4대 권력기관은 그 강도가 더 세다고 할 수 있음
※ 언론 등에서 보도하는 4대 권력기관의 나열 순서는? 검찰청, 경찰청,
국가정보원, 국세청
○ 국민들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수사기관에 끊임없이 그리고 한결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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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구하고 있는 가치는?
- 바로 공정성, “법대로 하자(해주세요)”
- 수사기관 수장 등이 언론 브리핑이나 국회에서 질의 답변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은?
·“법과 원칙대로 공정하게 수사하겠습니다.”
○ 그러면 수사기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신뢰도는 어느 정도
인가?
① < 사법현안에 대한 한백리서치연구소 여론조사 분석결과114) >
- 법조인 신뢰도 : 판사(31.9%), 변호사(31.8%), 검사(13.5%)
- “우리나라에서 학업성적이 가장 우수한 고급두뇌들이 집중돼 있는 법
조인 집단이 국민으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나라의 장래를 위해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다.”
② <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신뢰도 대국민 설문조사115) >
- 각 형사사법기관을 신뢰하는가? : 법원(23.4%), 경찰(23.1%), 검찰(12.7%)
- 법조비리가 개인의 문제인가, 조직차원의 문제인가? : ‘조직차원의 문
제이다’라고 일반국민(83.1%), 전문가(93.8%) 응답
- 법조비리가 발생하는 원인은? : 일반국민들은 ‘기관의 관행 혹은 조직
문화(41.5%)’를 가장 주된 원인으로 응답, 전문가들은 ‘내부 통제장치
및 외부견제장치의 미흡(36.9%)’을 가장 많이 응답
③ < 2019 국가사회 신뢰도116) >
-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국가사회기관은? : 대통령(25.6%), 시민단체
(10.1%), 언론(9.1%), 종교단체(8.1%), 대기업(6.3%), 법원(5.9%), 중앙부처
(4.8%), 노동조합(4.1%), 군대(3.9%), 검찰(3.5%), 국회(2.4%), 경찰(2.2%),
기타(4.5%), 모름․무응답(9.6%)
④ < 청렴도 측정, 부패방지 시책평가117) >
114) 한국입법정책연구원이 대한변협 등과 공동주최한 입법정책포럼에서 발표(‘15.11.2.)
115) 형사정책연구원, ‘한국의 형사사법 체계 및 관리에 관한 연구’ 발간, ‘16년 9~10월 성인남녀 1100
명[각계전문가 65명(법학전문가 29명, 비법학전문가 36명) 포함 대국민 설문조사 실시]
116)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19년 6월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실시
117) 국민권익위원회는 ‘02년부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 측정(최근 1년간 공공서비스 유경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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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도 측정
(종합청렴도)

연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비고

검찰청

경찰청

해양
경찰청

검찰청

경찰청

해양
경찰청

2019

3등급

3등급

4등급

4등급

3등급

4등급

2018

3등급

4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4등급

2017

3등급

3등급

4등급

3등급

3등급

-

2016

3등급

4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4등급

해경은 당시

2015

4등급

3등급

3등급

4등급

2등급

4등급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
분리로 미평가

-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 3개 기관 모두 3~4등급으로 중하위권에 해당
- 부패방지 시책평가 검찰청은 3~4등급, 경찰청은 1~5등급, 해경은 지속적
으로 4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 ①~③까지의 신뢰도 조사결과에 비해 청렴도 등급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 수사기관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수사기관에 대한 이미지를 단어로 표현한다면? (언론 검색)
- 긍정적 표현 : 정의의 보루, 민중의 지팡이, 破邪顯正(파사현정), 적폐청
산 등
- 부정적 표현 : 권력의 시녀, 정권의 충견, 정권의 하수인, 선택적 정의,
상명하복, 검찰공화국,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
권유죄, 스폰서, 떡검, 장학생, 폭탄주, 정치검사ㆍ경찰,
과잉수사, 먼지털이식 수사, 인권탄압, 공작 등
- 언론에는 부정적 표현이 절대 다수 검색됨
- 명판, 명의, 명장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명검, 명경이라는 용어는 왜 일상
화되지 않을까?

Ⅱ.

본론

1. 감사(감찰)관의 역할

설문조사와 부패발생 현황자료를 기초로 청렴수준 및 부패발생요인을 진단), 부패방지 시책평가(자발
적인 부패방지 노력도 평가)를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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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공공감사법, 감사원) 규정을 중심으로
○ 중앙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
한 기본적인 사항과 효율적인 감사체계의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자체감사’란 감사기구의 장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그 소속기관 및 소
관단체 포함)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
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
○ ‘자체감사기구의 장’이란 자체감사기구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
자를 지휘․감독하는 사람 및 합의제감사기구를 말함
○ 수사기관을 포함하여 정부조직 및 공공기관 내부에서 자체 업무처리 공
정성 등을 공식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조직은 자체감사기구[감사
(감찰)실]
○ 감찰이란?
- 복무기강 확립,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속기관과 소속공
무원의 제반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
는 감찰관의 직무활동을 말함
- 직무감찰(inspection)이란 행정사무감찰과 대인감찰을 포함하는 개념(자체
감사통합메뉴얼, 감사원)
· 행정사무감찰 : 사무 또는 직무 및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조사·
평가 등을 함으로써 법령상·제도상·행정상 모순이나 문제점을 찾아
내어 이를 시정·개선
· 대인감찰 : 공무원 등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적발하여 이를 바로잡기
- 감찰의 필요성 : 비위 사전예방, 사후적 통제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국민
에 대한 책임성 확보

2. 자체감사기구(감사관, 감찰관) 독립성 확보 장치
□ 자체감사(감찰)기구 독립성 보장은 왜 필요한가?
○ 자체감사(감찰)기구의 독립성 보장이 왜 필요한가? 왜 어려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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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감찰)관 직무 및 복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자는 기관장 및 부기관
장
- 기관장 등의 지휘·감독이 위법·부당한 경우 감사(감찰)관이 법적으로,
현실적으로 그 지휘·감독을 거부하고 공식적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을
까?
○ 특히, 권한이 많고 강하며 공정성이 가장 요구되는 수사기관의 경우 감
사(감찰)관의 독립성 확보는 더욱 필요
- 상명하복 조직문화가 뿌리내린 수사기관의 영원한 사명인 공정성과 투
명성 확보를 위해 감사(감찰)관의 독립성 확보는 더욱 절실함
- 한편, 수사기관 직무수행의 공정성·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조직 외부로부터의 민주적·합법적 통제도 필요
○ 다만, 정권 및 기관장의 교체와 상관없이 감사(감찰)관 직무 독립성은 시
스템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 인적통제가 아닌 민주적 통제장치인 법률과 제도에 구체적이고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독립성 확보 가능
- 관련 법령과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 권
한의 충돌로 인한 소모적 논쟁 발생
□ 현행 자체감사(감찰)기구 독립성 보장제도
○ 「공공감사법」에서 감사기구의 장의 독립성 보장을 선언적(?)으로 규정
- 자체감찰은 태생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음
※ 기본적으로 기관장(부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음
※ 검찰청은 검찰총장 직속으로 감찰부장 배치, 경찰청·해양경찰청은
차장 직속으로 감사관 배치
- 자체감사기구의 장의 자체감사활동 독립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장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부재
※ 자체감사(감찰)활동에 대한 독립적 의사결정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고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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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감사기구의 장의 독립)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감사
기구의 장은 자체감사활동에서 독립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활동의 독립성이 보
장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이 적정하게 정하여져
야 한다.

○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 공모직위118)로 임용, 임기 등 신분보장장치 규
정
- 중앙행정기관은 ‘나라일터’에 공지하고, 인사혁신처(합의제 심사기구
별도 운용)의 서류·면접심사를 거쳐 해당 기관장에게 2~3인 후보자 추
천
- 해당기관장은 후보자 중에서 적격자를 선발(적격자 없다고 판단하는 경
우 재공모)
- 임기(최소 2년 보장, 5년까지 가능)와 신분보장장치를 규정
- 독립성 강화 등을 위해 개방형 직위 공모를 통한 감사(감찰)관을 임용하
여 임기와 신분보장 등의 자체감사기구의 장의 독립성을 어느 정도 확
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감사기구의 장의 신분보장) 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의 임용권자는 감사기구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내에 그의 의사에 반하여 채용계
약을 해지하거나 다른 직위에 임용할 수 없다.
1. 신체상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승진임용의 경우
3. 휴직의 경우
4. 제1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정직이상 징계 3년 미도과 / 정직
미만 징계 2년 미도과/, 형법 수뢰, 사전수뢰, 제삼자뇌물제공, 수뢰후 부정처
사, 사후 수뢰, 알선수뢰, 뇌물공여,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공무집행방해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5. 제39조제5항에 따른 교체 권고의 대상이 된 경우(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결과 감사기구의 장이 감사업무를 현저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할 때)
6.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

□ 검찰청 자체감사기구 장(감찰부장)의 신분상 독립성 확보 장치

118) 조직 내·외부 공무원, 민간인 모두 응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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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청 감찰부장은 검찰총장이 아닌 법무부장관이 임용과 퇴직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타 부처와 달리 소속 기관장으로부터 신분의 독립성을 보
장
- 법무부장관은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감찰부장)를 검찰청 내·외부를
대상으로 공개모집, 검찰인사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3명
이내 추천,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임용후보자 1명을 대
통령에게 임용제청
-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가능
- 법무부장관은 내부임용자가 징계사유,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고 판단되는 경우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직위에 임용할
것을 대통령에게 제청
- 법무부장관은 외부임용자가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검사로
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적격심사위원회
에 심사요청,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그
검사의 퇴직을 건의
「검찰청법」제28조의2(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임용에 관한 특례) ① 감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대검찰청 검사(이하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라 한다)
는 검찰청 내부 또는 외부를 대상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하여 적격자를 임
용한다.
②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는 10년 이상 제27조 각 호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③ 제35조의 검찰인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이 임
용 적격자인지를 심의하고, 3명 이내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법무부장관에
게 추천한다.
④ 제3항의 추천을 받은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찰인사위
원회가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임용 제청한다. 이 경우 임
용 당시 검사는 전보의 방법으로 임용 제청하고, 임용 당시 검사가 아닌 사
람은 신규 임용의 방법으로 임용 제청한다.
⑤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8조의3(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전보) ① 전보의 방법으로 임용된 감찰담
당 대검찰청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직위로 전보되지 아니한다.
1. 「검사징계법」 제2조 각 호의 징계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전보의 방법으로 임용된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제35조의 검찰인사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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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를 거친 후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그 검사를 다른 직위에
임용할 것을 제청할 수 있다.
제28조의4(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퇴직) ① 신규 임용의 방법으로 임용된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는 연임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임기가 끝나면 당연
히 퇴직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신규 임용의 방법으로 임용된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가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9조에 따른 적격심사를 거쳐 대통령에게 그 검사
에 대한 퇴직명령을 제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적격심사에 관하여 제39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중 "
임명 후 7년마다"는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으로 본다.

※ 경찰청(해양경찰청) 감사관의 신분상 독립성은 공공감사법을 준용하
고 있음
□ 검찰청 자체감사기구의 장(감찰부장)의 직무상 독립성 확보 장치
○ 검찰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검찰청 소속공무원에 대한 비위조사
와 수사사무에 대한 감사는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함
- 법무부는 검찰의 자체 비위조사와 감사 후에 필요한 경우 비위조사와
감사를 수행(법무부 감찰규정<법무부 훈령> 제5조)
○ 법무부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찰을 직접 수행할 수 있음(법무
부 감찰규정 제5조의2)
- 검찰에서 자체 감찰을 수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검찰에서 법
무부의 감찰을 요청한 경우
- 대상자가 대검찰청 감찰부 소속 직원이거나 대검찰청 감찰부 업무를 지
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
-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여 법무부장관이
감찰을 명하는 경우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감찰 사건인 경우
·직권남용체포·감금, 독직폭행·가혹행위로 인해 즉시 조치가 필요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이하 생략)
※ 경찰청(해양경찰청) 감사관의 직무상 독립성에 대한 관련 법률 및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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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찾을 수 없었음

○ 대검찰청 감찰부장의 직무상 보고 의무
- 중요감찰사건에 관하여 감찰개시 사실과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
고(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규정<대검찰청훈령> 제4조제1항)
※ 당해규정과 법무부·대검찰청 법령과 행정규칙과 충돌의 소지가 있
음
◈ 대검찰청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검찰총장의 감찰부에 대한 지휘·감독
- 검찰총장은 검찰공무원의 비위 감찰에 관한 사항 중 중요사항을 결재
[대검찰청 위임전결 규정(대검찰청 훈령) 별표]

※ Ⓐ 감찰 조사, 정보 기타 자료수집 보고, Ⓑ 수사·내사·진정사건의
조사·처리, ⓒ 검찰공무원 신분조치
※ ⓐ~ⓒ 중 일반사항은 차장검사 전결(참고로 감찰부는 검찰총장 직속으로
배치하고 있음에도 차장검사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가?)
◈ 대검찰청의 감찰개시
- 감찰은 징계를 전제로 한다고 할 수 있는데, 만약 징계시효가 지난 사건은
감찰개시하는 것이 적정한가?
- 징계시효가 지난 사건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내부 지침이 있는가?
- 비위와 인권사항이 중첩되어 있을 경우 어디에 배당을 하여야 하는가?

- 비위 혐의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에 보고하고, 감찰위원회
는 이를 검토한 후 감찰본부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대검찰청 감찰
본부 설치 및 운영규정(대검찰청훈령) 제4조제3항)
- 중요 감찰사건에 대하여는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사건 심의를 의무적
으로 회부[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운영규정(대검찰청 훈령) 제2조의3]
※ 중요 감찰사건의 감찰 개시, 조사결과 및 징계청구 등 그 조치에 관
한 사항 감찰위원회에 심의요청(제2조)
- 검찰공무원의 범죄나 비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그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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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와 신분적 조치결과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법
무부 감찰규정<법무부 훈령> 제4조제3항)
- 각급 청의 부서책임자와 감사 또는 감찰업무담당자가 그 직무수행과정
에서 검찰공무원의 범죄나 비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
장에게 의무 보고(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대검찰청 예규>
제2조)
※ 정당한 이유 없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보고하지 아니하
거나 상당기간 보고를 지연한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함(제2조제3항)

○ 대검찰청 감찰부장의 직무에 대한 검찰총장의 지휘‧감독
◈ 검찰총장은 감찰부의 모든 사무를 지휘·감독하는 권한이 있는지? 예외조항이
있는지? 관련 규정 간에 충돌이 없는지?
◈ 법무부 및 대검찰청 관련 법령과 행정규칙에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의 독립적
직무수행 권한이 있는가? 있다면 어디까지 규정되어 있는가?

- ①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검찰
청법 제7조제1항(검찰사무에 관한 지휘·감독))
→ 대검찰청 감찰사무를 담당하는 감찰부장의 감찰업무도 검찰사무의
일환, 감찰본부의 모든 업무에 대하여 검찰총장의 지휘·감독을 받
는 것인가?
- ②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검찰청법 제12조(검찰총장)제2항)
→ 감찰업무도 검찰사무의 일환, 감찰본부의 모든 업무에 대하여 검찰
총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인가?
- ③ 검찰총장은 감찰본부장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시정을 명령하거나 그 직무수행을 중단시킬 수 있음(대검
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제4조제2항))
→ 감찰부장이 중요 감찰사건의 감찰개시 사실과 그 결과만을 검찰총
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감찰의 개시, 절차 및 과정, 결
과, 처리방향에 관하여 검찰총장과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공식적인 이의제기 절차와 방법이 있는가?

- 67 -

→ 감찰본부장에 대한 검찰총장의 지휘·감독이 위법 또는 현저히 부
당하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도 검찰총장의 지휘·감독을
따라야 하는가?
→ 감찰부장은 검찰총장의 감찰개시 명령이외의 건에 대하여 자체적인
감찰개시 권한이 있는가?
→ 검찰총장이 감찰본부장에게 시정명령 또는 직무중단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단독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 아니면 감찰위원회에 의무적으로
회부하여야 하는가? 감찰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감찰본부장이 또
는 검찰총장이 단독으로 조치를 취한다면?
→ 감찰위원회는 심의결과를 검찰총장에게 제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
고하는데 권고사항이라서 검찰총장이 심의결과와 다른 방향으로 지
휘·감독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 경찰청은 경찰법 제11조(경찰청장) 제3항에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에 관한 사무
를 총괄하고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국가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24조(직무수행) 제1항에서 ‘국가경찰공무원은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2
항에서 ‘국가경찰공무원은 구체적 사건수사와 관련된 제1항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라고 규정
- 이에 따라 경찰청 차장 직속으로 배치된 감사관은 직무수행시
경찰청장과 차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함
- 이의제기 절차와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음

□ 자체감사(감찰)기구의 성과와 한계
○ 일반적으로 본부 이하 소속기관 및 소관단체의 비위에는 공정하고 독립
적으로 감사(감찰)업무를 수행하는 경향
※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 외부 특히 국민들은 ‘제식구 감싸기’, ‘팔
은 안으로 굽는다’며 감사에 대해 불신하는 경향이 있음
○ 본부 및 본부 소속 직원에 대한 감사(감찰)은 소속기관에 비하여 상대적
으로 강도가 약하게 수행하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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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속 상관인 기관장과 부기관장에 대한 감사(감찰)은?
○ 감사 총괄기구인 감사원이 수사기관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감찰을 현실
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까? 수사기관 감찰기구가 내부 감찰을 국민이 만
족하는 수준까지 수행하고 있을까?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3.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
◈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중요 감찰사건의 감찰개시, 조사결과 및 징계청구 등
그 조치에 관한 심의 후 그 결과를 검찰총장에게 제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음(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대검찰청 훈령) 제2조제1항)
◈ 검찰청 감찰업무의 공정성·투명성·독립성 확보를 위한 감찰위원회의 법적성격
(자문, 심의, 의결)의 적정성, 감찰위원 위촉의 적정성은?

□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의 법적 성격
○ 심의결과를 검찰총장에게 단순히 제시·권고하는 수준으로 검찰청 감찰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감찰부장의 직무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
는가?
○ 감찰위원회는 현행과 같이 검찰총장의 단순 자문기구로 운영하는 것이
최선인가?
○ 의결기구로 격상하여 감찰업무관련 최고결정기구로 운영하는 경우 예상
되는 부작용이 있는가? 장·단점은 무엇인가? 단점이 있음에도 의결기
구로 운영할 필요성이 즉, 장점이 더 많은가?
○ 더 나아가서 검찰청 이외의(검찰총장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별도조
직으로 운영할 것인가?
□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의 위원 구성의 적정성
○ 검찰총장이 법조계·학계·언론계·경제계·여성계·시민단체의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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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 감찰위원(5인 이상 9인 이하)으로 위촉하고, 위원장은 외부인사
중 1인 위촉, 부위원장은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위촉
※ 내부위원으로 검찰총장은 검찰청 공무원이나 법무부 실·국장 중 검
사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이 아닌 자중 1인 위촉
- 검찰총장은 감찰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모두를 위촉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검찰총장과 감찰본부장이 중요감찰사건에 대해 이견이 있다거나
정치적·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에 대하여 검찰총장의 의지와 다른 심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가? 즉, 법무부장관 및 검찰총장의 의지와 관계없
이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는가?
○ 대검찰청 감찰업무의 독립성·공정성 보장을 위해 감찰위원회 위원 구
성시 검찰총장은 내부 1인만 지정하고, 외부 8인은 관련단체로부터 각
각 2인 이상을 추천받아 그중 1인을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외
부위원 중에서 위원 호선으로 정한다면?
○ 감찰위원회 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원 자격으로 감사(감찰)업무를
일정기간 이상 수행한 일정 직급 이상의 자(공무원 등)를 추가할 필요성
은 없는가?
□ 대검찰청 감찰개시의 감찰위원회 심의여부
○ 감찰개시를 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의 받을 경우 감찰개시의 누설가능성
은? 사건 관련 증거 인멸, 은닉, 위·변조 가능성은?
○ 감찰업무의 효율성·기밀성 확보를 위하여 감찰위원회 심의대상에서 감
찰개시를 제외하면 감찰위원회 설치목적인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것인가?
○ 중요 감찰사건에 대하여 감찰본부장은 감찰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의
무적으로 회부하여야 하는데 감찰본부장 단독으로 할 수 있는가? 아니
면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회부할 수 있는가?
○ 최근 두 차례 논쟁이 된 대검찰청 감찰개시 등과 관련하여 감찰위원회
에 회부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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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사기관 공무원 행동강령
< 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
공무원행동강령(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 훈령) >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
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
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3조에 따라 지정
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
과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
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
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
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
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하여
야 하고,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상담 요청은 별지 제2호 서식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4조의2(부당한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경찰청) ① 공무원은 「범죄수사규칙」 제15
조에 따른 경찰관서 내 수사 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와 관련하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담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지휘의 취소·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
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무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공무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공무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
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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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
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이하 "특수관
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가. 공직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나. 공직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다. 공직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
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7. 500만원(300만원-경찰청·해양경찰청)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8.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8. 경찰청·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퇴직공무원(임직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
서에서 근무하였던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무
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4호의 서식으로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도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6호의 서식으로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
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해당 공무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행
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⑥ 소속 기관의 장이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제4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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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
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위반행위신고서에 본인과 위반자
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소속 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
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
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징계 등) 제19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우리나라 남자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라는 자리는 ‘독이 든 성배’에
비유
○ ‘48년 국가대표 축구팀 박정휘 초대감독 출범 이후 ’20년까지 73년이
지났는데 파울루 벤투 현 감독은 몇 대 감독일까? 73대 감독
- 평균 임기가 1년도 되지 않는 대표팀 사령탑, 명예 퇴진보다 당연히 불
명예 퇴진이 월등히 많았음
- ’86년 아시안게임 금메달 김정남 감독, ’94년 미국월드컵 선전한 김호
감독, ’02년 한일월드컵 4강 히딩크 감독, ’10년 남아공월드컵 원정16
강 허정무감독 등이 박수 받으며 떠난 감독이라고 할 수 있음
○ 또 하나의 ‘독이 든 성배’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임)
-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 ’91년 경찰청 창설, 김원환 초대 청장부터 ’20년 민갑룡 청장까지 21
대, 21명 중 11명이 피의자신분으로 검찰수사를 받았고, 8명이 유죄로
확정되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가지고 있음
- ‘96년 해양경찰청 독립 이후 17대 청장 중 3명이 구속
- ‘독이 든 성배’로 비유할 수 있는 경찰청장을 잘 보좌하기 위해 가장
노력해야할 국장은? 감사관(?),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아야
□ 「공무원행동강령(대통령령)」에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의무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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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1월 16일 신설)한 이유는?
◈ 瓜田不納履 李下不整冠(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
- 오이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자두)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
- 왜? 오해받고 의심받을 행동을 삼가라

○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의 범위를 구체화
-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사전 소명 후 기관장이 조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
써 공무원 스스로 부패발생 소지, 신뢰성·공정성 오해소지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
- 기관 차원에서 이행충돌 상황 체계적 관리
※ 공무원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준수해야 할 행동기
준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임
○ 행동강령책임관(감찰1과장, 감사관, 감사담당관)은 해당 신고에 대하여
직무재배정(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직무 재배정, 전보 등) 조치방안 필요성을 검토하여 소속 기관장
에게 보고
□ 검찰총장(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과 검찰청(경찰청, 해양경찰청)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사적 이해관계로부터 항상 자유로웠는가?
○ 다시 말하면 혈연,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의 연고관계
로부터 항상 자유로웠는가?
-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늘을 우러러 떳떳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처리하였
는가?
- 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 공무원들은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른 사적이
해관계를 신고하여 수사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 사적이해관계 신고건수가 있긴 하는가?
- 신고건수가 없다면 수사기관 공무원 직무처리 시 사적이해관계가 없다
고 장담할 수 있는가?
- 신고건수가 없다면 수사기관 행동강령책임관을 비롯한 감찰(감사관)실
직원들은 적극적인 홍보ㆍ교육과 함께 내부감찰을 하여야 한다고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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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
□ 사적이해관계 신고에 대한 처리
○ 행동강령책임관은 위반행위를 구체적 사안별로 확인 판단한 후 해당 공
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
○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
를 할 수 있음
□ 한편 기관장이 사적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누구에게 신고해야 하는가?
○ 기관 행동강령책임관(감찰1과장, 감사관, 감사담당관)에게 신고
○ 행동강령책임관이 기관장의 직무재배정(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직무 대
리자의 지정, 직무 재배정 등)
□ 감찰(감사)관실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장 곤란한 상황은 어떤 상
황일까?
○ 직속상관인 기관장(또는 부기관장)이 공정성을 의심받을만한 상황에 처
해있다면? 기관장이 신고의무를 위반하였다면?
- 감찰관과 기관장 비서실장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기관장이 명예
롭게 임기를 마칠 수 있음
※ 기관장도 ‘사람’, 사람은 전지전능하지 못하고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
- 본청이든 지방청이든 감찰업무수행자에겐 동일하게 곤란한 상황

Ⅲ.

수사기관 자체감사(감찰)기구 독립성 개선을 위한 제언

지금까지 검찰청을 중심으로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자체감사기구
(감찰관)의 역할, 성과와 한계, 독립성이 왜 필요한지, 독립성의 종류엔 신분
상 독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이 있다는 점, 감찰위원회의 성과와 한계,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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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 등에 대해 살펴보았음.
수사기관은 국민 앞에 당당해져야하고, 모든 개혁은 수사기관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혁이 되어야 할 것임, 국민들이 믿고 의지하는 수사기
관이 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 관계자들은 사건을 더욱 공정하게 중립적으로
처리를 하여야 할 것임.
한편, 수사기관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수단으로서 감찰기구의 역할은 더
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감찰기구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
직 내·외부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직무를 처리할 수 있는 법과 제
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정치권의 부당한 개입·간섭·외압이라는 말이 나오
지 않도록 최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화할 필요.
특히, 수사권조정에 따라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에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
권이 부여되는데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함, ‘20.6.22. 제6차 ‘공정
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문재인대통령은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하였는데 감찰기능 강화 및 감찰의 독립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설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방식대로 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기대함.

1. 수사기관 감사(감찰)위원회 도입
□ 독립적인 권한이 부여된 의결기구로 구성·운영
○ 기관장에게 심의결과를 단순히 제시ㆍ권고하는 성격의 자문기구로는 독
립성 확보에 한계가 많음
□ 수사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감사(감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방안
○ 법적근거 마련 검토
- (1안) 「수사기관 감사(감찰)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가칭)」
- (2안) 「검찰청법」, 「경찰법」에 각각 설치 근거와 주요 조항을 규정하
고, 하위법령에서 구체적화
※ 중앙행정기관 등은 관계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감사기구를
합의제감사기구로 둘 수 있음(공공감사법 제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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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감찰)위원회의 조직·인사·예산·직무상 독립성 등에 대해 규정
- 조직 : 기관장 직속
- 인사
·소속직원 추천권, 위원회 내 전보권, 기관내 전보제한기간 및 예외조항,
전문직위 운영 등
·감사위원① : 자격, 결격사유, 겸직금지, 임기(연임제한 횟수), 위원수(○
명 이상 ○명 이하로 규정하되 위원이 일시에 교체되면 위원회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연도별로 정원까지 확대 임명), 상임·비상임
위원 범위, 신분보장, 준수의무 등
·감사위원② : 임명권, 공모·추천·위촉 방식[검찰총장(경찰총장, 해양
경찰청장)의 당연직 1인 추천권 부여 여부, 상급 감독기관장의 당연직
1인 추천권 부여 여부, 법조계·학계·시민단체·감사경력 보유자(위원
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일정기간 감사경력을 가진 일정직급 이상 전직
공직자) 등 다양한 전문가 임용]
·감사위원장의 선출·임명 방법, 궐위시 대리지정
- 예산 : 기관내 예산편성 및 집행의 자율성 범위
- 직무 :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 및 기관장에 대한 조치요구권
- 기관장의 권한 : 연간감사계획 및 반부패청렴추진시책 등 협의·동의권
(?), 감사(감찰) 요구권, 감사(감찰)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한 재심의 요구권 등
- 위원회 운영 : 정기회의 주기, 임시회의 소집권, 안건 배부 기한, 회의결
과 공개여부(비공개시 제한적 공개범위), 이해충돌방지
장치, 회의·의결정족수, 감사(감찰) 결과의 통보 및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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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등
- 사무국의 운영 : 감사(감찰)관의 임용 자격·임기·절차와 방법, 신분보
장[검찰청법 제23조의 3내지4(검사의 전보 및 퇴직)에
서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의 구체화
필요], 사무조직의 설치 등
·감찰관을 개방형직위로 임용하되 자격요건 검토 필요
※ ① 내부출신 임용제한(제식구 감싸기 방지), ② 연속적으로 내부 직
원 임용 금지, ③ 검찰청·경찰청 출신인 경우 퇴직한 후 일정기간
(약 3년)이 지난 자로 제한, ④ 내·외부 제한 없음
※ 검찰청(현행과 같이 판사·검사·변호사로서 10년 이상 재직 요건으
로 할지 다른 직역까지 확대할지 여부), 경찰청·해양경찰청(공공감사
법에 따른 자격요건으로 할지 추가적으로 규정할지 여부)

< 참고사항 1. 광역지자체의 감사위원회 >
◈ ‘06년 제주를 시작으로 서울·부산·광주·대전·강원·충남·세종은 조례를 제정하여 합의
제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음
◈ 도입목적 : 독립적인 전문기구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감사의 독립성·공정성·신뢰
성 확보
< 참고사항 2. 공기업 사장과 감사의 직무 분장 >

2. 검경 수사권 조정이후 경찰과 해경에서 수사의 공정성 및 자체
감사(감찰)기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은 무엇
인가? 공론화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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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감찰기구 독립성 개선방안 토론회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법무부
감찰권 실질화 권고에 대하여
이연주
법무법인 서화 변호사

1. 들어가며
2019. 10. 7.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의 셀프감찰 폐지와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권 실질화를 위한 권고를 발표했다.
우선 검찰의 검사에 대한 감찰 폐지에 관하여, 개혁위는 "그동안 검
사 비위에 대해 검찰은 셀프감찰을 통해 제식구 감싸기식 감찰을 했고
그 과정도 공개하지 않아 제대로 된 감찰을 하지 않았다"며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외부 견제와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검찰에 대한 문민통제
의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이유로 밝혔다.
개혁위는 또 법무부에 검찰에 대한 '감찰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감찰
조직과 인력, 예산 등을 충분히 확보할 것을 권고했으며, 현직 검사를
법무부 감찰관과 감찰담당관·감사담당관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규정도
즉시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한편 대검은 같은 달 24. 보도자료를 통해서 감찰에 대한 외부통제를
강화하고 법무부와 감찰협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법
무부와의 감찰협업에 대하여는 “검찰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
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법무부에 감찰을 요청하는 한편,
감찰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 공유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위 권고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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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진정사건 및 채널에이 검언유착사건이
불거졌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위 사건들을 대검 감찰본부를 제치고 서
울중앙지검 인권감독실과 대검 인권부에 직무이전지시를 함으로써 논
란이 일기도 하였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검사 비위에 대한 감찰강화 방안이 나온 배경
을 살펴보고, 그 방안의 이행촉구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검찰 감찰
강화나 감찰권의 독립성 제고는 상당기간 토론되고 의견수렴이 이루어
진 주제이고, 위 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실행하는 것이 선결이 아닐까
한다.

2. 검찰의 자정노력과 성과에 대하여
검사 비위에 대한 감찰강화 방안은 1997년의 의정부법조비리, 1999년
대전법조비리를 시작으로 논의가 본격화되었고 사건이 터질 때마다 검
찰총장이 자정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이 항에서는 검찰의 자정노력이란 것이 그때 그때의 사건에 대응하여
미온적인 보여주기에 불과하고, 별달리 눈에 띄는 성과를 보여주지 못
했음을 말하고자 한다.
가. 2003년 송광수 검찰총장의 내부감찰 강화 약속
송광수 검찰총장은 2003 년 취임 직후 브로커로 활동하던 유흥업소
업주로부터 검사 20 여명이 향응을 제공받은 데 대하여 `내부감찰을 대
폭 강화하겠다'며 감찰부를 검찰총장 직속기구로 전환을 선언한 바 있
다. 당시는 대검 감찰부의 부장은 대검 차장의 지휘를 받는 검사장급
간부였다.
(1) 위 안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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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안은 검찰총장이 직접 감찰부를 통제, 관할하거나 위상을 높이면
감찰이 제 역할을 할 것으로 전제한 것으로 보이나 실효성이 없어 보
인다. 그 이후의 일이지만, 2012 년 한상대 검찰총장은 대검 중수부 폐
지에 반대하는 최재경 중수부장에 대한 보복성 감찰을 감찰본부에 지
시한 바 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은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진
정사건에서 자신의 측근인 엄희준 검사, 채널에이 검언유착사건에서는
한동훈 검사장을 비호하기 위해서 나섰다.
즉 검찰총장이라면 대검 차장과는 다르게 제 식구 감싸기에서 벗어나
공정성을 발휘할 것이라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2009 년의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중도 사퇴에서 보듯이 검찰총장도 스폰서 문화에
젖어 있던 검찰 구성원의 하나에 불과하였다는 것이다.
(2) 그 후의 솜방망이 처분 사례들
2003년 양길승 대통령 제1부속실장의 '청주 키스나이트클럽 향응 사
건'이 불거졌을 때, 과거 이 업소 사장으로부터 유영하 검사가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도 함께 드러났고, 감찰부에서는 수뢰죄로 형사입건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으나 감봉 3월의 처분에 그친 사실이 있다.
또한 2003년에는 춘천지검 영월지청 검사와 직원들이 강원랜드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의혹과 관련된 감찰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3) 검찰 감찰권의 법무부 이관 논의
당시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검찰 감찰권의 법무부 이관을 개혁과제로
추진하였으나, 송광수 검찰총장은 '법무부에 감찰부서를 신설하더라도
검찰 조직 내에 감찰 기능은 그대로 존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이견
을 보였다.
나. 2005년 김종빈 검찰총장의 감찰기능강화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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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 X파일에 담긴 검찰 간부의 `떡값수수설'과 관련하여 논란이
제기되었다. 2005년9월 12일 검찰은 감찰부장을 고검장급 또는 상석검
사장으로 임명하고 장기적으로는 검찰총장 직속기구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감찰 기능 강화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하였다. 위 안은
2003년 송광수 총장이 발표했던 것을 다시 꺼내든 데에 불과하다.
대검은 또한 검사 및 검찰 직원의 비리에 대한 진정 투서 고소 고발
사건은 원칙적으로 감찰부가 직접 처리하되 감찰뿐 아니라 특별수사에
준하는 고강도 수사를 병행한다고 발표하였다. 내부자의 비위단서 발
견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감찰연구관실에 검사 1명과 계장 1명을 배
치했고 비리 연루자 적발시 단순 징계를 넘어서 기소처리를 할 것이라
고 부연하였다.
다. 2006년 법조비리근절대책 발표함
권태호 검사장이 형제회라는 친목모임에 소속되어 그레이스백화점 회
장 김흥주에 대해 검찰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박주원 수사관에게 청탁
을 한 사건이 불거졌다. 그리고 법조브로커 김흥수로부터 천만원을 받
은 혐의로 김영광 검사가 구속되었다.
대검찰청은 법조브로커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발표를 하였고, 아
래의 법조비리 근절대책을 발표하였다.
“검사에 대해서는 내사·수사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검사 직무를 정지
시키고 징계절차가 끝난 후 사표를 처리, 그 결과를 변호사협회에 통
보해 변호사 등록 때 불이익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검사 감찰을 맡고 있는 대검 감찰부의 권한을 강화하고,
총장 직속으로 위상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감찰부장
직급도 수석검사장이나 고등검사장으로 올리는 방안도 내부 논의 중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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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부를 총장직속으로 하거나 감찰부장의 직급에 관한 것은 위에서
본 2005 년 안을 다시 한번 우려먹은 데 불과하다.
라. 2009 년 조직쇄신 발표
검찰은 2009 년에는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중도 사퇴로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자 검찰은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 감찰활동,
전 직원 관리감독 강화와 투명성 강화 등 대책을 발표하고, 조직내 뿌
리깊게 자리잡은 ‘스폰서 문화’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마. 2010 년 고강도 개혁방안 발표

(1) MBC 피디수첩 “검사와 스폰서” 편
법무부가 '스폰서 검사'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검사장들에 대해 전보
조치하거나 사실상 직무에서 배제하는 등의 인사조치를 전격 단행했
다.
법무부는 MBC PD 수첩이 보도한 '검사와 스폰서'편에서 부산·경남지
역 전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향응을 받았다고 의혹이 제기된 한승철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했다. 또한
스폰서 검사 의혹 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되어 검사 10 명에 대하여 동
일한 혐의사실로 징계를 건의하였다.
같은 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수사와 관련해
박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민유태 검사장
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되었다.
(2) 그랜저 검사 사건
2008 년 초 서울중앙지검 형사 2 부 부부장 정인균 검사가 친구인 건
설업자 김 모 씨로부터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잘 봐 달라는 부탁을 받
고, 사건을 담당했던 후배 검사들에게 “기록을 잘 살펴 달라”고 요
구하여 영향을 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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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의 내용은 100 억 원대의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해 마찰을 빚고
있던 투자자 4 명을 배임죄로 고소했으니, 이들이 처벌받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경찰은 무혐의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송치했으나,
담당 검사는 피고소인들을 불구속기소 했다. 정인균은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그랜저 승용차를 포함한 4600 여 만의 금품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1 심에서부터 대법원까지 줄곧 무죄를 선고받았고, 무죄확
정 후인 2009 년 4 월 고소인인 건설업자와 검사의 유착을 탐지하고서
검찰에 진정서를 내는 한편, 정인균 검사와 담당 검사를 고발하였다.
검찰은 1 년 3 개월이 지난 2010 년 7 월, 건설업자가 정인균 검사에게
제공한 금전을 뇌물로 볼 수 없으며, 돈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는 사
유로 무혐의처분을 내렸다. 2009 년 4 월 고발된 정인균이 곧바로 자동
차 값을 반환한 것을 근거로 뇌물수수 관계가 아닌 금전대차 관계로
처리했던 것이다. 이 사건의 주임검사는 오정돈 검사였다.
2010 년 10 월 이 사건이 언론에 제보되고 국정감사에서까지 논의되는
상황으로 번지자, 11 월 6 일 김준규 검찰총장이 재수사를 지시해서 12
월 8 일 구속 기소가 이뤄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인균에게 징역
2 년 6 개월에 벌금 3514 만 원과 추징금 4614 만 원을 선고했고 위 형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3) 감찰분야 개선안 발표
검찰은 감찰 분야 개선안으로 대검찰청 감찰부의 독립성과 위상을 대
폭 강화하겠다며 방안을 내놨다. 개방직의 취지에 맞게 외부인사를 대
검 감찰부장에 임명하고 검찰총장과 임기가 겹치지 않게 임기 2 년을
보장해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 검찰 조직원들이 부적절한 외부
인사를 접촉하는지 감시하는 암행감찰의 활성화가 그 주된 내용이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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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2012 년 법무부 중점 추진정책 ‘검사의 비위 방지와 청렴성 제
고’
(1) 벤츠 여검사 사건
부장판사 출신인 최호근 변호사가 이소연 검사와 검사장에게 검찰수
사와 관련된 사건청탁 및 인사 청탁을 했다는 진정서가 대검찰청에 제
출되었다. 대검 감찰본부는 A검사의 주변을 탐문한 결과, 벤츠를 타고
다니지 않는다는 사실만 확인했고, 진정 내용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
하여 부산지검으로 사건을 내려 보내 감찰을 지시했다.
부산지검이 진정인 조사를 통해 관련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
도 이소연 검사의 사표는 수리되었다. 당시 중앙인사위원회 규정에 따
르면 공직자가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
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일 때 임용권자는 사표 수리를 하지 않아야 하
는데, 대검 감찰본부는

해당 검사의 사표 수리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

서를 법무부에 제출하여 사표가 수리되었다.
2005년 대검은 검사의 비리에 대한 진정사건은 원칙적으로 감찰부가
직접 처리하되 감찰뿐 아니라 특별수사에 준하는 고강도 수사를 병행
한다고 발표했다. 첫째 비위검사가 소속된 검찰청에서는 해당 검사에
대한 감독책임을 지게 될 상급자들이 사건을 무마할 염려가 있어 대검
감찰부의 직접 감찰을 원칙으로 한 것이다. 그리고 둘째는 대검 감찰
과 소속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의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수사
를 병행할 수 있다. 그런데 벤츠여검사 사건에서는 2005년 발표한 내
용이 전혀 준수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까지 발표된 검찰의 여러 방안들은 국민의 비난과 공분을
피해가기 위한 임시방편일 뿐이라고 여기지 않을 수 없다.

(2) 법무부 중점 추진정책 발표
법무부는 2012 년 중점 추진정책에서 ‘검사의 비위 방지와 청렴성
제고’를 공정한 법집행을 위한 주요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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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업무 수행이 불성실하거나 비위 의심이 있는 검사는 연 2 회 집중
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대검찰청 차원에서 사무감사ㆍ집중 감찰을 시
행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업무수행 불성실ㆍ비위 검사 관리 지침’
을 제정한다.
(나) 감찰 과정에서 비위가 발견되면 즉시 징계 조치하고, 대검의 집중
감찰 결과는 6 개월마다 법무부로 통보한다. ‘제식구 감싸기’를 차단
하기 위해 비위 발생시 감찰담당자와 관련기관장의 부실감찰 여부를
추궁하는 검사ㆍ수사관의 책임감찰제를 시행한다.
(다) 검사에 대한 고소ㆍ고발, 진정 사건은 원칙적으로 감찰본부나 상
급청에서 전담해 3 개월 내 신속처리한다. 검찰공무원이 내부 비위를
실명 또는 익명으로 제보하고, 검사가 불순한 청탁을 의뢰 받았을 때
자진신고할 수 있는 ‘검찰클린시스템’ 등도 활성화 한다.

사. 2015년, 2016년 서울남부지검에서의 검사비위 은폐 시도
2015년 서울남부지검의 김형렬 부장검사, 진동균 검사는 성추행 비위
를 저질렀으나 징계나 수사를 받지 않고 사표가 수리되었다. 당시 대
검 감찰1과장이던 장영수 검사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 조사
를 진행하다가 중단하였고, 서울남부지검 2차장이던 문찬석 검사는 진
동균 검사의 돌연한 사직을 문의하는 기자들에게 사직이유에 대하여
부장과의 갈등이라는 거짓말을 하였다.
2016년 5월 김홍영 검사가 자살한 사건에 있어 대검 감찰본부는 김대
현 부장검사의 폭행, 폭언 의혹에 대해서 직접 조사하지 않고 서울 남
부지검에 자체 조사를 맡겼다. 김대현 부장검사에 대한 지휘감독책임
을 지는 검사장과 차장검사가 사건무마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데, 오
히려 대검의 노림수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김홍영 검사의 부모가 6월 1일에 대검찰청과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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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김 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가 6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검찰
청에 성명서를 제출한 끝에 결국 대검 감찰본부가 감찰을 개시하게 되
었다.
아. 2016년 특별감찰단 신설
진경준 검사의 비리 사건이 발생하였고, 고교 동창인 사업가로부터
5000만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형준(46·사법연수원
25기)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해임이 청구됐다.
그 후 대검은 부장검사 이상 검찰 간부의 비위를 상시 감찰하는 '특
별감찰단'을 대검찰청에 신설했다.
그런데 위 특별감찰단 초대 단장이 그랜저 검사 정인균을 무혐의처분
한 오정돈 검사이고, 2대 단장이 안태근의 성추행에 대한 감찰을 최교
일의 압력에 의해 중단한 서영수였다. 그리고 대검이 검찰개혁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만든 미래기획단 단장을 2005년에 이인규 검사가, 2011
년에는 진경준 검사가 각 2년간 지낸 점을 더해 보면, 검찰의 자정의
지와 노력이라는 것은 공허한 말일 뿐임을 알 수 있다.

3. 검찰의 감찰기능이 무기력한 이유
가. 구명운동의 용이함
검사들은 학연, 근무연, 사법연수원 동기 등의 각종 연으로 서로 얽혀
있어 감찰사건 무마를 위한 운동을 하기가 용이하다.
한편 2010년부터 대검의 감찰본부장을 외부공모로 발탁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 첫째 감찰과에 속한 검
사들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가는 검찰조직의 적이 될 염려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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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임기제인 감찰본부장이 그 불이익을 막아줄 능력이 없으므로 임기
제인 감찰본부장의 통솔을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둘째는 판사
출신인 이준호 감찰본부장(2012년~2016년)도 2015년, 2016년 서울남부
지검의 사태에서 사건을 은폐하려는 검사들에게 동조하거나 최소한 무
기력하였는바, 감찰본부장을 외부공모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나. 강한 로비노력

“암에 걸린 검사도 다음 인사를 걱정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검사
들은 인사에 연연하고, 퇴직 후 누릴 수 있는 전관예우의 수준과도 관
련되어 있다. 그리고 변호사회는 공직에 있을 동안 비위가 있었던 자
에 대하여는 변호사등록심사를 엄격히 하는데,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김
학의의 변호사등록을 거부하였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김형열 부장
검사는 등록심사가 엄격한 서울지방변호사회 대신 광주지방변호사회에
서 등록하기도 하였다.
이런 이유로 감찰대상이 된 검사는 구명운동에 필사적일 수 밖에 없
다.
반대로 감찰대상자로부터 부탁받아 감찰무마의 청탁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해당 감찰대상자로부터 향후 받게 될 특혜를 기대해서 인
데, 이는 검사에게 막대한 권력이 있어 은혜를 입을 것이 많기 때문이
다.
다. 감찰담당 검사들의 마인드
기본적으로는 수사 및 기소권을 행사하는 것과 동일한 마음자세로 감
찰을 행한다고 본다. 수사, 기소권도 남용, 전횡하는데, 감찰 따위야 더
수월하게 여기는 마인드가 있고, 청탁에 대해서도 아무런 경계심이 없
다고 여겨진다. 또한 감찰 담당 검사는 형사부 등의 일선 부서로 복귀
하여야 하는데, 청탁을 거절했다가는 향후 검찰에서의 인사는 마음을
내려 놓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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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이 중대한 범죄도 봐주거나 보복, 표적 수사를 하는데, 이런 검
사들에 대하여 공정하게 감찰업무를 수행하기를 바라는 것이 허황된
요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4. 2019. 10. 7.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권 실질화 권고 이행 상황
같은 달 21. 법무부는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직접 감찰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무부 감찰규정｣을 개정하는데 그쳤고, 검찰의 셀프감찰은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
기존에는 법무부가 직접 감찰을 하는 경우가 아래 3가지였다.
① 검찰에서 자체 감찰을 수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② 대상자가 대검찰청 감찰부 소속 직원이거나 대검찰청 감찰부 업무
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
③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항으로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
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무부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
우
그런데 2019. 10. 21.의 개정시행으로 아래 4가지가 추가되었다.
① 검찰에서 법무부의 감찰을 요청한 경우
② 직권남용체포·감금, 독직폭행·가혹행위로 인해 즉시 조치가 필요
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③ 의원면직을 신청한 검사 등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 혐의가 있
음에도 검찰의 자체 감찰이 정당한 이유없이 신속하게 수행되지 아
니하는 경우
④ 은폐할 의도로 검사 등의 비위에 대해 법무부장관 보고가 이루어지
지 아니한 사건

- 89 -

5. 결론
2019. 10. 7.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의 셀프감찰 폐지와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권 실질화를 위한 권고를 발표했다. 그런데 위 권
고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사이에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진정사
건이 접수되고 채널에이 검언유착사건이 불거졌으며, 윤석열 검찰총장
이 위 사건들을 대검 감찰본부를 제치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실과
대검 인권부에 직무이전지시를 함으로써 논란이 일기도 하였다.
검찰의 감찰권 법무부 이전은 2003년부터 논의되어 온 것이고, 더 이
상 완전무결한 안을 만들려는 노력보다는 일단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해당 권고가 이행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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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감찰기구 독립성 개선방안 토론회

토 론

문
지은석119)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공직사회의 비위근절과 청렴한 풍토 조성을 위해 감찰기구가 정
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함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나아가
그 정상적 작동을 위해서는 감찰기구의 독립적 구성·운영이 필
수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 발제내용에 십분 공감합니다. 덧붙여 감찰기구 내외 측면으로 나
누어 몇 가지만 강조·첨언하겠습니다.
❍ 우선 내부적 측면입니다.
◦현재 수사기관의 감찰 담당자는 모두 내부에서 임명 가능합니
다.
- 감찰담당 대검찰청검사는 내부를 대상으로도 모집가능합니다
(검찰청법 제28조의2제1항).120)
- 경찰청 감사관은 경무관으로 보할 수 있고(경찰청과 그 소속
기관 직제 제6조제1항),121) 감찰관은 경찰공무원 중에서 선발
합니다(경찰감찰규칙 제2조제3호, 제6조제1항).122)
- 해양경찰청 감사담당관은 총경으로 보할 수 있고(해양경찰청
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1항),123) 감찰관은 감찰업무 담당하는
해양경찰공무원등을 말합니다(해양경찰감찰규칙 제2조제4호).124)
119)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前 사법경찰관, 前 검사, 前 변호사)
120) 동법 제28조의2 ①감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대검찰청 검사(이하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라
한다)는 검찰청 내부 또는 외부를 대상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하여 적격자를 임용한다.
121) 동 직제 제6조 ①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122) 동 규칙 제2조 3. "감찰관"이란 제2호에 따른 감찰을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제6조 ①경찰기관의 장은 감찰관 보직공모에 응모한 지원자 및 3인 이상의 동료로부터 추천 받은 자
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감찰관을 선발한다.
123) 동 직제 제9조 ①감사담당관은 4급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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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감찰 담당자 중 내부 비율이 높을수록 독립성 확보는
요원할 것입니다. 인지상정 상 온정적 운영으로 흐르게 마련이
고 감찰대상자에게 관련 정보가 새나가기 일쑤일 것입니다.
◦실효적인 내부감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내부 충
원을 줄여나가는 방향의 규정개정이 필요합니다. 이는 감찰기
구의 장(長)뿐만 아니라 그 기구의 소속 직원들에게도 공통적
으로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인력충원 상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선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
찰청 등의 상급부서 감찰기구에서라도 그 소속 직원들의 독립
성을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 다음으로 외부적 측면입니다.
◦내부적 독립성이 확보되는 것과 별개로 외부통제 장치가 갖추
어져 있어야 합니다.
◦독립성이 확보되어 있더라도 다양한 사유로 부적절한 내부감찰
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감찰기구의 내부충원이 가능한 현
실태에 비추어 보면 비위 무마식의 봐주기 감찰이 벌어질 가능
성이 상존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항시적이고 실효적인 외부통제를 가할 수 있는 시스템
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외부통제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 살
펴볼 수 있습니다.

124) 동 규칙 제2조 4. "감찰관"이란 제2호에 따른 감찰업무를 담당하는 해양경찰공무원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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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상급기관에 의한 감찰’을 통한 외부통제입니다.
- 하급기관에서 비위 무마식의 부실감찰이 이루어질 때 상급기
관에서 적시에 개입하여 이를 바로잡는 것은 당연한 권한이
자 임무라고 하겠습니다.
- 관련하여 작년 10월에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직접 감찰범위
가 확대되고125) 검찰의 법무부에 대한 감찰보고의무가 신설
되었습니다.126)
- 정치적 이유로 공방이 따랐지만 자체감찰이 무력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상급기관의 실효적 개입수단을 마련한다는 목적에
이의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협의하여 합의된 내용인 만큼 제도적으
로 정착되어 원 취지를 살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회적
인 협력과 응원도 필요합니다.
- 참고로 법무부 감찰관도 검사로 보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는
데(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의3제1항)127) 필수불가결
한 사항인지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25) 동 규정 제5조의2 법무부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찰을 직접 수행
할 수 있다.
1. 검찰에서 자체 감찰을 수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검찰에서 법무부의 감찰을 요청한 경우
2. 대상자가 대검찰청 감찰부 소속 직원이거나 대검찰청 감찰부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 중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여 법무부장
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
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감찰 사건인 경우
나. 직권남용체포·감금, 독직폭행·가혹행위로 인해 즉시 조치가 필요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다. 의원면직을 신청한 검사 및 5급 이상 검찰공무원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 혐의가 있음에
도 검찰의 자체 감찰이 정당한 이유없이 신속하게 수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라. 은폐할 의도로 검사 및 5급 이상 검찰공무원의 비위 중 제4조의2에 따른 법무부장관 보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건(다만, 검찰총장 보고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찰에서 자체적
으로 감찰을 수행한다.)
126) 동 규정 제4조의2 ①검찰공무원의 범죄나 비위에 관한 보고를 받은 각급청의 장은 그 내용이 극히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지체없이 법무부장관과 상급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각급청의 장은 검찰공무원의 범죄에 대한 처리결과와 비위에 대한 신분조치결과를 법무부장관과
상급 검찰청의 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검찰공무원의 범죄나 비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극히 경미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이를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그 처리결과와 신분조치결과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청의 장이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
게 보고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7) 동 직제 제4조의3 ①감찰관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93 -

◦둘째는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를 통한 외부통제입니다.
- 어떤 기관에서든 부적절한 내부감찰 時 매서운 수사의 대상
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야 합니다. 해당 비위혐의 자체에 대
한 수사는 물론 부적절한 감찰을 자행한 감찰 담당자들도 수
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 非수사기관의 경우 비위 무마식의 부실감찰 時 별개 수사기
관의 사후통제를 받게 되므로 그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
다.
- 반면 수사기관의 경우 구조적으로 이러한 사후통제에 둔감하
게 됩니다. 스스로 수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최종적 수사기관의 경우 더 두드러진다고 하겠습니다.
-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 간 상호 통제장치가 마련
되어 있어야 합니다.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개
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 측면에서 과거에 비해 획기적인 개혁을 이루었
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 관련하여 부적절한 감찰의 경우 통상 은폐목적의 허위보고서
작성을 통해 이루어지게 마련일 텐데 다행스럽게 직무유기죄
(형법 제122조)와128) 더불어 허위공문서작성죄(형법
제227조)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고위공직자범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동법 제2조제3호
가, 나목).
- 하지만 판례는 은폐목적으로 허위공문서작성 時 직무유기죄
128) 한편 판례는 ‘의식적인 방임이나 포기’를 요구하여 직무유기죄 성립요건도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229 판결 : “형법 제122조에서 정하는 직무유기죄에서 ‘직무를
유기한 때’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 성실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에 성립하
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
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그리하여 일단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
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만으로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은 아니고, 공무원이 태만·분망 또는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한 탓으로 적절한 직무수행에 이르지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도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
연구기관의 장이 징계의결을 집행하지 못할 법률상·사실상의 장애가 없는데도 징계의결서를 통보받
은 날로부터 법정 시한이 지나도록 집행을 유보하는 모든 경우에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
고, 그러한 유보가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이나 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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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을 부정하면서129) ‘의식적인 방임이나 포기’를
요구하여 직무유기죄 성립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부실
감찰에 대한 형사처벌을 위한 법리적 연구가 필요하겠습니
다.
-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한정된 인력과 조직으로 수사
기관의 부실감찰에까지 어느 정도의 통제효과를 거둘 수 있
을지 의문이 듭니다. 향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두고 정치권은 물론 학
계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끝.

129)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11226 판결 : “공무원이 어떠한 위법사실을 발견하고도 직무
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
문서를 작성·행사한 경우에는 직무위배의 위법상태는 허위공문서 작성 당시부터 그 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 및 그 행사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
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원심으로서는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 1, 3에 대한 직무유기죄의 범죄사실
중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였다는 부분과 허위공문서작성 및 그 행사죄와의 관계에 관하여도 살펴
보아야 함을 덧붙여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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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뒷면

- 9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