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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대한민국은 최고위층 공직자의 부패 시나리오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재정권 시절 뿐 아니라 근래 민주주의 정부에서도 한국 공공
기관의 핵심에서 제도적 부패가 관찰되었다.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
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위 공직자와 공무
원들은 지금까지도 부패와 그 과정에 관여하고 있다. 여기서 분석된
사례에서 관찰된 바와 같이, 이러한 상황들은 일반적으로 한국의 가
장 대기업들 혹은 재벌들과 일부 관련되어 있지만, 공무원들이 개인
에게 특권과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뇌물을 받는 수동적인 사람들이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 !
박근혜 전대통령과 관련된 부패 등과 같은 고위 공직자들
과 관련된 사례는 공공 자원의 많은 양(국제 투명성 기구, 2016년)영
향을 받기 때문에 “큰 부패(Grand Corruption)”로 분류될 수 있다. 그
러나 본 논문에서 분석된 네트워크는 뇌물뿐만 아니라 관련된 공공
및 개인이 정부 전반에 걸쳐 다양한 형태의 특혜와 무형의 이익에
대해 분석한다. 이러한 선상에서, 다양한 유형의 상호 작용을 설정하
는 여러 노드 및 사람들의 참여를 고려해보면 구조는 거시적인 부패
및 제도적 포섭으로 더 잘 정의될 수 있다(Garay Salamanca, SalcedoAlbarán, & Macías, 2018d). 명심하건대, 이 논문은 박근혜 전대통령
과 관련된 부패에 연루되어 있는 공공 및 개인간의 초기 활동의 상
호 불법적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범죄 네트워크 분석의 적용에 대한
초기 활동에 대한 내용이며, 특히 그 사례가 요소의 다양성과 복잡
성을 고려할 때 제도적 공동 포섭의 상황으로 더 잘 이해될 수 있다
는 것을 보여준다. (Garay Salamanca, Salcedo-Albarán, & Macías,
2018d).
! ! !
여기에 적용된 범죄 네트워크 분석은 불법 네트워크 모델
을 정교하게 만들기 위해 질적 소스들을 체계화 하는 SciVort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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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ion이 개발한 이론, 방법론, 알고리
즘 프로토콜의 집합이다(Vortex Foundation
& SciVortex Corporation, 2020). 소셜 네트
워 크 분 석 ( D e g e n n e & Fo r s é , 1 9 9 9 ;
Carrington, Scot, & Wasserman, 2005;
Csermely, 2006; Csermely, 2006; Borgatti,
Mehra, Brass, Labianca, 2009)에서 지속된
이 접근 방식은 노드/에이전트와 라인이 개
인 및 기업 에이전트 간의 상호 작용을 나타
내는 모델에 적용되었다. 여기에 제시 및 분
석된 것과 같은 결과 네트워크 모델은 가장
관련성이 높은 상호작용 유형과 대규모 네트
워크 또는 수퍼 네트워크를 명확하게 설명하
는 가장 관련성이 높은 노드/에이전트에 대
해 알 려 준 다 (Salcedo-Albarán & GaraySalamanca, 2016; Salcedo-Albaran & GaraySalamanca, 2021).
! ! !
이 경우, 범죄 네트워크 분석은 사
건에 연루된 노드/에이전트에 대한 검찰과
유죄 판결에 대한 사실을 알린 신뢰할 수 있
는 미디어 소스를 체계화하는 것으로 구성된
다. 보통, 형사 네트워크 분석은 사법 기록에
적용되지만, 이 경우에는 그러한 기록들은
대중들이 접근할 수 없었다. 이 시스템화된
분석은 상호작용의 기본 구문 구조에 따라
배열된 상호작용 목록(LdI_ParkCase)을 산
출한다. (i) 상호작용의 근원인 활성 노드/에
이전트, (ii) 내용을 통해 정의된 상호작용
(iii) 상호작용의 대상인 수동 노드/에이전트.
그런 다음, 데이터베이스(LdI_ParkCase)를
사용하여 여기에 제시된 그래프를 생성하고
네 번째 부문에서 논의한 것과 같은 중심적
지표를 계산한다. 특히 여기서 계산하고 분
석한 중심적 지표는 (i) 각 노드/에이전트에
의해 설정된 직접 상호 작용의 백분율을 알
3

려주는 직접 중심성 지표와 네트워크의 측지
경 로 (Carrington, Scoot, & Wasserman,
2005) 에 개입할 각 노드/에이전트의 능력을
알려주는 간극성 지표이다. 직접 중심적 지
표는 허브 또는 네트워크에서 가장 많이 연
결된 노드/에이전트 (Degenne & Forsé, 1999;
Carrington, Scoot, & Wasserman, 2005)을 식
별할 수 있도록 하며, 간극성 지표는 경로
(Csermely, 2006) 에 개입할 수 있는 최대 능
력을 가진 노드/에이전트인 구조 브리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 ! !
이 논문은 5개의 부문으로 구성되
어 있다. 첫 번째 부문은 방금 이야기된 서론
이다. 두 번째 부문은 일부 관련 경제 및 역사
적 요소를 포함한 한국의 부패 상황에 대한
맥락화이다. 세번째 부문에서는 부정 부패에
가담한 박근혜 전대통령과 관련된 케이스가
제시된다. 네 번째 부문은 범죄 네트워크 모
델의 주요 특성을 분석하며, 다섯 번째 부문
에서는 최종 토론과 결론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 초기 정부 기능의 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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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 말, 38선을 통한 남북 분단 이후 미국은
1948년부터 한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을 임명했다.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 등 이승만의 임기 중 일어난 여
러 부패사건은 학생운동가와 국민 단체 사이에 발생했고,
이는 군사 쿠데타로 인해 종료되었다. 또한, 마산의 얼어붙
은 물 속에서 김주열의 시신이 발견되었는데, 그의 오른쪽
눈에 알루미늄 최루탄 껍질이 박혀 있었다. 이후 이승만 독
재정권에서 활동하던 경찰이 시위 도중 숨진 김씨를 돌멩
이로 감싸 마산 바다에 던진 사실이 드러났다. 이 폭로는 4
월에 혁명을 일으킨 한국의 학생 운동가들을 자극했고, 결
과적으로 이승만은 1960년에 한국을 떠나게 되었다.
!!

!

이승만 독재정권의 뒤를 이어 1961년 박정희 대

통령도 쿠데타를 통해 집권했다. 서 의원 (2018, p. 605) 에
따르면 박정희의 임기는 최근 한국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시대이자 억압적인 군사독재가 이끈 '현대 한국 사회·정치
문제'의 시작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1979년 박 전 대통령의

4

암살 이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도 여

년 중후반까지는 부패가 특징이 되는 지

러 가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군사

속 적 인 독 재 정 권 의 연 속 이 었 다. 윤 씨

쿠데타를 통해 대통령 직을 물려받은 전

(2012)는 주로 사람들이 “정치력보다는 절

두환은 반란과 반역 혐의 (The Economist,

차적 민주주의에만 집중”을 한다고 말하

1996) 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이후 취하

며 김대중, 김영삼 같은 군사 정권에 맞서

되었다. 광주항쟁은 1960년대 마산 시위

싸우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그들의

와 마찬가지로 국군이 국가를 점령하면서

삶을 기여한 대통령들이 완전한 민주주의

일어났다. 한 의원 (2005, p. 999) 은 '전국

적 정부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고

혼인법, 정치활동 금지, 국회 해산, 전수검

있었다며, 이러한 상황이 "국회 정치, 야당

열' 등 특별비상조치가 시행됐다고 지적
한다. 낙하산 부대원들이 학생 시위대를

과의 관계, 언론과 관련된 이해의 부족"을
이끌었다고 지적했다(Yoon, 2012, 페이지

끔찍한 폭력으로 대응하면서 광주항쟁도

2).

대학살로 변했다. 반면, 1988년에서 1993
년 사이 노태우 대통령은 전두환의 후배
이자 사관학교 동료(The Economist, 1996)
로서 전두환과 함께 군사행동에 참여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22년의 징역형을

2.1. 쿠데타 이후 최근 민주
주의의 부패

선고받았다. 기업들이 재임 중 뇌물수수
등 부정부패와 국가 범죄로 수 차례에 걸
쳐 수회 비리를 저지른 가운데 전두환은
벌금 2205억원, 노태우 전대통령은 2626억
원 (The Washington Post, 1996) 추징이 선
고되었으며 기업인들 9명도 뇌물수수 혐
의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른 군
계열사들도 쿠데타 당시 저지른 범죄(The
Economist, 1996) 로 유죄와 유죄 판결을
받았다.
!!

!

소련의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

한 냉전시대에서 미국의 지원을 받은 민
주정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적어도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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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최근 민주주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 유씨(2016)는 대만과 필리핀의 민주
주의, 불평등, 부패의 비교 경향을 분석한
다. 2019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대만
은 198개국 중 28위로 부패가 가장 적은
100점 만점에 65점을 받았고, 한국은 100
점 만점에 59점으로 39위, 필리핀은 비교
대상 3개국 중 34점, 113위로 가장 낮았다.
또한 기업과 시민이 제출한 설문조사를
요약한 세계 지배 구조 지표에서도 '부패
의 통제' 항목에서 한국이 2018년 거버넌
스 0.60점, 백분위 71.56점을 기록했는데,

2008년 0.47점을 받아 거버넌스에서 70.39

그러한 견제와 균형은 때로는 부패를 조

점을 받은 것과 2013년 거버넌스에서 0.61

장하기도 한다.

점, 백분위수에서 71.56점을 받은 것에 비
해 보면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

!!

!

게다가, 한국과 대만의 젊은 민

주주의 국가들에서 경제 발전은 부패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남한과 같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은 민

이 독립 이후 민주주의의 초기 단계에 있

간 기업과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의 일부

는 국가들 사이에는 대개 높은 부패의 경

를 특혜의 지급으로 공무원에게 이전하는

향이 보인다. 부패를 막고 바로잡기 위해

“배당추심”이라고 알려진 부패 유형을 개

민주주의가 정착돼 있지만, 민주국가들은
자기네 자치체제의 복잡한 견제와 균형은

발하였다(You, 2016). 웨드먼(1997)에 따르
면, "배당추심"은 이러한 민간기업이 특혜

물론, 대가성으로 이어지는 경제적 불평

적이지만 정당화될 수 없는 이익을 얻는

등과 불균형으로 부패에 노출되기 쉽다

방법으로서 민간기업의 이익 비율을 공무

(You, 2016). 이러한 대가성은 정치적 지지

원에게 이전하고, 특별한 정책, 규범, 우대

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도자와 관

조치를 받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배

련 유권자들 간에 규제되지 않거나 불법

당금 회수는 자본유출을 조장하고 부패한

적인 특혜를 주고받을 수 있는 고객 엘리

공무원들이 경제정책과 규제를 수립하여

트주의로서 변칙적인 정치 관행을 지속할

비정기적 관행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 성

수 있다. 이론적으로, 통합 민주주의에서

장에 관련되는 일부 민간기업의 이익을

는 대부분의 대가성 상황들이 규제되어

증진하도록 하였다(Wedeman, 1997).

!!

!

반드시 불법적이거나 부패하지 않으며,
심지어 위법이지도 않다. 다만 한국과 대
만, 필리핀의 젊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부정부패가 “현금·선물·엔터테인먼트·자
유여행 등 투표 매수”를 통해 관찰되는 영
구적인 현상이다(You 2016, 9 페이지). 단
일인과 그 내부 세력이 결정권을 집중시
키는 독재정권과 달리 민주국가는 여러
제도와 법, 규칙을 가지고 있어 국가 부서
간의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보장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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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금 징수는 한국의 경제가 재

벌로 알려진 일부 개인 소유의 강력한 대
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과 일
치한다. 카니타·딘덴(2017)은 지금도 재벌
과 정치 지도자들이 재정지원, 연성대출,
보조금, 세제혜택 등 정부로부터 인센티
브를 받는 후원제도를 통해 번창하고 있
다 고 밝 히 고 있 다 (Hongprayoon &
Nikomborirak, 2017).

그 결과, 재벌로부터 유입된 경

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씨

제적 지원은 민주주의를 이행하는 동안

(2018, 654 페이지)에 따르면 부적절한 청

부패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최씨(2018

탁은 "법 위반, 직위나 직권남용 의무를 수

년)에 따르면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

행하는 공무원의 공정하고 바른 직무수행

(미국 달러) 미만인 농업경제에서 기술집

을 방해한다"고 했다.

!!

!

약형 경제로 바뀌면서 2016년 한국 경제
는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추정치까지 치
솟았다. 이 성공기에는 경제성장이라는
주 목표 아래 "한국 정부가 전략적인 국가
자원을 동원해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대기업과 연결했다"(Choi 2018, 304 페이
지) 따라서 재벌은 한국의 경제 발전과 체
제 부패를 설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
이다.

!!

!

이해 상충, 그리고 공공 이익과

일반 이익에 윤리적이기 위해 부정청탁
및 청탁금지법 이전에는 1961년 부정축재
특별처리법, 1981년 12월 공직자가 받은 선
물을 제보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자윤
리법 등 각종 부정부패 방지법과 법안이
통과되어 공정성을 유지했다. 그 다음, 김
영란법은 "아무도 직무를 수행하면서 공
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할 수 없다 (...) 부
정청탁을 받은 공무원 등은 이를 거부할

2.2. 한국의 부패관련 법: 싱
가포르 부패관련 법과 비
교해 보는 부정청탁 및 청
탁금지법, 김영란법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또한 불합격
된 경우에도 같은 부정청탁이 다시 제기
되면 해당 기관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Han M, 2018, 648 페이지)
!!

!

부정청탁 및 청탁금지법을 채택

한 지 9개월 만에 부정부패 억제 목적과
불법행위 등을 고려해 10명 중 7명이 이 법
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는 조사

대한민국 공직자는 직위와 연령에 관계없

결과가 나왔다(Han M, 2018). 다만 부패를

이 공직자 비리를 막는 부정청탁 및 청탁

제한하려는 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를

금지법이나 김영란법을 통해 비리 혐의로

둘러싼 논란은 무수히 많았으며, 공직자

기소된다. 2015년 통과된 김영란법은 공공

이해충돌 관련 조항(Han M, 2018)이 삭제

근로자가 3만원 이상 식품(약 25.17달러)과

되면서 도전받고 있다.

5만원 이상 선물(약 41.96달러)을 교환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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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반부패법과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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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와 뇌물죄를 '고위험·저보상'

48개 아시아 국가 중 부패 정도가 가장 낮

활동으로 인식하는 싱가포르와 달리 한국

은 나라로 꼽히는 싱가포르는 나름대로의

의 부패·뇌물죄 인식은 '저위험·고보상' 활

반부패법과 전략을 갖고 있다. 2019년 부

동이다(Quah, 2016). 싱가포르 PAP 정상

패인식지수(CPI)에서 싱가포르는 4위/180

들이 부패와 뇌물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으로 100점 만점에 85점을 얻었다. 콰

가운데 1966년 탄기아간 국가개발부 장

(2016)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부패와 관련

관, 1975년 징역 4년 6개월에 벌금 7달러

해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국민의 소속, 서
열, 지위 등에 관계없이 국민행동당(PAP)

(약 7억2000만원)를 선고받은 위툰분 환
경부 장관 등이 있다. 이는 느슨한 한국의

과 정부의 부패방지법 시행을 위한 정치

사법제도로 인해(Quah, 2016년) 검찰의 수

적 의지로 부패 수준을 낮추는 데 성공했

사를 받은 박근혜 전대통령과 비교되는

다. 게다가, 싱가포르의 범죄자들은 그에

조치이다. 한국에서는 "5000만원 이상 뇌

따라 선고되고 대통령은 그들을 사면할

물 수수 혐의가 인정돼 10년 이상, 1000만

수 없다. 사실, 싱가포르의 사법부는 부패

~5000만원(1만~5만달러) 간 금품을 수수한

범죄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제공

사람은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진다"고 판

하지 않는다. 반대로 콰(2016)에 따르면 한

결했지만 법원 선고는 부패 혐의와 뇌물

국의 주요 부패 원인은 정부의 의지 부족,

죄와 관련된 처벌을 강화가 아닌 부드럽

낮은 위험 인식, 적발 시 선고에 대한 관대

게 대응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Quah,

한 선처 등이다. 싱가포르 반부패 정부 기

2016).

관인 부패행위조사국(CPIB)에 따르면
"PCA에 따른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
람은 각 부패혐의에 대해 10만 달러 이하
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년 이
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밝혔다. 부패에 관
한 위법행위에는 "10만 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두 가지 모두
에 대하여 각 부패범죄에 대하여"(2020)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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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 최순실” 게이트

3

첫 여성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의 둘째 딸이 박근혜는
“뇌물수수, 국정기밀 유출”(Chang & Park, 1 페이지)로, 권
력을 남용했다고 비난을 받았으며, 이는 나중에 대규로 시
민 시위(Fifield, 2016)를 통해 2017년 그녀의 탄핵(Griffiths,
2017)으로 이어졌다. 박 전 대통령은 2018년에 뇌물(SangHun, 2018) 혐의로 징역 24년을 선고 받고, 2021년 1월에
한국 대법원이 (Kwon & Hollingsworth, 2021년) 징역형을
유지했다. 비록 이 사건은 고위 부패 공직자들을 처벌하려
는 정치적 의지를 보여주지만, 그것은 또한 부패의 구조적
뿌리를 반영한다.
!!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종교 관련 활동에 참여했다

는 의혹 외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돈을 갈취하고 롯데,
삼성, 현대, SK그룹 등 재벌들에게 후원금을 요구한 권력
남용과 비공식 보좌관이며 오랜 친구인 최순실씨에게 정
전박근혜 대통령의 행적들이 폭로되며 100만 명(The
Economist, 2017)에 이르는 여러 야당 시위가 벌어져 국내
외의 주목을 받았다.
!!

!

2013 대통령 임기와 2016년의 악명 높은 “박근혜

– 최순실 게이트”전, , 박근혜 전 대통령은 샤머니즘, 불교,
기독교를 결합한 “영세교” 를 설립한 한국 지도자 최태민
을 알게 되었다. '한국의 라스푸틴'으로도 알려진 최태민은
박근혜 일가와 절친한 가족 친구가 되었다. 최태민은 1974
년(BBC, 2018) 박 전 대통령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녀

9

의 멘토가 되었다. 1979년 박정희 전 대통

원대(700만 달러)를 지원했다는 혐의를

령 암살후, 따라 외로움을 느꼈던 박근혜

받고 있는 이재용 회장은 "삼성 경영에 대

는 최순실에게 의존하며, 서로친한 친구

한 지배력을 굳히기 위해 정부 지원이 필

사이가 되었다.

요했다"고 밝혔다(Kim T.-h, 2019). 서울고

!!

!

박근혜 대통령 당선 당시인 2012

년에 공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던 최순실은
자신의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가 “평소에
그녀가 사용하던 사무실”에서 잡히면서
모습을 드러냈다(BBC, 2018). 컴퓨터에는

등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감형을 받았
음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씨는 2018년 초
“핵심 유죄를 뒤집고 뇌물 총액을 절반 이
상 삭감한 혐의”(Kim T.-h, 2019)로 유죄
선고를 받은 직후 풀려났다.

확인을 받기위해 제출한 연설 흔적이 있

이 부회장의 뇌물죄 가담 사건처
!! !
럼 신동빈 롯데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었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은 기자 회견에서

과 최순실씨와 얽힌 뒤 여론의 관심의 중

최순실씨가 대통령 재임 중 연설문 일부

심에 섰다. 한국 5위의 재벌인 신동빈 회장

를 편집하고 작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 사익을 위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

고 확인했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었다. 재판부는 신동빈 회장은 개인적 이

대선 당시 홍보 연설문뿐만 아니라 선거

득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CNBC, 2018)

연설문 작성에도 최순실씨가 도움을 줬다

에게 70억 원(약 650만 달러)의 뇌물을 제

는 사실을 확인했다(YTN, 2016).

공한 것이라 판단했다. 이 특혜는 "면세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의 편집과

!!

!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때 최순실

씨는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 삼성전자 부
회장 이재용,현대자동차 회장 정몽구, SK
그룹 회장 최태원 등 유명 기업인과 친분
이 두터웠다. 아래 논의된 대로 삼성전자
의 경우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를 위해 말 세 필을 구입

개점을 위한 국가 수주를 받아 그룹에 대
한 그의 권위를 강화하기 위해” 뇌물을 제
공한 것이며, “롯데는 소매업 등 여러 사업
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CNBC,
2018). 이재용 부회장과 같이, 서울 고등법
원은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특히 2014 년 세월호 참사 사건

한 뒤 뇌물과 관련해 적발돼 파사드

!!

(façade) 업체로 이용되던 재단(Kim T.-h,

이 발생하여 고등학생 250 명을 포함 해

2019)에 지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

304 명이 사망하자 한국 국민들은 신념이

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모두 86억

감소하며 실망과 분노를 느꼈다.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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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정권 하에서 이 충격적이고 말로 할 수 없는 비극이
“또한 화물이 법적 한도의 두 배이
상이 적재되었고 승무원들은 화물
의 무게에 대해 거짓말을 했으며
"자동차, 트럭 및 선적 컨테이너를
갑판에 제대로 고정하지 못했
다"는 것도 밝혀졌다”

벌어지자 많은 한국인들이 부정부패로 인해 여객선이 침몰
했다고 느꼈다. 그 결과 이 사건은 실시간4으로 사건이 해
결되는 것을 지켜본 한국인들에게 국가적 트라우마가되었
다.
!!

!

세월호 관련 재판에서 선장은 승객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말한 후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가장 먼저 구조받
은 것으로 밝혀졌고, 이로 인해 법원은 선장의 과실로 36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한 화물이 법적 한도의 두 배이상이
적재되었고 승무원들은 화물의 무게에 대해 거짓말을 했으
며 "자동차, 트럭 및 선적 컨테이너를 갑판에 제대로 고정
하지 못했다"는 것도 밝혀졌다(Choe, 2019). 실제로 이러한
화물 중 일부는 안전을 위한 확보조치조차 되지 않았고, 다
른 일부는 규정된 체인 대신 불안정한 로프를 사용하여 승
객의 안전을 위협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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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박근혜 전대통령은 침몰하는 세월호에 대한

대응을 늦게 한 것에 대한 정당성을 위해 알리바이를 조작
한 것으로 밝혀졌다(Lee, 2018). 분노한 국민들은 왜 박근혜
전대통령이 세월호 침몰 문제에 대해 더 일찍 브리핑을 받
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했고, 박근혜 전대통령의 행적이

4. 세월 호는 2014년 4월 15일 늦은 저녁 443명의 승객과 33명의 승무원을 태워 인천항에서 출발했다. 1박의 일
정인 세원호는 인천에서 약 440km 떨어진 제주도까지 항해를 시작했다(Jeong, 2019). 승객 433명 중 대부분의
승객은 섬으로 수학 여행을 떠난 단원고 교사와 학생이었다. 기대했던 여행이 2014년 4월 16일 아침 악몽으로
변했다. 오전 8시경 학생들과 승객들이 아침 식사를 즐긴 후 페리는 맹골수도에 근접했다. 오전 9시 직전 진도
와 맹골수도 사이의 좁은 수로는 폭이 약 4.5km이며, 강한 수중과 함께 6노트(Kim S., 2015)로 한국에서 두 번째
로 높은 해류로 표시되어 있다. 세월호가 수로에 가까워지면서 급회전하자 선박은 물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
하며 승객들을 놀라게 했다. 선박이 가라 앉기 시작하자 세월호의 학생과 승객들은 위험할 수 있으므로 자신
이 있는 곳에 움직이기 않고 가만히 있으라는 지시를 받았다 (Hancocks, Pearson, & Shoichet, 2014). 그러나 선
박 내부에서 12°C (53.6°F) 정도의 물이 계속해서 상승함에 따라 확성기의 명령에 불복한 학생과 일부 승객이 가
까스로 살아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후 1시경 세월호가 완전히 침수하기 전, 여객 443명 중 약 300명이 여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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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분명한 7시간에 의구심을 가졌다. “7시간의 미스터리”
박근혜 전대통령은 침몰하는 여객선에서 많은 승객을 구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시기에 그녀의 행방을 설명하기
를 거부했다.
!!

!

서울중앙지검은 이후 오전 9시 19분쯤 문자메시

지 시스템(한국중앙일보, 2018)을 통해 청와대 컨트롤타워
에로 참모진이 세월호 사건을 통보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청와대 위기관리센터가 오전 9시 57분까지 1차 보고를 마
친 뒤 오전 10시 12분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에 또 한 차례
경보가 내려졌다. 다만 "방 밖 테이블에 방치돼 있었다”(한
국중앙일보, 2018)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잠자고 있어 확인
이 불가능했다(한국중앙일보, 2018)고 보고되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화로 브리핑을 받은 뒤 인명피해 여부를 확
인하라는 지시를 내렸지만 이미 오전 10시 22분, 여객선이
108도 안팎으로 기울어 있어 구조작업은 늦은 상태였다(한
국중앙일보,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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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네트워크

4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패와 권력 남용 혐의로 기소되고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여기에 제시된 분석은 기소 및 유죄 판결에 대한 공적 문서
에 대한 접근 권한이 부족한 언론 매체를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기에서 “박근혜 네트워크”라고 불리는 모델은 부패, 특
혜, 권력 남용, 강압, 후견주의, 심지어는 가산제라는 복잡한 사례를
지탱한 근본적인 구조를 이해하려는 첫 시도입니다. 서론에서 설명
했듯이, 모델은 한국의 언론 매체가 다루는 검찰의 발췌를 기반으로
합니다.

4.1.! 구조
모델링된 네트워크는 그림1에서 설명한 것처럼 69개의 상호 작용을
설정한 44개의 노드/에이전트로 구성됩니다. 44개 노드/에이전트에
는 대통령이 직접 관여한 사건이라 민간으로 분류된 35개(80%)와 행
정처 최고위급 공무원 9개(20%)가 포함돼 있다. 표1에 따르면 35개의
개인 노드/에이전트는 대기업 또는 재벌 4개, 기업 4개, 재단 4개 등
12개 조직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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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박근혜 네트워크”. 노드/에이전트의 크기와 위치는 간극지표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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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기관 중 기부금으로 합법화된 뇌물을 송달 및 은닉하
는 특정한 목적을 으로 최씨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2개의
파사드 재단의 “블루K”와 “비덱”의 역할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최씨는 2016년 1월 “스포츠 매니지먼트 회사 (…)'로
블루K를 설립했다. 박씨와 안씨의 후원으로 그녀는 회사
가 지어서 관리하기를 희망하는 스포츠 컴플렉스를 위해
롯데그룹에게 70억원을 기부하도록 강요했다. 지난 2월 박
씨는 철강 업체인 포스코에 최씨의 회사를 도와달라고 요
청해, 안씨의 압력으로 포스코는 더블루K가 관리할 수 있
는 펜싱 팀을 만들기로했다”(Sang-Hun, 2018). 그림2에서
공식적으로 두 재단에 대한 "기부" 및 "기여"로 이루어진
지급 구조는 기업에서 노드/에이전트 "더블루K"및 "비
덱"으로 흐르는 파란색 선을 통해 설명된다.
15

그림 2.“박근혜 네트워크” 노드/에이전트의 크기와 위치는 간극지표를 나타냅니다.
파란색 선은 "뇌물", "기부금으로 지급된 뇌물", "뇌물 지급에 대한 논리"로 구성된
상호작용을 나타냅니다. 주황색 선은 개인 기업의 법적 표현을 나타냅니다. 연한 녹
색선은 "선호", "채용" 및 "소개"를 통한 네트워킹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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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에서 보듯 69개 상호작용에는 뇌물 지급에 국한되지 않
는 상호 작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중 일부는 박 전 대통
령과 기업의 이사에서 사직 관련 결정에 영향을 미쳤던 비
밀 보좌관인 최씨의 권력 남용에 대해 알리기 때문이다. 또
한 일부 상호 작용은 직접적인 부패 또는 뇌물 수수를 포함
하지 않지만 협력 상황을 촉진하는 대가성 계약에 대해 알
려준다. 예를 들어 최 씨의 딸 정유라는 자신이 공부한 대
학과 대한 마술 연맹으로
부터 끊임없이 특혜를 받
았다. 이러한 특혜는 박 대
통령에 대한 특권적인 접
근으로 인해 그녀의 어머
니 최씨에게 영향력을 행
사할 목적이 있었으며, 따
라서 대가성 관계 이면의
협력 상황을 촉진하는 데
기여했다. 대학의 특혜에
따라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남궁곤 전 입학 처
장 (...)이 정유라 특혜 대우
를 제공 한 혐의로 금일 징
역

기간이

짧아졌

다”(Tong-Hyung,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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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중심성 지표: 관련 노드/에이전
트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정유라, 박근혜, 최서원이 가장 높은
직접 중심성 지표를 등록하여 네트워크의 직접 상호 작용
중 총 26.09%를 차지하는 반면 가장 높은 지표를 가진 5 개
의 노드/에이전트 그룹이 39.85%를 차지한다. 이 세 노드/
에이전트 중 정유라가 학교의 교수와 총장으로부터 받은
특혜에 대해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알린 점을 고려하면 정
유라는 네트워크의 허브입니다. 그러나 네트워크의 운영
을 이해하려면 표4에 나와있는 것처럼 리소스 흐름에 개입
할 수있는 가장 높은 능력을 가진 노드/에이전트를 식별하
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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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네트워크에서 기업의 관련성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
고, 가장 높은 간극을 나타내는 세 개의 노드/에이전트는
개인이다. 또한, 사이 지표가 가장 높으면서 노드/에이전트
네트워크를 가로지르고, 자원 중재 능력이 가장 높은 노드/
에이전트 역시 그림2의 중심의 22.4%를 차지한 최씨의 딸
정유라씨라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모델
네트워크에는 정유라씨가 이화여대, 승마협회(KEF), 심지
어 그녀가 3학년 동안 205일 수업 중 86일만 다녔던 학교인
선화예술학교로부터 받은 특혜에 대한 광범위한 언론 정
보가 담겨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설명할 수 있다(옥현주,
2016). 하지만 정유라씨는 이화여대와 대한승마협회(KEF)
로부터 특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돈도 받았다. 실제로 검
찰은 삼성이 최씨가 경영하는 코어 스포츠 인터내셔널에
200억원을 지원한 것은 2018 아시아경기대회와 세계승마
대회 준비선수 해외연수 등 승마팀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
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 2018년 아시안 게임과 세계
승마 경기를 준비하기 위한 선수들의 해외 훈련을 진행한
승마팀에는 12마리의 말을 탄 6명의 기수를 포함하기로 되
어 있었지만 정씨와 그녀의 코치를 넘어설 수는 없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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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스캔들을 조사하는 국회 위원회에 따르면 말했다.
이에 따라 삼성이 지급한 자금은 대부분 정유라 계좌나 43
억 상당의 말 구입에 그쳤다(김미영, 2016).
!!

!

간극성 지표가 가장 높은 두 번째 노드·대리인은

최서원(18.31%)으로, 대통령과 특권적으로 접근해 개인 및
공공 노드/에이전트 간 금전과 특혜가 흐르는 여러 측지 간
접 루트에 개입했다. 따라서 최서원은 그림 2에서 중심에
가깝게 나타난다. 앞서 이야기 했듯이, 공식적인 지위가 없
음에도 불구하고, 최서원은 박 대통령과의 관계를 이용하
여 국정에 개입하고 부정한 개인 이익을 얻었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악용해 50개 기업이 비영리 재단 2
곳에 77억40억 원을 기부하도록 강요한 혐의(KBS 국제방
송, 2020)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당초 검찰과 유죄판결에
는 비리 혐의뿐 아니라 기업에 대한 강요 혐의도 포함됐지
만, 2020년 한국 대법원은 뇌물수수·직권남용 등이 포함된
비리 혐의를 확정하고 강요 혐의를 기각했다(KBS 국제방
송, 2020).
!!

!

세번째 사이지표의 가장 높은 지표를 차지한 노

드/에이전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3.83% 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네트워크 내 공적 지위가 가장 높음에도 불구
하고 간극지표를 가장 높게 등록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박
근혜 전 대통령이 네트워크 관련 법인에 지시를 하거나 금
품을 요구하기 위한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구축하지 않았
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대신 모든 상호작용은 최서
원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장 높은 지표를 등록했다.
네 번째 노드/에이전트는 최서원이 기부금으로 뇌물을 받
고, 전달하여 숨기기 위해 독일과 한국에 설립한 재단 중
하나인 비덱(9.09%)이다. 네트워크 관련 재벌 중 하나인
삼성과 함께 간극지표가 가장 높은 이들 5개 노드/에이전
트는 돈과 특혜 등 자원이 흘러간 전체 측지 경로 중
70.74%에 개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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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논고

5

사법 절차를 설명하는 공개 기록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이 부족함에
도 불구하고 이 첫 모델은 한국의 최고 수준의 정치 및 경제 기관이
관여하는 협력의 역학에 대한 흥미로운 통찰력을 제공한다. 예를 들
어, 다른 여러 국가에서 관찰 된 바와 같이 네트워크는 전통적인 대
부패 상황 (Rose-Ackerman, 2002; Transparency International, 2016)뿐
만 아니라 한국의 최고 기관 위치에서 활동하는 주요 주체들 간의 협
력 상황을 보여준다. 이 한국의 공적 예산을 남용하는 공무원이나 행
정적 특혜를 얻기 위해 공무원에게 뇌물을주는 민간 기업에 국한되
지 않음을 의미한다. 대신 분석된 사례에서 공공 및 개인 에이전트는
합법성과 불법 사이의 얇은 경계선에서 활동하는 최서원과 같은 "회
색" 노드/에이전트의 행동에 대한 다양한 절차를 통해 이익을 얻기
위해 목표를 조정한다.
!!

!

“박근혜 네트워크”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연결한 최서

원의 핵심 역할 없이는 설명할 수 없다. 같은 의미에서 딸 정유라도
뇌물 수수와 은폐를 담당하는 핵심 역할을 했다. 이 두 노드/에이전트
는 뇌물을 통해 개인적인 이익을 얻었으며 공식적인 공적 지위가 없
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유형의 특혜와 특권을 받았다. 중간성 지표가
가장 높은 이 두 노드/에이전트는 "구조적 구멍" 작업을 했다(Burt,
1992). 따라서, 그들은 (i) 비공개 및 공개 (ii) 정치적, 경제적, 때로는
심지어 (iii) 법률 및 불법 부문을 통해 효율적으로 에이전트를 가로지
르는 구조적 다리이다. 일반적으로, 이전에 격리된 네트워크
(Csermely, 2006)를 연결하는 이러한 구조적 다리는 조직과 기관의
역할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전적으로 공공/민간 또는 합법/불법적
인 에이전트로 정의할 수 없는 "회색 에이전트"이며, 이는 불법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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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다리는 때때

을 촉진하기 위해 때로 법률 조직 내에서 운영된다는 것을

로 합법적이거나 불

의미에서 거시적(Garay Salamanca, Salcedo-Albarán, &

법적인 에이전트 또
는 네트워크를 연결
한다. 이것은 경제적
이익이 워낙 커서 정

의미한다(Garay-Salamanca & Salcedo-Albaran, 2015). 그런
Macías, 2018d) 그리고 슈퍼(Salcedo-Albaran & GaraySalamanca, 2021) 부패 네트워크를 이해하는 데 유용했던
"제도적 협력"의 개념은 관련 노드 또는 공공 기관이 뇌물
로만 상호작용하지 않음을 인정할 수 있게 한다. 상호 조율
과 공무원 간 소통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이 네트워크
는 고위 정치·경제 주체들이 참여하는 다른 사례에서 관찰

교한 자금 세탁 계획

된 바와 같이 '제도적 협력'의 사례로 이해될 수 있다. 실제

이 필요한 거시적 및

로 이번 사건에서 관찰된 협력 상황은 너무 강렬해서 "공

슈퍼 부패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부패를 보여준다"(Nishijima, Mori Sarti, &

와 함께 대규모 부패

공부문 권력·구조·자원을 포착해 현상유지를 위해 설계된
Célia, 2019). 중남미에서 관찰되는 초대통령주의나 "제한
된 제도에 직면한 강한 대통령 정부 체제"(Simonović,

의 경우에 특히 관찰

2018)로 정의되는 강렬한 애국주의와 신민주의는 모델에

된다”

등록된 대통령 간섭과 맞물려 있다.
!!

!

앞서 이야기했듯이 구조적 다리는 때때로 합법적

이거나 불법적인 에이전트 또는 네트워크를 연결한다. 이
것은 경제적 이익이 워낙 커서 정교한 자금 세탁 계획이 필
요한 거시적 및 슈퍼 부패 네트워크와 함께 대규모 부패의
경우에 특히 관찰된다. 일반적으로 뇌물 및 기타 경제적 상
호 작용을 통해 유입되는 경제적 이익이 클수록 국내외 법
적 통제를 피하기위해 보다 정교한 자금 세탁 계획이 필요
하다. 이러한 정교함은 일반적으로 비덱의 경우와 같이 최
종 개별 수혜자가 사용하기 전에 가짜 계약 및 거래를 통해
돈을 이체하기 위해 회사의 추가 계층을 설정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분석한 출처는 파사드 재단의 설립
과 사용 외에 정확한 자금 세탁 계획을 입증하지 못하지만,
파사드 재단에 돈이 들어온 후 최서원, 정유라, 박근혜가
어떻게 자금을 전달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추가 정보
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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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정유라 씨에 대한 검찰이 이화여대 등 교육기관으
로부터 받은 특혜를 고려한 것도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이
러한 사회적 자본의 흐름은 부정한 네트워크 유지와 관련
이 있다는 것을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입증하기 어렵기 때
문에 부패와 관련된 대리인의 기소 및 유죄 판결 시 생략된
다. 결과적으로, 기소와 유죄판결은 비공식적인 상호작용
의 유형을 고발하고 판단하는 대신에 뇌물과 유형적인 결
과적 특혜에 초점을 맞춘다. 무형의 특혜, 네트워크, 가족
관계, 우정 및 기타 비공식적인 제휴를 통해 사회 자본의
흐름을 생략하는 접근 방식은 부패 네트워크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된다. 여기서 관찰한 바와 같이, 이러
한 사회자본의 흐름은 부패의 대규모 네트워크를 이해하
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최서원·정유라 씨
가 받은 여러 특혜를 고려했던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와 분석은 정치적 흐름이 이어지는 "라바 자투 네트워
크"(Garay Salamanca, Salcedo-Albarán, & Macías, 2018d) 또
는 "베네수엘라 네트워크"와 같이 서반구 부패의 거시적·
슈퍼네트워크가 개입된 사법사건에 유용한 통찰과 입력을
제공할 수 있으며, 사회 자본은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데 중
요하다.
어쨌든 앞서 언급했듯이 최고위직과 관련된 부패의 슈퍼
네트워크를 기소할 때검찰과 유죄 판결의 사법기록에 범
죄망 분석을 접속해 적용하는 것이 한국에 영향을 준 제도
적 포섭의 현실적 복잡성과 또한 전 세계적으로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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