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순서

개회식

개회사

신인령

위원장

15:00~15:10

격려사

정세균

국회의장

발제 및 토론

사회

김인규

제1분과위원장

발제 1

박찬표

제1분과위원회 위원

발제 2

서복경

제2분과위원회 위원

토론

김삼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사법팀장

박근용

참여연대 사무처장

배재정

전 국회의원

이두아

전 국회의원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15:10~16:50

폐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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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0~17:00
※ 진행시간은 공청회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 회 사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추진위)가 지난 7월
18일 발족하여 오늘로 그 활동기한의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추진위는 국회의원특권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 그간 전체회의를 열어
의제를 선정하고, 수차례의 분과위원회의를 통해 의제별 검토를 일단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그 중간결과를 보고하여 각계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의견을 수렴
하여 추진위 전체회의에서 최종안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추진위를 대표하여 분과별 작업결과를 발표해 주시는 두 분 위원님, 토론자로 참여해
주시는 두 분 전직의원님과 주요 시민단체 대표로 나와 주신 세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국회정치발전특별위위회 소속 의원님들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유익한 의견 개진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20대 국회가 산적한 과제들 속에서도 국회의원특권문제를 신속히 개선하고자 외부의 민간인
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신 국회의장님과 각 당의 고심을 우리 추진위원들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언젠가부터 국민들에겐 국회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팽배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회의원의
권한에 대해 의혹을 가지고 심지어는 터무니없는 오해까지 더해져서 민심은 매우 차갑습니다.
우리 추진위는 국회의원권한 관련 헌법조항과 각종 법규, 언론매채와 시민단체 등에서
문제로 제기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회본래의 기능에 비추어 정당한 권한은 확고히
하고,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특권은 과감하게 내려놓도록 신중하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출처
불명의 수많은 특권논란은 정확히 확인하여 이미 개선된 것과 오해의 여지 있는 사안들은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특권내려놓기 의제들을 다루면서 무언인가 허전하고 찜찜합니다. 오늘 국회
불신의 근원이 과연 국회의원특권 때문인가. 저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뽑은, 우리가 기대하는 국회의원이 우리의 인간존엄과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는
일에 열중하는 것 같지 않다, 가장 억울하고 아픈 사람들의 문제에는 둔감하다, 민주주의 의식
조차 투철하지 않고 시대정신의 감수성도 결여된 의원들이 있어 절망감을 준다, 등등입니다.
그런 절망감이 쌓여 국회를 불신하게 하고 그런 의원들이 누리는 특권이 유난히 거슬리는
것 아닌가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추진위는 성실히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되 이 과제의 위상을
직시하면서, 겸허히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 위원장 신 인 령

격 려 사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장 정세균입니다.
우선 오늘 공청회에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각계 전문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행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주신 사무처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20대 국회가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나기
위해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출범한 지 2개월도 지나지
않았지만, 추진위원 여러분의 열정적인 노력에 힘입어 적지 않은 진척이 있었다고 생각
됩니다.
특히 가장 큰 관심사인 불체포특권 개선과 관련해서는 국회 내에서 해당 사안을 조사하여
본회의에 보고한 후 표결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면책특권과 관련하여서는
국회 내부의 윤리심사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고, 기타 국회의원 겸직과 세비
문제, 보좌직원 채용 등과 관련하여서도 개선의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이제까지의 진행 상황을 정리·평가하고, 앞으로의 실천 과제와 방안을
모색하는 중간점검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어린 당부를
드립니다. 국회의원의 눈높이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특권 내려놓기가 국회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회를 필두로 정부를 비롯한
권력기관, 사회의 각 부분의 특권과 부조리를 개선하는 것으로 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회와 정치권이 부조리 없고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 첫 번째 계주 주자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여러분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탄없는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산적 논의가 ‘특권과 부조리 없는
사회’,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간다는 점을 가슴에 깊이 새기셔서 지혜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오늘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위원 여러분과 전문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9월 7일
국회의장 정 세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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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 제도적 권한 및 기타 사항

1

서론

87년 민주화 이후 30여년이 되어 가는 시점에서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가
국회개혁의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현 상황은, 한국의 대의민주주의가 처한 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과거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국회는 ‘행정부의 시녀’로 비판받았지만, 탈군부권
위주의･민주화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고투해온 역사를 갖고 있다. 민주화과
정에서 의회정치세력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학생･재야 및 일반시민들과 함께
민주대연합을 형성하여 민주주의를 향한 돌파구를 여는 데 크게 기여했었다.
민주화 이후 ‘국회권한 강화’는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한 핵심 과제의 하나로
자리매김되었고, 역대 국회는 이런 방향으로 국회 개혁을 추진해왔다. 그 내용은
대체로 입법 및 재정에 관한 권한 강화, 대행정부 통제권의 강화, 국회운영 개선
등에 맞추어졌다. 그리고 국회의 본질적 권한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보좌조직들 역시 크게 확충되었다. 의원 개인 보좌진은 물론이고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등의 지원조직도 신설･확대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국회는 적어도 양적인 면에서 괄목할만한 발전을 해왔다.
국회의 입법산출량은 엄청나게 증가했고, 입법의 주도권 역시 적어도 양적 측면에서
볼 때에 행정부에서 의회로 이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1) 행정부에 대한 통제권
한도 국정감사 부활, 인사청문회 도입 및 대상 확대 등에서 보듯이 과거에 비해
크게 강화되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국회의 권한 강화 및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과거에 비해 오히려 하락하거나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는 역설적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표 1> 참조). 또한 국회에 대한 신뢰는 우리 사회의 주요
정치･경제･사회 제도 중에서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표 2> 참조).
1) 법안처리건수는 제13대 국회 938건, 15대 국회 1,951건, 17대 국회 7,489건, 제19대 국회 17,821건
등으로 폭증했다. 법률반영건수(본회의 가결 법률안, 위원회 대안에 반영된 법률안 등 국회에서 법
률안을 심의한 결과 최종적으로 법률에 반영된 법률안) 중에서 의원발의안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아
도 제13대 국회 34.5%, 15대 국회 24.5%, 17대 국회 59.3%, 19대 국회 71.9% 등으로 나타나, 정부에
비해 의회의 주도권이 강화되었음을 확연히 알 수 있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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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세계가치조사 결과로 본 국회 신뢰도 변화

출처) 정한울 외, 국회불신요인 분석 및 신뢰도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2016년도 국회사무처 연구용역보고서, 2016.3., p. 15.

<그림 2> 한국사회종합조사로 본 국회불신 비율

출처: 정한울 외, 위의 책, p. 17.

그렇다면 이러한 국회 불신은 어디에서 연유하는 것일까? 여야간 극한대립으로
인한 파행과 물리적 충돌 등 의회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문제들, 막말이나
비리 등 각종 일탈행위가 끊이지 않는 의원 개인 차원의 문제들, 민생문제 해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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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한 빈약한 정책능력과 부실한 성과물 등 여러 차원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의 주제와 연관해 생각해보면,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특권집단’으로
규정하고 ‘특권 폐지’를 요구하기에 이른 현상황은, 결국 그 동안 국회가 행사하거나
강화시켜온 제반 권한들이 국민들에게 ‘국민을 위한 것’으로 비쳐지지 않는 데에
국회 불신의 근본 원인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주지하듯이 대의민주주의의 중추기관인 국회는 국민의 다양한 이익과 의사를
대표하는 대의기관이다. 국회가 갖는 제반 권한은 주권자인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갖는 권한이며, 그 궁극적 지향과 귀결점은 국민이어야 한다. 이러할 때, 국회의
권한 강화는 곧 국민의 권한 강화로 귀결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국회가 이러한 국민의 대표
혹은 대리인으로서의 위상에 충실하지 못하거나 혹은 이를 망각하고 있다는 비판에
다름 아니다. 그러할 때 국회의 권한은, 국민과 괴리된 소수 정치엘리트들의
‘특권’으로 국민들에게 비쳐지게 되고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구조적으로 대의민주주의는 ‘주인-대리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한다.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들이 반드시 자신을 뽑아준 시민들을 위해 권력을 행사하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시민의 대리인인 대표(의원)가, 주인(시민 혹은 유권자)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할 위험이 상존하는
것이다. 현시점에서 국민들이 국회의 여러 권한을 ‘특권’으로 규정하고 급기야
의원 정수 축소나 특권 폐지 등을 요구하기에 이른 것은, 대의제에 내제된 이런
구조적 문제점이 심각한 수준에 이를 정도로 악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주의할 것은, 현대 민주주의가 기본적으로 대의민주주의 형태를 벗어
날 수 없는 구조적 조건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대의제의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한 비판이 대의제 자체의 약화를 초래하는 상황으로 귀결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국민들이 주기적 선거와 공적 감시를 통해 교체하고 통제할
수 있는 ‘선출된 권력’을 축소할 경우, 그 공백은 결국 ‘선출되지 또 다른 권력’이
메우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5

■■■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관련 공청회

이런 맥락에서, 대의제에 대한 신뢰가 구축되지 못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들을 지적한 다음의 논의는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먼저 국회에
대한 불신은 국회의 입법결과물에 대한 국민의 정책 순응도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둘째, 국회에 대한 불신은 임기제한, 정수 축소 등과 같은 국회
제도의 축소와 역할 제한이라는 반정치적이고 징벌적인 제도에 대한 지지를 강화
시켜 제도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키게 된다. 마지막으로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불신은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로 이어져서 대의제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킬 위험이 있다.
국회에 대한 불신은 대의제에 대한 불신으로서 결국 민주주의 정치의 정당성을
약화시키게 된다는 것이다(정한울 외, 앞의 책, pp. 2-3).
이렇게 볼 때, 국회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특권내려놓기 작업’은,
의회에 대한 불신과 비판이 대의제 자체에 대한 거부로 이어져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돌이켜보면, 그 동안의 국회 개혁은 대체로 다른 국가기관에 대한 국회의 상대적
권한을 강화하는 데 치중해왔다고 생각된다. 아직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우리 현실에서 이 부분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민 지지를 동원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국회 개혁의
초점을 내부로 돌릴 필요가 있다.
주권자인 국민의 눈으로 국회를 바라보면서, 국회의 권한 중에서 ‘소수 정치
엘리트들만의 특권’으로 국민에게 비쳐지는 것은 없는지를 스스로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국민의 ‘대리인’이라는 국회의 본질적 위상을 망각하고, ‘정치엘리트’
라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일방적으로 권한을 확대시켜온 것은 없는지 되돌아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유산으로서 아직까지 폐지되지
않고 잔존해있는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폐기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다만, 국회불신 극복을 위한 뼈를 깎는 내부 개혁을 추진하되, 그것이 자칫
대의제 자체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을 막기 위해서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
하다. 대의기관이자 입법부로서의 국회의 본래적 권한과 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수단적 권한을 구분하고서, 후자의 경우는 전자를 명분으로 내세워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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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화시킨 부분은 없는지 반성해보아야 하지만, 전자의 권한까지 축소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국회에 대한 불신이 높다보니 국회의 원래적 권한까지도 특권으로 치부되어
마치 개혁 대상인 양 지목되는 상황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단적으로 언론에서
이른바 ‘국회의원 특권 200가지’로 지목되고 있는 것들의 내용을 보면, 입법이나
재정에 관한 권한, 행정부 통제권 등 국회의 본질적 권한까지 ‘특권’들과 함께
묶여 거론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고서, 이하에서는 국회의 제도적 권한 및 기타 사항들을
대상으로 현행 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하의
논의는, 제1분과위에서 공식적으로 검토한 의제 중에서 잠정적 합의에 이른 개선
방안들을 분과위 자료를 중심으로 소개하는 데 초점을 두었음을 미리 밝혀두고자
한다.

2

제1분과위원회 의제 및 논의 결과

❏ 제1분과위 의제
❍ 제도적 권한
1. 입법･재정에 관한 권한
2.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국정감사 증인등 출석 요구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
3.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및 체포동의안 처리절차
4.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5. 국회의원의 겸직
❍ 기타 사항
1. 국회의원의 민방위 면제
2.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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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회의원 신분표시 배지
4. 국회의원 청사출입 관련
5. 국회의원의 골프장 이용시 회원 대우
6. 국회시설의 관례적 ‘의원’ 명칭 사용
7. 현역 국회의원 프리미엄(정치후원금, 의정보고회)
8. 현역 국회의원 프리미엄(선거구획정 관련)
9. 청원제도

가. 제도적 권한
1) 입법･재정에 관한 권한
- 입법에 관한 권한으로는 법률 제･개정권, 중요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헌법개정에 관한 권한 등이 있음.
- 재정에 관한 권한으로는 조세법률주의, 예산심의 확정권, 기금 BTL 심의
확정권, 계속비 및 예비비 승인권, 결산심사권, 주요재정행위에 대한 동의
및 승인권 등이 있음.
- 입법 및 재정에 관한 권한은 권력분립 원리에 따른 국회의 권한이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런 권한은 축소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권능이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구체적 예로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등이 있었지만, 위원회의 취지를
벗어난 것이기에 구체적으로 논의가 진행되지는 않았음.
2)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으로는 국정감･조사권, 헌법기관 구성권･해임건의권,
탄핵소추권, 외교･국방정책 수행에 대한 동의권,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에 대한 출석요구권･질문권, 일반사면에 대한 동의권, 긴급명령
승인권, 게엄해제요구권 등이 있음.
- 국정 통제에 관한 권한은 대통령제 국가에서 권력분립의 원칙상 인정되는
국회의 권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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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행정부 주도 국정운영에 따른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 의미의 삼권
분립을 실현하기 위해 국정을 통제하는 국회의 역할과 기능은 확대되어
왔으며, 이러한 국회의 역할과 기능 확대는 권력기관인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정운영에 민의를 반영하는 데 그 의미가 있음.
- 다만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출석요구권 및 서류제출 요구권 행사 과정
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기에, 이 문제에 대한 개선안을 집중적
으로 검토하였음.
⓵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
❏ 현행제도
- 국정감사 시 위원회의 의결로 증인‧참고인 등의 출석 요구 가능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증인출석등의 의무)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
류 및 해당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
인·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문제점
- 국정감사 중 상당수 증인들이 발언없이 감사장에 앉아만 있다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행정부 및 기업의 업무수행에 차질을 발생시
킨다는 비판이 제기되어왔음.
- 이런 문제들은 국감무용론 및 정치불신을 확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음.
- 또한 의원실과 기업체 등과의 개별 협의를 통해 증인 채택 여부가 결정되
는 경우도 있어 증인 채택과정의 투명성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음.
❏ 개선방안
- 의원 또는 위원이 증인 선정을 위하여 증인 신청의 이유 등을 기재한 신청
서를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증인채택 과정의 투명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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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결과보고서에 증인 채택 현황 및 결과(실제 증인 신문 여부, 신문
미시행시 그 이유 등)를 적시하도록 하여, 과도한 증인신청이 지양되도록
유도.
⓶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
❏ 현행제도
- 안건심의 및 국정감사·국정조사를 위하여 정부·행정기관 등에 자료제출
요구 가능
<국회법>
제128조(보고·서류등의 제출 요구) ① 본회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
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 및 해당기관이 보유한 사진·영
상물의 제출을 정부·행정기관 기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청문회, 국정감
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
의 1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회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등의 제출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교섭단체대표의원 또는 간사와 협의하여 이를 요구할 수 있다.

❏ 문제점
- 국정감사 관련 서류등 제출 요구는 법적으로는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가능하나, 개별 위원의 요구만으로도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는 실정
- 동일한 자료 또는 유사한 자료를 위원 개인별로 요구하는 등 과도한 제출
요구로 피감기관의 업무 부담 증가
- 개별 위원들의 요구자료 내용이 위원 상호 간 공유되지 않음
❏ 개선방안
❍ 국정감사정보시스템을 개선하여 중복 자료 제출 요구를 억제하고, 피감기관
업무 부담을 해소
- 국정감사에 필요한 항목과 정보 등을 폴더 및 DB화
- 요구 자료가 대량인 경우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등의 코드를 마련하여
각 자료에 코드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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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에서 정리한 요구자료를 피감기관이 항목별로 정리하여 시스템에
등록
- 의원실은 기본 항목을 바탕으로 검토한 뒤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만 요구
❍ 국감시 제출된 자료를 국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
3)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및 체포동의안 처리절차
❏ 현행제도
- 회기중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 필요
<헌법>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
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국회법>
제26조(체포동의요청의 절차) ① 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한 후 지체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
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 문제점
- 체포동의안 표결 전 각 의원에게 제공되는 정보·자료가 미흡 : 본회의 보고
후 정부의 체포이유만 듣고 토론 없이 표결
- 체포동의안 표결을 의도적으로 지연한다는 비판 제기 : 체포동의안의 처리
기한이 경과한 경우 처리에 관한 규정이 없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남용한다는 비판
❏ 외국사례
-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대다수 국가에서는 불체포특권이 인정
: 미국·영국의 경우 민사절차에서만 인정되고 형사절차에서는 불인정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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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은 불체포특권 정지청구가 제출되면, 의장이 이를 “선거심사, 불체포
특권 및 의사규칙위원회”에 회부하고 위원회에서 불체포특권 정지청구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보고
❏ 개선방안
-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제출 후
1주간 윤리자문위원회에서 주요 내용·이유·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본회의
보고 후에 표결
: 현재 의원에게 제공되는 법원의 체포동의요구서와 정부의 체포이유 설명
외에 체포동의요청의 내용, 이유, 사실 관계를 조사하여 제공함으로써
표결 시 참조할 수 있도록 함
: 체포동의안에 대한 조사 기능을 수행하게 되므로 기존의 “윤리심사자문
위원회”를 “윤리심사위원회”로 명칭 변경
- 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 보고후 72시간 이내 표결되지 않는 경우, 이를
다음 개최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

4) 국회의원 면책특권
❏ 현행제도
❍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면책
특권 보장
<헌법>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
니한다.

❍ 국회 내부에서는 면책되지 않음 : 타인에 대한 모욕행위, 공무상 기밀의
누설 등 위반시 윤리심사 및 징계요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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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54조의2(정보위원회에 대한 특례) ② 정보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공무원(의원보조직원을 포함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직무수행상 알게 된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개하거나 타인에
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8조(회의록의 배부․반포) 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단서
생략)
제146조(모욕등 발언의 금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
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155조(징계) 국회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특별위
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이를 징계할 수 있다. (단서 생략)
2. 제54조의2제2항을 위반한 때
5. 제118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표금지 내용을 공표한 때
7. 제146조를 위반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
에 대한 발언을 한 때

❏ 문제점
- 의원이 검증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개인, 집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면책특권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언론의 문제 제기
- 타인에 대한 모욕행위 등을 한 경우에도 국회 내부에서 징계 의결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어려움.
❏ 외국 사례
-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은 모두 의원의 의회에서의 발언 등에 대한
면책특권을 인정하고 있음.
- 그러나 영국의 경우 명예훼손 발언시 의회 내부적 징계대상이 되며, 독일의
경우 면책특권을 규정하고 있는 기본법 제46조제1항에서 “중상적 명예
훼손”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13

■■■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관련 공청회

< 주요국의 면책특권 규정 >
구분

관련 법령

조문 내용

영국

권리장전
제9조

의회에서의 발언과 토의의 자유 및 의사절차는 의회 이외 어떠한 법원 또는 그
외 어디에서도 고발되거나 조사받아서는 안 된다.(*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의사
절차 관련인 면책특권 적용됨)

미국

연방헌법
제1조제6항

양원의 의원은 의회 내에서 행한 발언 또는 토의에 관하여 의회 외의 어떠
한 장소에서도 신문을 받지 아니한다.

독일

기본법
제46조제1항

의원은 연방의회 또는 위원회에서의 발언 또는 표결에 대하여 기간의 제한 없
이 재판상 또는 직무상 소추되거나 연방의회 밖에서 책임지지 아니한다. 다만,
이 규정은 중상적 명예훼손(verleumderische Beleidigungen)에 대하여는 적용
되지 않는다.

프랑스

헌법
제26조제1항

의회의 의원은 직무수행 중에 행한 발언이나 표결과 관련하여 소추․수색․체
포․구금 또는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일본

헌법 제51조

양 의원의 의원은 원내에서 행한 연설, 토론 또는 표결에 대하여 원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개선방안
- 모욕행위에 대한 국회 내부의 윤리심사 강화
- 윤리심사위원회가 징계 의결한 사안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 상정 의무화
- 징계안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기한을 설정하여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함 (심사기한 경과시, 본회의 자동 부의)
- 명확하고 구체적인 윤리심사기준 마련

5) 국회의원의 겸직
❏ 현행제도
- 헌법에서는 국회의원이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
- 국무총리·국무위원은 겸직 가능, 공익 목적의 명예직 등에 대해서는 겸직
신고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겸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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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43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국회법>
제29조(겸직 금지) ①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익 목적의 명예직
2.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
②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 이외의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까지(재선
거·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당선이 결정된 날의 다음 날까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그 직을 휴직 또는 사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
기개시일 전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2.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와 그 자회사(손자회사를 포함
한다)의 임직원
3. ｢정당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
③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제3호의 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가
지고 있는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에 제1항 각 호의 직을 가지는 경우에
는 지체 없이 이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문제점
- 권력분립을 원칙으로 하는 대통령제 하에서 국회의원이 국무총리·국무
위원을 겸직할 경우, 여당 의원의 행정부 견제역할에 문제가 발생하고
대통령의 영향력을 받을 우려가 있음.
- 국회의원이 국무총리·국무위원 겸직시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에 전념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으로서 누리는 혜택을 세비를 제외하고 중복
하여 받는 문제
❏ 외국사례
- 미국의 경우, 임기 중 다른 공직에 대한 겸직 제한. 겸직이 가능한 경우
에도 외부소득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의원의 겸직을 규제(의원의 연간 외
부소득이 정무직 2급 기본연봉의 15%를 초과하지 못함)
- 영국은 의원의 겸직을 금지하지 않는 대신, 이해관계와 관련된 장관직에
취임하거나 관련된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는 것을 금지
- 프랑스의 경우, 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금지하며 의원이 국무위원직을
수락한 경우에는 별도의 조직법(Loi organique)에 따라 그 의원을 대체할
사람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음(｢헌법｣ 제25조 제3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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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안
- 우리 헌법은 대통령제뿐만 아니라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는 점,
여당의원 입각이 책임정당정치의 구현 및 관료통제라는 면에서 장점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금지, 국무위원 겸직 국회의원의
의결권 제한 등에 신중을 기할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 다만,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시 국회의원으로서 받는 입법활동비, 특별
활동비를 중복하여 받지 못하도록 함.

나. 기타 사항
1) 국회의원의 민방위 면제
❏ 현행제도
<민방위기본법>
제18조(조직) ① 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
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
1. 국회의원 (이하 생략)
※ 예비군 훈련의 경우, 2015년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훈련면제대상에서 제외됨.

❏ 문제점
- 국회의원, 교육위원, 지방의회의원 등의 민방위대 편성 제외가 타당성이
부족하고 특권이라는 지적이 있음.
❏ 개선방안
- 민방위대 편성 대상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을 포함
2)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 현행제도
- 현행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에는 정치인의 출판기념회
관련 규제 규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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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를 금지하고 있을 뿐임(｢공직선거법｣ 제103조⓹).
❏ 문제점
- ｢정치자금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출판기념회 수익금의 수입 및 지출은
후원금 등의 정치자금과 달리 중앙선관위에의 회계보고 대상이 아님.
- 보고･공개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출판기념회 수익금의 실태에
대한 공적인 관리･감독은 부재한 상황이며, 출판기념회가 사실상 음성적인
정치자금 모금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
❏ 개선방안
- 출판기념회에서 금품 모금 및 제공 금지, 출판기념회 개최신고 의무화
(선관위 개정의견 법정화)
※ 단, 출판사가 출판기념회 현장에서 저서를 정가로 판매하는 행위는 허용.

3) 국회의원 신분표시 배지
❏ 현행제도
- 국회의원 배지는 국회의원 신분을 나타내는 표시로 앞면에는 금색으로
도금된 무궁화 중앙에 한글 ‘국회’가 새겨져 있음. 한글 배지는 2014년 5월
부터 사용됨. 가격은 약 35,000원.
❏ 문제점
- 국회의원 배지(소위 ‘금배지’)가 국회의원 특권의 상징이라는 일부 비판
제기
❏ 개선방안
- 국회의원 배지 폐지하고, 신분확인수단으로 국회의원 신분증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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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회의원의 청사 출입 관련
❏ 현행제도
❍ 의원전용출입구 운영 현황 및 근거
- 국회청사 내에 ‘의원전용’ 임을 표지한 출입구는 없음
- 다만, ｢국회청사출입에 관한 내규｣ 제12조는 의사당 출입문을 ‘현관문(중앙문),
의사당 현관 중앙문 이외의 출입문, 안내실 출입문’으로 구분하고 출입문 별로 출입
대상을 달리 정하면서, 의사당 현관문(중앙문)의 경우 ‘국회의원, 국회소속기관의
장, 차관급 이상 공무원, 전직 국회의원 등’으로 출입대상을 한정하고 있음
- ｢국회경호업무지침｣에서 본회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 의원
출입문을 정하여 경호업무를 수행
❏ 개선방안
- 국회는 1급 경호시설임을 고려할 때, 일반인을 의사당 현관문(중앙문)으로
출입하게 하는 경우 경호 등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선에 신중한
검토 필요.
: 의사당의 경우, 과거에는 일반인 출입문이 건물 뒤편에만 있었지만, 현재는
의사당 전면 1층으로 출입이 가능.
- ｢국회경호업무지침｣ 등 관계규정에서 본회의장, 예결위 회의장의 “의원출
입문” 등 명칭 삭제
5) 국회의원의 골프장 이용시 회원 대우
❏ 현행제도
- 국회의원의 군 골프장(체력단련장) 이용시 준회원으로 대우, 국방위원회
위원은 정회원 대우. (｢군 체력단련장 운영 통제 훈령｣)
❏ 문제점
- 군인의 체력단련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립된 군 골프장에
국회의원이 회원 대우를 받는 것은 특혜라는 비판 제기

18

Ⅰ.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 제도적 권한 및 기타 사항

❏ 개선방안
- 국방부 훈령인 ｢군 체력단련장 운영 통제 훈령｣을 개정하도록 하여, 군인이
아닌 국회의원·고위공직자 등의 회원 대우 규정을 폐지
-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에 관련 규정 신설
6) 국회 시설의 관례적 ‘의원’ 명칭 사용
❏ 현행제도
- 국회 내에서 의원만이 사용하는 공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원’이라는 명칭이
관례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곳으로 의원식당, 의원동산이 있음.
❏ 문제점
- 의원만이 사용하는 공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원’이라는 명칭을 사용
할 경우 해당 공간이 의원에게만 허용되는 곳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
- ‘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인해 의원이 아닌 일반시민 등 식당‧동산 이용자들
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음.
❏ 개선방안
- 의원동산을 “국회동산”으로 명칭 변경
7) 현역 국회의원 프리미엄(정치후원금, 의정보고회)
❏ 현행제도
- 정치후원금 관련 : 선거가 없는 해는 국회의원만 연간 1억 5천만원의 후
원금 모금이 가능하고, 선거가 있는 해의 경우 지역구에 후보자로 등록한
국회의원후원회는 연간 3억원의 후원금 모금이 가능(선거가 없는 해 모금
한도액의 2배)하나 예비후보자는 1억 5천만원의 후원금 모금 가능 (정치
자금 법 제12조, 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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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보고회 등 선거운동 관련 : 현역의원은 평상시에도 의정보고회 개최,
의정보고서 발송(우편), 인터넷․문자메시지 등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
(선거일 전 90일까지)할 수 있으나, 원외인사의 경우 평상시에는 사전선거
운동의 예외인 문자메시지 전송,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 또는 전자우편 전송만 가능함.(공직선거법
제59조, 제60조의3)
❏ 문제점
- 정치후원금 관련 : 선거가 없는 해에는 현직 국회의원만 후원회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기부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선거가 있는 해에는 원외인사와
다르게 평년의 2배 금액까지 모금·기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현역 국회의원의 특권이라는 비판
- 의정보고회 등 선거운동 관련 : 의정보고회는 국회의원의 통상적이고 당연한
의정활동으로 볼 수 있지만, 선거를 앞두고는 사실상 선거운동의 장으로
활용되면서 선거운동방법의 제약이 큰 원외인사들과 형평성문제 제기
❏ 개선방안
- 선거운동과정에서 현역의원과 정치신인 간 형평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의정
보고회 및 정치후원금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정개특위에 권고.
8) 현역 국회의원 프리미엄(선거구획정 관련)
❏ 현행제도
-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선거구획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특별
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과 학계·법조계·언론계·
시민단체·정당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 8명을 의결로 선정하여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에서 통보받은 9명을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함.(｢공직선거법｣ 제24조⓷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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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을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정당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정당이 대부분의 위원을
선정함으로써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치권에 예속되어 각 정당의 대리전
으로 변질되었고, 이에 따라 선거구가 현역 의원들에게 유리하게 획정되어
게리멘더링이 이루어졌는바 이 또한 현역의원의 프리미엄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
❏ 개선방안
- 중앙선관위 개정의견(2016.6.23.)을 반영하여 선거구획정위 위원 구성방식을
변경 : 교섭단체별 각 1인, 선관위 주관 각계 추천 6인으로 구성
- 선거구 획정권한을 과도하게 외부에 넘길 경우 국회 및 정치의 자율성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또한 같은 맥락에서 선관위 추천 위원을
선거구획정위 전체 위원의 1/3로 제한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음.
9) 청원제도
❏ 현행제도
- 국회민원의 종류는 의원의 소개가 필요한 “청원”과 의원 소개없이 제출이
가능한 “진정”으로 분류됨.
- 청원 : 소관위원회의 청원심사소위원회가 심사하여 본회의에 보고
❏ 문제점
- 의원의 소개가 있어야만 청원이 가능하여 국민의 청원권이 제한된다는
지적
- 청원심사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청원인의 진술권 인정
(｢국회청원심사규칙｣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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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방안
- 청원의 국회의원 소개제도를 유지하되, 정당 소개나 일정 수 이상의 국민
서명으로도 청원 제출 허용, 온라인 청원제도 도입
- 청원인의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의 진술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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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Ⅱ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 공청회 자료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서 복 경

Ⅱ.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 공청회 자료

❏ 자료의 성격
❍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 1단계) 전원위원회에서 ‘추진위’가 다룰 의제의 선정,
- 2단계) 의제별 2개의 분과위 구성 후 분과위에서 의제별 검토,
- 3단계) 각 분과위 검토 의제에 대한 공청회 개최 및 의견 수렴,
- 4단계) 전원위원회 심의와 최종안 마련의 절차로 운영됨.
❍ 공청회 자료는 4단계) 전원위원회 최종심의를 거치지 않은 제2분과위 논
의자료이며, 공청회에서 의제별 의견수렴을 위한 기초자료임.
❍ 향후 ‘추진위’는 각 분과위 논의자료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을 토대로
전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게 될 것임.

1

제2분과위원회 검토대상 의제
1. 국회의원 ‘세비’ 관련 문제
2. 보좌직원 관련 문제
3. ‘김영란법’과 국회의원의 관계
4. 의회외교활동 지원 문제
5. 국회 공간 사용 문제

2

의제별 세부 내용

가. 국회의원 ‘세비’관련 문제
❏ 문제로 지적되는 사항
❍ 지금까지 의원에게 지급되는 세비와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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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비’ ‘보수’ ‘봉급’ ‘수당’ 등 용어의 혼란으로 인한 이해의 어려움
❍ ‘세비’ 관련 각종 항목들의 법적 근거와 타당성, 과세 형평성
-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특수활동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정책개발비,
유류비, 차량유지비 등 각종 수당 및 지원들이 너무 복잡하게 혼재
- 각종 수당들의 법적·현실적 근거와 타당성 문제
-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 및 경비가 하나의 법률로 정리되어 있
지 않아 유권자의 알 권리와 정보 투명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
- ‘세비’ 일부 항목들이 비과세 대상이 됨으로써,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받는
일반국민들과 과세 및 보험료 산정 등의 형평성 원리에 위배되는 문제
❍ ‘세비’ 결정의 자의성
- ‘세비’ 결정을 국회의원 스스로 결정하는 방식의 자의성 문제
❍ ‘세비’ 체계와 수준의 적정성 여부
- 해외 국회의원들의 ‘세비’ 체계와 수준과 비교, 국내 다른 공직자들의 급여
수준과 비교할 때 체계 및 수준의 적정성 문제
❍ ‘특수 활동비’ 사용 근거와 투명성 부재
- ‘특수 활동비’ 지급 근거의 타당성과 사용내역 투명성 문제
❍ 의원의 장관 겸직 시 일부 수당 지급의 부당성
- 의원이 장관을 겸직하고 있음에도 의정활동 관련 일부 수당이 중복 지급
되고 있는 문제
<문제제기와 근거자료>
○ 경제정의실천연합, 2016년 8월 8일, <‘국회의원 6대 특권’ 폐지 제안>
“국회의원 세비는 법률과 시행령의 재위임 규정을 이용해 국회의장이 국회 내부 규정인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을 고치는 방법으로 정해왔다. 이 때문에 의원 세비를 국민들은 명확히 알
기 어려우며, 언론들도 국회사무처에서 일일이 알아봐야 비로소 의원 세비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다.
국회의원 세비의 항목들을 모두 법률로 정해야 하며, 의원에게 지원되는 각종 수당이나 정책개발비
등 복잡하고 혼재되어 있는 명칭을 단순화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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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세비를 스스로 결정하는 방식 또한 개선해야 한다. 의원 급여와 관련하여 선진국들 중 급여
수준이나 인상폭을 의원들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우리나라 역시 국회의원을 제외
한 외부 인사로 구성되는 독립적인 기구에서 국회의원의 세비를 결정하고, 이 권고안을 국회가 수용
하도록 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위원회는 국회의장 직속으로 설치하고, 국회의원을 제외한 외부 인사
로 학계·언론계·법조계·종교계·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구성해야 한다...
특수활동비는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돈이다. 당연히 업무추진비에 준하여
그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지출 역시 공적 업무 수행에 한정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활동범위가 공개된
직무이며, 의정활동 외에 특수한 비밀 목적의 활동으로 활동비를 사용할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반드시 지출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내역은 국민들에게 숨김없이 공개되어야 한다.”
○ 매일경제, 2015년 2월 14일, <직장인이 국회의원보다 세금 2배 낸다>
“연봉이 같은 국회의원과 일반 직장인 월급(세비) 명세서를 비교·분석한 결과, 일반 직장인이 2배
가까이 세금(근로소득세)을 더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의원 급여(세비) 내역 중에 비과세 항목이
매우 많다는 것이다. 급여 내역 중 기본 임금에 해당하는 일반수당과 관리업무수당, 정근수당, 명절휴
가비는 과세 대상이지만,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는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게 국회 사무처 설명이
다...(국회의원의 월평균 급여 가운데) 무려 28% 이상이 비과세 금액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8월 6일, 흥사단 제18회 투명사회포럼, <흥사단 발표 국회의원 주요권한 및 혜택 리스트> 중)
순번
1
2
3
4
5
6
7
8
9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내역
국회의원 세비 연간 1억 3,796만원
국회의원 세비 국회의원이 결정
무노동 무임금 원칙 예외
국회 회의 참석 수당 1일 3만 1,360원
의원 차량 유지비 월 35만원
의원 차량 유류비 월 110만원
의원 사이버 대학 학비 지원
의원 가족 수당 (배우자 4만원, 자녀 2만원)
의원 자녀 고등학교 학비 지원
의원 사무실 운영비 월 50만원
의원 사무실 공공요금 월 95만원
의원활동 지원 매식비 월 평균 50만원
의원 공무수행 출장비 월 평균 114만원
업무용 택시비 월 평균 8만원
정책 홍보물 유인물비 월 평균 109만원
정책 자료 발송료 월 평균 50만원
입법 및 정책 개발비 월 평균 186만원
의원실 사무용품비 월 평균 41만원
현지 출장비 월 9만원

○ 2016년 5월 24일, [특권 대신 책임 스웨덴 국회가 주는 교훈] 토론회 자료집,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 발제문 중
“스웨덴 국회의원은 세비(수당의 형식으로 받음) 이외에 특별수당이라는 것을 별도로 받지 않는다.
독일 연방의회 의원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 국회의원들의 경우에는 특별수당이 흔하지 않다. 반면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세비 이외에 회기 1일당 3만 원 이상의 특별활동비를 받고, 정근수당 및 명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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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비 명목으로 매년 네 차례 일반수당의 50-60%를 추가로 받는다. 말하자면 일종의 보너스인 셈
인데, 국회의원과 보너스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이 밖에 가족수당 명목으로 배우자와 자녀수에 따
른 수당도 있고, 자녀학비보조수당도 지급된다. 이런 특별활동비, 보너스형식의 각종 수당, 보조수당
등을 모두 지급하지 않는 것이 옳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차량의 유류비로 매월 110만 원, 차량유지비로 매월 35만8,000원을 지원받는
다. 1년에 1,750만 원이나 된다. 국유의 선박, 항공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철도도 사실상 무료
로 이용할 수 있다. 통신요금 지원만도 연간 1,000만 원이 넘는다. 스웨덴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관용
차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그들은 출퇴근 시 주로 자전거를 이용한다. 따라서
의원 개인 차량의 유류비 지원이나 차량유지비 지원 같은 것이 있을 수 없다. 교통편 중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그 비용(그것도 가장 낮은 가격)을 영수증 제출 후 보전받을 수 있다...
<2015 국가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OECD 국가들의 1인당 GDP 대비 국회의원 보수 수준은 다음과
같다. - 일본 5.66/이탈리아 5.47/한국 5.27(3위)/미국 3.49 (5위)/ 스웨덴 1.79(24위)/노르웨이
1.32(26위)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세비가 현재 1억4,000만 원 정도인데, 1인당 GDP의 2-3배인
6,000-9,000만원 수준으로 삭감해야 한다...‘무노동 무임금 원칙’도 도입해야 한다. 스웨덴은 세비를
주급형태로 받고, 회기 중 결근하면 그만큼의 세비를 받지 못한다. 이는 본인이 아파 병원에 입원을
해도 마찬가지다. ‘개점휴업’을 해도 꼬박꼬박 1억4,000만 원의 세비를 받는 구조는 철폐되어야 한다.”
○ 참여연대, 2016년 8월 4일, <국회의원 특권과 관련한 의견 요청 회신의 건>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거나 최소한으로 지급되더라도 지출내역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지난
해, 특수활동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가 드러나 불투명한 국회 예산운영이 논란이 된 바 있습니
다. 참여연대는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을 정보공개청구했으나 국회사무처는 ‘세부지출 내역이 공개되면
의정활동이 위축되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고, 이
후 참여연대가 비공개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해 현재 진행 중입니다. 국회의원의 특권으로 꼽히는 특수
활동비는 최소화하거나 폐지하도록 하고, 지급되는 경우에도 공개범위를 확대하고 용도 외 사용에 대
한 사후검증과 제재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 세부 내용에 대한 검토
1) ‘세비, 보수, 수당’ 등 용어 검토
❍ 우리나라 ｢국가공무원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국회의원 이외의 국가공무원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봉급’과 ‘수당’을 합한 ‘보수’를 지급받음.
<관련 법령 조항: 현행>
｢공무원 보수 규정｣
제4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수"란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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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헌국회부터 1973년까지 국회의원도 ｢국회의원 보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았으나, 1973년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로 법이
개정되면서 법률용어에서 ‘보수’가 사라지고 ‘수당’이 이를 대체함.
- 이렇게 된 이유는 1973년 유신체제 하에서 의원을 하나의 전문 직업으로
보지 않고 ‘명예직’으로 간주하여, 의원에게는 일반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무활동의 대가인 ‘보수’가 아니라 직무활동과 품위유지에 필요한 실비
보전의 개념인 ‘수당’으로 대체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 법률: 연혁>
기간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급여에
대한 법률상 명칭

법률 상 내역

관련 법률

1948년∼1973년

보수

세비, 직무수당,
거마비

｢국회의원 보수에 관한 법률｣

1973년∼1981년

수당

일반수당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수당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1981년 이후

❍ 제헌국회 제정 법률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보수’는 ‘세비, 직무수당, 거마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 중 ‘세비’는 일본식 용어에서 기원함.
- ｢일본국 헌법｣ 제49조: 양(兩) 의원의 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상당액의 세비(歲費)를 받는다.
- 일본 ｢국회법｣ 제35조: 의원은 일반직의 국가 공무원의 최고 급여액보다
적지 않은 세비(歲費)를 받는다.
<관련 법령 조항: 현행>
｢국회법｣
제30조(수당·여비) 의원은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받는다.

❍ 1973년 이후 우리나라 법률체계에서는 ‘세비’라는 용어가 존재하지 않음
에도 불구하고, ‘세비’라는 용어를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등을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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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개념으로 일반화시키고 있는 것은 청산해야 할 일본식 용어의 영향
으로 볼 수 있음.
❍ 일반 국가공무원들이 받는 ‘봉급’과 ‘수당’ 중 국회의원은 ‘수당’ 만 받게
되어 있지만,
- 공무원들이 받는 ‘봉급’에 해당하는 월정액 ‘수당’과 각종 다른 수당 항
목들이 혼재되어 있어 용어 상 혼란을 초래하고 있고,
- 여기에 더하여 일본식 용어인 ‘세비’도 혼용되어 사용되면서 개념적 혼란
을 야기하고 있어 용어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 한편, 해외 각국 의회들이 의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법적 체계와 명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국회의회연맹(IPU) 자료를 조사함.
❍ 2013년 국제의회연맹(IPU)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 조사에 응답한 121개 의회 중 89.3%인 108개 의회에서 수당(allowance)과
구분되는 봉급(basic salary) 체계를 두고 있다고 답했으며, 13개 의회만이
봉급 없이 수당(allowance)으로만 지급한다고 답변하였음.1)
❍ OECD 국가 기준으로 한정해 보면 우리나라, 일본과 스웨덴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국회의원에게 봉급(basic salary)과 국가별 상황에 따른 각종 수당
(allowance)을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었음.
- 스웨덴과 일본의 국회의원들에게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것은 ‘수당’·‘세비’로
각각 불리며 봉급(salary) 개념을 적용하고 있지 않음.
- 면세 혜택 기준으로 보면, 봉급과 수당 모두에 대하여 과세하는 유형과
봉급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유형, 봉급과 수당 모두에 면세혜택을 주는 유형이
있으나, 봉급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수당에 대해서는 면세를 하고 있는
유형의 숫자가 가장 많았음.

1) IPU(2013) ｢A survey of parliamentary salaries and allowances Preliminar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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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례>
국가 명
호주
오스트리아

의원 지급 내역
봉급(basic salary), 유권자 수당(electorate
allowances), 면세 혜택 없음

allowance),

부가

봉급(basic salary), 각종 수당(allowance) 수당 비과세

벨기에

봉급(basic salary), 경비 수당(expense allowance), 수당 비과세

캐나다

봉급(basic
salary),
부가
수당(additional
allowance), 경비수당만 비과세

체코

수당(additional

allowance),

경비수당(expense

봉급(basic salary), 부가 수당(additional allowance), 면세 없음

덴마크

봉급(basic salary), 경비수당(cost allowance), 수당 비과세

핀란드

봉급(basic salary), 경비 수당(expense allowance), 수당 비과세

프랑스

봉급(basic salary), 주거수당(housing allowance), 직무수당(duty allowance), 직무
수당 비과세

독일

봉급(basic salary), 경비 수당(expense allowance), 수당 비과세

그리스

봉급(basic salary), 회의참석수당( Additional allowance for participation in
meetings), 가족수당(Family allowance), 수당 비과세

헝가리

봉급(basic salary), 부가수당(additional allowance), 면세 없음

이태리

봉급(basic salary), 특별수당(subsistence allowance), 면세 없음

뉴질랜드

봉급(basic salary), 부가수당(additional allowance), 선거구 수당(Constituency
Allowance), 면세 혜택

노르웨이

봉급(basic salary), 거주거리에 따른 부가수당(additional allowance), 면세 없음

포르투갈

봉급(basic salary), 직무수당(representation allowance), 거주지 수당, 가족 수당
등 지급, 봉급과 직무수당만 과세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봉급(basic salary), 부가수당(additional allowance), 수당 비과세
수당(allowance), 과세여부 확인불가
봉급(basic salary), 부가수당(additional allowance), 봉급 중 일부액수에 한해 부분
비과세

영국

봉급(basic salary), 부가수당(additional allowance), 면세 혜택

미국

봉급(basic salary), 사무실 경비 수당 등, 면세 혜택

일본

각종 부가수당(additional allowance), 우편수당 제외 과세

* 자료: IPU PARLINE DATABASE 홈페이지 제공(2016년 8월 31일 확인)
† 스웨덴 자료는 IPU PARLINE DATABASE에서 확인이 불가하여,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
2016년 5월 24일, [특권 대신 책임 스웨덴 국회가 주는 교훈] 토론회 자료집 발제문을 참조하였음.

31

■■■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관련 공청회

2) 의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 등 항목 검토
(1) 국가공무원 ‘보수’에 준하는 지급 항목
근거법령1
(국회의원에게만 적용)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국
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국회
의원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

항목
명칭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방법
월정액
월평균
월평균
월정액
월정액
연액
연액
월정액
연4회

근거법령2
(다른 국가공무원도 적용)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보수 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특별 활동비’는 경제정의실천연합·참여연대 등에서 문제
로 지적하고 있는 ‘특수 활동비’와는 다른 개념이며, ‘특수 활동비’에 대해서는 이하 상술함.

❍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항목 중 다른 국가 공무원 ‘보수’에 비견되는 항목
들은 총 9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었음.
- 이 가운데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국회의원에게만 적용되는 항목임.
-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
수당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국회의원만이 아니라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포함 다른 직위의 국가공무원들에게도 적용되고 있는 항목임.
❍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 ‘수당’은 월정액으로 지급되며 과세 대상으로, 다른 국가공무원 기준 ‘봉급’에
준함.
- ‘입법 활동비’는 ‘국회의원의 입법기초자료의 수집·연구 등 입법 활동을
위하여’ 지급되는 항목으로, 비과세 대상임.
- ‘특별 활동비’는 ‘국회의원의 회기 중 입법 활동을 특히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비과세 대상 경비로, 회기 1일당 입법활동비의 1/100을 지급하되,
결석 시 감액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단, 청가서･결석계 제출 시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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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정되며, 같은 날 본회의와 위원회가 2개 이상 개최되는 경우에는
하나만 출석해도 출석으로 인정됨(｢국회법｣제32조). 비과세 대상임.
❍ 현재 ‘입법 활동비’·‘특별 활동비’는 그 항목의 법적 근거와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국회의원이 ‘입법기초자료의 수집·연구 등 입법 활동’을
하거나 ‘회기 중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고유 업무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별도의 수당 항목 근거로는 부적합하다는 지적임.
❍ 또한 ‘입법 활동비’·‘특별 활동비’는 ‘실비 변상적 급여’(｢소득세법 시행령｣
12조 9항)로,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서도 제외되고 있어 일반 국민들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
❍ 한편,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각종 수당의 경우,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로는 파악될 수 없기 때문에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어, 단일 법률 체계로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2) 의원실 운영 경비 등에 관한 항목
❍ 국회의원과 의원실에 대한 경비성 지원 항목은 입법 및 정책개발 관련
경비 지원, 사무실 운영경비 지원, 교통 지원, 의원실 보좌직원 지원(급여
제외) 범주로 구성되어 있었음.
구

분

지 급 액(원)
연 22,374,020
월 480,000

지 급 일
매월 15일
매월 5일

지 급 방 법
의원실 신청에 따른 사후 지급
정액 지급

입법 및 기본지원
정책개발비
인센티브
입법 및
정책
정책자료 발송료 연 평균 4,578,130 매월 15일
개발
지원
정책자료발간비 및
연 13,000,000
수 시
홍보물유인비

사무실
운영지원

공무
출장 등
교통지원

의원실 신청에 따른 사후 지급
※ 세대수별 차등
의원실 신청에 따른 사후 지급

사무실 운영비

월 500,000

매월 15일

정액 지급

공공요금
(전화·우편 등)

월 950,000

매월 25일

정액 지급
(월 95만원에서 전화요금 공제)

사무실 소모품

분기 1,250,000

매분기
15일경

①전액현금, ②현금‧현물 병행,
③전액현물 방식 중 의원실에서 선택

의원차량유류비
의원차량유지비

월 1,100,000
월 358,000

매월 15일

정액 지급

공무수행출장비

연 평균 4,510,000 매월 25일

의원실 신청에 따른 사후 지급
※ 거리별 차등

※ 국회 기획조정실 [국회의원 권한 및 지원 제도 현황](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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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미나, 토론회, 공청회, 간담회 등 행사나 활동 지원 경비인 ‘입법 및 정책
개발비’, ‘정책자료 발송료’, ‘정책자료 발간비, 홍보물유인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선(先) 집행 후 증빙자료에 의거한 사후보전 방식으로 지원됨.
- 다만 ‘입법 및 정책 개발비’ 지원 중 인센티브 항목 정액지원(매월 48만원)은
증빙자료 없이 지원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 사무실 운영 지원은 운영경비, 공공요금, 사무실 소모품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운영경비와 공공요금은 정액지원 방식으로 지급되며 소모품은 현금과
현물지원 선택방식으로 지원됨.
❍ 교통지원 중 차량 유류비와 차량 유지비는 정액 지원되고 있으며, 공무수행
출장비는 연평균 451만원 범위 내에서 사후 지급 방식으로 지원됨.
❍ 해외사례와 비교해 보면, 사무실 운영 경비, 통신 및 우편 관련 비용, 공무
수행 관련 출장비 등에 대한 지원제도를 두고 있었음.
구 분

미 국

영 국

프랑스

독 일

일 본

내 용

지급액

지역구 사무실 수당

연 256,574달러 (한화 약 3억 378만원)
※ 환율기준 1$ = 1183.5원

우편수당

연 50,834달러 (한화 약 6천 16만원)

공무수행 출장비

항공기 운임 지원, 이동거리 기준 일정액 보상

주거수당

연 20,100파운드 (한화 약 3천 141만원)

사무실수당

연 25,350파운드 (한화 약 3천 961만원)(런던기준)

공무수행 출장비

교통 경비 청구

운영경비수당

연 69,240유로 (약 9천만원)

사무실 및 통신수당

사무실유지경비, 컴퓨터 및 전화 사용 지원

공무수행 출장비

연 2,750유로 (한화 약 357만원)

경비수당

연 49,476유로 (한화 약 6천 431만원)

통신 및 우편비용

연 12,000유로 (한화 약 1천 559만원)

공무수행 출장비

지역구외 출장에 대해 여비수당 지급, 기차 무료이용

문서통신교통체재비

연 12,000,000엔 (한화 약 1억 3천 981만원)

공무수행 출장비

연 554,041엔 (한화 약 645만원)

3) 수당 등 결정 방식에 대한 검토
❍ 현행 제도에 따르면, 국회의원 수당 등의 지급은 ｢국회법｣ 및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실제 지급액의 결정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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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편성에 이어 매년 국회 운영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
안이 심의·의결된 후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통해
최종 결정되고 있음.
❍ 이런 현행 제도는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항목의 적정성 및 액수의
타당성을 국회의원 스스로 결정하게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해외사례>
나라 명

관련 제도

영국

- 2009년 의원 수당 남용 스캔들 이후 관련법을 개정하여, 의원의 봉급 및 수당
체계 및 적정 수준을 제안하고, 봉급 및 수당을 지급하며, 지출을 감시하는 독
립기구(Independent Parliamentary Standards Authority:IPSA)를 설치함.
- 봉급 및 수당의 항목, 실 지급액의 기준은 하원 결의안에 근거함.
- IPSA는 5년 임기로 전직 의원, 고위법관, 회계사를 포함한 4인의 위원과 1인의
위원장으로 구성됨.

미국

- 의회가 관련 법적 근거에 따라 자체 결정함.
- 미국 노동부 산하 노동통계국에서 분기별로 제출하는 고용비용 조정비율표인
고용비용지수(the Employment Cost Index)에 따라 연단위 급여 조정율을 결정
하되, 일반적 공무원 임금표(General Schedule)의 조정율을 넘을 수 없게 되어
있음.

독일

- 연방의회 의원의 월 급여는 연방최고법원 판사 급여에 따라 정해지며, 연방통
계청장이 매년 3월 31일까지 연방의회 의장에게 제출하는 명목임금표의 변화
를 기준으로 2016년 7월 1일부터 매년 7월 1일 조정, 수당 조정금액은 연방
의회 관보로 공포함.

프랑스

- 의원 급여는 국가 공무원 직군 중 열외 직군에 속하는 공무원의 급여를 기준으
로 산정, 의원 급여액은 열외 직군 공무원 급여표의 최저수준과 최고수준의 평
균값과 같음.
- 의원의 급여에 부가하여 수당이 지급되며, 수당은 급여액의 4분의 1에 해당하
는 금액 범위 내에서 각 원의 의사규칙에 따라 직무 및 활동에 해당하는 수당
의 금액을 정할 수 있음.

일본

- 의회가 관련 법적 근거에 따라 자체 결정함.
- 의원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최고 급여액보다 적지 않은 세비를 받으며, ｢국회
의원의 세비, 여비 및 수당 등에 관한 법률｣로 명시함.

❍ 의원의 보수 결정 제도에 대한 해외사례를 조사한 결과,
- 행정부 및 사법부 유사 직위군의 보수를 기준으로 의원 보수를 산정하도록
해 놓은 경우(독일, 프랑스, 일본)
- 의회가 독자적으로 결정하되 조정율의 기준을 법제화한 경우(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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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 결의안으로 보수의 체계를 결정하되, 주기적으로 봉급 및 수당 체계와
수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지출을 감시하는 독립기구를 둔 경우(영국)가
있었음.
❍ 2013년 국제의회연맹(IPU)의 의원보수(봉급 및 수당) 결정 제도 관련 조사
자료에 따르면, 조사대상 96개 국가 128개 의회 중 54.8%가 행정부나 사법부
등 입법부 외부의 국가공무원 보수 규정에 연동해서 급여를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2)
- 의회 외부에 독립기구를 두어 봉급 및 수당을 결정하도록 해 놓은 유형은
조사대상 국가 중 3%에 그쳤음.
❍ 의회 외부에 독립기구를 두어 결정하고 있는 영국 사례에서도,
- 봉급 및 수당의 각 항목과 체계에 대해서는 의회 결의로 법적 근거를 마련
해두고 있었으며,
- IPSA의 주 업무는 매년 적정 조정율을 조사하여 제안하고, 지출투명성
보장과 정보공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부당지출이 의심될 경우 관련 사안에
대한 조사 및 권고안을 제출하는 것이었음3).
❍ 의원 수당 등 관련 개선안으로 독립적 결정기구를 두는 법률안이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도 수 건 발의되어 상태임4).
- 해외 사례 등을 참조해 볼 때 의원 수당 등의 독립적 결정기구를 두는
개선안을 채택한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률의 정비와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IPU(2013) ｢A survey of parliamentary salaries and allowances Preliminary analysis｣
3) http://parliamentarystandards.org.uk/Pages/default.aspx (2016년 8월 31일 확인)
4) 19대 때는 원혜영 의원, 서용교 의원 대표 발의 개정안이 제출된 바 있었고, 20대에도 정종섭, 원혜
영, 백혜련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속에 관련 내용이 포
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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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비 체계와 수준의 적정성
(1) 국제적 비교의 관점에서 본 수준
❍ 1인당 GDP 수준 대비 의원 봉급(salary)의 격차를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이태리, 일본 다음으로 격차가 크게 나타남.
- 스페인, 스위스, 노르웨이, 스웨덴 등의 국가는 의원 봉급이 1인당 GDP
대비 3배 미만이었고,
- 호주,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 독일, 프랑스, 미국 등은 4배 미만이었으나
한국은 5배를 넘고 있음.

※ 자료: 한국 제외 다른 나라 데이터는 The Guardian, “MPs' pay: higher than Switzerland, lower
than Norway”(2013.07.11.) 참조; 한국 자료는 2013년 기준으로 산정함; 다른 나라 자료는 경비성
수당 제외 세전 기본급(basic salary) 기준이며 한국은 수당+입법활동비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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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적 비교의 관점에서 본 수준
구분
지급형태
연간지급총액
연봉

수당①
(월정액)

상여금
(연액)
수당②
(월평균)

연봉액(연액)
일 반 수 당 / 봉 급
관 리 업 무 수 당
정 액 급 식 비
직 급 보 조 비
직책수행경비(별도)
재
판
수
당
소계(연액)
정
근
수
당
명 절 휴 가 비
소계(연액)
입 법 활 동 비
특 별 활 동 비
(회기 300일 기준)
소계(연액)

수당①
(월정액)

상여금
(연액)

(월평균)

147,369,920

167,008,000

146,543,000

6,464,000
581,780
130,000
-

120,868,000
130,000
1,240,000
2,475,000

117,383,000
130,000
950,000
1,350,000

86,109,120
6,464,000
7,756,800
14,220,800
3,136,000

46,140,000
-

29,160,000
-

7,504,000
675,360
130,000
1,650,000
2,475,000
400,000
154,012,320
7,504,000
9,004,800
16,508,800
-

784,000

-

-

-

47,040,000

-

중선위

헌법재판관

지급형태

수당등+상여금

수당등+상여금

수당등+상여금

269,646,980

157,021,120

188,221,120

위원장

170,521,120

중선위 상임위원
연봉+수당
166,708,000

연봉액(연액)
일 반 수 당 / 봉 급
관 리 업 무 수 당
정 액 급 식 비
직 급 보 조 비
직책수행경비(별도)
재
판
수
당

10,594,700
953,520
130,000
2,250,000
6,200,000
400,000

7,504,000
675,360
130,000
1,650,000
1,350,000
400,000

7,504,000
675,360
130,000
1,650,000
4,350,000

130,000
1,240,000
2,450,000

소계(연액)

246,338,640

140,512,320

171,712,320

45,840,000

정
근
수
당
명 절 휴 가 비

10,594,700
12,713,640

7,504,000
9,004,800

7,504,000
9,004,800

소계(연액)

23,308,340

16,508,800

16,508,800

특 별 활 동 비
(회기 300일 기준)
소계(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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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
연봉+수당

헌법재판소장

입 법 활 동 비
수당②

장관
연봉+수당

구분

연간지급총액
연봉

국회의원
수당등+상여금

(단위 : 원)
대법관
수당등+상여금

120,86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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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수당 등의 체계와 수준의 적정성을 판별하기 위하여 행정부, 사법부
및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보수를 비교해 보았음.
❍ 우선, 보수의 구성 내용에서 각 직위들은 차별성을 가졌음.
- 행정부 장관, 차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연봉제를 택하고 있었고,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액급식비와 직급보조비와 그 외
별도로 책정된 직책수행경비를 받고 있음.
-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봉급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정근
수당과 명절휴가비로 구성된 상여금 외에, 별도로 책정된 직책수행경비,
재판수당 등을 지급받고 있음.
❍ 현재 국회의원 수당 등 체계는,
- 연봉제+수당 체제를 택한 장·차관 보수 체계와도 다르고,
- 월정 봉급+수당의 체계를 가진 대법관 등과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연간지급총액 기준으로 국회의원은 차관보다 100여만 원 많고, 그 외 행정부
및 사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보다는 낮은 것으로 확인됨.
- 그러나 이는 세전 액수 비교로, 국회의원의 경우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가
비과세대상이므로 실수령액 기준 비교로는 차이가 발생하게 됨.
❍ 앞서 국제적 비교기준과 연동시켜 볼 때, 우리나라 헌법기관들의 전반적인
보수 수준은 국민 1인당 GDP와 격차가 매우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음.
5) ‘특수 활동비’ 사용 근거와 투명성 문제
❍ ‘특수 활동비’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항목이 아니며, 300명 개별의원 모두에게 지급되는
항목도 아니라는 점에서 ‘보수’에 준하는 지급항목이 아님.
❍ 법적 근거는 ｢국가재정법｣ 제44조 및 제80조에 따라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게
되어 있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지침｣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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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장관)
3-1. 적용범위
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3-2. 세부지침
가. 집행원칙
ㅇ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활동비를 당초 편성한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 부적절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나. 집행투명성 제고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와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집행절차, 집
행방식 등을 포함하는 자체 지침 또는 자체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집행방법
ㅇ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지급대상,
지급방법, 지급시기는 각 중앙관서가 개별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ㅇ 업무추진비․기타운영비*, 특정업무경비** 등 다른 비목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비는 특수활동비로
집행하는 것을 지양한다.
*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화환 및 조화구입, 축․조의 등
** 단순한 계도․단속, 비밀을 요하지 않은 수사․조사활동 등
라. 집행 관련 증빙 방법
ㅇ 특수활동비 집행 관련 증거서류에 대해서는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감사원 지침)｣에
따른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동 지침의 취지에 맞게 현금 사용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현금 사용시에
도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함
으로써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016년 기준 특수활동비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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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활동비
2015

2016

증감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14,792

14,692

-100

대통령경호실

11,883

11,883

-

국회

8,398

7,858

-540

대법원

300

270

-3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79

79

-

감사원

3,854

3,774

-80

국가정보원

478,236

486,039

7,803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1,240

1,230

-10

Ⅱ.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 공청회 자료

부처

특수 활동비
2015

2016

증감

미래창조과학부

7,791

7,033

-758

외교부

990

990

-

통일부

1,966

2,049

83

법무부

28,078

28,565

486

국방부

179,375

178,334

-1,041

공정거래위원회

40

40

-

국세청

5,449

5,449

-

관세청

705

705

-

경찰청

126,384

129,796

3,411

해양경찰청

11,048

-

-11,048

국민안전처

-

7,788

7,788

합계

881,060

886,996

5,934

❍ 특수활동비는 사용내역 증빙 및 공개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용처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없고, 정보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아 유권자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없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 이는 비단 국회에 한정된 문제는 아니나, 특히 국회의원이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을 위한 경비’를
별도로 지출해야 할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문제제기가 꾸준히 있어
왔음(경실련, 참여연대 관련자료 참조).
6) 장관 겸직 의원에 대한 특별활동비 지급의 부당성
❍ 현행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겸직의원의 경우
‘수당’과 겸직의 ‘보수’ 중 더 많은 것을 지급받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이 때 명시된 ‘수당’은 월정액 수당에 한정되며, 회기일수를 기준
으로 지급되는 ‘특별활동비’는 사실상 회의참석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급되어온 문제가 있었음.
- 이런 상황은 구속수사 중이어서 회의참석이 불가능한 의원에게도 적용됨.
❍ 이 문제는 의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등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관행적 행위로, 법규의 정비와 함께 개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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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방향 제안
❍ 투명성과 정보 접근성 강화
- 유권자들이 쉽게,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것을 권고함.
- 현행 ‘수당 등 법률’→‘수당 등 규칙’→‘수당 등 규정’로 위임, 재위임하고
있는 방식은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며 불신을 자초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법률｣에 관련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방안을 권고함.
- ｢국회의원 수당 등 법률(규칙, 규정)｣과 ｢국가공무원법(공무원 수당규정)｣을
법체계 상 연동시키지 않은 채 수당 항목을 뒤섞어 적용하는 것은 정보
투명성을 저해하고 불신을 초래하는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
또한 다른 법규에 따른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법률 체계에 통합하여
정리할 것을 권고함.
❍ 명료한 법률 용어 사용으로 혼란 방지
- ‘세비’는 법률용어가 아니므로 최소한 국회 기구와 국회의원들은 공식용어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함.
- 국회의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의 항목은
용어 사용으로 인한 혼란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국회의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다른 국가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봉급’과 ‘수당’으로 단순
구분하여 범주화하고 이를 합하여 ‘보수’개념을 사용할 것을 권고함.
- 이런 취지에서 현행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명칭을 ｢국회의원
보수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할 것을 권고함.
❍ 국회의원 개인 지급 ‘보수’와 경비성 지원을 구분하여 명시
- 현행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는 ‘보수’에 준하는 개인 지급 급여와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거나 사후정산을 해야
하는 경비성 지원 항목을 구분 없이 열거하여 혼란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음.
- 경비성 ‘지원’과 개인 지급 ‘보수(봉급+수당)’를 법체계 상 구분되는 장으로
별도로 구성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이해를 돕도록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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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 형평성 보장
- 국회의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모두 과세대상으로 포함하여, 소득세
및 보험료 산정의 근거가 되도록 함으로써 일반 국민들과의 형평성을 보장할
것을 권고함.
❍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항목은 삭제하여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
- 입법활동과 회의참석은 국회의원의 고유 업무이므로 별도의 ‘수당’ 항목
으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며 삭제를 권고함.
❍ ‘국회의원 보수산정위원회(가칭)’ 구성으로 자의성 배제
- 지금까지 국회는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급여 항목을 법률에 체계적으로
적시하지 않았고 비과세 대상 항목을 중심으로 편법 증액을 해왔다는 비판
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임.
- 해외사례를 토대로 할 때, 독립기구 구성만으로 ‘보수’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해줄 수는 없으나 법규 정비와 함께 자의성을 배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신뢰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특수활동비 사용의 투명화를 통한 신뢰 제고
- 감사원 지침에 충실하게 가능한 한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그 정보를 공개
하며, 증빙 불가능한 특수활동비 사용은 최소화하도록 권고함.
❍ 적정한 국회의원 보수 체계 및 수준을 위한 후속 논의 권고
- 현재 국회의원 보수 체계는 장·차관에게 적용되는 연봉제와도 다르고, 대법관
등의 체계와도 다른 모호한 체계로 구성되어 있음.
- 그러나 현재 수준에서 어떤 체계가 가장 적합한지, ｢공무원 수당 등의 규정｣의
각 항목들이 국회의원에게도 적용되는 것이 타당한지 등에 관한 검토를
한꺼번에 진행하기에는 더 많은 정보와 숙의가 필요한 상황임.
- 일단 일목요연한 법률체계 정비를 우선하여 진행하고,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활동내용에 비추어 적정한 보수 체계와 수준에 대한 논의는 ‘국회의원 보수
산정위원회(가칭)’를 통한 지속적인 검토과제로 상정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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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좌직원
❏ 문제로 지적되는 사항
❍ 의원실의 친·인척 채용으로 인한 특혜와 국민들의 박탈감 문제
❍ 보좌직원의 숫자가 너무 많으며 그 자체가 특권이라는 의견
❍ 보좌직원 직무윤리 및 권한 남용의 문제
❍ 보좌직원의 고용 불안정 및 ‘문자 해고’ 등의 문제
❍ 보좌직원 보수의 부당한 반환 혹은 유용하는 것의 문제
❍ 보좌직원 임면권을 가진 국회의원의 부당행위 문제
❍ 국회 인턴의 낮은 처우 및 입법보조원 제도 악용의 문제
<문제제기와 근거자료>
○ 참여연대, 2016년 8월 4일, <국회의원 특권과 관련한 의견 요청 회신의 건>
“첫째, 의원실의 친인척 채용을 제한해야 합니다. 역대 최고 청년실업률을 체감하는 국민들에게 국회
의원의 친인척 채용은 기회균등을 빼앗는 특별 채용, 특혜로 여겨지며 그 공평성을 의심받고 있습니
다...

의원실 친인척 채용과 관련하여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실질적인 법적·제도적 조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 2016년 5월 24일, [특권 대신 책임 스웨덴 국회가 주는 교훈] 토론회 자료집,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 발제문 중
“스웨덴 국회의원은 보좌직원이나 비서도 없이 혼자 일한다. 보좌관이 있지만, 1명의 정책보좌관이 4명
의 국회의원을 보좌한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보좌직원이 너무 많은 것이 탈이다. 스웨덴의 경
우와 비교하면 약 3-4억 원의 세금이 과다지출 혹은 낭비...”
〇 헤럴드경제, 2016년 7월 9일, <‘무급 노동’ 입법보조원의 눈물>
“입법보조원의 업무는 의원실에 정식으로 채용된 인턴에 준하지만 급여는 수당이라고도 할 수 없는
교통비와 식비로 대신하고 있다. 이렇게 근무하는 입법보조원은 20대 국회 들어 197명에 달한다고
국회사무처는 밝혔다...입법보조원의 근로 조건은 의원실마다 ‘복불복’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회 채용
사이트의 입법보조원 모집 공고에 명시된 처우 수준은 ‘식비 지원’부터 ‘월 100만원 지급’까지 천차만
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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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한겨레신문, 2016년 7월 1일, <‘보좌관 삥뜯기’ 사건의 전말>
“어떤 당은 아예 대놓고 ‘4급 보좌관은 50만원, 5급 비서관은 30만원’, 이런 식으로 ‘보좌관 삥’을
뜯었다. ‘특별당비’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였지만, 이것도 광범위하게 정치활동비 명목으로 ‘삥뜯기’를
하는 경우다...”
〇 한겨레신문, 2016년 7월 26일, <국회의원 최고의 특권, ‘사노비’ 부려먹기>
“...국회의원의 가장 큰 특권은 자신의 수족과 같은 보좌진에게 온갖 갑질과 횡포를 부릴 수 있는
‘권리’다. 의원은 자신의 도장이 찍힌 종이 한 장으로 보좌직원을 임명할 수도 있고 해고할 수도 있
다. 종이 한 장에 밥줄이 걸린 보좌진 수천명은 맹목적으로 의원에게 충성할 수밖에 없다...”

❏ 세부내용에 대한 검토
1) 의원실의 친·인척 채용으로 인한 특혜와 국민들의 박탈감 문제
❍ 20대 국회 이전에도 친·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취지의
법률 개정안이 제출된 바 있었으나 개정에 이르지 못하였음.
- 17대 노현송 의원 발의 개정안, 19대 배재정 의원 발의 개정안 등은 모두
폐기되었음.
❍ 현재 각 정당 및 시민단체들은 본인과 배우자의 4촌 이내 금지를 법제화
하고, 이 범위를 넘는 친·인척 채용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에 신고 및 국회
공보 등을 통해 공개하자는 제안을 내놓고 있음.
❍ 한편 최근 논란 등의 여파로 20대 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이 3건 제출되어
있는 상황임.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 의원

개정안 중 관련 내용

윤상현 의원 등

국회의원의 배우자, 국회의원 및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은 그 국회의원
의 보좌직원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함

김광수 의원 등
백혜련 의원 등

국회의원은 본인 및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을 국회의장 또는 국회사
무총장에게 보좌직원으로 임명 요청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하고, 국회사무총장
은 이를 국회공보 등에 게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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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좌직원의 숫자가 너무 많으며 그 자체가 특권이라는 의견
❍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별표 4]에 따라 국회의원은,
- 4급 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보좌관) 2인,
- 5급 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비서관) 2인,
- 6급 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비서) 1인,
- 7급 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비서) 1인,
- 9급 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비서) 1인을 둘 수 있음.
❍ ｢국회인턴제 운영 지침｣에 따라 국회의원은,
- 해당 회계연도에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인턴을 채용할 수 있으며,
- 2016년 기준 예산 범위에 따라 의원실 당 2인을 22개월 범위 내에서 채용
하고 있고, 그 신분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근로자 신분임.
- 2016년 7월 11일 현재 국회에는 519명의 인턴이 근무하고 있음.
❍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보좌직원 숫자는 스웨덴, 덴마크 등에 비해서는 많지만
미국에 비해서는 작은 규모로 단순 비교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일반적으로 의원의 개인 보좌직원에 대한 수요는,
- 각 나라 정당정치 발전수준과 중앙당의 정책지원 능력,
- 의회제와 대통령제 등 정부형태의 차이,
- 의원 1인당 유권자수 혹은 국민의 수,
- 국회의원 선거제도 등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됨.
❍ 정당정치가 오래되고 중앙당 혹은 정당 관련 정책재단의 정책지원능력이
발전되어 있을수록 개별의원의 보좌직원 수요는 낮아지게 됨.
- 반대로 우리나라처럼 정당정치의 역사가 짧고 불안정한 구조에서는 중앙당
정책부서나 정당 정책연구소 등의 정책지원능력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별의원 차원에서 법안심의부터 예결산 심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담당해야 하므로 보좌직원 수요가 높아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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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의회제 국가보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정당차원 혹은 의원 개인 차원의
당파적 보좌직원 수요는 상대적으로 높아짐.
- 의회제 국가의 경우 원내 다수당(연합)과 소수당(연합)이 교체되긴 하지만,
다수당(연합)뿐만 아니라 소수당(연합)이라고 하더라도 관련 행정부처로부터
정보획득이 용이하고, 국책연구소 등이 행정부에 독점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원내 정당 및 의원에게도 정보를 공유하게 되므로, 대통령제
국가보다 개별의원 차원의 보좌직원 수요는 낮아지게 됨.
❍ 의원 1인당 인구(유권자) 비율도 보좌직원 수요에 영향을 미치게 됨.
- 예컨대 덴마크의 경우 의원 1명 당 대표해야 할 인구는 3만 명 수준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4만∼28만 명으로 5∼9배가 더 많은 상황임.
- 개별의원이 더 많은 정책수요와 더 다양한 이해관계, 민원, 예산수요 등을
감당해야 하므로 개인 보좌직원 수요가 높아질 수 있음.
❍ 선거제도 역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 비례대표제의 경우 전국적인 이익단체나 의견집단들과 연계되어 직접 정책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 지역선거구 다수대표제의 경우에는 전국적인 이익단체, 의견집단과의 교류
와는 별개로 지역구민들의 다양한 이해관계, 민원 등에 반응해야 하므로
역시 개별의원의 보좌직원 수요가 높아지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이상의 요인들을 고려할 때,
-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보좌직원 수에 대해 ‘많다 혹은 적다’는 판단은 다를
수 있으나, 보좌직원 숫자를 축소하는 방향에서 제도개선을 해야 할 근거를
발견하기는 어려움이 있음.
3) 보좌직원 직무윤리 및 권한 남용의 문제
❍ 2016년 1월 보좌관의 주취 경찰 공무집행 방해 사건, 2016년 7월 부동산
분양대행업자로부터 특혜 알선 대가 금품 수수 사건, 사업편의 청탁 1억원
금품 수수 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하여 보좌직원의 직무윤리 및 불법적인
권한 남용 문제가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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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좌직원의 고용 불안정 및 ‘문자 해고’ 등의 문제
❍ 현행 제도에 따르면,
- 국회 내 별정직 공무원의 임면은 형식적으로 국회사무총장의 소관이나,
- 국회의원이 임명요청서 혹은 면직요청서를 제출하면 승인되는 절차를 거치
므로 국회의원의 권한임.
❍ 해외사례를 보면,
- 일본 등 예외사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의원에게 제공되는
보좌직원 인건비 범위 내에서 의원이 자율 채용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 일본에서는 정책담당비서에 한해 자격시험을 통과한 자 중 임명하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음.
❍ 그러나 실업수당 등 사회안전망 제도가 충분하지 못한 한국적 조건에서
면직된 보좌직원의 새로운 구직활동기간 동안 생계와 생활의 최소조건을
보장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내용을
포함한 법률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임.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 의원

개정안 중 관련 내용

김관영 의원 등

국회의원이 보좌직원을 직권으로 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김해영 의원 등

보좌직원을 면직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보좌직원이 고의로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로서 국
회규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보좌직원 보수의 부당한 반환 혹은 유용하는 것의 문제
❍ 20대 국회 들어 보좌직원 보수를 정치자금으로 반환시키거나, 의원이 직접
공적·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지역구 사무실에 상주시키면서 사무실 경비
등으로 사용하게 강제하는 등의 부당행위가 정치문제로 대두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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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안을 담은 관련 법률 개정안이 20대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황임.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 의원

개정안 중 관련 내용

백혜련 의원 등

보좌직원의 보수 일부를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지급하도록 강요하거나 보좌직원
을 허위로 임명요청하여 그 보수를 유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6) 보좌직원 임면권을 가진 국회의원의 부당행위 문제
❍ 보좌직원 임면권을 독점하고 있는 국회의원이,
- 공적 업무가 아닌 사적 업무를 보좌직원에게 요구하거나 연가사용 등 법적
권리 행사를 보장하지 않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사례,
- 인격모독 및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례 등은 국회의 오래된
문제였음.
❍ 문제해결 대안으로 국회 차원의 독립기구 등을 마련하여 보좌직원의 문제
제기가 있을 경우 타당성을 판정하거나 국회의원(실)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제기된 바 있었음.
- 그러나 해당 의원실에 계속 근무를 원할 경우 보좌직원의 ‘내부자 고발’이
용이하지 않다는 현실적 문제가 있고,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을 마련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7) 국회 인턴의 낮은 처우 개선 문제
❍ 국회인턴의 경우 보좌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으며 업무의 연속성으로
대부분 12개월을 근무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배정받지 못한
1달은 정당한 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임. 또한 365일의 근무일을 채우지
못함으로써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관련 대안으로는 인턴제를 폐지하는 대신 법정 보좌직원의 수를 늘려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안과, 기본급 인상 등 처우 개선 방안을
모색하자는 안이 제출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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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턴제 도입 이후 2006년 기본급 10만원 인상, 2007년 연차수당지급,
2008년 기본급 10만원 인상, 2012년 연장근로수당 지급, 2013년 명절상여금
및 출산축하금 지급, 2014년 선택적복지수당 지급, 2015년 선택적 복지수당
3만원 인상, 2016년 기본급 6만원 인상 등의 개선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지만, 현행 법적 한계 내에서 고용기간 등의 문제는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 의원

개정안 중 관련 내용

김해영 의원 등

현실에 맞지 않는 국회인턴제를 폐지하고 8급비서 1명을 신설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근무기간 외의 채용 사례, 4대 보험 미가입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
되고 있음.
- 근무기간 외 채용 사례란, 의원실에서 인턴 1인은 12개월, 다른 1인은 10
개월로 국회사무처와 약정 계약을 체결한 후 10개월이 지난 시점 해당인력은
의원실에서 자체적으로 2개월 간 임의적인 급여만 지급하고 계속 고용하는
경우 등의 사례를 말함.
8) 입법보조원 제도 악용의 문제
❍ 입법보조원 제도의 당초 도입 취지는 일정 기간 계속하여 청사 출입을
해야 할 경우 출입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였으나,
- 현재는 일부 의원실에서 무급 또는 저임금 노동의 활용을 위해 이 제도를
악용하는 문제가 있음.
<관련 법규>
｢국회청사출입에 대한 내규｣
제8조(출입신청)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일정 기간 계속하여 청사를 출입하고자 할 경우
에는 사무총장에게.... 국회청사출입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보조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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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방향 제안
❍ 친·인척 채용 법적 제한 및 정보공개 권고
-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 채용 금지 법제화 및 8촌 이내 친인척 보좌
직원 채용 시 국회의장에게 신고와 관련 내용 공개의무 부과 권고
❍ 보좌직원 ｢윤리강령｣(가제) 제정 및 위반 시 제재방안 마련 권고
- 보좌직원의 권한 남용이나 불법 금품 수수 등은 개인적 문제 차원이 아니라
국회 전체의 대국민 신뢰를 떨어뜨리는 문제이므로 보좌직원에 대해서도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보좌직원 관련 윤리규범을 ｢국회의원 윤리강령｣ 및 ｢국회의원 윤리실천
규범｣에 포함시키는 방안 권고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차원에서 현재 검토하고 있는 윤리규범 강화 노력의
일환으로, 보좌직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금지, 인격모독 및 명예훼손 행위
금지, 정차지금 등으로 보좌직원 보수 유용 등의 금지 등을 명시할 것을
권고함.
❍ 국회 인턴제도는 유지하되, 기본급 인상을 중심으로 처우 개선
- 현재 인턴제를 폐지하고 1명의 법정 보좌직원을 충원하자는 개정안이 제출
되어 있으나,
- 이 안을 시행할 경우 현재 근무하고 있는 519명 인턴 중 상당수의 해고
문제가 뒤따를 수밖에 없게 되고, 미래 인턴 계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구직자들에게도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음.
- 또한 현행 법정 보좌직원의 수가 ‘많다’고 인식하는 국민들이 상당수 존재
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현 단계 법정 보좌직원 수 충원은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 그러나 고용기간 제한 때문에 퇴직금도 받을 수 없는 구조에서 현재의
기본급(126만원)은 너무 낮은 수준이라는 비판은 충분한 근거가 있으므로,
기본급 인상을 통한 처우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51

■■■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관련 공청회

❍ 입법보조원 제도의 악용을 방지할 구체적 방안 마련 권고
- ｢국회청사출입에 대한 내규｣를 개정하여 ‘입법보조원’ 제도의 근거를 삭제할
것을 권고함.
- 현행 규정이 있는 상태에서는 의원실 단위에서 공개적으로 혹은 비공개
적으로 무급이나 저임금 노동을 활용하려는 유인을 차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다. ‘김영란법’과 국회의원
❏ 문제로 지적되는 사항
❍ 2016년 9월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일명 ‘김영란
법’) 시행이 예정되어 있음.
❍ 국회의원의 특권과 관련하여 ‘김영란법’ 상 문제로 지적된 것은,
- 원안에 있었던 ‘공직자의 4촌 이내 친척이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할 경우 제척’되도록 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의 누락,
- 국회의원이 부정청탁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이는 ‘국회의원의
특권’에 해당하므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임.
❍ ‘이해충돌 방지’ 규정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위헌적이므로 도입이 불가하다는
입장과 도입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공존하고 있으나, 이는 국회의원에게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전체 공직자들에 관한 문제이므로, ‘국회의원 특권’
의제에서는 제외함.
❍ 제2분과위에서는 ‘김영란법 상 부정청탁 규제대상에서 국회의원이 예외적용을
받음으로써 특권을 누리게 되는지’ 여부에 한해 관련 내용을 검토함.
<문제제기와 근거자료>
“국회의원의 부정청탁도 포함돼야지 그게 특권 내려놓기의 하나다...그러한 것도 김영란법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2016년 7월 29일자 파이낸셜뉴스 <정
치권, 국회의원 법 적용대상 포함 놓고 '논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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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예외조항을 삭제하고 언론의 자유와 사학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독소조항을 빼야
한다.”(새누리당 강효상 의원, 2016년 7월 29일자 파이낸셜뉴스 <정치권, 국회의원 법 적용대상 포
함 놓고 '논란 예고'>)
“김영란법 제5조 제2항 제3호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공무원, 정당, 시민단체 등에게만 합법적
인 청탁 권리를 허용함으로써 청탁금지법을 청탁특권법으로 변질케 할 우려가 농후해 삭제가 절실히
요청된다.”(도태우 변호사, 2016년 8월 19일 강효상 새누리당 국회의원실·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
<김영란법 제대로 만들기 위한 개정 방향 토론회>)
“제5조 제2항 제4호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이는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만일 청탁과 관련해 금품의 수수 등이 있을 경우에는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다르지 않다... 이 조항이 존재한다고 해서 국회의원은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 등
에서 면제된다고 볼 이유는 없다.”(고려대학교 장영수 교수, 2016년 8월 19일 강효상 새누리당 국
회의원실·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 <김영란법 제대로 만들기 위한 개정 방향 토론회>)
“부정청탁 관련한 조항은 이것이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기본 직무 자체가 지역구 의원들
의 경우 또 비례대표인 경우 각각 지역의 민원과 각 전문 분야의 민원들을 국회의 논의구조로 연결시
켜주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 국회의 기본 직무...”(새누리당 김세연 의원, 2016년 7월 28일, PBC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인터뷰)
“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일각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국회의원도 예외 없이 부정청탁 금지 대상에 속한다.”(김기식 전 의원, 2016년 8월 2일 뉴스1, <김
기식, 국회의원도 김영란법 적용 예외 아냐>)

❏ 세부내용에 대한 검토
<관련 법령 조항>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
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
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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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
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3.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4.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5.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
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6.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
도록 하는 행위
7.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
는 행위
8.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
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
치도록 하는 행위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10.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
는 행위
11. 징병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
는 행위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
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3.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
록 하거나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14.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
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기준
(...)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
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3.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
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등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
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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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쟁점은 국회의원이 ‘김영란법’ 제5조 ② 3.에서 규정한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것이, 제5조 ①에서 열거 예시한
‘법령을 위반하는’ 15개 부정청탁 행위에 대한 규제에서 예외가 되는가
여부임.
❍ ‘고충민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5.에 정의된 법률 용어임.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 따르면, 국회·법원·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공공기관은 일반민원(법정민원, 질의
민원, 건의민원, 기타민원)과 함께 ‘고충민원’을 접수 및 처리해야 함.
❍ ‘공익적인 목적’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고 하여 ‘고충민원’의 법적 정의가
다르게 정의되거나 더 확대된 범위로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며, 오히려
‘사익적 목적’을 제외하려는 법적 취지를 담은 것이므로, ‘법령을 위반하는’
국회의원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또한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를 넘어서 ‘법령을 위반하는’ 개입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제5조 ①에 따른 규제대상에 포함됨.
❍ 이런 의미에서, ‘김영란법’ 제5조 ② 3.의 내용은 제5조 ② 1.의 내용을
주체에 따라 재기술하여 강조하는 의미 이상으로 해석되거나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 개선방향 제안
❍ 9월 28일 시행 예정인 ‘김영란법’의 제5조 ② 3.이 국회의원에게 부당하거나
과도한 ‘특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김영란법’을 일단 시행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개정논의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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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의회외교활동 지원
❏ 문제로 지적되는 사항
❍ 의원외교활동 지원이 국회의원에 대한 부당한 특혜로 비판받는 내용은,
- 회기 중에 집중된 외교활동,
- 업무와 크게 관계없는 시찰 등 외유성 일정,
- 의회 외교의 전문성 및 연속성에 대한 의문,
- 해외 공관들의 국회의원 방문단에 대한 과도한 접대,
- 공항 이용 시 절차 간소화 및 귀빈실 이용 등 혜택,
-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미준수 및 부실한 보고서 내용에 관한 것임.
<문제제기와 근거자료>
〇 2016년 6월 10일자, KBS 뉴스 9, <의원 외유 90%가 회기중에…혈세 121억 원 투입>
“국회의원들이 의원 외교라며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해외에 나가고 있는데, 대부분 국회 회기 중에 나가고
있어 본연의 입법 활동에 소홀하다는 비난을 사고...지난 19대 국회에서 의원 외교 명목으로 해외에 다녀
온 의원은 278명. 이 중 90%인 252명이 국회 회기 중에..."”
〇 바른사회시민회의, [19대 국회 방문외교 활동 분석] (2016.04) 내용 중
연번
1
2
3
4
5
6

구분
상임위 출장 포함 국외 출장
국회스카우트의원연맹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
아시아정당국제회의의원연맹
한일의원연맹
아시아인권의원연맹
합계

건수
256
12
17
19
24
1
329

총 비용(천원)
9,090,072
443,381
824,812
481,690
537,831
134,903
11,512,689

“의회외교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외교’가 ‘외유’로 변질되어 당초 취지와 목적이 퇴색했다...방
문외교 활동 후에는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결과보고서 제출 현황은 329건 중
297건이 제출되었다.... 일부 방문외교 활동의 경우... 2013년 1월 8∼18일 정무위 국외출장처럼 사유
없이 결과보고서의 진행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연번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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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제출
대외비
비공개
작성중
미제출
알 수 없음

건수
299
1
1
7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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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12월 11일, <안광현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4)> 무분별한 외유
“외교가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외유에 나선다는 정보가 들리면 짜증을 낸다. 필요한 대민업무는 전혀
못하고 국회의원 접대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잘못 보이면 국정감사에서 혼나기 때문에 말도 못한
다...”
〇 매일경제 2016년 4월 28일자, <의원 1인당 수천만원 경비, 보고서는 일정 나열만>
“...상당수 사례에서 보고서는 온전히 보좌진 몫이었다. 또 다른 비서관은 “영감(국회의원)은 외국에
나가 온갖 대접을 다 받고 올지 모르지만 정작 함께 가지 못한 보좌진은 가지고 못한 곳을 취재해서
보고서를 써야 한다.”고...”
〇 2016년 8월 6일, 흥사단 제18회 투명사회포럼, <흥사단 발표 국회의원 주요권한 및 혜택 리스트> 중
순번
23
24
25
26
27

내역
공무 해외출장 지원 1인당 연 2,200만원
국고지원으로 연 2회 해외시찰 가능
해외 출장 시 재외공관 영접
출입국 절차와 보안심사 간소화
공항 귀빈실 및 귀빈 전용주차장 이용

❏ 세부내용에 대한 검토
1) 회기 중 의회외교활동
❍ 의회외교활동이 회기 중에 집중되는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 불가피성이
인정되었음.
- 의회외교는 상대방이 있는 활동이며, 우리나라 국회가 비(非)회기인 때는
상대방 국가의 의회도 비(非)회기 기간일 가능성이 높아 실질적인 외교활동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음.
- 특히 최근 수년 동안 우리나라 국회는 연중 300일 이상 회기일수를 기록
하고 있기 때문에, 한여름과 한겨울 짧은 기간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회기
일수에 포함되고 있는 실정이었음.
2) 업무와 관련 없는 외유성 일정
❍ 업무와 관련 없는 외유성 일정은 당연히 제한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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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대 국회 기준으로 보면,
- 총 329건 가운데 73건은 의원연맹 차원의 의회 간 교류일정이었고,
- 나머지 256건 중 상임위 국정감사 목적 출장, 상대방 국가 초청외교, 특정
현안 외교, 국제회의 참석 목적 출장과 업무 관련성이 약한 외유성 출장
등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아직 그 내용을 모두 분류하지는 못하였음.
❍ 19대 국회 기준 총 329건 방문외교의 목적 및 활동을 분석하는 과정에
있으며, ‘외유성 방문’의 숫자, 집중 상임위의 분포, 관련 비용의 규모 등의
데이터를 추출하여 최종 보고서에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수록하고자 함.
3) ‘의원 1인당 2,200만원 비용 책정과 연 2회 방문 정보’ 확인
❍ 관련 정보를 확인한 결과,
- 의회외교는 개인단위가 아니라 상임위원회·의회외교단체 단위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고,
- 연초에 수립되는 ｢의회외교 활동계획｣에 따라 진행되며,
- 개별의원 차원 외유성 목적 등으로 진행할 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
- 따라서 소관위원회나 개별 의원 관심사에 따라 방문외교에 참여하지 않는
의원도 있었고, 의장단이나 특정 상임위원회·의회외교단체 소속 위원 등은
그 회수가 2회를 훨씬 상회하는 경우도 발견되었음.
- 위 정보는 상임위별 책정된 예산총액을 300명 의원 기준으로 단순 계산
한 결과로 추정됨.
❍ 대표단의 목적이나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방문외교의
경우 대표단 4인, 6박 8일 내외의 일정, 2∼3개국 방문 등의 일정으로 진행
되고 있었음.
❍ 19대 국회 기준,
- 의원외교협의회는 한-미, 한-EU, 한-중, 한-러 4개가 있었고, 각 협의회마다
10인의 임원과 40인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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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친선협회는 총106개가 있었으며, 아·태주 19개, 중동주 10개, 미주
21개, 아프리카주 15개, 유럽주 41개가 구성되어 활동했음. 각 대륙에 속하는
국가들과의 친선협회는 각각 7∼8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음.
4) 재외공관 지원 현황
❍ 재외공관은 외교부 예규인 ｢국회의원 해외여행 시 예우에 관한 지침｣에
따라 출영·환송, 귀빈실 사용, 공식일정 주선 등을 지원함.
- 공관장 또는 공관장이 지정하는 공관원이 공항에 마중하거나 환송을 함.
- 방문국 공항 귀빈실 사용은 그 나라 귀빈실 사용기준 및 관례의 범위 내
에서 주선함.
- 주재국 국내정세 등 방문 목적에 필요한 사항 및 주요 외교현안 브리핑,
공식일정 주선, 안내 및 교통편의 제공 등을 지원함.
- 행정부 장·차관은 외교부 훈령인 ｢공직자 해외여행 시 재외공관업무협조
지침｣에 따라 출영·환송 등 유사 지원을 제공함.
5) 공항 이용 시 혜택
❍ 국회의장, 전직 국회의장, 원내교섭단체 대표는 ｢공항에서의 귀빈예우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귀빈실 사용과 출입국 절차 간소화가
지원되었고, 일반 국회의원은 공항공사 사규인 ｢귀빈실운영규정｣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음.
- 행정부의 경우 장관급은 귀빈실 이용 및 출입국 절차 간소화 지원을 받지만
차관은 지원 대상이 아니었음.
- 귀빈실 무료 이용은 사용 예정 24시간 전에 신청을 하면 가능했고, 별도의
출입국 검사장을 이용할 수 있었음.
6)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미준수 및 보고서 내용 부실
❍ ‘바른사회시민회의’ 분석 자료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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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대 국회 총 329건 방문외교 가운데 299건의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 대외비 및 비공개가 2건, 확인 불가가 20건 등이었음.
❍ 매일경제신문 보도(2016년 4월 28일자)에 의하면, 방문외교를 함께 진행
하지 않은 보좌진이 보고서를 써서 책임전가와 부실 보고서 제출 관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함.
❏ 개선방향 제안
❍ 의회외교활동 관련 연 단위 ‘백서’ 발간 권고
- 현재 의회외교 결과보고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고는 있으나 일반인의
정보 접근성이 낮은 문제가 있음.
- ‘국회사무처 홈페이지→의회외교활동→초청 방문외교 및 국제회의’에 국회
사무처 국제국 명의로 결과보고서가 공개되고는 있으나, 국회 홈페이지에서
곧바로 찾아보기는 어렵게 되어 있음.
- 정보공개로 일반 시민들이 상시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외유성’ 방문
외교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질 수 있고, 시민들의 견제가 있어야 의원들도
‘외유성’ 방문을 자제할 유인을 갖게 될 것임.
- 국회사무처는 연 단위 의원외교활동 결과보고서 내용을 종합하여, 방문
외교의 목적에 따른 분류, 참석자 명단 공개, 결과보고서 미제출 방문외교
목록, 주요내용 소개, 소요예산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의회외교활동이 실질화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함.
❍ 결과보고서 분석을 토대로 예산에 반영할 것을 권고함.
- 결과보고서가 미제출되었거나 내용이 부실한 결과보고서 제출, 언론보도나
일반시민의 제보 등으로 ‘외유성’ 방문이 명확한 경우
- 관련 상임위원회·의원외교협의회·친선협회 등 방문외교 주체에 대한 다음
년도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조치를 취하고 이를 ‘백서’에 공개하여
- 의회외교의 실질화를 기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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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해외여행 시 예우에 관한 지침｣ 개정을 권고함.
- 현재 외교부 예규로 되어 있는 ‘지침’에서 공항 마중과 환송, 안내 및 교통
편의 제공 등을 의무규정에서 삭제하여 재외공관의 편의를 도모하고,
- 국회의원이 다른 공직자들에 앞서 모범을 보임으로써 국회에 대한 신뢰를
제고해나갈 것을 권고함.
- 물론 예규 의무조항을 삭제한다고 하여 일거에 국회의원들의 관행이 사라
지거나 재외공관의 실질적 부담이 줄어들기는 어려울 것이나, 작은 제도
적 개선이라도 마련함으로써 관행의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함.
- 외교부 예규는 외교부 소관사항이긴 하나, 소관위원회에서 외교부와 적극
협의를 거쳐 관련 내용의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함.

마. 국회 공간 사용 문제
❍ 제2분과위 소관 국회 공간 사용 관련 문제는,
- 회의실·강당·로비 등의 공간 사용, 의원건강관리실 운영, 의원열람실 운영
등에서 특혜가 있거나 시민 불편 및 위화감을 초래하는 내용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임.
❍ 제2분과위에서 관련 정보를 검토한 결과,
- 이 문제는 전원위원회에서 제1분과위 소관인 국회 청사출입 문제 등과
함께 통합·검토되어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음.
❍ 잠정적으로는, 국회청사 안팎을 아울러 시민의 국회 공간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국회의원의 특권적 행태를 최소화해나갈 수 있도록, 일반시민들이
참여하는 ‘국회공간이용개선위원회’(가칭)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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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Ⅰ
경실련 국회의원 특권에
대한 의견

경실련 정치사법팀
국장 김 삼 수

Ⅰ. 경실련 국회의원 특권에 대한 의견

1. 들어가며
○ 정치권 스스로 국회의원의 ‘특권’을 조정하고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은 바람직함. 그러나 특권 논란은 매년 반복되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가
없었음. 개혁논의가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여야는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공언했지만,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터져
나온 국회의원의 대표적인 특권인 보좌관 친인척 채용 문제 등은 국민들
에게 정치 불신을 심화시켰음.
○ 일부에서 국회의원 특권이 200여 가지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같은 과장은
정치불신에서 기인한 측면이 강함. 무엇보다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원으로
서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와 국회의원 ‘신분’에 부여되는
특혜는 구분해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의제별 세부 내용
①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 및 자료제출 요구
○ 국감 증인출석, 자료제출 문제 등을 해결하고, 단기간에 수많은 피감기관을
감사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연중 상임위별로 캘린더식으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상시국감을 도입하고, 사안에 따라 국정조사나 청문회와 연계
해야 할 것임.
○ 소수정파 증인채택 인정과 증인 불출석, 위증, 정부의 자료제출거부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함. 국회 무시행태에 대해 예산삭감이나 주무 장관 해임
등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임.
② 불체포 특권
○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해 비리 혐의 의원들을 보호하는 방탄국회가 되지 않도록
개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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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0월 6일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이 72시간 내 표결되지 않는 경우 '자동가결'되도록 국회법
개정을 추진키로 결정했었음.
○ 72시간 이내 표결되지 않을 시 다음 본회의 자동 상정과 표결의 경우, 체포
동의안이 처리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동료의원 감싸기가 여전할 우려.
- 법안 처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동료 의원이 체포되지 않도록 국회를 열었던
경우가 많았고, 특히 여야 의원들이 동시에 수사대상에 오르는 경우 양당이
국회를 열기로 야합하는 일이 적지 않고,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일도
허다했음.
○ 체포동의안 표결 의무화, 기명투표 등 정치적 책임성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할 것임.
○ 지금까지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들을 보아도 과거 몇몇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횡령 및 뇌물 수수 등 개인비리 관련 혐의에
의한 것임.
③ 면책특권
○ 방향성에 동의하나, 윤리심사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함.
○ 그동안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윤리특위가 징계가 필요한 의원을 제대로 징
계하지 않아 ‘동료 의원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아옴.
이에 국회의원 윤리 심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회 윤리특위에
외부 인사만으로 구성된 ‘윤리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사위의 권고안을
윤리특위가 처리하도록 해야 함.
○ 윤리조사위원회에 조사권을 부여하고, 실질적으로 사전 조사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야 함. 윤리조사위원회가 징계수준과 내용을 결정해 권고하면
윤리특위는 즉시 회의를 소집해 처리해야 하며, 조사위의 구성방식은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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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가 아닌 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의장이 임명
하도록 해야 함.
○ 윤리특위에서 요구하지 않아도 윤리조사위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조사에
착수해 징계안을 의결, 권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또한 윤리특위가 처리를
미루지 못하도록 조사위가 권고안을 특위에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를 완료하도록 해야 함. 윤리특위가 처리를 완료하지 못했을 때에는
국회의장이 해당 권고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야 함.
④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 국회의원의 국무총리·국무위원 겸직은 삼권 분립에 위배되며 국회의원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금지해야 함. 국무위원을 겸직하고 있는 국회
의원이 국무위원으로서 공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문제임. 더불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도 위반하는 것
으로 겸직할 수 없도록 해야 함. 또한 국무위원을 겸직하는 의원들은 사실상
의정활동이 불가능하여 국회의원의 직무 성실 수행 의무에도 어긋남.
○ ‘여당의원 입각이 책임정당정치의 구현 및 관료통제라는 면에서 장점이
있다’는 것에 타당성이 부족함. 오히려 이를 통해 얻는 장점보다 겸직으로
인한 손실, 단점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음.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다소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허용해야 하거나 반드시
겸직해야 할 설득력 있는 사유를 찾기 어려움. 국민들의 권익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겸직을 계속 허용하는 것은 국민이 아닌 의원과
정권의 편의성을 더 우선하는 것임.
○ 대부분의 나라에서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금지(미국 등)나 의원 권한을
제한(프랑스, 영국 등)하고 있음.
⑤ 출판기념회
○ 출판기념회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개최’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통해 불
법적이고 음성적인 정치자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임. 한도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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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보고도 하지 않고, 소득세도 납부하지 않는 등 문제가 많음. 출판기념
회를 전면 금지하기보다는 이를 통한 자금 거래를 제한하고, 출판물을 구매한
사람과 금액 등 전반이 공개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공직선거법
제103조의2(출판기념회 등의 제한) 신설)
○ 단, 현 예비후보등록일에 준해 누구든지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함.
○ 현직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과 해당 선거 예비후보
자가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경우 개최일 2일전에 개최일시, 장소, 출판
사명 등을 선관위에 신고해 실사를 받도록 함.
○ 출판기념회에서 국회의원 등은 도서 구매 외 일체의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도서는 정가로만 판매하도록 함. 다만 1인당 구매액을 경조사비에
준해 제한하거나 1인당 구매 부수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함.
○ 판매는 카드결제나 현금영수증 발행을 의무화해 구매 내역이 드러나도록
하고, 출판기념회의 수입과 지출 등 회계 내역을 15일 이내에 중앙선거
관리위원회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함. 중앙선관위는 해당 회계

내역을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함. 발행 부수를 포함한 출판 계약도 선관위에 보고
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⑥ 세비 결정방식
○ 국회의원 세비는 법률과 시행령의 재위임 규정을 이용해 국회의장이 국회
내부 규정인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을 고치는 방법으로
정해왔음. 또한 의원의 보수나 정책개발비 등을 규정한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지급규정’, ‘국회의원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지급규정’ 등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음. 이 때문에 의원 세비를 국민들은 명확히 알기 어려우며,
언론들도 국회사무처에서 일일이 알아봐야 비로소 의원 세비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었음. 국회의원 세비의 항목들을 모두 법률로 정하고, 의원에게
지원되는 각종 수당이나 정책개발비 등 복잡하고 혼재되어 있는 명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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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화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명시하는 것은 필요함.
○ ‘국회의원 보수산정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자의성을 배제하는 것은 바람
직함. 다만 위원회는 독립적인 기구로써 국회의원의 세비를 결정하고,
이 권고안을 국회가 수용하도록 해야 함. 또한 위원회는 국회의장 직속으로
설치하고, 국회의원을 제외한 외부 인사로 학계·언론계·법조계·종교계·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구성해야 할 것임.
○ 특수활동비 역시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돈임.
당연히 업무추진비에 준하여 그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지출 역시 공적
업무 수행에 한정해야 함. 국회의원은 활동범위가 공개된 직무이며, 의정
활동 외에 특수한 비밀 목적의 활동으로 활동비를 사용할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반드시 지출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내역은
국민들에게 숨김없이 공개되어야 함.
⑦ 친인척 보좌진 채용
○ 단순히 8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채용 금지로는 의원실간 품앗이식
친인척 교차 채용 문화를 근절할 수 없음. 만약 본인의 친인척 채용만을
금지할 경우 품앗이식 의원실간 교차 채용이 편법으로 더욱 확산될 우려가
높음. 경실련이 의견서를 통해 제출했던 대로 다른 의원실의 친인척을
채용하는 것일지라도 이를 밝히고 심사를 받도록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함.
○ 본인의 보좌진으로 친인척을 채용할 때 또는 다른 의원의 친인척을 보좌
진으로 채용할 때에는 해당 의원이 국회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해야 함.
의장은 이를 심사해 채용가능 여부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하고, 의원은
통보에 따라야 함. 채용될 경우 국회사무총장은 이를 국회 공보와 인터넷
등에 공개하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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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의회외교활동
○ 국회의원들의 외유성 출장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은 외교 활동과 관련한
내용들이 정보 공개를 신청하지 않는 이상 비공개라는 점에서 기인함.
따라서 국회의원의 ‘의원 외교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의 공개뿐만 아니라
사전계획서도 국민들에게 언제든지 공개 열람토록 하여, 해당 국회의원들의
해외 방문이 공무에 적합한 것인지, 꼭 필요한 것인지, 외유성은 아닌지를
따져보도록 해야 할 것임.
⑨ 선거구획정 관련
○ 획정위의 상설화와 회의록 공개 등 과정의 투명화가 우선적으로 요구됨.
획정위원회의 구성방식과 2/3 이상의 찬성으로 획정안을 의결하도록 한
결정방식에 대한 논의는 조금 더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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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고
국민과 가까워지는 방법들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박 근 용

Ⅱ.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고 국민과 가까워지는 방법들

1. 특권내려놓기 논의를 할 때의 유의할 점
“국회불신 극복을 위한 뼈를 깎는 내부 개혁을 추진하되, 그것이 자칫 대의제
자체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을 막기 위해서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 하고,
“국회에 대한 불신이 높다보니 국회의 원래적 권한까지도 특권으로 치부되어
마치 개혁 대상인 양 지목되는 상황은 경계해야 할 것” 이라는 박찬표 위원의
발표문 내용에 대해 공감합니다.
국회와 국회의원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자는 방향에서 제도나 규정,
관행을 개선하는 것에 접근해야지, 국회의 기능과 역할 축소로 귀결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갈수록 행정부와 행정관료의 기능이 커지고 있는만큼 이에 대한
견제기능을 위해서도 국회의 기능과 역할이 축소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 특권내려놓기 방안들에 대한 의견
두 발표자의 발표문에 제시된 여러 사항들 중 일부와 관련하여, 꼭 추진 또는
시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의견을 밝힙니다. 아래의 내용들은, 국회 또는 국회
의원들에 대한 국민 불신을 심화시키는 것들을 해소하거나, 국회의 기능과 역할
수행과 상관없는 권위적이거나 불합리한 규정 또는 절차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1) 의사당 출입 및 국회 앞 집회 금지 관련
국회의사당 정면 출입문은 국회의원회관 정면 출입문처럼 일반 시민에게도
개방해야 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가까이서 듣겠다는 의지로 국회 앞 집회금지
규정을 국회 스스로 바꾸어야 합니다.
국회의사당 출입에서부터 차별을 두고 의원들의 특권을 인정하는 관행을 고쳐야
합니다. 피감기관인 정부부처 공무원들중에서 고위직들은 정문으로 출입하는
반면, 주권자인 국민들은 후문을 이용하도록 하는 권위주의 시대의 잔재는 없어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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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의 문제 때문에 국회의사당의 정면 출입구는 의원전용 출입문으로만 사용
할 필요가 여전하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국회의사당 바로
옆 의원회관의 경우 정면 출입구는 일반 시민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는 언제든지 의원과 일반시민이 바로 만날 수 있습니다. 신변에 위협을 줄만한
사정이라면 의원회관 앞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실제로 의원회관 정면 출
입구를 의원이든 보좌관이든, 일반 시민이든 누구든지 출입을 허용해도 경호상의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출입문을 달리하는 것이 경호와 관련
하여 어떤 실효적인 의미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단순히 권위와 관련한 문제일뿐
입니다.
물론 미국 의회 의사당 건물이든, 영국 의회 의사당 건물에도 방문객 출입구와
의원 출입구가 달리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위적인 국회의 모습을
바꾸는 차원에서, 시민과 가까운 국회가 된다는 차원에서 정문 출입구를 일반
시민에게 개방하는 것은 큰 진전이라고 봅니다. 의원회관 정면 출입구를 바꾼
것처럼, 의사당 정면 출입구도 바꾸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 앞 100미터 이내에서는 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평화로운 집회를 위한 소통의 공간으로 열어
두어야 합니다. 의사당 근처를 특별히 국민들과 격리된 공간으로 취급하는 것
또한 특권의식의 발로라고 봅니다.
국회의 입법 활동 및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제한이 필요
하다면 그것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마땅하며,
지금처럼 시민들의 국회 접근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항의의 목소리든, 입장이 다른 사람들의 주장이든, 시민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서
듣겠다는 자세를 국회가 적극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의 절대적 집회 금지 구역 중에서 최소한 국회 담장 100미터 이내 집회 금지
규정을 국회가 먼저 바꾸는 것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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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회의원 세비 관련
이른바 ‘세비’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국회의원들 스스로 결정하는 방식을
바꾸어야합니다.
국회의원 보수산정위원회(가칭)를 구성하자는 제안은, 구체적인 방식은 더 논의
되어야겠지만, 반드시 실행되어야할 것으로 봅니다. 보수산정위원회의 경우, 당연히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것이 원칙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항목은 삭제하자는 제안에 대해 찬성합니다.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수당을 별도지급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
입니다. 입법활동이라는 의원의 고유 업무에 대한 보수는 이미 일반 수당에 포함
된다고 생각합니다. 입법활동을 위한 자료수집을 하여 실제 비용이 지급된다면
이는 실비 개념으로 정산하면 될 것입니다. 특별활동비도 유지될 근거가 없습니다.
입법을 포함한 의정활동과 별개로 특별히 취급해야 할 특별활동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지도 분명치 않으며, 특별한 업무를 부가적으로 수행하는 일부 의원에게만
지급되는 것도 아닌만큼, “특별활동비”의 근거가 없습니다.

3) 특수활동비 관련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거나, 지급되더라도 최소화하고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객관적으로 검증되는 시스템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난 해, 특수활동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가 드러나 불투명한 국회 예산
운영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을 정보공개청구
했으나 국회사무처는 ‘세부지출 내역이 공개되면 의정활동이 위축되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고, 이후 참여연대가
비공개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해 현재 진행 중입니다.
특수활동비가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국회 내부에서 제대로 검증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순전히 선의에 맡겨진 영역인데,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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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특권으로 꼽히는 특수활동비는 최소화하거나 폐지하도록 하고, 지급
되는 경우에도 공개범위를 확대하고 용도 외 사용에 대한 객관적 기관에 의한
사후검증과 제재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 특수활동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특수활동비를 월정액으로
사전지급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실제 특수활동비로 사용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증빙서류(영수증이든 또는 다른
방식이든)를 반드시 첨부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4) 보좌관 친인척 채용관련
의원실의 친인척 채용을 제한해야 합니다.
역대 최고 청년실업률을 체감하는 국민들에게 국회의원의 친인척 채용은 기회
균등을 빼앗는 특별 채용, 특혜로 여겨지며 그 공평성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의원 본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4촌 이내 혈족 채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일본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친인척 채용을 제한하는 여러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무관심 속에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의원실 친인척 채용과 관련하여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실질적인 법적·제도적 조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5) 윤리심사 관련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를 강화하고 국회 윤리특위 회의는 공개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국회의원의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발언, 국회의원직을 이용한 갑질 행태
등은 정치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정쟁의 과정에서 징계안이
다수 제출되지만 대부분 장기간 방치되어 폐지되기 일쑤였습니다.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회 윤리특위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해 심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사전조사권과 심사권
등 실질적인 조사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일정 기한 이내에는 반드시 징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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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를 완료하도록 의무화하여 징계안이 방치되다가 유야무야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행 국회법 징계조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징계사유보다
더 촘촘한 윤리가이드라인 또는 윤리규정을 제정하여 자의적이고 정략적인 판단이
내려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6) 체포동의안 처리절차
체포동의안 처리를 책임있게 할 절차를 추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이 자동 무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책임있게 처리한다는 차원
에서, 72시간 이내 표결이 되지 않을 경우 다음 본회의에서 자동 상정 및 표결
하는 방안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많은 경우 72시간 이내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교섭단체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표결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개최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다음 본회의에서 자동 상정-표결하는
규정을 도입하는 것은 차선책이지만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회피하는 것을
제한하는 효과는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7) 청원권 보장과 회의방청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회의방청을 위해 의원들의 협조를 얻어야 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게 해야 합니다.
국민의 청원할 권리는 헌법에 명시된 권리로, 국가는 이를 심사하고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국회의 청원제도는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청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 소개 뿐 아니라
정당 소개, 일정 수 이상의 국민 서명으로도 청원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청원도 가능하게 해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청원인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또한, 국민의 알권리와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포함해 모든 회의는
신고만으로도 방청이 가능해야 합니다.

77

■■■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관련 공청회

현재는 본회의 방청시에도 소개의원이 필요하고, 상임위원회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방청을 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는 대부분 방청을 불허하는 상황입니다.
모든 회의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국회법을 준수하고, 방청신청에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는 ‘소개의원’ 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특히 실질적인 법안
논의가 이루어지는 소위원회 방청을 ‘방청석 부족’ 또는 ‘민감한 안건 논의’를
이유로 방청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의원들과의 연고관계가 있거나 협조를 받아야만 하는 관행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국회 방청을 하게끔 해주는 것이 지역구 주민들에게 상당한 편의를 봐준
것처럼 보이는 것도 우스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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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승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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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실패가 이어지면서 우리경제의 침체가 심각한 수준이다. 경제는 어려운데
이를 외면하고 자신의 이익과 정파적 싸움만을 일삼는 국회의원에 대해 국민은
실망하고 있다. 워낙 실망감이 크다보니 국회의원의 고유한 권한까지 특권으로
비판받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권한을 특권이라고 몰아붙이지 말아달라고 요구한다.
하지만 그렇게 요구하려면 정치의 성과가 나오고 국민의 신뢰가 있어야 한다.
성과만 좋다면 세비를 더 주고 보좌진도 더 쓰라고 하고 싶은 것이 국민의
마음일 것이다.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고 행정부를 올바로 감시하고 경제를 살리는
일을 해낸다면 국회의원의 권한에 국민이 불만을 제기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워낙 높다보니 국회개혁의 요구가 크다. 먼저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난
특권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상당수 국회의원이 친인척을 보좌진에 채용하고 심지어 보좌관의 월급을 후원금
으로 챙겼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의 충격은 컸다. 문제는 특권 의식에 사로
잡힌 나머지 국회의원 스스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시 딸을 인턴으로 채용한 의원을 취재한 기자의 이야기는 놀랍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되죠? 기사를 쓰면 가십은 되겠죠. 그것뿐 아닌가요? 그런 기사 쓰지
마세요.” 그 의원은 딸을 인턴으로 채용한 것을 잘못이라고 인식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동료 의원들의 감싸기 발언도 이어졌다. 인식을 공유한다는 말이다.
실제로 상당수 의원들이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하고 있었다.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해서인지 상당수 친인척 보좌진들이 의원실을 떠났다.
다행히 국회의장 직속으로 자문기구가 만들어졌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은 크다. 이번에는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특권을 내려놓을지 모르겠다는 희망 섞인 의견도 있다. 하지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클 듯하다. 오랜 기간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국회의원들의 말은 있었지만
제대로 실천에 옮겨지는 일은 드물었다. 그저 논의만 하다 시간이 지나면 없었던
일로 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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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활동이 별다른 성과없이 특권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잠재우는데 그친
다면 ‘국회의원 특권 지키기 위원회’라는 오명을 얻게 될 것이다. 논의 결과를
보면 개혁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 보좌직원의 임면권을 보호하는 수준에서 논의를
하고 있으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외면한 채 논의를 하고 있다. 국회의원
눈치보기라고 비판받을 정도로 위원회 활동 내용을 스스로 제한하는 것은 실망
스러운 일이다.
우선 국회의원 특권 논란을 야기한 보좌진 채용 문제에 대한 분명한 개혁 방안이
나와야 한다. 채용 시스템 개혁이 최우선 과제인 것이다. 국민이 납득할 수준의
개혁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 지금처럼 보좌진 모두를 의원이 직접 뽑아 쓰는
관행을 계속 용인하겠다는 것은 개혁할 마음이 없다는 것과 같다.
의원들은 공무원 신분의 보좌관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활용해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보좌진이 필요하지 않은 의원들은 이를 정치자금의 확보
수단으로 악용해 왔다. 보좌직원 임면, 총인원수와 사용기간 등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 면책과 불체포 권한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것이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온 만큼 합리적 방식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 이미 정치권에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어온 만큼 실천의지가 요구되는
사항이다.
국회의원은 선출직이며 법적으로 후원금을 받고 있다. 공무원처럼 보수를
받겠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월급과 각종 수당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급식 수당, 명절휴가 수당 등 수당을 모두 통폐합하여 보수
체계를 단순화하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입각한 성과 연동형 인센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청문회를 지나치게 광범위한 범위에서 개최하고 정파적 싸움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무리한 증인출석 요구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모습도
개혁의 대상이다. 또한 국가가 인정한 각종 자격도 겸직금지의 대상으로 포함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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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에 대한 의전이 특권으로 비판받는 것은 국회의원 스스로 반성할
부분이다.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기보다 세금이 아깝다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될
일이다. 구시대적인 의전을 스스로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의 권위가 살고 국민으로부터 존경받으려면 우선 특권의식부터 내려
놓는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먼저 권력을 앞세운 저질 언행을 삼가해야
한다. 나라의 품격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아서는 곤란하다. 생각의 차이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내 생각만 옳다는
독선적 태도를 보이며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 빈정거리고 막말하는 오만한
태도는 민주사회에 어울리는 국회의원의 모습이 아니다.
언론에서 보여주는 국회의원의 부정적인 모습은 이렇다. 다른 사람의 주장을
가로막는 말싸움, 망신주기, 인신공격, 고압적인 발언이나 고성, 낮춤말과 욕설
등이다. 그런 태도는 또 다른 추한 모습을 유도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든다.
국회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 사무처가 국회의원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국회 사무처가
제 역할을 해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도 의미있는 진전을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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