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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아무런 감시와 통제 없는 ‘쌈짓돈’ 국회 특수활동비, 처음으로 지출 내역 확인

l 특수활동비는 영수증을 증빙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때문에 마치 쌈짓돈처럼 아무런 감시와 

통제 없이 사용되어왔음. 그동안은 지출 내역이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

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2015년 참여연대가 제기한 2011년~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비공개 취

소소송의 결과로 2018년 6월 29일, 처음으로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이 공개되었음. 

l 비록 3년 여 소송 끝에 공개한 것이지만 국회가 지금이라도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을 공개한 

것은 다행임. 이번에 공개된 특수활동비 자료가 관행적으로 집행해온 특수활동비의 문제, 불

투명한 국회 예산의 문제를 확인하고, 2014년 이후 지출 내역 공개 및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의 성과를 가져오기를 기대함. 또한 국회 뿐 아니라 9,000억여원에 이

르는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로 확대하여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해야 할 것임. 

국회의원 쌈짓돈,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해야 할 7가지 이유

l 국회의원 제2의 월급, 국회 특수활동비 

Ÿ 국회는 교섭단체대표,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이라는 이유로 특수활동비를 매월 제2의 월급

처럼 정기적으로 지급해왔음. 교섭단체대표는 실제 특수활동을 수행했는지와 무관하게 매

월 6,000여만원을 수령하고, 상임위원장이나 특별위원장도 위원회 활동과 관계없이 매월 

600만원씩 지급받았음. 

Ÿ 특수활동비를 사용해야 할 구체적인 사유나 상황이 생긴 것이 아님에도, 우선 지급하고 알

아서 쓰도록 하는 것은 특수활동비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대표적인 예산 낭비임. 

l ‘상원’ 법사위의 특별한 특수활동비 

Ÿ 법사위는 상임위원장에게 지급하는 활동비 이외에, 다른 상임위와 달리 매월 1,000만원을 

수령하여 법사위 간사와 위원들, 수석 전문위원에게 배분하여 지급함. 

Ÿ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매월 지급되는 특수활동비도 문제거니와 법사위에만 유독 특수활동

비를 추가로 지급할 이유가 없음. 위원회 활동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정책개발비 또는 특정

업무경비 등에서 사용하고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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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예결특위·윤리특위, 회의는 없어도 특수활동비는 있다 

Ÿ 국회는 상설특별위원회인 예결특위와 윤리특위에도 매월 6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위원장에

게 정기적으로 지급하였음. 

Ÿ 예결특위는 예·결산 심의가 진행되는 시기에 활동이 집중되고 윤리특위는 회의조차 열지 

않는 개점휴업 위원회로 비판받아왔는데, 일상적으로 매월 영수증 증빙 하지 않아도 되는 

활동비가 필요한 것인지 납득하기 어려움. 

l 거액의 정체불명 수령인 

Ÿ 국회 특수활동비를 한 번이라도 지급 받았던 이가 298명에 달하는 가운데, 수령인을 기준

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지급받은 수령인은 ‘농협은행(급여성경비)’임. 2011년부터 2013년

까지 각각 약 18억, 20억, 21억에 달하는 액수를 지급받음. 

Ÿ ‘농협은행(급여성경비)’로 지출되는 특수활동비 액수가 전체 국회 특수활동비의 4분의 1

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누가 해당 통장에서 인출하여 누구에게, 어떤 명목으로 지출하는

지 전혀 알 수가 없음. 

l 해외순방길, 국회의장 손에 든 달러 뭉치

Ÿ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국회의장이 해외순방에 나갈 때마다 수천만원 상당의 국회 특수활

동비를 지급받은 것이 확인됨.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5차례에 걸쳐 28만9,000달러를, 강창

희 전 국회의장은 6차례에 걸쳐 25만8,000달러를 지급받음. 

Ÿ 의장단의 의회외교는 필요한 영역이나, 이는 아무런 감시와 통제 없는 특수활동비가 아니라 

투명한 예산 집행과 사용이 전제되어야 함. 한 차례 해외순방을 갈 때마다 국회 특수활동비

에서 5만~6만 달러를 지급받는 것은 상식적으로 과도하며 이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이

유를 국회는 제시해야 할 것임. 

l 중복 지급, 아낌없이 주는 국회 특수활동비 

Ÿ 교섭단체에 특수활동비를 지급하는 종류만 교섭단체정책지원비, 교섭단체활동비, 회기별 교

섭단체활동비 등 이미 3개이며, 심지어 동일한 명목으로 월별, 회기별로 지출되고 있음. 

Ÿ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의원들에게 나눠먹기식으로 분배해오며,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유사한 항목들을 새로 만들고, 월별, 회기별로 중복해서 지급하는 예산 낭비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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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우수 의원연구단체는 ‘기밀 사항’

Ÿ 국회는 의원연구단체와 관련한 특수활동비를 매년 5억여원을 책정하여, 최우수·우수 연구

단체 시상금을 지급하고 등록된 연구단체들에 특수활동비를 차등 지급하였음. 

Ÿ 의원연구단체 관련한 활동에 기밀유지가 전제되는 특수활동비를 지급할 이유가 전혀 없음. 

국회 특수활동비 전면 폐지하고, 최근까지의 지출 내역 즉시 공개해야 

l 2011년~2013년도 지출 내역 검토를 통해 확인된 바, 국회는 특수활동비 취지에 전혀 맞지 않

게 사용함. 본연의 활동을 하는 것임에도 각종 항목을 만들어 마치 월급이나 수당처럼 사용

하였고, 위원회 활동이 없는 기간에도 꼬박꼬박 지급받았음. 무엇보다 국회에서의 활동은 국

민에게 공개되고 평가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특수활동비를 사용해야 할 정당한 근거가 없음. 

그 어떤 관리도 통제도 받지 않은 채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관행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함. 

l 참여연대는 국회에 2014년부터 2018년 4월까지의 특수활동비 지출(집행)내역 정보공개를 청

구하였으나 국회가 또 다시 공개를 거부함. 국회가 2014년부터 최근까지의 국회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공개를 관성적으로 거부하면서 또 다시 행정절차나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나서게 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 취지를 전면 무시하는 것임. 국회는 더 이상 억지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2014년부터 최근까지의 특수활동비 지출(집행)내역 정보를 즉시 국민들에게 공

개해야 함. 

l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 각 부처에서도 특수활동비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감사원은 기

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는 특수활동비 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지 즉각 감사에 착수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합당한 처분을 내려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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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수활동비 정보공개청구 운동 경과 및 취지

국회 특수활동비 정보공개 운동 취지 및 목적

Ÿ 2015년 5월 당시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2011년 당시 한나라당 당대표 경선 기탁금 1억 2천

만원의 출처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받은 1억원이라는 의혹을 받음. 그러자 

홍준표는 그 돈의 출처가 원내대표를 하면 나오는 국회 대책비라고 해명함. 당시 새정치민

주연합 신계륜 의원은 뇌물수수 의혹 수사 과정에서 상임위원장 시절 받은 직책비를 자녀

의 유학비로 사용했다고 밝힘. 

Ÿ 예산감시활동을 해온 참여연대는 의정활동 지원비를 쌈짓돈으로 간주하고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2011년~2013년간 1000항 의정활동지원의 하위 △1031세

항 의정지원, △1032세항 위원회운영지원, △1033세항 의회외교, △1035세항 예비금 중 특

수활동비 비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음. 국회의 비공개 결정에 행정심판을 제기하

였으나 기각 결정이 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음. 

Ÿ 국회 사무처는 참여연대가 제기한 정보공개거부 취소소송에서 내리 1심부터 3심까지 패소

할 때까지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하며 공개를 거부해옴. 국

회는 △국회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이 공개될 경우 의정활동과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

래할 수 있고, △국회 사무처가 개별적으로 공개 문제를 결정하기보다 전반의 제도개선 논

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국회 특수활동비 세부지출내역 등은 국가안전보장․국방․외교관계 

등에 관한 것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비공개 해옴. 

Ÿ 그러나 지출결의서를 분석해본 결과,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공개로 인해 실질적으로 위축될 

수 있는 의정활동이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려움. 국회 의정활동의 본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법률안 처리, 예결산 심사, 국정감․조사, 위원회 활동 등은 기본적으로 그 과정을 공개

하는 것이 원칙임. 또한 집행내용을 비공개하는 관행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이지, 이

러한 관행을 이유로 특수활동비 내역 비공개가 정당화될 수는 없음. 뿐만 아니라 특수활동

비 내역 공개로 인해 지장을 받을만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없으며, 오히려 이를 명분으로 한 '국회 혹은 국회의원의 중대한 이익'일 가능성이 높음. 

무엇보다 이러한 이유가 국민의 알 권리보다 우선이라는 합리적 근거도 없음. 

Ÿ 참여연대는 이제라도 국회가 2011년~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한 것에 대해 만

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 여김. 그러나 국회는 2014년 이후 특수활동비 내역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비공개 처분을 남발하고 있는 실정임. 국회는 “국회 특수활동비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존중하여 2014년 이후 최근 내역도 전향적으로 신속히 

공개할 것을 촉구함. 아울러 특수활동비 규모가 약 60억 규모인 국회뿐만 아니라 약 9,000

억 규모의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 내역 또한 공개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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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국회 특수활동비 정보공개 운동 경과 

날짜 주요활동/사건 비고

2004-10-28
대법원“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은 비공

개 대상 정보가 아니다” 판결

1999년 참여연대, 특수활동비 관련 정보공개청구

2000년 참여연대, 특수활동비 관련 정보공개거부 

취소소송제기

2015-05-14 참여연대, 정보공개청구

2011년~2013년간 1000항 의정활동지원의 하위 

1031세항 의정지원, 1032세항 위원회운영지원, 

1033세항 의회외교, 1035세항 예비금 중 특수활동

비 항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함. 

2015-05-20 참여연대, 국회의장에게 질의서 발송 상임위원장 직책비의 근거와 규모, 용도 등 질의

2015-05-27 국회의장, 비공개 취지 답변

국회, “특수활동비는 고도의 정치활동과 의원외교 

등 특수한 의정활동에 지원되는 경비인 만큼 사용 

내역을 밝히기 어렵다”

2015-06-08 국회 사무처, 비공개처분

국회, “공개될 경우 국회 본연의 의정활동이 위축

되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2015-06-23
참여연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 제기

2015-10-27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 정보비공개 

결정 취소 심판 청구 기각

2015-11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 특수활동비 84

억 중 5억4,000만원을 특정업무경비로 

전환 합의

2016-07-21

참여연대,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

회’에 5개 과제 제안

특수활동비 폐지 또는 최소한 지급과 투명한 지출

내역 공개 등 요구

2017-09-08 참여연대, 1심 승소

법원,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시키고 국회 활동의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해 특수활동비 공개의 

필요성이 크다” 

2017-10-10 국회 사무처, 항소

2017-12-14 서울고등법원, 항소 기각

2018-01-04 국회 사무처 상고

2018-05-03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2018-05-09
참여연대, 2014년~2018년 4월 국회 특

수활동비 정보공개 추가 청구

2018-06-07
국회, 추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비공

개처분

2018-06-29
참여연대, 2011년~2013년 정부공개청구 

내역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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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2013년 사업항목별 각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

l 2011년~2013년 사업항목별 각 특수활동비 지출 금액과 내역, 건수는 다음과 같음. 

<표2> 2011년~2013년 사업항목별 각 특수활동비 지출 금액과 내역 

단위(원)

세항/

단위

사업

세세항/

세부사업
지출건명 2011년 2012년 2013년

의정

지원

입법활동

지원

교섭단체정책지원비 300,000,000 300,000,000 300,000,000

교섭단체활동비 900,000,000 900,000,000 900,000,000

의정활동지원비 52,000,000 52,000,000 52,000,000

소계 1,252,000,000 1,252,000,000 1,252,000,000　

입법및정

책개발

입법및정책개발비 균등인센티브 1,766,000,000 1,785,000,000 1,720,800,000

입법및정책개발비 특별인센티브 234,000,000 214,000,000 205,000,000　

소계 2,000,000,000 1,999,000,000 1,925,800,000　

의원연구

단체활동

최우수 및 우수 국회의원연구단

체 시상금
95,000,000 80,000,000 80,000,000　

각 국회의원연구단체별 지급 특

수활동비
407,192,000 419,869,000 421,776,000　

소계 502,192,000 499,869,000 501,776,000　

국정감사 

및 조사

2011년/2012년/2013년 국감관련 

특수활동비
387,000,000 375,000,000 373,000,000

국정감사 활동지원 경비 - - 60,000,000

소계 387,000,000 375,000,000 433,000,000　

합계 4,141,192,000 4,125,869,000 4,112,576,000　

위원

회운

영지

원

위원회활

동지원

3/4분기 소위원회 활동비 134,000,000 - -　

국회운영대책비 30,000,000 30,000,000 70,000,000　

국회운영조정지원 80,000,000 71,164,100 60,000,000　

국회운영지원 특수활동비 6,000,000 6,000,000 6,000,000　

법사위 활동비(매월) 119,999,950 119,450,860 119,999,000　

상임위 정기국회대책비 48,000,000 48,000,000 48,000,000　

상임위 활동비(매월) 1,146,228,100 1,028,322,160 1,133,600,000

(상임)위원회활동지원비 112,000,000 112,000,000 112,000,000　　

소계 1,676,228,050 1,414,937,120 1,549,599,000　

예결특위

운영지원

예결특위 특수활동비 지급 156,387,000 152,800,000 152,799,610　

예결특위 위원회활동지원비 7,000,000 7,000,000 7,000,000　

예결특위 활동비 71,612,900 64,064,510 71,406,450　

소계 234,999,900 223,864,510 231,206,060　

윤리특위

운영지원

3/4분기 소위원회 활동비(윤리특

위)
5,100,000 - -　

윤리특위 위원회활동지원비 7,000,000 7,000,000 7,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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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항/

단위

사업

세세항/

세부사업
지출건명 2011년 2012년 2013년

윤리특위 정기국회대책비 3,000,000 3,000,000 3,000,000　

윤리특위 활동비 72,000,000 64,064,510 71,406,450　

소계 87,100,000 74,064,510 81,406,450　

특별위운

영지원

2/4분기 소위원회  활동비(국제

경기대회/사법제도개혁/일자리

만들기/정치개혁특위)

6,200,000 - -　

3/4분기 소위원회  활동비(정치개

혁특위)
400,000 - 　-

4/4분기 소위원회  활동비(저출

산고령화대책/평창동계올림핓국

제경기대회)

1,200,000 - 　-

인사청문특위 활동비 24,000,000 12,000,000 16,000,000　

특별위원회 위원회활동지원비 30,000,000 24,000,000 27,000,000　

특별위원회 정기국회대책비 10,000,000 8,000,000 9,000,000　

특별위원회 지원 특수활동비 1,300,000 - 　-

위원회 특별활동비 33,000,000

특별위원회 활동비 619,658,020 441,103,190 407,638,700　

소계 692,758,020 485,103,190 433,316,130　

　합계 2,691,085,970 2,197,969,330 2,354,850,210　

의회

외교

의원외교

활동

국회의장 및 의원 등 외국 방문 

또는 외국 인사 초청 등 행사
514,139,560 459,168,770 522,269,730　

국제회의 각종 국제회의 124,023,840 76,569,910 109,031,230　

　합계 638,163,400 535,738,680 631,300,960　

예비

금

예비금

국회운영조정지원(4/4분기) - - 20,000,000

국회특수활동비 350,213,660 295,224,400 118,300,000　

국회특수활동비(경비대) 5,038,430 5,343,730 　-

국회특수활동비(경호경비) 33,600,000 22,400,000 500,700　

국회특수활동비(의정활동수행경

비)
- 153,000,000 367,000,000　

국회특수활동비(의정활동지원) 396,000,000 10,000,000 -　

기관운영특수활동비 395,378,000 266,107,720 132,744,340　

기관운영특수활동비(의회운영정

책개발)
6,000,000 8,800,000 6,000,000　

기관운영특수활동비(홍보대책활

동)
5,400,000 5,400,000 5,400,000　

합계 1,191,630,090 766,275,850 649,945,040　

        총합 8,662,071,460 7,625,852,860 7,748,67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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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2011년~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 건수  

<표4> 2011년~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수령인 구분별 지급금액

단위(원)

* 수령인 중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은 1건, 김진표와 김진표(민주당) 1건으로 산정함.

수석 전문위원, 운영지원과장, 국회 사무처 직원은 지출결의서의 지출일자, 세부사업, 건명, 적요, 집행단위 등을 

근거로 국회 사무처 인사 발령 공지에 따라 기재하여 분류함. 

일부 수석 전문위원의 소속 상임위원회는 오기가 있을 수 있음을 미리 알림.

2011년 2012년 2013년

1월 42 19 18

2월 26 37 36

3월 44 36 22

4월 29 28 28

5월 46 40 47

6월 36 17 26

7월 42 41 43

8월 33 38 28

9월 54 47 35

10월 45 27 32

11월 53 28 34

12월 48 54 37

소계 498 412 386

합계 1,296

구분 인원 2013년 비고

국회의원 229 8,640,340,180
2011년~2013년각 국회 의장단, 의원 

포함

수석 전문위원 30 2,867,115,220 예결위는 수석 전문위원으로 분류

운영지원과장 2 2,812,306,550

그 외 국회 직원 16 1,822,403,040 국제국 등

확인불가 21 7,894,431,540
동명이인이 많거나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6월 298 24,036,596,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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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항별 분석 : 의정지원·위원회운영지원·의회외교·예비금

1. 의정지원(1031세항) 

1) 개괄 

Ÿ 의정지원 세항(단위사업)의 특수활동비는 △입법활동지원(1031-300), △입법및정책개발

(1031-301), △의원연구단체활동(1031-303), △국정감사및조사(1031-304) 등 4개의 세세항(세

부사업)에 포함되어 있으며 의정지원 세항에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41억여원의 특

수활동비가 지출되었음. 

Ÿ 의정지원 세항(단위사업)의 특수활동비 2011년~2013년 지출 금액은 다음과 같음. 

<표5> 의정지원(1031세항)의 특수활동비 지출 금액     

        단위(원) 

2) 세부사업 

l 입법활동지원(1031-300) 

Ÿ 입법활동지원 세세항(세부사업)에 포함된 특수활동비는 2011년~2013년 매년 12억5,200만원

으로, 지출건은 △교섭단체정책지원비, △교섭단체활동비, △의정활동지원비임. 이 가운데 

△교섭단체정책지원비, △교섭단체활동비, △의정활동지원비는 모두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교섭단체활동비의 경우 매월 지출되는 것 이외에 ‘교섭단체활

동비(회기분)’이라고 하여 격월로 추가 지출되었음. 

Ÿ 교섭단체정책지원비 : 매월 2,500만원이 교섭단체대표 등 최소 11명에서 최대 15명에게 배

분 지급되었음. 수령인으로는 ‘한나라당(정책위)’가 매월 1,300여만원, ‘박지원’ 또는 

‘김진표’, ‘박기춘’,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매월 1,000여만원을 수령하였음. 그 

세항/단위사업 세세항/세부사업 2011년 2012년 2013년

의정지원

(1031세항)

입법활동지원

(1031-300)
1,252,000,000 1,252,000,000 1,252,000,000

입법및정책개발

(1031-301)
2,000,000,000 1,999,000,000 1,925,800,000

의원연구단체활동

(1031-303)
502,192,000 499,869,000 501,776,000

국정감사및조사

(1031-304)
387,000,000 375,000,000 433,000,000

합계 4,141,192,000 4,125,869,000 4,112,57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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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 각 정당 소속 의원 등이 수령인으로 적시되어 있음. 

Ÿ 교섭단체활동비 : 매월 5,000만원이 교섭단체대표 등에게 배분 지급되었음. 수령인으로는 

당시 한나라당 당직자로 추정되는 ‘이미영’이 매월 2,600여만원, ‘박지원’ 또는 ‘김진

표’, ‘박기춘’,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매월 2,000여만원을 수령하였음. 그 외에 

각 정당 소속 의원 등이 수령인으로 적시되어 있음. 교섭단체활동비는 매월 1회씩 지급되

는 것 이외에 짝수달에는 ‘회기분’으로 추가 지급됨. 

Ÿ 의정활동지원비 : 매월 300만원 또는 500만원이 당시 국회 사무처 운영지원과장에게 지급

됨. 

Ÿ 입법활동지원의 2011년~2013년 지출건명과 지출 금액 등은 다음과 같음. 

<표6> 입법활동지원(1031-300) 지출건명 및 지출 금액 등 

단위(원)  

Ÿ 예시로, 2,500만원을 교섭단체대표 등에게 배분하여 지급한 2011년 ‘교섭단체정책지원비(4

월)’ 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7> 2011년, 교섭단체정책지원비(4월) 지출 내역 

단위(원)  

세세항/

세부사업
지출건명

지급 

주기
지출 금액 수령인

입법활동지원

(1031-300)

교섭단체정책지원비 매월 25,000,000 교섭단체대표 등

교섭단체활동비 매월 50,000,000 교섭단체대표 등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격월

(짝수달)
50,000,000 교섭단체대표 등

의정활동지원비 매월
3,000,000 

또는 5,000,000
국회 사무처 운영지원과장

지출결의일자 지출건명 수령인 지출 금액

2011-04-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4월) 한나라당(정책위) 13,296,610

2011-04-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4월) 박지원 10,347,460

2011-04-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4월) 권선택 542,370

2011-04-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4월) 신재홍 271,190

2011-04-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4월) 이정아(민주노동당) 169,490

2011-04-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4월) 최미옥 67,800

2011-04-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4월) 임한솔 3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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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입법및정책개발(1031-301)1  

Ÿ 입법및정책개발 세세항(세부사업)에 포함된 특수활동비는 2011년~2013년 매년 20억여원으

로, 지출건은 △입법및정책개발비 균등인센티브, △입법및정책개발비 특별인센티브임. 

Ÿ 입법및정책개발비 균등인센티브 : 매월 수당식으로 정액 지급되는 방식이며, 매월 지출 금

액은 1억5,000여만원임. 수령인은 ‘농협은행(급여성경비)’이며 국회의원 전원에게는 그 후 

재분배되는 것으로 추정됨. 보궐선거 당선자에게도 임기 시작 이후, 균등 인센티브로 50만

원씩이 지급되었음. 

Ÿ 입법및정책개발비 특별인센티브 : 2011년에는 12월 말에 2억3,400만원을 56명 국회의원에게 

600만원(5명) 또는 400만원(51명)씩 지급함. 56명의 지급 근거는 확인할 수 없음. 2012년과 

2013년에는 12월 말에 각각 2억1,400여만원과 2억500만원을 ‘농협은행(급여성경비)’를 수

령인으로 하여 한 차례 일괄 지급하였음. 추정건대 특별인센티브 금액을 국회의원 중 일부

에게 분배했을 것으로 보임. 

Ÿ 입법및정책개발의 2011년~2013년 지출건명과 지출 금액 등은 다음과 같음. 

<표8> 입법및정책개발(1031-301) 지출건명 및 지출 금액 등  

단위(원)

1  2017년 국회는 2018년 예산안에서 입법및정책개발 균등인센티브로 지급되던 특수활동비 비목을 전액 삭감하

였음. 삭감 액수와 유사한 금액이 일반수용비와 특정업무경비에서 증감한 것으로 볼 때, 다른 비목으로 전환

한 것으로 보임. 

2011-04-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4월) 심대평 33,900

2011-04-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4월) 송훈석 33,900

2011-04-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4월) 유성엽 33,900

2011-04-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4월) 이인제 33,900

2011-04-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4월) 정수성 33,900

2011-04-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4월) 최연희 33,890

2011-04-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4월) 박희태 33,900

2011-04-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4월) 강용석 33,890

합계 25,000,000

  

세세항/

세부사업
지출건명

지급 

주기
지출 금액 수령인

입법및정

책개발

(1031-301)

입법및정책개발비 균등인센티브 매월 1회 약 150,000,000 농협은행(급여성경비)

입법및정책개발비 특별인센티브
매년 1회

(12월)

2억원~2억3,000여만

원

농협은행(급여성경비) 

또는 개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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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의원연구단체활동(1031-303)2  

Ÿ 의원연구단체활동 세세항(세부사업)에 포함된 특수활동비는 2011년~2013년 매년 5억여원으

로, 지출건은 △최우수 및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 시상금, △국회의원연구단체 특수활동비 

지급, △외국전문가 초청 연구단체임. 

Ÿ 최우수 및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 시상금 : 매년 2월, 전년도 최우수 및 우수 국회의원연구

단체에 시상금을 지급하였으며, 시상금을 수령한 의원연구단체는 2011년 16곳, 2012년 14곳, 

2013년 14곳이었음. 시상금은 최우수 연구단체에 1,000만원, 우수 연구단체에 500만원을 지

급하였고 수령인은 각 의원연구단체 소속 의원임. 

Ÿ 국회의원연구단체 특수활동비 지급 : 매년 2월 또는 7월 경, 국회에 등록된 의원연구단체에 

400~600여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지급하였음. 11월 또는 12월에도 모든 의원연구단체에 각 30

만원 또는 60만원, 7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추가로 지급함. 국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등록된 

의원연구단체 수는 2011년 62개, 2012년(19대 국회) 67개, 2013년 70개임. 

Ÿ 외국전문가 초청 연구단체 특수활동비 지급 : 의원연구단체에서 외국전문가 초청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특수활동비로 70여만원을 별도로 지급함. 

Ÿ 의원연구단체활동의 2011년~2013년 지출건명과 지출 금액 등은 다음과 같음. 

<표9> 의원연구단체활동(1031-303) 지출건명 및 지출 금액 등

단위(원)  

  

2  2017년 국회는 2018년 예산안에서 의원연구단체별로 특수활동비를 지급하던 의원연구단체활동 사업의 특수

활동비 비목을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액 삭감하고 일반수용비, 특정업무경비 및 포상금으로 비목을 전환하

였음.

세세항/

세부사업
지출건명

지급 

주기
지출 금액 수령인

의원연구

단체활동

(1031-303)

최우수 및 우수 국회의원연구단

체 시상금 
매년 1회

·최우수 1천만원

·우수 5백만원

선정된 최우수·우수 

연구단체 소속 의원

국회의원연구단체 특수활동비 

지급
매년 1회 약 600만원~800만원

등록된 연구단체 소속 

의원

국회의원연구단체 특수활동비 

추가 지급
매년 1회

30만원/60만원/70만

원

등록된 연구단체 소속 

의원

외국전문가 초청 연구단체 특수

활동비 지급 
수시 약 70여만원

등록된 연구단체 소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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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국정감사및조사(1031-304) 

Ÿ 국정감사및조사 세세항(세부사업)에 포함된 특수활동비는 2011년~2013년 매년 3억7,000여만

원~4억3,000여만원으로, 지출건은 △국정감사 관련 특수활동비, △국정감사 활동지원 경비

임.  

Ÿ 국정감사 관련 특수활동비 : 국정감사 기간인 9월~10월에 16개 상임위원회별로 최소 1,200

만원부터 최대 5,300만원을 지급함. 금액은 상임위원회 위원 수에 따른 차등으로 보임. 수

령인은 16개 상임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으로 확인됨. 

Ÿ 국정감사 활동지원 경비 : 2011년과 2012년에는 지급 사례가 없었으나 2013년에는 10월에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500만원과 2,500만원을 지급하였음. 국회 사무처 운영지원과장이 지

급받음.  

Ÿ 국정감사및조사의 2011년~2013년 지출건명과 지출 금액 등은 다음과 같음. 

<표10> 국정감사및조사(1031-304) 지출건명 및 지출 금액 등

단위(원)  

  

3) 소결 

Ÿ 의정지원 세항에 속한 특수활동비는 매년 41억여원으로, 국회 특수활동비 중 가장 많은 예

산을 차지하고 있음. 해당 특수활동비로 교섭단체대표에게 4,000만원~6,000만원이 매월 월

급처럼 지급되고 있는데, 교섭단체 지원을 위한 예산은 특수활동비 비목 이외에도 사업추

진비, 일반수용비로도 사용할 수 있어 특수활동비로도 책정하는 것은 이중 지급 사례임. 

Ÿ 의정지원 세항의 특수활동비로 매년 정기국회 시기에 ‘국정감사 관련 특수활동비’를 상

임위원회마다 지급하여 배분하고 있음. 국민을 대표하여 국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국회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 예산 사용이 필요하다면 특수활동비가 아닌 투명한 사용이 

전제되는 비목에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세세항/

세부사업
지출건 명 지급 주기 지출 금액 수령인

국정감사

및조사

(1031-304)

2011년도 국정감사 관련 특수활동비 지급 매년 1회 387,000,000
16개 상임위원회 

수석 전문위원

2012년도 국정감사 관련 특수활동비 지급 매년 1회 375,000,000
16개 상임위원회 

수석 전문위원

2013년도 국정감사 관련 특수활동비 지급 매년 1회 373,000,000
16개 상임위원회 

수석 전문위원

국정감사 활동지원 경비

(2013년에 

두 차례 

지급)

각 35,000,000 

25,000,000 

국회 사무처 

운영지원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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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운영지원(1032세항)

1) 개괄

Ÿ 위원회운영지원 세항(단위사업)의 특수활동비는 △위원회활동지원(1032-300), △예산결산특

별위원회운영지원(1032-317), △윤리특별위원회운영지원(1032-318), △특별위운영지원

(1032-319) 4개의 세세항(세부사업)에 포함되어 있으며, 2011년에 26억여원, 2012년에 22억

여원, 2013년에 23억여원의 특수활동비가 지출되었음. 

Ÿ 위원회운영지원 세항의 2011년~2013년 지출 금액은 다음과 같음. 

<표11> 위원회운영지원(1032세항) 지출 금액 

단위(원)  

2) 세부사업

l 위원회활동지원(1032-300)

Ÿ 위원회활동지원 세세항(세부사업)에 포함된 특수활동비는 2011년~2013년 매년 평균 15억여

원으로, 지출건은 △상임위원회 활동비, △상임위원회 위원회활동지원비, △상임위원회 정

기국회대책비, △법제사법위원회 활동비, △국회운영조정지원, △국회운영 대책비, △국회운

영지원 특수활동비, △소위원회 활동비 등임. 

Ÿ 상임위원회 활동비 : 1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또는 수석 전문위원에게 상임위원회 활동비

를 지급함. 지출 금액이 다소 다른 시기가 있으나 대체로 16명 상임위원장에게 매월 600만

원이 지급되었음. 15개 상임위원회는 모두 위원장직을 맡은 의원이 수령한 것과 달리, 국회

운영위원회는 수석 전문위원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됨. 운영위원장을 대신하여 수석 전문위

원이 수령한 후 위원장에게 현금지급하거나 위원장 동의하에 수석 전문위원이 사용한 것으

로 추정됨.  

Ÿ 상임위원회 위원회활동지원 : 매년 1회, 9월에 16개 상임위원회 수석 전문위원과 ‘농협은

세항/단위사업 세세항/세부사업 2011년 2012년 2013년

위원회운영지원

(1032세항)

위원회활동지원

(1032-300)
1,676,228,050 1,414,937,120 1,549,599,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지원

(1032-317)
234,999,900 223,864,510 231,206,060

윤리특별위원회운영지원

(1032-318)
87,100,000 74,064,510 81,406,450

특별위운영지원

(1032-319)
692,758,020 485,103,190 492,638,700

합계 2,691,085,970 2,197,969,330 2,354,8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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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급여성경비)’로 700만원씩 정액으로 지급됨. 

Ÿ 상임위원회 정기국회대책비 : 2011년과 2012년 9월에 16개 상임위원회의 수석 전문위원에

게 300만원씩 정액으로 지급되고, 2013년 9월에는 ‘농협은행(급여성경비)’를 수령인으로 

하여 4,800만원이 일괄 지급되었음. 

Ÿ 법제사법위원회 활동비 : 법제사법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전부와 수석 전문위원에

게 매월 정액으로 활동비를 지급하였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위원은 매월 100만원, 위원은 

50만원, 수석 전문위원은 150만원을 수령하였음. 법사위원장을 대신하여 수석 전문위원이 

수령한 후 위원장에게 현금지급하거나 위원장 동의하에 수석 전문위원이 사용한 것으로 추

정됨. 

Ÿ 국회운영조정지원비 : 분기별 1회(2013년은 예비금에서 지출), 국회 운영위원회 수석 전문위

원에게 2,000만원씩 정액으로 지급하였음. 2012년 3월과 7월은 2,0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지

출하기도 하였음. 

Ÿ 국회운영대책비 : 2011년, 2012년 모두 10월부터 12월까지, 2013년에는 2월부터 8월까지 건

당 1,000만원씩 지급되었음. 수령인은 국회 운영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이었음. 

Ÿ 국회운영지원 특수활동비 : 매년 1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국회 사무처 운영지원과장에게 

지급하였음. 

Ÿ 소위원회 활동비 : 2011년 3/4분기에만 지급되었으며, 수령인은 16개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의 수석 전문위원임. 상임위원회마다 지출 금액의 편차가 있으나 최소 710만원(복지위)부터 

최고 970만원(교과위)까지 지급되었음. 

Ÿ 위원회활동지원 세부사업의 2011년~2013년 지출건명과 지출 금액 등은 다음과 같음. 

<표12> 위원회활동지원(1032-300세항) 지출건명 및 지출 금액 

단위(원)  

지출건 명 지급 주기 지출 금액 수령인

상임위원회 활동비 매월 1회 71,225,760~96,000,000 상임위원장, 수석 전문위원

상임위원회 위원회활동지원
매년 1회

(9월)
112,000,000

상임위원회 수석 전문위원과 

농협은행(급여성경비)

상임위원회 정기국회대책비
매년 1회

(9월)
48,000,000

상임위원회 수석 전문위원과 

농협은행(급여성경비)

법제사법위원회 활동비 매월 1회 10,000,000
법제사법위원 및 수석 

전문위원

국회운영조정지원 분기별 20,000,000 국회운영위원회 수석 전문위원

국회운영 대책비

2011년, 2012년 

10월~12월, 

2013년 2월~8월

10,000,000 국회운영위원회 수석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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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예시로, 9,600만원을 1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수석 전문위원에게 배분하여 지급한 2012

년 ‘상임위원회 활동비(9월)’ 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13> 2012년, 상임위원회 활동비(9월) 지출 내역  

단위(원)  

 

지출건 명 지급 주기 지출 금액 수령인

국회운영지원 특수활동비
매년 2회

(1월, 9월)
3,000,000 국회 사무처 운영지원과장

3/4분기 소위원회 활동비
1회

(2011년)

위원회마다 상이함

7,100,000~9,700,000

16개 상임위원회 수석 

전문위원

지출결의일자 지출건명 수령인 비고(당시 상임위) 지출 금액

2013-09-16 상임위원회 활동비(9월) 최민수(운영위) 국회운영위 수석 전문위원 6,000,000

2013-09-16 상임위원회 활동비(9월) 박영선 법제사법위 위원장 6,000,000

2013-09-16 상임위원회 활동비(9월) 김정훈 정무위 위원장 6,000,000

2013-09-16 상임위원회 활동비(9월) 강길부 기획재정위 위원장 6,000,000

2013-09-16 상임위원회 활동비(9월) 안홍준 외교통일위 위원장 6,000,000

2013-09-16 상임위원회 활동비(9월) 유승민 국방위 위원장 6,000,000

2013-09-16 상임위원회 활동비(9월) 신학용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위원장 6,000,000

2013-09-16 상임위원회 활동비(9월) 한선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위원장
6,000,000

2013-09-16 상임위원회 활동비(9월) 최규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위원장
6,000,000

2013-09-16 상임위원회 활동비(9월) 오제세 보건복지위 위원장 6,000,000

2013-09-16 상임위원회 활동비(9월) 주승용 국토교통위 위원장 6,000,000

2013-09-16 상임위원회 활동비(9월) 서상기 정보위 위원장 6,000,000

2013-09-16 상임위원회 활동비(9월) 김상희 여성가족위 위원장 6,000,000

2013-09-16 상임위원회 활동비(9월) 신계륜 환경노동위 위원장 6,000,000

2013-09-16 상임위원회 활동비(9월) 김태환 안전행정위 위원장 6,000,000

2013-09-16 상임위원회 활동비(9월) 강창일 산업통상자원위 위원장 6,000,000

합계 96,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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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지원(1032-317)

Ÿ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지원 세세항(세부사업)에 포함된 특수활동비는 2011년~2013년 매년 

2억3,000여만원으로, 지출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회

활동지원비, △특수활동비임. 

Ÿ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비 :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에게 지급되었고 지출 금액은 매월 600

만원이며 매년 5월과 6월은 600만원에 조금 못 미치는 금액을 지급함. 2011년 1월~2011년 5

월 이주영 의원, 2011년 6월~2012년 5월 정갑윤 의원, 2012년 7월~2013년 6월 장윤석 의원, 

2013년 6월~12월 이군현 의원이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을 맡아 매월 활동비를 지급받았음. 

Ÿ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회활동지원비 : 매년 1회, 9월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 전문위

원과 ‘농협은행(급여성경비)’에게 700만원씩 정액으로 지급하였음. 

Ÿ 특수활동비 :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지출건명을 ‘특수활동비’로 하여 총 78건이 지출됨. 

수령인은 예산결산특위 수석 전문위원이며 지출 금액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비, 위원

회활동지원비를 합친 것 보다 두 배 이상 많음. 통상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은 

국회 사무처 운영지원과가 요청하여 수령인들에게 지급한 것과 달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지원 세항의 ‘특수활동비’는 예산결산특위가 요청한 것이 눈에 띔. 지출 금액은 적

게는 50만원부터 많게는 5,000만원으로 확인되며 가장 많은 액수가 지급된 시기는 10월 또

는 11월이었음. 예산 논의가 진행되는 시기에 특수활동비를 많이 사용한 것으로 보임. 

Ÿ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지원의 2011년~2013년 지출건명과 지출 금액 등은 다음과 같음.

<표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지원(1032-317세항) 지출건명 및 지출 금액

단위(원)  

<표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지원(1032-317세항) ‘특수활동비’ 지급 현황

단위(원)  

지출건 명 지급 주기 지출 금액 수령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비 매월 6,000,000 예결특위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회활동지원비
매년 1회

(9월)
7,000,000

예결특위 수석 전문위원 및 

농협은행(급여성경비)

특수활동비 수시 500,000~50,000,000 예결특위 수석 전문위원

특수활동비
2011년 2012년 2013년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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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윤리특별위원회운영지원(1032-318) 

Ÿ 윤리특별위원회운영지원 세세항(세부사업)에 포함된 특수활동비는 2011년~2013년 매년 평균 

8,000여만원으로, 지출건은 △윤리특별위원회 활동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회활동지원비, 

△윤리특별위원회 정기국회대책비, △소위원회 활동비 등임. 

Ÿ 윤리특별위원회 활동비 : 윤리특위 위원장에게 매월 활동비가 지급되었고, 지출 금액은 시

기마다 일부 다르지만 예산결산특위와 마찬가지로 대체로 매월 600만원이 지급되었음. 사

보임 등의 경우 일정 기준에 의해 정산한 후 지급한 것으로 추정됨. 2011년 1월~5월 정갑

윤 의원, 2011년 6월~2012년 5월 송광호 의원, 2012년 7월~2013년 5월 이군현 의원, 2013년 

6월~2013년 12월 장윤석 의원이 윤리특위 위원장을 맡아 매월 활동비를 지급받았음. 

Ÿ 윤리특별위원회 위원회활동지원비 : 매년 1회, 9월에 윤리특별위원회 수석 전문위원, ‘농

협은행(급여성경비)’를 수령인으로 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매년 700만원씩 정액으로 지급

하였음. 

Ÿ 윤리특별위원회 정기국회대책비 : 매년 1회, 9월에 300만원 정액으로 지급받음. 수령인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회활동지원비를 수령한 이름과 동일함. 

Ÿ 소위원회 활동비 : 2011년 10월, 한 차례 ‘3/4 분기 소위원회 활동비’가 ‘윤리특위원

회’를 수령인으로 하여 510만원이 지급됨. 

Ÿ 윤리특별위원회운영지원의 2011년~2013년 지출건명과 지출 금액 등은 다음과 같음.

특수활동비
2011년 2012년 2013년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1월 18,000,000 2건 18,000,000 2건 2,000,000 1건

2월 2,000,000 1건 2,000,000 1건 17,000,000 2건

3월 9,920,000 2건 2,000,000 1건 2,000,000 1건

4월 3,000,000 1건 10,300,000 3건 5,500,000 2건

5월 3,000,000 1건 2,000,000 1건 11,010,780 3건

6월 3,000,000 2건 - - 2,853,830 1건

7월 7,180,000 2건 - - 1,000,000 1건

8월 9,600,000 4건 12,025,000 4건 3,000,000 2건

9월 13,000,000 2건 19,000,000 3건 17,000,000 3건

10월 65,600,000 6건 57,600,000 4건 5,600,000 5건

11월 16,000,000 3건 15,000,000 1건 56,600,000 5건

12월 6,087,000 1건 14,875,000 2건 29,235,000 4건

합계 156,387,000 26건 152,800,000 22건 152,799,610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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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6> 윤리특별위원회운영지원(1032-318세항) 지출건명 및 지출 금액      

단위(원)

l 특별위원회운영지원(1032-319)

Ÿ 특별위원회운영지원 세세항(세부사업)에 포함된 특수활동비는 2011년에 7억여원, 2012년과 

2013년에 5억여원으로, 지출건은 △특별위원회 활동비, △특별위원회 위원회활동지원비, △

특별위원회 정기국회대책비,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비, △소위원회 활동비, △위원회 

특별활동비, △특별위원회 지원 특수활동비 등임.  

Ÿ 특별위원회 활동비 : 각 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매월 600만원씩 지급되고 일부 감액 또는 

증액되기도 함. 

Ÿ 특별위원회 위원회활동지원비 : 매년 1회, 9월에 지급함. 2011년과 2012년에는 각 특별위원

회 수석 전문위원들에게 300만원씩 지급하였고, 2013년에는 특별위원회를 일괄하여 2,700만

원을 ‘농협은행(급여성경비)’에 지급함. 

Ÿ 특별위원회 정기국회대책비 : 매년 1회, 9월에 지급함. 2011년과 2012년에는 각 특별위원회 

수석 전문위원들에게 100만원씩 지급하였고, 2013년에는 특별위원회를 일괄하여 900만원을 

‘농협은행(급여성경비)’에 지급함. 

Ÿ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비 : 2011년~2013년간 국회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비로 지급

한 건수는 총 13건이고 각 400만원씩 지급함. 

Ÿ 소위원회 활동비 : 2011년에 국제경기대회특위, 사법제도개혁특위, 일자리만들기특위, 정치

개혁특위등에 각기 다른 금액의 활동비를 지급하였고 2012년 후의 기록은 없음.

Ÿ 위원회 특별활동비 : 2013년 12월 31일, 1,500만원과 1,800만원이 국회 사무처 운영지원과장

에게 지급됨. 이전 기록 없음. 

Ÿ 특별위원회 지원 특수활동비 : 2011년 3월, 130만원이 국회 사무처 운영지원과장에게 지급

됨. 이후 기록 없음. 

Ÿ 특별위원회운영지원의 2011년~2013년 지출건명과 지출 금액 등은 다음과 같음. 

지출건명 지급 주기 지출 금액 수령인

윤리특별위원회 활동비 매월 1회 6,000,000 윤리특위위원장

윤리특별위원회 위원회활동지원비
매년 1회 

(9월)
7,000,000

윤리특위 수석 전문위원 및 

‘농협은행(급여성경비)’

윤리특별위원회 정기국회대책비
매년 1회

(9월)
3,000,000

윤리특위 수석 전문위원 및 

‘농협은행(급여성경비)’

소위원회 활동비 - 5,100,000 윤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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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7> 특별위원회운영지원(1032-319세항) 지출건명 및 지출 금액 등 

단위(원)

3) 소결

Ÿ 상임위원장, 예결특위원장, 윤리특위원장, 특별위원장에게 매월 600만원, 매년 9월 정기국회

대책비 및 활동비지원 명목으로 상임위원장 300만원, 예결위 수석 전문위원 700만원, 윤리

특위 수석 전문위원 300만원, 특별위 수석 전문위원 100만원 등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한 

것은 특수활동이 필요한 시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특수활동비 집행 원칙에 맞지 않음. 

Ÿ 더욱이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와 달리 특수활동비가 별도로 지급되고 회의가 열리지 않는 

시기에도 예결특위, 윤리특위에 특수활동비가 동일하게 매월 지급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

움. 

Ÿ 수석 전문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국회운영조정지원, 위원회활동지원, 활동비, 대책비 등의 

지출건명으로 특수활동비의 상당액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수석 전문위원이 의원을 대신하여 

수령한 후 의원에게 현금 지급한 것인지, 동의하에 수석 전문위원이 사용한 것인지 파악될 

필요가 있음.

지출건명 지급 주기 지출 금액 수령인

특별위원회 활동비 매월 1회 6,000,000 특별위원장

특별위원회 위원회활동지원비
매년 1회

(9월)
3,000,000

수석 전문위원 및 

농협은행(급여성경비)

특별위원회 정기국회대책비
매년 1회

(9월)
1,000,000

수석 전문위원 및 

농협은행(급여성경비)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비
활동기간 중 

1회
4,000,000 수석 전문위원

소위원회 활동비 - 200,000~4,200,000 수석 전문위원

위원회 특별활동비 2013년 12월
15,000,000 / 

18,000,000
국회 사무처 운영지원과장

특별위원회 지원 특수활동비 2011년 3월 1,300,000 국회 사무처 운영지원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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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033세항 의회외교

1) 개괄

Ÿ 의회외교 세항(단위사업)의 특수활동비는 △의원외교활동(1033-300), △국제회의(1033-301) 

세부사업(세세항)에 포함되어 있으며 2011년에 6억3,800여만원, 2012년에 5억3,500여만원, 

2013년에 6억3,100여만원이 지출되었음. 

Ÿ 의회외교 세항의 2011년~2013년 지출 금액은 다음과 같음. 

<표18> 의회외교(1033세항) 지출 금액

단위(원)

2) 세부사항

l 의원외교활동(1033-300) 

Ÿ 의원외교활동 세세항(세부사업)에 포함된 특수활동비는 2011년~2013년 매년 평균 5억여원으

로, 지출건은 △행정안전위원회 해외시찰경비, △체코 상원의장 일행 초청경비, △제12차 

한독포럼 참가경비(특수활동비), △국회사무총장 유럽·아프리카 주요국 의회사무처 교류 

경비(특수활동비), △제56회 현충일 추념식 참석 경비 등임. 

Ÿ 의원외교활동 비용은 국제회의와 같은 공식 행사 외 친선교류 차 해외출장을 가는 사례에 

대부분 지출되었고, 해외 순방 시 공항행사 경비나 해외 의회 의원의 방한 경비, 개별 상임

위원회 해외 시찰 방문 경비 등이 지출되었음. 

Ÿ 지출 금액은 각 지출건마다 매우 상이하며, 적게는 55만원에서 많게는 7,000여만원 수준임. 

한 번에 가장 많은 금액인 6만5000달러(한화 7천400여만원)를 지급한 사례는 ‘박희태 국회

의장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공식 방문경비(특수활동비)’임. 국회의장 해외 방

문 한 번에 7000만원이 넘는 거액을 특수활동비로 사용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

움.

Ÿ 의원외교활동 지출액 약 5억원 중 평균 4억5,000만원이 달러로 지급되었음. 출장지는 세계 

곳곳 다양하지만 환전은 미국 달러만 있을 뿐 다른 통화는 없음. 한국 국회의원이 해외출

장을 갈 때 특수활동비에서 달러로 환전해가는 것으로 보이며, 한화로 지출된 것들은 해외

세항/단위사업 세세항/세부사업 2011년 2012년 2013년

의회외교(1033)

의원외교활동

(1033-300)
514,139,560 459,168,770 522,269,730　

국제회의

(1033-301)
124,023,840 76,569,910 109,031,230　

합계 638,163,400 535,738,680 631,300,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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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 추정됨. 

l 국제회의(1033-301) 

Ÿ 국제회의 세세항(세부사업)에 포함된 특수활동비는 2011년에 1억2,400여만원, 2012년에 

7,600여만원, 2013년에 1억900여만원으로, 지출건은 △제57차 NATO의원연맹총회 참석경비

(특수활동비), △국회사무총장 ASGP 춘계총회 참석 경비(특수활동비), △2013년 추계 세계의

회사무총장협회(ASGP) 총회 참석 및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공식방문 경비(특수활동비) 등

임. 

Ÿ 항목 중 외화(USD)로 환전된 사례 대부분은 해외 개최 국제회의 참석을 목적으로 함. 2011

년 한화(KRW)로 지급된 비율이 높은 이유는 ‘2011서울 G20 국회의장회의’ 등 국내에서 

국제회의를 3건 개최했기 때문으로 보임. 가장 많은 비용이 지출된 사례는 2013년 1월 24

일에 2만6,000달러(2,800여만원)를 지출한 ‘제21차 아시아태평양의회포럼(APPF) 총회 참석 

경비(특수활동비)’인데 참석 인원이나 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없음.  

3) 소결

Ÿ 의원외교활동(1033-300) 세항에는 방문사업, 초청사업, 공통경비로 각각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음. 공식적인 행사비용은 증빙을 하고 일반회계로 지출하면 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빙

을 필요로 하지 않는 특수활동비가 요구되는 의원외교활동이 무엇인지 의문임. 특수활동비

를 이용해 공식출장 과정에서 외유를 한 것인지, 의정활동과 무관한 활동에 비용을 쓰기 

위한 것인지 파악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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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035세항 예비금

1) 개괄

Ÿ 예비금 세항(단위사업)의 특수활동비는 △예비금(1035-300)에 포함되어 있으며 2011년에 12

억여원, 2012년에 7억6,000여만원, 2013년에 6억5,000여만원의 특수활동비가 지출되었음. 

Ÿ 예비금의 2011년~2013년 지출건명과 지출 금액은 다음과 같음. 

<표19> 예비금(1035세항) 지출건명 및 지출 금액

단위(원)

2) 세부사항

l 예비금(1035-300)

Ÿ 예비금 세세항(세부사업)에 포함된 특수활동비 지출건은 △국회특수활동비, △국회특수활동

비(경비대), △국회특수활동비(경호경비), △국회특수활동비(의정활동지원), △기관운영특수활

동비, △기관운영특수활동비(의회운영정책개발), △기관운영특수활동비(홍보대책활동) 등임.

Ÿ 예비금 가운데, 매월 정기적으로 동일한 액수가 지급된 건이 3건 존재함. △국회특수활동비

(경호경비)의 경우 2011년부터 2012년 8월까지 매월 280만원씩 지급되었고, △기관운영특수

활동비(의회운영정책개발)는 매월 50만원, △기관운영특수활동비(홍보대책활동)는 매월 45만

원씩 지급됨. 수령인은 국회 사무처 운영지원과장 등 국회 공무원들임. 가장 많이 지급된 

지출건명은 국회특수활동비(의정활동지원)와 국회특수활동비, 기관운영특수활동비로, 전체 

지급액의 약 95%를 차지함. 

Ÿ 국회특수활동비 : 국회 사무처 운영지원과장 등을 수령인으로 하여, 적게는 38만원에서 

6,500만원까지 특수활동비가 지출되었음. 지급 시기는 정기적이지 않고 같은 달에 여러 차

례 지급받은 사례가 다수 존재함. 2011년 9월 경우, 6차례에 걸쳐 1억원이 넘는 돈을 특수

활동비로 지급받음. 

Ÿ 국회특수활동비(의정활동지원) : 2011년에 48회, 2012년에 1회 지급됨. 수령인은 국회 사무

처 운영지원과장이며 400만원에서 1,000만원씩 지급되었음. 

Ÿ 기관운영특수활동비 : 2011년부터 2013년까지 140회 지급되었으며 다른 지출과 마찬가지로 

세항/단위사업 세세항/세부사업 2011년 2012년 2013년

예비금(1035)

예비금

(1035-300)
1,191,630,090 766,275,850 649,945,040

비고 *반납 4,000,000

합계 1,191,630,090 766,275,850 649,94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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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무처 운영지원과장이 수령함. 지출 금액은 25만원에서 3,400만원씩 지급됨. 

Ÿ 국회운영조정지원(4/4분기) : 일반적으로 ‘국회운영조정지원’ 지출은 예비금이 아니라, 

‘위원회운영지원(세세항)’의 ‘위원회활동지원(세세항)’에 편성되어 지급되는데, 2013년 

4분기에는 예비금에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됨. 

<표20> 예비금 지출 건명 및 지출 금액

단위(원)

3) 소결

Ÿ 예비금은 성격상 예산의 초과지출 등을 충당하기 위한 예비적 성격의 예산임. 그럼에도 예

비금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동일한 액수가 지급된 사례가 3건이나 존재함. 

Ÿ 동일한 날 여러 차례 지급한 것도 확인됨. 2011년 ‘국회특수활동비(의정활동지원)’의 경

우, 매월 3,000만원과 3,600만원을 번갈아 지출하는데, 이를 네 번에 나눠서 청구·지출 받

았음. 이는 ‘국회특수활동비(의정활동지원)’이라는 명목으로 매월 평균 3,300만원이라는 

큰 액수의 금액이 지급되는 점을 알리지 않기 위해 쪼개기 청구한 것은 아닌지 의심됨.  

　항목 2011년 2012년 2013년

국회특수활동비 350,213,660 295,224,400 118,300,000

국회특수활동비(경비대) 5,038,430 5,343,730 -　

국회특수활동비(경호경비) 33,600,000 22,400,000 500,700

국회특수활동비(의정활동지원) 396,000,000 163,000,000 367,000,000

기관운영특수활동비 395,378,000 266,107,720 132,744,340  

기관운영특수활동비(의회운영정책개발)　 6,000,000 8,800,000 6,000,000  

기관운영특수활동비(홍보대책활동) 5,400,000 5,400,000 5,400,000  

국회운영조정지원(4/4분기) -　 -　 20,000,000  

합계 1,191,630,090 766,275,850 649,94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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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수활동비 폐지해야 할 7가지 이유

1. 국회의원 제2의 월급, 국회 특수활동비 

l 현황 

Ÿ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국회는 교섭단체대표, 상임위원장 등 특정 직책에 

있는 국회의원에게 매월 월급처럼 정기적으로 특수활동비를 지급하였음. 2011년~2013년 국

회 특수활동비 중 매월 월급처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은 의정지원 세항에서 △교섭단

체정책지원비, △교섭단체활동비, △의정활동지원비, △입법및정책개발비 균등인센티브, 위

원회운영지원 세항에서 △상임위원회 활동비, △법제사법위원회 활동비, △예산결산특별위

원회 활동비, △윤리특별위원회 활동비, △특별위원회 활동비 등 9개임. 

l 문제점 

Ÿ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임(기획

재정부 작성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수활동비는 사용해야 할 필요가 생겼을 때, 실제 특수활동을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것임. 

Ÿ 결과적으로 교섭단체대표는 실제 특수활동을 수행했는지와 무관하게 매월 4,000여만원, 짝

수달에는 6,000여만원~7,000여만원을 특수활동비를 수령하는 것임.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

특위원장, 윤리특위원장, 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마찬가지로 ‘위원장’이라는 이유로 매월 

일괄적으로 목돈의 특수활동비를 지급받아왔음. 특수활동비를 사용해야 할 구체적인 사유

나 상황이 생긴 것이 아님에도, 우선 지급하고 알아서 쓰도록 하는 것은 특수활동비 원칙

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대표적인 예산 낭비임. 

<표21> 매월 지급되는 특수활동비 항목 

세항 세세항/세부사업 지출건명 지출 금액 수령인

의정지원

(1031)

입법활동지원

(1031-300)

교섭단체정책지원비 매월 2500만원 교섭단체대표 등

교섭단체활동비 매월 5000만원 교섭단체대표 등

의정활동지원비
매월 300만원 

또는 500만원

국회 사무처 

운영지원과장

입법및정책개발

(1031-301)

입법및정책개발비 균등인

센티브

매월 1인당 

50만원 
국회의원 전원

위원회운

영지원

위원회활동지원

(1032-300)
상임위원회 활동비

매월 1인당 

600만원
각 상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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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항 세세항/세부사업 지출건명 지출 금액 수령인

(1032)

법제사법위원회 활동비

·간사 100만원

·위원 50만원

·수석전문위원 

150만원

법사위 간사 및 

위원, 

수석전문위원

예결특위운영지원

(1032-31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비 매월 600만원 예결특위원장

윤리특위운영지원

(1032-318)
윤리특별위원회 활동비 매월 600만원 윤리특위원장

특별위운영지원

(1032-319)
특별위원회 활동비

매월 1인당 

600만원
각 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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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원’ 법사위의 특별한 특수활동비

l 현황 

Ÿ 법사위 위원장은 다른 상임위원장과 동일하게 매월 600만원을 ‘상임위원회 활동비’로 지

급받음. 그러나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와 달리,‘법제사법위원회 활동비’라는 명목으로 추

가로 매월 1,000만원을 수령하여 법사위 여·야 간사와 위원들에게 배분하여 지급하였음. 

Ÿ ‘법제사법위원회 활동비’ 1,000만원은 법사위 간사에게 매월 100만원, 위원들에게 매월 

50만원씩 정기적으로 지급됨. 또한 해당 항목은 위원들뿐만 아니라 수석 전문위원에게도 

매월 150만원씩 지급하였음. 

l 문제점 

Ÿ 소관 법률사항 이외에 법률 및 규칙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담당하는 법사위는 이른바 

‘상원’으로 불리는 상임위로, 법사위에게만 월별 1,000만원이 지급되는 특수활동비는 국

회 안에서 법사위의 ‘특별한 지위’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음. 

Ÿ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매월 지급되는 특수활동비도 문제거니와 법사위원회에만 유독 특수

활동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음. 위원회 활동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정책개발비 또는 특정업

무경비 등에서 사용하고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타당함. 

<표22> 법제사법위원회 특수활동비 연도별 지출 현황   

단위(원)  

지출건명 2011년 2012년 2013년

법제사법위원회 활동비 지급 11,9,999,950 79,450,880 119,999,000

법제사법위위원회 활동비 추가 지급 - 10,000,000 -

합계 119,999,950 89,450,880 119,99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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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3> 2011년, 법제사법위원회 활동비(5월) 지출 내역 

단위(원)  

 

지출결의일자 지출건명 수령인
비고

(당시 상임위 직책)
지출 금액

2011-05-30 법제사법위원회 활동비 지급(5월분) 주성영 간사위원 1,000,000

2011-05-30 법제사법위원회 활동비 지급(5월분) 김무성 위원 500,000

2011-05-30 법제사법위원회 활동비 지급(5월분) 박준선 위원 500,000

2011-05-30 법제사법위원회 활동비 지급(5월분) 이두아 위원 500,000

2011-05-30 법제사법위원회 활동비 지급(5월분) 이은재 위원 500,000

2011-05-30 법제사법위원회 활동비 지급(5월분) 이정현 위원 500,000

2011-05-30 법제사법위원회 활동비 지급(5월분) 이주영 위원 500,000

2011-05-30 법제사법위원회 활동비 지급(5월분) 신지호 위원 500,000

2011-05-30 법제사법위원회 활동비 지급(5월분) 정갑윤 위원 500,000

2011-05-30 법제사법위원회 활동비 지급(5월분) 박영선 간사위원 1,000,000

2011-05-30 법제사법위원회 활동비 지급(5월분) 박지원 위원 500,000

2011-05-30 법제사법위원회 활동비 지급(5월분) 이춘석 위원 500,000

2011-05-30 법제사법위원회 활동비 지급(5월분) 이용희 위원 500,000

2011-05-30 법제사법위원회 활동비 지급(5월분) 노철래 위원 500,000

2011-05-30 법제사법위원회 활동비 지급(5월분) 이한규 수석 전문위원 1,500,000

2011-05-30 법제사법위원회 활동비 지급(5월분) 김학재 위원 500,000

합계 1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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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결특위·윤리특위, 회의는 없어도 특수활동비는 있다 

l 현황 

Ÿ 국회는 상설특별위원회인 예결특위와 윤리특위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비’, ‘윤

리특별위원회 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6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위원장에게 정기적으로 지

급하였음. 

Ÿ 예결특위는 위원장에게 지급되는 활동비 이외에도 비정기적으로 ‘특수활동비’를 요청하여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 78회 예결특위 수석 전문위원이 수령하였음. 지출 금액은 최대 

5,000만원이며 절반 이상의 ‘특수활동비’는 정부 예산안 심사가 있는 하반기에 집중되었음. 

Ÿ 윤리특위도 위원장이 활동비를 매월 지급받고 있으며, 이외 별도로 정기국회 시기인 9월에 

‘윤리특위 정기국회대책비’로 300만원, ‘윤리특위 위원회활동지원비’로 700만원을 수

석 전문위원에게 지급하였음. 

l 문제점 

Ÿ 예결특위는 예·결산안을 심의하는 기간에 활동이 집중되는데, 매월 영수증 증빙 없는 활

동비를 지급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임. 또한 이와 별도로 ‘특수활동비’항목으로 

거액이 지급된 것은 그 용도나 필요성을 전혀 짐작조차 할 수 없음. ‘특수활동비’는 9월

과 10월에 가장 많은 금액이 지급되었는데 예산 심의가 진행되는 시기에 ‘특수활동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수령한 의원들이 설명해야 할 부분임. 

Ÿ 윤리특위는 그동안 비리의원 등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나 징계 없이 동료 의원에 대한 제식

구 감싸기로 일관하는 특위라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아예 회의조차 개회하지 않아 개점휴

업 위원회라는 오명을 가진 특위임. 실제 국회 윤리특위는 2011년에 단 네 차례 회의를 열

었고, 2012년에 다섯 차례, 2013년에 네 차례 회의를 진행했을 뿐임. 2011년부터 2013년까

지 윤리특위가 의결 처리한 징계안은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강용석 의원에 대한 징계

안 단 1건임. 매월 윤리특위에 활동비를 지급하고 정기국회 시기마다 정기국회대책비를 지

급해야 할 이유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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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액의 정체불명 수령인 

l 현황

Ÿ 국회 특수활동비를 한 번이라도 수령한 이가 298명에 달하는 가운데, 수령인을 기준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지급받은 수령인은 ‘농협은행(급여성경비)’(이하 농협통장)임. 농협통장

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각각 약 18억, 20억, 21억에 달하는 특수활동비를 수령함. 이는 

전체 특수활동비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것임. 

Ÿ 농협통장이 수령인으로 지출되는 특수활동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됨. 하나는 억 단위 금

액이 일시에 지출되는 것임. 입법 및 정책 개발비 균등인센티브와 특별인센티브가 농협통

장으로 억 단위의 특수활동비가 지출되지만, 지급 이후 특수활동비를 실제 사용한 실 수령

자가 누구인지는 확인할 수 없음.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수령했다는 일부 전현직 국회의

원들의 발언을 상기할 때, 농협통장이 수령한 금액을 국회의원 전원에게 현금으로 배분하

여 제공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할 뿐임.

Ÿ 다른 하나의 특징은 개별 국회의원이 수령인으로 표시되는 교섭단체활동비, 교섭단체정책

지원비에 농협통장이 수령인으로 지급받는다는 것임. 예를 들어 2013년 1월 11일 지출된 

내역을 보면, 총 지출 금액 5,000만원 가운데 새누리당 당직자로 추정되는 ‘이미영’에게 

2,500여만원이, 민주통합당 박기춘 의원에게 2,300여만원이 지출됨. 그리고 신원이 확실치 

않은 ‘곽고은’, 윤승현(민주노동당)과 함께 ‘농협은행(급여성경비)’에게 약 40만원이 지

출됨. 

l 문제점 

Ÿ 농협통장으로 지출되는 특수활동비 액수가 전체 국회 특수활동비의 약 4분의 1에 상당함에

도 불구하고 농협통장에 대해 전혀 알려진 바가 없음. 누가 해당 통장에서 인출하여 누구

에게, 어떤 명목으로 지출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음. 깜깜이식으로 운영되는 특수활동비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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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4> ‘농협은행(급여성경비)’가 수령한 연도별 지출 금액

단위(원)

<표25> ‘농협은행(급여성경비)’를 수령인으로 하여 지출된 현황

단위(원)

수령인 2011 2012 2013 계

농협은행(급여성경비) 1,762,500,000 2,012,720,270 2,148,803,840 5,924,024,110

세항/단위사업 세세항/세부사업 건명 지급금액

의정지원

입법및정책개발

입법및정책개발비 균등인센티브 

1,762,500,000

1,784,500,000

1,719,840,000

입법및정책개발비 특별인센티브

-

214,000,000

205,000,000

입법활동지원

교섭단체활동비

-

6,962,620

5,481,210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

3,776,320

2,742,070

교섭단체정책지원비

-

3,481,330

2,740,560

위원회운영지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지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회활동지원 7,000,000

윤리특별위원회운영지원
윤리특별위원회 정기국회대책비 3,000,000

윤리특별위원회 위원회활동지원 7,000,000

특별위운영지원
특별위원회 정기국회대책비 9,000,000

특별위원회 정기국회대책비 27,000,000

위원회활동지원
상임위원회 정기국회대책비 48,000,000

상임위원회 위원회활동지원 11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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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외순방길, 국회의장 손에 든 달러 뭉치 

l 현황

Ÿ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국회의장이 해외순방에 나갈 때마다 수천만원 상당의 국회 특수활

동비를 지급받은 것이 확인됨. 3년간 총 61만2,000달러, 즉 약 7억원(691,123,450원)에 달하

는 액수임. 

Ÿ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5차례에 걸쳐 28만9,000달러를, 강창희 전 국회의장은 여섯 차례에 

걸쳐 25만8,000달러, 정의화 부의장은 박희태 의장 사임 후 직무대행을 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6만5,000달러를 지급받음. 

l 문제점

Ÿ 의장단의 의회외교는 필요한 영역이나, 이는 아무런 감시와 통제 없는 특수활동비가 아니라 

투명한 예산 집행과 사용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의회외교와 관련된 예산에는 특수활동비 이

외에 국외업무여비 등이 별도로 배정되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은 여기에서 지출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면 될 것임. 

Ÿ 한 차례 해외순방을 갈 때마다 국회 특수활동비에서 5만~6만 달러를 지급받는 것은 상식적으

로 과도하며 이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이유를 국회는 제시해야 할 것임. 

<표26> 국회의장의 해외 외교 지출 건명 및 지출 건수

당시 국회의장 연도 지출건명 외화(USD)

박희태

2011년

1월 해외순방(알제리 등) 64,000

3월 해외순방(필리핀, 인도) 60,000

7월 해외순방(발트3국) 65,000

9월 해외순방(말레이시아, 라오스) 50,000

2012년
1월 해외순방(국회의장 아시아태평양의회포럼, 우즈

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50,000

계 289,000

정의화

(직무대행)

2012년

2월 G20 국회의장회의 20,000

5월 정의화 국회의장 직무대행 5월 실무방문 대표단 

경비(미국, 캐나다)
45,000

계 65,000

강창희

2012년 10월 해외순방(IPU총회, 미국, 캐나다) 50,000

2013년

1월 해외순방(동남아) 50,000

3월 해외순방(G20 국회의장회의, 브라질, 페루) 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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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국회의장 연도 지출건명 외화(USD)

7월 해외순방(아프리카, 중동) 45,000

10월 해외순방(러시아 등) 43,000

12월 해외순방(중국) 25,000

계 258,000

합계 6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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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복 지급, 아낌없이 주는 국회 특수활동비 

l 현황 

Ÿ 국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031세항 의정지원, 1032세항 위원회운영지원, 1033세항 의

회외교, 1035세항 예비금 세항 하, 230목 특수활동비에는 다양한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이 존

재함. 세항1031 의정지원은 입법활동지원(300), 입법및정책개발(301), 의원연구단체활동(303)

의 세세항으로 구분되어 있음. 

Ÿ 의정지원 입법활동지원(1031-300)에는 교섭단체정책지원비, 월별 교섭단체활동비, 회기별 교

섭단체활동비가 있음. 교섭단체에 지원하는 지출 종류만 이미 3개이며, 심지어 동일한 명목

으로 매월, 회기별로 지출되고 있음. 

l 문제점

Ÿ 세항1031 의정지원 중 입법활동지원(300), 입법및정책개발(301)으로 구분된 두 항목은 어떻

게 구분 가능한지 의문임. 의정지원 입법활동지원(1031-300) 중 각종 항목으로 교섭단체를 

지원하는 것은 대표적인 중복 지급이자 예산 낭비 사례임. 또한 용도가 무엇인지 추정조차 

어려운 국회운영대책비와 국회운영조정지원, 국회운영지원 특수활동비가 중복 지급되고 있

음.

Ÿ 입법 및 정책개발비의 인센티브 또한 균등인센티브라 하여 모든 의원에게 배분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과연 이를 인센티브라 부를 수 있을지 의문이며, 특수활동비 지출을 늘리기 위

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음.

Ÿ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의원들에게 나눠먹기식으로 분배해오며,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유사한 항목들을 새로 만들고, 월별, 회기별로 중복해서 주는 그릇된 관행을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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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우수 의원연구단체는 ‘기밀 사항’ 

l 현황

Ÿ 국회는 의정지원 세항의 의원연구단체활동 세세항(세부사업)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5억여원을 책정하고, 매년 1회 ‘국회의원연구단체 특수활동비’를 등록된 모든 의원연구

단체에 600만원~800만원을 차등 지급하였음. 

Ÿ 또한 국회는 전년도 연구단체가 제출한 연구활동결과보고서를 중심으로 최우수·우수 연구

단체를 선정하여 시상금을 특수활동비로 지급하였음. 2011년에는 ‘국회경제정책포럼’, 

‘국회국민건강복지포럼’, ‘선진사회연구포럼’ 등 최우수 단체 3개를 포함하여 16개 연

구단체에 시상금을 주고, 2012년에는 ‘국회경제정책포럼’, ‘국회국민건강복지포럼’ 등 

최우수 단체 2개를 포함한 14개, 2013년에는 ‘국회경제정책포럼’, ‘생활정치실천의원모

임’ 등 최우수 단체 2개를 포함한 14개 연구단체에 1,000만원(최우수), 500만원(우수)을 각

각 지급하였음. 

l 문제점

Ÿ 의원연구단체활동 사업은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을 넘어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관심 있는 분

야의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입법정책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임. 이러한 

목적을 살펴볼 때, 의원연구단체 관련한 활동에 기밀유지가 전제되는 특수활동비를 지급할 

이유가 전혀 없음. 

Ÿ 또한,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지원하거나 연구활동을 내실 있게 진행한 연구단체에 상금을 

지원하는 데 일부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이는 증빙처리를 하는 다른 비목으로 지급하

면 될 일이지, 사용 내역을 증빙하지 않아도 되는 특수활동비로 사용하여 불투명한 예산을 

증가시킬 이유가 없음. 

<표27> 2011년~2013년 우수 의원연구단체 특수활동비 지출 현황

단위(원)

지출 연도 지출 
수령 

연구단체
지출 금액

2011
2010년도 최우수·우수 연구단체 시상금 16개 95,000,000

국회의원연구단체 특수활동비 61개 404,140,000

2012
2011년도 최우수·우수 연구단체 시상금 14개 80,000,000

국회의원연구단체 특수활동비 66개 417,709,000

2013
2012년도 최우수·우수 연구단체 시상금 14개 80,000,000

국회의원연구단체 특수활동비  70개 418,17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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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수활동비 등 문제해결을 위한 요구사항

국회 특수활동비 전면 폐지하고, 2018년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 즉각 중단해야 

Ÿ 국회는 2018년 현재까지도 △입법활동지원, △국정감사및조사, △위원회활동지원, △예결특

위운영지원, △윤리특위운영지원, △특별위운영지원, △의원외교활동, △국제회의, △예비금 

등 세부사업(세세항)에 특수활동비를 편성, 지출하고 있음. 

Ÿ 하지만 2011년~2013년도 지출 내역 검토를 통해 확인된 바, 국회는 특수활동비 취지에 전

혀 맞지 않게 사용하고 있음. 본연의 활동을 하는 것임에도 각종 항목을 만들어 마치 월급

이나 수당처럼 사용하였고, 위원회 활동이 없는 기간에도 꼬박꼬박 지급받았음. 

Ÿ 무엇보다 국회에서의 활동은 국민에게 공개되고 평가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특수활동비를 

사용해야 할 정당한 근거가 없음. 그 어떤 관리도 통제도 받지 않은 채 국민의 세금을 이

리 낭비하는 관행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함. 

Ÿ 따라서 국회 특수활동비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며, 2018년 남은 기간 동안 국회는 특수활동

비 지출을 중단해야 함. 만일 국회가 특수활동비를 요구하려면, 지금과는 다른 근거를 분명

히 제시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제도개선안부터 마련하고 국민에게 설명해야 할 것임. 

2014년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특수활동비 지출(집행)내역 즉시 공개해야

Ÿ 참여연대는 국회에 2014년부터 2018년 4월까지의 특수활동비 지출(집행)내역 정보공개를 청

구하였으나 국회가 또 다시 공개를 거부함. 참여연대 외에도 최근 여러 언론매체 등에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국회는 모두 거부하였음. 

Ÿ 참여연대가 국회 사무처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소송에서 사법부의 결론은, 국회의 특수

활동비 관련 지출(집행)내역 정보는 비공개할만한 사유가 없는 정보라는 것이었음. 

Ÿ 국회가 2014년부터 최근까지의 국회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공개를 관성적으로 거부하면서 

또 다시 행정절차나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나서게 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 취지를 

전면 무시하는 것임. 나아가 불필요한 재판을 반복하게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기 

위한 시도라는 비판을 넘어 입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인력과 재정을 낭비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을 만한 일임. 

Ÿ 국회 사무처가 2014년 이후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최

근 김성곤 국회 사무총장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현재 소송 중인 사안”이며, “현직 의원

들의 특수활동비가 공개되어야 하는 부분이어서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

으로 알려지고 있음. 앞서 지적한대로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마당에 소송 중이라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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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현직 의원들의 특수활동비 수령 역시 관련 정보를 비공개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음. 

Ÿ 국회는 더 이상 억지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2014년부터 최근까지의 특수활동비 지출(집

행)내역 정보를 즉시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함. 

감사원은 국회를 비롯해 정부 부처의 특수활동비 사용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야

Ÿ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 각 부처에서도 특수활동비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감사원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는 특수활동비 편성 목

적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지 즉각 감사에 착수해야 함. 

Ÿ 감사원은 2007년 <국정홍보처 등 4개 부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감사>를 실시한 이후 지금

까지 유사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2017년 7월 19일부터 8

월 11일까지 감사원은 (국가정보원을 제외한) 경찰청, 법무부 등 특수활동비 편성 19개 기

관을 대상으로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을 하였으나, 그 내용은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부처별 자체 지침과 집행계획 마련, △현금지급 관리, △집행 증빙자료 관리에 관한 것이

었지 편성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조사가 아니었음. 

Ÿ 이번에 파악된 국회 경우 이외에도, 2017년 4월 21일에 법무부 검찰국장이 특수활동비에서 

지급받은 현금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의 차장검사와 부장검사와의 회식자리에서 나

누어주는 일도 있었으며,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에 배정된 특수활동비를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각각 100만원씩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일도 있었음.3 이

처럼 특수활동비를 ‘쌈짓돈’처럼 쓰는 일이 국회나 법무부 외 다른 정부 부처에서도 충

분히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음. 

Ÿ 따라서 감사원은 국민의 세금인 특수활동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해 즉각 감사

에 착수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합당한 처분을 내려야 함. 

집행내용확인서 생략 규정 폐지 등 특수활동비 책정과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Ÿ 특수활동비 예산은 꾸준히 증가해오다가 2018년 예산에서 처음으로 감소함. 2014년 이후 본

예산 기준 특수활동비 총액(국정원 제외, 총 19개 기관)은 3,890억 원에서 3,956억 원까지 증

가하다 올해 처음 3,216억 원으로 줄어든 것임.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후 ① 기밀유지 필요

성과 ② 다른 비목으로 집행 가능한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각 기관 자체적으로 특수활동비

를 감축하도록 정부가 유도하고 독려한 결과임. 그러나 여전히 특수활동비로 집행하는 것이 

3  법무부‧검찰 합동감찰반의 2017년 6월 7일 발표문



42

부적절해 보이는 사업들이 국회뿐만 여러 정부부처와 기관에서 편성되어 지출되고 있음. 

Ÿ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하지만 국회의 경우 국

회 사무처 운영지원과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각 교섭단체 원내대표 혹은 각 상임위원장들

에게 특수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이러한 원칙에 위배되는 것임. 특수활동비를 사용할 구

체적인 사유나 상황이 생긴 경우가 아님에도 우선 지급하고 알아서 쓰게 하는 방식으로 운

영되고 있는 것임. 이는 편성 목적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재정 낭비를 조장하는 것으로, 향

후 구체적인 사유나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특수활동비를 우선 지급하거나 자의적으

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Ÿ 정부는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이하 ‘특수활동비 계산증명지침’)>을 

통해 집행내용확인서류를 생략할 수 있게 하였음.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특수활동비를 직접 정당채권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영수증. 다만, 지급

상대방에게 영수증의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 지급일

자, 지급목적, 지급상대방, 지급액을 명시한 관계공무원의 영수증서”

“2.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현금수령자의 영수증과 집행내용확

인서, 이 경우에는 집행내용확인서에는 지급사유, 지급일자, 지급상대방, 지급액을 구체

적으로 기재. 다만, 수사 및 정보수집활동 등 그 사용처가 밝혀지면 경비집행의 목적달

성에 현저히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

으나 생략 시 생략 요건과 절차 등을 정한 자체 지침 등 내부통제방안을 마련하고, 이

를 감사원에 제출”

Ÿ 이 지침에 따르면, “사용처가 밝혀지면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에 현저히 지장을 받을 우려

가 경우에 한하여”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국회 특수활동비 집

행의 경우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국회 특수활동비의 경우, 그 자체로 특

수활동비 편성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려움. 게다가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경우 마련해야 할 “요건과 

절차를 정한 자체 지침”등으로 국회가 내부 통제를 하고 있는지도 의문임. 무엇보다 집행

내용확인서 자체를 생략할 수 있게 한 것은 과도한 특례이자 예산 낭비와 유용을 조장하는 

것으로 악용될 수 있음. 따라서 특수활동비 계산증명지침을 개정하여 집행내용확인서를 생

략할 수 있도록 한 예외규정을 폐지해야 함. 

Ÿ 한편 기획재정부는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통해 특수활동비를 사용

하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활동비 집행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도 예산 요구 시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결과를 반

영하여 요구”하도록 하였음. 이는 특수활동비 집행의 불투명성을 제고하는 진일보한 지침

이나, 특수활동비 사용 기관의 내부통제에 그치는 한계가 있음. 감사원의 집행실태 점검결

과도 2017년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감사원이 비공개 처분을 내려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음. 이는 곧 국민은 물론 예결산 심의를 하는 국회도 특수활동비가 타당하고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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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책정되고 집행되었는지 점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특수활동비 사용 기관

의 결과보고서와 집행내역, 그리고 감사원의 집행실태 점검결과는 즉각 공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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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국회 특수활동비 사업항목별 지출건명 세부목록

1. 단위사업(세항) : 의정지원(1031) / 4,141,192,000원

1) 세부사업(세세항) <입법활동지원(300)> 지출건명 / 1,252,000,000원

교섭단체정책지원비(1월)

교섭단체정책지원비(2월)

교섭단체정책지원비(3월)

교섭단체정책지원비(4월)

교섭단체정책지원비(5월)

교섭단체정책지원비(6월)

교섭단체정책지원비(7월)

교섭단체정책지원비(8월)

교섭단체정책지원비(9월)

교섭단체정책지원비(10월)

교섭단체정책지원비(11월)

교섭단체정책지원비(12월)

교섭단체활동비(1월)

교섭단체활동비(2월)

교섭단체활동비(3월)

교섭단체활동비(4월)

교섭단체활동비(5월)

교섭단체활동비(6월)

교섭단체활동비(7월)

교섭단체활동비(8월)

교섭단체활동비(9월)

교섭단체활동비(10월)

교섭단체활동비(11월)

교섭단체활동비(12월)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의정활동지원비(1월)

의정활동지원비(2월)

의정활동지원비(3월)

의정활동지원비(4월)

의정활동지원비(5월)

의정활동지원비(6월)

의정활동지원비(7월)

의정활동지원비(8월)

의정활동지원비(9월)

의정활동지원비(10월)

의정활동지원비(11월)

의정활동지원비(12월)

2) 세부사업(세세항) <입법 및 정책개발(301)> 지출건명 / 2,000,000,000원

입법및정책개발비 균등인센티브(1,2월분)

입법및정책개발비 균등인센티브(3월분)

입법및정책개발비 균등인센티브(4월분)

입법및정책개발비 균등인센티브(5월분)

입법및정책개발비 균등인센티브(6월분)

입법및정책개발비 균등인센티브(7월분)

입법및정책개발비 균등인센티브(8월분)

입법및정책개발비 균등인센티브(9월분)

입법및정책개발비 균등인센티브(10월분)

입법및정책개발비 균등인센티브(11월분)

입법및정책개발비 균등인센티브(12월분)

입법및정책개발비 균등인센티브(4.5월분 보궐)

입법및정책개발비 균등인센티브(4월분김학재)

입법및정책개발비 특별인센티브

3) 세부사업(세세항) : 의원연구단체활동 (303) 지출건명 / 502,192,000원

2010년도 최우수 및 우수 국회의원연구단

체 시상금 지급

국회경제정책포럼 등 국회의원연구단체 특

수활동비 추가지급

국회의원연구단체 특수활동비 지급

국회의원연구단체 특수활동비(농어업회생을

위한국회의원모임, 외국전문가초청)

국회의원연구단체(동북아평화안보포럼외국

전문가초청단체) 특수활동비 지급

국회의원연구단체(장애아이 We Can) 특수활동비 추

가지급

생활정치실천의원모임(국회의원연구단체) 특수활동

비 지급(외국전문가초청)

신규 의원연구단체(선거제도개혁방안연구회) 특수활

동비 지급

의원연구단체(미래과학기술방송통신포럼) 특수활동

비 지급(외국전문가초청)

4) 세부사업(세세항) : 국정감사및조사 (304) 지출건명 / 387,000,000원

2011년도 국정감사 관련 특수활동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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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위사업(세항) : 위원회운영지원(1032) / 2,691,085,970원

1) 세부사업(세세항) <위원회활동지원(300)> 지출건명 / 1,676,228,050원

법제사법위원회 활동비 지급(1월분)

법제사법위원회 활동비 지급(2월분)

법제사법위원회 활동비 지급(3월분)

법제사법위원회 활동비 지급(4월분)

법제사법위원회 활동비 지급(5월분)

법제사법위원회 활동비 지급(6월분)

법제사법위원회 활동비 지급(7월분)

법제사법위원회 활동비 지급(8월분)

법제사법위원회 활동비 지급(9월분)

법제사법위원회 활동비 지급(10월분)

법제사법위원회 활동비 지급(11월분)

법제사법위원회 활동비 지급(12월분)

상임위원회 정기국회대책비

상임위원회 활동비(10월)

상임위원회 활동비(11월)

상임위원회 활동비(12월)

상임위원회 활동비(1월)

상임위원회 활동비(2월)

상임위원회 활동비(3월)

상임위원회 활동비(4월)

상임위원회 활동비(5월)

상임위원회 활동비(6월)

상임위원회 활동비(7월)

상임위원회 활동비(8월)

상임위원회 활동비(9월)

3/4분기 소위원회 활동비(교과위)

3/4분기 소위원회 활동비(국방위)

3/4분기 소위원회 활동비(국토위)

3/4분기 소위원회 활동비(기재위)

3/4분기 소위원회 활동비(농식품위)

3/4분기 소위원회 활동비(문방위)

3/4분기 소위원회 활동비(법사위)

3/4분기 소위원회 활동비(복지위)

3/4분기 소위원회 활동비(여성위)

3/4분기 소위원회 활동비(외통위)

3/4분기 소위원회 활동비(운영위)

3/4분기 소위원회 활동비(정무위)

3/4분기 소위원회 활동비(정보위)

3/4분기 소위원회 활동비(지경위)

3/4분기 소위원회 활동비(행안위)

3/4분기 소위원회 활동비(환노위)

국회운영대책비(10월)

국회운영대책비(11월)

국회운영대책비(12월)

국회운영조정지원(1/4분기)

국회운영조정지원(2/4분기)

국회운영조정지원(3/4분기)

국회운영조정지원(4/4분기)

국회운영지원 특수활동비

위원회활동지원비

2) 세부사업(세세항) <예결특위운영지원(317)> 지출건명 / 234,999,900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비(1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비(2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비(3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비(4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비(5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비(6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비(7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비(8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비(9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비(10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비(11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비(12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회활동지원비

예결특위 특수활동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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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사업(세세항) <윤리특위운영지원(318)> 지출건명 / 87,100,000원

윤리특별위원회 활동비(1월)

윤리특별위원회 활동비(2월)

윤리특별위원회 활동비(3월)

윤리특별위원회 활동비(4월)

윤리특별위원회 활동비(5월)

윤리특별위원회 활동비(6월)

윤리특별위원회 활동비(7월)

윤리특별위원회 활동비(8월)

윤리특별위원회 활동비(9월)

윤리특별위원회 활동비(10월)

윤리특별위원회 활동비(11월)

윤리특별위원회 활동비(12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회활동지원비

윤리특별위원회 정기국회대책비

3/4분기 소위원회 활동비(윤리특위)

4) 세부사업(세세항) <특별위운영지원(319)> 지출건명 / 692,758,020원

2/4분기 소위원회 활동비(국제경기대회특위)

2/4분기 소위원회 활동비(사법제도개혁특위)

2/4분기 소위원회 활동비(일자리만들기특위)

2/4분기 소위원회 활동비(정치개혁특위)

3/4분기 소위원회 활동비(정치개혁특위)

4/4분기 소위원회 활동비(저출산고령화대책

특위)

4/4분기 소위원회 활동비(정치개혁특위)

4/4분기 소위원회 활동비(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특위)

인사청문특위(감사원장임명동의) 활동비

인사청문특위(대법관임명동의) 활동비

인사청문특위(대법원장임명동의) 활동비

인사청문특위(헌법재판소재판관선출) 

활동비

특별위원회 위원회활동지원비

특별위원회 정기국회대책비

특별위원회 지원 특수활동비

특별위원회 활동비(1월)

특별위원회 활동비(2월)

특별위원회 활동비(3월)

특별위원회 활동비(4월)

특별위원회 활동비(5월)

특별위원회 활동비(6월)

특별위원회 활동비(7월)

특별위원회 활동비(8월)

특별위원회 활동비(9월)

특별위원회 활동비(10월)

특별위원회 활동비(11월)

특별위원회 활동비(12월)



47

3. 단위사업(세항) : 의회외교(1033) / 638,163,400원

1) 세부사업(세세항) <의원외교활동(300)> 지출건명 / 514,139,560원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막식 참석

경비(특활비)

2011 한.미의원외교협의회 합동회의 참석경

비(특수활동비)

2012년 신년행사 경비

G20 국회의장회의 관련 실무협의단경비(특

수활동비)

국토해양위원회 교통인프라연구  대표단경

비(특수활동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아공, 스페인  방문

경비(특수활동비)

국회국방위원회대표단 베트남,인도,UAE  공

식방문경비(특수활동비)

국회사무총장 2011 춘계 ASGP총회 참석 및 

중남미 주요국 의회방문경비(특수활동비)

국회사무총장 인도.인도네시아 방문경비(특

수활동비)

국회의장 발트3국 공식방문  공항행사경비

(특수활동비)

국회의장 순방사업 사전 업무협의를 위한 

중국 실무방문(특수활동비)

국회의장 알제리 등 공식방문 공항행사경

비

국회의장 해외공식방문(필리핀,인도) 공항행

사경비

국회의장 해외공식방문에 따른  공항행사

경비(특수활동비)

김형오의원 불가리아.터키 방문경비(특수활

동비)

남아공하원의장 일행 의장예방 등 의전행

사 관련 경비(특수활동비)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해외시찰 방문단경비

(특수활동비)

루마니아 Attila Korodi  하원외교위원장 일

행 초청경비(특활비)

마르꼬 마이아 브라질 하원의장 일행 초청

경비

몽골 의원친선협회장 초청 방한경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해외시찰 경

비(특수활동비)

박희태 국회의장 1월 해외순방 방문단 경

비(특수활동비)

박희태 국회의장 3월  해외순방사업경비(특

수활동비)

박희태 국회의장 말레이시아-라오스 공식

방문경비(특수활동비)

박희태 국회의장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

투아니아 공식방문경비(특수활동비)

법제사법위원회 해외사법제도연구 대표단경비(특활

비)

산업인력 교류.협력 조사단 경비(특수활동비)

세계전자의회 지원사업을 위한 국회사무차장 공식

방문경비(특수활동비)

에스토니아 외교위원장 일행 초청방안 경비

엘살바도르 국회의장일행 초청 방한경비(특수활동

비)

여성가족위원회 해외시찰단 경비(특수활동비)

요코미치 다카히로 일본 중의원의장 초청경비

유럽국가 하천정비사례 시찰대표단경비(특수활동비)

유엔평화유지활동 관련 주요인사 면담 및 현장시찰

경비(특수활동비)

일본참의원 전의장 참의원장 참석을 위한 국회대표

단 경비(특수활동비)

전후 이라크재건사업 참여 등을 위한 국회대표단경

비(특수활동비)

정무위원회 아프리카시찰단 경비(특수활동비)

정의화 국회부의장 아프리카 공식방문경비(특수활동

비)

정의화 국회부의장 유럽방문경비(특수활동비)

제14차 한.구주의원외교협의회 합동회의 참석경비

(특수활동비)

제15차 한.구주의원외교협의회 합동회의경비(특수활

동비)

제56회 현충일 추념식 참석 경비(특수활동비)

제63주년 제헌절 경축식 행사경비

제66주년 광복절 경축행사 관련 경비(특수활동비)

제92주년 삼일절기념식 행사경비(특수활동비)

조이스 뱀포드아도 가나 국회의장 초청경비

조지아 의원친선협회장 일행 초청경비(특수활동비)

주후로프 타지키스탄 하원의장일행 초청경비

체앙 분 캄보디아 외무위원장 일행 초청경비

체코 상원의장 일행 초청경비

파벨 간타르 슬로베니아 하원의장 초청사업경비(특

수활동비)

파트릭 보두앙 프랑스의원친선협회장 일행 초청경

비

필리핀억류 한국어학연수생 지원을 위한 방문경비

(특수활동비)

한.네덜란드노르웨이 의원친선협회 상대국 방문경비

(특수활동비)

한.말레이시아, 한.캄보디아 의원친선협회 상대국방

문경비(특수활동비)

한.멕시코캐나다 의원친선협회 상대국 방문경비(특

수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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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네수엘라콜롬비아 의원친선협회 상대

국 방문경비(특수활동비)

한.보스니아타지키스탄 의원친선협회 방문

경비(특수활동비)

한.불가리아조지아 의원친선협회 상대국 방

문경비(특수활동비)

한.이스라엘 의원친선대표단경비(특수활동

비)

한.이탈리아아르메니아 의원친선협회 상대

국방문단경비(특수활동비)

한.일여성의원포럼 개최 관련 일본여성의원

대표단  초청경비

한.자메이카/도미니카/파나마 의원친선협 상

대국 방문경비(특수활동비)

한.프랑스오스트리아 의원친선협회 상대 방

문경비(특수활동비)

한사우디, 한앙골라 의원친선협회 상대국 방문경비

(특수활동비)

한요르단 의원친선협회 대표단 상대국 방문경비(특

수활동비)

한중의원외교협의회 합동회의 개최경비(특수활동비)

한중의회정기교류체제 중국방문경비(특수활동비)

한카자흐스탄키르기즈스탄 의원친선협회 상대국  

방문 경비(특수활동비)

한파푸아뉴기니 의원친선협회 상대국 방문경비(특수

활동비)

행정안전위원회 해외시찰경비(특수활동비)

홍재형 국회부의장 남미공식 방문(특활비)

홍재형 국회부의장 남미공식방문 경비(특수활동비)

홍재형 국회부의장 남미공식방문경비(특수활동비)

2) 세부사업(세세항) <국제회의(301)> 지출건명 / 124,023,840원

2011 서울 G20 국회의장회의 관련 활동경

비

2011 서울 G20 국회의장회의 관련 활동경

비(디자인자문단회의 개최 등)

2011 서울 G20 국회의장회의 관련 활동경

비(외신기자간담회 등)

2011 서울G20 국회의장회의 관련 경비(특

수활동비)

2011 아시아의회총회(APA) 정치상임위원회 

개최 경비(특수활동비)

2011 추계ASGP회의 참석경비(특활비)

2011서울 G20국회의장회의 국제회의전문업

체선정 관련 경비

G20 국회의장회의 활동경비(최종리허설 등 

5건)

G20 국회의장회의 후속조치 관련 활동경비

IPU(국제의회연맹) 아태실무그룹회의  참석

경비(특수활동비)

WTO에 관한 의원회의 참석대표단경비(특수

활동비)

글로브 케이프타운 의원포럼 및 유엔기후변화 의회

급회의 참석경비(특수활동비)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중 의회포럼 개최경비(특활

비)

서울 G20 국회의장회의 개최 준비 관련 활동 경비

아태교육의원포럼(FASPPED) 참석경비(특활비)

제124차 IPU총회 참석경비(특수활동비)

제125차 IPU총회 참석경비(특활비)

제19차 아태의회포럼(APPF) 참석경비(특활비)

제20차 구주협의회 확대의원총회 참석경비(특수활동

비)

제33차 PGA(국제적행동을위한의원연대회의)  참석경

비(특수활동비)

제55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 의원회의 참석경비(특수

활동비)

제57차 NATO의원연맹총회 참석경비(특수활동비)

제66차 유엔총회 중 의원회의 참석경비(특수활동비)

제8차 IPCNKR 총회 개최 및 참석경비(특수활동비)

제9차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의회급회의 개최관련 활

동경비

4. 단위사업(세항) : 예비금(1035) / 1,191,630,090원

1) 세부사업(세세항) : 예비금(300) 지출건명 / 1,191,630,090원

국회특수활동비

국회특수활동비(경비대)

국회특수활동비(경호경비)

국회특수활동비(의정활동지원)

기관운영특수활동비

기관운영특수활동비(의회운영정책개발)

기관운영특수활동비(홍보대책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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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국회 특수활동비 사업항목별 지출건명 세부목록

1. 단위사업(세항) : 의정지원(1031) / 4,125,869,000원

1) 세부사업(세세항) <입법활동지원(300)> 지출건명 / 1,252,000,000

교섭단체정책지원비(1월) 

교섭단체정책지원비(2월) 

교섭단체정책지원비(3월) 

교섭단체정책지원비(4월) 

교섭단체정책지원비(5월) 

교섭단체정책지원비(6월) 

교섭단체정책지원비(7월) 

교섭단체정책지원비(8월) 

교섭단체정책지원비(9월) 

교섭단체정책지원비(10월) 

교섭단체정책지원비(11월) 

교섭단체정책지원비(12월) 

교섭단체활동비(1월) 

교섭단체활동비(2월) 

교섭단체활동비(3월) 

교섭단체활동비(4월) 

교섭단체활동비(5월) 

교섭단체활동비(6월) 

교섭단체활동비(7월) 

교섭단체활동비(8월) 

교섭단체활동비(9월) 

교섭단체활동비(10월) 

교섭단체활동비(11월) 

교섭단체활동비(12월)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의정활동지원비(1월) 

의정활동지원비(2월) 

의정활동지원비(3월) 

의정활동지원비(4월) 

의정활동지원비(5월) 

의정활동지원비(6월) 

의정활동지원비(7월) 

의정활동지원비(8월) 

의정활동지원비(9월) 

의정활동지원비(10월) 

의정활동지원비(11월) 

의정활동지원비(12월) 

2) 세부사업(세세항) <입법 및 정책개발(301)> 지출건명 / 1,999,000,000원

입법및정책개발비 균등인센티브(1,2월) 

입법및정책개발비 균등인센티브(3월) 

입법및정책개발비 균등인센티브(4월) 

입법및정책개발비 균등인센티브(5월) 

입법및정책개발비 균등인센티브(6,7월) 

입법및정책개발비 균등인센티브(8월) 

입법및정책개발비 균등인센티브(9월) 

입법및정책개발비 균등인센티브(10월) 

입법및정책개발비 균등인센티브(11월) 

입법및정책개발비 균등인센티브(12월분) 

입법및정책개발비 균등인센티브(12월분)-추가 

입법및정책개발비 특별인센티브 

3) 세부사업(세세항) <의원연구단체활동(303)> 지출건명 / 499,869,000원

2011년도 최우수 및 우수 국회의원연구단

체 시상금 

2012년도 국회의원연구단체 특수활동비 지

급 

국회의원연구단체 특수활동비 추가지급 

국회의원연구단체(한중정치경제포럼) 특수

활동비 지급 

신규 국회의원연구단체 특수활동비 지급 

신규 국회의원연구단체(국회다문화사회포럼) 특수활

동비 

외국전문가 초청단체(핵없는세상을위한국회의원연구

모임)에 대한 특수활동비 추가지급 

외국전문가 초청단체에 대한 특수활동비 지급(생활

정치실천의원모임) 

4) 세부사업(세세항) <국정감사 및 조사(302)> 지출건명 / 375,000,000원

2012년도 국정감사 특수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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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위사업(세항) : 위원회운영지원(1032) / 2,197,969,330원

1) 세부사업(세세항) <위원회활동지원(300)> 지출건명 / 1,414,937,120원

2012년도1월분 법제사법위원회활동비 지급

2012년도2월분 법제사법위원회활동비 지급

2012년도3월분 법제사법위원회활동비 지급

법제사법위원회 활동비 지급(4월분)

법제사법위원회 활동비 지급(5월분)

법제사법위원회 활동비 지급(7월분)

법제사법위원회 활동비 지급(8월분)

법제사법위원회 활동비(9월분)

법제사법위원회 활동비(10월분)

법제사법위원회 활동비 지급(11월분)

법제사법위원회 활동비 지급(2012년 12월분)

법제사법위원회 활동비 추가 지급

국회운영대책비(10월)

국회운영대책비(11월)

국회운영대책비(12월)

국회운영조정지원(1/4분기)

국회운영조정지원(2/4분기)

국회운영조정지원(3/4분기)

국회운영조정지원(4/4분기)

국회운영지원 특수활동비

상임위원회 활동비(1월)

상임위원회 활동비(2월)

상임위원회 활동비(3월)

상임위원회 활동비(4월)

상임위원회 활동비(5월)

상임위원회 활동비(7월)

상임위원회 활동비(8월)

상임위원회 활동비(9월)

상임위원회 활동비(10월)

상임위원회 활동비(11월)

상임위원회 활동비(12월)

상임위원회 위원회활동지원

상임위원회 정기국회대책비

상임위원회 활동비(국토해양위원장 직무대리 3-4월)

2) 세부사업(세세항) <예결특위운영지원(317)> 지출건명 / 223,864,510원

예결특위 특수활동비 지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회활동지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수활동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비(1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비(2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비(3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비(4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비(5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비(7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비(8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비(9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비(10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비(11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비(12월)

3) 세부사업(세세항) <윤리특위운영지원(318)> 지출건명 / 74,064,510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회활동지원

윤리특별위원회 정기국회대책비

윤리특별위원회 활동비(1월)

윤리특별위원회 활동비(2월)

윤리특별위원회 활동비(3월)

윤리특별위원회 활동비(4월)

윤리특별위원회 활동비(5월)

윤리특별위원회 활동비(7월)

윤리특별위원회 활동비(8월)

윤리특별위원회 활동비(9월)

윤리특별위원회 활동비(10월)

윤리특별위원회 활동비(11월)

윤리특별위원회 활동비(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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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부사업(세세항) <특별위운영지원(319)> 지출건명 / 485,103,190원

특별위원회 활동비(1월)

특별위원회 활동비(2월)

특별위원회 활동비(3월)

특별위원회 활동비(4월)

특별위원회 활동비(5월)

특별위원회 활동비(8월)

특별위원회 활동비(9월)

특별위원회 활동비(10월)

특별위원회 활동비(11월)

특별위원회 활동비(12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비

특별위원회 위원회활동지원

특별위원회 정기국회대책비

3. 단위사업(세항) : 의회외교(1033) / 535,738,680원

1) 세부사업(세세항) <의원외교활동(300)> 지출건명 / 459,168,770원

2012런던장애인올림픽대회 참관단 경비(특

수활동비)

2013년도 국회 신년행사 지원 경비 지급　

강창희 국회의장 10월 순방 대표단 경비(특

수활동비)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대표단 유럽방문 경비

(특수활동비)

국제원자력기구(IAEA)방문 및 방위산업물자

수출 관련 대표단 경비(특수활동비)

국회 운영위원회 대표단 남미 방문 경비(특

수활동비)

국회사무총장 유럽.아프리카 주요국 의회사

무처 교류 경비(특수활동비)

국회사무총장 중남미지역 공식방문 경비(특

수활동비

국회의장 IPU 총회 참석 및 미국 캐나다 방

문 공항행사 경비

국회의장 직무대행 해외방문 공항행사 경

비

국회의장 해외방분 관련 공항행사경비

글로벌 미디어환경 및 방송콘텐츠마켓 시

찰을 위한 대표단경비(특수활동비)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단 필리핀, 태국, 미얀

마 방문 경비(특수활동비)

남극 세종과학기지 시찰 및 브라질,우루과

이 공식 방문 경비(특수활동비)

남미 주요국 양성평등제도 및 여성복지정

책 시찰단 경비(특수활동비)

남미주요국 경제협력 및 의회제도 시찰단 

경비(특수활동비)

남미지역 수교 50주년 기념 및 산업협력 

증진 시찰단 경비(특수활동비)

뉴질랜드 장애인관련제도 시찰단 뉴질랜드 방문 경

비(특수활동비)　

동남아지역 예산제도 조사 및 수자원 협력증진을 

위한 시찰단 경비(특수활동비)

마트비엔코 러시아 상원의장 초청 특수활동비

박병석 국회부의장 중유럽 공식방문 경비(특수활동

비)

박희태 국회의장 1월 순방대표단 경비(특수활동비)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국회연설 관련 경비

북미지역 농림.축산산업 현황 시찰단 캐나다.미국 

방문 경비(특수활동비)

서남아지역 수교 40주년 기념 및 산업인력교류 현

황 시찰단 특수활동비

쏨삭 키아슈롯 태국 하원의장 초청 경비(특수활동

비)

아몬 오스트리아-한국 의원친선협회장 초청 특수활

동비

아프리카지역 공적개발원조(ODA) 실태점검단 방문 

경비(특수활동비)

알제리 상원사무총장 일행 초청경비(특활비)

에버스테인 스웨덴 국회제1부의장 일행 초청 특수

활동비

여성복지정책 사례 시찰단 유럽 방문 경비(특수활동

비)

외교통상위원회 대표단 호주, 뉴질랜드 방문 관련 

경비(특수활동비)

유럽지역 정신건강정책 현황 시찰단 방문 경비(특수

활동비)

응급의료시설 대표단 경비(특수활동비)

의회사무처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회사무처 대표단 

중국 방문경비(특수활동비)

의회사무처 교류활성화 관련 국회사무처대표단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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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선수단 격려 및 스웨덴 공식방문 경

비(특수활동비)

자메이카 하원의장 초정 관련 특수활동비　

자원 및 녹색산업 협력증진을 위한 대표단 

경비(특수활동비)

정보위원회 대표단 유럽 방문 사업 경비(특

수활동비)

정의화 국회부의장 G20 국회의장회의 참석

대표단 경비(특수활동비)

정의화 국회의장 직무대행 5월 실무방문 

대표단 경비(특수활동비)

제16차 한-EU 의회 합동회의 참석 한-EU 

의원외교협의회 대표단 유럽 방문 특수활

동비

제19대국회개원식 경비 지급

제3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 국립5.18민

주묘지 참배 경비

제52주년 4.19혁명 기념일 국회의장 참배 

경비 지급

제64주년 제헌절 경축식 경비

제67주년 광복절 경축식 참석 관련 경비 

지급

제93주년 3.1절 기념식 참석 경비

중국 고속철도기술 현황 시찰단 방문경비

(특수활동비)

중국 입법동향 파악 및 학중간 학술교류 

강화 구축을 위한 국회사무처 대표단 중국

방문 경비(특수활동비, 김성곤 외  3인)

중동지역 원자력 및 에너지 자원분야 협력 강화 시

찰단 경비(특수활동비)

지식경제위원회 대표단 유럽방문 경비(특수활동비)

콜롬비아 상원 제2위원회(외교통상국방) 위원장 초

청 방한 경비

한,이라크 의원친선협회 대표단 상대국 방문경비(특

수활동비)

한.대만, 한.싱가포르 의원친선협회 대표단 상대국 

방문경비(특수활동비)

한-가나 의원친선협회 상대국 방문단 경비(특수활동

비)

한러의원외교협의회 합동회의(초청) 특수활동비 지

급

한슬로베니아 의원친선협회 방문 및 양성평등정책

관련 현지시찰 대표단경비(특수활동비)

한-오스트리아 수교 12주년 기념 축하사절단 방문 

경비(특수활동비)　

한중의회정기교류체제 제7차 합동회의 개최 관련 

경비　

한포르투갈 의원친선협회 상대국 방문 대표단 경비

(특수활동비)

홍재형 국회부의장 초청에 의한 중유럽 공식방문 

경비(특수활동비)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단 중유럽 및 러시아 방문 사

업 경비(특수활동비)

2) 세부사업(세세항) <국제회의(301)> 지출건명 / 76,569,910원 

2012 WTO에 관한 의원회의 참석 특수활동

비　

2012 세계전자의회 컨퍼런스 참석 특수활

동비 지급

2012년도 ASGP 추계총회 참석 경비(특수활

동비)

WTO에 관한 의원회의 운영위원회 및 WTO

공개포럼(특수활동비, 길정우 외 1인)

국회사무총장 ASGP 춘계총회 참석 경비(특

수활동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의원연맹 제58차 

총회 참석경비(특수활동비)

아태교육의원포럼 제4차 집행위원회 및 제

2차 총회 참석 경비(특수활동비)

유엔여성지위위원회 제56차 의원회의 참석

경비(특수활동비)

제126차 IPU(국제의회연맹)총회 참석경비(특활비)

제127차 IPU총회 참석 대표단 경비(특수활동비, 남경

필 외 8인)　

제12차 한미일의원회의(TELP) 참석경비(특수활동비)　

제13차 한미일 의원회의 참석 경비(특수활동비)　

제19차 유엔인권이사회 참관 관련 경비(특수활동비)　

제20차 APPF총회 참석경비(특수활동비)

제21차 구주협의회 확대의원총회 및 OECD고위급회

의세미나 참석 특수활동비　

제30회 국제산업보건대회 참석경비(특수활동비)

제33차 아세안의회총회 참석 특수활동비

제7차 아시아유럽의회동반자회의 참석 특수활동비

제9차 IPCNKR 총회 개최 특수활동비 지급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제1차 세계의원회의 참석

경비(특수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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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단위사업(세항) : 예비금(1035) / 766,275,850원

1) 세부사업(세세항) : 예비금(300) 지출건명 / 766,275,850원

국회특수활동비

국회특수활동비(경비대)

국회특수활동비(경호경비)

국회특수활동비(의정활동수행경비)　

국회특수활동비(의정활동지원)

기관운영특수활동비　

기관운영특수활동비(의회운영정책개발)　

기관운영특수활동비(홍보대책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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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국회 특수활동비 사업항목별 지출건명 세부목록

1. 단위사업(세항) : 의정지원(1031) / 4,112,576,000원

1) 세부사업(세세항) <입법활동지원(300)> 지출건명 / 1,252,000,000

교섭단체정책지원비(1월) 

교섭단체정책지원비(2월) 

교섭단체정책지원비(3월) 

교섭단체정책지원비(4월) 

교섭단체정책지원비(5월) 

교섭단체정책지원비(6월) 

교섭단체정책지원비(7월) 

교섭단체정책지원비(8월) 

교섭단체정책지원비(9월) 

교섭단체정책지원비(10월) 

교섭단체정책지원비(11월) 

교섭단체정책지원비(12월) 

교섭단체활동비(1월) 

교섭단체활동비(2월) 

교섭단체활동비(3월) 

교섭단체활동비(4월) 

교섭단체활동비(5월) 

교섭단체활동비(6월) 

교섭단체활동비(7월) 

교섭단체활동비(8월) 

교섭단체활동비(9월) 

교섭단체활동비(10월) 

교섭단체활동비(11월) 

교섭단체활동비(12월)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의정활동지원비(1월) 

의정활동지원비(2월) 

의정활동지원비(3월) 

의정활동지원비(4월) 

의정활동지원비(5월) 

의정활동지원비(6월) 

의정활동지원비(7월) 

의정활동지원비(8월) 

의정활동지원비(9월) 

의정활동지원비(10월) 

의정활동지원비(11월) 

의정활동지원비(12월) 

2) 세부사업(세세항) <입법 및 정책개발(301)> 지출건명 / 1,925,800,000 

입법 및 정책개발비 균등인센티브(1,2월분)

입법 및 정책개발비 균등인센티브(3월분)

입법 및 정책개발비 균등인센티브(4월분)

입법 및 정책개발비 균등인센티브(5월분)

입법 및 정책개발비 균등인센티브(6월분)

입법 및 정책개발비 균등인센티브(7월)

입법 및 정책개발비 균등인센티브(8월)

입법 및 정책개발비 균등인센티브(9월분)

입법 및 정책개발비 균등인센티브(10월분)

입법 및 정책개발비 균등인센티브(11월)

입법 및 정책개발비 균등인센티브(12월)

입법 및 정책개발비 균등인센티브(진영의원)

입법 및 정책개발비 균등인센티브(황인자의원)

입법 및 정책개발비 인센티브

3) 세부사업(세세항) <의원연구단체활동(303)> 지출건명 / 501,776,000원

2012년도 최우수 및 우수 국회의원연구단

체 시상금 지급

2013년도 국회의원연구단체 특수활동비 지

급

국회의원연구단체 특수활동비 지급(외국전

문가 초청 단체)

신규 국회의원연구단체 특수활동비 지급(국

회CSR정책연구포럼)

신규 등록 국회의원연구단체 특수활동비 

지급

신규등록 국회의원연구단체 특수활동비 지급(국회한

류연구회)

외국전문가 초청 국회의원연구단체 특수활동비 추

가지급(국회스마트컨버전스연구회)

외국전문가 초청 연구단체에 대한 특수활동비 지급

외국전문가 초청단체 특수활동비지급(생활정치실천

의원모임, 아이들에게핵없는세상을위한국회의원연구

모임)

4) 세부사업(세세항) <국정감사 및 조사(304)> 지출건명 / 433,000,000원

2013년도 국정감사 특수활동비 

국정감사 활동지원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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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위사업(세항) : 위원회운영지원(1032) / 2,354,850,210원

1) 세부사업(세세항) <위원회활동지원(300)> 지출건명 / 1,549,599,000원 

법제사법위원회 활동비 지급(1월분)

법제사법위원회 활동비 지급(2월분)

법제사법위원회 활동비 지급(3월분)

법제사법위원회 활동비 지급(4월분)

법제사법위원회 활동비 지급(5월분)

법제사법위원회 활동비 지급(6월분)

법제사법위원회 활동비 지급(7월분)

법제사법위원회 활동비 지급(8월분)

법제사법위원회 활동비 지급(9월분)

법제사법위원회 활동비 지급(10월분)

법제사법위원회 활동비 지급(11월분)

법제사법위원회 활동비 지급(12월분)

국회운영대책비(2월)

국회운영대책비(3월)

국회운영대책비(4월)

국회운영대책비(5월)

국회운영대책비(6월)

국회운영대책비(7월)

국회운영대책비(8월)

국회운영조정지원(1/4분기)

국회운영조정지원(2/4분기)

국회운영지원 특수활동비

상임위원회 위원회활동지원

상임위원회 정기국회대책비

상임위원회 활동비(1월)

상임위원회 활동비(2월)

상임위원회 활동비(3월)

상임위원회 활동비(4월)

상임위원회 활동비(5월)

상임위원회 활동비(6월)

상임위원회 활동비(7월)

상임위원회 활동비(8월)

상임위원회 활동비(9월)

상임위원회 활동비(10월)

상임위원회 활동비(11월)

상임위원회 활동비(12월)

2) 세부사업(세세항) <예결특위운영지원(317)> 지출건명 / 231,206,060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비(1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비(2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비(3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비(4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비(5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비(7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비(8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비(9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비(10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비(11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비(12월)

예결특위 특수활동비 지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회활동지원

3) 세부사업(세세항) <윤리특위운영지원(318)> 지출건명 / 81,406,450원

윤리특별위원회 활동비(1월)

윤리특별위원회 활동비(2월)

윤리특별위원회 활동비(3월)

윤리특별위원회 활동비(4월)

윤리특별위원회 활동비(5월)

윤리특별위원회 활동비(7월)

윤리특별위원회 활동비(8월)

윤리특별위원회 활동비(9월)

윤리특별위원회 활동비(10월)

윤리특별위원회 활동비(11월)

윤리특별위원회 활동비(12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회활동지원

윤리특별위원회 정기국회대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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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부사업(세세항) <특별위운영지원(319)> 지출건명 / 433,316,130원

특별위원회 활동비(1월)

특별위원회 활동비(2월)

특별위원회 활동비(3월)

특별위원회 활동비(4월)

특별위원회 활동비(5월)

특별위원회 활동비(6월)

특별위원회 활동비(7월)

특별위원회 활동비(8월)

특별위원회 활동비(9월)

특별위원회 활동비(10월)

특별위원회 활동비(11월)

특별위원회 활동비(12월)

위원회 특별활동비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비

특별위원회 위원회활동지원

특별위원회정기국회대책비

3. 단위사업(세항) : 의회외교(1033) / 631,300,960원

1) 세부사업(세세항) <의원외교활동(300)> 지출건명 / 522,269,730원

2014년 국회 신년행사 관련 경비(특수활동

비)

강창희 국회의장 10월 순방 대표단 경비(특

수활동비)

강창희 국회의장 1월 순방 대표단 경비 지

급(특수활동비)

강창희 국회의장 브라질, 페루 방문 및 G20 

국회의장회의 참석경비(특수활동비)

강창희 국회의장 아프리카중동 공식방문 

대표단 경비(특수활동비)

강창희 국회의장 중국 공식 방문 대표단 

경비(특수활동비)

공공투자사업 사전검증제도 국외사례 조사

를 위한 방문 경비(특수활동비)

국방위원회 대표단 국외방문 경비(특수활동

비)

국외 위탁훈련기관 MOU체결을 위한 국회사

무총장 미국 방문 경비(특수활동비)

국토교통위원회 해외방문사업 경비(특수활

동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단 일본, 필리핀, 

대만 방문(특수활동비)

국회 해외주재관 현지 실태 조사단 프랑스, 

영국 방문 경비(특수활동비)

국회운영위원회 중유럽 체제전환국 정책현

황 조사 경비(특수활동비)

국회운영위원회 해외시찰 경비(특수활동비)

국회의장 1월 해외순방 공항행사 경비

국회의장 G20 국회의장회의 참석 공항행사 

경비 지급

국회의장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 및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업무보고 방문 관

련  경비(특수활동비)

국회의장 국무총리 환담 및 세종시 시찰 

관련 경비(특수활동비)

국회의장 국제회의 참석 관련 공항행사 경비 지급

국회의장 몽골,러시아,우크라이나,터키 공식 방문 공

항행사 경비(특수활동비)

국회의장 아프리카 공식 방문 공항행사 경비(특수활

동비)

국회의장 정전60주년 참배 및 오찬 관련 경비(특수

활동비)

국회의장 제68주년 광복절 경축식 참석 관련 경비

(특수활동비)

국회의장 제94주년 3.1절 기념식 참석 경비

국회의장 중국 공식 방문 공항행사 경비(특수활동

비)

남아공 상원의장 일행 초청경비(특수활동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유럽방문단 경비(특수

활동비)

뉴질랜드 국회부의장 초청 관련 경비(특수활동비)

대통령 2014년 예산안 시정연설 관련 경비(특수활동

비)

독일 연방 상원의장 초청 관련 특수활동비 지급

라오스 국회의장 초청 관련 경비(특수활동비)

말레이시아 한국학교 기공식 참석 대표단 특수활동

비

몽골 국회사무총장 방한 관련 경비(특수활동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해외시찰 경비(특수활

동비)

미얀마 하원의장 초청 관련 특수활동비 지급

박병석 국회부의장 북아프리카 공식방문 경비(특수

활동비)

박병석 국회부의장 중유럽 공식방문 경비(특수활동

비)

법제사법위원회 동유럽 방문경비(특수활동비)

베트남 국회의장 초청 방한 경비(특수활동비)

보건복지위원회 해외방문사업 경비(특수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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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국회의장 초청 관련 경비(특수활

동비)

아볼티나 라트비아 국회의장 일행 초청 특

수활동비

안전행정위원회 해외시찰 경비(특수활동비)

에스토니아 국회의장 초청 관련 경비(특수

활동비)

에티오피아 하원의장 일행 초청 경비(특수

활동비)

의회사무처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회사

무총장 알제리 및 중동지역 의회 방문 경

비(특수활동)

의회사무처간 교류활성화 도모를 위한 국

회사무차장 해외방문 경비(특수활동비)

의회제도 시찰 및 6.25참전 기념행사 참석

을 위한 대표단 현지 방문(특수활동비)

이라크 엘거지 부족장 초청 경비(특수활동

비)

이란, 아랍에미리트 의원친선협회 상대국 

방문(특수활동비)

이병석부의장 서유럽공식방문 경비(특수활

동비)

인도, 스리랑카, 미야남 의원친선협회 상대

국방문 경비(특수활동비)

정무위원회 대표단 유럽 방문 특수활동비

제11차 한-러 의원외교협의회 대표단 러시

아 방문 경비(특수활동비)

제12차 한독포럼 참가 경비(특수활동비)

제1차 GLOBE 기후변화 입법정상회의 참석

대표단 경비(특수활동비)

제53주년 4.19혁명 기념일 국회의장 참배 

경비

제65주년 제헌절 경축식 행사경비(특수활동비)

태국 국회의장 초청 관련 특수활동비

파키스탄 상원의장 초청 관련 경비(특수활동비)

페루 국회의장 초청 관련 특수활동비 지급

학교폭력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 도입 관련 대표단 

방문 경비(특수활동비)

한EU 의원외교협의회 간담회 경비(특수활동비)

한-영국/아일랜드 의원친선협회 방문경비(특수활동

비)

한-오스트리아 의원친선협회 상대국 방문경비(특수

활동비)

한-우즈벡,키르기즈,타직 의원친선협회 대표단 상대

국 방문 특수활동비

한일협력위원회 제49회 합동총회 참석을 위한 국회

대표단 일본 방문 경비(특수활동비)

한중 의원외교협의회 청년의원 대표단 중국 방문 

경비(특수활동비)

한중 의회정기교류체제 대표단 중국방문 경비(특수

활동비)

한-칠레/한-아르헨티나 의원친선협회 상대국 방문 

경비(특수활동비)

한-콩고민주공화국,에티오피아 의원친선협회 상대국 

방문 경비(특수활동비)

한-크로아티아,루마니아 의원친선협회 상대국 방문

경비(특수활동비)

한-튀니지,알제리 의원친선협회 상대국 방문경비(특

수활동비)

한-페루/한-파라과이 의원친선협회 방문 경비(특수

활동비)

호주 대아시아 정책백서에의 한국어 재포함 추진 

방문단 호주, 피지 방문(특수활동비)　

2) 세부사업(세세항) <국제회의(301)> 지출건명 / 109,031,230원

2013년 추계 세계의회사무총장협회(ASGP) 

총회 참석 및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공식

방문 경비(특수활동비)

2013년 춘계 세계의회사무총장협회(ASGP) 

총회 참석 및 코스타리카, 벨기에 공식방문 

경비(특수활동비)

OECD와 NATO의원연맹 간 연례회의 참석 

제129차 IPU총회 참석대표단 경비(특수활동

비)　

제14차 한미일 의원회의 개최 경비(특수활

동비)

제15차 한미일 의원회의(TLEP) 참석 특수활

동비

제1차 세계 여성의원 포럼(WIP) 연례 정상회의 참석

경비(특수활동비)

제21차 아시아태평양의회포럼(APPF) 총회 참석 경비

(특수활동비)

제28차 WTO에 관한 의원회의 운영위원회 참석경비

(특수활동비)　

제29차 WTO에 관한 의원회의 운영위원회 및 WTO

공개포럼 참석대표단  경비(특수활동비)　

제68차 유엔총회 중 의원회의 참석대표단 경비(특수

활동비)　

제6차 UN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 회의 참석 대표단 

경비(특수활동비)　

제9차 WTO각료회의 중 의원회의 참석대표단 경비

(특수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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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위사업(세항) : 예비금(1035)/ 649,945,040원

1) 세부사업(세세항) : 예비금(300) 지출건명 / 649,945,040원

국회특수활동비

국회특수활동비(의정활동수행경비)

국회경호경비활동비　

국회운영조정지원(4/4분기)

기관운영특수활동비　

기관운영특수활동비(의회운영정책개발비)　

기관운영특수활동비(홍보대책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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