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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개요

l 참여연대가지난 7월 5일<2011~2013 국회특수활동비지출내역분석보고서>를발표한것에
이어 이번 보고서는 2011년~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를 누가 얼마나 어떻게 수령했는지 분석
한 결과임. 

l 2011년~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수령인들을 7가지( 1억 5천만 원 이상 수령한 이, △20대
현직 국회의원들, △상임위원장들 등 각 위원장들, △각 위원회 수석 전문위원들, △국회 사
무처 운영지원과장 등, △정당들, △국회의장단)로 분류하고, 각각의 수령인들이 지급받은 금
액과 지급받은 명목, 특징 등을 다루고 문제점을 분석하였음.
Ÿ 2011년~2013년간 21명의 인물이 1억 5천만 원 이상을 특수활동비로 수령하였음.
Ÿ 2011년~2013년에 특수활동비를 수령한 국회의원 중 2018년 8월 현재, 20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 인물은 모두 79명임. 

Ÿ 2011년~2013년중 (비상설) 특별위원회위원장직을맡았던 32명의국회의원은총 14억 4천
여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수령하였음.

Ÿ 2011년~2013년간국회사무처공무원인각위원회수석전문위원들은총 28억 2,500여만원
의 특수활동비를 수령하였음.

Ÿ 국회사무처운영지원과장은 2011년~2013년 3년간 472회, 28억 1,230여만원의특수활동비
를 수령하였음.

l 각 수령인들에게 국회 특수활동비가 지급된 방식과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Ÿ 교섭단체 지원을 명목으로 지급되는 특수활동비는 △매월 지급예정 총액 중 일부를 교섭단
체에게 1차로 우선 배분한 뒤 나머지 금액은 전체 의원수로 나누어 균등하게 지급되었음. 
특수활동비의 사용 목적 또는 취지와 무관하게 정당 원내대표 또는 정당의 당직자들에게

매월, 일정 기준에 따라 지급되었던 점을 보면, 실제 특수활동비의 취지에 맞는 특수활동비
지급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음.

Ÿ ‘위원회 활동비’ 명목으로 상임위원장 등에게 지급되는 특수활동비는 △상임위와 특별위

원회 등 각종 위원장들에게 매월 정액 수당식으로 지급되었고, △1일치를 기준으로 재임
기간에 곱하여 지급하였음. 지급받은 상임위원장의 재량에 따라 여야 간사위원, 위원회 소
속 공무원들에게 특수활동비를 배분한다고 알려진 것과 같이 이는 특수활동과 무관한 의원

들의 나눠먹기식 예산 사용임. 
Ÿ ‘위원회 활동지원’ 명목으로 수석 전문위원들에게 지급되는 특수활동비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지급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성격(상임위 또는 상설특위, 비상설특위)에 따라 700만
원 또는 300만원, 100만원 같이 일정하게 지급되었고, △운영위 수석전문위원에게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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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되는 국회운영대책비 명목 또는 국회운영조정지원 명목의 특수활동비는 매회 1천만 원
또는 2천만 원으로 일정하였음. 각 위원회 수석 전문위원들에게 고액의 특수활동비를 지급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려움. 

Ÿ 국회 사무처 운영지원과장에게 여러 명목으로 지급되는 특수활동비는 일부의 경우에는

매달 정액 지급되었고, △1회 지급 시에 1억여 원을 지급하거나 한 달에 여러 차례 수천만
원씩 지급되기도 함. 국회 사무처 운영지원과장이나 운영지원과가 특수활동을 담당하는 공
무원 또는 부서가 아닌 것이 분명함에도 특수활동비를 지급한 것은 특수활동비의 사용 목

적 및 취지에 맞지 않으며, 이는 국회 사무처 운영지원과장이 특수활동비의 직접 수령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합리적 의심의 근거임.

Ÿ 국회의장단의 경우, 국회의장이나 부의장이 ‘수령인’으로 기재된 사례는 없으나 의장단

을 지원하는 사무처 공무원을 수령인으로 하여 사실상 의장단에게 지급된 것으로 추정함. 
국회는 해외방문 시 지급받은 특수활동비를 현지 교민이나 해외공관 공무원 격려금 명목으

로 사용하였다고 시인한 바 있음. 이 또한 특수활동비로 사용할 필요가 없는 용도임.
l 2011년~2013년간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을 수령인별로 살펴본 결과, 국회는 기밀수사나 정보
수집 등을 위해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재확인하였음. 국회 특수활동비가
아무런 감시와 통제 없이 쌈짓돈처럼 지급되었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그동안 특수활동비를
지급받았던 국회의장단을 비롯한 각 정당 교섭단체대표, 상임위원장, 국회 사무처 공무원들
은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즉각 공개하고, 즉각 특수활동비 지급을 중단해야 하며, 특수활동
비 항목 자체를 폐지하여 예산 자체를 편성하지 않아야 할 것임.

l 아울러참여연대는 2011~2013 국회특수활동비를받은 298명에대하여소속정당, 직책, 명목, 연
도별수령액을 DB로구축하여온라인에공개함. 국민이라면누구나세금이어디에, 어떻게쓰이
는지알수있어야하며, 특수활동비또한예외일수없기때문임. <2011년~2013년국회특수활
동비수령인298인명단및세부내역>은참여연대홈페이지(http://www.peoplepower21.org/Politics) 
및다음링크(http://bit.ly/2MpYaW4)에서확인할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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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결의서 수령인 중 1억 5천만 원 이상 수령인

수령인 직책(소속) 수령 금액(원)

농협은행(급여성경비) (사무처 관리) 5,924,024,110

채수근 사무처 운영지원과장 1,706,984,710

이미영 새누리당 원내행정 당직자 1,390,433,780

이지민 사무처 운영지원과장 1,105,321,840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등 591,100,380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 등 558,534,220

한나라당(정책위) 새누리당 및 한나라당 463,703,630

최민수 운영위 수석전문위원 432,128,610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등 381,748,750

정홍진 사무처 국제국 아주과장 등 356,012,340

2011년~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수령인별 분석  

1. 1억 5천만 원 이상 수령한 이

l 2011년~2013년 사이 국회 특수활동비 수령인으로 기재된 이들 중 1억 5천만 원 이상을 수
령한 이들은 모두 21명임. 
Ÿ 가장 많은 금액의 수령인은 ‘농협은행(급여성경비)’(59억여 원) 이고, 그 다음은 채수근 국
회 사무처 운영지원과장(17억여 원), 이미영 새누리당 원내행정 당직자(13억여 원), 이지
민 사무처 운영지원과장(11억여 원) 순서임. 

Ÿ 민주당의 경우와 달리 새누리당은 같은 명목의 특수활동비를 원내대표가 아니라 당직자가

수령하였음. 형식상으로 당직자가 수령하고 실질적으로는 원내대표가 수령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당시새누리당김무성원내대표(2010.5.~2011.5.), 황우여원내대표(2011.5.~2012.5.), 이
한구원내대표(2012.5.~2013.5.), 최경환원내대표(2013.5.~2014.5.)도모두 1억 5천만원이상
을 받은 수령인에 해당함. 교섭단체 대표라는 이유 이외에 다른 명목으로 받은 특수활동비
를합산하면황우여의경우 6억 2,341만 3,840원, 이한구의경우 5억 1,632만 4,750원, 최경
환의 경우 3억 3,814만 4,350원, 김무성의 경우 2억 1,836만 8,750원을 지급받았음.  

Ÿ 국회 사무처 운영지원과장 2인에게 지급된 금액은 모두 28억 1천여만 원임. 이 금액이 운
영지원과장 개인에게 지급된 것은 아닐 것으로 추정되며, 운영지원과장을 통해 최종수령인
에게 전달되었을 것임. 역대 운영지원과장은 이 금액의 ‘최종 수령인이 누구였는지 알고
있다’는 것으로, 국회사무처는 특수활동비 문제의 공동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Ÿ 한편, 가장 많은 금액을 수령한 ‘농협은행(급여성경비)’는 국회 사무처의 설명 등에 따르면
실제 수령인이 다수일 경우 개별 지급의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 ‘농협은행(급여성경비)’ 계
좌에 지급한 뒤 실제 수령인들에게 2차 지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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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결의서 수령인 중 1억 5천만 원 이상 수령인

수령인 직책(소속) 수령 금액(원)

김성완 사무처 국제국 구주과장 332,693,770

이병길 예결특위 수석전문위원 323,187,000

박희석 국회 사무처 의회외교정책과장 283,800,850

진정구 운영위 수석전문위원 255,600,000

강창일 지식경제위원장 등 239,448,510

강대훈 사무처 국제국 국제회의과장 237,078,870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 등 235,908,370

이군현 예결특위 위원장 등 193,729,020

김춘순 예결특위 수석전문위원 186,799,610

성석호 외통위 수석전문위원 등 184,100,000

박영선 법사위원장 등 162,720,310

 
l 3년 간 1억 5천만 원 이상 수령인으로표시된이들의세부내역은 별첨자료 <시트 B. 1억 5천
만 원 이상 수령인>에서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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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대 현직 국회의원

l 2018년 7월현재, 20대현직국회의원중에서과거 2011년~2013년사이에특수활동비를수령
한 국회의원은 모두 79명임. 
Ÿ 구체적 명단과 수령액, 수령 명목 등 세부내역은 별첨자료 <시트 C. 수령인 중 20대 현직
국회의원>에서 확인할 수 있음.

l 20대 현직 국회의원들은 20대 국회가 개원한 2016년 6월 이후 2018년 7월 현재까지 2011
년~2013년도와 동일하게 다음 명목으로 특수활동비를 수령하는 것으로 추정됨. 
Ÿ 의석규모 20석 이상의 교섭단체 정당의 원내대표들, 비교섭단체 정당들과 정당에 속하지 않
은 무소속 의원들도 <교섭단체활동비>와 <교섭단체정책지원비> 명목으로 수령

Ÿ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들은 <위원회활동비> 명목으로 수령
Ÿ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법제사법위원회 활동비> 명목으로 수령
Ÿ 모든 의원들은 <입법정책개발 균등인센티브> 명목으로, 그 중 일부 의원들은 <입법정책개
발 특별인센티브> 명목으로 수령

Ÿ 의원연구단체 대표를 맡은 의원들은 <의원연구단체지원> 명목으로, 그 중 우수 의원연구단
체로 선정된 경우에는 <최우수 또는 우수 의원연구단체 시상금> 명목으로 수령

Ÿ 모든 의원들은 해외방문을 할 경우 <의원외교활동> 명목으로 수령
Ÿ 다만 2018년부터는<입법정책개발균등인센티브>와<입법정책개발특별인센티브>, <의원연
구단체 지원>과 <최우수 또는 우수 의원연구단체 시상금> 명목은 특수활동비가 아닌 다른
예산(특정업무경비 또는 포상금 항목)에서 지급받고 있음. 

l 20대 현직 국회의원들 전원은 최근까지 받은 특수활동비의 내역과 구체적 사용처를 국민들에
게 공개하고, 더 이상 특수활동비를 지급받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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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1년~2013년 상임위원장 및 예결특위, 윤리특위 위원장의 특수활동비 수령 내역

위원회 위원장 이름
수령 

횟수
 수령 금액(원) 합산(횟수, 금액)

운영위원장

김무성 5회 30,000,000

35회 207,664,510
황우여 12회 71,612,900

이한구 11회 64,451,610

최경환 7회 42,000,000

법사위원장
우윤근 17회 101,612,900

35회 208,064,510
박영선 18회 106,451,610

정무위원장
허태열 17회 101,612,900

35회 208,064,510
김정훈 18회 106,451,610

기재위원장
김성조 17회 101,612,900

35회 208,064,510
강길부 18회 106,451,610

교과위원장
변재일 17회 101,612,900

35회 208,064,510
신학용 18회 106,451,610

3. 상임위원장 등 각 위원장들

l 16개의 상임위원회와 상설특별위원회인 예결특위와 윤리특위, 그 외 비상설 특별위원회의 위
원장을 맡았던 국회의원들에게는 ‘위원회 활동비’ 명목으로 특수활동비가 지급되었음. 지
급 방식은 다음과 같음. 
Ÿ 각 위원회별로 매월 600만원이 지급 총액으로 정해져 있음. 
Ÿ 1개월이 30일인 경우, 하루치를 20만원으로 하고 이를 위원장 재임 일수에 곱하여 지급함.
Ÿ 1개월이 31일인 경우, 하루치를 19만3548원으로 하고 이를 위원장 재임 일수에 곱하여 지
급함. 

Ÿ 2012년 6월에는 19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지체되어 상임위원회 구성되지 않아 2012년 6월
분 위원회 활동비 명목의 특수활동비는 지급되지 않았음. 상임위원장 선임이 7월 9일에 완
료된후, 재임일수에따라 7월 9일부터 7월 31일까지, 23일치 4,451,610원이각상임위원장
에게 지급되었음. 

l 각 상임위원장과 상설특위인 예결특위위원장, 윤리특위위원장에게 지급된 특수활동비 기본

내역은 다음과 같음. 
Ÿ 운영위원회 경우에는 다른 상임위와 달리 운영위 수석전문위원이 수령인으로 표시되어 있

음. 하지만 사실상 운영위원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아 2011년~2013년 사이에 운영위원장
을 맡았던 김무성, 황우여, 이한구, 최경환 의원이 해당 특수활동비를 수령한 것으로 분류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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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1년~2013년 상임위원장 및 예결특위, 윤리특위 위원장의 특수활동비 수령 내역

위원회 위원장 이름
수령 

횟수
 수령 금액(원) 합산(횟수, 금액)

문방위원장

정병국 1회 1,935,480

34회 200,357,130전재희 15회 91,970,040

한선교 18회 106,451,610

외통위원장

남경필 12회 72,000,000

36회 209,999,990

김충환 6회 31,548,380

안홍준 18회 106,451,610

국방위원장
원유철 17회 101,612,900

35회 208,064,510
유승민 18회 106,451,610

행안위원장

안경률 5회 30,000,000

35회 208,064,510이인기 12회 71,612,900

김태환 18회 106,451,610

농식품위원장
최인기 17회 101,612,900

35회 208,064,510
최규성 18회 106,451,610

보건복지위원장
이재선 17회 101,612,900

35회 208,064,510
오제세 18회 106,451,610

환노위원장
김성순 17회 101,612,900

35회 208,064,510
신계륜 18회 106,451,610

국토위원장

송광호 5회 30,000,000

34회 205,354,510
장광근 10회 60,000,000

김기현 2회 14,902,900

주승용 17회 100,451,610

정보위원장
권영세 17회 101,612,900

34회 202,064,510
서상기 17회 100,451,610

여가위원장
최영희 17회 101,612,900

34회 202,064,510
김상희 17회 100,451,610

지경위원장
김영환 17회 101,612,900

35회 208,064,510
강창일 18회 106,451,610

예결위원장

이주영 5회 29,612,900

35회 207,083,860
정갑윤 12회 71,612,900

장윤석 11회 64,451,610

이군현 7회 41,406,450

윤리위원장

정갑윤 6회 36,000,000

35회 207,470,960
송광호 11회 65,612,900

이군현 11회 64,451,610

장윤석 7회 41,406,450

합산 　 　 　 　 3,722,705,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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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1년~2013년 비상설 특별위원장들의 특수활동비 수령 내역

위원장 특별위원회
수령 

횟수

총 수령 

금액(원)

강창일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장 17회 101,612,900

김부겸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장 9회 55,161,280

김성곤 세계박람회지원특별위원장 1회 7,012,900

김영선 민생안정대책특별위원장 6회 31,354,830

김재윤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장 14회 80,638,710

김진표 지방재정특별위원장 4회 24,387,100

김진표 정치쇄신특별위원장 6회 34,000,000

김충조 세계박람회지원특별위원장 15회 90,000,000

남경필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장 6회 35,806,450

박주선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장 15회 88,451,600

박지원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장 6회 35,806,450

신기남
국가정보원 댓글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장
2회 11,806,450

심재철

국무총리실 산하 민간인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의 진

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장
15회 90,774,190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방지특별위원장 1회 7,012,900

안경률 기후변화대응녹색성장특별위원장 10회 59,032,250

원유철
국무총리후보자(정홍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

원장
1회 4,000,000

유기준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장 5회 33,200,000

이경재 정치개혁특별위원장 15회 87,870,960

이군현 공항·발전소·액화천연가스인수기지주변대책특별위원장 15회 87,870,960

이미경 아동여성성폭력대책특별위원장 3회 21,400,000

이상민 방송공정성특별위원장 4회 24,580,650

이석현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장 4회 25,935,480

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장 10회 58,258,060

이종걸 일자리만들기특별위원장 6회 36,000,000

이주영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장 6회 36,000,000

이해봉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장 9회 50,612,900

전병헌 방송공정성특별위원장 3회 20,800,000

정두언 저축은행비리의혹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장 2회 8,722,580

정병국 학교폭력대책특별위원장 4회 24,774,190

정세균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

도개선 특별위원장
1회 4,451,610

정우택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장 2회 6,316,130

정희수 국회쇄신특별위원장 4회 25,935,480

주호영 정치개혁특별위원장 1회 3,870,960

l 2011년~2013년 중 (비상설) 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았던 32명의 국회의원에게 지급된

특수활동비 총액은 14억 4천여 만 원이며 기본 내역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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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1년~2013년 비상설 특별위원장들의 특수활동비 수령 내역

위원장 특별위원회
수령 

횟수

총 수령 

금액(원)

홍문표
태안유류피해대책특별위원장 4회 25,741,940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피해대책 특별위원장 7회 45,200,000

황우여 국제경기대회개최 및 유치지원특별위원장 9회 54,000,000

합계 1,438,399,910

l 이처럼 ‘위원회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특수활동비가 각종 위원장들에게 매월 정액

수당식으로 지급된 점, △특수활동 수행여부가 아니라 재임 기간을 1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
급하고 있다는 점 등을 보면, 실제 특수활동비의 취지에 맞는 특수활동 지급이 아니라는 것
을 알 수 있음.
Ÿ 실제 홍준표 전 의원의 사례나 신계륜 전 의원의 사례처럼 생활비 또는 자녀 유학비에 쓴

경우도 이미 있으며, 위원회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된 특수활동비를 일부 상임위원장은 위
원회 소속 여야 간사위원들에게 지급, 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에게 배분하고 나머지는 위원
장이 임의로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특수활동과는 무관한 의원들의
나눠먹기식 예산 사용이었음. 

Ÿ 위원회 활동비 명목으로 특수활동비를 지급받은 의원들이 실제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국

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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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각 위원회 수석 전문위원들

l 16개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윤리특위, 그 외 비상설 특별위원회에 속해있는 국회 사무처 공
무원인각위원회수석전문위원들에게지급된특수활동비는 2011년~2013년 3년간총 28억
2,500여만 원이었음. 특수활동비 명목은 다음 8가지임. 
Ÿ 상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윤리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위원회활동지원
Ÿ 상임위원회 / 윤리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정기국회대책비
Ÿ 예결특위 특수활동비

Ÿ 소위원회 활동비

Ÿ 국회운영조정지원(분기별) 
Ÿ 국회운영대책비

Ÿ 국정감사 특수활동비

Ÿ 법제사법위원회 활동비

l 각 위원회 수석 전문위원들의 특수활동비 수령의 기본 내역은 다음과 같음.  
Ÿ 2013년부터는 위 명목의 특수활동비 중 일부(상임위 위원회활동지원, 예결특위 위원회활동
지원, 윤리특위 위원회활동지원, 특별위 위원회활동지원, 상임위 정기국회대책비, 윤리특위
정기국회대책비, 특별위원회 정기국회대책비)는 각 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게 1차 지급되지
않고, 국회 사무처의 ‘농협은행(급여성경비)’에 1차 지급되었다가 각 수석 전문위원에게

재지급되었다고 보임. 
Ÿ 아래 표에서는 우선 1차 수령인으로 ‘농협은행(급여성경비)’로 지출결의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각 수석전문위원들의 수령금액을 계산하였으며, 2차 수령인으로 각각 1천만원 또
는 3천만원이 각 수석전문위원에게 재지급되었음을 비고란에 기재하였음. 

Ÿ 다른 위원회 수석 전문위원들과 달리, 국회 운영위 수석 전문위원과 예결특위 수석 전문위
원에게는 추가로 특수활동비가 지급됨. 운영위 수석전문위원은 ‘국회운영조정지원(분기
별)’, ‘국회운영대책비’ 명목의 특수활동비를 추가로 받으며, 예결특위 수석전문위원은

‘예결특위 특수활동비’ 명목의 특수활동비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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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1년~2013년 각 위원회 수석전문위원들이 지급받은 특수활동비 명목별 특징

지급명목 구분 지급 주기, 지급 총액, 수령인 등

상임위/예결특위/윤리특위

/(비상설)특별위 

위원회 활동지원

▸ 매년 9월 정기국회 시기에 맞추어, 9월 7일 또는 9월 10일에 지급, 총 

4억5900만원

▸ 상임위/예결특위/윤리특위 수석전문위원별로 매년 700만원씩, (비상설)

특별위 수석전문위원별로 300만원씩

▸상임위 위원회활동지원 총 3억3600만원, 예결특위 위원회활동지원 총 

2100만원,  윤리특위 위원회활동지원 총 2100만원, (비상설)특별위 위원회

활동지원 총 8100만원

상임위/윤리특위/(비상설)

특별위 정기국회대책비

▸ 매년 9월 정기국회 시기에 맞추어, 9월 7일 또는 9월 10일에 지급, 총 

1억8000만원

▸ 상임위/윤리특위 수석전문위별로 매년 300만원씩, (비상설)특별위 수석

전문위원별로 100만원

▸ 상임위 정기국회대책비 총 1억4400만원, 윤리특위 정기국회대책비 총 

900만원, 특별위 정기국회대책비 총 2700만원

표4. 2011년~2013년 각 위원회 수석 전문위원들의 특수활동비 수령 내역

수령인
지급 

횟수
수령금액(원) 비고

운영위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진정구 34회 446,064,100 2013.9. 1천만원 추가 가능성

법사위 수석전문위원 이한규, 임중호 52회 164,800,000 2013.9. 1천만원 추가 가능성

정무위 수석전문위원 구기성 10회 116,900,000 2013.9. 1천만원 추가 가능성

기재위 수석전문위원 국경복, 류환민 9회 106,100,000 2013.9. 1천만원 추가 가능성

교과위 수석전문위원 노재석, 임진대 10회 108,700,000 2013.9. 1천만원 추가 가능성

문방위 수석전문위원 류환민, 이인용 14회 121,300,000 2013.9. 1천만원 추가 가능성

외통위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14회 184,100,000 2013.9. 1천만원 추가 가능성

국방위 수석전문위원 권기율 8회 79,300,000 2013.9. 1천만원 추가 가능성

행안위 수석전문위원
최연호, 이연탁, 

손충덕
15회 105,900,000 2013.9. 1천만원 추가 가능성

농식품위 수석전문위원 지성배, 문강주 8회 84,300,000 2013.9. 1천만원 추가 가능성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 김대현 13회 101,300,000 2013.9. 1천만원 추가 가능성

환노위 수석전문위원 천병호, 한공식 8회 73,300,000 2013.9. 1천만원 추가 가능성

국토위 수석전문위원 임병규, 허태수 13회 135,500,000 2013.9. 1천만원 추가 가능성

정보위 수석전문위원 손준철, 허영호 8회 60,300,000 2013.9. 1천만원 추가 가능성

여가위 수석전문위원 임중호, 이용원 10회 81,300,000 2013.9. 1천만원 추가 가능성

지경위 수석전문위원 김호성, 지경배 10회 114,300,000 2013.9. 1천만원 추가 가능성

예결위 수석전문위원 이병길, 김춘순 80회 475,986,610 2013.9. 7백만원 추가 가능성

윤리위 수석전문위원 이진호 6회 29,100,000 2013.9. 1천만원 추가 가능성

비상설 특위 수석전문위원 허영호 7회 24,000,000
2013.9. 3천6백만원 추가 가

능성

합계 　 　 2,612,550,710 213,000,000

l 수석 전문위원들에게 지급된 특수활동비의 지급주기, 지급총액, 수령인 등 특징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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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1년~2013년 각 위원회 수석전문위원들이 지급받은 특수활동비 명목별 특징

지급명목 구분 지급 주기, 지급 총액, 수령인 등

(예결특위) 특수활동비

▸ 수시로 지급, 총 78회, 총 4억6198만6610원

▸ 예결특위 수석전문위원에게 1회 지급시 금액은 매회 변동, 1회 최소 

50만원, 1회 최대 5000만원 

(분기별) 소위원회 활동비

▸ 총 25회, 총 1억4690만원

▸ 소위원회가 있는 각 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들에게 1회 지급시 금액은 

매회 변동, 1회 최소 20만원, 1회 최대 970만원

국회운영조정지원(분기별)

▸ 매년 4차례(분기별) 총 12회, 총 2억3116만4100원 

▸ 국회 운영위 수석전문위원에게 1회 2000만원씩

▸ 단, 2012년 2/4분기와 3/4분기는 18대 국회 임기만료와 19대 개원 상

임위 구성이 안 될 날짜만큼 감액하여 2000만원이 아니라, 1290여만원, 

1826여만원이 지급됨

국회운영대책비

▸ 총 13회, 총 1억3000만원

▸ 국회 운영위 수석전문위원에게, 2011년 10월~12월 매월 1회 1천만원

씩 지급, 2012년 10월~12월 매월 1회 1천만원씩 지급, 2013년 2월~8월 매

월 1회 1천만원씩 지급, 매월 12일~15일 사이에 지급

국정감사 특수활동비

▸ 매년 1회씩 9월 또는 10월에 지급, 상임위에 따라 지급 금액 차이 있

음

▸ 1회 최대 지급받는 상임위는 외통위(2011년 9월 5300만원, 2012년 10

월 4600만원, 2013년 10월 4400만원). 해외 공관 국정감사 방문으로 인해 

더 많이 지급된 것으로 추정

▸ 1회 최소 지급받는 상임위는 정보위, 2011~2013년 매년 1200만원씩

법사위 활동비 ▸ 법사위 소속 의원들과 함께 매월 1회 150만원씩 지급

l 이처럼‘위원회 활동지원’ 명목으로 수석 전문위원들에게 지급되는 특수활동비가 정기국

회를 앞두고 지급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성격(상임위 또는 상설특위, 비상설특위)에 따라
700만원 또는 300만원, 100만원 같이 일정하다는 점, △운영위 수석 전문위원에게 별도로 지
급되는 국회운영대책비 또는 국회운영조정지원 특수활동비는 매회 1천만 원 또는 2천만 원
같이 일정하다는 점 등을 보면, 특수활동비 취지에 맞지 않는 비용이라는 점을 알 수 있음. 
Ÿ 이들 수석 전문위원들에게 지급된 특수활동비가 수석 전문위원 또는 위원회 소속 공무원들

이 수당처럼 나누어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상임위원회 등 위원장을 대신해 1차 수령을 한
후 위원장에게 전달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함. 

Ÿ 각 위원회의 위원장에게도 위원회 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600만원씩 지급되는데, 이와 별도
의 특수활동비를 각 위원회 수석 전문위원들에게도 추가 지급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국회 수석 전문위원들에게 지급한 특수활동비의 구체적 용도와 실제 사용자가 무엇인
지 국회는 국민들에게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야 함. 

l 각 위원회 수석전문위원들이 수령한 특수활동비의 세부내역은 별첨자료 <시트 D. 수령인 중
수석전문위원>에서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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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11년~2013년 국회 사무처 운영지원과장이 지급받은 특수활동비 내역

특수활동비 지급 명목 금액(원) 횟수
지급 

시기
수령인

입 법 활 동

지원
의정활동지원 156,000,000 37회

2011~

2013년

운영지원과장 채수근, 

이지민

국정감사및

조사

국정감사 활동지원 경

비
60,000,000 2회 2013년 운영지원과장 이지민

위원회

활동지원

국회운영지원 특수활

동비
18,000,000 6회

2011~

2013년

운영지원과장 채수근, 

이지민

특별위 

운영지원

특별위원회 지원 특수

활동비
1,300,000 1회 2011년 운영지원과장 채수근

위원회 특별활동비 33,000,000 2회 2013년 운영지원과장 이지민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 763,738,060 111회
2011~

2013년

운영지원과장 채수근, 

이지민

국회특수활동비(의정

활동지원 또는 의정활

동수행경비)

926,000,000 114회
2011~

2013년

운영지원과장 채수근, 

이지민

기관운영특수활동비 793,230,060 139회
2011~

2013년

운영지원과장 채수근, 

이지민

국회특수활동비(경호

경비)
56,000,000 20회

2011~

2012년

운영지원과장 채수근, 

이지민

국회특수활동비(경비

대)
5,038,430 3회 2011년 운영지원과장 채수근

합계 2,812,306,550 472회 　 　

5. 국회 사무처 운영지원과장 및 홍보담당관

l 국회 사무처 운영지원과장에게 지급된 특수활동비는 2011년~2013년 3년 간 472회, 28억
1,230여만 원이었음. 특수활동비 명목은 다음 9가지임. 
Ÿ 의정활동지원비

Ÿ 국정감사 활동지원 경비

Ÿ 국회운영지원 특수활동비

Ÿ 특별위원회 지원 특수활동비

Ÿ (특별)위원회 특별활동비
Ÿ 국회 특수활동비

Ÿ 국회 특수활동비(의정활동지원 또는 의정활동수행경비)
Ÿ 기관운영특수활동비

Ÿ 국회특수활동비(경호경비 또는 경비대)

l 국회 사무처 운영지원과장이 수령한 특수활동비의 기본 내역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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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무처 운영지원과장이 지급받은 특수활동비 명목별 특징

지급 명목 지급 주기, 1회 또는 최대 지급액 등

의정활동지원비 2011년~2013년 매월분 5백만원 또는 3백만원씩 지급

국정감사 활동지원 경비 2013년에 2회 6천만원 지급

국회운영지원 특수활동비 2011년~2013년에 매년 2회(1월, 9월) 300만원씩 지급

특별위원회 지원 특수활동비 2011년에 1회 130만원 지급

위원회 특별활동비

2013년 12월 31일에 두 차례에 걸쳐 1500만원과 1800만원 지급

‘특별위운영지원’세부사업 항목으로 분류된 것으로 보아 특별위

원회 관련 명목으로 보임

국회특수활동비

▸ 수시로 지급, 3년간 111회(매월 평균 3.08회), 총 7억6378만8060

원(1회 평균 688만523원), 

▸1회 최대 지급은 6500만원(2011.9.5.), 1개월치 최대 지급은 1억750

만원(2011.9), 2012년 12월에는 11번 지급

▸ [2011년] 45회, 총 3억5021만3660원 지급

▸ [2012년] 51회, 총 2억9522만4400원 지급

▸ [2013년] 15회, 총 1억1830만원 지급

국회특수활동비(의정활동지

원 /의정활동수행경비)

▸ 수시로 지급, 3년간 114회(매월 평균 3.16회), 총 9억2600만원(1회 

평균 8122만807원), 1회 지급시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600만원, 

800만원, 1000만원 또는 1200만원 지급, 2013년 2월에는 11번 지급

▸ 1회 최대 지급은 1200만원(2013.2.6.), 1개월치 최대 지급은 9600

만원(2013.2.)

▸ [2011년] 48회, 총 3억9600만원 지급

▸ [2012년] 21회, 총 1억6300만원 지급

▸ [2013년] 45회, 총 3억6700만원 지급

기관운영특수활동비

▸ 수시로 지급, 3년간 139회(매월 평균 3.86회), 총 7억9323만60원(1

회 평균 570만6691원), 1회 최대 지급액은 3400만원(2011.9.5.), 최소 

지급액은 25만원, 1개월치 최대 지급액은 9610만원(2011.9), 2011년 

11월에는 11번 지급

▸ [2011년] 64회, 총 3억9437만8000원 지급

▸ [2012년] 51회, 총 2억6610만7720원 지급

▸ [2013년] 24회, 총 1억3274만4340원 지급

국회특수활동비(경호경비)
▸ 2011.1~2012.8.까지 총 20회, 매월 1회분 280만원씩 지급, 총 

5600만원

국회특수활동비(경비대)
▸ 2011년에 3회 108만500원(5월), 122만2250원(6월), 273만5680원(12

월) 지급, 총 503만843원

l 이들 9개 명목별 특수활동비의 지급 주기나 지급 금액 등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l 이처럼 국회 사무처 운영지원과장에게 여러 명목으로 지급되는 특수활동비가 일부의 경우

에는 매달 정액 지급되고 있다는 점, △1회에 1억여 원이 지급되거나 한 달에 여러 차례 수
천만 원씩 지급되고 있어 운영지원과장 1인 또는 운영지원과에서 단독으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운영지원과장이나 운영지원과가 특수활동비의 취지에 부합하는 특수활동을 담
당하는 공무원이 아니라는 점 등을 보면, 특수활동비의 취지에 전혀 맞지 않음. 
Ÿ 사무처 운영지원과장에게 지급된 이들 9개 명목의 특수활동비의 실제 사용자 또는 2차 수
령인이 누군지, 그리고 실제 사용처나 사용 용도를 국민들에게 국회가 공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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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11년~2013년 국회 사무처 홍보담당관에게 지급된 특수활동비 내역

이체일자 세부사업 건명 수령인
지급금액

(원)

2011-01-13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홍보대책활동) 이재우 (홍보담당관) 450,000

2011-01-31 예비금 〃 〃 450,000

2011-02-28 예비금 〃 〃 450,000

2011-04-01 예비금 〃 〃 450,000

2011-05-02 예비금 〃 〃 450,000

2011-06-01 예비금 〃 〃 450,000

2011-07-01 예비금 〃 〃 450,000

2011-08-01 예비금 〃 〃 450,000

2011-09-01 예비금 〃 〃 450,000

2011-09-30 예비금 〃 〃 450,000

2011-11-01 예비금 〃 〃 450,000

2011-12-01 예비금 〃 〃 450,000

소계 12회 　 5,400,000

2012-02-03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홍보대책활동) 이재우 (홍보담당관) 450,000

2012-02-03 예비금 〃 〃 450,000

2012-02-28 예비금 〃 이상규 (홍보담당관) 450,000

2012-03-28 예비금 〃 〃 450,000

2012-04-30 예비금 〃 〃 450,000

2012-06-01 예비금 〃 〃 450,000

2012-07-02 예비금 〃 〃 450,000

2012-08-01 예비금 〃 〃 450,000

2012-08-31 예비금 〃 〃 450,000

2012-09-26 예비금 〃 〃 450,000

2012-10-31 예비금 〃 〃 450,000

2012-11-30 예비금 〃 〃 450,000

소계 12회 5,400,000

2013-02-06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홍보대책활동) 이상규 (홍보담당관) 900,000

2013-02-28 예비금 〃 〃 450,000

2013-04-01 예비금 〃 〃 450,000

2013-04-30 예비금 〃 〃 450,000

2013-05-30 예비금 〃 〃 450,000

l 국회 사무처 운영지원과장에게 지급된 특수활동비의 세부내역은 별첨자료 <시트 E. 수령인
중 운영지원과장>에서 확인할 수 있음.

l 한편 국회 사무처 홍보담당관도 ‘기관운영특수활동비(홍보대책활동)’ 명목으로 3년 간 매

월 1회씩 45만원, 총 1,620만원을 특수활동비로 받음. 
l 국회 사무처 홍보담당관이 수령한 특수활동비의 기본 내역은 다음과 같음. 



18

8. 2011년~2013년 국회 사무처 홍보담당관에게 지급된 특수활동비 내역

이체일자 세부사업 건명 수령인
지급금액

(원)

2013-06-28 예비금 〃 〃 450,000

2013-07-26 예비금 〃 〃 450,000

2013-08-30 예비금 〃 〃 450,000

2013-10-01 예비금 〃 〃 450,000

2013-11-01 예비금 〃 〃 450,000

2013-11-29 예비금 〃 〃 450,000

소계 11회 (2월에 2회분 지급) 5,400,000

l 이처럼 국회 사무처 홍보담당관에게 지급되는 특수활동비가 매월 반복적으로 급여성 또는

정기 수당처럼 특수활동비를 지급했다는 점, △‘홍보대책활동’이라는 지급 명목과 홍보담

당관이라는 직책이 특수활동을 수행하는 직책이 아니라는 점을 보면, 실제 특수활동비의 취
지에 맞는 사용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음. 
Ÿ 사무처 홍보담당관에게 지급된 특수활동비의 실제 사용처나 용도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

게끔 국회가 공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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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섭단체활동비 및 정책지원비 명목 특수활동비 배분 규칙

구분 월 총액 지급주기 1차 배분 2차 배분

교섭단체활동비

(월지급분)
5000만원 매달

3000만원을 교섭단체들

이 균등하게 배분(교섭

단체 2개일 경우 각 

1500만원)

1차 배분 후 남은 2000

만원을 재적의원규모(예 

: 300명)로 나누어 모든 

정당 및 무소속 의원들

에게 배분

(의원이 300명일 경우 1

인당 67,340원씩 배분)

교섭단체활동비

(회기분)
5000만원 짝수달 (상동) (상동)

교섭단체

정책지원비
2500만원 매달

1500만원을 교섭단체들

에게 균등하게 배분(교

섭단체 2개일 경우 각 

750만원)

1차 배분 후 남은 1000

만원을 재적의원규모(예 

: 300명)로 나누어 모든 

정당 및 무소속 의원들

에게 배분

(의원이 300명일 경우 1

인당 33,670원씩 배분)

6. 정당들 

l 국회 특수활동비 중 정당 몫으로 지급되는 2가지 명목의 특수활동비가 있음. 
Ÿ ‘교섭단체활동비’는 매월 지급되는 ‘월지급분’과 짝수달에 지급되는 ‘회기분’이 있

으며 두 종류의 금액은 동일함. 
Ÿ ‘교섭단체정책지원비’는 매월 지급됨. 

l 의원 20인 이상으로 구성된 교섭단체에 지급하는 것 뿐 아니라 비교섭단체 정당과 무소속 의
원들에게도 특수활동비가 지급되었음. 
Ÿ 의석규모가 16석이었던 자유선진당, 8석이었던 미래희망연대(구 친박연대), 5명이었던 민
주노동당, 1명이었던 진보신당이나 국민중심연합(당대표 심대평) 등 비교섭단체 정당도 지
급받았고, △임기 중에 소속 정당에서 탈당하거나 무소속 신분으로 당선되었던 강용석, 최
연희, 김성식, 전여옥, 박희태(국회의장) 의원 등도 지급받았음. 

Ÿ 다만, 2012년 4월부터는 무소속 의원들에게 바로 지급하지 않고, 사무처가 관리하는 계좌인
‘농협은행(급여성경비)'에 지급한 뒤 사무처에서 무소속 의원들에게 2차 지급을 하는 방식
으로 변경되었음. 

l ‘교섭단체활동비’와 ‘교섭단체정책지원비’ 명목의 특수활동비 배분 규칙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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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11년~2013년 정당 등의 교섭단체 지원 명목의 특수활동비 수령 내역

정당 등 수령시기

특수활동비 수령  명목별

교섭단체 

활동비(원) 

교섭단체 

정책지원비

(원)

합계(원)
지출결의서상 

수령인

새누리당

(한나라당)

2011.1~

2013.12
1,390,433,780 463,703,630 1,854,137,410

원내행정실 당직자 

이미영(교섭단체활동

비 수령) 또는 한나

라당(정책위)(교섭단

체정책지원비 수령)

민주당

(민주통합당)

2011.1~

2013.12
1,201,633,040 400,137,430 1,601,770,470

원내대표 박지원, 김

진표, 박기춘, 전병헌 

자유선진당
2011.1~

2012.5
26,775,410 9,093,940 35,869,350

원내대표 권선택, 김

낙성 

민주노동당
2011.1~

2011.12
6,880,890 2,293,240 9,174,130 당직자 이정아, 윤승현 

진보신당
2011.1~

2011.10
1,011,050 336,910 1,347,960 당직자 임한솔 

통합진보당
2012.1~

2013.12
17,754,990 5,930,590 23,685,580

당직자 윤승현, 이승

환, 이성호 

정의당
2012.11~

2013.12
8,086,400 2,706,120 10,792,520 당직자 곽고은

미래희망연대
2011.1~

2012.2
11,342,440 3,780,220 15,122,660 원내행정국장 신재홍 

창조한국당
2011.1~

2012.4
2,973,020 1,013,310 3,986,330 당직자 최미옥, 선경식 

선진통일당
2012.6~

2012.11
2,799,960 933,360 3,733,320 당직자 이수민 

국민중심연합
2011.1~

2011.10
1,011,050 336,910 1,347,960 당대표 심대평 

무소속 의원
2011.1~

2013.12
29,297,970 9,734,340 39,032,310

의원 개인 또는 

‘농협은행(급여성경

비)(2012년4월부터) 

합계 2,700,000,000 900,000,000 3,560,967,690 　

Ÿ 이에 따라 2011년 1월의 경우 교섭단체활동비는, 한나라당이 1500만원+11,515,140원(소
속 의원 171명×67,340원)=26,515,140원, 민주당이 1500만원+5,723,900원(소속 의원

85명×67,340원)=20,723,900원, △자유선진당이 1,077,440원(소속 의원 16명×67,340원)
을, △ 미래희망연대가 538,720원(소속 의원 8명×67,340원)을, △민주노동당이 336,700원
(소속 의원 5명×67,340원)을 수령함

l 이와 같은 배분 규칙에 따라 정당 또는 무소속 의원들의 위 2가지 명목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내역과 시기, 수령인(국회 지출결의서에 표기된 것 기준)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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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이처럼 교섭단체 지원을 명목으로 지급되는 특수활동비가 교섭단체가 아닌 정당이나 무소

속 의원들에게도 지급되고 있었던 점, △매월 지급예정 총액 중 일부는 교섭단체에게 1차 배
분한 뒤 나머지 금액은 의원 전체 숫자로 나누어 균등하게 지급하고 있다는 점, △실제 특수
활동비를 사용하는 사람인지와 무관하게 정당 원내대표 또는 정당의 당직자들에게 지급되었

던 점을 보면, 실제 특수활동비의 취지에 맞지 않는 용처에 지급되었던 것을 알 수 있음. 
Ÿ 교섭단체 활동비 또는 교섭단체정책지원비 명목으로 특수활동비를 지급받은 각 정당의 원

내대표를 비롯한 정당 관계자들과 의원들은 실제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해야 할 것임.

l 각 정당(무소속 의원 포함)별 교섭단체활동비 및 교섭단체정책지원비 수령 세부내역은 별첨
자료 <시트 F. 수령인 중 정당>에서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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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11년~2013년 해외순방 명목 국회의장단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지급일자
세부

사업
건명 수령인 지급금액(원)

2011-01-05
의원외

교활동

박희태 국회의장 1월 해외순방 방

문단 경비(특수활동비)

최선영

(국제국 

의회외교정책과장)

72,831,360

(USD 64,000)

2011-03-10
의원외

교활동

홍재형 국회부의장 남미공식방문 경

비(특수활동비)

정홍진

(국제국 아주과장)

4,512,680

(USD 4,000)

2011-03-18
의원외

교활동

박희태 국회의장 3월 해외순방사업

경비(특수활동비)

박희석

(국제국 

의회외교정책과장)

68,665,200

(USD 60,000)

2011-03-21
의원외

교활동

정의화 국회부의장 유럽방문경비(특

수활동비)

정승환

(국제국 의전과)

4,554,000

(USD 4,000)

2011-05-20
의원외

교활동

홍재형 국회부의장 남미공식 방문

(특활비)

오명호

(국제국 미주과장)

8,987,110

(USD 8,200)

2011-05-23
의원외

교활동

홍재형 국회부의장 남미공식방문경

비(특수활동비)

오명호

(국제국 미주과장)

2,201,100

(USD 2,000)

2011-06-30
의원외

교활동

박희태 국회의장 에스토니아, 라트

비아, 리투아니아 공식방문경비(특

수활동비)

박희석

(국제국 

의회외교정책과장)

70,436,600

(USD 65,000)

2011-09-22
의원외

교활동

박희태 국회의장 말레이시아-라오스 

공식방문경비(특수활동비)

박희석

(국제국 

의회외교정책과장)

59,556,000

(USD 50,000)

7. 국회의장단

l 국회로부터 공개 받은 2011년~2013년 특수활동비 지출결의서에 ‘국회의장’또는 ‘국회부의
장’이 수령인으로 기재된 경우는 없음. 수령인에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회의장단이

특수활동비를 전혀 지급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움. 국회의장단의 지위를 고려하여, 
수령인 중 의장단을 지원하는 사무처 공무원이 대리 수령한 것으로 추정하였음. 

l 국회의장단에게 해외순방 명목으로 지급된 특수활동비는 총 24회, 8억1109만3920원(미화
718,100달러)이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Ÿ ‘수령인’에는 비록 국회 사무처 공무원으로 기재되었으나, 지출건명에서 ‘국회의장’이
표시된 경우들만 살펴본 것임. 

Ÿ 국회 사무처는 국회의장단에게 지급된 특수활동비를 현지 교민 격려금, 해외 공관 근무 공
무원(외교관 등) 격려금 등으로 사용했다고 밝힌 바 있음. 이 또한 특수활동비의 용도를 벗
어난 것인데, 격려금 외에 해외 물품 구입 용도로 쓰였을 가능성도 있음. 

Ÿ 국회는해외방문시국회의장단에게지급된특수활동비가어떻게쓰였는지정확하게밝혀야함.



23

11. 2011년~2013년 해외순방 명목 국회의장단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지급일자
세부

사업
건명 수령인 지급금액(원)

2011-12-30
의원외

교활동

정의화 국회부의장 아프리카 공식방

문경비(특수활동비)

김성완

(국제국 구주과장)

19,879,120

(USD 17,000)

2012-01-05
의원외

교활동

박희태 국회의장 1월 순방대표단 

경비(특수활동비)

박희석

(국제국 

의회외교정책과장)

58,276,000

(USD 50,000)

2012-02-23
의원외

교활동

정의화 국회부의장 G20 국회의장회

의 참석대표단 경비(특수활동비)

정홍진

(국제국 의전과장)

22,848,800

(USD 20,000)

2012-05-03
의원외

교활동

정의화 국회의장 직무대행 5월 실

무방문 대표단 경비(특수활동비)

정홍진

(국제국 의전과장)

51,505,650

(USD 45,000)

2012-05-11
의원외

교활동

홍재형 국회부의장 초청에 의한 중

유럽 공식방문 경비(특수활동비)

김성완

(국제국 구주과장)

12,624,700

(USD 10,900)

2012-08-13
의원외

교활동

박병석 국회부의장 중유럽 공식방문 

경비(특수활동비)

김성완

(국제국 구주과장)

14,195,140

(USD 12,400)

2012-08-24
의원외

교활동

이병석 국회부의장 2012런던하계장애

인올림픽대회 참가 선수단 격려 및 

스웨덴 공식방문 경비(특수활동비)

김성완

(국제국 구주과장)

13,087,310

(USD 11,400)

2012-10-11
의원외

교활동

강창희 국회의장 10월 순방 대표단 

경비(특수활동비)

정홍진

(국제국 의전과장)

56,494,500

(USD 50,000)

2013-01-10
의원외

교활동

강창희 국회의장 1월 순방 대표단 

경비 지급(특수활동비)

정홍진

(국제국 의전과장)

53,787,500

(USD 50,000)

2013-03-15
의원외

교활동

이병석부의장 서유럽공식방문 경비

(특수활동비)

김성완

(국제국 구주과장)

11,090,770

(USD 9,900)

2013-03-22
의원외

교활동

강창희 국회의장 브라질, 페루 방문 

및 G20 국회의장회의 참석경비(특수

활동비)

정홍진

(국제국 의전과장)

50,863,500

(USD 45,000)

2013-05-15
의원외

교활동

박병석 국회부의장 중유럽 공식방문 

경비(특수활동비)

김성완

(국제국 구주과장)

14,323,940

(USD 12,700)

2013-07-01
의원외

교활동

강창희 국회의장 아프리카중동 공식

방문 대표단 경비(특수활동비)

김경호

(국제국 의전과장)

52,120,350

(USD 45,000)

2013-09-27
의원외

교활동

강창희 국회의장 10월 순방 대표단 

경비(특수활동비)

김경호

(국제국 의전과장)

46,909,990

(USD 43,000)

2013-12-03
의원외

교활동

강창희 국회의장 중국 공식 방문 

대표단 경비(특수활동비)

김경호

(국제국 의전과장)

26,828,000

(USD 25,000)

2013-12-30
의원외

교활동

박병석 국회부의장 북아프리카 공식

방문 경비(특수활동비)

김성완

(국제국 구주과장)

14,514,600

(USD 13,600)

합계 24회
811,093,920

(USD 718,100)

l 국회의장단이 해외순방의 경우에만 특수활동비를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함. 
Ÿ 실제로 여러 국회의원들의 증언과 고백에 따르면, 해외 출장을 갈 때마다 국회의장이 100
만원 또는 300 달러 등을 현금으로 주었다고 하는 만큼, 국회의장단의 해외 방문 시에만
특수활동비를 지급받고 사용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따라서 국회의장단 역시, 출장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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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11년~2013년 국회의장단이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특수활동비 내역

특수활동비 지급 명목 금액 횟수 수령인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 763,738,060 111회 운영지원과장 채수근, 이지민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의정활동지

원 또는 의정활동수행경비)
926,000,000 114회 운영지원과장 채수근, 이지민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793,230,060 139회 운영지원과장 채수근, 이지민

합계 2,482,968,120 364회

특별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특수활동비를 지급받고 사용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l 해외순방 외에 국회의장단이 일상적으로 받았을 특수활동비는 다음 항목에서 지급되었을 것

으로 추정함. 
Ÿ 예비금 가운데 국회 사무처 운영지원과장이 수령한 ‘국회특수활동비’, ‘국회특수활동비

(의정활동지원/의정활동수행경비)’, ‘기관운영특수활동비’ 명목으로 지급된 특수활동비

총 24억 8,300여만원의 전부 또는 일부 일 것으로 보임. 
Ÿ 물론 이들 명목으로 운영지원과장이 수령한 특수활동비의 일부는 국회 사무총장과 사무차

장이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봄. 
Ÿ 국회는 해외순방의 경우 외에도 국회의장단에게 지급한 특수활동비 내역과 구체적 사용처

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설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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