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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의원의 부패방지 위반 혐의 

철저히 따져 공직자의 부패 재발 막아야 한다

- 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해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돕고, 

더 큰 부패 고리 차단해야

오늘(6/18),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일으킨 손혜원 의원이 목포 시청의 비공개 정보를 취득해 

14억 상당의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불구속 기소됐다. 손혜원 

의원의 목포 거리 매입은 변명의 여지 없이 이해충돌을 방지해야 한다는 공직자 윤리를 어긴 것이

다. 또한, 검찰이 제기한 모든 정황이 사실로 입증될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

영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이에 <경실련>은 재판

부가 손혜원 의원의 부패방지 위반 혐의를 철저히 따져 묻고, 국회는 하루빨리 이해충돌방지법을 제

정해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하도록 해야 한다.

첫째, 재판부는 손혜원 의원의 부패방지 위반 혐의를 철저히 따져 공직자의 부패 재발을 막아야 한

다. 

오늘 검찰 조사 결과 손혜원 의원이 공직을 활용해 사적을 이득을 꾀한 여러 정황들이 들어났다. 검

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목포 문화재 거리 일대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포함된 

보안 자료를 입수한 뒤 지인들과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으로 하여금 14억원 

상당의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를 매입하게 했다. 이중 7,200만원 상당의 토지 3필지, 건물 2채

는 자신의 조카 명의로 직접 매입해 차명거래 의혹 역시 붉어졌다. 만약 이러한 정황이 사실로 드러

난다면, 이는 엄연한 부패방지법 제7조의2 ‘업무상 비밀이용의 죄’ 위반이다. 부패방지법 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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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

여금 취득하게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86조에서 이를 어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재판부는 손혜원 의원의 부패방지 위반 

혐의를 철저히 따져 물어야 한다. 

둘째,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에 휩싸이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

고, 더 큰 부패의 고리를 차단해야 한다. 

사실 공직자가 손혜원 의원 사례처럼 이해충돌 상황에서 직무를 수행해온 것은 공직자 개인의 문제

이기도 하지만, 허술한 제도의 문제 때문이기도 하다. 공직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이 소유한 

재산상 이해관계가 아니더라도 수없이 많은 이해관계로 이해충돌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재산상 이해관계에 초점을 둔 공직자윤리법으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온전히 방지·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2015년 3월 부정청탁금지법 제정 당시 삭제된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부정청탁금지법에 

신설하거나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가능하게 만들

며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막아 더 큰 부패의 고리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1월 손혜원 의원 보도 이후,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의심이 매우 크다. 따라서 재판

부는 손혜원 의원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철저히 따져 물어 이와 같은 부패 사례가 재발되지 않

도록 해야 한다. 더 나아가 공직자의 부패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위공직자 이해충돌방

지법이 필요하다. 만약 이대로 공직자가 이해충돌에 휩싸이는 상황을 둔다면, 공직자의 권한남용, 비

위행위, 배임 등 더 큰 부패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