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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는 패스트트랙 지정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장 의결하라

- 출발선에 선 선거제도 개혁, 국회 정개특위 의결로 첫 발 떼어야

- 활동 기간 연장으로 유권자 표현의 자유 등 정치관계법 논의 책임져야

 

1.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활동 기간 만료를 삼일 앞둔 오늘(6/27), 국회 정개특위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의 국회 정상화 합의 번복과 '선별적 상임위 참여'로 정개

특위 활동 기간 연장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최소한의 수준에서 가까스로 합의된 선거제도 개혁

안은 물론 정상적인 국회 운영조차 거부하는 자유한국당의 논의 참여를 기다릴 여유는 더 이상 

없다. 정개특위 활동 기간 연장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정치개혁의 소임을 부여받은 정개특위

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단순하고 분명하다. 지난 4월 30일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

거법 개정안>을 정개특위가 만료되기전에 의결해 정개특위에 부여된 책임를 완수하는 것이다. 전

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오늘 예정된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애초 시민사회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미흡한 법안이지만 정치개혁으로 가는 출발이 되리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활동 기간 연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정개특위가 빈손으로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하다. 활동 기간 

만료에 앞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을 의결하고 법사위로 넘겨 정치개혁을 위한 최소

한의 진전을 이루어야 한다. 국회의원에게 무노동무임금을 적용하고,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라는 여

론이 들끓는 이유는 분명하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정치개혁이 기득권세력의 방해로 지연

되어 국민들의 의사를 국회가 충분히 대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치개혁이 이뤄지지 못해 국회

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다시 정치개혁을 요구받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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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간 정개특위는 선거제도 개혁안 뿐 아니라 유권자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 및 정치자금

법 등 정치관계법 논의를 진행해왔다. 유권자 표현의 자유 등을 논의했던 정개특위 2소위는 81건

의 법안을 심사하고 28건의 법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정개특위 활동 기간이 연장되지 않아 행

정안전위원회로 이관된다면 해당 법안들에 대해 다시 심사가 진행되어 법안 처리는 더욱 지연될 

것이 불가피하다. 패스트트랙 지정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결 여부와 별개인 그간의 정치관

계법 논의를 무위로 돌릴 것이 아니라 정개특위 활동 기간을 연장해 논의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