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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 즉각 가동 ⋅ 선거제 개혁 촉구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9. 8. 13(화)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1.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오늘(8/13)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 정개특위 즉각 가동 ⋅ 선거제도 개혁 논의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2. 정개특위가 가까스로 활동기한을 연장하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합의로 새 위원장을 정했지만,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편 심의를 담당하는 1소위 위원장직을  맡겠다고 나서면서 여전히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정개특위 활동 기한 연장은 특위를 새롭게 재구성한 것이 아니어서 소위원장 

교체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선거제 개편을 명시적으로 반대해온 자유한국당이 

이를 심의하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겠다는 것은 결국 선거제 개혁을 좌초시키겠다 것에 다름 

아닙니다.  

3. 이에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이치에 맞지 않는 요구로 선거제 개혁 논의의 발목 잡는  자유한국당

을 규탄하고, 정개특위 활동 기한이 3주 밖에 남지 않은 만큼 하루속히 선거제도 개편안 심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아 특위 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민주당

이 8월 말 활동 기한 만료 전에 선거제도 개혁안을 처리할 각오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

니다. 

4.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을 가로막는 자유한국당에 유권자가 경고장을 보낸

다는 의미에서 가면을 쓴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장제원 정개특위 자유한국당 위원에게 

레드카드를 붙이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끝.

  

❑공동대표:권영준∙정미화∙신철영∙정념∙목영주 / www.ccej.or.kr / Tel.02-765-9731 Fax.02-741-8564
(03085)서울∙종로∙동숭3길26-9 후원 008-01-0567-507(국민)/일시후원 #2540-1989(1통 3천원)

▪수신 : 언론사 경제부·정치부·사회부·시민사회 담당
▪발신 : 정치개혁공동행동
▪문의 : 경실련 정책실 윤철한 정책실장 서휘원 간사(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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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순서

•제목 : 국회 정개특위 즉각 가동 ⋅ 선거제 개혁 촉구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19년 8월 13일(화),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주최 : 정치개혁공동행동

•진행순서

◦사회 : 김준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발언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공동대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송상교 사무총장

◦기자회견문 낭독

◾한국YMCA전국연맹 김경민 사무총장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김혜미 간사

◦레드카드 퍼포먼스

※ 기자회견 발언자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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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3주 남은 정개특위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선거제 개혁 발목잡지 말라!

- 정개특위는 선거제도 개혁안 즉각 심사하라!

국회가 정개특위 활동 기한을 두 달 연장하고 간신히 위원장을 정했지만 여전히 개점 휴업 상태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특위 내 소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느냐를 놓고 논란을 벌이느라 

시간을 허비해왔다. 이제 정개특위의 활동 기한은 고작 3주 남았을 뿐이다. 

우리는 두 정당에 국회 정개특위를 조속히 정상화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패스트트랙 안건으

로 부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논의는 물론이고, 유권자 표현의 자유 등 적지 않은 개혁 법안 

관련 논의와 입법작업을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정개특위 교착상태의 1차적 책임은 자유한국당에게 있다.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

은 대신 정개특위 1소위 위원장을 맡겠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정개특위는 작년부터 활

동해온 위원회의 기한을 일부 연장한 것이지, 재구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위원장 교체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명시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에 반대하면서 국회 정개특

위 논의에 발목을 잡아온 정당이다. 그런 정당이 선거제 개편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 위원장직을 맡

겠다며 정개특위 공전시키는 의도가 무엇이겠는가? 결국  선거제도 개혁을 좌초시키기 위한 시간끌

기로 밖에 볼 수 없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도 더 책임있는 자세로 정개특위 논의에 임해야 한다. 지난 두 달간 더불어민주

당이 보인 모습 역시 선거제도 개혁의 진정성을 의심케하는 장면이 적지 않았다. 지금의 정개특위 

공전 사태의 책임을 자유한국당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집권당의 책임있는 태도가 아니다.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아 특위 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만큼 8월 말 활동 기한 만료 전에 선거제도 

개혁안을 처리하겠다는 각오를 분명히 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구획정 기한은 이미 4개월을 경과했고, 21대 총선은 8개월 앞으로 다가왔

다. 시간이 많지 않다. 우리의 주장은 간명하다. 국회 정개특위는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지켜야 한

다. 국회 정개특위는 8월 활동 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한  선거제도 개혁 

사안들을 처리하라. 그리고 이를 가로막는 모든 정치세력은 2020년 4월에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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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13일

정치개혁공동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