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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협상회의, 실종된 정치를 복원하는 계기가 되어야

-여야는 선거법, 공수처법에 다시 한번 합의 모색해야 

1. 오늘(10월 11일), 정치협상회의 첫 회의가 열렸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회의에 참석해 검

찰개혁법 처리 등 현안을 논의했다. 이는 지난 10월 7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대

표들이 검찰개혁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최상위 협의기구인 

정치협상회의를 구성하기로 전격 합의한 데에 따른 것이다. 

2. 정치협상회의는 앞으로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과 선거제 개혁 법안의 정

기국회 처리를 놓고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지난 4월 30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은 국회법상 지정 후 180

일이 지난 10월 26일까지 상임위 심사를 마감할 예정이다. 또 8월 29일 정치개혁특

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온 선거법 개정안이 경우 법사위 심사가 종료되는 시점인 

11월 26일을 넘기면 본회의 처리가 가능해진다. 본회의 처리 직전까지 정치협상회의

는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 한국 정치의 발전과 검찰개혁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

한 합의안을 마련해야 한다. 

3. 정치협상회의가 다룰 사법개혁 법안과 선거제 개혁 법안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

를 가져올 중요한 법안들이다. 따라서 1차 회의 때 불참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여야

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 경실련은 정치협상회의가 비례성과 대표

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정당득표율에 따라 총 의석수를 배분하는 선거제 개혁을 

논의할 것, 그리고 공수처가 검사, 판사, 경찰뿐만 아니라 나머지 고위공직자의 범죄

에 대해서도 기소권을 가지는 방향으로 공수처 설치법이 논의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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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987년, 여야 초협상기구인 8인 정치회담은 직선제 개헌을 이끌며 민주주의의 문을 

연 바 있다. 정치협상회의는 또 한 번의 역사를 써야 하며, 실종된 정치를 복원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그동안 한국 정치는 양대 거대정당에 유리한 선거제도로 인해 

힘없는 자를 대변하는 정당을 길러내는 데에 실패했다. 또한, 그동안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검찰은 막강한 사정 권한들을 독점하고도 고위공직자들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지 못했다. 정치협상회의는 선거제도 개혁으로 한국의 정당체계

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켜야 하며, 검찰개혁으로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분산시키고,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막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