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경성법화 과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hard legalization process about
Prevention Institution of Conflicts of Interest

박준희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경성법화 과정에 관한 연구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경성법화 과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hard legalization process about Prevention
Institution of Conflicts of Interest
박 준 희 (Jun-Hee PARK)
우체국금융개발원 과장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전문강사
논문접수 : 2022. 5. 2.

심사개시 : 2022. 5. 3.

게재확정 : 2022. 6. 2.

목차
I. 서론
1. 이해충돌의 의의
2. 부패와의 비교
3.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적 접근 방법

Ⅱ. 경성규범 및 연성규범의 의의
1. 연성규범의 의의
2. 연성규범 및 경성규범의 비교
3. 연성규범의 한계

Ⅲ.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연혁
1. 우리나라 반부패 법령의 연혁
2. 이해충돌 방지법안 입법을 위한 노력

Ⅳ. 이해충돌 방지법의 유형별 고찰
1.
2.
3.
4.
5.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신고제도의 경성법화 과정
금지제도의 경성법화 과정
제한제도의 경성법화 과정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서의

개관
및 그 내용
및 그 내용
및 그 내용
징계 및 벌칙

Ⅴ. 결론

2022. 6

1

법제논단

국문초록
공직자의 부패 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사전예방적 통제와 사후처벌적 통제로
대별해 볼 수 있다. 근래의 반부패 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사전예방적 통제에 보다 많은 관심
이 기울여 지고 있고, 정부부처의 제도개선 역시 사전예방적 통제에 상당한 에너지를 투입
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부패를 유발할 위험성이 높은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통제에 대하여 이와 같이 국가 차원
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은 세계적 추세라 하겠다. 우리나라 역시 2015년 현행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명 : 청탁금지법) 제정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 관
련 규정을 도입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바 있다. 하지만 이해충돌
방지 관련 입법을 위한 목소리는 계속 이어져 왔고 지난 2021년 4월 그 결실을 맺기에 이
른다.
우리나라의 법제에 있어서 이해충돌 방지 장치는 이미 연성법(Soft Law)의 형태로 지난
2018년 4월,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내 들어온다. 그리고 이를 경성법(Hard Law)화
하기 위한 관계부처 및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노력 등에 따라 지난 2021년 4월 입법화에
이른다. 이러한 일련의 경성법화 과정을 연성법 형태에서 경성법 형태로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자 하는데 이 때 법률 전체를 추상적으로 조망하는 것 보다는 각 법률 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세부형태(신고･금지･제한)별로 나누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해충돌 방지 장치와 관련한 사항을 연성법인 공무원 행동강령과 입법 전인 정
부 발의안 그리고 최종 본회의 의결안(공포안)의 세 범주로 나누어 살펴본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이해충돌 방지 장치의 경성법화 과정을 조망해 보고 이를 통해 경
성법화 과정에서 놓친 점은 없는지 그리고 법률의 시행 단계에서 법률 적용상의 흠결(欠缺)
은 없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 주제어: 이해충돌, 이해충돌 방지법, 반부패, 연성법과 경성법, 공직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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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이해충돌의 의의
이해충돌은 전통적으로 행정법에서 논의되는 주제는 아니었다. 행정법학의 근간을 이루
는 법치행정의 원칙에 따르면 이른바 본인-대리인 관계(principal-agent relationship)
에서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는 공직자의 권한 행사는 이해충돌 상황에서 사익을 추구하였
는지의 관점이 아닌 법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 본인의 이익에 합치하는지 여부보
다는 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행정법의 주된 관심사였다. 공직자 개인의 사
익추구와 같은 부정한 동기가 재량권 행사시 개입되면 재량의 하자가 있다는 법리 정도에
서 이해충돌과의 관련성을 찾을 수 있을 뿐이다1).
이해충돌은 공직자가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공직을 이용할 기회를 가지게 되는 잠
재적 갈등상황으로, 그 자체로는 공익의 손실이 발생한 상태를 의미하는 부패라고 단언하
기는 어렵고 전체적인 과정상 부패로 전환되기 이전 단계라고 할 수 있다2).
결국 이해충돌은 공익과 사익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객관적 상황 자체를 가리킨다고 하
겠다. 공직자는 이해충돌 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이해충돌 상황에 놓인 것이다. 이해충
돌 상황에 놓인 공직자는 공익을 희생하고 사익을 우선시하는 결정을 내릴 위험성은 상존
하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이해충돌 상황에도 불구하
고 공직자는 공익을 우선시하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해충돌에 대
한 규제는 부당한 직무수행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여 공익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
게 그러한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 터잡은 것이라고 하겠다3).
이해충돌은 적절히 관리되거나 해결되지 않으면, 부패를 초래할 뿐 아니라, 행정부를 향
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공공정책 결정의 합법성･공평성 및 공정성에 대한 공무원의
준수 의지를 약화시키며, 보다 궁극적으로는 법의 지배(Rule of law), 정책의 개발과 그에
따른 적용, 시장의 기능 및 공공자원 분배의 왜곡을 초래하여 궁극적으로 정부의 공정한 기
능을 훼손할 여지가 있다고 하겠다.4)
1) 최계영, “행정부에서의 이익충돌”, 저스티스 제159호, 2017, 284쪽
2) OECD, Managing Conflict of Interest in the Public Service-OECD Guidelines and Overview, 2003, p.8
3) 최계영, 앞의 논문, 286쪽
4) OECD, 앞의 논문,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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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이해충돌에 대한 규제는 학문적･실무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2. 부패와의 비교
부패(corruption)는 통상 공직자의 직무 의무 위반으로서 공익을 침해하거나 사익을 추
구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정의된다5).
우리나라 법 체계 내에서 부패행위를 정면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살펴보면, 첫째,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
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둘째,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
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
해를 가하는 행위, 셋째, 첫째 유형(동법 제2조제4호가목) 및 둘째 유형(동법 제2조제4호나
목)의 부패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하는 행위 등 총 세 가지 유형의 부패행
위가 열거되어 있다.
이에 반하여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의 개념을 살펴보면 「공직자윤리법」 제2조
의2에서는 이해충돌 방지의무라는 제하에 이해충돌 방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선
언전 의미의 규정으로 읽힌다6).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법률 제18191호)」(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제
4호에서는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
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두 개념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정의를 비교해 보면 결국 이해충돌 그 자체는 부패
행위와 등가(等價)시킬 수는 없다.
부패는 고의적인 행위에 의한 결과인 반면, 이해충돌은 행위자의 고의와는 무관하게 공

5) 박재윤, “부패방지를 위한 행정법 제도의 쟁점”, 행정법연구 제46호, 2016, 248쪽
6)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이해충돌 방지 의무)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공직자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
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
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공익을 우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되며, 재직 중 취득한 정보
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퇴직공직자는 재직 중인 공직자의 공정한 직
무수행을 해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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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자에게 놓인 또는 공직자에게 발생한 상황 그 자체인 것이다7).
그 간의 주요논의가 공직 부패행위와 이에 관한 제도적 고찰, 반부패 법령의 주요 쟁점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의 법적 고찰이 주를 이루었음에 비추어
볼 때, 법 시행 초기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입법 과정에 대한 일목(一目)과 이에
대한 세부적 고찰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3.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적 접근 방법
이해충돌의 규제수단은 크게 예방적 수단(preventive way)과 정보제공적 수단 (disclosure
way)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전자는 의사결정권자가 이해충돌 상황에 놓이는 것 자체를 막는 방식이고, 후자는 감독
기관이나 시민이 이해충돌 상황이 공직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하여 이를 감시토록 하는 방식이다. 전자의 전형적인 예로는 공직자가 회사를 소유한 경우
에 그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후자의 대표적인 예로는 공
직자 재산등록 제도를 들 수 있다.
정보제공 범위는 감독기관에 한정8)될 수도 있고 시민을 대상으로 공개9)하도록 할 수도
있다. 감독기관이나 시민은 이해관계에 관한 정보를 토대로 해당 공직자가 결정에 관여하
는 것이 타당한지를 판단하거나, 결정에 관여한 경우라면 결정 전반에 공직자의 사적 이해
관계로 인한 편견이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10).
전술한 방지에 의한 규제를 학자에 따라서는 제거(removal)와 약화(neutralization)로
세분하기도 한다11). 전자인 제거는 공적 지위와 사익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만약 공직자가 공직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면 사적 이해관계를 제거하여야 한다. 겸직금지,
7) 박흥식, “공직자 이해충돌 행위의 개선을 위한 연구-법적⋅윤리적 시각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제42권 제3호, 2008, 243쪽
8) 공직자윤리법 제5조는 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이라는 제하에 제1항에서 공직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
는 달의 말일까지 등록의무자가 된 날 현재의 재산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는데, 이는 등록의 의무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등록대상자 중 공개대상자는 아래 조문을 참조하라.
9) 공직자윤리법 제10조는 등록재산의 공개라는 제하에 제1항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등록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과 제6조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등록기간 또는 신고
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전술한 재산등록자 중 공개의무를 부여받은
자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10) 최계영, 앞의 논문, 289쪽
11) Mattarella, “The conflicts of interest of public officers: Rules, checks and penalties”, 2014,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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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신탁, 개인 재산의 처분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후자인 약화는 이해충돌 상황에 있
는 공직자가 해당 결정에서 회피토록 하는 방식이다. 이해충돌 상황 자체는 용인하되 그로
인하여 의사결정이 왜곡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다12).
입법의 방식에 관해서는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과 일
반조항의 형태로 입법하고 행정기관이 개별사안에 적합한 규제수단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
식이 있다. 전자의 방식은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장점이고, 후자의 방식은 탄
력적 대응을 가능케 한다는 점을 장점으로 볼 수 있겠다.13)

Ⅱ. 경성규범 및 연성규범의 의의
1. 연성규범의 의의
연성규범(Soft Law)의 법적성격이나 범위에 대해 명확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
나, 의회를 통해 입법된 경성규범(법률)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이해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연성규범이라 함은 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는 거치지 않았지만, 사실상의 구속력을 갖는 규
범이라고 하겠다. 통상 국회에 의해 제정된 법률인 경성규범(Hard Law)에 대응되는 개념
으로 이해되고 있다14). 연성규범의 활용을 통해 유연하고 신속하게 다양한 사회의 변화에
적용 또는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장 먼저 꼽을 수 있겠다. 물론 국회에서의 정해진
입법절차를 거쳐 제정된 법률로 규제해야 할 사항을 연성규범이라는 형식을 통해 규제함에
따라 다양한 의견수렴과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이 무시되고 있다는 점이 대표적인 문제점
이라고 지적되는 부분이라고 하겠다.
미국의 경우에는 연성규범을 통상 ‘공공기관(public institution) 또는 사적 기관
(private institution)이 선언한 기준(standard)이나 원칙(principle) 또는 규정(norm)
의 집합체로서, 그에 대한 구속력(binding effect)이 국가의 제재로 뒷받침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15). 이 외에도 다양한 개념정의가 있겠으나, 넓은 의미에서는 국
12) 최계영, 앞의 논문, 290쪽
13) 위의 논문
14) 곽관훈, “기업에 대한 규제수단으로서 연성규범(Soft Law)의 활용가능성 및 한계-‘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증
권법연구 제18권 제1호 183쪽,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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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정식 입법절차에 따라 제정된 경성규범을 제외한 것을 연성규범이라고 볼 수 있으며,
더욱 좁게는 강제가능성(Enforceability)에 착안하여 경성규범과 연성규범을 구분하는 것
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연성규범 및 경성규범의 비교
우리나라의 경우 연성규범의 법적 성격이나 범위에 대해 명확한 정의가 이루어지지는 않
고 있으나, 국회를 통해 입법된 경성규범(법률)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이해되는 것이 일반적
이라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다. 연성규범은 경성규범(법률)을 제외한 일종의 행위규범
(Rule of conduct)으로서 원칙적으로 구속은 없으나 ‘사실상의 효력’을 가지는 규범의 총
체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연성규범은 국가나 공공기관도 제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16)
연성규범은 국회의 정식 입법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경성규범과 명확하게 구별
이 가능한 개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경성규범과 연성규범이 완벽하게 분리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연성규범도 규제 주체가 규범을 형성하고 피규제주체의 준수를 요구하
는 이른바 ‘위로부터의 규범’이라는 점에서 양자가 명확하게 구분되지는 않기 때문일 것이
다. 물론 우리 법체계에서는 이러한 연성규범은 경성규범의 규제목적 범위 내에서 존재하
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17).

3. 연성규범의 한계
연성규범은 법률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구속력을 갖는 규범이라는 점에서, 법률에 상충하
거나 법률에서 위임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연성규범은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고 있으며, 연성규범을 제정함에 있어 기본적인 원칙이 정립되지 않는다면,
15) Melvin A. Eigenberg, "The Architecture of American Corporate Law: Facilitation And Regulation", 2 Brekeley Bus. L. J.
167, 182(2005)
16) 최난설헌, “연성규범(Soft Law)의 기능과 법적 효력-EU 경쟁법상의 논의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16권 제2호(인하대학교 법학연
구소, 2013), 89면.
1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공직자 행동강령’이라는 제하에 연성규범의 형태인 대통령령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토록 위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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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법률과 충돌하는 연성규범이 제정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연성규범을
제정함에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 할 기본적인 원칙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연성
규범 제정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첫째, 입법과 관련한 기본원칙을 고려
해야 한다는 점, 둘째, 법률과의 정합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셋째, 수범자의 선택권을 보
장해야 한다는 점 등이라고 한다18).

Ⅲ.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연혁
1. 우리나라 반부패 법령의 연혁
부패를 유발할 위험성이 높은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통제에 대하여 국가적 관심이 높아
지고 있음은 세계적 추세라고 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2015년 현행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명 : 청탁금지법) 제정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 관련 규정을
도입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바 있다19). 하지만 이해충돌 방지 관
련 입법을 위한 목소리는 계속 이어져 왔고 지난 2021년 4월 그 결실을 맺기에 이른다20).
공직자의 이해충돌에 관한 관심이 제고되기 시작한 것이 근래의 일임에 비추어 본다면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연혁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 간의 우리나라의 반부패 관련 법제화
현황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생산적이라 하겠다.
우리나라 반부패 법령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공직자윤리법」이라 하겠다21). 공직
자윤리법은 1981년 12월 31일 제정되어 1년 간의 유예기간을 둔 뒤 1983년 1월 1일자로
시행되었다. 공직자윤리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재산등록 및 재산공개 제도, 선물신고 제도,
퇴직자 및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제도 등을 들 수 있다22).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자율
적･능동적으로 공직윤리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른바
공직사회의 자정작용(自淨作用)을 기대하며 입법한 측면이 크다고 하겠다.
18) 곽관훈, 앞의 논문, 190쪽
19) 박준희,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안의 입법과정에 관한 비교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2020, 66쪽
20) 국회사무처, 제386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2021.04.29.)
21) 이와 관련하여 ‘반부패(Anti-Corruption)’ 개념을 강학상 또는 실무상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서 반부패 관련 법령의 범주를 달리 규
정지을 수도 있을 것이다. 본고는 전술한 공직자윤리법에서 이해충돌 방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에 착안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22) 공직자윤리법(법률 제17989호)은 총 7개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 총칙, 제2장 재산등록 및 공개, 제2장의2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제3장 선물신고, 제4장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제5장 보칙, 제6장 징계 및 벌칙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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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기대에 공직사회가 부응하지 못하자 2001년 6월 28일 「부패방지법」을
제정하기에 이른다. 부패방지법에서는 부패행위를 정의하고 그에 따른 부패행위에 대한 신
고, 반부패 정책을 총괄하는 부패방지위원회23)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
다. 부패방지법 제8조는 공무원 행동강령이라는 제하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일정한 금
지와 제한을 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에 근거하여 2003년 5월 19일 「공무원
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이 시행24)되었다.
제정 당시 공무원 행동강령은 금품･향응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 직위를 이
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 등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
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법령 제정 당시 공직자의 이해충돌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본격적 인식이
도입된 것은 아니었다. 또한 부패행위로 발전할 잠재성을 지닌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실효
적인 예방 및 관리는 그간의 법과 제도 하에서는 근본적 문제해결에 여전한 한계점을 지니
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규율 방식으로서의 규범 형식에 초
점을 맞추고 지침(Guideline)에서 출발하여 강령(Code) 그리고 법률(Act)에 이르기까지
연성법(軟性法, Soft Law) 형태에서 경성법(硬性法, Hard Law) 형태로 변화해온 과정을
조망해 볼 것이다.
이 중 현재 공포된 이해충돌방지법의 내용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연성법으로 두고 고찰을 해보고자 한다. 아래 [표 1]은 우리나라 주요 반부패 법령의 연혁
을 일람한 것이다.
【표 1】 우리나라 주요 반부패 법령의 연혁
연번

법령 명칭
직

자

구분

공

2

부

3

공

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법률

2015. 03. 27. 2016. 09. 28.

5

공 직 자 의

법률

2021. 05. 18. 2022. 05. 19.

무

방
원

지
행

리

시행일자

1

패

윤

제정일자

법
동

이 해 충 돌

강

법

법률

1981. 12. 31. 1983. 01. 01.

25)

법률

2001. 07. 24. 2002. 01. 25.

령

방 지 법

시행령 2003. 02. 18. 2003. 05. 19.

23) 부패방지위원회는 2005년 7월 국가청렴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한 뒤, 2008년 2월 29일, 부패방지와 국민의 권리보호 및 구제를 위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와 기능을 합쳐 현재의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 설치된다.
24)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은 2003년 2월 18일 제정되었다.(대통령령 제179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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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해충돌 방지법안 입법을 위한 노력
우리나라의 반부패 법령을 주도적으로 발의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라 한
다)는 그 간 이해충돌 방지제도 구축을 위한 다각도의 시도를 하였다.26) 그 중 대표적인 움
직임은 법안 마련을 통한 제도화라고 할 것인데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위한 법안 발의 현황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3년 권익위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당시 안(案)은 ①부정청탁 금지 ②금품등 수수 금지 ③이해충돌 방
지의 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당해 법률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여론27) 등으
로 인하여 당시 국회 내 소관 상임위(정무위원회) 심의 과정 중 이해충돌 방지 부분을 제외
시킨 뒤 위 ①과 ②만으로 구성된 법안을 입법 완성시킨다. 현행의 청탁금지법이다. 이해충
돌 방지 제도가 포함된 법안의 첫 번째 제출이 이렇게 마무리 된다.
【표 2】 이해충돌 방지 장치의 경성법화를 위한 국회의 심사 현황 - 제1차 법안 제출28)
연번

회의명

회의일자

회의결과

1

국회 정무위원회 회부

2013.08.06.

2

제320회 국회(정기회) 제19차 전체회의

2013.12.06.

3

제32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전체회의

2013.12.10. 상정, 제안설명 및 소위회부

4

제324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

2014.04.25.

상정

5

제32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

2014.05.23.

상정

6

제32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

2014.05.27.

상정

7

제32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

2014.12.02.

상정

8

제329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안심사소위

2014.12.03.

상정

9

제330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

2015.01.08. 상정 및 의결(위원회안 가결)

10

제3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

2015.02.24.

상정

11

제33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

2015.04.21.

상정

12

제332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안심사소위

2015.04.27.

상정

상정

25) 「부패방지법」은 2008년 2월 29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8878호)」이 제정되면서 폐지된다.
26) 권익위는 2012년 1월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이해충돌 관리 매뉴얼’을 발간하였는 바, 이해충돌 관리의 중요성, 이해충돌 확인, 상담,
관리조치 및 위반사항 조치 등의 내용을 수록하고 있었다. 이는 입법 이전 제도개선 차원의 움직임이라고 하겠다.
27) 박준희, 앞의 논문, 44쪽
28) 의안번호는 1906272, 제안자는 권익위, 제안일자는 2013년 8월 5일, 소관위원회는 정무위원회, 회부일은 2013년 8월 6일, 상정일은
2013년 12월 6일이다. 제안회기는 제19대 국회(2012년~2016년)로서 제317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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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회의명

회의일자

회의결과

13

제3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

2015.07.21.

상정

14

제33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

2015.11.17.

상정

15

제33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

2015.11.25.

상정

16

제34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

2016.02.18.

상정

17

제19대 국회 임기만료

2016.05.29.

폐기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제외된 채 청탁금지법이 입법된 직후부터 이해충돌 방지 제도가 부
패예방을 위한 핵심적인 사항이므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다29). 이어진 제20대 국회에서는 제19대 국회에서 제외되었던 이해충돌 방지 관련 부분만
을 독립적으로 구성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제출하였으나 이번에는 국회의 임
기만료로 폐기된다. 제1차 제출 때에는 법률 내에 별도의 장(章)을 설치하여 이해충돌 방지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제2차 제출부터는 독립된 법률을 마련하여 제출한 것이다. 그러나 제
2차 제출의 경우 제20대 국회 임기 만료를 약 5개월 앞두고 정무위원회 회부가 이루어져
면밀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기도 전에 폐기에 이른다.
【표 3】 이해충돌 방지 장치의 경성법화를 위한 국회의 심사 현황 - 제2차 법안 제출30)
연번

회의명

회의일자

회의결과

1

국회 정무위원회 회부

2020.01.09.

2

제37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0.02.20.

상정, 제안설명 및 소위회부

3

제20대 국회 임기만료

2020.05.29.

폐기

이윽고 제21대 국회에서 다시 제출된 동 법률안은 2021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
과하였다. 권익위는 제1차(제19대 국회) 및 제2차 제출(제20대 국회) 경험 그리고 연성법
형태인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시행의 경험이 축적되어 있던 터라 제3차 제출안은 제2차
제출안과 동일하게 진행되었다. 제21대 국회의 임기가 2020년 5월 30일 시작되었고, 다
음 달 25일 국회에 제출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같은 달 2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회부되고
국회에서의 심사 절차가 착수된다. 제380회 국회 임시회에서 제출된 법안은 이듬해인
29) 최계영, 앞의 논문, 313~314쪽
30) 의안번호는 2024480, 제안자는 권익위, 제안일자는 2020년 1월 8일, 소관위원회는 정무위원회, 회부일은 2020년 1월 9일, 상정일은
2020년 2월 20일이다. 제안회기는 제20대 국회(2016년~2020년)로서 제374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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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어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되었는데, 그로부
터 6일 후인 3월 2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
회는 서울 종로구 통인동 소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지난 2018~2020년 사이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지역에 100억
원대의 토지를 투기성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31). 이를 기화로 정무위원회 법안
심사제2소위원회의 법안에 대한 심사는 매우 적극적으로 그리고 빠른 속도로 진행되기 시
작한다. 이러한 정무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권익위의 입법안에 대한 수정 논의32)가 있었고
이에 정무위원장은 2021년 4월 22일 정무위원회안을 마련하여 새로이 상정 후 이를 최종
안으로 의결하게 된다.
【표 4】 이해충돌 방지 장치의 경성법화를 위한 국회의 심사 현황 - 제3차 법안 제출33)
연번

회의명

회의일자

1

국회 정무위원회 회부

2020.06.29.

회의결과

2

제38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2020.07.28.

상정, 제2소위 회부

3

제3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2021.02.24.

상정

4

제3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2021.03.18.

상정/제안설명

5

제38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2021.03.23.

상정/제안설명

6

제385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2021.03.24. 상정/제안설명/축조심사

7

제385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2021.03.31.

상정/제안설명

8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2021.04.02.

상정

9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2021.04.12.

상정

10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2021.04.13.

상정

11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4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2021.04.14. 상정/의결(대안반영폐기)

12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1.04.22.

13

국회 정무위원회 회부34)

2021.04.22.

14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1.04.22.

의결(대안반영폐기)
의결(대안가결)

31) 문화일보, “LH직원, 신도시 ‘100억대 땅투기’ 의혹”,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 021030201030127328001, 2022.04.20. 검색
32) 국회사무처, 제386회 국회 임시회 정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2021.04.22.)
33) 의안번호는 2101023, 제안자는 국민권익위, 제안일자는 2020. 6. 25., 소관위원회는 정무위원회, 회부일은 2020. 6. 29., 상정일은
2020. 7. 28.이다. 제안회기는 제21대 국회(2020년~2024년)로서 제379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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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회의명

회의일자

회의결과

1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2021.04.29.

의결(수정가결)

16

제386회 제4차 본회의 상정

2021.04.29.

원안 가결

17

정부 이송

2021.05.07.

18

국무회의 의결

2021.05.11.

통과

19

법안 공포

2021.05.18.

공포번호 : 18191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2013년 8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지만 이해
충돌 방지 규정과 관련하여 도입 방식, 규정 형태, 적용범위 등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
여 결국 이를 제외한 부정청탁 금지, 공직자의 금품등 수수(收受) 금지만을 포함한 법안을
완성한다. 2018년 4월 시행령 형태인 공무원 행동강령 내 위에서 제외되었던 이해충돌 방
지 규정을 두루 반영하여 연성법화에 성공한다35). 이어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규정
한 단일한 형태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나 제20대 국회 회기 만료로 법률안이 폐기되고,
이어서 제21대 국회에 재차 제출하고 정무위원회 공청회(2021년 3월 17일), 총 8차례에
걸친 법안심사 소위원회 개최 등을 거쳐 2021년 5월 18일 법률안이 공포되기에 이른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가 경성법화에 성공한 것이다.
【표 5】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장치의 경성법화 현황 일람표
연번

법안명칭

의안번호

입법예고기간

제안일자

의결일자

결과

국회

1

부정청탁 금지 및
2012.09.22.
공직자의
1906272
2013.08.05. 2016.05.29.
~ 10.02.(40일간)
이해충돌 방지법안

임기
만료
폐기

제19대

2

공직자의
2019.07.19.
2024480
2020.01.08. 2020.05.29.
이해충돌 방지법안
~ 08.28.(40일간)

임기
만료
폐기

제20대

3

공직자의
2020.05.19.
본회의
2101023
2020.06.25. 2021.04.29.
제21대
이해충돌 방지법안
~ 06.08.(21일간)
의결

34) 국회 정무위원회는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인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
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을 대안(代案)의 이유로 제시하였다. 의안번호는 210918, 제안자는 정무위원장(제안 당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이었다), 제안일자는 2021년 4월 29일, 소관위원회는 정무위원회, 상정일은 2021년 4월 22일, 처리일은
같은 날이다. 제안회기는 제21대 국회(2020년~2024년)로서 제386회였다.
35)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8597호)은 2018년 1월 16일 일부개정되어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대거 포섭하게 되고 같은 해 4월 17일
시행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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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이해충돌 방지법의 유형별 고찰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개관
공직자의 부패 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사전예방적 통제와 사후처벌적 통제로
대별해 볼 수 있다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다. 근래의 반부패 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사전예방
적 통제에 보다 많은 관심이 기울여 지고 있고, 정부부처의 제도개선 역시 사전예방적 통제
에 보다 많은 에너지를 투입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총 4장 26개의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해충돌 방지법의
경우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
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앞서 제시한 이해충돌에 대한 통제
의 수단을 법제화한 것이라고 하겠다. 법안을 살펴보면 제2장에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
지 및 관리, 제3장에서는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제4장에서는 징계 및 벌칙
을 규정하고 있는 바 결국 제2장 및 제3장에 실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이해충돌 방지 의무의 준수 등을 위하여 국가 등의 책무 및 공직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청탁금지법의 그것과 동일하다고 하겠다36).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
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인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관
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
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법 제1조). 그 주요 내
용으로는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법 제5조), 공공기관의 직무 관련 부
동산 보유･매수 신고(법 제6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법 제7조), 고위공
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법 제8조),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법 제
9조),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법 제10조), 가족 채용 제한(법 제11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법 제12조),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법 제13조), 직무상 비밀 등 이
용 금지(법 제14조),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법 제15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등의
보호･보상(법 제18조부터 제20조) 등을 들 수 있는데 이에 관하여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
36) 박준희, 앞의 논문, 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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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한다.
우리나라의 법제에 있어서 이해충돌 방지 장치는 이미 연성법의 형태로 지난 2018년 4
월, 공무원 행동강령 내 들어온다. 그리고 이를 경성법화하기 위한 관계부처 및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노력 등에 따라 지난 2021년 4월 입법화에 이른다. 이를 각 조항별로 살펴보
는 것 보다 조항 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법적 형태(금지･제한･신고)로 대별37)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에서 살펴보는 것은 강학상 주로 사용되는 연성법이 경성법화 되는
과정을 일별(一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존 공무원 행동강령에 규정한 주요 내용(신고･
금지･제한 규정)이 법률로 상향입법 되면서 그 법적 효과가 단순한 내부적 징계보다 형사
벌적인 징역 또는 벌금 등의 벌칙(罰則)으로 강화되었다는 측면의 강조도 한 측면을 이룰
것이다.
아울러 이해충돌 방지 장치와 관련한 사항을 연성법인 공무원 행동강령38)과 입법 전인
정부 발의안39), 그리고 최종 본회의 의결안40)의 세 범주로 나누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
를 통해 우리나라의 이해충돌 방지 장치의 경성법화 과정을 조망해 보고 이를 통해 법 시행
을 앞두고 부족한 지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신고제도의 경성법화 과정 및 그 내용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핵심은 이른바 공직자와 직무관련자(직무관련성을 지닌 자) 사이
의 ‘거리두기’라고 할 수 있는 바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신고 제도가 반드시
구축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신고 제도를 살펴보면 법안에서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총 5가지로서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제5조),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
37) 권익위 내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준비 TF는 보도자료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주요 내용을 총 10개의 행위기준으로 나누어 설명
하고 있는데, 신고･제출 의무 5가지(①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기피 및 조치 ②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③직무관련
자와의 거래 신고 ④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⑤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제한･금지 행위 5가지(①가족 채용 제한 ②수
의계약 체결 제한 ③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④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⑤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가 그
것이다. (국민권익위 소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포, 내년 5월 19일 본격 시행, 권익위 보도자료, 2021년 5월 18일)
38)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30607호, 2020년 4월 7일 일부개정, 2020년 5월 27일 시행)로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제출 시점에
시행되고 있는 그것을 표준으로 삼기로 한다
3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의안번호 : 1023, 제출일자 : 2020년 6월 25일)
40)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법률 제18191호, 2021년 5월 18일 제정, 2022년 5월 19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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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보유･매수 신고(제6조),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제8조), 직
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제9조),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제15조)를 들 수 있다.
행동강령에서는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에 대한 제척기간을 별도로 두지 않았으나, 정부안
에서는 안 날부터 5일 이내로 그 제한을 두었고, 최종안에서는 이를 14일로 늘려 불필요한
위법이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역시 사적 이해관계
의 신고와 마찬가지로 행동강령에서는 제척기간을 별도로 두지 않다가, 정부안에서 안 날
부터 5일 이내로 설치를 하고 최종안은 안 날부터 14일 이내로 확정하기에 이른다. 가장 특
징적인 조항은 퇴직자와의 사적접촉 신고라 하겠는데 권익위 마련안에서는 빠져있던 것을
정무위 논의과정에서 다시 포함시켜 통과시킨다. 연성법 형태로 있던 이해충돌 방지를 위
한 신고제도가 현행 그대로 경성법화 된 것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표 6】 이해충돌 방지장치로서의 『신고』 제도의 경성법화
구분

공무원 행동강령
(대통령령, 2018)
조항 제5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1.
제목
사적
공무원은 사적 이해관계에
이해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일 경
관계의
주요
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서면
신고
내용
신고

제5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의결안, 2021)
제5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
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속기
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
로 신고 및 회피 신청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
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 신고 및 회
피 신청

조항 제16조

제8조

제9조

제목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2.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
직무
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
관련자
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
거래 주요 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
신고 내용 원과 직접 거래행위 등을 하
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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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는 자신,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비속이 공직자 자신의 직무
관련자와 거래 등을 한다는
것을 사전에 안 경우에는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속기관
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

공직자는 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
계사업자가 공직자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거래 등을 한
다는 것을 사전에 안 경우에
는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
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
면으로 신고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경성법화 과정에 관한 연구

공무원 행동강령
(대통령령, 2018)

구분

조항 제5조의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정부안, 2020)
제7조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
3.
제목
무활동 내역 제출
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고위
공직자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
민간
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분야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 주요 는 임기 개시 전의 3년 간의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
활동 내용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내역을 그 직위에 임용되거
내역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출
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
제출
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
조항 제5조의6

“없음”

제목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없음”
4.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 소
퇴직자
속 기관의 퇴직한 날부터 2년
사적
이 지나지 아니한 퇴직자와
접촉 주요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 “없음”
신고 내용 이 하는 행위 등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
게 신고
조항 “없음”
제목

“없음”

5.
부동산
보유 및
매수 주요
신고 내용 “없음”

제6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의결안, 2021)
제8조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
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
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
내역을 그 직위에 임용되거
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
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
제15조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인 소
속기관의 퇴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사람)와 사적 접촉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을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제6조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보유･매수 신고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취급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일정
한 이해관계자가 소속 공공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부동
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취급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일정
한 이해관계자가 소속 공공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부동
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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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지제도의 경성법화 과정 및 그 내용
법안에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하여 공직자의 행위제한 유형의 하나인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총 4가지로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제13조),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제10조),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제14조), 비밀누설 금지(제23조)를 들 수 있다.
우선 공용물의 사적 사용 금지(제13조)의 경우 공직자들이 공공기관의 물품 등을 관행적
으로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통제하고 규제
할 필요가 있음에 착안하여 입법을 하였다. 직무 관련 영리행위의 금지(제10조)는 공직자
가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과 같은 외부활동을 할 경
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거나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일정한 제한을 할 필요
가 있음에 착안하여 설치한 조항이라 하겠다. 조항의 제목이 공무원 행동강령에서는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였다가 정부안에서는 이를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으로 바꾸었고
이것이 최종 입법에 이른다.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제14조)의 경우는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이라고 하였다가 정부안 및 최종안에서는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로 바꾸었
다. 이는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 거
래를 할 경우 개인적 부패행위를 넘어 공정한 자원 배분 및 시장경제 질서를 왜곡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원천 차단할 필요가 있음에서 착안한 조항이다. 전술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사건으로 촉발된 비위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조항이기도 하다41).
【표 7】 이해충돌 방지장치로서의 『금지』 제도의 경성법화
구분

공무원 행동강령
(대통령령, 2018)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정부안, 2020)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의결안, 2021)

조항 제13조
제12조
제13조
1.
공용물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
사적 제목 금지
수익 금지
용･수익 금지
사용
41)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제3자의 재물∙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공직자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본 법에서 가장 중한 형으로 다스리고 있음에 미루어 본 조항은 이해충돌 방지법이 경성법화 되는데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하
였음을 넉넉히 짐작할 수 있다.(법 제1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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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정부안, 2020)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의결안, 2021)

공무원은 관용 차량･선박･
항공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주요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
내용 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
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 금지

공직자는 공공기관이 소유
하거나 임차한 물품･차량･
선박･항공기･건물･토지･
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
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
여금 사용･수익 금지

공직자는 공공기관이 소유
하거나 임차한 물품･차량･
선박･항공기･건물･토지･
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
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
여금 사용･수익

조항 제5조의3

제9조

제10조

공무원 행동강령
(대통령령, 2018)

구분

수익
금지

2.
직무
관련
영리
행위
금지

제목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주요 노무･조언･자문을 제공하
내용 고 대가를 받는 행위 등 직무
관련 영리행위를 금지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조언･자문을 제공하
고 대가를 받는 행위 등 직무
관련 영리행위를 금지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조언･자문을 제공하
고 대가를 받는 행위 등 직무
관련 영리행위를 금지

조항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목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래 등의 제한

3.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직무상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비밀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
이용
주요
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금지
내용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
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금지

4.
비밀
누설
금지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
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
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
위 등을 금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
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
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 등을 금지

조항 “없음”

제21조

제23조

제목 “없음”

비밀누설 금지

비밀누설 금지

주요
“없음”
내용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고
위공직자의 업무활동 내역
신고,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
자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 부
여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고
위공직자의 업무활동 내역
신고,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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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한제도의 경성법화 과정 및 그 내용
법안에서 이해충돌 방지 장치로서 공직자에게 행위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가족
채용 제한(제11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제12조)의 2가지 경우를 들 수 있다.
먼저 가족채용 제한(제11조)의 경우 공공기관이 공개경쟁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
속 고위 공직자 등의 가족을 채용할 경우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위험이 대단히 크므로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에 착안하였다.
공무원 행동강령에서는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
었는 바 이는 채용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닌 채용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고
있었음이 특징적이다. 그러나 통과된 최종안에서는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 채용 자체를 원
천차단하고 있는 바 이는 제한이 아닌 본래 의미의 금지라고 하겠다42). 반면에 수의계약 체
결 제한(제12조)의 경우는 전술한 가족 채용 제한 조항과 그 구조면에서는 동일하나 수의
계약 체결 자체를 원천 차단하고 있었다는 데에서 가족채용 제한 조항과 근본적 차이가 있
다. 최종안에서는 이러한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었다.
【표 8】 이해충돌 방지장치로서의 『제한』 제도의 경성법화43)
구분

1.
가족
채용
제한

공무원 행동강령
(대통령령, 2018)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정부안, 2020)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의결안, 2021)

조항 제5조의4

제10조

제11조

제목 가족 채용 제한

가족 채용 제한

가족 채용 제한

고위공직자･인사업무 담당 공공기관은 소속 고위공직
자･산하기관 담당자 등은 자 자 및 채용업무 담당자의 가
주요 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 족 채용 자체를 금지
내용 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등 금지

공공기관은 소속 고위공직
자･ 채용업무 담당자･산하
기관 담당자 등의 가족 채용
자체를 금지

42) 박준희, “공무원 행동강령의 체계 정합성 강화를 위한 입법론적 고찰”, 법제처 법제, 2020, 21쪽
43)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영 제15조), 경조사의 통지 제한(영 제17조) 관련 사항은 이해충돌
방지 장치로 바라보기에는 입법 취지, 제도적 측면 등에서 직접적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논의의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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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
수의
계약
체결
제한

공무원 행동강령
(대통령령, 2018)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정부안, 2020)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의결안, 2021)

조항 제5조의5

제11조

제12조

제목 수의계약 체결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고위공직자･계약업무 담당 공공기관이 소속 고위공직자 공공기관이 소속 고위공직자
주요 자･산하기관 담당자 등은 자 등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등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내용 신이 소속된 기관 등과 수의 수의계약 체결 자체를 금지 수의계약 체결 자체를 금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해충돌 방지 제도가 처음으로 입법을 위한 논
의의 대상이 된 것은 2013년 8월 5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출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었다. 그러나 국회 정무위 논의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 제도44)가
빠지게 되고 2018년 공무원 행동강령 내 당시 제외되었던 이해충돌 방지 제도가 상당 부분
포섭된다. 연성법화에 이른 것이다. 그리고 이를 법률로 상향입법하기 위한 노력이 전개되
었고 총 3회에 걸친 국회로의 제출 끝에 2021년 4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경성법
화, 즉 법률로 완성되기에 이른다.
이러한 입법의 변화 속에서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주요 내용은 최초로 등장한 2013년 원
안의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당시 수립되었던 제도와 설치된 법률 조항이 거의
그대로 현재 입법화 되었고, 다만 일부 공공기관의 비위 행위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입법 논
의가 가속을 받은 것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비위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특정 사항을 다룬 2
개의 조항이 추가적으로 신설되었다고 정리할 수 있겠다.
요컨대, 2018년 4월 이래 연성법 형태로 이미 가지고 있던 이해충돌 방지 장치가 이제
경성법 형태로 상향입법되었고 시행령(대통령령 제32308호)까지 마련되었는 바, 이해충
돌 상황을 마주한 공직자가 공정하고 합법적으로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법적 지침으로서의
역할 수행이라는 입법 목적이 현장에서 성실히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겠다. 신고･금지･
제한 형태로 입법이 되는 과정에서 연성법에 없던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법 제6조)45)’ 조항과 ‘비밀누설 금지(법 제23조)46)’ 조항이 신설되었음은 특이한 지점
44) 당시 법안에서는 제4장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라는 제목 아래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총 10개의 조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
45) 제6조(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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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아래 [표 9] 참조) 이는 국회 심사 중에 전술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사건 등이 발생함
으로써 입법을 촉진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한 것이라 하겠다47). 청탁금지법 시행 당시 동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공직자가 수수(收受)할 수 있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
과 같은 예외규정이 마치 법의 상당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인 양 ‘과잉대표’되는 일이 이
해충돌 방지법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동법 제6조 및 제23조를 체계 정합성 안에서 전체
적인 해석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실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5.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서의 징계 및 벌칙
공무원 행동강령에서는 이러한 이해충돌 방지 장치에 대한 위반의 효과로서 징계를 규정
하고 있다. 즉 영 제19조는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이라는 제하에 제1항에서 누구든지 공
무원이 이 영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
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고 한다. 그에 따른 법률 효과로
영 제20조는 징계 등이라는 제하에 제19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해
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즉, 연성규범 형태인 행동
강령은 내부적인 징계가 그 실효성 확보 수단의 전부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이해충돌방지
①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속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공직자 자신, 배우자
2.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외의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소속 공공기관이 택지개발, 지구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는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 매수 후 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내용･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6) 제23조(비밀누설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공직자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의 업무로서 제8조제4항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또는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의 처리에 관한 업무
2. 제8조에 따른 고위공직자의 업무활동 내역 보관･관리에 관한 업무
3. 제9조에 따른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업무
4. 제15조에 따른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업무
47)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MSF)에 따르면 정책문제의 흐름이 다른 정치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과 결합하여 정책의 창이 열리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는 바, LH사태는 이른바 정책문제의 흐름의 한 요소라고 설명할 수 있겠다. Kingdon은 Cohen, March&Olsen의 쓰레기
통 모형을 수정･변형하여 다중흐름모형을 구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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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살펴보면, 법 제26조에서 징계라는 제하에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가 이 법 또
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하여 필요적 징계 사항
으로 보다 강화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제27조는 벌칙48), 제28조는 과태료49) 규
정을 두고 있는 바, 이해충돌 방지 장치에 대한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고 하겠다.

48) 제27조(벌칙) ①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공직자(제16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제2항제1호에서 같다)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2.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
여금 이용하도록 한 공직자
2.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3.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3조를 위반하여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2.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자
⑤ 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죄를 범한 자(제1항의 경우 그 정을 아는 제3자를 포함한다)가 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
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49)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을 한 공직자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을 한 공직자
3.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같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 출석, 진술 또는 진술서 제출을 거부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
2.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부동산 보유･매수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
3.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
4. 제10조를 위반하여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한 공직자
5. 제13조를 위반하여 공공기관의 물품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한 공직자
6.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의2의 특별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한 고위공직자
2.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
④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서는 그 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재판 관할법
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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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우리나라에서 이해충돌 방지 제도가 최초 제기된 2013년 이래 연성법화 되는데 까지 만
7년, 경성법화 되는데 까지는 만 9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 간의 부패방지를 위한 제반
법률과 제도가 사후 통제(적발) 중심이었음에 비추어 볼 때 이번에 제정한 이해충돌방지법
은 부패행위로 나아가기 이전 즉, 부패의 사전 예방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바, 이는 본래 의
미의 반부패 제도라 하겠다.
아울러 여러 나라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해충돌 방지 관련 입법은 정치적 스캔들의 여
파로 제정되거나 강화되는 경우가 많다50). 그 간의 상황을 되돌아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역
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사건이 촉발되면서 정책적 트리거(Trigger)
의 역할을 하였고 이것이 공직 비위에 대한 부정적 여론 확산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열망을 끌어올려 입법화 완성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이다.
공적 의사결정의 공정성과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자 절차라고 할 수 있는 이해충돌 방지 장치의 경성법화 과정을 관찰하면서 다음의 입법론
적 방향을 제언해 본다.
첫째, 이해충돌 방지법의 집행력(執行力) 강화를 위하여 적용상의 내실을 기하여야 하겠
다. 주무부처인 권익위는 2022년 5월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마련
및 당해 법률의 전파교육에 주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51). 법률에서 사전통제로서의 의미
를 갖는 신고 및 금지･제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입법을 한 사항은 총 19
가지52)로서 이와 관련한 실무상의 행정착오가 발생치 않도록 시행령을 촘촘하게 적용하여
야 할 것이다.
둘째, 이해충돌 방지법의 실행력(實行力) 강화를 위한 실무적 대책이 필요하다. 연성법
형태인 공무원 행동강령 내 이해충돌 방지 장치가 그대로 경성법화 되면서 이제는 명실상
부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제도적으로 갖춘 국가가 되었음은 자명하다. 그러나
50) 박경철, “영국의 공직자 부패행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5, 24쪽
박규환, “독일의 공직자 부패행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5, 40쪽
장원규, “오스트리아의 공직자 부패행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5, 24쪽
51) 국민권익위 소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포, 내년 5월 19일 본격 시행(권익위 보도자료, 2021년 5월 18일)
52) ①법 제2조제3호 라목 ②법 제2조제3호 파목 ③법 제2조제6호 바목 ④법 제2조제6호 사목 ⑤법 제2조제6호 아목 ⑥법 제5조제1항제
16호 ⑦법 제5조제3항제1호 ⑧법 제5조제5항 ⑨법 제6조제1항 ⑩법 제6조제2항 ⑪법 제6조제4항 ⑫법 제7조제5항 ⑬법 제8조제5항
⑭법 제9조제1항 ⑮법 제9조제4항 ⑯법 제12조제1항 ⑰법 제15조제2항 ⑱법 제19조제2항 ⑲법 제19조제6항

24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경성법화 과정에 관한 연구

당해 규정 중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라든지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분
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등 신고가 중심이 되는 조항의 경우 이해충돌 방지 장치가 포섭된
행동강령 시행(2018년 4월 ~ 2021년 6월) 기간 중 미준수로 적발된 사례 또는 감사 지적
사례를 찾기 어려워 종국적으로 조항의 실효성(實效性)에 의문을 품게 된다. 이해충돌 방지
법 각 조항들이 실제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실행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각종
사무처리 운영지침 등의 마련 등) 또는 각급 기관별 실무적 노력(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안
정적 운영을 위한 표준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공무원 행동강령이 연성 규범으로서 행정부 소속의 공무원만을 그 규제(통제) 대상으로
삼았던데 반하여, 경성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이해충돌방지법은 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직
유관단체 등 공직자 대상의 규제가 가능해져 실행력의 범위 차원에서도 경성규범화의 정당
성을 찾을 수 있겠다.
일련의 팬데믹 상황에서 거리두기를 통해 우리 신체의 건강을 지킬 수 있었다. 공직자는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과 자신의 사적 이익 사이에서 ‘거리두기’를 할 때 건강하고 공
정한 직무수행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거듭 강조하면서 청렴한 세상을 꿈꿔본다.
【표 9】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연성법 및 경성법 관련 내용
구분

신고

공무원 행동강령
(대통령령, 2018)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정부안, 2020)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의결안, 2021)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제5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제5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제5조)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제16조)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제8조)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제9조)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제5조의2)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제7조)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제8조)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제5조의6)

“없음”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제15조)

“없음”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제6조)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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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공무원 행동강령
(대통령령, 2018)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제13조)

금지

제한

26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정부안, 2020)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의결안, 2021)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금지
수익 금지
(제13조)
(제12조)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제12조)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제13조)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제14조)

“없음”

비밀누설 금지
(제21조)

비밀누설 금지
(제23조)

가족 채용 제한
(제5조의4)

가족 채용 제한
(제10조)

가족 채용 제한
(제11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5조의5)

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11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12조)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제5조의3)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제9조)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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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hard legalization process about Prevention
Institution of Conflicts of Interest

Jun-Hee PARK
Deputy Head of Department, Postal Savings and Insurance Development Institute
Integrity Instructor,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Methods for controlling corruption in public officials can be broadly divided
into preventive control and post-punitive control. In relation to the recent
anti-corruption system, more attention is paid to preventive control and it is a
well-known fact that most of countries are investing considerable energy in
preventive control as well as institutional improvement.
It is a global trend that the national level of interest is increasing in the
control of conflicts of interest situations with a high risk of causing corruption.
In Korea, in the process of enacting current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in 2015, efforts were made to introduce regulations related to the
prevention of conflicts of interest. But it was failed to cross the threshold of the
National Assembly. However public opinions for legislation related to the
prevention of conflicts of interest have continued to come to fruition in April
2021.
In Korea's legal system, the device for preventing conflicts of interest has
already been introduced in the form of a soft law in the Code of Conduct for
Public Officials(Enforcement Decree) in April 2018. And according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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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orts of the relevant ministries and the standing committee under the
National Assembly to make it a hard law, it will be enacted into legislation in
April 2021. This series of hard legalization process is to be analyzed focusing
on the change from the soft law form to the hard law form. In this case, rather
than looking at the whole law in an abstract way, the detailed form(Report ･
Prohibition ･ Restriction) for preventing conflicts of interest within each law.
We would like to examine it by dividing it.
In addition, the matters related to the conflict of interest prevention device
ar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 the Code of Conduct for Public Officials as a
Soft Law, the government initiative before legislation and the final plenary
resolution (The Conflict of interest Prevention Act).
According to this study, we will take a look at the process of enforcing the
hard legalization of the conflict of interest prevention device in Korea and
examine whether there are any shortcomings in the process of enforcing the
hard law and whether there are any deficiencies in the application of the law
ahead of the enforcement of the law, Act on the prevention of conflict of
interest related to duties of public servants.

Key Words: Conflict of Interest, Public Official Ethics, Conflict of Interest
Prevention Act, Anti-Corruption, Soft Law and Hard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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