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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it necessary to revise Kim Young Ran Act now?  

안녕하세요, 이번 주 주제는 [김영란법의 개정은 적절한가]입니다. 시행된 지 일년여 만에 결정된 개정입니다. 공

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상한액을 농수축산품과 농수축산품 가공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고 대신에 경조사비는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축소했습니다.  

법 개정을 진행한 이유는 법 조항의 세부 내용을 군데군데 보완해 법을 더 현실성 있게 완성하자는 취지입니다. 

김영란법이 한국 사회를 더욱 청렴하게 만들었으며 더 확실한 시행을 위한 이 법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실효성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잘 정착해 가고 있는 법안을 1년만에 개정하면서 앞으로 계속

적인 개정의 요구가 있을 것이고 특정 산업을 위한 법 개정이라는 비판도 많습니다. 

이번 토론을 통해 지난 일년 간 김영란 법의 효과에 대해 알아보고 과연 이번 개정이 적절한 지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ation should step up anti-corruption drive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CRC) has decided to allow civil servants, teachers and 

journalists to receive agricultural, livestock and fisheries products as gifts as long as their value does not 

exceed 100,000 won ($90). The price cap is exactly double the current amount. 

 

The decision came as part of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s efforts to boost the consumption of such 

products by raising the price ceiling. It is designed to help farmers, livestock breeders and fishermen who 

have suffered the most under the anti-graft law. 

 

The law, also known as the Kim Young-ran Act, went into effect in September last year. It was named 

after the former ACRC chief who initiated the anti-corruption legislation. The law bans public officials, 



teachers and journalists from being treated to meals in excess of 30,000 won, receiving gifts valued over 

50,000 won and accepting congratulatory or condolence money of more than 100,000 won. 

 

On Monday the commission decided to double the gift limit for the farm products, while cutting the 

monetary acceptance cap in half. The government now plans to approve the decision so that it can 

implement the new rule well ahead of the Feb. 16 Lunar New Year holiday when demand for such products 

is in high demand. 
 

However, the commission's actions have raised questions about the liberal government's will to root out 
deep-rooted corruption in officialdom and politics. It has also sparked a controversy over the legitimacy 
and fairness of the decision. 

 

Officials argue the move does not necessarily mean a retreat from Moon's commitment to eradicate the 
accumulated evils of Korea. They claim the changed regulation is stricter than the previous one, citing the 

toughened money acceptance limit. 

 

But critics say it is not fair to hike the gift restriction only to the benefit of a specific group of people. They 

ask, "What if other groups also press for a similar demand?" Actually, ginseng growers and breeders of 

Korean cattle have called on the commission to increase the cap to 200,000 won. They are expected to 

raise their voice for the easing of the rule. 

 

Also at stake is the decision-making process. The anti-corruption commission held a board meeting Nov. 

27 to put the proposed revision to a vote. Board members voted it down. Is it legitimate to approve it 14 

days after its rejection? The board decided to change the regulation without voting, despite some 

members still opposing it. It cannot be seen as a democratic decision-making process. 

 

Most people want to see the nation stepping up its campaign against rampant corruption, especially 
following the massive influence-peddling and graft scandal involving ousted President Park Geun-hye 
and her aides. It is time not to soften, but to get tougher with corrupt officials and politicians. 

 

 

Additional Articles 

60% of Koreans support easing of anti-graft law 

More than six out of 10 Koreans are in favor of having the anti-graft law, the so-called Kim Young-ran Act, 

revised to ease price caps for gifts, according to an opinion survey, Monday.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CRC) is scheduled to review the revision of the law on 

Dec. 11 — whether to raise the price cap of gifts which public servants, journalists, private school teachers 

and their spouses can accept from the current 50,000 won ($46) to 100,000 won if the gifts are agricultural 

and marine products — a measure to help the agricultural and fisheries industries which have seen large 

decreases in sales. 



The envisioned revision also plans to reduce the amount for congratulatory and condolence money from 

100,000 won to 50,000 won. 

The poll conducted by Realmeter showed that 63.3 percent of the respondents support the change. Only 

27.5 percent of them oppose it. The support rate was particularly high among those in the agriculture and 

fisheries industries, standing at 80.9 percent.  

According to separate research conducted by the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the sales of agricultural 

produce gift sets decreased by 25.8 percent for Seollal in 2017, or the Lunar New Year holiday, compared to 

the 2016 holiday.  

Earlier on Nov. 27, the ACRC's decision-making body rejected the revision with a slim margin. The outcome 

drew enormous flak from farmers and fishermen, who want changes and sales hikes for the next Seollal, 

which will fall in February next year.  

After the decision, Prime Minister Lee Nak-yon said the government will again try to revise the law this year. 

"It is pointless to revise it after next year's Seollal, since many farmers and fishermen are looking forward to 

the change," Lee said in a debate last week.  

And the ACRC will review it again Dec. 11. Even though the ACRC endorses the revision, the price cap for gifts 

other than agriculture, livestock and fisheries products would remain at 50,000 won.  

Unlike the move by the Prime Minister, some civic groups claim to uphold the act to eradicate corruption in 

society. Former ACRC head Kim Young-ran, who initiated the act, spoke against the envisioned change.  

"I feel for the industries suffering because of the act, but society should not revoke the original purpose of 

the act," he said in a radio interview Monday. "It's improper to claim, though, that easing the rule would be 

effective in helping the agriculture and fisheries industries." 

 

Koreans Split over New Anti-Graft Kim Young-ran Law 

Anchor: It's been a year since the Kim Young-ran anti-graft law was put into effect, banning public sector 

workers, university professors and journalists from receiving pricy meals or gifts. While a majority of the 

public agrees with the fundamental premise of the law, some argue that the law should be eased to a certain 

degree. 

 Oh Soo-young reports. 

   Report: A year after Korea’s antigraft law was enforced, primary school teacher Kang Seo-yeong in Seoul 

says she's not expecting hefty holiday gifts this Chuseok thanksgiving. 

   [Sound bite: Kang Seo-young - Primary school teacher (English)] 

“I used to get a lot of gifts like branded makeup, scarves and gift cards and I used to feel stressed because I 

feel a little obligation to pay extra attention on the kids whose parents give me gifts but I don’t have that 

stress anymore." 



   The so-called Kim Yong-ran law prevents public servants, educators and journalists from receiving free 

meals worth more than 30-thousand won, or about 26 dollars.  

   They cannot receive gifts of more than 50-thousand won and traditional cash donations for weddings 

and funerals cannot exceed 100-thousand won. 

   A survey commissioned by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on Monday shows that one in nine 

South Koreans support the anti-graft law. In fact, ninety-five percent of those employed in the public sector 

expressed their approval. 

   However, there are lingering concerns about its impact on the local economy as merchants complain 

about the drop in holiday sales. 

   [Sound bite: Yoo Jae-young - Manager of a quality meat shop in Seoul (Korean)] 

 "In the past, we had a lot of professors come for gifts but after the law was passed, no one is coming. Not 

even those from the nearby university. Whether they are professors, or civil servants or anyone employed in 

the public sector." 

   [Sound bite: A sea food store owner (Korean)] 

 "After the Kim Young-ran law, customers buy less gifts and their monthly company gathering are now once 

in two months. That's because the gift prices are fixed by the law... During holidays, we were busy wrapping 

gifts but we are not busy now. It's almost like we are playing around here doing nothing. Our holiday sales 

dropped almost 50 percent." 

   Professor Chun Sam-hyun of Soongsil University says the scope of the law should be narrowed down. 

   [Sound bite: Chun Sam-hyun - Professor of Law, Soongsil University (Korean}] 

 "So it could potentially shrink the economy. Considering the current price level in Korea, 30-thousand and 

50-thousand won is not enough. I think we should expand the amount by twice at least and reduce the 

amount of people subject to the law, to those who have conflict of interest.” 

 Others like Professor Song Gyeong-jae of Kyung Hee University argue that scaling back would defeat the 

fundamental purpose of the law. 

   [Sound bite: Song Kyong-jae - Professor of Kyung Hee University (Korean}] 

 "I believe the law should actually be strengthened to remove graft and corruption once and for all. It may 

seem there are immediate losses but in the long run, the societal transparency can rather vitalize the 

economy.” 

 In an interview with KBS, former Supreme Court Justice Kim Young-ran who proposed the law said that the 

public must focus on the spirit of the law.  

   [Sound bite: Kim Young-ran - Professor of Sogang University Law School (Korean)] 

“I still believe that these numbers are not important. It is, fundamentally, a law that stipulates that people 



shouldn’t be treating public workers with meals or gifts. ... This law is like drawing the line for civil servants, 

media workers and teachers to start observing the norm in conducting their jobs. A new norm has been 

created." 

Amendments to the “Kim Young-Ran Act,” Why the Hurry? 

On December 11,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reviewed and passed the amendment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a.k.a. Kim Young-ran Act). According to 

the amendment, public officials can receive gifts valued at up to 100,000 won on condition that the gifts 

are agricultural products or processed goods with more than 50% of agricultural content. The amendment 

also lowered the maximum amount of cash gifts to 50,000 won. As a result, the upper limit for meals, gifts, 

and cash gifts has been adjusted to 30,000 won, 100,000 won (for agricultural gifts), and 50,000 won 

respectively from the previous 30,000 won, 50,000 won, and 100,000 won. The commission agreed to 

lower the maximum limit for cash gifts for weddings and funerals to half the previous amount to reduce the 

burden on the citizens. Given that the people‘s burden of cash gifts actually increased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Kim Young-ran Act, with people complaining that the standard for cash gifts has practically been set 

at 100,000 won, it was a reasonable decision to lower the maximum to 50,000 won. However, raising the 

upper limit for agricultural gifts after fierce opposition from farmers and fishermen, who argue that their 

sales have fallen by more than 30% after the law was enforced, can be controversial.  

The Kim Young-ran Act significantly changed the Korean society. There are no arguments on the fact that 

the government has encouraged a transparent culture, after it pulled the brakes on illicit solicitation and 

excessive hospitality, which had been the common practice. Several surveys show that 80~90% of the 

citizens are in favor of the Kim Young-ran Act. Thus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why the government rushed 

to revise the enforcement decree just a year and three months after the bill was enforced. Article 45 

(reexamination of regulations) of the enforcement decree stipulates,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shall review the validity of the following matters by December 31, 2018 and take necessary 

measures including making improvements.” In other words, the government had sufficient time to revise the 

bill while securing public support. Kim Young-ran, the former chairperson of the commission who led the 

enactment of the original bill said, “Making adjustments to increase the amount, which will work against the 

purpose of the bill, is not desirable.” On November 27, the commission had reviewed and voted against an 

amendment of the bill. Two weeks later, the commission passed the latest amendment, after a few changes 

in numbers to the previous amendment. It’s no wonder that the government is being criticized for trying to 

gather rural votes for next year‘s local elections.  

 Amending articles that are unrealistic or that can cause damage to certain industries is appropriate. But if 

we begin to mend our bills after recognizing exceptions, they are likely to end up as rags. Just like farmers 

and fishermen, restaurant owners can demand a higher cap on meals due to their sharp drop in sales. The 

government’s rush to amend the enforcement decree was not only inappropriate, but it is likely to trigger a 

heated debate on the issue of equity. The government should realize that observing the spirit of the law is 

just as important as making sure that the law does not stand apart from reality. 

 



[청탁금지법 1년] '청탁금지법 개정' 국민여론 팽팽..."강화해야" VS "완화해야" 

오는 28일 시행 1년을 맞는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관련 개정을 놓고 정치권과 산업계, 일반시민들 간의 의

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치권과 산업계에선 청탁금지법 실시 이후 산업 전반에 침체를 불러오고 있다며 개정요구를 강력히 주장하는 

반면, 일반시민들은 부정청탁이나 뇌물 및 금품수수 등 관련 사례들이 현저히 줄었다며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법안 도입 초기 온 국민의 관심을 한 몸에 받으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1년이 지난 

이 법이 무사히 연착률할 수 있을까하는 염려와 함께 법 개정에 대한 정치권 안팎의 요구를 국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 청탁금지법 개정 찬성 52% VS 반대 41% 의견 팽팽 

시행 초기 우리 사회에 커타란 변화와 파장을 몰고온 '부정청탁금지법'은 시행 1년을 맞아 현행법을 강화해야 한

다는 의견과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특히 부정청탁금지법 개정 관련 국회의원들의 입법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대표적 법안이 지난해 8월 당시 우

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시안 5·10·10 개정안이다. 현행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상

한액을 식사 5만원, 선물 10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상향하자는 주장이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6월 성인 1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김영란법' 개정 찬반조사 결과에 따르면, 절

반이 넘는 52%가 피해 감소를 위해 상한액을 높여야 한다는 개정 의견을, 41%가 청탁 근절을 위해 현재가 적당

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나머지 7%는 '모름'이나 '응답거절'의 의견을 보였다. 

지난 22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김영란법' 개정 찬반조사 결과 역시 개정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전반적으로 

앞섰지만 현행법을 유지하거나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조사에 따르면 현행 유지 또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41.4%로 다소 높게 나타났지만, 국내산 농축산물에만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25.6%, 식사 10만원·선물 10만원·경조사비 5만원(10·10·5)로 높여야 한다는 의

견이 25.3% 등 일부 개정에 동의한다는 의견도 절반을 넘어섰다.  

또 리얼미터가 올해 1월 조사한 청탁금지법 상향조정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 결과 찬성이 49.6%, 반대가 40.3%

로 나타나 찬성여론이 다소 앞선반면, 직전 조사인 지난해 8월 3일 조사와 비교하면, 찬성 의견(30.0%)은 19.6%

포인트 대폭 상승한 반면, 반대 의견은(59.3%)은 19.0%포인트 급락했다.<아래 그래프 참고>   

한국갤럽 관계자는 "국민들 전반적으로 김영란법 자체를 찬성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지만, 관련 업계 종사

자들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데도 공감하고 있다"며 "추석 이후 한차례 진행될 조사가 국민여론을 묻는 바로미

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청탁금지법 취지에는 공감…경기침체·소비심리 위축 등 '풍선효과'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공통된 결과는 청탁금지법 취지에는 백번 공감하고 이해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

치권과 산업계 전반에선 청탁금지법 실시 이후 경기침체·소비심리 위축 등 부정적 효과들이 '풍선효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지난 20일 한국 사회학회가 실시한 '청탁금지법 1년' 여론조사에서 찬성 비율은 85.4%에 달했고, 청탁금지법이 

현행처럼 유지되거나 더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70%를 웃돌았다. 또 청탁금지법으로 '수입에 변화가 없다'는 

응답은 70%로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30%)는 답변을 상회했다.  

또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9.4%가 법 시행 효과가 있다고 답했으며, 이중 43.8%는 효과가 크다고 생각했다. 

효과가 별로 없거나 전혀 없다고 답한 사람은 10.5%에 그쳤다. 

하지만 정치권과 산업계, 특히나 중소업계와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들을 중심으로는 청탁금지법이 법적 취지에 

맞지 않게 경기침체를 조장하고 가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차원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가 지난 21일 화훼 도소매, 농축수산물 도소매, 음식점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300개사를 대상으로 김영란법 시행 이후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56.7%가 "매출이 줄었다"고 응답했다.  

조사에 따르면 매출이 감소했다고 한 업체들의 경우 평균 감소 비율은 34.6%이었고, 5인 미만의 사업자의 76.7%

가 "매출이 감소한다"고 응답하면서 영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피해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악화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부터 불거졌던 부작용 중 하나다. 정부가 

나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줄 정책을 마련해야 청탁금지법의 의미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도 청탁금지법 일부 개정에 대한 의지가 없는건 아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최근 "연말 안으로 청탁금지법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해서 필요하고도 가능한 대안을 내겠다"고 말했다. 이는 올해 안에 일부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가'김영란법'을 고친다는데…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 1년여만에 바뀔 가능성이 커졌다. 식사대접, 선

물, 경조사 부조의 상한선을 3만,5만,10만원에서 5만,10만,5만원으로 변경하자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법 개정 논의는 판매가 줄어든 화훼생산업자, 농축수산물 생산자, 요식업계의 생존 하소연에서 시작됐다.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심하다는 불만도 여기에 가세했다. 하지만 신중론도 만만찮다. 공직사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도

입한 법을 1년만에 바꾸면 언제 투명사회로 가느냐는 반론이다. 논란의 와중에 국민권익위원회가 법의 여러 조항

을 손대는 개정 작업을 시작했다. 김영란법 부분 개정은 적절한가. 

○찬성  

“과도한 독소조항 개정 필요법의 실효성 제고에 도움될 것” 

김영란법을 정부안으로 만들었던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총리실에 이 법의 개정안을 보고했다. 농축산업자, 화훼

농가의 민원을 받아들이는 모양새다. 권익위 개정안은 법 조항의 세부 내용을 군데군데 보완해 법을 더 현실성

있게 완성하자는 취지다. 전체적으로 시행 1년을 넘기면서 이 법이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으며, 법 제정의 취

지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더 확실한 시행을 위한 보완적 법 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선물과 식사비용에 대한 한도를 높이자는 것은 관련업계의 충격을 줄여주자는 의도다. 국공립대 교수의 외

부 강연료도 시간당 30만원 한도에서 100만원으로 올리려는 것은 교수사회의 불만을 수용하는 차원이다. 공직

자들이 민간에 청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도 새로 들어갈 전망이다. 공직자간 또는 공직자에 대한 민간인의 

부정청탁 금지는 기존에도 있었지만, 그 반대 경우에는 처벌 조항이 없었다. 법적용 대상자들의 외부강의에 대한 

의무적 신고조항은 ‘대가가 없을 경우 사전신고 불필요’쪽으로 바뀌고, 청탁금지법 서약서도 매년 제출하게 한 

것을 입사(입직)후 1회 작성으로 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규정의 완화다.  



권익위의 개정안은 이 법의 유연성을 제고해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관련업계의 고충을 반영하면서 실제 사

회생활에서 꼭 준수돼야 할 정도로 제한규정을 좀더 완화하자는 내용이다. 그럼으로써 이 법이 더 생활속에 뿌

리박아 청렴사회로 나아가자는 의도다.  

○반대   

“법의 근본 문제점 돌아봐야 법 자체가 법리에 어긋나” 

김영란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미세한 조정 차원으로 풀릴 사안이 아니다. 이 법의 법리가 적절한 것이며, 법 

체계가 합리적인 것인지 근본적인 문제점을 논의해야 한다. 필요하면 법의 폐기까지도 원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법 개정안도 여전히 스승의 날 카네이션을 ‘뇌물’로 보고 교사에게 캔 커피를 건네는 것까지 ‘금지된 선물’로 보

고 있다. 공직사회의 부정한 권한 사용을 금지하자는 차원에서 시작된 법인데, 교사, 기자 등 민간 영역도 법적

용 대상이 되면서 비롯된 구조적인 문제점이다. 가령 애플 등 세계 유수의 기업이 전세계 언론매체를 초빙하는 

신제품 및 사업 발표회에도 한국 기자만 초청에 응할 수 없다. 언론도 적용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국공립대학 교수의 외부강연에 국가가 소액의 한도를 정한 것에 대해서는 지식의 가치를 정부가 결정한,큰 오류

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지식의 가치는 시장이나 수요처에서 산정하는 것이지 권익위가 시간당 얼마 라

고 정할 수가 없고, 그런 식으로는 고부가가치의 지식 사회로 이행할 수가 없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공무원

들이 강연료 명목으로 부당한 금품을 받는 것을 막자는 취지였는데 법 제정과정에서 잘못돼 버렸다는 지적이다.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법리상 하자가 있는 법을 ‘미세 조정’으로 

계속 끌고가는 게 맞느냐는 다른 문제다. 지금이라도 법의 근본 취지와 적용범위, 규제 분야에 대한 근본적인 공

론이 필요하다. 세부 규제의 강화나 완화 차원을 넘어 근본적인 문제를 지금이라도 다시 보자는 것이다.  

○ 생각하기 

"강연료 규제는 지식 가치를 정부가 산정하는 꼴… 원점에서 돌아봐야"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정안은 이 법을 좀 더 현실성있게 고쳐보자는 것이다. 반면 이에 문제제기 하는 다른 시각

은 법의 적용 범위와 법적 하자 등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3만,5만,10만원 제한규정’도 원래 취지는 ‘3

만원짜리 식사나 5만원까지의 선물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식사 대접이나 부당한 선물은 아예 안되지만 

3만원, 5만원까지는 법으로 처벌을 하지 않을 뿐이다’가 이 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다. 강연료 제한으로 지식 가치 

산정에 정부가 개입한 것은 두고두고 논란이 계속 될 것이다. 근본문제는 외면한 채 미세 조정이나 예외 조항만 

만드는 식은 이 법을 누더기로 만들 수 있다. 개정하더라도 근본적인 법의 취지와 현실의 적합성에 대한 논의부

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김영란법’ 1년여 만에 결국 개정, 명과 암은?“ 

실망스런 김영란법 개정, 법 안착해가는 마당에 찬물 끼얹어 

-애초에 경조사비 5만원 했었어야...건전한 경조 문화에 일조 

-김영란법 시행 1년, 접대문화, 회식문화 감소...저녁 있는 삶 주어져 

-김영란법으로 우리 사회에 공정문화 자리 잡아 가고 있어 



-입법예고 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거쳐 바로 시행 

-굴비나 한우 등 다른 업종에서 요구 봇물 터질 듯 

-공동선을 위한 정부 개입 불가피, 그것은 국가 의무 

-공정사회 이루기 위해 사회지도층 모범 선행돼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여 만에 다시 개정이 됐습니다. 

기존의 시행령은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3-5-10’ 우리가 이렇게 

불렀는데. 이제 바뀌어서 ‘3-5-5’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예외는 있죠. 농축수산물과 화훼류를 선물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상한선을 10만 원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시행까지 5년이 걸렸던 만큼 명분도 없이 무

력화시켰다, 이런 비판도 있고요. 또 ‘부패 척결’이라는 법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

다. 하지만 반대로 농축산물 업계나 화훼 업계는 이런 바뀐 규정에 대해서 환영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 개

정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라든지 긍정적인 효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이시죠. 안양대학교 경영학과 송준호 교수,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송 교

수님, 안녕하십니까. 

◆ 송준호 안양대 경영학과 명예교수(이하 송준호): 안녕하세요. 

◇ 신율: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송준호: 저는 실망스럽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국민 절대다수가 현행 청탁금지법을 찬성하고 있고 이제 

1년 지나면서 빠른 속도로 안착해가려는 마당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아닌가 하고요. 또 불과 2주일 전에 부결된 

것을 재차 회의에 부쳐서 통과하는 것도 아무리 봐도 상식적이지는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청탁금지법 시

행령 제45조를 보면요. 분명하게 ‘2018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날짜를 명시해가지고 ‘그동안 타당성을 검토해

서 개선조치를 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도 너무 성급한 결정이 아닌가 봅닌다. 

◇ 신율: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2018년 12월 31일에는 어차피 바꿀 수 있었는데 이걸 좀 더 시행하는 걸 놔

두지, 왜 이걸 2017년에 벌써 바꾸느냐, 이 말씀이시네요. 

◆ 송준호: 예, 그렇습니다. 

◇ 신율: 그런데 이게 지금 3-5-5, 숫자로만 보면요. 우리 경조사비 10만 원을 5만 원으로 줄인 거 아니에요. 이

거 잘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거 좋던데. 

◆ 송준호: 경조사비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국민들이 긍정적인 것으로 볼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건전한 

경조 문화를 위해서는 그렇게 가야 하는 거고요. 사실상 처음 청탁금지법 제정할 때도 이미 5만 원으로 책정했

어야 하는 건데, 왜냐하면 공무원 행동강령이 당시에 경조사비를 5만 원으로 정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제자리를 잡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신율: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뭐냐면, 농축산물과 화훼류에 관해서는 10만 원까지의 선물이 가능하다, 

이 부분 아니겠어요. 이 부분인데, 실제로 농축산물 업자라든지 화훼 업자들은 망한 사람들 많아요. 교수님 아시

죠? 

◆ 송준호: 좀 부분적으로 있죠. 

◇ 신율: 망한 사람들 많은데.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서민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이 부분은 예외 규정을 둬



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 송준호: 그런데 농축수산물 종사자의 소득을 올리려면 그런 공직사회에 주는 선물이나 이런 것의 가액 조정

으로보다는, 저는 무엇보다도 유통에 일대 혁신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상품을 파

는 분들의 경우에도 어떤 포장 단위를 바꾼다든가, 또 1인가구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 마당에서 여러 가지 변형적

인 것들이 필요하겠죠. 

◇ 신율: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요. 제 고등학교 동창도 망한 친구 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원가가 5만 원

으로 되면 팔 수가 없대요. 이게 포장 문제가 아닙니다. 난 같은 경우에는요. 포장 문제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유통 문제도 아니고. 정부의 취지에는 그래서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이에요. 김영란법 시행 1년 지나서 우리 사회에 변화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 송준호: 저는 접대문화·회식문화가 감소했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저녁이 있는 삶, 주말이 있는 삶이 주어져 

있다. 또 각종 부정청탁도 현격하게 줄어들었죠. 이 법이 아마 일찍 시행됐다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기업에

서의 채용비리는 있기가 좀 어려웠죠. 과거에는 우리가 공공기간에 가서 일을 하려다 보면 아는 사람 찾는 게 

우선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적어졌죠. 또 설사 찾았다고 하더라도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아예 들어주질 않죠. 

우리 사회에 공정문화가 자리 잡아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큰 변화의 물결로 들어선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결국 그러면 이번에 바뀐 것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거죠? 

◆ 송준호: 아니죠. 이건 시행령이니까.  

◇ 신율: 시행령이니까 그냥 거기서 결정하면 끝나는 건가요? 

◆ 송준호: 예, 예. 입법 예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바로 시행이 되니까, 아무래

도 2018년 2월 16일이 아마 설날인데, 아마 1월 안에는 최종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죠.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부작용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지금 3-5-5로 바꾸고 예외 규

정을 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나중에 또 다른 업계가 ‘이거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망하게 생겼다’ 

이러면 또 바뀌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은 하더라고요. 

◆ 송준호: 지금 현재 농축수산물 10만 원 가능한데, 사실 농축수산물 중에서도 과수 업계나 화훼 업계는 환영

하고 있지만, 다른 품목 예를 든다면 굴비라든가 한우 이런 업종, 또 인삼 등등에서는 지금 불만의 소리가 커지

고 있고 아마 그들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고 보는데,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건데. 

◇ 신율: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굴비나 한우는 더 올려달라고 할 거다, 이 말씀이시죠? 

◆ 송준호: 그렇죠. 그런데 이번 국민권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면 부대조건을 달았는데, ‘향후에는 이런 것을 

하지 않는다’라는 아주 특이한 조건을 달아가지고 부결시켰는데, 아마 그것은 소위 비상임위원들의 강력한 요구

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다른 업종에서도 아마 많은 봇물이 터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

다. 

◇ 신율: 다른 거,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한우나 굴비 이쪽은 그럴 수 있다, 더 요구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말

씀이시네요. 

◆ 송준호: 네. 요식업계에서도 지금 3만 원 그대로 한 것에 대해서 불만이 표현되고 있죠. 

◇ 신율: 그런데 3만 원이면 웬만한 거 다 먹는데. 



◆ 송준호: 그건 보는 견해에 따라 다르죠, 사실. 

◇ 신율: 그래도 3만 원 이상 먹는 경우는 저는 없어가지고.  

◆ 송준호: 가정에서도 우리가 특수한 경우에 3만 원 넘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죠. 

◇ 신율: 그렇죠. 삼겹살에다 소주 마시면요. 3만 원 넘지 않습니다. 

◆ 송준호: 고급 음식점이 타격을 많이 받긴 받았는데, 그래도 우리 사회가 보다 정상화 돼가는 과정이라고 생각

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 법 자체가 공직자들에게 한정된 법이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이 법에 전혀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 많은 홍보가 부족해서인지 오해들이 많이 있어요. 

◇ 신율: 그런데 어쨌든 청탁과 관련한 부정과 비리 척결한다. 예를 들면 아까 교수님께서도 지적해주셨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취업비리 있지 않습니까. 그거 뿌리 뽑고, 그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취직한 사람들 다시 다 

내쫓고, 그리고 채용할 때 도움 준 사람들 민·형사 처벌하겠다. 이건 참 젊은이들한테 중요한 희망을 주는 거거

든요. 취직 때문에 얼마나 지금 젊은 사람들이 고생하는데 말이에요. 그걸 백을 써가지고 들어가려고 한다는 게 

이게. 그런데 어쨌든 이 취지는 계속 사회적인 공감대를 얻을 거예요, 김영란법의 취지는. 

◆ 송준호: 기본적으로 모든 것이 부정청탁에서 비롯되는 거니까. 또 결국은 접대를 누가 하게 됩니까. 아무래도 

좀 더 여유 있는 사람들이 접대하고, 아무래도 작은 기업보다는 큰 기업이 더 많은 접대가 가능하니까. 아마 그

래도 전반적으로 공정한 사회 분위기를 가져오겠죠. 

◇ 신율: 그런데 일각에서는 또 이런 얘기하는 모양이에요. ‘김영란법은 폐지돼야 한다. 국가가 개인의 삶에 들어

가는 건 잘못됐다. 개인의 경조사비까지 개입하는 건 문제다’ 이게 사실 그런데 개인이 아니라 공직자라는 의미

가 강한 거 아니겠어요, 김영란법은? 

◆ 송준호: 그렇죠. 

◇ 신율: 그러니까 이게 개인으로서의 행위라기보다는 공직자의 업무의 연장선상으로써의 이런 행위를 막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 송준호: 예. 그런데 이 법을 폐지하라는 얘기도 있는데, 시장실패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자유라

는 명분 뒤에는 가진 자의 갑질·독점이 있게 마련이죠.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가령 도로에서 우리가 보면 

자동차 규정 속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로 사정에 따라서 100km, 50km 이렇게 다양하게 규정하고 지키라고 

하고 있는데, 국가가 과연 이런 문화로써 해결될 것을 개인의 삶에까지 들어가서 규정하는 것이 맞느냐. 저는 이

런 논리하고 비슷할 거라고 보고요. 정부가 공동선을 위한 개입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어떤 점에서 저는 이것은 

국가의 의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 신율: 교수님 아주 적절한 비유 들어주셨어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사회가 좀 더 투명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 

김영란법 말고 어떻게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 송준호: 우선적으로 저는 사회지도층의 모범이 선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정치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고위

공직자들의 엄격한 자기잣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검토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이것은 우리 백년

대계 청렴 우리 사회를 위해서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또 일반 국민도 예외는 아니죠. 남 탓은 하지만 내 탓에는 

눈감는 모습이 우리 주위에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과거보다는 좋아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법을 좀 더 지켜

가면서 인내하면서 가면 좋은, 우리 사회가 투명한 사회가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