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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정원 개혁법안 방치하고 국정원 설명만 듣는 정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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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정원 개혁 법안 방치하고 국정원의 설명만 듣는
정보위원회
2월 5일 정보위 회의에서도 법개정 논의 전혀 안해
20대 국회 23차례 회의했지만 한발짝도 나아간게 없어
1. 지난 5일 국회 정보위원회가 개최되었다. 1월 31일에 <국정원 개혁에 대한 공청회>를
연 국회 정보위원회였던 만큼, 이 날 열린 정보위원회에서는 국정원 개혁을 위한
법안심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했다. 하지만 이날 정보위원회는 국정원의 현안보고만
듣고 끝내고 다음 회의는 2월 20일로 멀찍이 미뤘다. 과연 2월 20일에도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정원법 개정안 등이 심의될지 불투명하다. 개혁안 심의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때문에 국회 정보위원회의 직무유기가 심각한 지경이다.
2. 2016년 6월에 20대 국회가 시작되었는데 지금껏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정원
개혁법안들을 방치하고 있다. 20대 국회 개원 이후 정보위원회는 예결산심사소위를
제외하고 지금까지 23차례 열렸다. 그 23번 중에 단 2번의 회의(2017.11.29. 개최 회의,
2017.2.27. 개최 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 상정과 그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소개까지만 이루어졌다. 다른 한 번의 회의(2018.1.31. 개최)에서는 찬성과 반대
입장을 가진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
3. 문제는 이것이 전부이고, 본격적인 법안심의는 한 차례도 없었다는 점이다. 그나마
작년 11월 29일에 국정원법 개정안 심의를 위한 <국정원개혁소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 그러나 국정원 개혁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때문에 소위원회는 지금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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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지 못해, 약 70일 동안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국민적 관심과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치는 정보위원회다.
4. 그 사이에 정보위원회가 한 대표적 일은, 국정원으로부터 북한 관련 정보들을 듣고 그
중 일부를 회의 후에 여당과 야당측 간사가 각각 기자들에게 브리핑하는 것이다. 2월
5일에도 회의가 열렸지만, 일본에서 벌어진 가상화폐 해킹사건이 북한 정찰총국의
소행으로 추정된다는 국정원의 보고사항을 회의 후 정보위원들이 언론에 소개한게
전부였다. 물론 그 외에도 서훈 신임 원장에 대한 인사청문과 2018년 국정원 예산
심의를 했고, 2018년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일부 삭감한 것도 있지만, 그것마저 하지
않았다면 정보위원회부터 해체되어야 했을 것이다.
5.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촉구한다. 부디 국민의 기대에 조금이라도 부응하여 조속히
법안심의에 착수하고 신속히 결론내어 국정원 개혁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조속히 법안심의 논의에 협조하라.
6. 덧붙여 국회 정보위원회는 법안심의 회의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그 회의에는 의원들의
보좌관들도 참여하지 못하며,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고 있다. 이 정도로 법안심의를
감추어야 할 이유가 대체 무엇이 있는가? 정보위는 최소한 법안심의를 위한 회의장을
개방하고 회의록도 작성해 공개하라. 이를 금지하고 있는 악법인 국회법 54조의 2를
당장 수정하라. 그리고 악법을 개정할 때까지는, 최소한 법안심의 회의결과를 회의
직후에 기자들과 국민들에게 발표하는 조치라도 시행하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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