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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최근 일부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가 뜨거운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해충돌 상황에서 공직자가 공적이익에 우선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청렴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본 연구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

가 이해충돌 규제를 위한 법제도적 시스템 미비에 기인하고 있음에 주목하였

다. 우리나라는 현재 공직사회 일반을 규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공직자 이해

충돌 일반규범이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 「공

무원 행동강령」을 포함한 여타의 법령들은 이해충돌 규제를 위한 일반규범으

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지난 19

대 국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규제를 위한 법률 제정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행

정부의 법률안에 대한 면 한 준비 부족, 이해충돌 규제 제도에 대한 국민의 미

미한 관심, 법안의 일부 내용의 문제점 등으로 인하여 결국 입법이 좌절된 경험

이 있다. 

  지난 19대 국회의 입법 시도와 좌절 이후 정부와 국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규제를 위한 일반규범에 대한 경성법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

한 시점에 부패인식지수가 세계에서 10위권 내에 있으며 이해충돌 규제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으로 법제도적 시스템을 상당한 수준에서 안착시킨 

캐나다의 이해충돌 규제 제도에 대해서 주목하였고, 캐나다 제도를 비교법적으

로 고찰하여 향후 우리나라 이해충돌 규제를 위한 경성법화 방향에 대한 시사

점을 제시하였다. 

  캐나다 이해충돌 규제제도의 역사와 특징 및 캐나다 「이해충돌방지법」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우리나라는 향후 이해충돌 규제를 위한 다음과 같은 경

성법화 방향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첫 번째, 방법적 측면에서 이해충돌 규제 

를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그 안에 

담는 방식보다 독립된 입법을 제정하는 방식이 비교법적 관점이나 입법의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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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측면에서 시도 가능하다. 두 번째, 공직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일반규범으로

서의 성질을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일반적 의무조항을 충분히 담아내야 한다. 

세 번째, 세부 이해충돌 규제 제도에 부합하는 규제 수단과 강제방법을 채택하

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캐나다 「이해충돌방지법」의 규제 수단인 정보제공적 

수단을 확대할 수 있는 세부 제도는 없는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네 번

째, 사익을 취할 수 있는 기회의 빈도나 정도 등을 고려해 볼 때 정무직 공무원

을 이해충돌 규제의 적용대상자로 포함시켜야 하며, 특히 국회의원의 경우 고

위공직자에 포함시켜 규율하여야 한다. 이에 더하여 향후 이해충돌 규제 체계의 

경성법화 과정이나 경성법 제정 이후 여타의 규범에 산재하고 있는 이해충돌 규

제 제도들을 조정·통합하여, 제정법이 일반규범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제정비가 필요하다.

주요어 : 이해충돌, 경성법, 규제 수단, 강제방법, 캐나다 이해충돌 규제 제도

학  번 : 2017-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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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목적

  최근 언론을 통해 공직자들의 청렴성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

키고 있다. 특히 일부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가 온 나라를 떠

들썩하게 하고 있다. 공직자의 청렴성 확보는 인류 역사와 함께해 온 과제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2017년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결정 이후 공정을 갈구

하는 국민적 염원과 새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는 듯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제도적 시스템의 상

태는 공직자 개인의 의지와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님을 보여

준다. 다시 말해 공직자의 부패를 막고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한 현행 우리나라

의 법제도적 시스템이 규범현실을 제대로 규율하지 못하는 한계에 와 있는 것

이다. 사실 공직자의 청렴성이 국민적 관심을 일으켰던 사례들을 깊이 관찰해 

보면 대부분이 공직자의 이해충돌과 매우 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해충돌은 부패, 즉 공직자의 청렴성이 훼손된 상태 이전의 공직자의 공적 의무

와 사적 이익이 충돌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법제도적으로 공직자

의 청렴성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 부패 이전 단계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규율하는 것은 필요한 과정이다.1) 우리나라는 「공직자윤리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무원 행동강령」 등 법령을 통하여 공직자의 이해

충돌 을 규제하고 있으나, 적용대상자나 규율 내용에 있어 공직자 전반의 이해

충돌 상황을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직자 전

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충돌 상황을 규율할 수 있는 일반규범으로 이해충돌 규

제 제도가 필요하다.

  공직자 전반에 대한 이해충돌 상황을 규율하기 위한 이해충돌 규제 제도의 

도입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2013년 19대 국회는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이해충돌 규제를 위한 내용들을 함께 

1) 이해충돌을 윤리적 영역으로 보고 규제를 자제하는 국가도 있음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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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아내기 위하여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결국 경성법화에는 실패하였다. 만일 당

시 이해충돌 규제를 위한 경성법화가 이루어졌다면 현재 이해충돌 규제 제도가 

상당 수준에서 정착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

자의 이해충돌 추문이 온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

하지 않았을지도 모를 일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안타까움에서 출발한다. 본 연

구는 지난 19대 국회에서의 이해충돌 규제의 경성법화 실패의 원인을 되돌아봄

과 동시에, OECD 국가 중 부패인식지수가 상당이 높은 수준의 국가 중 공직자 

일반에 적용되는 일반규범으로서 공직자 이해충돌 규제법을 가지고 있는 선진

국의 법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논의되어 왔던 

공직자 이해충돌 규제 제도를 선진국의 공직자 이해충돌 규제 제도와 비교법적

으로 고찰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이해충돌 규제의 경성법화 과정에 필요한 시

사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OECD 회원국 중 공직자 이해충돌 규제의 규범 형

식이 법률로 존재하는 대표적인 국가를 꼽는다면 프랑스와 캐나다를 들 수 있

다. 프랑스는 2013년 「공적 생활의 투명성에 관한 법률2)」을 제정·시행하고 

있고 캐나다는 2006년 12월 12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퇴직활동 제한

에 관한 법률(An Act to establish conflict of interest and post-employment rule

s for public office holders)」3)을 제정하여 2007년 7월 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해충돌 규제의 규범 형식으로 법률을 갖춘 두 국가 중 프랑스의 경우, 국제투

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4)가 발표한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

eptions Index, CPI)5)의 최근 5년의 결과를 살펴보면, 프랑스는 2014년 26위(175

2) 프랑스어 법명은 Loi n° 2013-907 du 11 octobre 2013 relative à la transparence de la 
vie publique이다. 

3) 이하에서 정식 법명을 사용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약칭하여 ‘캐나다 「이해충돌방지
법」’이라고 한다.

4)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두고 있는 NGO이다. 국제투명성기구는 1995년부터 매년 세계 각국의 
부패인식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5)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는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청렴도 인식에 관한 순위이다. 1994년에 조사한 CPI를 1995년부터 발표하기 시작했다. 이 지
수는 공무원과 정치인이 얼마나 부패해 있다고 느끼는 지에 대한 정도를 국제적으로 비교하
고 국가별로 순위를 정한 것이다. 부패인식지수 산출방법과 관련하여서는 이계오, “국제투명
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 산출방법의 소고”, 한국품질경영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009, 
395-397면, 이상학, “부패인식지수(CPI) 제고를 위한 반부패 정책 방향”, 한국정책학회 동계
학술대회, 2018, 5-11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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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캐나다 프랑스 한국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1995 5 8.87 18 7.00 27 4.29

1996 5 8.96 19 6.96 27 5.02

1997 5 9.10 20 6.66 34 4.92

1998 6 9.2 21 6.7 43 4.2

1999 5 9.2 22 6.6 50 3.8

2000 5 9.2 21 6.7 48 4.0

2001 7 8.9 23 6.7 42 4.2

2002 7 9.0 28 6.3 40 4.5

2003 11 8.7 23 6.9 50 4.3

2004 12 8.5 22 7.1 47 4.5

2005 14 8.4 18 7.5 40 5.0

2006 14 8.5 18 7.4 42 5.1

2007 9 8.7 19 7.3 43 5.1

2008 9 8.7 23 6.9 40 5.6

2009 8 8.7 24 6.9 39 5.5

2010 6 8.9 25 6.8 39 5.4

2011 10 8.7 25 7.0 43 5.4

2012 9 84 22 71 45 56

2013 9 81 22 71 46 55

2014 10 81 26 69 44 55

2015 10 83 23 70 43 54

2016 9 82 23 69 52 53

2017 8 82 23 70 51 54

2018 9 81 21 72 45 57

개국), 2015년 23위(168개국)6),  2016년 23위(176개국), 2017년 23위(180개국), 20

18년 21위(180개국)를 기록한 반면 캐나다는 국제투명성기구가 부패인식지수를 

발표한 1995년부터 2002년까지 5위에서 7위 사이의 순위를 기록하다가 2003년

부터 2006년까지 10위권 밖으로 떨어진 후,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시행

되기 시작한 2007년부터 10위권 안으로 회복하였다. 그리고 최근 5년간의 순위

를 보면 2014년 10위, 2015년 10위, 2016년 9위, 2017년 8위, 2018년 9위를 기록

하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한국의 부패인식지수>

6) 전훈, “프랑스에서의 부패방지 법제”,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2016, 67
면에 의하면 프랑스의 2015년 부패인식지수 결과는 유럽연합회원국을 포함한 유럽의 30개
국 중 15위에 해당하는 결과로 동유럽 국가를 제외하면 포루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다음으
로 부패수준이 높은 국가로 평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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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제2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캐나다 이해충돌 규제 제도는 규범 형식에 있

어서 1973년 지침(guideline)으로 출발하여 1985년 강령(code)으로, 강령에서 다

시 2006년 법률(act)로 변화될 때까지 약 33년 동안 연성법(軟性法, soft law)의 

형태로 존재하였다. 지침에서 강령으로 바뀌는 데 12년이 결렸고 몇 번의 경성

법(硬性法, hard law)으로의 전환 시도와 실패를 거듭한 끝에 법률로 바뀌는데 

약 21년이 걸린 것이다. 이해충돌 규제를 위한 규범 형식이 반드시 경성법에 의

할 필요는 없으나,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이해충돌 규제문제를 해결하기 과정에 

있는 우리나라가 반드시 참고할 필요가 있는 국가에 해당한다. 본 연구는 국제

적으로 높은 부패인식지수를 가지고 상당히 청렴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성법에서 경성법으로 규범 형식을 변화 시켜온 캐나다의 이해충돌 규

제 역사와 내용을 중심으로 이해충돌 제도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이해충돌 규제와 관련한 법제도적 구조의 한계에 봉착한 우리나라가 향

후 연성법 형태의 강령7)을 경성법화(硬性法化) 하는데 있어서 그 필요성과 방향

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7) 우리나라는 현재 공무원 일반에 대한 이해충돌 규제 목적 규범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이 
있다. 19대 국회에서 공직자 이해충돌 규제를 위한 경성법화 과정에서 담아내고자 하였던 
이해충돌 관련 조항들이 입법 실패 후 2018년 1월 16일 개정 ｢공무원 행동강령｣ 에 담기게 
된다. 대부분의 내용은 제2장에 규정되어 있는데,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되었다. 우리
나라는 공직자 전반에 대한 이해충돌 규제의 역사가 매우 짧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의한 징계처분 외에 위반 공무원에 대한 제재규정이 존
재하지 않아 이해충돌 규제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본 
논문 제3장 제2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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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범위 및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캐나다 이해충돌 규제 제도를 중심으로 외국의 이해충돌 

규제 제도를 비교법적 고찰하여 우리나라의 공직자 이해충돌 규제의 경성법화

의 필요성과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공직자의 청렴성 제고 방안을 마련함에 있

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해충돌 규제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제1장 제1절 및 제2절에서는 국내·외의 다양한 문헌을 

분석한 후 본 연구에서 사용하게 되는 이해충돌의 개념을 정립한 후 이해충돌

의 규제 방법에 대해서 살펴본다. 

  다음으로 외국의 법제를 통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이해충돌 제

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제1장 제3절에서는 우리나라 이

해충돌 규제 제도의 분석을 위해서 이해충돌 규제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법령 

현황과 그 한계점에 대해서 살펴본다. 아울러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

력의 일환으로 이해충돌 규제의 경성법화 시도와 실패의 원인을 분석해본다. 

이를 위하여 이해충돌 경성법화를 시도했던 지난 19대 국회 정무위원회 심의과

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쟁점들을 당시 정무위원회 속기록을 통하여 분석·검

토한다. 캐나다 이해충돌 규제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캐나다 이해충돌 규

제 제도의 역사적 형성과정과 규범 형식, 내용, 특징을 포함한 제도 전반에 대

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의 다양한 문헌을 참고하여 제2장 제

1절부터 제3절까지 캐나다 이해충돌 규제 제도의 역사, 특징, 구조에 대해서 살

펴본다. 이를 토대로 하여 제2장 제4절에서는 캐나다 이해충돌 규제 제도의 핵

심인 「이해충돌방지법」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살펴본다. 국내 문헌에는 캐

나다 「이해충돌방지법」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는 정도에 그치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자료는 찾기 힘들어, 캐나다 「이해충돌방지법」 조

항 하나하나를 번역·분석한 후 관련내용을 상세히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향후 이해충돌 규제의 경성법화 필요성이 있는

지 여부, 필요하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경성법화가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제3장



- 6 -

에서 검토한다. 이를 위하여 2013년 제시되었던 이해충돌 규제에 대한 정부안

과 2019년에 제시된 국민권익위원회의 입법예고안을 비교분석하여 비교대상을 

입법예고안으로 선정한 후 캐나다 규제 제도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캐나다 이해충돌 규제 제도를 통

한 우리나라 규제 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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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이해충돌의 의의와 우리나라 제도의 한계

 제1절 이해충돌의 의의

  ‘공직자의 부패’는 통상 공직자가 본인의 직무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공익

을 침해하거나 공직자 본인의 사익을 추구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정의 되는데,8) 

이러한 공직자의 부패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가 항상 겪어 온 문제이다.9) 

공직자의 부패행위가 존재한다는 의미는 이미 공직자의 청렴성이 훼손되었음

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공직자의 청렴성 훼손을 보통의 사람들은 공직자가 특

정 부패행위를 범(犯)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처럼 생각한다. 당연한 결과로 

우리는 어떤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경우 공직자의 부패행위 그 자체에 주목

하게 되고 부패행위를 한 공직자를 비난하는 데 집중한다. 

  그러나 사실 공직자의 부패행위는 그 부패행위를 유발하는 특수한 상황을 수

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공직자의 청렴성 훼손이 겉으로 보기에는 공직자

의 능동적 의사에 의한 부패행위 그 자체로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공직자의 청렴성 훼손은 단순히 보면 공직자가 처한 어떠한 특정 상황을 잘 관

리하지 못하여 초래되는 결과물에 해당한다. 공직자의 청렴성 훼손을 막기 위

해서는 부패행위로 나아간 공직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 못지않게 부패행

위를 유발하는 특정 상황을 통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유발하는 특정 상황의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겪게 되는 이해충돌의 상황이다. 즉,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

하는 과정에서 공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공익과 공직자가 추

구하고자 하는 사익이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보

통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에 놓여있다고 표현한다.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 공

8) 박재윤, “부패방지를 위한 행정법 제도의 쟁점”, 행정법연구 제46호, 2016, 248면.
9) 박정훈, “행정부패와 행정법적 집단분쟁(병리적 행정현실에 대응한 법논리적 행정법학 방

법론의 모색)”,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98, 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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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자는 공적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보다 본인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

는 유혹을 느끼게 되고 이러한 유혹을 극복하지 못한 공직자는 결국 부패행위

를 저지르게 된다. 따라서 공직자가 처한 특수한 이해충돌 상황을 규제할 필요

성이 발생하는데, 이와 같은 이유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규제는 대부분의 국가

에서는 공직윤리제도를 확립하는 데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10) 이러한 

이유로 많은 국가들이 각 국가의 특성에 맞는 이해충돌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규제한다는 의미는 공직자가 부패행위로 나아가기 이

전 상황 자체를 규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11)12)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규

제하게 될 경우, ‘이해충돌’의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립(定立)이 필요하다. 구

체적 규범에 포섭되는 특정 개념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하면 모호할수

록 규범의 정당성은 약해지게 되고, 법적 확실성이 모호한 규범은 자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논쟁을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13) 

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는 일반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자

격으로부터 나오는 합법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공직자의 이해충

돌 규제는 그것이 부패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무조건 제재하여야 한다는 

단순한 차원에서 접근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이해충돌’개념이 명확하게 

규명되고 정립되어야 할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14) 다음 단락에서 본 연구

10) 허찬무, “캐나다 공직윤리제도의 전개과정과 그 특징”,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6, 5면.

11) 김주영, “공직부패 방지를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규정의 검토”, 공법학연구 제14
권 제3호, 2013, 182면.

12) 공직자 이해충돌 규제는 공직자가 특정행위로 나아가기 이전 상황만을 규율하고 있지는 
않다. 예컨대 캐나다 「이해충돌방지법」 제24조 제1항은 공직자가 외부로부터 고용 제안
을 받은 경우 감독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제23조는 공직자가 1년 동안 
받은 선물이 200달러(캐나다 달러, 본 논문의 달러는 모두 캐나다 달러를 의미한다)를 초
과하면 신고하도록 규율하고 있다. 제24조 제1항은 공직자가 특정행위로 나아가기 이전 
상황을 규율하는 것이지만, 제23조는 공직자가 특정행위를 한 이후를 규율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공직자의 부패행위로 나아가기 이전의 특수한 상황, 즉 학계의 일반적인 이해충
돌 개념을 상정하고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13) Giovanni Guzzeta, “Legal Standards and Ethical Norms, Conflict of Interest And Public 
Lif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27면. 

14) OECD, “Managing Conflict of Interest in the Public Service – OECD Guidelines and 
Overview”, 2003,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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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사용하는‘이해충돌’ 개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역사적으로 ‘이해충돌’이라는 용어에 대한 개념은 다양한 접근 방법이 사

용되어 왔는데,15) 학계에서는 ‘이해충돌’의 개념을 공·사법 영역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16) 본 연구는 ‘이해충

돌’의 개념을 공적영역, 그 중에서도 공직자의 공적 의무와 공직자 개인의 사

익과의 충돌 문제로 한정하여 사용하고자 한다.17) OECD의 「공직사회의 이해

충돌 관리에 관한 OECD 가이드라인」은 ‘이해충돌’을 ‘공직자의 직무와 

사적인 이해관계 사이의 충돌을 포함하여, 공직자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에 부

적절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 자격으로서 가지는 이해관계’를 의미한다

고 정의하고 있다. OECD는 이러한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실제적 이해충돌, 외견

상 이해충돌, 잠재적 이해충돌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18) OECD의 위 

개념 정의는 규제의 대상으로서 이해충돌을 파악할 때 일종의 기준이 되는

데,19)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논의하는 데 있어 학문적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언

급되는 개념이기도 하다.20) 본 연구의 ‘이해충돌’의 개념 또한 특별한 설명

15) OECD, 앞의 글(주 14), 24면.
16) 예컨대, 김정연, “자본시장에서의 이익충돌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박사학위

논문, 2016, 5-6면은 우리나라의 여러 법률에서 이익충돌의 개념을 사용하지만, 법률적 정
의에 관한 합의된 견해가 존재하지 않음을 지적한다. 위 논문은 22면에서 이익충돌을 
‘당사자 간의 이해가 일치하지 않는 현상 또는 거래의 일방 당사자의 행위에 따라 자신
은 이득을 취하고 다른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
황’이라고 정립한 후 자본시장에서의 이해충돌(이익충돌)의 문제를 전개하고 있다.

17) 공적영역에서 논의되는 이해충돌도 그 범위가 넓다. 하나의 행정기관이 둘 이상의 임무를 
맡음으로써 발생하는 공익 사이의 충돌 문제도 넓은 의미의 이해충돌에 보아 입법하는 프
랑스와 같은 국가도 존재한다. 최계영, “행정법에서의 이익충돌”, 저스티스 통권 제159
호, 2017, 286면.

18) OECD, 앞의 글(주 14), 24면은 ‘실제적 이해충돌(actual conflict of interest)’은 이해충돌 
상황이 현재 일어나고(can be current) 있거나, 과거의 어느 시점(at some time in the 
past)에서 발생했던 것이 지금 발견되는 것(may be found to), ‘외견상 이해충돌(apparent 
conflict of interest)’은 공직자의 사적인 이해관계가 자신의 공무 수행에 부적절하게 영
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 잠재적 이해
충돌(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은 공직자가 미래에 관련 직무를 수행하게 될 경우, 이
해충돌이 발생될 수 있는 사적인 이해관계를 현재 가지고 있는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다. 

19) 최계영, 앞의 논문(주 17), 286면.

20) 최계영, 앞의 논문(주 17), 285-286면; 허찬무, “캐나다 공직자의 이해충돌에 관한 제도의 
고찰”,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2016, 3면; 이유봉,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제도 입법
방안과 쟁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제도 입법을 위한 토론회, 2019, 4면; 박흥식, “공직
자 이해충돌 행위의 개선을 위한 연구 - 법적·윤리적 시각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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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으면 OECD의 정의개념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밝힌다.     

 제2절 이해충돌의 규제 방법 

  이해충돌은 공직자가 부패행위로 나아가기 전 상태, 즉 공직자가 아직 위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은 상태이므로 반드시 규범에 의한 규율을 의도하지는 않는

다. 공직자에게 놓인 모든 이해충돌 상황을 규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이해충돌 상황을 규제할 것인지 여부는 법과 윤리의 경계에 놓

인 문제로 매우 난해한 과제이기 때문이다.21)22) 규범 체계가 이해충돌의 문제

를 다루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존재하는데, 첫 번째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경성법으로 이해충돌과 관련한 구체적인 개념과 금지규정을 마련하여 엄격하

게 규제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법제도적 관점에서 강제와 금지를 수반하는, 

법적 구속은 없지만 공직자에게 연성법의 형태로 특정행위를 따르도록 요구하

는 방법이며, 마지막으로는 법적 규제를 자제하는 방법이다.23) 세 가지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이해충돌 규제를 위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

으며, 각 국가는 그 나라의 법제도적 문화와 특성에 맞게 세 가지 방법 중 하나

를 선택할 수 있다.24) 

  특정 국가가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규제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규제방식은 탄

력적으로 정해질 수 있다.25) 이때 공직자가 처한 이해충돌의 특성을 충분히 고

제42권 제3호, 2008, 241면; 박을미, “공직자 이해충돌 규제 위반행위의 사법적 효력”, 
서울대학교, 2018, 9면 등의 글에서 OECD의 ‘이해충돌’ 정의 개념이 소개되고 있다.

21) Giovanni Guzzeta, 앞의 논문(주 13), 27면에서 Guzzeta는 이해충돌을 규범화하는 데 실패
하는 원인으로 규범의 명령적 구조, 강압적 구조, 효율성의 문제를 이유로 들고 있다. 

22) Susan Rose-Ackerman, “Corruption and conflicts of interest”, Auby / Breen / Perroud(ed.), 
Corruption and Conflict of Interest - A Comparative Law Approach, Edward Elgar, 2014, 
6-7면에서 Rose-Ackerman은 이해충돌은 공익과 사익 사이의 모든 종류의 긴장관계를 포함
하는 매우 광범위한 개념으로, 이해충돌에 대한 규제를 어렵게 만드는 이유의 하나로 간접민
주제 하에서 ‘공익’에 대한 정비된 개념이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들고 있다. 

23) Giovanni Guzzeta, 앞의 논문(주 13), 25면. 
24) 허찬무, 앞의 논문(주 10), 7면은 공직윤리제도는 해당 사회 또는 국가의 문화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한다. 본 논문의 저자도 같은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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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여 규범의 형식 및 수단을 혼합하여 규제하는 것도 가능한 방법이며, 경우

에 따라서는 이해충돌을 규제하는 형식과 수단을 적절하게 혼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26) 이해충돌 규제 수단은 크게 예방적 수단과 정보제

공적 수단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전자는 의사결정권자가 이해충돌 상황에 놓

이는 것 자체를 막는 방식이고, 후자는 감독기관이나 공중이 공직자가 직면한 

이해충돌이 직무상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하여 이를 감시

하도록 하는 방식이다.27) 예방적 수단은 다시 제거방식28)과 약화방식29)으로 나

뉘는데, 제거방식은 공익과 사익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해충돌

을 관리하는 데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식에 해당하고, 약화방식은 이해충돌 상

황에 있는 공직자가 해당 결정에서 회피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해충돌 상황을 

용인은 하되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식이다.30) 약화방식의 대표적

인 예로 이해충돌 상황에 있는 공직자가 해당 결정에서 회피하도록 하는 방식

이다.31) 

  이해충돌 규제는 규범 형식, 규제 방법,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법제

도적 문화, 그 나라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32)에 더하여 이해충돌 개념의 광범

위성, 각 공직자의 직무범위 등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조합이 가능하므로, 필연

적으로 각 나라마다 다양한 형태의 방안이 나올 수밖에 없다. 예컨대 의회 의원

25) Nikolay Nikolov, “Conflict of interest in European public law”, Journal of Financial 
Crime, Vol. 20 Iss. 4, 2013, 407면.

26) 만일 특정 이해충돌 상황이 사회에 매우 해로운 영향을 끼친다면 입법자는 이를 범죄화
(犯罪化) 할 필요성이 높아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사전 예방적 수단과 사후 제재의 방
법을 적절히 혼합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Susan Rose-Ackerman, 앞의 논문(주 22), 7면. 

27) 최계영, 앞의 논문(주 17), 289면.
28) 이하 예방적 수단 중 제거방식을 ‘제거방식’이라고 한다. 
29) 이하 예방적 수단 중 약화방식을 ‘약화방식’이라고 한다. 
30) Bernardo Giorgio Mattarella, “The conflicts of interest of public officers: Rules, checks 

and penalties”, Auby / Breen / Perroud(ed.), Corruption and Conflict of Interest - A 
Comparative Law Approach, Edward Elgar, 2014, 33-34면. Mattarella는 위 논문 33면에서 
제거방식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most effective remedy)’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이는 
이해충돌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제거방식이 언제나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기 때문이다. 

31) 최계영, 앞의 논문(주 17), 289면.
32) 최계영, 앞의 논문(주 17), 290면은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의 정도 또한 이해충돌 규제 

방법을 선택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고려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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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해충돌 상황에서 사익을 위한 표결을 한 경우 이탈리아 의회 의원은 헌법 

제68조에 의하여 면책이 되지만,33) 캐나다 의회 의원의 경우 「캐나다 의회

법」(Parliament of Canada Act) 제16조 및 제41조에 의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하

다. 의회 의원의 이해충돌과 관련하여 이탈리아는 법적 규제를 자제하는 방안

을 선택한 것이고 캐나다는 경성법에 의한 제거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이 경우 

각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특수 요소를 고려할 때 캐나다가 이탈리아보다 이해

충돌 규제를 위한 더 선진적 규범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결

국 이해충돌 규제와 관련한 각 국가의 법제도적 평가에 대한 절대적 기준은 있

을 수 없으며 모든 평가는 상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도 이러한 전제 

위에서 출발하고 있다.

 제3절 우리나라의 이해충돌 규제 제도의 한계

  I. 이해충돌 규제의 현황과 문제점 

  최근 일부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가 본인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적 

이익을 위한 공적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하

고 있다. 모(某) 국회의원은 특정 지역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국회 상

임위원회에서 해당 지역의 문화재 지정을 촉구한 사례가 있었는가 하면,34) 다

른 국회의원은 자신의 일가가 운영하는 대학에 지원되는 예산을 증액 해줄 것

을 교육부에 요청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속기록을 통해 드러났다. 또 다른 

국회의원은 특정 역(驛) 바로 앞에 가족과 함께 4층짜리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 역을 지나는 중부내륙철도 건

설을 요청하였다.35) 이와 같은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가운데 공직자의 

33) Giovanni Guzzeta, 앞의 논문(주 13), 26면. 
34) 2019. 1. 23. 프레시안 기사 참고(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26202).

35) 2019. 7. 26. 중앙일보 기사 참고(https://news.joins.com/article/23330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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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규제 필요성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점증하고 있다. 이해충돌 규제의 

목적이 공적신뢰를 유지하고 부패발생 이전에 이를 예방하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36) 최근의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위반 사례는 국민의 공직에 대한 신뢰 및 

공직자의 청렴성이 위기 상황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과 동시에 공직자의 이해

충돌을 규제하기 위한 현행 우리나라 법제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

을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일찍이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가 있었다. 고

려·조선시대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규제 제도의 모태격인 상피제도가 그것인

데,37) 이는 일정한 범위 안의 친족 간에는 같은 관사나 통솔관계에 있는 관사에 

취임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또는 청송관·시관38) 등이 될 수 없도록 하는 제도

이다. 상피제도는 고려 선종 9년인 1092년에 제정되었으나 고려시대에는 잘 지

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조선시대에는 이를 엄격히 적용하였고 친

족·외족·처족 등의 4촌 이내로 적용범위가 규정되어 있었지만 그 이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어떤 지방에 특별한 연고가 있는 관리가 그 지방

에 파견되지 못하는 것도 상피제도에 포함되는데, 이와 같은 상피제도는 공직

자가 이해충돌에 직면할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직 자체에 취임하지 못하도

록 하는 전면적·인적(人的) 제거방식이었다. 

  상피제도와 같이 공직자의 인적관계를 이유로 공직 취임 자체를 제한하는 전

면적인 인적(人的) 제거방식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매우 이례적인 방식에 

해당한다. 현재 시행 중인 우리나라 법제에서 특별한 인적관계를 이유로 공직

자체에 취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피제도와 같은 성질의 제도는 찾아보기 힘들

다. 다만 우리나라 법령을 살펴보면 이해충돌 규제를 위한 다양한 방식이 산재

하여 나타난다.39) 이해충돌을 규제하는 주요 법령으로는 「형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36) 최계영, 앞의 논문(주 17), 287면.

37) 김태완, 이해충돌방지, 국방과 기술, 2015, 110면.
38) 청송관(聽松官)은 소송을 맡는 관리를 시관(試官)은 시험을 맡는 관리를 의미한다. 
39) 예를 들어 최계영, 앞의 논문(주 17), 303-307면은 합의제 행정기관에서 이해충돌이 발생

하는 경우, 제척·기피·회피제도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률에 대하여 매
우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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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윤리법」, 「공무원 행동강령」등이 있다. 이 중 

공직자 이해충돌 규제 자체를 주된 목적으로 제정된 규범으로는 「공직자윤리

법」, 「공무원 행동강령」이 대표적이다. 본 절에서는 「공직자윤리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이해충돌 규제 제도의 문제점을 살

펴본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 이해충돌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거의 유일한 경

성법 형태의 규범에 해당한다.40) 「공직자윤리법」은 이해충돌 규제를 위한 방

안으로 i)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 ii) 주식의 매각 및 백지신탁제도, iii) 선물신고

제도, iv)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제도를 두고 있다. 이 중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 선물신고제도는 이해충돌 규제 수단 중 정보제공적 수단으로 볼 

수 있다. 주식의 매각 및 백지신탁제도,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제

도는 주로 제거방식을 취하고 있다.41)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규제를 주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이긴 하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가장 주요한 한계로 적

용대상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공직자 전반을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 재산등록 

40) ｢공직자윤리법｣ 제1조는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1) 각 제도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수단들을 살펴보면 한 제도 안에서도 이해충돌을 규제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혼용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공직자윤
리법」 제14조의11 제1항은 공직자가 백지신탁한 주식이나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하
여 해당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에 결
재, 지시, 의견표명 등의 방법을 통하여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공직자가 백지
신탁 등 보유주식 기업의 경영관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제거방식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제2항에서 백지신탁을 한 공직자 등이 백지신탁한 주식이나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하여 해당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직무에 결재, 지시, 의견표명 등의 방법을 통하여 관여하게 되는 경우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해당 직무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면서 약화방식과 유사한 성질의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한편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
은 제2항의 직무회피가 불가능한 경우 공직자에게 경영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직
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그 신고사항을 관보 또
는 공보에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해충돌을 규제하기 위한 정보제공적 수단
에 해당한다. 이처럼 백지신탁제도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세부적인 방안 중 하나로서 공
직자의 주식보유 기업에 대한 경영관여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정보제공적 수단, 제거방식, 
약화방식이 모두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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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의무를 가지는 공직자는 특정 공직

자로 한정되어 있고,42) 등록재산 공개나 주식매각 및 백지신탁 의무를 부담하

는 공직자는 등록의무 공직자 중에서도 다시 특정 공직자로 한정된다.43) 「공

직자윤리법」 중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은 외국 정부로부터 받은 선물

신고 규정44)이 유일하다. 

  다음으로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 이해충돌 규제를 위한 규율 영역이 매

우 제한되어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등록·공개하거나 현재 보유한 주식을 매각·백지신탁 하게 하는 등 공직자가 

42) 해당 공직자는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② 지
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③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 및 대통령경호처 경호공무원, ⑤ 법관 
및 검사, ⑥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⑦ 대령 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 ⑧ 
교육공무원 중 총장·부총장·대학원장·학장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
교의 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및 교육장, ⑨ 총경 이상
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및 지방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⑩ 제3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
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⑪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의 장·부기관장·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부총재·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
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⑫ 제3조
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
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다.

43) 해당 공직자는 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의 원장 및 차장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
무원, ③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
원,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국가정보원의 기획조정실장, ⑤ 고등법원 부장
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⑥ 중장 이상의 장성급 장교, ⑦ 교
육공무원 중 총장·부총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은 제외한다)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⑧ 치안
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지방경찰청장, 
⑨ 소방정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⑩ 지방 국세청장 및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세관장, ⑪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
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⑫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한국
은행의 총재·부총재·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
장·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⑭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직에서 퇴직한 사람이다.

44) 「공직자윤리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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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처리와 관련하여 규율하고 있거나 퇴직한 공직자의 취업

제한 및 행위제한을 규율하고 있는 것이 주된 규율 영역의 전부이다. 외국기관

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신고하는 제도 외에는 재직 중인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

를 수행하면서 직면하는 이해충돌 상황을 규율하는 규정이 매우 빈약하다.  

  「공직자윤리법」 외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규제를 위한 규범으로는 「공무

원 행동강령」이 존재한다.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의 이해충돌 규

제를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i) 사적 이해관계 신고, ii)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iii) 퇴직자 접촉 신고, iv)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등 특정 

의무를 부과하거나, v)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 vi) 가족채용·수의계약 체결 

제한, vii) 이권개입 금지, viii)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ix) 공용물의 사적(私的) 

사용 금지, x) 사적 노무 요구 금지 등 특정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이해충돌을 규제하기 위한 규율영역이 「공직자 윤리법」보다 훨씬 광범위하

고 규제 수단도 각 규율 영역에 따라 정보제공적 수단, 제거방식, 약화방식의 

다양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 행동강령」도 공직자 이해충돌 규제를 위한 일반규범으로

서의 한계를 지니고 있음은 마찬가지이다. 가장 주요한 문제점은 「공직자윤리

법」과 마찬가지로 적용대상의 범위 문제이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특정 공

무원에 한정하지 않고 공무원 전부를 규율한다는 점에서는 일견(一見) 「공직

자윤리법」의 적용대상 범위보다 넓은 듯 보이지만, 공무원 외의 공직자를 규

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그렇게 볼 수만은 없다. 「공직자윤리

법」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기업, 공직유관단체를 포함한 공적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도 포함하여 규율

하고 있는 데 반하여, 「공무원 행동강령」은 오직 공무원만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45) 다음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의 위반행위자에 대한 제

재규정이 징계권자의 재량에 의한 징계처분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점

이 있다. 이는 행위규범이 연성법의 형태로 존재하는 문제와 결부되어 있는데, 

45) ｢공직자윤리법｣ 외에도 공직자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률로는 ｢부패방
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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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무원 행동강령」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다양하게 규율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이해충돌을 규제를 위한 일반규범으로서의 기능을 실질적으

로 하지 못하는 가장 핵심적 요인 중 하나이다.46)

  II. 이해충돌 규제의 경성법화 시도와 실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규제를 위한 

실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일반규범으로서의 이해충돌 규제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경성법으로 이해충돌 규제법을 제정하려는 시도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며, 지금도 이러한 시도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법률안이 국회에 제

출되고 있다. 캐나다 이해충돌 규제 제도와의 비교법적 고찰을 통한 경성법화 

필요성과 방향을 논의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공직자 이해충돌 규제를 위한 

경성법화 과정 중 논의되었던 주요 쟁점 사항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래에

서는 지난 19대 국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던 입법 과정의 주요 쟁점들을 

살펴본다.  

  1. 정부 제출 법안의 내용 

  국민권익위원회 전(前) 김영란47) 위원장은 2011년 6월 14일 국무회의에서 공

정사회를 구현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청렴 확산방안의 일환으로 공직자 청탁수

수·사익추구 금지법을 검토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이후 국민권익위원

회는 2011년 10월과 2012년 2월 입법의 필요성과 조문별 토론을 위한 공개토론

회를 개최한 후 한국법제연구원의 법제분석지원 연구를 의뢰하였다. 이후 2012

년 5월 7일부터 정부 입법절차가 진행되는데,48) 2012년 8월 22일 입법예고를 하

46)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논문 제3장 제2절 참고.  
47) 국민권익위원회 제3대 위원장으로 2011년 1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재직하였다.
48) 국민권익위원회는 2012년 5월 7일부터 같은 해 5월 18일까지 관계기관의 의견을 조회한 

후 같은 해 8월까지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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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및 법제처의 법령심사를 거쳐 2013년 8월 5일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49)」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

다.50) 당시 제출된 청탁금지법 원안 제2장은 부정청탁의 금지 등, 제3장은 금품

등의 수수 금지 등, 제4장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규정하여 이해충돌과 관

련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었다.51)

  청탁금지법 원안의 이해충돌 규제를 위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이

해충돌’의 개념을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

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으로 정의

한다(제2조 제6호). 적용대상자는 공무원52)에 한정하지 않고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을 포함하였고(제2조 제2호),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

함에 있어 이해충돌 상황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직무관련자’ 개념을 i) 

공직자의 소관 직무와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거나 요구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ii) 공직자의 소관 직무와 관련한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iii)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7호).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규제하는 핵심 제도의 대부분은 제4장에서 규정하고 있

49) 이하 ‘청탁금지법 원안’이라고 한다. 
50) 정부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일자는 2013년 12월 6일이고 정무위 법안소위에 회부

된 날은 2013년 12월 10일이다.
51) 청탁금지법 원안은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공직자의 부패·비리사건으로 인하

여 공직에 대한 신뢰 및 공직자의 청렴성이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공정사회 
및 선진 일류국가로의 진입을 막는 최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태인바, 이에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
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자의 금품등의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며,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직자의 공정
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
를 밝히고 있다. 

52) 당연히 정무직 공무원인 국회의원도 포함된다(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 헌법재판
소 2014. 4. 24. 2011헌바254 결정,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862 판결 참고). 뒤에
서 살펴보겠지만 이에 따라 이해충돌 상황을 규율하는 데 있어 국회의원의 직무수행 범위
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가 법안심사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고 청탁금지법 원안대로 법안
이 통과되지 못하는 데 주요한 원인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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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 제도에는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 제척·기피·회피제도(제11조), 고위

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명세서 제출제도(제12조 제1항), 고위공직자의 특

정직무 배제 제도(제12조 제4항), 공직자의 직무 관련 외부활동 금지제도(제13

조), 공직자의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제도(제14조),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 채

용 제한 제도(제15조), 고위공직자, 공공기관 계약업무 담당자, 산하기관 담당자

의 수의계약 체결 금지제도(제16조), 공직자의 부정 예산사용 금지제도(제17조), 

공직자의 공공기관 물품 등 사적사용 금지제도(제18조 제1항), 공직자의 사적 

노무 수수 금지제도(제18조 제2항), 공공기관 명칭·직위 사적사용 금지제도(제

18조 제3항), 직무상 비 의 사적이용 금지제도(제19조)이 있다. 

  청탁금지법 원안은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특정행위를 애초에 

금지하는 제거방식(제11조 제1항, 제12조 제4항,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7

조, 제18조, 제19조), 특정직무를 회피하는 약화방식(제11조 제3항), 소속기관장

에게 신고나 자료를 제출하는 정보제공적 수단(제12조 제1항, 제14조) 등 공직

자의 이해충돌 규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양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2. 국회 정무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

  청탁금지법 원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후로 3개의 의원 발의안(發議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청탁금지법 원안이 제출되기 전 2013년 5월 24일 김영주 의

원이 대표발의 한「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  2013년 5월 

28일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 한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53) 청탁금지법 원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인 2013년 

10월 28일 김기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공직수행의 투명성 보장과 이해충돌 

53) 김영주 의원안과 이상민 의원안은 조항의 위치와 제목이 같은데, 이해충돌과 관련된 규정
은, 제15조(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수행 금지), 제16조(고위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 직
무수행 금지), 제17조(외부활동의 제한), 제18조(사업자등과의 거래 제한), 제19조(소속기관 
등에 가족 채용 제한), 제20조(소속기관 등과의 계약체결 제한), 제21조(예산 등의 부정사
용 금지), 제22조(공용물·직위 등의 사적사용 금지), 제23조(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제24
조(공무수행 사인의 행위제한 등)가 있다. 정부가 제출한 청탁금지법 원안과 일부 용어상 
다른 표현이 보이기는 하나 그 내용이 매우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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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를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특히 김기식 의원안은 청탁금지법 

원안에 담겨 있던 이해충돌 규제 사항을 독립한 법률의 형태로 입법을 시도하

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법안이다. 김기식 의원안은 ‘이해

충돌’의 개념을 청탁금지법 원안과 동일하게 정의하고 있으나(제2조 제4호), 

청탁금지법 원안과 비교했을 때 가장 주요한 차이점은 고위공직자에게 업무활

동 내역을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 및 특정 직급 이상의 공무원이 퇴직공직자를 

접촉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는 점이다.54) 그 밖의 내

용은 청탁금지법 원안의 이해충돌 규제의 내용과 매우 유사하다.55)

  위 4개의 법률안56)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57)에서 총 6회에 걸

쳐 논의되는데, 2014년 4월 25일 정무위 소위에서 4개 법률안에 대한 첫 심사가 

이루어진다.58) 첫 논의에서는 청탁금지법 원안의 적용대상 범위를 어디까지 포

함할 것인지가 주된 논의 대상이었다. 이는 이해충돌 규제 조항의 적용대상 범

위와도 관련이 있었는데, 특히 법안의 적용 대상에 사립학교와 언론기관이 포

함되는지 여부가 큰 쟁점이 되었다. 그 밖에 4개의 법률안에서 정의하고 있는 

가족의 범위와 고위공직자의 개념, 고위공직자를 따로 규율하는 이유에 대해서 

54) 김기식 의원안은 ‘ … 청탁금지법 원안 중 이해충돌방지와 관련된 부분에서 수정보안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내용을 담아, 법안심사 과정에서 논의하고자 함’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히고 있다. 같은 안 제3조 제1항은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취임한 날부
터 30일 이내에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취임하기 전 3년 이내의 민간 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내역을 소속기관장등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 제1항은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속하
는 5급 이상의 공무원은 퇴직공직자와 접촉하는 경우 그 사실을 사전 또는 사후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등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5) 김기식 의원안의 주요 조항은 제3조(고위공직자의 업무활동내역 신고), 제4조(퇴직공직자
와의 접촉 신고), 제5조(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 수행 금지), 제6조(고위공직자의 사
적 이해관계 직무 수행 금지), 제7조(공직자의 직무 관련 외부활동 금지), 제8조(가족 채용 
제한), 제9조(소속 공공기관 등과의 계약체결 제한), 제10조(예산의 부정사용 금지), 제11조
(공공기관의 물품과 직위 등의 사적사용 금지), 제12조(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제13조(공
무수행사인의 행위제한 등), 제14조(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이다. 청탁금지법 원안에 
없던 대표적 조항은 제3조와 제4조이다.  

56) 청탁금지법 원안, 김영주 의원안, 이상민 의원안, 김기식 의원안. 
57) 이하 ‘정무위 소위’라 한다. 
58) 정무위 소위 심의는 당시 소위원장이었던 김용태 의원의 요청으로 정부안 중심으로 이루

어진다. 첫 심사는 11시 20분에 시작하여 12시 2분까지 약 42분간 진행되었다. 제324회 국
회(임시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법안심사소위원회, 국회사무처,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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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이해충돌 규제 조항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

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단순히 이상직 의원이 ‘이해충돌’의 명확한 개념정

립이 없을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우려에 대해서 언급된 정도가 전부였다.59) 첫 

번째 정무위 소위 심의에서는 법안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 정의규정, 대상범위

에 대한 개괄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을 뿐이다.

   2014년 5월 23일 정무위 소위에서 4개의 법률안에 대한 두 번째 심사가 진

행된다. 주된 논의는 공직자의 부정청탁 금지와 금품수수 금지에 집중되었는데, 

사립학교와 언론을 대상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 형사처

벌이 되는 금품수수의 경우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직무관련성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 가족의 행위를 공직자 형사처벌의 근거로 삼는 것이 자기책임

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한 논의60)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해충돌방지 규정과 관련하여서는, 민병두 의원이 청탁금지법 원안 제11조의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 제척·회피 제도의 기본적인 내용을 국민권익위

원회 위원장에게 질의문하는 내용,61) 청탁금지법 원안 제14조의 직무관련자를 

판단함에 있어 가족 중 직계존비속을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이라고 제한

하여 규정하고 있는 이유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질의하는 내용,62) 제12

조의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립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63)에 대한 

간략한 질문과 답변이 오갔다. 두 번째 심사의 주된 논의는 사적이해관계 제

척·기피·회피제도(제11조)에 집중되었는데, 청탁금지법 원안은 제척·기피·

회피 대상이 되는 공직자의 직무가 특정직무와 일반직무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64)

59) 제324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제3호(주 58), 39면.
60) 제325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법안심사소위원회, 국회사무처, 16-17면.
61) 제325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제1호(주 60), 11면.

62) 제325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제1호(주 60), 15면.
63) 제325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제1호(주 60), 17-19면.
64) 김기식 의원은 일반직무와 특정직무를 구분하지 않는 정부안대로라면 (신문사나 방송국) 

보도국장은 직무분야(기사 작성이나 방송)가 전 분야를 아우르게 되므로 4촌 이내의 친족 
중 한명이라도 기업체 임원이나 공직자가 있다면 보도국장의 직책을 수행할 수 없는 문제
가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즉, 포괄적 직무관련성을 갖게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서는 아무런 고려가 없다는 비판이다. 제325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제1호(주 60), 47-48면. 
김용태 의원은 이해충돌 방지 부분은 도저히 입법이 불가능할 정도로 엉성하다고 지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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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5월 27일 정무위 소위에서 4개의 법률안에 대한 세 번째 심사가 진

행된다. 세 번째 심사의 주된 내용은 두 번째 정무위 소위에서 제기되었던 문제

점을 국민권익위원회가 보완한 수정안을 다시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해충돌 규

제 조항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두 번째 심사와 마찬가지로 제11조가 핵심 쟁점

이 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두 번째 심사에서 문제로 제기되었던 공직자의 

일반적 직무를 특정직무로 한정하고, 기존의 사적이해관계 있는 일반 직무 제

척제도를 특정직무와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신고제도로 

변경하되 기존 기피·회피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그러나 

전반적 업무를 수행하는 장관 등 고위공직자의 경우 제한되는 특정직무를 한정

할 수 없다는 비판이 다시 제기되었다.65) 그리고 제14조와 관련하여 공직자의 

사적거래를 신고하는 것은 사적자치의 원칙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

기되었고,66) 제15조와 관련하여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가 

다시 논의되었다.67) 일부 의원은 이해충돌 규제 제도가 국민의 직업선택의 권

리가 과도하게 침해 될 수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였고,68) 공직자 이해충돌 규제 

조항의 보완 없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제도의 내용만으로는 법안을 통과

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후반기 정무위 소위에서 심사를 계속하기로 결론을 

내린다.69)

  2014년 12월 2일 후반기 정무위 소위에서 4개의 법률안에 대한 네 번째 심사

다. 제325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제1호(주 60), 52면. 
65) 김기식 의원은 만일 친족이 은행임원으로 있는 경우, 금융위원장은 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

출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제325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법
안심사소위원회, 국회사무처, 23-24면.

66) 김종훈 의원은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와 부동산 거래를 한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사적자치 영역에 대한 지나친 규제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한다. 325회 정무위원회회
의록 제2호(주 65), 25면.

67) 제325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제2호(주 65), 29면. 
68) 제325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제2호(주 65), 30면. 정무위 소위 위원장이었던 김용태 의원의 

주장이다. 공무원직에 관한 한 공무담임권은 직업의 자유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특별법적 
규정이므로(헌법재판소 1999. 12. 23. 99헌마135 결정), 공무원에 한해서는 공무담임권의 
과도한 제한이 문제될 수 있다. 다만 당시 청탁금지법 원안은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등 
사적영역에 속하는 자도 이해충돌 방지 규정의 적용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어 직업 선택의 
자유의 과도한 제한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69) 제325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제2호(주 6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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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작된다. 심사의 내용 중 이해충돌 규제 조항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국민권

익위원회는 공직자의 직무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는 위원들의 지적에 대한 보

완 방안으로 제11조 법문의 ‘직무’를 ‘특정직무’로 수정하고 특정직무의 

범위를 11개 유형으로 한정한 후, 제11조 외에 제12조, 제13조, 제14조에도 11

개 유형의 특정직무가 공직자의 사적 이익과 관련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도록 

수정하였다. 그리고 제14조 제1항에서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한 경

우 소속기관장에게 5년의 범위에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규정을 2년으로 

수정하고, 제14조 제1항의 신고대상 거래의 예외 사유 일부를 추가하였다.70) 그

리고 고위공직자의 가족채용 제한의 예외사유에 공개경쟁 채용시험뿐만 아니

라 공직자의 부당한 영향이 개입될 소지가 낮은 공개경쟁 절차에 따른 경력직 

공직자 채용도 포함되는 것으로 수정하였다.71) 이에 대해서 일부 의원은 중앙

부처 공무원 중 국장급 이상 직위자의 경우 그 영향력으로 인하여 제한 범위를 

특정직무로 한정한다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비판을 제기한다.72)

  2014년 12월 3일 정무위 소위의 다섯 번째 심사가 있었는데, 이해충돌 규제 

조항과 관련하여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11조의 직무범위와 관련하여 구체적

인 안을 준비해올 것을 주문하는 외에 특별한 논의 사항은 없었다.73) 

  2015년 1월 8일 정무위 소위에서 4개 법률안에 대한 마지막 심사가 진행되었

는데, 이해충돌과 관련하여 제11조의 특정직무에 대하여 다시 논의가 집중되었

다. 김기식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한정하여 제시한 11개 유형의 ‘특정직

무’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배제되는 공직자의 직무 범위가 여전히 광범위하다

고 지적한다.74) 당일 논의에서 청탁금지법 원안에 이해충돌 규제 조항을 삭제

70) 제329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법안심사소위원회, 국회사무처, 27-28면.
71) 제329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제3호(주 70), 28면.
72) 김기식 의원은 중앙부처 7급이나 5급 공무원은 직제표상에 직무가 특정될 수 있으나 국장

급 이상은 특정직무가 별 의미가 없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제329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제3
호(주 70), 30면.

73) 제329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법안심사소위원회, 국회사무처, 57-58면.
74) 김기식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 과장은 가족 중 한명이 현대자동차 말단직원으로 

신규채용이 될 경우 특정직무에 해당되는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들면서 채용된 가족이 직무관련 회사의 임원정도에 해당하는 경우 공직자를 직무범
위에서 배제할 것인지, 가족이 직원일 경우까지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제출된 법안이 공직자뿐 아니라 사립학교, 언론기관, 기타 공공기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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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안이 처음으로 언급 되고,75) 결국 같은 날 이해충돌 규제 조항을 제외한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영역만을 규율하는 정무위원회 대안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정무위 소위에서 의결된

다. 그리고 2015년 1월 12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공직자 이해충돌 규제 조항이 

제외된 같은 법안이 그대로 의결된다. 

  이해충돌 규제에 관한 정무위 소위 논의는 공직자의 부정청탁 금지나 금품수

수 금지에 집중되었다. 이해충돌 규제 조항에 관한 논의는 부정청탁이나 금품

수수에 비하면 그 정도나 깊이가 매우 빈약하였다. 이는 국민적 관심이 공직자

의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에 집중되어 있었고, 언론도 이와 관련하여 집중적으

로 보도됨에 따라 이해충돌 규제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였던 

점에 기인한다. 청탁금지법 원안이 담고 있는 이해충돌 규제 조항 중 그나마 심

도 있는 논의는 사적 이해관계 직무 수행 제척제도(제11조)가 거의 유일하다. 

나머지 조항의 문제점이 대한 깊이 있는 심사는 없었으며 세부적·기술적 사항

만 논의되었을 뿐이다.76) 그렇다고 하여 19대 국회 정무위 소위에서 논의되었

던 쟁점들이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경성법화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쟁점

들은 향후 이해충돌 규제의 경성법화 과정이 진행된다면, 충분히 다시 논쟁이 

점화될 수 있는 주요 사안들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한 입법 준비가 필요한 내

용들이다.  

  3. 경성법화 실패 후 전개과정

  19대 국회에서 공직자 전반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이해충돌 규제를 경

성법화 하려는 시도는 실패하였다. 입법과정에서 논의되었던 법률안은 총 4

개의 법률안이었는데, 이 법률안들은 19대 국회 임기만료로 모두 폐기되었다. 

지 포함되어 적용 대상자가 넓기 때문에 이해충돌 부분은 보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
한다. 제330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법안심사소위원회, 국회사무처, 26면. 

75) 신동우 의원은 이해충돌 규제 조항을 제외하는 방안이 있음을 언급한다. 제330회 정무위
원회회의록 제3호(주 74), 33면.

76) 최계영, 앞의 논문(주 17), 3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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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구분 제출시기 법안명(法案名)
발의자

(대표의원)
입법
형식

상태

1 2013. 5. 24.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국회

(김영주)
통합 폐기

2 2013. 5. 28.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국회

(이상민)
통합 폐기

3 2013. 8. 5. 청탁금지법 원안 정부 통합 폐기

4 2013. 10. 28.
공직수행의 투명성 보장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법률안
국회

(김기식)
독립 폐기

앞서 살펴본 것처럼 법률안 심의과정에서 짧은 시간 내에 보완하기 어려운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조속한 입법을 위해 이해충돌 규제 조항을 제외하고 입

법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77)

[19대 국회에 제출된 이해충돌 방지 관련 법안]

  
  경성법화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해충돌 규제 법률의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

감대는 국회 내에서 상당 수준 형성되었다. 이는 20대 국회에서 계속된 이해

충돌 규제의 경성법화 시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철수 의원은 2016년 8

월 1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 하였고,78) 권은희 의원은 2018년 4월 1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019년 1월 31일 신창현 의원은 「부정청

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채이배 의원은 「공

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79) 위 4개의 법안 중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이해충돌 규제 조항을 

77) 최계영, 앞의 논문(주 17), 308면.
78) 안철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탁금지법 개정안은 시행 중인 청탁금지법에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수행 금지 제도(제11조의2), 고위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 수행 금지 제
도(제11조의3), 공직자의 직무 관련 외부활동 금지 제도(제11조의4), 공직자의 직무관련자
와의 거래 제한 제도(제11조의5), 소속 공공기관 가족채용 제한 제도(제11조의6)를 추가하
는 방식이었다. 

79) 4개의 법안이 제출되는 가운데 2018년 1월 16일 「공무원 행동강령」이 개정되어 19대 국
회 입법과정에서 담고자 하였던 이해충돌 규제 조항이 신설된다. 그 한계는 대해서는 본 논
문 제1장 제3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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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구분 제출시기 법안명
발의자

(대표의원)
입법
형식

상태

1 2016. 8.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안철수)
통합

소위

계류

2 2018. 4. 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권은희)
통합

소위

계류

3 2019. 1. 3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신창현)
통합

상정

대기80)

4 2019. 2. 1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국회

(채이배)
독립

상정

대기

추가하는 방식은 안철수·권은희·신창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이고, 

독립 형태의 입법 방식은 채이배 의원안이 유일하다.

[20대 국회에 제출된 이해충돌 방지 관련 법안]

  20대 국회에서 제출된 법률안들은 현재 국회 정무위 소위에 계류 중에 있

거나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대기 중이다. 이런 와중에 국민권익위원회는 

2019년 7월 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이

다. 입법예고안에는 2013년 8월 국회에 제출된 청탁금지법 원안에 없던 새로

운 제도가 일부 있으나, 대부분은 19대 국회의 경성법화 과정에서 논의되었

던 사안과 유사하여, 당시 논쟁이 다시 점화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0대 국

회의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사회적 파급력이 적지 않은 이해충돌 

규제의 경성법화는 참으로 난망(難望)한 일처럼 보인다. 그러나 공직자 이해

충돌 규제의 입법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여전이 뜨거운 이 시점에 

외국 제도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함으로 경성법화 필요성과 방향을 논의하는 

일은 나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캐나다 이해충돌 

규제 제도의 역사와 특징 및 캐나다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제도들을 고찰한 후, 우리나라의 공직자 이해충돌 규제의 경성법화 필

요성과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80)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상정대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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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캐나다 이해충돌 규제 제도

 제1절 캐나다 이해충돌 규제의 변천 과정 

  I. 연성법(soft law) 시기 

  캐나다 규제 제도의 경성법화는 몇 번의 시도와 실패를 거듭한 끝에 2006

년에 이르러서야 달성된다. 경성법 제정 이전에도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규제

를 위한 총리·의회·행정기관의 지속된 노력들이 있어왔다. 이러한 노력들

은 일반적으로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추문과 그에 대한 대응으로 나타나는

데, 이하에서는 캐나다 이해충돌 규제의 연성법 시기를 이러한 관점에서 살

펴보기로 한다. 

  1. 지침(guideline)의 시기 

  캐나다는 1867년 연방국가가 성립된 이후 영국식 전통을 이어받아 공직윤

리에 대한 법적 규제를 자제하는 형태를 기본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1960

년대 초 각료와 정치인들이 관련된 스캔들이 언론에 집중 보도되면서,81) 

1964년 당시 총리로 재직 중이었던 레스터 피어슨82)이 각료들에게 서한을 보

냄으로써 최초로 문서로 된 윤리지침을 만들게 되었다.83) 이 서한은 공직자

81) 대표적으로 리바드 사건(Rivard Affair)이 있다. 이 사건은 당시 자유당 정부 내각의 장관 
보좌관 두 명이 마약 매범인 루시안 리바드(Lucien Rivard)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뇌
물을 받고 협박을 행사한 사건이다. 리바드는 자유당과 접한 관계를 가져온 사람인 것
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다. 허찬무, 앞의 논문(주 10), 11면. 

82) 레스터 피어슨(Lestor Bowles Pearson)은 제19대 캐나다 총리로 1963년 4월 22일부터 1968
년 4월 20일까지 총리직을 수행하였다.

83) Kenneth Kernaghan, “Codes of Ethics and Public Administration: Progress, Problems and 
Prospects”, Public Administration, 1980, 2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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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적인 직무를 간섭하는 것으로 보일지 모르는 재정적 이익을 얻는 사안

이나 공직자가 특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

용하는 사안에 대하여 경각심을 일깨우는 등 공직자 이해충돌의 개념을 비교

적 명확히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84)

  이후 1973년 7월 하원은 ‘의회 의원과 이해충돌(Members of Parliament 

and Conflict of Interest)’의 녹서(Green Paper)를 발표하였고, 이는 1973년 

12월에 당시 캐나다의 총리인 피에르 트뤼도85)가 ‘내각 장관의 이해충돌에 

관한 지침(Conflict of Interest Guidelines for Federal Cabinet ministers)’을 

장관들에서 서한으로 보내는데 영향을 미친다.86) 트뤼도 총리의 지침 안에는 

장관의 내부정보 사적(私的) 이용금지, 장관의 외부활동 제한, 장관이 보유하

고 있는 특정자산의 매각 또는 공개 등 장관들의 이해충돌을 규제하기 위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총리의 지침 서한과는 별도로 1973년 12월 18일 

추 원87)에서 ‘공무원의 이해충돌에 관한 지침(Guidelines to be Observed by 

Public Servants Concerning Conflict of Interest Situations)’을 회람 형식으로 

배포하였고, 1974년 정부는 이 지침을 수행하기 위한 행정관으로 정부기록원 부

원장보(Assistant Deputy Register General)를 임명하는데, 이 기관은 당시 소비자

기업부(Department of Consumer and Corporate)88)안에 설치되었다. 담당 행정

관은 공공문서를 등록하는 업무 외에 장관들이나 공직자들에게 이해충돌과 

84) Ian Greene, “Conflict of Interest and the Canadian Constitution: An Analysis of Conflict 
of Interest Rules for Canadian Cabinet Ministers”, Canad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990, 246면.

85) 피에르 트뤼도는 (Pierre Elliott Trudeau)는 제20대(1968년 4월 20일부터 1979년 6월 3일까
지)·제22대(1980년 3월 3일부터 1984년 6월 30일까지) 캐나다 총리이다. 제29대·제30대 
캐나나 총리인 쥐스탱 트뤼도(Justin Trudeau)의 아버지이다. 아버지 트뤼도는 재직당시 의
회에서 “정부는 장관들 자신들보다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
다. 우리의 정책은 각 장관들이 자신들의 공적 의무와 책임과 충돌 또는 충돌의 외관이 
발생하지 않는 방법으로 개인 직책을 수행할 무거운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연설하였
는데, 이 연설은 아들 트뤼도의 이해충돌 위반이 문제된 SNC-라발린 스캔들에서 다시 회
자되고 있다. 2019. 8. 17.자 글로벌뉴스(Global NEWS) 기사 참고(https://globalnews.ca/new

    s/5775279/ethics-commissioner-history-trudeau/).
86) Andrew Stark, “Conflict of Interest in Canada”, Trost / Gash(ed.), Conflict of Interest and 

Public Life, Cambridge, 2008. 126면.
87) Queen’s Privy Council for Canada, 약칭해서 Privy Council 이라고도 한다.

88) 현재 캐나다 산업부(Department of Industry)에 해당하는 정부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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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자문을 해주거나 장관의 자산을 등록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기

관은 공직윤리제도의 집행과 관련하여 신설된 최초의 전담 인력이었다는 데 

의미가 있으나, 연방부처에 소속되어 있는 한계 때문에 독립적 지위를 갖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89) 1979년 8월 트뤼도 총리의 뒤를 이은 조 클라크90)

총리는 장관들에게 적용되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는데, 가장 혁신

적인 내용은 장관들의 이해충돌과 관계없는 이익91)도 공개하도록 요구한 것

이었다. 클라크 정부의 짧은 집권 이후 다시 총리로 재취임한 트뤼도는 클라

크 정부의 가이드라인의 필수조항들을 계속 유지하였다.92)   

  2. 강령(code)의 제정 

 

  이후 1983년 질레스피 사건(the Gillespie Affair)이 발생한다.93) 이 사건의 여

파로 트뤼도 정부는 존경받던 전직 장관인 미첼 샵과 마이클 스타94)에게 태스

크 포스 구성을 요청하였고, ‘윤리적 행동에 관한 태스크 포스(Task Force on 

Ethical Conduct)가 구성·운영된다.95) 1984년 5월 태스크 포스는 기존 규정을 

개정하는 보고서를 공표하는데96), 공표 후 몇 달 지나지 않아 정권을 이어받은 

89) Mary Dawson, “Canada’s Federal Conflict of Interest Regime: History, Present Course 
and Future Directions”, 30th Annual Canadian Administrative Law Seminar, 2013, 1면. 
Mary Dawson은 캐나다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일인 2007. 7. 9.부터 2018. 1. 8.까지 캐나
다의 이해충돌 및 윤리감독관(Conflict of Interest and Ethics Commissioner)을 지냈다.

90) 조 클라크는(Joe Clark)는 캐나다 제21대 총리로 1979년 6월 3일부터 1980년 3월 3일까지 
총리직을 수행하였다. 캐나다 역사상 가장 젊은 나이에 총리가 된 이력을 가지고 있다.  

91) 원문 표현은 non-conflicting interests이다. Andrew Stark, 앞의 글(주 86), 127면.
92) Andrew Stark, 앞의 글(주 86), 126-127면.
93) 알리스태어 질레스피(Allistair Gillespie)는 트뤼도 정부에서 산업통상상업부 장관(Minister of 

Industry, Trade and Commerce),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Minister of Energy, Mines and 
Resources), 과학기술부 장관(Minister of State for Science and Technology)등을 지냈다. 질
레스피는 공직을 떠나자마자 자신이 재직했던 부처와 사업관계를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사
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94) 미첼 샵(Mitchell Sharp)은 자유당 소속으로 1963년 통상상업부 장관, 1965년부터 1968년까지 재
무부장관을 지냈으며 마이클 스타(Michael Starr)는 존 디펜베이커(John George Diefenbaker)정
부에서 노동부장관을 지냈다. 

95) Andrew Stark, 앞의 글(주 86), 127면.

96) Andrew Stark, 앞의 글(주 86), 1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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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로니97) 정부는 이 보고서의 영향을 받아 1985년 9월 ‘공직자 이해충돌 및 퇴

직 공직자 강령(Conflict of Interest and Post-Employment Code for Public Office 

Holders)’을 제정하였다. 이 강령이 1986년 1월부터 시행되는데, 장관들, 의회 

비서관들, 관료들, 공무원, 총독(Governor in General)이 임명하는 공직자에 대

한 여러 이해충돌 규제 사항을 하나로 통합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었다. 멀로니 

정부에서 제정한 강령의 주요내용에는 장관과 관료들의 선물수수 문제, 외부

활동의 문제, 퇴직 이후 활동의 문제, 이해충돌 사익의 공개 문제, 회피·처

분·신탁을 통한 이해충돌의 교정의 문제가 담겨 있었다.98) 멀로니 정부의 

강령제정은 이제까지 캐나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규제하는 형식이 지

침에서 강령 수준으로 올라가 비(非)법적 문서에서 법적문서로의 규범력이 

높아졌다는 데 의의가 존재한다.99)

  3. 강령 제정 후 경성법화 전까지의 시기

  강령이 제정된 이후에도 장관들의 이해충돌 추문이 계속 이어졌다. 1990년

대 초까지 연방정부 장관이나 그 보좌진이 연루된 이해관계 충돌 사건 등 공

직윤리지침 위반 사건은 최소 14건으로 파악된다.100) 이 시기에 발생한 대표

적인 사건중 하나가 1986년에 발생한 싱클레어 스티븐스(Sinclair McKnight 

Stevens) 사건이다. 스티븐스는 온타리오주 요크필 지역 출신의 연방하원으로 

클라크 정부의 재무위원회 위원장이었고, 멀로니 정부에서 지역산업확장부

97) 마틴 브라이언 멀로니(Martin Brian Mulroney)는 1983년 6월 캐나다 진보보수당 당대표로 
선출되었으며 이듬해인 1984년 9월 17일부터 1993년 6월 25일까지 캐나다 총리직(제24대)
을 수행하였다.  

98) Andrew Stark, 앞의 글(주 86), 127면.
99) OECD, 앞의 글(주 14), 46-47면에 의하면 OECD는 회원국이 이해충돌 규제를 위하여 보유하

고 있는 규범의 형태를 ① 1차적 법령, ② 2차적 법령, ③ 행동강령, ④ 기타 법적문서, ⑤ 비
법적 문서로 구분하고 있는데, 지침(guideline)은 비(非)법적 문서에 포함시키고 있다. 허찬무, 
앞의 논문(주 10), 19면에 의하면 지침은 일반적으로 법적 강제성이 없다고 보고 있으며, 강
령의 경우 법적 강제성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견해가 일치되어 있지 않지만 제재조항과 결
부되어 강제성이 인정될 수도 있다고 한다.

100) Ian Greene, 앞의 글(주 84), 2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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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er of Regional Industrial Expansion) 장관을 지냈다. 신탁회사 운영자였던 

그는 공직에 취임함에 따라 회사 운영을 수탁자에게 넘기는 백지운영 계약을 

체결하였다. 백지운영 계약은 보수당 정부의 출범에 맞추어 사업가들이 내각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함에 따라 도입된 제도였으나, 내각 참여를 희망하였

던 대부분의 사업가들이 자신의 부진한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한 경력 차원에서 

공직 진출을 희망하면서 이해충돌 위반의 폐단이 발생하였다.101) 스티븐스는 

이해충돌 강령을 위반하고 백지 신탁된 회사의 운영에 지속적으로 관여하였

으며, 장관 재임기간 그의 부인은 백지 신탁된 회사의 사무변호사로 활동한 

사실이 밝혀져 결국 장관직을 사임하게 된다.102) 이러한 고위공직자의 이해

충돌 추문이 계속 이어짐에 따라 멀로니 정부 시절 이해충돌에 관한 법안이 

의회에 수차례 제출되었으나, 여러 번의 정회 또는 의회해산으로 법률은 모

두 폐기되었다.103) 

  1993년 자유당 정부가 집권을 하는데, 장 크레티엥104) 정부 시절인 1994년 

6월 20여 년 동안 유지되어 온 조직구조가 개편된다. 크레티엥 정부는 연방

윤리고문관실(Office of the Federal Ethics Counsellor)을 만들고 기존 소비자

기업부에 속해 있던 정부기록원 부원장보가 수행하는 직무를 연방윤리고문관

(Federal Ethics Counsellor)이 대신하게 된다.105) 연방윤리고문관은 장관과 관

료들이 강령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폈는데, 그 지위가 의회에 소속하

지 않았으며, 총리를 위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총리에게 보고를 하였다.106) 크

101) 정부법무공단, 주식백지신탁제도 이해충돌방지수단의 다양화방안에 관한 연구, 안전행정
부 연구용역보고서, 2013, 19면.

102) 당시 스티븐스 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청문조사위원회는 1987년 12월 조사보고
서를 공표하였는데, 이 보고서는 스티븐스가 총 14건의 이해충돌 상황에 있었으며 그 중 
6건은 실제적 이해충돌 상황임을 확인하였다. 스티븐스는 이 보고서에 대한 불복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04년 12월 연방법원은 청문조사위원회가 당시 강령에 구체적으로 정의
되어 있지 않은 ‘이해충돌’ 개념을 권한을 넘어 정의내린 점, 스티븐스에게 보고서가 
공표되기 전에 대응할 기회를 주지 않은 점을 이유로 보고서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
을 내린다. 허찬무, 앞의 논문(주 20), 18면.

103) Andrew Stark, 앞의 글(주 86) 127면에 의하면 멀로니 정부에서의 법안 제출은 1988년
(C-114), 1991년(C-46), 1991년(C-43), 1993년(C-116) 총 4차례 있었다.    

104) 장 크레티엥(Jean Chretien)은 캐나다 제26대 총리로 1993년 11월 4일부터 2003년 12월 
12일까지 직을 수행하였다.

105) 초대 연방윤리고문관은 장 크레티앵 총리가 임명한 하워드 윌슨(Howard R. Wilso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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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티엥 정부에서도 장관들의 이해충돌 추문이 이어졌는데,107) 가장 주요한 

사건은 총리 자신에 의해서 촉발되었다. 크레티엥은 퀘벡 주에 있는 한 골프

장의 공동 경영자였고, 이 골프장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 골프장 옆에는 호

텔(the Auberge Grand-Mere)이 하나 있었는데, 골프장과 호텔 이용은 패키지 

상품으로 관광객들에게 판매되고 있었다. 크레티엥은 1997년 연방산업개발은

행(Federal Business Development Bank) 장에게 전화를 걸어 호텔의 융자를 

승인할 것을 요구하였다. 당시 연방산업개발은행장은 기술적으로는 정부와 

독립된 기관이었지만 총리가 지명하였다. 결국 연방산업개발은행장은 규정을 

위반하여 호텔에 융자를 해주었고, 후에 총리로부터 부적절한 압력이 있었다

고 주장하였다. 크레티엥은 이를 부인하였지만 나중에 전화를 한 사실이 밝

혀진다.108) 

  크레티엥 정부 시절 이해충돌 규제와 관련하여서는 1994년 이후 큰 변화 

없이 이어져오다가 2002년 5월 의회 의원에 대한 강령을 제정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같은 해 10월 윤리 감독관(Ethics Commissioner)을 신설하는 법안이 

제출되었으나, 크레티앵에서 폴 마틴109)으로 총리직 승계를 위하여 2003년 

11월 12일 국회가 정회됨으로 폐기되었다.110) 마틴 정부 시절인 2004년 개정

된 「캐나다 의회법」이 시행됨으로 인하여, 2004년 4월 의회소속의 윤리감

독관111)이 마침내 신설되는데, 이는 기존 정부 내에 속해 있던 기관이 정부

로부터 독립된 의회기관으로 바뀌었다는 데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112) 윤

106) Andrew Stark, 앞의 글(주 86), 127면.
107) 크레티앵 정부 시절 기반시설부 장관(Minister of Infrastructure), 국제통상부장관(Minister 

of International Trade), 국방장관(Minister of National Defense)을 지냈던 아트 이글턴(Art 
Eggleton)은 여자 친구 메기 메이어와 36,500달러를 주고 무(無)입찰 계약을 체결한 행위
가 언론에 보도되었으며, 보드리아 공공사업부 장관은 정부와 광고계약을 맺고 있는 업
체가 소유하고 있는 퀘벡의 별장에서 가족과 휴가를 보내 물의를 일으켰다. 밴쿠버조선, 
2002. 5. 28.일자 기사 참고.

108) Andrew Stark, 앞의 글(주 86), 139면.
109) 폴 마틴(Paul Martin)은 캐나다 제27대 총리로 2003년 12월 12일부터 2006년 2월 6일까지 

총리직을 수행하였다.
110) Andrew Stark, 앞의 글(주 86), 127면. 
111) 초대 윤리감독관은 버나드 샤피로(Bernard Jack Shapiro)로 2004년 5월 17일부터 2007년 

3월 29일까지 직무를 수행했다. 

112) Mary Dawson, 앞의 글(주 8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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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감독관은 ‘공직자에 대한 이해충돌 및 퇴직 후의 강령’을 관할함과 동시에 

2004년 제정되고 10월부터 시행된 ‘하원 의원의 이해충돌에 관한 강령

(Conflict of Interest Code for Members of the House of Commons)’도 관할

하였다.113) 이로써 윤리감독관은 직무와 관련된 내용을 의회에 직접 보고할 

수 있게 되었다.114)

  II. 경성법으로의 전환 

  2000년대에 들어서도 고위공직자가 공직윤리를 위반한 여러 가지 추문사건

은 이어졌는데, 대표적인 것이 국가홍보사업 추문사건(Sponsorship Scandal)이

다. 1995년 퀘벡 주가 캐나다 연방으로부터 탈퇴·독립할 것인지의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독립 반대와 찬성이 비슷한 비율로 나옴으로 

인하여 연방정부는 국가의 단일성 및 연방의 유지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홍보

하는 사업을 퀘벡 주 내에서 수행하였는데, 홍보업체의 선정 및 관리상의 비

정상적인 처리와 관련하여 고위공직자의 금전적 비리가 드러난 사건이다.115) 

이러한 추문의 여파로 연방정부는 공직윤리를 규율하는 조치를 내놓게 되는

데, 그 중 하나가 2006년 ‘이해충돌에 관한 법제, 선거 자금모금에 대한 제

한조치, 행정의 투명성·감독 및 책무성에 관한 조치 등을 규정하는 법률

(An Act providing for conflict of interest rules, restrictions on election 

financing and measures respecting administrative transparency, oversight and 

accountability)’116)의 제정이다. 연방책임법은 정부의 책무성 및 공직윤리 등

에 관한 종합적 근거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데,117) 그 목적은 캐나다 정부

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정부 운영상의 투명성 및 감독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

이었다.118) ‘연방책임법’의 내용에는 이해충돌에 관한 법제, 정보 접근의 

113) Mary Dawson, 앞의 글(주 89), 2면.
114) 허찬무, 앞의 논문(주 20), 10면.
115) 허찬무, 앞의 논문(주 10), 17면.  
116) 이하 ‘연방책임법’이라고 한다.

117) 허찬무, 앞의 논문(주 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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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과 내부고발의 보호, 선거 모금에 대한 제한조치, 행정의 투명성·감독 

및 책무성을 존중하는 조치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119) 그리고 ‘연방책임

법’ 제2조에 근거하여 스티븐 하퍼(Siphen Harper)120)정부 당시인 2006년 12

월 12일 비로소 캐나다의 「이해충돌방지법(Conflict of Interest Act)」이 제정

되고 2007년 7월 9일 시행된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기존 

1973년 트뤼도 정부 시절 지침으로, 1985년 멀로니 정부 시절 강령으로 존재

하였던 이해충돌 규범 형식이 경성법인 법률로 변경된다.  

  그러나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시행되고 있는 2006년 이후에도 캐나

다 고위 관료의 이해충돌 추문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최근에 가장 

크게 주목 받은 사건으로 현재 총리직을 수행하고 있는 쥐스탱 트뤼도가 개

입된 SNC-라발린 사건(SNC-Lavalin Scandal)이 있다. SNC-라발린은 퀘벡 주 

몬트리올에 본사를 두고 전 세계에 50개 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캐나다 최대 

건축·토목·엔지니어링 회사로, 트뤼도 총리가 속한 자유당 정부를 후원하

는 회사이다. 이 회사는 아버지 트뤼도 시절부터 트뤼도 가문과는 매우 오랜 

교분이 있었던 회사인데, 리비아 관리들을 뇌물로 매수하여 리비아 정부를 

기망하여 공사를 수주했다. 이로 인하여 연방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중 트

뤼도 총리는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인 윌슨-레이볼드121)에게 전화를 걸어 기

소를 보류하도록 요청하였고 이를 거부한 법무장관을 보훈장관으로 좌천시켰

다는 의혹으로 캐나다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122) 2019년 8월 14일 캐나

다 공직윤리위원회는 트뤼도 총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SNC-라발린의 

사적인 이익을 보장해 주었다고 인정하면서, 「이해충돌방지법」 제9조를 위

반하였다고 최종 결정을 내렸다. 

118) 허찬무, 앞의 논문(주 10), 17면. 
119) 허찬무, 앞의 논문(주 10), 18면. 
120) 스티븐 하퍼는 캐나다 제28대 총리로 2006년 2월 6일부터 2015년 11월 14일까지 총리직

을 수행하였다. 
121) 조디 윌슨-레이볼드(Jody Wilson-Raybould)는 2015년 11월 4일부터 2019년 1월 14일까지 

트뤼도 정부의 법무장관을 지냈다. 여성 원주민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법무장관에 올라 
세간의 화제가 되었던 인물이다. 

122) 주 85 참고. 레이볼드는 결국 장관직을 사퇴하였으며 자유당으로부터 출당 조치를 받았
다. 2019년 총선에서 지역구인 밴쿠버 그린빌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하원의원에 당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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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과 관련한 추문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캐나다는 장기간의 국가적 노력 끝에 이해충돌 규제를 위한 상당한 수준

의 법제도적 시스템을 정비하였다. 법제도적 시스템이 정비됨에 따라 이해충

돌의 해석기준이 마련됨으로서 이해충돌과 관련한 연성법 시기의 혼란스러웠

던 사회적 분위기는 상당 수준에서 안정되었다. 연성법 시기에 발생하였던 

질레스피 사건, 스티븐스 사건이나 크레티앵 총리가 보여주었던 명백히 의도

적인 사익추구는 경성법화 이후 아직까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이해충돌에 대한 공직자의 도덕적 민감성도 제도 정비에 따라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면 이하에서는 장기간에 걸친 법제도적 시스템

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타난 캐나다 이해충돌 규제 제도의 특징에 대해서 구

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제2절 캐나다 이해충돌 규제 제도의 특징

  캐나다의 공직윤리 제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규제함으로써 발전해 왔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해충돌 규제 제도가 캐나다 공직윤리의 중심이 된 

이유는 언론기관에 의하여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사례가 집중적으로 보도 

되었고, 이에 따라 이해충돌과 관련하여 국민적 여론이 비등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더하여 법제도가 정비됨에 따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범위가 점진적으로 

확장되어 왔다는 점도 이유가 된다.123) 아래에서는 이해충돌 규제와 관련하

여 캐나다보다 상대적으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미국의 이해충돌 규제 제

도에 견주어 캐나다의 이해충돌 규제 제도의 특징을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

보기로 한다.

  첫째, 캐나다는 이해충돌 규제 제도는 우리나라에 비하면 긴 역사를 가지

고 있으나,124) 미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짧은 편에 속한다. 미국은 일찍이 

123) Kenneth Kernaghan, 앞의 글(주 83), 208면.

124) 우리나라의 경우 「공직자윤리법」이 1980년 12월 31일 제정되고 1983년 1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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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에 몰두해 있었고, 이해충돌과 관련된 문서가 19세기

부터 발견되는 반면 캐나다는 이해충돌 문제에 대하여 비교적 최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125) 캐나다의 이해충돌 규제의 시작은 일반적으로 1973년 

7월 하원이 발표한 ‘의회 의원과 이해충돌’의 녹서 발표로 보고 있는

데,126) 그때로부터 지침 형식으로 약 12년, 강령 형식으로 약 21년, 법률 형

식으로 약 14년 총 47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127)

  둘째, 캐나다 공직윤리 제도는 공직자들의 개별적인 추문사건에 대한 대응

으로서 전개되어 왔는데, 공직윤리와 관련한 의혹이 제기되면 정부는 통상적

으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건의 진상조사와 함께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정책 권고안을 공표하는 패턴을 유지하였다.128) 공직윤리의 증진

이 추문에 대응하는 결과로 전개된다는 특징은 비록 캐나다만의 문제는 아니

지만,129) 캐나다의 정치구조 아래에서 이러한 특징은 더욱 두드러져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캐나다의 이해충돌 규제 제도에 있어서 언론과 대중이 핵심적 

역할을 하였으며, 대중적 담론이 법제도적 규율을 능가하는 역할을 수행하였

다.130) 

  셋째, 앞서 보았듯 미국은 이해충돌 규제를 의회의 중추적 기능을 통해서 

시행하였음에 반하여, 캐나다는 이해충돌 규제 제도를 총리의 일방적 역량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마련하였다.131) 제2장 제1절의 캐나다 이해충돌 규제의 

되어 이해충돌 규제의 역사가 짧지 않다고 보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견
해는 「공직자윤리법」이 적용대상과 규율영역에 있어 이해충돌 규제의 일반규범으로서
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지 의문이다.  

125) Andrew Stark, 앞의 글(주 86), 126면.
126) Andrew Stark, 앞의 글(주 86), 126면.
127) 미국은 19세기부터 이해충돌에 관심을 가졌고 독립된 법률 형태는 아니지만 1962년 케네

디 대통령이 개별 법률에 산재되어 있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형법」 제11장 ‘뇌물 
및 이해충돌’에 입법화 하여 시행하였다. 

128) 허찬무, 앞의 논문(주 10), 18면.
129) Christoph Demmeke and Timo Moilanen, “The Pursuit of Public Service Ethics – Promises, 

Developments and Prospects”, B. G. Peters and Jon Pierre(eds), The SAGE Handbook of 
Public Administration(2nd ed.), 2012, 698-711면.

130) 이와 같은 이유로 미국의 이해충돌 제도가 의회가 중심이 되어 헌법과 결부되어 마련이 
되었다면, 캐나다의 이해충돌 규제는 헌법적 기본 원칙과의 분명한 연계 없이 졸속적으
로 전개되어 왔다는 비판적 견해가 있다. Ian Greene, 앞의 글(주 84), 234-235면.

131) Andrew Stark, 앞의 글(주 86), 1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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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법화 과정에서 살펴보았듯 고위공직자의 특정 비위혐의가 발생하면, 여

론의 비난을 모면하기 위하여 총리가 정치적 결단을 통한 규범의 제정·정비 

안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이해충돌을 법제도적으로 규제하는 데 있어 캐나다

와 같이 총리의 주도하에 제도를 정비하게 될 경우 필연적으로 의회의 입법 

기능과의 마찰을 불러올 수 있는데, 멀로니 정부시절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규범인 강령을 법률로 경성법화 하는데 반복되었던 실패가 이를 잘 보여준

다.132) 

  넷째, 제도적 특징의 하나로 미국은 입법자의 판단이 사적 단체로부터 오

는 주식이나 사례비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까 우려하는 반면, 전통적으로 캐

나다는 공적 원인에서 발생하는 이해충돌의 문제, 특히 총리로부터 기인하는 

이해충돌의 문제가 상당한 관심의 대상이었다.133) 의원내각제 아래에서 캐나

다 총리는 의원들의 급여와 공직을 제안하는 방법으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는 독립 입법기관인 의원들의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행사하게 

된다. 총리의 입법부에 대한 통제는 캐나다의 이해충돌 법제의 방향을 설정

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며, 상대적으로 사적 원인으로부터 기인하는 

이해충돌 규제를 소홀히 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다섯째, 캐나다는 사적 원인에서 기인하는 이해충돌의 문제에 대한 관심을 

상대적으로 최근에 갖게 되었다. 캐나다는 사적 원인에서 기인하는 이해충돌 

규제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며, 전통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적도 드물었다. 그러나 1984년 보수당 정권인 멀로니 정부 시

절부터 캐나다에서 매우 이례적이었던 사적 이익과 결부된 이해충돌 문제가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하였는데, 이는 공직 경력을 사업의 성공수단으로 이용

하고자 하는 사업가들이 대거 내각에 기용됨으로서 발생한 것으로 추측된

다.134) 멀로니 정부 이후 자유당 정권 시기에도 총리와 관료들의 사적 이익

132) 멀로니 정부 당시 이해충돌 규제 법안이 4회 제출되었으나 모두 입법화에 실패한다(주 
103 참고).

133) Andrew Stark, 앞의 글(주 86), 129면. 미국은 공적으로 지급되는 혜택이 사적으로 지원되
는 지원으로부터 공직자를 자유롭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보아 공적으로 지급받는 혜
택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134) Andrew Stark, 앞의 글(주 86), 1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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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결부된 이해충돌 추문이 계속 발생하고 이러한 관심은 지속되었다.   

  결론적으로 캐나다 이해충돌 규제 제도의 특징은 미국의 이해충돌제도에 

비하여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고 의원내각제 하에서 총리의 막강한 권한에 따

른 공적 이익으로부터 발생하는 공직자 이해충돌에 주된 관심이 있었다. 그

러다 고위 관료들의 사적 원인에 기인하는 정치적 추문에 정부, 특히 총리 

주도하에 정치적으로 대응하는 형태로 제도가 정비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은 

전통적으로 공적 원인에 기인한 이해충돌의 관심에서 출발한 캐나다가 사적 

원인에 기인하는 이해충돌 문제로 그 관심 영역이 확대하는 데 일조하게 되

었고 필연적으로 이해충돌 규제 제도를 정비함에 있어서 의회의 기능보다 언

론과 대중이 핵심적 역할을 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이는 결국 대중적 담론

이 법제도적 규율을 능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결과를 초래한다.135)

 제3절 캐나다 이해충돌 규제 제도의 구조 

  캐나다의 이해충돌 규제와 관련된 법체계는 규제대상에 따라 크게 이분화

되어 있는데, 하나는 의회 의원을 규율하기 위한 법체계이고 다른 하나는 공

직자를 규율하기 위한 법체계이다. 의회 의원의 이해충돌 규제체계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면, 우선 「캐나다 의회법」은 의회 의원의 이해충돌과 관련한 

규제를 직접 명시하고 있다. 「캐나다 의회법」 중 상원의원의 이해충돌 규

제와 관련된 내용은 제16조136)에서 규정하고 있고137), 하원의원의 이해충돌 

135) 이와 같은 이유로 미국의 Stark는 캐나다 이해충돌 규제 제도는 총리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여 의회를 통제하는 캐나다의 정치구조 특성과 맞물려 분열적이며 미성숙한 제도
라고 평가하였으나 타당한 주장인지 의문이다.

136) 제1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① 어떤 상원의원도 다음의 경우 자신 또는 타인으로부터 어떠한 자에 대하여 제공되었거

나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상을 받거나 보상을 받는 데 동의
해서는 안 된다.

     (a) 상원, 하원, 양원의 원회에 상정된 어떠한 법안(bill), 절차(proceeding), 계약(contract), 
청구(claim), 분쟁(controversy), 혐의(charge), 기소(accusation), 체포(arrest), 그 밖의 
문제(other matter);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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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와 관련된 내용은 B장 제32조부터 제41.5조까지 규정되어 있다.138) 「캐

나다 의회법」은 의회 의원의 이해충돌 규제와 관련된 실질적 규율내용과 위

반 의원에 대한 형사 처벌조항까지 담고 있으나 그 내용이 원칙적 수준에 머

물러 있고 규율 영역 또한 협소하다. 

  크레티엥 정부 시절인 2002년 5월 의회 의원의 이해충돌을 규율하기 위한 

강령제정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고,139) ‘국가홍보사업 추문사건’을 계기로 

2004년 마틴 정부 때 하원에 ‘윤리위원실(The Office of the Ethics 

Commissioner for the House of Commons)’이 설치되고, 상원에는 ‘상원 

윤리관실(The Office of the Senate Ethics Counsellor)’이 설치된다. 윤리위

원실은 ‘하원의원의 이해충돌에 관한 강령’과 ‘공직보유자의 이해충돌에 

관한 강령’을 관할하고 ‘상원 윤리관실’은 ‘상원의원의 이해충돌에 관한 

강령’을 관할하게 된다. 이처럼 캐나다는 양원 의원의 이해충돌에 관한 강

령을 제정·시행하여 의회 의원 이해충돌 규제를 위한 대상 규율 영역을 확

대 적용 하고 있어 「캐나다 의회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으나 상·하원 

행동강령 모두 처벌 규정은 없다. 

  다른 하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규제를 위한 법체계이다. 이는 앞서 캐나

다 이해충돌 규제 제도의 경성법화 과정에서 살펴보았는데, 캐나다는 공직자 

이해충돌 규제와 관련하여 규범 형식을 지침에서 강령으로, 강령에서 법률로 

변화시켜 왔다. 현재는 2006년 연방책임법 제2조에 근거한 캐나다 「이해충

돌방지법」을 통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규율하고 있다. 이로써 기존 연성

     (b) 양원의 의원에게 영향을 주려는 목적이나 영향을 주려고 시도를 하는 목적
     ② 제1항을 위반한 모든 상원의원은 위반행위에 대한 유죄로 1천 달러 이상 4천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에서 언급된 서비스에 대한 보상을 교부, 제공, 약속한 자는 범죄의 유죄로 1년 

이하의 징역과 500달러 이상 2천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7)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규정되어 있었으나 현재 제14조, 제15조는 삭제되고 제16조만 남
아있다. 

138) 하원의원의 이해충돌 규제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제41조(금지된 보상의 금지)가 대표적인
데, 그 내용은 상원의원의 이해충돌 규제 조항인 제16조와 그 내용이 비슷하다. 제16조와 
다른 점이 있다면 제1항을 위반한 하원의원의 벌금액이 500달러 이상 2천 달러 이하인 
점과 이에 더하여 자격정지 5년이 부과된다는 점이다. 그밖에 규정으로는 제41.1조(지위
와 관련한 트러스트로부터 수익금지), 제41.2조(수익을 받은 트러스트의 신고의무)가 있다. 

139) Andrew Stark, 앞의 글(주 86), 1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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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지침이나 강령은 경성법인 「이해충돌방지법」에 의해서 그 실효성이 

대체되었다. 결국 현재 캐나다의 공직자 이해충돌 규제 제도의 본질을 파악

하기 위해서는 캐나다 「이해충돌방지법」의 내용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필

요하다. 절을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제4절 캐나다 「이해충돌방지법」의 내용

  I. 구성 

  캐나다의 「이해충돌방지법」은 총 68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약칭

(short title), 해석(interpretation), 목적(purpose) 규정과 제1장 이해충돌 규정

(conflict of interest rules), 제2장 준수 조치(compliance measure), 제3장 퇴직

공직자(post-employment), 제4장 행정 및 시행(administration and enforcement), 

제5장 일반사항(general)으로 구성되어 있다.

  캐나다 「이해충돌방지법」 제1장은 이해충돌 전반에 대한 공직자의 일반 의

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1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규

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제1장은 이해충돌 상황에 놓인 공직자의 행위 

기준이 될 뿐 아니라 이해충돌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제2장 이하에 대한 해석의 근거 기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다. 제2장

은 제1장을 기준으로 하여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

고 있다. 공직자는 제2장의 준수조치 중 특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

료 처분의 제재를 받게 된다. 캐나다는 퇴직공직자들의 이해충돌 추문이 끊임

없이 발생하였는데,140) 제3장은 퇴직공직자들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들이 규정

되어 있다. 그러나 제3장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재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 제4장은 캐나다 「이해충돌방지법」의 관할기관인 윤리감독관이 

140) 대표적으로 1983년 발생한 질레스피 사건을 들 수 있다. 본 논문 주 9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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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 필요한 권한과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제5장은 일반

사항으로 「이해충돌방지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즉 공직자가 「이해충돌

방지법」의 적용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받지 않는 권리 등,141) 「이해충돌방지

법」의 적용에 따른 일반적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그 구체적 내용들을 하나

하나 살펴보기로 한다. 

 

  II. 적용대상자

  캐나다 이해충돌 규제 제도가 언론을 통해 드러난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추문과 정부에 대한 악화된 여론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법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 왔음은 앞에서 살펴보았다.142) 따라서 캐나다 「이해충돌방

지법」도 규제대상자가 장관 등 정부 내 임명직 고위공직자와 국회 내 선출

직 공직자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이해충돌 규제 제도에서 차지해 

왔던 언론과 대중의 역할과 대중적 담론이 법제도적 규율을 능가했던 규제 

역사에서 기인한다.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143)는 각료(a minister of the 

Crown), 장관(a minister of state), 정무차관(a parliamentary secretary), 각료 

참모직원(a member of ministerial staff),144) 각료 보좌관(a ministerial 

adviser),145) 총독(Governor in Council)이 임명한 자,146) 총독의 승인 아래 장

141) 예를 들어 제64조 제1항은 이 법률의 적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인 상원 또는 하원의원은 
의원으로서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을 제한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142) 제2장 제2절 참고. 
143) 이하 캐나다 「이해충돌방지법」 내용을 설명하는 데 있어 국민권익위원회 내부 번역 자

료를 참고하였다. 다만 캐나다 「이해충돌방지법」 원문과 비교하였을 때 문맥에 맞지 
않는 일부 내용과 용어의 부적절한 표현 등은 수정하였다. 예컨대 번역 자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에서 직무배제 방법과 관련하여 제21조의 ‘duty to recuse’를 ‘제척’이
라고 번역하였으나 법문의 해석상 이는 우리나라의 ‘회피’ 제도에 훨씬 가깝다. 한편 
제40조 제3항의 ‘request is vexatious’를 ‘청구가 번잡한 경우’라고 해석하고 있으나 
이는 법률 용어로‘청구권을 남용한 경우’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기타 수정 사항은 본
문에 반영하여 작성하였다. 

144) 각료 참모직원(ministerial staff)이란 공무원은 아니지만 각료･장관을 위하여 근무는 사람
들을 말한다.

145) 각료 보좌관은 공무원(public servant)은 아니지만 각료나 장관의 사무실에서 상근·비상
근 또는 보수･대가의 유무에 관계없이 근무하면서, 각료·장관의 권한·의무·기능에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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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이 임명한 자, 해당 각료가 지정한 직위에 상근으로 근무하도록 장관이 임

명한 자를 적용대상자인 공직자로 정의하고 있다. 2013년·2014년 연차보고서

에 의하면 적용대상 공직자는 약 25,000명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147) 이 

중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신고대상 의무를 지는 공직자

는 각료, 장관, 정무차관, 매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각료 참모직원, 각

료 보좌관, 총독이 임명한 자, 총독의 승인 하에 장관이 임명한 자,148) 총독

이 임명한 자, 총독의 승인 하에 장관이 임명한 자,149) 해당 각료가 신고대상 

공직자로 지정한 직위에 상근으로 근무하도록 장관이 임명한 자이다. 

  III. 규율내용

  1. 이해충돌 규제를 위한 일반의무 조항

  캐나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제1장 제4조에서 공직자가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임무·기능을 자신·친척·친구의 사익을 증진시키거나 부적절하게 타

인의 사익을 조장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이해충돌이라고 정의하고 있

다. 그리고 제5조부터 공직자의 이해충돌 규제를 위한 일반의무적 조항들을 

풍부하게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직자의 일반적 임무로 이

해충돌에 빠지지 않도록 사적 업무를 처리할 것(제5조), 이해충돌의 문제가 

있는 의사결정에서 회피할 것(제6조),150) 각료·장관·정무차관의 경우 이해

하는 사항에 대하여 정책, 프로그램 또는 재정적 자문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146) 다만, ① 부총독(lieutenant governor), ② 상원, 하원 및 의회 도서관의 간부 및 직원, ③ 

｢공직 임용 법률｣에 따라 임용되거나 고용된 사람으로서 ｢외교통상부법률｣ 제13조 제1항
에 규정된 해외 주재관의 최고 책임자, ④ ｢법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수를 받는 판사, 
⑤ ｢국가방위법률｣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군법무관, ⑥ 캐나다 기마경찰대의 간부(기마경
찰대장 제외)는 제외하고 있다. 

147) Mary Dawson, “The 2013-2014 Annual Report in respect of the Conflict or interest 
Act”, Office of the Conflict of Interest and Ethics Commissioner, 2014, 1면.

148) 비상근으로 공적 임무와 기능을 수행하고 연봉 및 각종 혜택을 받는 자이다. 
149) 상근으로 공적 임무와 기능을 수행하는 자이다. 
150) 제5조와 제6조는 청탁금지법 원안 제11조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 수행 금지 규정과 유사

한 성질의 조항이다. 청탁금지법 원안 제11조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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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에 빠지게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토론과 투표를 하지 말 것(제7조), 자신

의 지위에서 입수한 정보를 이용하지 말 것(제8조), 사적 이익을 부적절하게 

추구하기 위하여 특정인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도록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지 

말 것(제9조)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각료, 장관, 정무차관과 그 가족, 각료 

보좌관과 각료 참모직원은 공직자로서의 지위나 예외적 상황, 그리고 감독관

의 사전 승인이 없는 한, 비상업용 전세 비행기 또는 개인용 비행기로 여행

을 해서는 안 된다(제12조). 예를 들어 총리가 직무관련이 있는 이해관계인이 

제공하는 항공기를 사용한 경우 이 규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151) 

  이러한 공직자의 일반의무 규정들은 제2장의 공직자가 준수할 조치들을 판

단하는 하나의 해석기준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제1장 제11조 제1항은 공직

자가 직무에 영향을 미치는 선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

2장 제23조는 공직자가 200달러를 초과하여 선물을 받은 경우 이를 감독관에

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제1장의 규정들은 제2장의 구체적 금

지행위의 근거와 해석기준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다만, 제1장에는 제2장 준수

조치의 해석 기준과 관련이 없는 일반 의무조항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제9

조는 공직자가 사적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제3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구체적 

규정이 제2장 이하에는 없다. 뿐만 아니라 제9조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처분

되었던 조항인데, 배제되는 고위공직자의 직무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이유로 이해충돌 규
제 조항이 입법화되지 못한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특정직무를 
열거하는 형식으로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국회는 특정직무를 한정한다고 하더
라도 여전히 배제되는 직무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이유로 결국 이해충돌 규제 조항을 청탁
금지법 입법과정에서 배제하였다. 캐나다 「이해충돌방지법」 제6조의 적용 대상자는 각
료·장관·정무차관으로 직무범위가 매우 광범위한 고위공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해충돌 관계에 있는 의사결정, 토론, 투표 등에서 배제된다고 매우 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규정내용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 청탁금지법 입법과정에서 존재했던 매우 격렬했던 
논쟁을 다소(多少) 무색하게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당시 법안의 적용 대상자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하는 등 공직자 외의 사적영역(私的領域)도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는 강제조항도 있어 캐나다 「이해충
돌방지법」과 단순비교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 제1장 제3절 참고. 

151)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가족은 이슬람 시아파 이스마일리 가문의 부호인 아가 칸 
4세가 제공한 전용 헬기를 타고 그가 소유한 바하마 벨아일랜드로 여행을 다녀와 이해충
돌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제12조 위반 여부가 문제되었다(2017년 1월 13일 news1 기사, 
http://news1.kr/articles/?288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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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비롯한 제재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비록 제1장은 제9조와 같이 제재규

정이 수반되지 않는 일반의무 조항들이 존재하지만 제1장은 모두 공직자의 

행위 준칙에 해당하며, 공직자가 이해충돌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해석에 대한 기준을 제공한다. 실제로 쥐스탱 트리도 총리가 이해충돌을 위

반하였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던 SNC-라발린 사건(SNC-Lavalin Scandal)에

서 캐나다 공직윤리위원회는 제1장 제9조를 적용하여 총리가 이해충돌을 위

반하였다는 결정을 내렸다.152)  

  2. 이해충돌 규제를 위한 제도들

  캐나다 「이해충돌방지법」 제1장의 일반의무 조항을 기본 원칙으로 하여 

제2장은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구체적 제도들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한 제도

에는 비공개 재산 신고제도(제22조), 선물 신고제도(제23조), 외부 고용 제안 

신고제도(제24조), 이해충돌 공표제도(제25조), 이해충돌 처리 내역서 제출제

도(제26조), 이해충돌 처리 확인서 제출제도(제27조), 퇴직공직자에 대한 제도

(제3장)가 있다. 각 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공직자

는 과태료 처분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아래에서는 각 제도에 따른 공직자 

의무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비공개 재산 신고제도 

  비공개 재산신고제도는 우리나라 「공직자윤리법」의 재산등록 제도와 그 

성질이 유사한 제도이다. 캐나다 「이해충돌방지법」 제22조는 신고대상 공

직자에게 공직에 임명된 이후 60일 안에 감독관에게 비공개 재산 신고서를 

제출할 것을 명하고 있다(제1항). 이 때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재산은 a) 신고

152) 트뤼도 총리는 이 결정에 대하여 “일어나선 안 될 일이 일어났고, 내 실수에 대해선 책
임을 질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한국일보 2019. 8. 15. 인터넷 기사, https://www.han

     kookilbo.com/News/Read/201908151824367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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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공직자의 모든 자산의 내역과 그 추정 가치, b) 각 채무 금액을 포함하

여 신고대상 공직자의 직접채무와 우발채무 내역, c) 신고대상 공직자가 임명 

이전 12개월 동안 수령한 모든 소득과 임명된 이후 12개월 동안 받은 모든 

소득의 내역, d) 신고대상 공직자가 임명 이전 2년 동안 참여한 제15조153)에 

규정된 모든 활동 내역, e) 신고대상 공직자가 임명 이전 2년간 자선 또는 

비상업 활동에 참여한 내역, f) 신고대상 공직자가 임명 이전 2년 동안 수탁

자, 상속 관계에 있어서 유언집행자, 대리인으로서 활동한 모든 내역,154) g) 

감독관이 신고대상 공직자가 「이해충돌방지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

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에 정보를 포함한다(제2항). 신고대

상자 범위와 관련하여, 가족의 재산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나, 각료·장관·

정무차관의 경우 그 가족의 구성원 모두가 제2항에 규정된 정보를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합리적 노력을 하여야 한다(제3항).155) 신고대상 공직자는 공직 

임명 이후 12개월 동안, 공공기관과의 계약의 결과 자신·가족 또는 자신과 

가족이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합명·합자회사 또는 조합이나 비공개회사가 

받은 모든 혜택의 내역을 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제4항).156) 공직자는 비

공개 재산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과 관련하여 주요한 변경사항이 있으면, 그 

변경사항이 발생한 이후 30일 이내에 감독관에게 변경사항을 소명하는 보고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5항). 만일 공직자가 비공개 재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필수 신고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주요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감독관

에게 소명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00달러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된다(제52조). 

153) 제15조가 규정하고 있는 활동에는 a) 고용되거나 전문 직업에 종사하는 행위, b) 사업 또
는 상행위를 관리･운영하는 행위, c) 법인･조직의 이사･간부가 되거나 계속 근무하는 행
위, d) 조합 또는 전문 협회에서 직위를 가지는 행위, e) 유급 고문이 되는 행위, f) 합명
회사의 업무담당 사원이 되는 행위이다. 

154) 원문은 ‘a description of all of the reporting public office holder’s activities as 
trustee, executor or liquidator of a succession or holder of a power of attorney in the 
two-year period before the day of appointment’이다.

155) 의무규정이 아니다. 우리나라 「공직자 윤리법」 제4조 제1항이 등록대상재산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진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하고 있는 점과 대조된다.

156) 이 보고서에는 계약의 주요 사항과 종류의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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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선물 신고제도 

  원칙적으로 공직자와 그 가족은 자신의 권한·임무·기능을 행사함에 있어

서 직무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선물 또는 혜택157)을 받아서는 

안 된다(제11조 제1항). 다만 예외적으로 a) ｢캐나다 선거법(Canada Election 

Act)｣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b) 친척 또는 친구가 주는 경우, c) 보통 호의 

또는 의례의 표시로 받는 경우, 즉 공직자의 지위에 수반하는 관례적 기준의 

범위에서 받는 경우에는 선물 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제11조 제2항). 만일 

공직자나 그 가족이 호의 또는 의례의 표시로 받는 선물이나 혜택이 1,000달

러 이상이 되는 경우, 그 선물이나 혜택은 국가에 귀속이 된다(제11조 제3

항).158)

  캐나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위 규정을 기본으로 하여 선물 수령액의 기

준기간, 금액, 규율방법을 구체화 하여 선물 신고제도를 규정하고 있다(제22

조).159) 선물이란 a) 반환할 의무가 없는 금전, b) 무료 또는 시장가치보다 낮

은 가격으로 제공되는 용역·재산 또는 그러한 재산이나 금전의 사용을 의미

하는데(제2조), 신고의무를 지는 공직자 또는 그 가족이 친척과 친구를 제외

한 어떤 출처로부터 12개월 동안에 받은 선물 또는 혜택의 총 가치가 200달

러를 초과하면, 그 공직자는 그 가치가 200달러를 초과하는 날 이후 30일 이

내에 감독관에게 그 선물 또는 기타 혜택을 신고해야 한다(제22조). 선물 신

고의무를 위반한 공직자는 500달러 이하의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된다(제52조).

157) 신용대출을 포함한다. 
158) 우리나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은 공직자가 직무

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
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은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직자윤리법｣ 
제15조 제1항은 공무원이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159) 이 제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금품등 수수금지 제도와 
유사하나 선물에 해당하더라도 대통령령에서 정한 상한액을 초과하여 받지 못하게 하는 
청탁금지법과 달리 상한액을 넘을 경우 신고의무만 부과하고 있다. 제거방식이 아닌 정
보제공적 방식인 신고제도로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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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외부 고용(雇用) 제안(提案) 신고제도 

  캐나다 「이해충돌방지법」에 의하면 공직자는 자신의 권한·임무·기능을 

행사함에 있어서 외부 고용에 대한 계획 또는 제안 때문에 본인이 수행하는 

직무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제10조). 공직자가 퇴직 후 특정기업에 본인 

또는 본인과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고용 보장을 받고 그 기업을 위하여 

인·허가를 하는 경우 동 규정을 위반하게 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제10

조를 기본 원칙으로, 신고대상 공직자의 외부 고용 제안 신고제도를 규정하

고 있다(제24조). 신고대상 공직자는 외부에서 고용에 대한 확실한 제안을 받

은 경우 7일 이내에 감독관에게 문서로 신고하여야 한다(제1항). 만일 신고대

상 공직자가 외부 고용을 수락하였다면 감독관 및 a) 각료 또는 장관의 경우

에는 총리, b) 정무차관의 경우에는 그 정무차관이 보좌하는 장관, c) 그 밖

의 차관의 경우에는 추 원의 서기, d) 그 밖의 신고대상 공직자의 경우에는 

관련 장관에게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제24조 제2항). 이 규정을 위반한 

신고대상 공직자는 500달러 이하의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된다(제52조).

  

   라. 이해충돌 공표제도

  캐나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신고대상 공직자가 이해충동 상황에 직면하

거나 이를 처리한 경우 공표(public declaration)하도록 하고 있다(제25조). 공

표의 대상이 되는 것은 6가지 사항이다. 

  첫째, 일반의무 조항인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

에서의 직무배제 수단으로, 제21조는 공직자가 이해충돌과 관련된 사안에 대

한 토의, 결정, 토론 또는 투표로부터 스스로 회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

일 신고대상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을 회피한 경우가 발생하면, 회피한 날

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해충돌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회피와 관련된 자세한 내

용을 공표하여야 한다(제25조 제1항).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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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신고대상 공직자는 공직자로 임명된 이후 120일 이내에 관리재산(管

理財産, controlled assets)이나 면제재산(免除財産, exempt assets)이 아닌 재

산을 공표하여야 한다(제25조 제2항). ‘관리재산’은 정부의 결정 또는 정책 

등에 의하여 그 가치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자산으로, a) 주

식, 채권, 주식시장 지표, 단위 신탁, 폐쇄형 뮤추얼 펀드(closed-end mutual 

fund), 상업어음(commercial papers), 중기 약속어음(medium-term notes), 법

인 및 외국 정부의 상장 증권, b) 자기관리 기명 퇴직저축 투자계획, 자기관

리 기명 교육저축 투자계획 및 기명 퇴직소득 기금, c) 투기목적으로 보유 또

는 거래한 상품, 선물거래 또는 외국 통화, d) 스톡옵션, 신주인수권

(warrants), 판권·지적재산권 및 유사한 증권을 포함한다(제20조). ‘면제재

산’은 공직자와 그 가족의 사적사용을 위한 재산 및 상업적 성격이 아닌 재

산을 의미하는데, a) 공직자 또는 그 가족이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목적의 

기본적인 거주지와 부차적인 거주지, 레크리에이션용 부동산, 농장 및 건물, 

b) 가정용 물품 및 개인 동산, c) 예술품, 골동품 및 수집품, d) 자동차 및 기

타 교통수단, e) 현금 및 예금, f) 캐나다 정부 또는 정부의 대리인에 의해 발

행되거나 보증된 캐나다 저축채권 및 기타 유사한 투자 상품, g) 자기관리 

또는 자기주도가 아닌 기명 퇴직저축 계획 및 등록 교육저축 계획, h) 개방

형 뮤추얼 펀드 투자 상품(investments in open-ended mutual funds), i) 보증

투자증명서 및 이와 유사 금융증서, j) 대학 및 병원 채무 금융과 같은, 정부

가 보증하지 않는 공공부문 채무 금융, k) 연금 보험 및 생명보험증권, l) 연

금 수급권, m) 종전의 사용자, 의뢰인 또는 사원에게 차용한 금전, n) 공직자

가 금전을 대부한 경우, 공직자의 친척으로부터 받을 개인 대부금, 타인으로

160) 다만, 제25제 제1항이나 제30조에 따라 신고대상 공직자가 회피에 관한 사실을 공표해야 
하는 경우 공표 대상 금지정보가 있다. 공표가 제한되는 정보로는 a) ｢캐나다 증거법｣ 제
39조 제1항이 적용되는 추 원의 비 , b) ｢정보보안법｣ 제8조 제1항에 해당하는 특별 작
전 정보, c) 변호사·의뢰인 특권에 해당하는 정보, d) 기타 ｢의회법(의회에서 제정하는 
모든 법률을 의미함)｣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e) 국제관계, 국방 또는 국가안보 
또는 범죄·전복·적대행위의 탐지, 예방 또는 억제에 대하여 침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정보, f)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침해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되
는 정보, g) 상업적 이익을 침해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정보가 포함된다(제51
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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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받을 10,000달러 미만의 개인 대부금, o) 10,000달러 미만의 담보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차용한 금전, p) 장외의 투자계획 또는 기금을 보유하면 면

제되는 것으로 간주된 재산으로 배타적으로 구성된 자기관리 또는 자기주도 

기명 퇴직저축 계획, 기명 교육저축 계획 및 기명 퇴직소득 기금, q) 상장되

지 않은 유한책임회사에 투자와 면제된 재산을 의미한다. 

  셋째, 신고대상 공직자 중 각료, 장관, 정무차관은 임명된 날부터 120일 이

내에 부채의 출처와 종류를 알아 볼 수 있도록, 부채의 금액을 제외한 10,000

달러 이상의 부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제25조 제3항). 

  넷째, 제15조 제2항이나 제3항161)에 규정된 지위에 임명된 신고대상 공직

자는 12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제25조 제4항). 

  다섯째, 신고대상 공직자나 그 가족이 친척과 친구로부터 받은 선물과 혜

택을 제외하고 1회에 200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는 선물 또는 혜택을 받은 경

우, 받은 후 30일 이내에 기증자와 정황을 알아 볼 수 있도록 자세한 내용을 

공표해야 한다(제25조 제5항).162) 

  여섯째, 신고대상 공직자 중 각료, 장관 그리고 정무차관은 다른 사람과 함

께하는 제12조163)에 따른 여행을 수락한 경우, 30일 이내에 그 여행과 관련

된 사람과 정황을 알아 볼 수 있도록 자세한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제25조 

제6항).

  위에서 살펴본 이해충돌 공표제도는 신고대상 공직자의 신고의무 외에도 

이해충돌 상황과 이후 경과 사항을 일반 공중에 공표함으로서 국민에 대한 

공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공표의무를 위반한 신

161) 제15조 제1항은 신고대상 공직자의 겸직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감독관
이 공직자로서의 공무수행과 양립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a) 금융 또는 상사 법인에서 이
사 또는 간부가 되거나, b) 자선 또는 비상업적 성격의 조직에서 이사 또는 간부가 될 수 
있다(제2항 및 제3항). 

162) 앞서 살펴본 선물 신고제도가 12개월 동안 2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하
는 것이라면 선물 공표제도는 1회에 200달러 이상을 받은 경우 적용된다. 규율 영역이 
다르다.     

163) 제12조는 각료, 장관, 정무차관과 그 가족, 각료 보좌관, 각료 참모직원이 비상업용 전세 
비행기나 개인용 비행기를 이용하여 여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a) 공직자 지위
에서 이용하는 경우, b) 예외적 상황인 경우, c) 감독관의 사전 승인이 받은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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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상 공직자는 500달러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52조).   

   마. 이해충돌 처리 내역서 제출제도

  감독관은 캐나다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수 조치 외에도 

특정한 이해충돌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처분 또는 회피164)를 포함한 준수 조치를 공직자가 취하도록 명령을 할 수 

있다(제30조). 이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신고대상 공직자

는 감독관의 명령이행 내역서(summary statement)를 제출하여야 한다(제26조 

제1항). 이 내역서에는 a) 신고대상 공직자의 각각의 관리재산, 감독관이 처

분을 명령한 각각의 재산과 관련하여, 그 재산의 내역과 처분에 사용된 방법, 

b) 감독관이 회피 명령한 사안과 관련하여, 그 회피를 달성하기 위하여 신고

대상 공직자와 타인이 수립한 절차에 관한 사안과 정보의 내역, c) 감독관이 

명령한 기타 사안과 관련하여, 그 사안과 명령 그리고 그 명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제26조 제2항). 이 규정을 위반한 신고

대상 공직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제52조).

   바. 이해충돌 처리 확인서 제출제도

  신고대상 공직자는 임명 이후 120일 안에 a) 공정한 거래를 통한 매각이나 

b) 백지신탁165)의 방법으로 관리재산을 처분하여야 한다(제27조 제1항). 신고

164) 원문에 사용한 단어는 ‘recusal’이다. 캐나다 「이해충돌방지법」에는 제척 제도가 존
재하지 않으므로 감독관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준수하도록 공직자에게 ‘회피’를 명
할 수 있다고 번역하였다. 

165) 백지신탁의 요건(blind trust requirements)에 대해서는 제27조 제4항에서 상세하게 규정하
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a) 신탁될 재산이 기명 퇴직저축 계획 계좌에 없으면, 수탁
자에게 등록되어야 할 것, b) 신고대상 공직자는 신탁재산에 관한 관리 또는 통제 권한을 
갖지 않아야 할 것, c) 수탁자는 재산의 관리 또는 집행에 관하여 신고대상 공직자로부터 
어떠한 지시 또는 자문을 구하거나 받지 않아야 할 것, d) 신탁한 재산은 신탁관계를 설
정한 증서 또는 계약서에 첨부된 명세서에 등록되어야 할 것, e) 신탁기간은 신탁관계를 
설정한 신고대상 공직자가 재직하는 기간 또는 신탁재산이 고갈될 때까지 계속될 것,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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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공직자가 매각이나 백지신탁의 방법으로 관리재산을 처분한 경우 감독

관에게 매매확인서 또는 신탁관계를 설정하는 계약서 또는 증서의 사본을 제

출하여야 한다(제27조 제7항). 이를 위반한 신고대상 공직자는 500만 원 이하

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제52조).

   사. 퇴직공직자에 대한 제도

  캐나다의 이해충돌 규제 제도는 고위공직자들이 공직에서 퇴직한 후 재직

당시의 지위나 권력을 이용하여 이해충돌 추문을 일으키고, 정부는 이에 대

응하는 과정에서 정비되어 왔음은 앞에서 살펴보았다. 캐나다 「이해충돌방

지법」은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을 규율하기 위하여 별도의 장을 마련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퇴직공직자는 재직 중에 수행했

던 공무를 부적절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제33조), 퇴직공직자가 정

부를 대리하여 특정 소송·거래·협상을 하였다면 그 사건과 관련하여 개인

이나 조직을 대리하는 것이 금지된다(제34조 제1항). 또한 퇴직공직자는 공직

에 재직할 당시 취득한 정보를 퇴직 후 의뢰인이나 사업동료 또는 자신의 사

용자에게 자문하는 것이 금지된다(제34조 제2항).166) 

  퇴직한 신고대상 공직자는 퇴직 전 1년 동안 직무상 직접적이고 중요한 공

적 거래를 했던 단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단체의 이사 선임을 수락

수탁자는 신탁관계가 종료될 경우, 신고대상 공직자에게 신탁재산을 인계하여야 할 것, 
g) 수탁자는 신고대상 공직자의 신청에 따라 법률로 제공하게 되어 있는 정보와 신탁재
산의 전체 가치에 관한 정기보고를 제외하고 신탁의 구성을 포함하여 신탁에 관한 정보
를 공직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될 것, h) 신고대상 공직자는 신탁에 따른 수입을 받을 수 
있으며, 신탁의 자본금에 적립하거나 인출할 수 있을 것, i) 수탁자는 신고대상 공직자와 
상호 대등하게 거리를 두고 독립적이어야 하고, 감독관은 상호 대등하고 독립적인 관계
가 유지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 것, j) 수탁자는 공인 수탁자, 수탁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신탁회사 또는 투자회사를 포함한 공개 상장회사, 자신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면서 수탁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이어야 할 것, k) 수탁
자는 감독관에게 매년 신탁관계를 설정한 날이 도래할 때마다 신탁의 종류와 시장가치를 
정확하게 입증하는 연례 보고서와 신탁재산의 조정, 전년도의 신탁 순수입 및 수탁자의 
수수료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할 것이 요구된다. 

166) 제33조 및 제34조는 퇴직한 ‘신고대상 공직자’뿐 아니라 모든 ‘공직자’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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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행위, 단체가 제안한 고용을 수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고(제35조 

제1항),167) 퇴직 전 1년 동안 자신이 직접 중요한 직무상 거래를 했던 부서, 

조직, 이사회, 위원회, 법원에서 다른 개인 또는 단체의 대리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제35조 제2항)168), 퇴직한 신고대상 공직자 중 각료 또는 장관이었던 

자는 현직 각료 또는 장관에게 건의 또는 진정을 하여서는 안 된다(제35조 

제3항).169)

  퇴직한 신고대상 공직자가 ｢로비법｣ 제5조 제1항 제a호에 규정된 어떤 접

촉이나 의사교환을 가지거나 동법 제5조 제1항 제b호에 규정된 면담을 주선

한 경우 감독관에게 그 접촉과 면담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제37조 제1

항). 신고사항에는 a) 접촉 또는 면담의 대상인 공직자의 성명, b) 접촉 또는 

면담 일자, c) 접촉 또는 면담의 주요 사항을 알아 볼 수 있는 상세한 사실, 

d) 감독관이 요구하는 그 밖의 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제37조 제2항).  

  감독관은 제36조의 적용시한인 2년 또는 1년의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얻는 

공익이 그것을 유지함으로써 얻는 공익을 능가하는지를 형량 하여 면제하거

나 단축할 수 있고(제39조)170), 감독관이 퇴직한 신고대상 공직자가 이 절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결정하면, 현직 공직자에게 퇴직한 신고대상 

공직자와의 공적 관계를 맺지 않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제41조 제1항), 현직 

공직자들은 제1항에 따른 감독관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제41조 제2항).

167) 원문은 다음과 같다. No former reporting public office holder shall enter into a contract 
of service with, accept an appointment to a board of directors of, or accept an offer 
of employment with, an entity with which he or she had direct and significant official 
dealings during the period of one year immediately before his or her last day in office.

168) 보수를 받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169) 퇴직한 모든 신고대상 공직자는 제35조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금지사항을 퇴직한 이

후 1년 동안 적용을 받고, 전임 각료와 장관은 제3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금지사항을 퇴직 이후 2년 동안 적용함으로써 직책여부에 따라 그 적용기간을 달리하고 있다.

170) 감독관이 기간을 단축 면제함에 있어 a) 신고대상 공직자가 퇴직한 정황, b) 신고대상 공
직자 또는 퇴직한 신고대상 공직자의 일반적인 고용 전망, c) 신고대상 공직자 또는 퇴직
한 신고대상 공직자의 직위 때문에 소지한 정보의 성격과 캐나다 정부에서의 중요도, d) 
민간부문과 공공부문과의 교류 촉진, e) 사용자가 신고대상 공직자 또는 퇴직한 신고대상 
공직자를 고용함으로써 불공정한 상업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정도, f) 신고대상 공직자 
또는 퇴직한 신고대상 공직자가 공직에 있는 동안 소지한 권한과 영향력, g) 기타 사례의 
성향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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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관할기관과 감독관의 기능과 역할

  「이해충돌방지법」의 관할기관은 공직윤리위원회(Office of the Conflict 

of Interest and Ethics Commissioner)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준수

여부는 개나다 의회법 제81조에 의하여 임명된 이해충돌 및 윤리감독관

(Conflict of Interest and Ethics Commissioner)이 수행한다(캐나다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1항). 「이해충돌방지법」은 감독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

여 제2장과 제4장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제2장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으로, 감독관은 연례적으로 신고대상 공직자가 

제출한 비공개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와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정 하게 심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제28조), 공직자의 이해

충돌 상황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결정할 의무가 있다(제29조). 감독자의 권

한으로는 이해충돌 상황에 놓여있는 공직자에게 준수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

할 수 있으며(제30조), 공직자의 재산처분과 관련된 비용이나 공직자가 회사 

활동에서 탈퇴함으로써 연방 또는 지방 회사 등기부에 공직자의 이름을 삭제

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을 변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제31조).

  제2장의 임무와 기능에 더하여 제4장은 감독관의 기능을 추가적으로 규정

하고 있는데, 감독관은 특정 공직자에게 「이해충돌방지법」을 적용할 경우 

총리가 자문을 직접 요청한 경우를 포함하여 총리에게 비공식적 자문을 제공

할 수 있다. 또한 이 법률에 따른 개별 공직자의 의무에 관련하여 각 공직자

에게 비공개 자문을 제공할 의무를 진다(제43조). 

  상원 또는 하원의원은 현직 또는 퇴직공직자가 이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믿

을 합리적 근거를 가졌다면, 감독관에게 그 사항을 문서로 조사 요청할 수 

있다(제44조 제1항). 이 경우 감독관은 의원의 요청이 사소한 내용인 경우, 

요청 권한을 남용한 경우, 신의성실을 위반하여 요청한 경우 조사를 거부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요청서에 기재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감독관은 모든 정황을 고려하여 사건에 대한 조사를 중단할 권

한을 가진다(제44조 제3항).171) 감독관은 의원의 조사요청과 관련하여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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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과 결론, 문제의 사실을 적시한 보고서를 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

독관은 그 요청이 사소하거나 번잡하거나 또는 신의성실하지 않다고 결정했

거나 조사를 중단한 경우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44조 제7항). 감독관은 

조사가 중단되지 않는 한 자신의 분석과 결론뿐만 아니라 문제의 사실을 적

시한 보고서를 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고서의 대상인 현직공직자 또는 

퇴직공직자에게 그 사본을 제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5조). 그 밖에 감독관이 조사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권리·의무에는, 

현직공직자 또는 퇴직공직자에 대한 의견제시 기회 부여 의무(제46조), 감독

관의 증인 소환 권한과 조사과정에서의 비 유지 의무(제48조), 조사 중지 권

한(제49조) 등이 존재한다. 

 

  4. 행정·시행·일반사항

 

  감독관은 공공 조사를 위한 문서를 보관하는 기록 보관소를 유지하여야 한

다(제51조 제1항).172) 보관 문서의 종류로는 a) 제25조에 따라 작성된 공표 

서류, b) 제26조에 따라 작성된 내역서, c) 제11조 제3항에 따라 몰수된 모든 

선물 또는 기타 혜택의 기록 d) 제38조에 따른 면제 신청에 관한 결정 및 관

련 이유, e) 제39조에 따라 면제 또는 단축 신청에 관한 결정 및 관련 이유, 

f) 감독관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기타 문서 등이다. 

  과태료 부과대상은, 앞서 살펴본 제2장 준수조치 중 신고대상 공직자가 i) 

제22조 제1항, 제2항 및 제5항, ii) 제23조, iii) 제24조 제1항 및 제2항, iv) 제

25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v) 제26조 제1항 및 제2항, vi) 제27조 제7항을  

위반한 경우이다. 이 경우 500달러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캐나다 

171) 제44조 제3항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If the Commissioner determines that the request is 
frivolous or vexatious or is made in bad faith, he or she may decline to examine the 
matter. Otherwise, he or she shall examine the matter described in the request and, 
having regard to all the circumstances of the case, may discontinue the examination.

172) 제51조 제1항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Commissioner shall maintain a registry consisting 
of the following documents for examination by the public. ‘registry’를 ‘기록 보관소’
로 번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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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은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은 두고 있지 않으며, 

위의 준수조치 위반행위 이외의 나머지 위반사항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

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173) 감독관은과태료 기준174)에 따라 신고대상 공

직자가 준수조치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자에 대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제53조 제1항). 통지서의 내용에는 a) 위반행위를 저질렀

다고 의심받는 공직자의 성명, b) 위반행위, c) 감독관이 부과하고자 하는 과

태료, d) 통지서가 송달된 후 30일 이내 또는 감독관이 지정한 기간 이내에 

공직자에게 통지서에 기재된 미확정의 과태료를 납부하라고 알려 주거나 위

반행위 또는 제시된 과태료에 관하여 감독관에게 소명할 수 있는 절차 및 방

법, e) 공직자가 통지서에 따른 미확정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소명을 

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공직자는 위반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되고 감독관

은 그에 관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제53조 제2

항). 통지서를 받은 공직자가 통지서에 기재된 미확정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

우 공직자는 준수조치 위반행위자로 간주되고 관련된 모든 절차는 종료된다

(제55조). 그러나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공직자는 감독관에게 소명을 할 수 

있고, 감독관은 소명 정도에 따라 과태료 부과여부를 결정한 후 결정내용을 

공직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제56조). 공직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통

지서를 송달받은 후 30일 이내에 감독관에게 소명을 하지 않는 경우, 위반행

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감독관은 과태료를 다시 부과한다(제

57조). 과태료가 위반행위에 관련된 공직자에게 부과되는 경우에 감독관은 

위반행위의 성격, 위반한 공직자의 성명과 과태료 금액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62조).

  제5장은 법과 관련된 일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 형법 제126조는 

캐나다 「이해충돌방지법」에 관하여 적용되지 않고(제63조),175) 현직공직자 

173) 캐나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일부 조항을 위반한 공직자에 대한 제재는 500달러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전부이다. 청탁금지법 원안이나 국민권익위원회 입법예고안이 형사처벌까
지 가능한 점에 비하여 제재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174) 제53조 제3항은 감독관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 a) 「이해충돌방지법」의 준수를 고양시
킬 목적으로 부과되어야 하는 점, b) 공직자가 위반행위 직전 5년 동안 「이해충돌방지
법」 위반 전력이 있는지 여부, c) 기타 관련 사항을 고려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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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퇴직공직자인 상원 또는 하원 의원은 제6조 제2항·제21조·제30조176)

이 적용됨으로 인하여 의회 의원으로서 통상적인 업무수행을 하는데 어떠한 

제한을 받지 않으며, 「캐나다 의회법」상 특권이나 면책의 권한 또한 배제되

지 않는다(제64조 제1항·제2항). 캐나다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된 재판

은 감독관이 재판의 주요내용을 알게 된 이후 5년 이내 또는 소송절차의 주

요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제기될 수 있다(제65조). 이 법에 대한 

평가는 5년 이내에 양원에서 지정한 위원회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위원회

는 평가 후 1년 이내에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제67조).

 

175) 캐나다 형법 제126조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을 부
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회 제정 법률인 캐나다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하더라도 제63조에 의하여 형법 제126조의 형사처벌은 받지 않게 된다.  

176) 제6조 제2항은 각료·장관·정무차관이 상원·하원 의원의 지위로, 이해충돌 상황에서 
토론과 투표를 금지하는 조항이고, 제21조는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에서 토의, 결정, 토
론 또는 투표에서 회피할 의무가 있다는 조항이며, 제30조는 감독관이 공직자에게 준수
명령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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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이해충돌 규제의 경성법화 과정상 쟁점

 제1절 개관 

  제1장 제3절에서 살펴보았듯 우리나라는 공직자 이해충돌을 규제하는 규범

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공직자윤리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공직자 이

해충돌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된 규범들이 존재하지만, 그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한계는 이미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캐나다 「이해충돌방지

법」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여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

고자 한다. 본 장의 제2절에서는 이해충돌 규제의 규범 형식과 관련하여 왜 

경성법화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본다. 이를 위하여 공무원 일반의 다양한 

이해충돌 상황을 규율하고 있지만 규범 형태는 연성법에 해당하는 ｢공무원 

행동강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그 한계를 살펴보기로 한다.177) 그

리고 연성법으로 존재하던 이해충돌 규제의 경성법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

을 기울여 온 캐나다의 이해충돌 규제 역사에 견주어 우리나라도 이해충돌 규

제의 경성법화 필요성이 있는지 고찰해 보기로 한다. 

  다음으로 이해충돌 규제의 경성법화가 필요하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경성법

화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캐나다 이해충돌 규제 제도와의 비교법적 고찰을 통

해 살펴본다. 비교법적 고찰을 위해서는 비교대상의 선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기존에 이해충돌 규제와 관련하여 일반 규범으로서 국회에 제출된 법

률안들을 대표할 수 있는 대상을 선정하고 선정된 대상의 구체적 내용을 제3

절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으로 제4절에서 비교대상으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입법예고안을 캐나다 이해충돌 규제 제도에 견주어 향

177) 「공무원 행동강령」은 적용대상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공적영역 중 공무원에 한정된다. 
그렇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규범 중 규제되는 이해충돌 영역이 가장 넓다고 볼 수 있
다. 그러나 「공무원 행동강령」은 이해충돌 규제의 일반 규범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제
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규범 형식이 연성법이라는 사실과 접한 관련
이 있다. 본장 제2절에서는 자세히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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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경성법화 방향을 형식과 내용의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제2절 공직자 이해충돌 규제의 경성법화가 필요한지 여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규범체계가 이해충돌을 다루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

지가 존재하는데, 첫 번째는 경성법 형태로 엄격하게 규제하는 방법이고, 두 번

째는 연성법 형태로 특정행위를 따르도록 요구하는 방법이며, 세 번째는 규제

를 자제하는 방법이다.178) 각 국가는 그 나라의 법제도적 문화와 특성, 당면한 

정치·사회적 현실, 국민의 이해충돌 규제에 대한 인식 수준 등을 고려하여 세 

가지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당연히 공직자의 이해충돌 영역을 

윤리적 범주로 보고 규제 자체를 자제할 수도 있는데, 특정 국가가 이해충돌 규

제를 자제한다고 하였을 때 그 국가의 이해충돌 규제 제도에 대한 평가는 상대

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은 앞서 살펴보았다. 규제 자체가 필요 없는 청렴한 국가

나 법제도적 시스템이 마련할 능력이 없는 후진국가도 이해충돌 규제를 자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해충돌을 규제하는데 있어 필연적으로 규범이 필요

한 것은 아니며, 규범을 통해 규제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것이 경성법일 필

요는 없는 것이다. 

  다만 2003년 UN 반부패협약 제7조 제4항은 당사국에게 이해충돌을 규제하기 

위한 체계를 채택·유지·강화할 것을 규정하였고,179) OECD도 2003년 가이드

라인을 통해 회원국에 이해충돌 규제 제도 마련을 권고하는 등 국제적으로 규

범을 통한 이해충돌 규제를 점차 확대하고 있는 추세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

러나 규범의 형식과 내용은 다양할 수 있는데, 이해충돌 규제를 목적으로 독립

된 경성법 형태로 규제하는 국가는 캐나다, 프랑스, 라트비아가 등 매우 소수 

국가에 한정된다. 결국 독립된 형태의 경성법으로 이해충돌을 규제하는 것이 

178) 본 논문 제1장 제2절 참고.
179) 제7조 제4항은‘Each State Party shall … endeavour to adopt, maintain and strengthen 

systems that … prevent conflicts of interest.’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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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국가에 한정된 예외적인 현상이라면 굳이 우리나라의 경우 독립입법 형태

의 경성법화를 시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러나 본 연

구는 충분히 시도해 볼 가치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 이유를 아래에서 살펴보기

로 한다.  

  정부수립 이후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추문,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 이해충돌 규제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 수준, 국제투병성기구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비추어 살펴보았을 때, 우리나라는 

공직자 이해충돌 문제를 단순 윤리적 범주에 두고 규제를 자제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면 규범체계가 이해충돌을 규제하여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일찍이 

제한된 대상자를 상대로 제한된 범위이기는 하지만 「공직자윤리법」을 제정하

여 이해충돌 상황을 규제하는 경성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공직자윤리법」 

한계 때문에 이해충돌 규제를 위한 일반규범의 필요성이 발생하였고 지난 19대 

국회에서 공직자 일반을 규율하는 이해충돌 규제를 위한 경성법화 시도가 있었

다.180) 그러나 청탁금지법 원안에 이해충돌 규제를 위한 조항들이 결국 담기지 못

하고 입법화 되면서 경성법화는 실패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전(前) 위원장

은 “당초 원안에는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이해충돌 방지 등 3가지 규정

이 있었지만, 공직자의 사익 추구를 금지하는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빠졌다. … 

원안에서 일부 후퇴한 부분을 아쉽게 생각한다. … 현재 통과된 법은 3가지 분야 

중 가장 비중이 큰 한 가지가 빠졌고, 그런 의미에서 반쪽 법안이라고 할 수 있

다.”고 소회를 밝혔는데,181) 이후 청탁금지법 원안에서 담고자 하였던 이해충돌 

규제 조항들이 2018년 1월 16일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상당수가 반영이 된

다.182) 결국 경성법화 실패 후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연성법으로 들어와 규정이 

되었는데, 현행 연성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규제하는데 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180) 「공직자윤리법」의 한계와 관련하여서는 본 논문 제1장 제3절 참고.
181) 한겨레 2015년 3월 10일 기사(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81573.html)
182)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제5조의2(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제5조의3(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제5조의4(가족 채용 제
한), 제5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5조의6(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제11조(알선·청
탁 등의 금지), 제13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제16조(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등이 대표
적인 규정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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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다.183)

  우선 현행 연성법의 가장 큰 문제는 위반행위 공무원에 대한 제재규정이 너

무 빈약하여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연성법에서 이해충돌 규제 

수단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소속기관장의 징계가 전부이다.184) 그것도 소속

기관장의 재량에 맡겨 있다. 이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이나 공직자 이해충돌 

규제를 위하여 지금까지 제출된 법안들이 위반행위 공직자에게 형벌과 과태료

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강제방법을 마련하고 있는 점에 비하면 제재 수준이 낮을 

뿐 아니라 앞서 제2장에서 살펴본 캐나다의 이해충돌 규제 제도에 비추어 보아

도 강제방법의 강도가 매우 약하다.185) 이와 같은 결과는 형사처벌 조항이나 

과태료 처분 조항이 경성법 형식으로 규정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규범 형식의 

문제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  

  이에 더하여 현행 연성법은 기관장등 고위직 공무원의 이해충돌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이 없다. 예컨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자신의 동생을 소속

기관의 산하기관에 동생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의4를 위반하였다. 이

러한 이해충돌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가 가해질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

고 현행 연성법에 따르면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스

스로 소속기관의 장에 해당하므로 징계 또한 받을 수 없게 된다.186) 결국 임

명권자인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에 따른 결정 외에 실효성이 있는 제재방법이 

183)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직자윤리법」외에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
의 일부 조항에도 공무원의 이해충돌을 규제하기 위한 내용들이 존재하나 위 규범들은 
적용대상자와 규율 내용에 있어서 이해충돌을 규제하는 일반규범으로서의 지위를 갖지 
못한다. 적용대상과 규율 내용에 있어 그나마 일반규범으로서 지위를 갖는다고 볼 여지
가 있는 규범은 「공무원 행동강령」이 유일하다. 이하 「공무원 행동강령」을 중심으로 
제도의 한계를 살펴본다.  

184) 위반행위를 한 공무원을 신고하면(제19조 제1항),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제19조 제4항).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
의 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제20조).

185) 「캐나다 의회법」은 이해충돌을 위반한 상원·하원의원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록 규정하고 있고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공직자는 같은 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
이 가능하다.

186) 「형법」을 포함한 다른 법률 위반에 따른 처벌은 논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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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것이다. 이렇듯 현행 연성법은 이행충돌 일반규범으로서의 기능과 역할

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규범이라 할 것이다. 연성법 형태의 이해충돌 규

제가 실효성이 없어 고위공직자를 제대로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언

론을 통하여 보도되고 있는 이해충돌 추문이 반증한다.187) 고위공직자라는 

특수한 지위 때문에 언론이 주목하여 보도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나 이를 규

제할 수 있는 실효적 규범의 미비와 그로 인하여 이해충돌과 관련한 고위공

직자의 낮은 인식수준 또한 이해충돌 추문을 초래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규범체계를 통한 이해충돌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제 

수단을 위한 강제방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강제방법의 강화는 규범 형식

과 매우 접하게 결부되어 있다. 현행 연성법은 강제방법과 관련하여 그 한

계가 분명하므로 규범체계의 경성법으로 전환을 시도하되 이해충돌 규제의 

필요성과 위반행위자의 지위, 위법성,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강제방법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188) 

  이와 관련하여 캐나다의 사례는 주목할 만하다.189) 캐나다의 규범체계가 

이해충돌을 규제하기 시작한 시점은 1973년 총리가 제정한 지침으로부터 출

발한다. 이후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추문이 이어지자 1985년 강령으로 규범

력을 강화(强化)하였으나 연성법의 한계 때문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추문이 

이어지자 경성법화를 시도하였다. 그리고 여러 번의 실패 끝에 2006년 「이

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함으로 경성법화에 성공한다. 기간으로 보면 지침에서 

강령으로 바꾸는 데 12년 정도가 걸렸고, 강령에서 다시 법률로 제정하는 데 

21년 정도가 걸렸으니, 연성법에서 경성법으로 바꾸는 데 총 33년 정도가 걸

린 셈이다. 캐나다의 이러한 이해충돌 규제의 변화는 실효성 없는 규범체계

가 규범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데 기인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추문이 

끊임없이 발생하였던 역사와 매우 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연

성법 형태의 규범체계와 잊혀질만하면 이어지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추문이 

187) 제1장 제3절 I. 참고.
188) 이와 같은 규범체계의 변화는 행정부에 의한 규율을 넘어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는 입법

부가 제정한 법률을 통한 규율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189) 자세한 내용은 제2장 제1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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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해충돌 규제의 역사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법제도적 시스템을 정비하고자 끊임없이 국가적 노력

을 기울여왔던 캐나다의 이해충돌 규제 역사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2020년 1월 27일 현재 공직자의 이해충돌 규제를 위한 규범체계 

변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수준과 공감대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는 최근 일부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추문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촉발된 측

면이 크다. 20대 국회에서 입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2016년 8월, 

2018년 4월, 2019년 1월 및 2월에 총 4개의 의원발의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되

었고,190) 국민권익위원회는 2019년 7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이다. 임기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제출된 법안과 입법예

고안이 20대 국회에서 경성법화 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직

자 이해충돌 규제를 위한 경성법화 필요성과 그 시기를 더 이상 늦출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성숙되어 있다는 사실만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제3절 비교대상의 선정 및 입법예고안의 내용

  I. 비교대상의 선정

  캐나다 이해충돌 규제 제도를 우리나라 규제 제도와 비교법적으로 고찰하

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이해충돌 규제 제도를 대표할 수 있는 비교대상이 필

요하다. 그러나 비교대상의 선정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 우선 

공직자 일반의 이해충돌을 규율하는 현행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공

직자 이해충돌을 규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공직자윤리법｣과 ｢공무원 

190) 국회의원들의 때늦은 입법 열의에 대한 비판은 2019년 2월 2일 이데일리('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김영란法땐 이해충돌 빼더니,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

     554726622386584&mediaCodeNo=257) 기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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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이 존재하기는 하나, 규율 대상·영역 및 실효성에 있어서 공직자 

일반의 이해충돌 상황을 규율하는 데 한계가 존재함은 이미 살펴보았다. 본 

연구가 향후 공직자 이해충돌 규제의 경성법화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여 공

직자 청렴성을 제고하는 데 있으므로 지금까지 제출된 법안 중 향후 입법과

정에서 가장 대표성을 가지는 법안을 중심으로 캐나다 이해충돌 규제 제도와 

비교법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캐나다 이해충돌 규제 제도와 비교법적으로 고찰해 볼 수 있는 법안은, 앞

서 제1장 제3절 이하에서 살펴보았던 19대 국회에서 제출된 4개의 법안과 20

대 국회에서 제출된 4개의 법안, 그리고 현재 입법예고 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이다. 19대 국회에 제출된 4개의 법안 중 가장 

대표성을 지니는 법안은 정부가 제출한 청탁금지법 원안이다. 정무위 소위에

서는 청탁금지법 원안을 기본으로 나머지 3개의 법안을 비교해 가면서 면

한 검토를 진행하였다. 3개의 법안은 청탁금지법 원안이 담고 있는 내용과 

거의 흡사한 내용을 담고 있었던 법안들이고 정무위 소위 심의 과정에서 청

탁금지법 원안을 기본으로 하여 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다음 소위에 수정 

제출하면서 논의가 진행되었다는 점을 상기할 때, 청탁금지법 원안이 가장 

대표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191)

  20대 국회 이후에 제시된 법안들을 대표하는 안은 2019년 7월에 입법예고 

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192)｣으로 볼 수 있다. 안

철수·권은희·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률안은 19대 국회에서 논의되었

던 법률안들과 내용이 유사하여 청탁금지법 원안과 별 차이가 없다. 독립입

법의 형태로 띄고 있는 채이배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률안은 일부 표현에 차

이가 있을 뿐 입법예고안과 그 내용이 매우 유사하다. 결국 20대 국회에서 

제시된 법안들 중 입법예고안이 가장 대표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입법예고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뜨거운 논쟁이 되었던 청탁금지법 원안의 

주요 쟁점 사항을 내용적으로 보완하여 제출된 법안이다. 뿐만 아니라 시대 

191) 뿐만 아니라 「공무원 행동강령」의 이해충돌 규제 조항의 대부분은 청탁금지법 원안에 
담겨져 있던 내용들이다.   

192) 이하 ‘입법예고안’이라고 약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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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에 따라 다른 법안이 담고 있지 못한 새로운 제도193) 또한 신설하여 담

고 있다. 결국 입법예고안은 지금까지 제시된 9개 법안 중 가장 보완된 법안

으로 대표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캐나다 이해충돌 규제 제도를 입법

예고안을 중심으로 비교법적 고찰함으로써 경성법화의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입법예고안의 구성과 구체적 내용을 살펴본다. 

  II. 입법예고안의 내용

  1. 구성과 총칙규정 

  입법예고안은 총 4장 2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은 총칙, 제2장

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3장은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제4장은 징계 및 벌칙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입법예고안은 제1조에서 공

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

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면

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일반규범으로서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

다. 적용대상으로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행정기관 등 입법·사법·행

정기관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국공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하고 있

다(제2조).194) 사적이해관계 신고제도와 관련하여 특정직무195)의 개념을 정의

193) 공직자의 특정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제도.
194) 위헌 시비와 입법상의 어려움 때문에 청탁금지법상의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을 제외

한 것으로 보인다. 
195) 열거된 특정직무에는 ①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등재·인정·증명·신고·보고·기술·생산방식·규격 또는 자격에 관계되는 
직무(가목), ②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지원·감독·징집·소집 또는 동원에 관계되
는 직무(나목), ③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
에 관계되는 직무(다목), ④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 또는 이행강제금 등의 조사·
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라목), ⑤ 예산·
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마목), ⑥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
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바목), ⑦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
정·조정·중재 또는 화해에 관계되는 직무(사목), ⑧ 공공기관의 재화 및 용역의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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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서 11개 항목으로 열거하고 있는 점이 특기할 사항이다.196)

  2. 이해충돌 규제를 위한 제도

  이해충돌 규제와 관련한 주요 내용으로는 a)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제도(제5조), b) 고위공직자의 업무활동 내역 제출제도(제6조), c) 공직자의 특

정직무 관련 외부활동 금지제도(제7조), d) 특정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제한제

도(제8조), e) 가족채용제한제도(제9조), f) 소속 공공기관 등과의 계약체결 제

한제도(제10조), g) 사적 노무요구 금지제도(제13조), h) 직무상 비 이용 금지

제도(제14조), i) 특정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제도(제15조)가 

규정되어 있다.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제도는, 공직자가 수행하는 특정직무와 관련

된 자가 공직자 자신이거나 그 가족인 경우,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임

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등 공직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공직자는 소속기관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회피를 신

청할 수 있도록 하며, 신청을 받은 소속기관장은 해당공직자에 대하여 적절

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고위공직자의 업무활동 내역 제출제도는 고위공직자197)가 그 직위에 임

용·취임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취임 전 3년 이내의 민간 부문에서

의 업무활동 명세서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이 정보공개를 금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공급·관리에 관계되는 직무(아목), ⑨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 등 공공기
관의 운영·관리에 관계되는 직무(자목), ⑩ 각급 국·공립학교의 입학, 성적, 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차목), ⑪ 그 밖에 국민에게 경제적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주거나 
국민의 권리 또는 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업무로서 가목부터 차목까지에 준하
는 직무(카목)가 포함된다.

196) 일반직무까지 포함할 경우 공직자의 제한되는 직무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특정직무 개
념을 도입하여 열거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197) 고위공직자에는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의 장,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공직
자가 포함된다(제2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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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제도이다. 

  공직자의 특정직무 관련 외부활동 금지제도는 공직자가 특정직무와 관련된 

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자

신이 소속된 공공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직

무에 관하여 상대방인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대리하거나 조언·자문 등의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자신의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업이

나 영리행위를 관리·운영하는 행위 및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등 직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외부활동을 금지하는 제

도이다. 

  특정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제한제도는 공직자나 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

이 하는 직계존비속이 공직자의 특정직무관련자이거나 직무수행이 종료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특정직무관련자였던 자와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

위,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부동산 등의 재산상 거래를 하는 행위, 물

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소속기관장은 그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공직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거나 그 행위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가족채용제한제도는 고위공직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 그 기관의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채용을 금지하고, 공공기관의 인사업

무 담당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자신의 가족채용을 금지하며, 산하기관

을 지휘·감독·규제·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에게  그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채용을 금지하는 제도이다.198) 

  소속 공공기관 등과의 계약체결 제한제도는 고위공직자가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 그 기관의 산하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

의계약을 체결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고위공직자의 가족 또는 고위공직자나 

그 가족이 일정비율을 출자하거나 지분을 소유한 법인·단체가 고위공직자가 

198) 다만, 공직자의 가족이 「국가공무원법」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공개경쟁 채용시험 절
차 또는 경력경쟁 채용시험 절차에 따라 채용되는 경우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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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

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고위공직자 외에도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자

신이 소속된 기관과 자신이나 그 가족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되며, 산하기관을 지휘·감독·규제·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그 

산하기관과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사적 노무요구 금지제도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

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른 공직자, 공직자가 아

닌 자 등으로부터 사적인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이

다.199) 

  직무상 비 이용 금지제도는 공직자로 하여금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 을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

는 제도로 단순 이용을 넘어 공직자가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

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 처벌이 가

중된다.  

  특정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제제도는 청탁금지법 원안에

는 없었던 제도로, 공직자의 소속기관에서 퇴직한 지 2년이 지나지 아니한 

퇴직자가 특정직무관련자인 경우로서 공직자가 그와 함께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적인 접촉을 하려는 때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0)    

  3. 기타 규정

  입법예고안은 이해충돌 규제에 관한 업무의 총괄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임

을 규정하면서(제17조), 이해충돌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공공기관, 감독기

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8

199)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제13조 단서).
200)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제15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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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아울러 이 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등을 위한 불이익조치 금지, 신분 

비 보호, 책임감면 등의 보호 장치와 함께 보상금·포상금 지급 등의 보상

장치를 마련하였다(제20조). 「이해충돌방지법」이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공직자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의 징계를 의무화 하였다

(제26조). 한편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처하는 징역 및 벌

금형의 종류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한 경우에는 그 이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하도록 하였다(제27조). 마지막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부과하는 과태료의 대상행위 및 

그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소속기관장이 부과대상자를 「비송사건절차

법」에 따른 과태료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도록 하였다(제28조).

 4. 청탁금지법 원안과의 차이점

  입법예고안은 청탁금지법 원안이 담고 있던 이해충돌 규제의 입법과정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 하였고 19대 입법과정에 없었던 일부 제도

를 신설하였다. 청탁금지법 원안과의 차이점을 몇 가지 짚어보면 우선 적용대

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원안에서 이해충돌 규제를 언론인이나 사립

학교 임직원 등 사적영역까지 적용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적용대상자를 공적 직

무를 수행하는 자로 한정하였다. 당시 적용대상범위가 사적영역까지 적용되는 

문제는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의 제척제도와 결부되어 공직자의 배제되는 직

무범위가 너무 넓다는 비판으로 입법과정의 최대 장애요소가 되었다. 다음으로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 제척제도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신고제도

로 완화하고 신고대상 직무인 특정직무를 열거·한정하였다. 이로써 공적 영역

을 규율하고자 하는 이해충돌 규제 제도의 본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

였다. 마지막으로 청탁금지법 원안 제출 당시에는 담겨져 있지 않았던 특정직

무관련자인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제도 등 일부 제도를 신설하여 규범체계

와 규범현실의 일치하도록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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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공직자 이해충돌 규제의 경성법화 방향

  I. 비교분석의 한계와 가능성

  캐나다 이해충돌 규제 제도와 입법예고안을 단순 비교법적으로 분석하는 데

에는 여러 가지 한계점도 존재한다. 우선 가장 주요한 문제는 이해충돌 규제 법

제의 발달 과정상의 사회적·법제도적 문화가 다르다. 캐나다와 우리나라는 기

본적으로 정치구조가 다르다. 캐나다는 일찍이 의원내각제에 의한 정치체제가 

정착되어 운영되고 있는 국가인 반면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가에 해당한다. 

의회도 캐나다는 양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캐나다의 이와 같은 정치구조는 총리의 의회 의원에 대한 강력한 통제력

을 발생시켰고, 의회 의원의 공적 원인으로부터 기인하는 이해충돌 문제가 오

랜 관심의 대상이었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사적 원인으로부터 기인하는 이

해충돌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공적 원인으로부터 기인하는 이해충돌 문제

보다 상대적으로 강하다.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와 우리나라는 이해충돌의 문제가 고위

공직자의 추문의 발생과 언론과 국민의 관심, 그리고 제도적 방안을 통한 대처 

방식을 마련하고자 하는 일련의 과정이 유사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국회

가 주도하는 입법안 마련에 있어서 언론과 국민적 관심이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또한 비슷하다. 그리고 정치체제에 있어서 행정부의 의회에 대한 통

제력이 강하다는 점 또한 유사하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지만 의

원내각제적 요소를 상당히 가미하여 대통령의 의회에 대한 장악력이 매우 강하

다. 다음으로 양 국가는 연성법에서 경성법으로 규범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

속하고 있다. 캐나다는 오랜 기간 연성법으로 존재하던 이해충돌 규제에 대한 

경성법화 시도를 지속하였고, 우리나라도 2013년 이래로 공직자 이해충돌 규제 

법률안이 국회에 계속 제출되고 있다. 이러한 유사점을 고려해 보면 캐나다의 

이해충돌 규제 제도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이해충돌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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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경성법화 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충분히 제공해 줄 수 있다. 이

하에서는 캐나다의 이해충돌 규제 제도에 견주어 이해충돌 규제의 경성법화 필

요성과 방향에 있어서 시사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II. 입법방식의 문제에서 바라본 경성법화 방향

  공직자 이해충돌 규제를 경성법화 할 경우 어떠한 방식을 취할 것인지 여

부가 문제된다. 여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는 청탁금지법 

원안에서와 같이 현존하는 특정 법률에 이해충돌 규제 조항을 추가하여 담아

내는 방식201)이고, 다른 하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규제를 위한 일반 규범으

로서 독립된 법률을 제정하는 방식이다.202) 청탁금지법이 제정되고 시행 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러 국민적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진 시점에서, 청탁금지

법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이해충돌 규제 조항을 담아내어 이해충돌 규제에 대

한 사회적 관심을 빠른 시간 안에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첫 번째 방식

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 공직자의 부패는 통상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

하는 과정에서 이해충돌 상황에 직면하여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하

는 형태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같은 법률 내(內)에 이해충돌 규제·청탁금

지·금품 등 수수금지 제도를 모두 담아내는 방식은 공직자 부패를 근절하고

자 하는 청탁금지법 제정 목적에도 부합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첫 번째 방식을 취할 경우 법률의 적용대상 범위와 관련하여 다음

과 같은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 금지 

제도와 관련하여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일부 공적 성질의 직무를 수행

201) 김영주 의원안, 이상민 의원안, 청탁금지법 원안, 안철수 의원안, 권은희 의원안, 신창현 
의원안은 현재 시행중인 청탁금지법에 이해충돌 규제 조항을 대거 담아내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을 취할 경우 현행 우리나라 법제에서 이해충돌 규제 조항을 담아 낼 수 있
는 고려 가능한 법률로는 청탁금지법(위 법안들과 같이)과 「공직자윤리법」을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공직자윤리법」이 고위공직자의 특정 이해충돌 상황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 되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고려 대상이 되는 법률은 청탁금지법만 남게 
된다. 이하 첫 번째 방식은 청탁금지법에 담아내는 것을 전제로 하여 논의를 전개한다.   

202) 김기식 의원안과 채이배 의원안이 여기에 해당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입법예고안도 이 
방식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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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사적영역에까지 그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시킨 매우 이례적인 규범이다. 

이러한 이례적인 적용대상자 확대를 이해충돌 규제 제도에도 동일하게 접목

시킬 수 있는지 의문이다. 제1장 제1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해충돌은 부

정 청탁을 받는 행위나 금품 수수 행위와 같은 부패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의 

공직자가 직면하는 특수한 상황을 의미하므로 그 규제를 반드시 부패행위와 

동일 수준에서 판단할 필요는 없다.203) 이해충돌 규제를 사적 영역에까지 확

대시키는 것은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난해한 문제이다. 

  비교법적 관점에서 독립된 경성법 형식으로 이해충돌을 규제하는 국가 중 

그 적용대상 범위를 사적 영역까지 확대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미국

의 ｢뇌물 및 이해충돌방지법｣204) 및 프랑스의  ｢이해충돌방지 및 공직사회의 

투명성에 관한 법률｣205)은 적용대상자를 공적영역에 한정하고 있고, 라트비

아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206)의 경우 일부 금융기관에 「공직자 이해충

203) 최계영, 앞의 논문(주 17), 287면.
204) U.S.C. 제201조는 ‘공직자’를 연방 의회 의원, 대의원 및 상주 대표, 의회 관계자는 취

임 이후와 이전 모두 공직자에 포함, 컬럼비아구를 포함한 미연방·부처·기관·지국을 
대리하거나 대신하는 정부의 부처·기관·지국의 위임을 받아 직무상 기능을 수행하는 
공무원, 종사자, 일반인과 배심원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205) 프랑스 ｢이해충돌방지 및 공직사회의 투명성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를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제1조는 ‘정부 구성원, 지방 선출직 공직자, 공무를 수탁 받은 사람
은 성실성, 청렴성, 도덕성을 가지고 자신의 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해충돌 상황이 발
생할 경우 이를 즉각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규율대상을 사
적영역까지 확대하고 있지 않다.  

206) 라트비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4조는 공직자를 a) 대통령, b) 국회의원 c) 총리, 
부총리, 장관, 특임장관, 정무차관, d) 라트비아 대통령 비서실장과 부비서실장, 국회 사무
총장과 부총장, e) 대통령 자문관, 총리실장, 부총리, 장관 및 특임장관의 자문관, 고문관 
및 차관보, f) 라트비아 중앙은행 총재 및 부총재, 중앙은행 이사회 이사, g) 감사원 감사
원장, 감사위원 및 각 감사국장, h)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및 사무총장, i) 
헌법보호국장 및 부국장, j) 부패방지국장, 부국장, 본부행정실장 및 부실장 및 지방사무
소장 및 수사관, k) 범죄수익 세탁방지국장 및 부국장, l) 옴부즈만 및 부옴부즈만, m) 국
립방송위원회 위원, 공기업위원회 위원, 재정금융시장위원회 위원, n) 지방의회 의장 및 
보좌관, 지자체장 및 보좌관, 지자체의 각급 국장, o) 지방의회 의원, p) 공공기관장 및 
부기관장, q) 중앙정부의 공무원, r) 공공기관이 금융회사의 주식을 독자적으로 소유하고 
있거나 50%를 넘게 소유하고 있는 그 금융회사에서 공공기관의 이해관계를 대리하는 그 
금융회사의 이사회 구성원, s) 공공기관의 금융회사의 이사회 구성원, t) 공공기관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독자적으로 50%를 넘게 소유하고 있는 그 금융회
사에서 그 소유주의 이해관계를 대리하는 그 금융회사의 이사진, u) 공공기관의 보유주식
의 대리인과 그 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 v) 판사, 검사, 공증인 및 집달관, w) 전문 직
업군인 및 군속, x) 공공조달 위원회의 구성원, y) 내부 시스템 기관 및 교도 행정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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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방지법」을 적용하고는 있으나 공공기관이 금융기관의 지분을 50%를 초과

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 제한된다. 캐나다 ｢이해충돌방지법｣도 마찬가지

이다.207) 사실 이해충돌 규제 제도를 사적영역에 확대시키는 지난 19대 국회

의 입법과정에서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수행 금지 조항208)과 결부되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장 뜨겁게 논의된 쟁점이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

결하지 못하여 이해충돌 규제 조항이 청탁금지법에서 배제된 후 입법이 되었

다. 만일 청탁금지법에 이해충돌 규제 제도를 담아내면서도 적용대상 범위를 

정비하지 않을 경우, 19대 국회에서 있었던 위헌 시비를209) 포함한 같은 논

쟁이 다시 점화 될 것이고 이는 19대 국회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장 큰 입법 

장애요소가 될 것이다. 청탁금지법에 이해충돌 규제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을 

취하면서도 위에서 살펴본 경성법화의 장애요소를 피하는 방법이 아애 없는 

것은 아니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210)를 청탁금지·금품등 수수 금

지 규정이 적용되는 공직자와 이해충돌 규제 제도까지 적용되는 공직자를 이

원화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필연적으로 적용대상

이 다른 두 영역을 하나의 법률안에 포함시키게 되므로, 법률 전체에 대한 

체계 정합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한 법적용과 해석에 초래되는 혼

장과 같은 특정 직위를 가진 공직자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다. 
207) 캐나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적용 범위을 공적영역에 한정하고 있는데, 캐나다 ｢이해충

돌방지법｣ 제2조는 적용대상자인 공직자를 a) 각료, 장관, 정무차관, b) 각료 참모직원, c) 
각료 보좌관, d) 총독이 임명한 자 e) 총독의 승인 아래 장관이 임명한 자, f) 해당 각료
가 지정한 직위에 상근으로 근무하도록 장관이 임명한 자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
리고 이 중에서 신고대상 공직자를 a) 각료, 장관 및 정무차관, b) 매주 평균 15시간 이
상 근무하는 각료 참모직원, c) 각료 보좌관, d) 총독이 임명한 자, 총독의 승인 하에 장
관이 임명한 자, e) 총독이 임명한 자, 총독의 승인 하에 장관이 임명한 자, f) 해당 각료
가 신고대상 공직자로 지정한 직위에 상근으로 근무하도록 장관이 임명한 자로 제한하고 있다.

208) 청탁금지법 원안 제11조.
209)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을 교육의 공공성이나 언론의 공익성에만 근거하여 적용대상으로 하

는 것은 평등권 위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주장으로는 조재현, 부정청탁금지법의 
위헌성에 관한 논의, 한국부패학회보 제20권 제4호, 2015. 제299면.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청탁금지법이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의 평등권,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다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 7. 28. 2015헌마236 결정). 이해충돌에 대
한 규제는 적용대상자가 특정행위로 나아가기 이전 특정 상황을 규율하는 것이므로 부정
청탁이나 금품수수 금지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고 있어 헌법재판소가 위 결정과 동일한 
결론에 이를지는 의문이다.

210) 현행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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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도 무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수범자가 법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

해하고 해독하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두 번째 방식에 대해서 살펴본다. 이 방식은 첫 번째 방식에서 

발생하는 적용대상 영역을 설정하는데 있어 혼란이 최소화 할 수 있다. 공직

자의 부패가 통상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해충돌 상황에 직면

하여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하는 형태로 발생한다고 하여 이를 반드

시 같은 법률안에 담아낼 필요는 없다. 두 번째 방식은 적용영역을 공적 영

역에 한정시킴으로 부패행위 규제 제도와 분리된 이해충돌 규제 제도의 고유

한 특성을 오롯이 담아낼 수 있다. 또한 청탁금지·금품 등 수수금지 등 다

른 제도와 혼용되어 규정되지 않게 됨으로 그 독자적 존재 의의가 두드러져 

이해충돌 규제의 일반 규범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용이하다. 이 방식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프랑스·캐나다 등 부패인식지수가 높은 국가에서 이

미 시행·정착된 방식이므로 우리나라도 충분히 시도 가능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적용 대상을 공적 영역에 한정시키고 독립된 입법이 형식을 취

하고 있는 두 번째 방식이 경성법화를 위한 가장 실효성 있는 수단이다.211) 

이러한 견지에서 입법예고안이 독립입법의 형태를 취하면서, 그 적용대상 공

직자를 i)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ii) 공직

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iii) 「초·중등교육법」, 「고등교

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공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으로 한정하면서, 그 적용영역을 사적영역까지 확장하지 않은 것은 타당하다. 

다만, 입법예고안은 적용대상 영역을 공공기관을 넘어 공직유관단체나 국·

공립학교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이해충돌의 규제제도의 고유한 특수성에 비

추어 볼 때 공적영역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적용대상 범위를 넓히는 문제

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212) 

211) 독립된 법률형태를 취하고 있는 김기식 의원안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입법예고안은 적용대
상자를 공무원과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임직원으로 제한하고 있고, 채이배 의원안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를 빼고 공무원과 공기기관의 임직원에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공적영역에 한정하여 규율대상을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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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입법내용의 문제에서 바라본 경성법화 방향

  1. 일반 의무조항의 필요성 

  입법예고안을 캐나다 ｢이해충돌방지법｣과 내용적 측면에서 비교해 보면 여

러 가지 특기할만한 점이 발견되는데,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이 공직자 이해

충돌 규제를 위한 일반의무 조항이 매우 빈약하다는 점이다. 단순히 양적인 

측면만 보더라도 캐나다 ｢이해충돌방지법｣의 경우 정의(제2조)와 목적(제3조) 

조항을 제외한 공직자 일반 의무조항이 15개 조항인 반면,213) 입법예고안은 

목적(제1조)과 정의(제2조) 조항을 제외한 일반의무 조항이 단 2개에 불과하

다. 질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더라도 입법예고안 제3조(국가 등의 책무)214) 및 

제4조(공직자의 의무)215)는 단순 선언 수준 이상의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다. 

212) 채이배 의원안은 적용대상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으로 규정하면서 공적영역
에서도 그 적용대상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213) 조항의 제목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4조(이해충돌), 제5조(일반적 임무), 제6조 제1항
(의사결정)·제2항(투표의 기권), 제7조(특권), 제8조(내부자 정보), 제9조(영향), 제10조(외
부 고용의 제안), 제11조(선물 및 기타 혜택), 제12조(여행), 제13조(공공기관과의 계약), 
제14조(사적 계약체결), 제15조(금지 활동), 제16조(모금활동), 제17조(관리재산의 처분), 제
18조(회피 금지), 제19조(임명 또는 고용의 조건).  

214)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
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
지 아니하도록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확인·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직자가 위반행위 신고 등 이 법에 따른 조치를 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
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215) 제4조(공직자의 의무) ①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
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
별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을 회피하는 등 이해충돌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4조 제1항은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정한 직무 수행’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
지 않다. 캐나다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도 입법예고안 제4조 제1항과 유사한 조항이 
있으나 그밖에 구체적 사안에 대한 일반 의무조항이 입법예고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풍
부하다. 



- 75 -

반면에 캐나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일반의무 조항들은 공직자에 대한 행위

기준으로서 구체적 규범력을 가지고 있으며,216) 제2장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

는 이해충돌 제도들에 대한 해석 기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217)218) 이

러한 캐나다의 규정 방식은 캐나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캐나다 공직자들에 

대한 행위 준칙으로서 일반규범으로서 기능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입법예고안이 이해충돌 규제의 일반 규범으로서 지위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직자 일반의무 조항이 추가·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두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해 본다. 하나는 입법예고안 제9조와 관련한 것으로, 제9조는 가족

채용 제한의 적용대상자로 고위공직자, 공공기관의 인사업무 담당자, 공공기

관 산하기관을 지휘·감독·규제·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에 한정

하여 규정하면서 동 규정을 위반한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채용과 관련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는 문제는 전

체 공직자에게 충분이 적용할 수 있는 규제 영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가족채

용 제한과 관련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는 일반의무 조항을 두는 방

안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고 본다.219) 다음으로 국회의원과 같은 정무직 

공무원의 이해충돌 규제를 위한 일반의무 조항을 두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입법예고안의 적용대상자에 국회의원과 같은 정무직 공직자가 포함됨

은 분명하다.220) 그러나 정무직 공직자의 직무범위와 직무수행의 태양(態樣), 

216) 본 논문 제2장 제1절 Ⅱ. 참고.
217) 본 논문 제2장 제4절 Ⅲ. 1. 참고.

218) 다만 제2항 이하의 구체적 적용과 결부되지 않은 조항도 존재하는데, 제9조가 대표적이
다. 제9조는 공직자는 자신, 친척, 친구 또는 타인의 사적 이익을 부적절하게 추구하기 
위하여 특정인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도록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 조항의 관련된 강제수단이 캐나다 「이해충돌방지법」안에 없다. 이러한 조항
은 법률의 규범력을 약화시키는 문제가 있으나 별도의 강제수단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극
복될 수 있다. 다음 각주(주 219) 참고.

219) 공직자의 일반 의무조항이 많아질 경우 법률의 규범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으나, 강제수단을 이원화함으로써 이와 같은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예
고안을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고위공직자가 제9조를 위반한 경우 제28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하고, 과태료 부과 처분이 불가능한 공직자가 가족채용 
제한과 관련한 일반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26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일반의무 조항을 풍부하게 담는다고 하여 규범력이 약화되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220) 입법예고안 제2조 제1호·제2호 및 본 논문 제3장 제4절 III. 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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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규제를 위반하고 부패행위로 나아갔을 때 파급되는 영향을 고려하

면 정무직 공직자에 대한 일반의무 조항을 두는 방안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221) 이처럼 향후 이해충돌 규제를 경성법화 하는 과정에서 일반 규범의 

기능과 역할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캐나다 「이해충돌방지법」의 규정 형식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 규제 수단과 강제방법의 문제

  각 국가가 이해충돌을 규제하는 수단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데,222) 특정 국가가 이해충돌을 규제하는 경우 어떠한 이해충돌 상황을 중요

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지 여부도 각 국가의 고유한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는 대체로 규제 제도 내에서 강제방법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봄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강제방법은 규제의 

필요성이 있는 중요하고 민감한 이해충돌 상황과 관련되어 있고, 강제의 정

도 또한 규제의 필요성 정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입법예

고안의 규제 수단과 강제방법의 문제점을 캐나다 「이해충돌방지법」에 견주

어 살펴본 후 이해충돌 규제의 경성법화 과정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제시하고

자 한다.223) 

  캐나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이해충돌을 규제하기 위한 강제방법으로 공

직자에게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오로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

221) 캐나다 「이해충돌방지법」에 이와 유사한 성격의 조항이 존재한다. 제6조 제2항은 각
료·장관·정무차관에게 상원·하원 의원으로서의 자신을 이해충돌에 빠지게 하는 사안
에 대해서 토론과 투표를 금지시키고 있다. 

222) 본 논문 제1장 제2절 참고.
223) 이해충돌의 규제 수단과 강제방법은 상호 관련성이 없지는 않으나 다른 차원의 문제로 접

근하여야 한다. 이해충돌 규제 수단은 정보제공적 수단, 제거방식, 약화방식이 존재하고 
각 방식에 대한 강제방법 또한 형사처벌, 과태료 처분, 징계처분 등 여러 방식이 존재한
다. 따라서 규제 수단에 대한 강제방법의 조합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특정 규
제 수단에 대하여 반드시 취해야 하는 강제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어떤 규제 
수단에는 강제방법이 없는 것도 있다. 이하에서는 강제방법이 없는 규제수단은 제외하고 
캐나다 「이해충돌방지법」과 입법예고안의 규제 수단 중 강제방법과 결부된 것에 대해서 
고찰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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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처분만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과태료 처

분을 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총 6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a) 감독관에게 재산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제22조), b) 선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제23조), c) 고용 제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제24조), d) 회

피·재산·부채·외부활동·선물·여행을 공표하지 않은 경우(제25조), e) 관

리재산의 내용과 처분 내역서(內譯書)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제26

조), f) 관리재산의 신탁관계 계약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제27

조 제7항)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처럼 캐나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규제하기 위한 

규제 수단으로 기본적으로 정보제공적 수단을 선택하면서 이에 대한 강제방

법으로 과태료 처분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즉, 이해충돌 상황에 놓인 공직자

에게 특정 행위 자체는 허용하되 그 내역과 관련한 내용을 제출·신고·공표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강제방법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

다. 예컨대 공직자는 외부에서 고용을 제안 받거나 제안 받은 고용을 수락하

는 행위에 대해서 어떠한 제한(制限)을 받지 않는다. 다만, 공직자가 고용에 

대한 제안을 받거나 제안 받은 고용을 수락한 경우 일정기간 내에 이에 대한 

신고의무를 지게 될 뿐이다. 만일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된다.224) 이에 반하여 입법예고안은 규제 수단으로 정보제공적 수

단225), 제거방식226), 약화방식227)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 각 수단에 대한 강제

방법에는 형사처벌, 과태료 처분, 징계처분이 모두 가능하다. 강제방법에 있

어서 캐나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비하여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

224) 본 논문 제2장 제4절 III. 2. 참고.
225) 정보제공적 수단에는 a) 사적(私的) 이해관계 신고제도(제5조 제1항), b) 고위공직자의 업

무활동 내역 제출제도(제6조), c) 특정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제도(제8조), d) 특정직무
관련자인 퇴직자와의 사적(私的) 접촉 신고제도(제15조)가 있다. 

226) 예방적 수단 중 제거방식으로는 a) 특정직무 관련 외부활동 금지제도(제7조), b) 가족 채
용 제한제도(제9조), c) 소속 공공기관 등과의 계약체결 제한제도(제10조), d) 예산의 부정
사용 금지제도(제11조), e) 공공기관의 물품 등의 사적사용 금지제도(제12조 제1항), f) 공
공기관의 직위 등의 사적사용 금지제도(제12조 제2항), g) 사적(私的) 노무 요구 금지제도
(제13조), h) 직무상 비 이용 금지제도(제14조)가 있다. 

227) 약화방식으로는 사적이해관계 회피제도(제5조 제3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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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데,228) 그 구체적 내용을 단락을 나누어서 살펴본다. 

  우선 입법예고안에서 이해충돌 규제를 위한 강제방법으로 형사처벌이 가능

한 유일한 제도는 직무상 비 이용 금지제도이다.229) 즉,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 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한 경우나 비 을 이용하여 재

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230)231) 입법예고

안의 나머지 이해충돌 규제 제도에 대해서는 모두 과태료 처벌규정을 통한 

강제수단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해충돌의 규제 필요성의 정도에 따라 강제 

정도에 차등을 두고 있다. 즉 규제의 필요성이 큰 가족 채용 제한제도(제9

조), 소속 공공기관 등과의 계약체결 제한제도(제10조), 공공기관의 물품 등의 

사적사용 금지제도(제12조 제1항)를 위반한 경우 공직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데 반하여,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제도(제5조 제1항), 고위

공직자의 업무활동 내역 제출제도(제6조), 특정직무 관련 외부활동 금지제도

(제7조), 특정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제도(제8조), 사적(私的) 노무 요구 금

지제도(제13조)를 위반한 경우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분을 받는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해충돌 규제 필요성이 적은 특정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의 사적(私的) 접촉 신고제도(제15조), 공공기관의 직위 등의 사적사용 금지제

도(제12조 제2항)를 위반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을 부과할 수 있다.

228) 다만 강제방법 중 과태료 처분을 취하는 형태가 형사처벌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229) 나머지 형사처벌 조항의 대부분은 이해충돌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 누

설이나 신고자 보호문제와 관련이 있다. 즉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직접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 

230) 입법예고안 제14조, 제27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 제3자에게 비 을 이용하게 한 경우나 
비 이용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도 포함한다.
비 을 사적으로 이용한 경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
당하고 비 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입법예고안이 이해충돌을 규제하기 위하여 마련
한 강제방법 중 가장 중(重)한 것이다. 

231) 캐나다 「이해충돌방지법」에도 이와 유사한 규정이 존재한다. 즉, 공직자는 본인, 친척
(relatives), 친구(friends) 또는 타인의 사적 이익을 부적절하게 추구하기 위하여 자신의 
지위에서 입수한 정보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조). 그러나 캐나다 
「이해충돌방지법」에는 이에 대한 강제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입법예고안과 대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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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수(數) 형사처벌 과태료 처분
징계처분 외 
강제방법 없음 

정보제공적 수단 4 ×
4

(캐나다 形)
×

제거방식 8 1 6 1233)

약화방식 1 × × ×

[입법예고안 이해충돌 규제 제도의 규제 수단과 강제방법]232)

  상기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입법예고안은 각 제도에 대한 규제 수단을 혼용

하여 사용하면서 규제 필요성의 정도에 따라 강제방법을 달리하는 방식을 사

용하고 있다. 캐나다가 규제 수단으로 정보제공적 수단만 사용하면서 그에 

대한 강제방법으로 과태료 처분만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입법예고

안은 규제 수단과 강제방법의 다양한 조합으로 이해충돌 규제 제도를 마련하

고 있는 것이다. 규제 수단과 강제방법은 각 이해충돌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

절하게 혼합된 형태가 마련될 수 있을 뿐 때에 따라서는 혼합 형태의 제도 

마련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존재한다.234) 또한 이해충돌 규제 제도는 정부

의 부패정도, 국민의 부패인식 수준,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 등 여러 가

지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235) 입법예고안이 선택

하고 있는 규제 수단과 강제방법 또한 충분히 선택 가능한 방안에 해당한다. 

입법예고안의 혼합형태의 규제 제도가 특별이 문제될 것은 없으나 입법예고

안은 규제 수단에 있어서 제거방식의 비율이 높고 일부 정보제공적 수단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사안에 있어서 제거방식을 선택하고 있다는 점에 문

제점이 있다.

232) 본 논문의 저자는 입법예고안의 이해충돌 규제 제도의 유형을 13가지로 분류하였다. 주
227 내지 주229 참고. 공직자가 13가지 제도를 위반한 경우 강제방법으로 징계처분이 가
능하나 표에서는 이를 생략하였다.  

233) 입법예고안은 공직자의 예산의 부정사용 금지제도(제11조) 위반 행위에 대하여 징계처분
(제26조)외 다른 강제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234) 제1장 제2절 이해충돌 규제 방법 참고.

235) 최계영, 앞의 논문(주 17), 288-2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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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거방식의 비율이 높을 경우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나타날 수 있다. 우선 

제거방식은 이해충돌 발생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의미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

법일 수는 있으나,236) 특정 공직자의 추문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이해충돌 상

황을 관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즉, 투서·민원 등 외부의 제보, 언론기

관의 보도, 수사기관의 수사, 사법기관의 재판 등 특정 사안에 대한 추문이 

불거지지 않는 한 이해충돌 상황이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특

별한 방법이 없다. 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과 관련된 정보를 공직사회가 자

체적으로 수집하지 않는 한 공직자가 소속된 내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제거방식은 정보제공적 수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패의 사전예방으로서의 

이해충돌 관리 기능을 떨어뜨리며, 적발을 통한 위반행위 공직자에 대한 처

벌 위주의 제도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공직자가 소속된 공직사

회 자체의 이해충돌 관리를 어렵게 하거나 자체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

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237)  

  제거방식은 정부의 부패에 따른 신뢰도가 떨어지고 연고주의의 만연 등 공

직사회 자체 시정과 정화(淨化)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비롯하여 각 나

라의 법제도적 문화, 정부의 신뢰도, 이해충돌 규제 필요성의 정도 등을 고려

하여 충분히 선택 가능한 방식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거방식

을 선택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도 존재하므로 이해충돌 규제를 

이상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다른 규제 수단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공직자의 특정행위가 이해충돌에 반하고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제

거방식을 우선 선택할 것이 아니라 이해충돌 상황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

위를 넘지 않는다면 캐나다와 같이 공직사회가 자체적으로 관리·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정보제공적 수단을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입법예고안에 존재하는 제도 중 규제 수단으로 제거방식

을 선택하고 있지만 정보제공적 수단 또한 고려해 볼 만한 제도가 존재하지

는 않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입법예고안 제7조 제1항 제1호, 제2

236) 주 29 참고.
237) 재차 말하지만 정보제공적 수단이 제거방식보다 더 나은 규제 수단이라는 의미가 아니

다. 특정 이해충돌 상황에서는 제거방식이 정보제공적 수단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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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제3호는 공직자의 특정직무와 관련된 다양한 외부활동을 금지하면서 이

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형태로 규율하고 있다. 이는 규제 수단

으로 제거방식을 그 강제방법으로 과태료 제도를 선택한 것인데, 이와 같이 

공직자에게 외부활동을 전면적으로 제한할 경우 그 제한 범위가 너무 광범위

해 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공직자의 사적 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

므로 공직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여 제도의 위헌문제가 발생할 수 있

다.238) 따라서 제7조 제1호, 제2호, 제3호의 경우 공직자의 특정직무와 관련

된 외부활동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일차적으로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

도록 하고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재를 부가하는 강제방법을 마련하는 방

안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다음 공직자의 외부활동 허용

여부를 소속기관의 장이나 소속기관 내에 구성된 위원회 등을 통하여 결정하

도록 한다면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공직사회 내부에서 확인·관리하고 

자체 시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

도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239)

  이해충돌 규제 제도에 있어서 규제 수단과 강제방법의 선택은 이해충돌에 

대한 각 국가의 법문화적 특성과 국민인식, 정부의 부패정도,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 등을 비롯한 광범위한 요소를 고려함과 동시에 향후 특정 규제 

수단과 강제방법을 선택함으로 초래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미리 예측하

여야 한다는 점에서 가장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문제이다. 이

는 이해충돌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한다는 점에 있어서도 가장 핵심적 사항이

라고 할 수 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규제 수단으로 어떠한 방식을 취하는

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듯 향후 이해충돌 규제를 경성법화 하는 과정

에서 규제 수단과 강제방법의 어떻게 조합하여 선택 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

238) 문제가 될 수 있는 기본권으로는 직업선택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있다.  
239) 최초 청탁금지법 원안에는 사적 이해관계 제척제도(제11조 제1항)가 있었다. 입법예고안

은 사적 이해관계 신고제도(제5조 제1항)로 변화 되었는데, 이렇게 변화된 원인에는 19대 
국회 논의과정에서 공직자의 배제되는 직무범위 문제가 주된 요인이다. 본 논문의 저자
는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를 규제한다는 특성과 규제 필요성의 정도를 고려할 때, 규제 
수단을 제거방식에서 정보제공적 수단으로 바꿈으로써 공직사회 자체 시정을 촉구하였다
는 점에서 바람직한 변화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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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논의 사안이 될 것이다. 그런데 입법예고안은 이러한 고민을 충분히 담아

내어 각 제도들에 적합한 규제 수단과 강제방법을 마련한 것인지 의문이다. 

캐나다 이해충돌 규제 제도가 취하고 있는 규제 수단과 강제방법이 추종되어

야 하는 이상적 방식이 아님은 분명하나, 입법예고안이 마련한 제도 중 캐나

다 제도처럼 변경 가능한 일부 제도가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에 대한 

전반적 검토가 필요하다.  

  3. 정무직 공무원의 적용문제

  향후 이해충돌 규제의 경성법화 하는 과정에서 적용범위에 선출직 공직자, 

특히 국회의원을 포함시킬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문제는 지난 19

대 국회 정무위 소위에서 청탁금지법 원안의 사적이해관계 제척제도와 결부

되어 선출직 공직자를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경우 관할하는 직무가 광범위하

여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배제되는 직무 범위가 너무 넓게 되는 문제가 발

생한  데 기인하여 불거졌다. 당시 입법과정에서 이 문제는 가장 뜨거운 논

쟁 사안이었고 청탁금지법 원안이 이해충돌 규제 규정이 배제되어 입법화되

는 데 결정적 원인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입법과정상의 문제로 인하여 선출

직 공직자를 적용범위에서 배제시켜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공직자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 가목,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선거로 취임하는 정

무직 공무원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공무원은 헌법 제7조 제1항의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국회의원과 같은 

선출직 공직자를 다른 공무원과 차별하여 취급할 아무런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다. 오히려 정무직 공무원은 직무의 광범위성으로 인하여 이해충돌 상황에 놓

이는 빈도가 다른 공직자에 비해 많으며, 수행하는 직무의 중요성에 비추어 이

해충돌 갈등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사적 이익 또한 크다. 국회의원과 같은 정무

직 공무원의 이해충돌 위반 혐의에 대한 언론보도에 국민적 관심과 이에 대한 

비난이 높은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최근에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킨 이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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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의 문제도 대부분이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무직 공무원에 대한 사안이 주를 

이루고 있다.240) 캐나다를 비교법적 관점에서 살펴보았을 때 내각에 들어간 정

무직 공무원은 당연히 캐나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이 될 뿐만 아니

라 상·하원 의원의 경우 「캐나다 의회법」 제16조 및 제41조를 포함한 관련

규정에 의하여 이해충돌 규제 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다.241) 의회 의원 등 정무

직 공무원을 이해충돌 관련 법률에서 배제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결국 향

후 이해충돌 규제의 경성법화 과정에서 선출직 공직자를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입법예고안이 적용대상 “공공기관”에 국회를 포함시키고 “공직자”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을 포함하여 규정함으로써,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무직 공무원을 적용대상 범위에 포함시켜 규정한 것은 바

람직한 입법방향으로 보인다. 다만 입법예고안에는 정무직 공무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입법예고안은 사적이해관계 신고의무 대상이 되는 직무범위를 한정하기 위

하여 “특정직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는데,242) 이와 같이 ‘특정직무’를 

열거하여 규정한다고 하여도 국회의원 등 정무직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에 

비추어 보면 그 직무범위가 여전히 광범위하고 특정이 어렵다. 신고해야 하

는 직무 상황도 회의참석·토론·심사·표결 등 매우 다양한데 어떠한 국면

에서 신고해야 하는지 명확하지가 않다. 만일 열거된 특정직무와 관련된 모

든 사안에 대하여 모든 국면을 신고대상으로 한다면 정무직 공무원의 직무수

행에 지장을 주거나 제한되는 직무범위가 매우 광범위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열거된 특정직무 중 정무직 공무원에게만 규제할 필

요성이 있는 특정직무를 선별하고 배제되는 직무상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캐나다 「이해충돌방지법」 제6조 제2호는 각료·장

관·정무차관은 상원·하원 의원으로서의 지위로, 자신을 이해충돌에 빠지게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토론과 투표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내각에 

240) 제1장 제3절 참고.
241) 제2장 제3절 참고.

242) 해당 특정직무는 주 19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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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간 정무직 공무원이 이해충돌 상황에 놓인 경우 의회에서 토론과 투표에

서 배제됨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243)

  다음으로 입법예고안은 국회의원을 고위공직자에서 배제시킴으로 인하

여,244) 제6조(고위공직자의 업무활동 내역 제출), 제9조(가족 채용 제한), 제10

조(소속 공공기관 등과의 계약체결 제한)를 적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

러나 국회의원의 경우 위 규정들을 특별히 배제시켜야 할 이유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등록대상 공직자

와 제10조 제1항 제1호의 등록재산 공개 대상 공직자에 국회의원을 포함시키

기 있는 규정과 균형에도 맞지 않는다. 캐나다 「이해충돌방지법」의 경우 

각료, 장관이 된 의회 의원을 제2조 정의 규정의‘신고대상 공직자’에 포함

시키면서 의회 의원에 대한 적용상에 차별을 두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

우에도 향후 이해충돌 규제의 경성법화 과정에서 국회의원을 고위공직자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IV. 이해충돌 규제 정비의 필요성

  향후 공직자 이해충돌 규제가 입법예고안과 같은 독립된 법률 형태로 제정될 

경우 이는 우리나라의 공직자 이해충돌 규제를 위한 일반규범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직자윤

리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

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여타의 규범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규제를 위한 

제도들이 산재하여 존재한다. 이 규범들이 적용대상, 규율내용, 규율형식의 

문제로 인하여 공직자 이해충돌 규제 규정의 일반규범으로서의 기능을 수행

하는  데 한계가 존재함은 앞에서 살펴보았다. 따라서 향후 공직자 이해충돌 

243) 동(同) 규정을 뒷받침할 이해충돌 상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는 점에서 캐나다 「이해충돌방지법」도 한계는 있으나 적어도 의회에서 토론과 표결을 
할 수 없음은 분명히 밝히고 있다.  

244) 정무직 공무원 중 고위공직자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
사·특별자치도지사·교육감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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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가 독립된 형태의 법률로 제정될 경우 현재 여타의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는 이해충돌 관련 조항을 제정 법률에 담아내고 중복된 규정들을 삭제·정

비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입법예고안이 입법

화 되면, 공직자의 업무상 비 이용 금지 조항인 입법예고안 제19조와  ｢부
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는 그 규율 

내용과 형량이 같아 중복된 규정이 되므로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해 진다. 

  캐나다 「이해충돌방지법」은 단순히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규제하는 것

을 넘어 우리나라 청탁금지법의 금품수수 금지제도의 성질과 유사한 선물 수수 

신고제도,245) ｢공직자윤리법｣의 재산신고, 공직자가 보유하는 재산의 백지신탁 

제도246) 등도 함께 규율하고 있어 이해충돌 규제의 일반규범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향후 이해충돌 규제의 경성법화 과정이나 입법 후에 여

타의 규범에 산재해 있는 이해충돌 규제 조항을 조정·통합하여 공직자 이해충

돌 규제의 일반규범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제 정비가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245) 캐나다 「이해충돌방지법」 제11조, 제25조, 제27조, 제52조 등에서 공직자가 특정 금액 
이상 받은 선물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특정가액 이상의 선물을 수수한 경우 신고
하도록 하고 있다. 

246) 재산신고와 관련하여 제22조, 관리재산 처분 및 백지신탁과 관련하여서는 제27조에서 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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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요약과 결어

  이해충돌 규제의 문제는 윤리와 법의 경계에 선을 긋는 문제이다. 모든 규

범이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나, 대부분의 규범들은 수범자의 특

정 행위를 고려하여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을 긋는다면 이해충돌 규

제는 그에 앞서 수범자에게 놓인 특정 상황에 선을 긋는다. 즉 대부분의 규

범이 그으려고 하는 선 앞에 선제적으로 선을 긋게 된다. 이해충돌 규제가 

난해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각 국가의 규제 형식이 경성법으로 엄격하

게 형사처벌 하는 국가에서부터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는 국가까지 스펙트럼

(spectrum)이 매우 넓은 이유도 여기에 존재한다. 따라서 이해충돌을 규제할  

때 각 국가마다 규제 형식·내용·수단이 다양하고 복잡한 것은 필연적일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한 국가의 이해충돌 규제 제도가 다른 국가의 규제 제

도보다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즉, 어떤 국가가 이해충돌 규제 제도를 

잘 정비·시행하여 부패인식지수가 높아지고 국제사회에 청렴한 국가로 인식

되고 있다면, 그 국가는 그 국가의 법제도적 문화에 부합하는 시의적절한 이

해충돌 규제 제도를 마련하였기 때문이지 선진적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라고 단언할 수는 없는 것이다. 캐나다가 국제사회에 청렴한 국가로 인식되는 

선진국이라 하더라도 캐나다 이해충돌 규제 제도의 맹목적 추종을 경계해야 하

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본 연구가 이러한 전제 위에서 출발하고 있음은 제1

장 제2절에서 이미 밝혔다. 

  본 연구는 캐나다 이해충돌 규제 제도의 맹목적 추종을 경계하되, 캐나다 제

도의 역사, 특징, 구조, 내용에 견주어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시도 가능한 시사

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는 19대 국회에서 이해충돌 규제의 경성법

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다소(多少)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해

충돌 규제 조항을 청탁금지법에 담지 못하였다. 당시 청탁금지법 원안의 내

용 중 언론보도를 통한 국민적 관심이 대부분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 제도

에 집중되었고 이해충돌 규제 제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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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였다는 점이 입법 실패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이에 더하여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해충돌 규제 적용대상자 범위를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사

적영역까지 확대할 경우 수범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한

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247) 결국 이러한 적용대상자 범위 문제와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제척 제도가 결부가 되어 수범자의 직무 수행을 과도하게 제

한다는 이유로 입법이 좌절된 것이다. 이러한 입법화 실패의 경험은 향후 이

해충돌 규제 제도에 대한 경성법화를 시도하는 데 있어 다시 노정(露呈)될 

수 있는 문제로 이해충돌 규제 제도를 새롭게 정립해 나가는데 반드시 고려

해야 할 요소이다.  

  제2장 제2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캐나다는 미국에 비하여 공직자 이해충

돌 규제에 관한 관심을 가진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다.248)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자 이해충돌 규제를 위한 법제도적 시스템을 상당한 수준에서 정비하였

다. 캐나다가 상당한 수준의 이해충돌 규제 제도를 정비하고 안착시킬 수 있

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제도가 현실에 맞지 않아 발생하는 공직자

의 여러 이해충돌 추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법제도적으로 해결책을 마련

하려는 노력 때문이었다. 캐나다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추문 때문에 연성법을 

제정하였고, 제정된 연성법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현실을 제대로 규제하지 못

하자 지속적으로 경성법화 하려고 시도하였다.249) 캐나다가 국제사회에 부패

인식지수가 매우 높은 청렴한 선진 국가로 인식되고 있는 이유는, 이러한 국

가적 노력과 함께 캐나다의 법제도적 문화에 맞는 규범정비가 결부된 측면이 

크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캐나다가 보여주었던 이해충돌 규제의 경성법화는 법제도적 개선

247) 이해충돌 규제 제도가 가지는 본질적 특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우려는 충분히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248) 미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 짧다
는 의미는 아니다. 규범의 성격을 가지는 지침이 제정된 1973년을 기준으로 보면 캐나다
의 이해충돌 규제 제도는 약 46년이 넘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249) 이해충돌 규제 형태의 다양성과 복잡성은 앞서 살펴보았다. 따라서 캐나다와 같이 경성
법화 시도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은 아니다. 그러나 규범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현실을 제
대로 규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법제도적 접근방법으로 적극 대응하여 개선하고자 노력
하였던 캐나다의 접근방식은 배워야 될 점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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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측면에서 우리나라도 시도해 볼 가치가 있는 것일까? 본 연구는 우리나라

의 현행 이해충돌 규제 제도에 비추어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한 일이라는 점을 

몇 가지 이유를 들어 제시하였다. 거칠게 표현하면, 우리나라가 현재 시행하

고 있는 이해충돌 규제 제도는 체계가 없을 뿐 아니라 여러 법령에 산재해 

있는 이해충돌 조항들은 적용상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각 규범의 적용대상자

와 이해충돌 규율 영역은 중구난방이고 법형식도 실효성 없는 연성법에서부

터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성법까지 다양하다. 이해충돌 규제를 위한 체계와 

제도의 난삽함은 규범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이는 결국 잊혀질만하면 터지

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추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이해충돌 규제 제

도는 현재의 상황에 적용하기에 그 정합성이 떨어지고, 그 정도 또한 무시하

지 못할 수준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캐나다 이해충돌 규제 역사에 

비추어 공직자 전반을 규율할 수 있는 이해충돌 규제의 경성법화를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시한 것이다.   

  이해충돌 일반 규범으로서 경성법화가 필요하다면, 현재 우리나라가 시행

하고 있는 이해충돌 규제 체계에 비추어 어떤 방식을 시도해 볼 수 있을까? 

하나의 방법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특정 법률에 이해충돌 규제 조항을 대거 

담아내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 19대 국회에서 시도되었던 

청탁금지법 원안에 이해충돌 규제 조항을 담아내는 방식이다. 다음으로 고려

해 볼 수 있는 방식은 독립된 이해충돌 규제법을 제정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전자의 방식을 취하게 될 경우 이해충돌을 담게 되는 규범의 시행

을 위한 적지 않은 혼란을 야기하게 된다. 특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탁금

지법에 이해충돌 규제 규정을 담게 될 경우 공적영역에만 적용되는 이해충돌 

규제를 어떻게 담아낼지 논란이 일어날 수 있고, 한 법률에 이해충돌 외에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를 규율하게 되므로 이해충돌 규제의 일반 규범으로

서의 기능과 역할이 퇴색할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유로 후자의 

방식이 더 타당한 방안임을 제시하였다. 독립된 입법형식은 캐나다를 비롯한 

다른 선진국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으므로 충분히 시도가 가능한 방안이라

는 점 또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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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내용의 측면에서 향후 입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본 연

구는 다음의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제정 법률은 캐나다 「이해충돌방

지법」 제1장과 같은 공직자 일반의무 조항을 충분히 담아낼 필요성이 있다. 

이를 통하여 일반의무 조항이 공직자 전반에 대한 행위 기준이 되도록 할 뿐 

만 아니라 나머지 조항들의 해석기준이 되도록 하여 제정 법률이 공히 이해

충돌 규제를 위한 일반규범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둘째, 캐나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기본적으로 이해충돌 규제 수단

으로 정보제공적 수단을 취하고 이를 강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과태료 처분을 

부과할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입법예고안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 소개된 각 이해충돌 규제 제도를 

살펴보면 규제 수단에 있어서는 제거방식이 강제방법에 있어서는 과태료 제

도를 포함하여 일부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거방식과 이에 

대한 강제방법의 조합은 이해충돌의 사전 차단의 면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부

패의 사전예방으로서의 이해충돌 관리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고 공직사회의 

자진 시정의 기회를 박탈한다는 측면에서 단점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이해

충돌 규제의 경성법화 과정에서 각 이해충돌 제도에 부합하는 규제 수단과 

강제방법에 대한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 입법예고안에 제거수단을 

선택하고 있는 이해충돌 제도 중 캐나다 「이해충돌방지법」과 같이 정보제

공적 수단으로 변경이 가능한 제도는 없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도 필요하

다. 셋째,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 직무의 광범위성으로 인하여 이해충돌 상황

에 놓이는 빈도가 다른 공직자에 비해 많으며, 수행하는 직무의 중요성에 비

추어 이해충돌 갈등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사적 이익 또한 크다는 점을 고

려하여 적용대상자에 포함 시키되 직무수행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교한 규

제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 이해충돌 규범체계의 한계와 이해충

돌 규제의 경성법화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쟁점들을 분석한 후 그 내용을 토

대로 캐나다 이해충돌 규제 제도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함으로써 경성법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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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여부, 입법의 방식과 내용 등 경성법화의 방법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향후 제정 경성법이 마련된다면, 현존하는 이해충돌 규제와 관련한 규범과 

그 밖에 산재하고 있는 관련 조항들에 대한 정비 또한 수반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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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Conflict of Interest Regulations for Public Office Holders

- A Comparative Study of the Canadian Conflict of Interest Regime -

Joo-cheol, Park

Major in Administrative Law

The Graduate School of Law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Recently, conflicts of interest involving members of parliament and senior 

office holders have been the subject of public concern. The pursuit of 

private interests over public interests in situations of conflict of interest 

undermines the integrity of the civil service as a whole and reduces public 

trust in  government. This study showed that recent conflicts of interest in 

Korea have been able to occur because of the absence of a legal system 

for the regulation of conflicts of interest. In Korea, there is no generally 

accepted normative measure that effectively manages conflicts of interest 

among public office holders. Other mechanisms that are currently in force, 

including the Public Service Ethics Act and the Code of Conduct for Public 

Officials, do not function or serve as general norms for the regulation of 

conflicts of interest. To address this issue, the 19th National Assembly tried 

to enact legislation to regulate conflicts of interest among public office 

holders. However, due to a lack of careful preparation of the legislation, 

public concern about the system of regulation, and problems in some parts 

of the bill, the legislative body failed to pass the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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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ce the failed attempts at the 19th National Assembly,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haves continued attempts to improve the 

regulation of conflicts of interest among public office holders. This study 

focuses on the conflicts of interest regulation system in Canada which ranks 

among the top 10 in the world according to the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and continues to work to strengthen its regulations. Based on an 

examination of the Canadian system, this paper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make hard law and sets out the optimal methods and direction.

  In the light of the history and characteristics of the Canadian conflict of 

interest regulation system and the specific content of the Canadian Conflict 

of Interest Act of 2006, Korea should consider a number of steps to 

establish regulation addressing conflicts of interest. First, from the 

perspective of comparative law, it would be more effective to enact 

independent legislation than to amend the current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Second,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the obligations applied to 

public office holders in the sense of emphasizing their qualities as general 

norms covering all of civil society. Third, regulatory measures and coercion 

methods should be adopted as part of a comprehensive conflict of interest 

regulation system; to this end, a review is needed to determine the 

applicability to Korea of elements of the system that supports the 

implementation of Canada's Conflict of Interest Act of 2006. Fourth, given 

the opportunity that members of Congress have to pursue private interests 

and the size of these interests, members of Congress should be included as 

a subject of the regulation. In addition, after the enactment of the hard 

law, the government needs to revise legislation to allow the Conflict of 

Interest Prevention Act to function as a general mechanism, by adjusting 

and integrating the systems for regulating conflicts of interest that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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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ttered in other measures. 

key words : Conflict of interest, Hard law, Regulatory means, Compulsory 

measures, Canadian Conflict of Interes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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