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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예산워치]예결위서 걸러질지 주목

상임위 통과 예산안 보니…'담합·묻지마·실세' 흔적 곳곳
더300, 정리=김경환 기자

상임위 쟁점 예산 목록 (단위:억원)

사업명 정부예산액 증감액 쟁점내용

의원수당 320.6 -11.3 의원 세비 동결 위해 11억3100만원 감액

헌정회 지원 86.3 -1.8 집행실적 감안 감액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업무지원비

213.3 -2.8
업무추진비 1억7800만원·
특수활동비 1억원 감액

모바일 포렌식장비 
구축

146.65 -1.5 검찰 장비보유 현황 공개 논란

글로벌창조지식
경제단지조성

55 0 박근혜 대통령표 창조예산 논란

달 탐사 사업 0 410.8 선진국과 우주 기술 격차 해소 차원

창조경제밸리
육성 지원사업

207.8 0 기금사업 100억원 삭감 뒤 신규사업으로 편성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

31 -7.5 협력사무국 운영·초청사업 실효성 의문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394 -64 북한동의 없을 경우 실효성 문제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전자정부 구축

22 5 공무원용 SNS 사업 타당성

소하천 정비 2300 63.3 특정 지역 편중 논란

농협사업구조개편지원 1772.5 162 현물출자 5000억원에 대한 이자보전액 지원

밭기반정비(신규) 0 140 한중FTA 대비 밭 경지정리

살처분보상금 1500 -900 살처분 물량 감소

쌀소득보전변동직불 3153.6 -1512.2 쌀 수확기 평균가격을 높게 예상

해외자원개발 3개사업 4537 -1018 해외자원개발 사업 부실, 감액 더 이뤄져야

소상공인지원 예산 15916 -87 소상공인 지원 확대

평화의댐 치수능력증대 331 -100 홍수조절능력 무관, 4대강 부채상환 예산 의심

서울-광명 민자고속도로 100 -100 지자체 주민협의 조정 선행돼야

자활사업 3161.5 957 고용부 이관 희망리본사업 예산환원 등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0 134.8 대선공약, 예산 미편성은 공약파기 논란

노인단체지원 115.5 647.5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원격의료제도화
기반구축

9.9 -6.4 법개정 전제로 편성예산, 법적근거 없음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사업

787.8 70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지원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보조금 지원사업

403.8 -70 하이브리드차량 구매보조금 지원 축소 필요

상수관로 및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

0 499.4 싱크홀 원인 지목된 노후관 정비사업 증액

운영위

법사위

기재위

미방위

외통위

안행위

산업위

국토위

복지위

환노위

농해
수위



16개 국회 상임위원회 가운데 13개 상임위가 정부가 제출한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쳤다. 상임위별 심사를 

마친 예산은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가 예산조정소위원회의 본격적인 감액심사를 거친다.

이번 상임위 예산안 심사에서도 어김없이 '실세예산', '담합형 예산', '묻지마 증액' 등이 논란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한  정무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13개 

상임위가 증액한 예산 규모는 정부안 대비 9조6800억원이다. 나머지 상임위 예산안 의결이 마무리되면 증액 규모는 10

조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여 대대적인 감액이 불가피하다.

정부 예산안에서 낭비 요소가 없는지 가려내라고 국회에 부여한 '예산심의권'이 지역구 관리와, 정부 부처에 대한 선심용 

권한으로 변질한 흔적이다. 

기획재정부의 정부예산안 편성과정에서 탈락한 각 정부부처의 예산을 각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 다시 끼워 넣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기재부가 전액 삭감한 '달탐사' 사업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로 다시 들고와 410억8000

만원을 반영했다.

환경부 역시 기재부가 전액 삭감한 '상수관로 및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을 환노위 심사에서 499억3600만원을 반영했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농림축산식품부의 요청으로 '밭기반정비' 정비사업 예산을 140억원 배정하는 등 정부 

요구가 다수 받아들여졌다. 정부가 상임위 단위에서 증액을 요청한 예산이 기재부 반대를 뚫고 의원들의 힘을 빌어 

예결특위 문턱을 넘어설지 주목된다.

지역구 의원들의 예산 배정 논란의 중심에는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주로 담당하는 국토교통위원회가 있다. 

국토위는 지역구 의원들의 민원성 예산을 받느라 상임위 중 가장 많은 무려 3조4005억원을 증액했다. 인근 지역구 

의원들의 요청과 가까운 의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인 결과다.

△홍성-내포신도시 연결도로 설계 신규사업비 50억원(홍문표 예결위원장 지역구 포함) △와부-설악 국지도로 착공 

사업비 50억원(박기춘 국토위원장 지역구 포함) △전남 무안 성덕-동산 국지도로 건설을 위한 설계용역비 5억원(이윤석 

국토위 예산심사소위원장 지역구 포함) 등이 대표적인 예산으로 꼽힌다.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2148억원과 함양-울산 고속도로 1550억원은 예산소위에서 논의없이 증액됐다. 

대구순환고속도로(안심-성서-지천) 598억원과 영천-언양 고속도로 609억원도 관련 지역구 의원들 의견이 반영됐고, 

정부의 이견도 없어 통과됐다.

국토부는 포항-영덕 고속도로의 경우 용지보상이 어렵다는 김윤덕 의원의 40억 감액의견은 수용하지 않은 반면, 강석호 

의원의 조기착공비 350억원 요구는 그대로 수용했다.

 '예산폭탄'을 기치로 들고 순천·곡성에서 당선된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 지역구의 경우 순천만정원, 도로 건설 등 

순천시와 곡성군 관련 SOC 예산이 150억 원가량 증액됐다. 이 의원 지역구 관련 예산은 국토위뿐만 아니라 



산업위에서도 지역 클러스터 등 연구기반사업과 관련된 다수 예산이 포함됐다.

복지위도 상임위 단위에서 지나친 증액으로 눈총을 받았다. 여야 의원들은 복지 확대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예결특위에서 반영되기 어려운 예산들을 너나 할 것 없이 증액했다. 결과로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예산(51조9368

억원)보다 2조8500억원이 늘어났다. 고용노동부로 이관돼 편성하지 않아도될 희망리본사업 예산을 자활사업부분에서 

957억원 증액했고, 수년째 동결된 장애수당을 월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올리기 위한 예산도 440억원 증액했다. 

예결특위가 통과시키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란 단서를 달았다.

지역 예산 중 광주의 자동차 산업 진흥 예산 증액도 눈에  띈다. 산업위는 광주 광산갑이 지역구인 김동철 산업위원장 

주도로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 등 광주 지역 관련 예산 392억원을 증액 반영했다.

기재부가 관리하는 국유재산기금이 의원들의 쌈짓돈이란 지적도 제기됐다. 기재위 예산소위원장을 맡은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포항남부서 문덕파출소 신설비용(18억6600만원) 경북 예천서 용문파출소 신설(5억원), 경찰청 전의경 

숙영시설 (53억원) 등의 예산을 확보했다.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이 요청한 충북 보은서 민원실 증축비(3억8300만원)를 

비롯, 영동서 용산파출소 신설(3억5100만원) 옥천서 군북파출소(3억5100만원) 등을 챙겼다.

김관영 새정치연합 의원은 전북 익산서 민원실 설립비용(5억7900만원), 전북 익산서 낭성파출소 설립(3억5100만원)을, 

박영선 새정치연합 의원이 서울 구로서(2억700만원), 박범계·최재성 새정치연합 의원이 경기 수원중부서 

장안문지구대 설립(9억8400만원) 등을 가져갔다.

김현미 새정치연합 의원과 박광온 새정치연합 의원은 복권기금에서 각각 요보호 아동그룹홈 운영지원비(14억4000

만원), 학대피해 아동쉼터 지원(12억1200만원) 등의 예산을 받았다.

'박근혜표' 예산도 논란속 상임위를 통과됐다. 기재부가 내년 55억원을 편성한 글로벌창조지식경제단지도 박근혜표 

예산이라는 논란을 딛고 '인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문화시설을 포함시킨다'는 전제 아래 원안대로 

통과됐다.

DMZ세계평화공원조성 사업도 394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지만 64억원 가량이 삭감됐고, 우리나라와 유럽을 철도로 잇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도 31억원 예산 중 7억5000만원이 삭감됐다. 둘다 북한 동의 없이 추진이 힘들다는게 이유다.

해외자원개발 3개사업 예산도 정부안(4537억원)보다 1018억원 감액됐다.

감액대상은 유전개발 사업출자 580억원, 광물자원공사 출자 338억원, 해외자원개발 성공불융자 100억원 등 

자원개발사업 3개사업이다.

 

 

 



[2015 예산워치]국토교통위

3조 늘린 국토부 예산, '힘 쓴' 의원들 살펴보니…

주거복지 지원과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주요 축으로 삼고 있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으로 16개 

상임위 중 가장 많은 3조4000억원을 증액했다. 당초 정부 제출 예산인 22조7000억원의 15% 수준이다.

소관 기관별 증감액을 보면 국토교통부가 3조3660억원을, 새만금개발청이 390억원을 증액했다. 반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50억원을 감액했다.

◇野, 수자원 예산 감액 힘썼지만…대부분 원안대로=국토위 예산소위에서 가장 큰 쟁점은 4대강 및 경인아라뱃길에 

추가 투입되는 예산이었다.

야당은 정부가 제시한 평화의댐 치수능력증대사업과 한탄강 홍수조절댐 사업예산 등 2262억원을 깎는데 집중한 반면 

여당은 홍수조절을 위해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며 정부안대로 유지하는 데 사력을 다했다. 결국 이 분야 예산은 131

억원 삭각하는 데 그쳤다.

김상희·이미경 의원 등 일부 야당 의원 등이 4대강 부채상환에 포함됐을 것으로 예상해 1600억원을 감액시키려 했던 

지방하천정비사업 예산도 당초 6600억원보다 550억원 증액된 7150억원으로 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4대강 정비사업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하천이거나 영향이 미미하다는 여당의 주장과 지역에 배분되는 필요예산이라는 논리가 더 크게 

작용했다.

2조7000억원을 투입하고도 마땅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경인아라뱃길 사업은 900억원의 신규 투입 예산 전액을 

감액해야 한다는 김경협 새정치연합 의원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 복합센터 건립을 위해 50억원을 추가 

반영해야 한다는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의 의견을 수용해 950억원으로 결정됐다. 이 의원이 예결특위 여당 간사인 만큼 

증액안은 무난하게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도로 등 교통시설 2.3조, 지역 예산 챙기기 여전=국회의원 지역구 현안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만큼 올해에도 지역 

개발사업의 대규모 증액이 이뤄졌다. 도로 및 철도, 항공 분야에 지원되는 교통시설특별회계 분야에서 2조3150억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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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쟁점 예산

평화의댐치수능력증대

서울~광명 민자고속도로

경인아라뱃길사업지원

정부예산안사업명

331억원

100억원

900억원

증감액

△100억원

△100억원

50억원

홍수조절능력 무관,
4대강 부채상환 예산 의심 

지자체 주민협의 조정 선행,
용지보상 예산 집행 불가 

야영시설 등 문화·관광 복합센터
지원 예산 적절성 문제 

쟁점내용

※△는 감액



늘어났다.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 건설하는 동서고속도로(동홍천-양양)는 정부안 1416억원에 1976억이 추가 편성됐다. 

증액에는 박기춘 국토위원장과 정성호 국토위 간사, 이언주 의원 등 새정치연합 의원이 힘을 쏟았다.

무안국제공항과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확장 및 개량사업은 각각 200억원과 20억원이 증액됐다. 국토부의 반대가 

있었지만 예결소위원장인 이윤석 의원이 밀어부쳤다.

여당 의원들이 제시한 증액안에는 정부의 이견조차 없었다.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2148억원(김성태)과 함양-울산 

고속도로 1550억원(하태경, 박성호, 김성태)은 예산소위에서 논의 없이 증액됐다. 이 외에도 

대구순환고속도로(안심-성서-지천) 598억원(김희국)과 영천-언양 고속도로 609억원(강석호, 이완영, 이학재)도 정부의 

이견 없이 통과됐다.

아울러 국토부는 포항-영덕 고속도로의 경우 용지보상이 어렵다는 김윤덕 의원의 40억 감액의견은 수용하지 않는 채, 

강석호 의원의 조기착공비 350억원은 그대로 수용했다.

이외에도 200여곳의 국도와 국지도, 교차로 등 도로 개선사업에 추가로 증액을 요청했고 국토부는 대부분 수용했다.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예결특위에 증액안이 상정되지만 '상임위 차원에서 노력이라도 해보자'는 의원들의 주장에 밀려 

정부는 증액안을 받아들였다.

◇사회갈등 조정, 부처 편의주의 제동 역할도=지역예산 챙기기가 만연한 국토위지만 오히려 지역 민심을 다독이기 위한 

예산 삭감 경쟁이 벌어진 사업도 있었다.

서울-광명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지하화하기로 했던 일부 구간을 지상화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관련 

지역구 의원들은 100억원이 책정된 용지보상비 삭감에 일제히 나섰다. 김성태 여당 간사를 비롯해, 김상희, 신기남, 

김경협 등 야당 의원들은 "민간기업이 정한 일방적 노선을 국회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반대했다.

지역 의원 뿐 아니라 충남 보령 서천의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 경남 김해 민홍철 새정치연합 의원, 광주 서구 오병윤 

통합진보당 의원 등도 "주민 동의가 우선"이라고 거들었다. 결국 이 예산은 여야 간사간 협의에 의해 모두 반영되지 

않았다.

세종시 공무원이 국회 등 서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책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서울권 통합관사 지원액 73

억원도 전액 삭감됐다. 서울 출장 공무원이 이용하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짓는 사업에 힘있는 부서의 '끼워넣기 예산'을 

국회가 걸러낸 것이다.

이와 관련 국회 관계자는 "지역 표심을 끌어안으려면 최소한 상임위에서 증액하려는 노력이라도 필요한 게 현실"이라며 

"정부가 민심에 반해 사업을 강행하거나 자신의 편의만을 위해 책정한 예산을 걸러내는 역할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5예산워치]

하이브리드차 지원 제동, 보조금 70억 전기차로 이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1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정부 제출안보다 환경부 약 5000억원, 고용노동부 약 2000억원, 

기상청 약 80억원 가량을 증액했다.

16일 환노위 관계자에 따르면 환노위는 이 같은 내용의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예산심사 결과를 의결했다.

부처별로 살펴보면 환경부 예산은 정부안보다 5005억1900만원(일반회계·특별회계 4935억9200만원, 기금 69억

2700만원) 증액됐다. 고용노동부 예산은 1990억8000만원(일반회계 2016억1800만원, 기금 -25억3800만원) 

증액됐다. 기상청 예산은 일반회계 84억7100만원이 증액됐다.

◇하이브리드차량 구매보조금 지원대상 4만대→3만2500대

가장 쟁점이 됐던 하이브리드차량 구매보조금 예산은 결과적으로 정부안(403억9200만원)보다 70억원 감액됐다. 

정부가 저탄소차협력금제 유예에 따른 대책으로 하이브리드차량 구매보조금 지원사업 예산을 신규편성했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예정대로 저탄소차협력금제가 시행돼야한다며 예산편성 자체에 반대해왔다.

결국 여야는 당초 계획된 예산소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예산소위를 추가 개최한 끝에 지원대상을 정부안(4

만대)보다 7500대 줄인 3만2500대로 합의하고, 관련 예산을 75억원 삭감했다. 보조금을 제조사가 아닌 소비자에 

직접지원 하는 데 필요한 예산 5억원은 증액했다.

하이브리드차 구매보조금 지원 예산에서 삭감된 70억원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예산으로 이관됐다. 

여야는 해당 70억원을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지원에 쓴다는 계획이다.

환노위는 또 하이브리드차 구매보조금 지원 사업으로는 당초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 목표 160

만톤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보고, '환경부는 저탄소차협력금 제도를 부분적으로라도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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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쟁점 예산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하이브리드차량 
구매보조금 지원사업

상수관로 및 노후 정수장
정비 사업

한국잡월드 운영사업

모성보호 지원사업

정부예산안사업명

787억7900만원

403억9200만원

0원

118억200만원

700억원

증감액

70억원

△70억원

499억3600만원

2000만원

909억3300만원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지원

하이브리드차량 구매보조금
지원 대상 축소

싱크홀 원인 지목된 노후관
정비사업 증액

파견근무 중인 비서 및 
운전원 각1명 직접고용 지원

고용보험기금 안정적 재원운용위해 
관련 예산 일반회계로 이양

쟁점내용

※△는 감액



검토할 것'이란 부대의견을 달았다.

◇말 많고 탈 많던 '노후관 정비예산', 약 500억 증액

이번 환노위 예산심사 전부터 여야 모두 '증액 1순위'로 꼽았던 '상수관 및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 예산은 결국 499억

3600만원 증액됐다.

이 예산은 환경부가 싱크홀(sinkhole·땅 꺼짐)의 주요 원인으로 노후관이 지목되는 것과 관련, 정부 예산편성과정에서 

482억여원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지자체 고유사무'라는 이유를 들어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 정부 제출 

예산안에는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었다.

그러자 여야는 '안전예산' 편성을 강조하며 해당 예산편성을 주장했고, 결국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관련예산을 증액했다.

다만 상임위 예산심사의 감액 결정과 달리 증액 결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 

향후 예결위 심의에서 관련 예산이 변경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朴정부 야심작 '시간선택제' 예산 중 14억 감액

고용노동부 예산과 관련해선 박근혜정부 핵심 고용정책인 '시간선택제' 예산 중 전환형 시간선택제 사업예산의 경우 

사업성과가 저조할 것이란 우려 때문에 감액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시간선택제 예산은 정부안(325억5300만원)보다 14

억원이 감액됐다.

임금피크제 지원 예산도 예산집행률이 부진한 점을 감안해 정부안(329억9900만원)보다 10억원을 감액했다. 또 

해외취업지원 사업 중 해외인턴사업의 성과가 부진하다는 지적에 따라 21억원을 감액했다. 대신 해외진출 심층상담을 

위한 해외취업지원센터 설치비용은 14억6200만원을 새로 반영했다.

특히 환노위는 고용보험기금의 안정적 재원운용을 위해 모성보호사업비 8046억6800만원의 20%인 1609억3300

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당초 정부안(707억1800만원) 보다 909억3300만원을 추가 증액한 

것이다. 

환경부 예산안 중에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이 

시행되는 것과 관련, △화학물질 관리체계 선진화 △화학물질 취급 안전관리 지원 △유해화학물질 테러사고 대비 

사업에 47억 9300만원을 증액하고, 차상위계층에게 슬레이트 처리비 외에 지붕개량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17억 5000

만원을 증액했다.

또 평창동계올림픽 급수체계 구축사업과 관련, 정부안(81억원) 보다 54억원을 증액했다. 이 밖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에 20억8300만원을 신규 증액했고, 사육곰관리개선을 위한 예산도 정부안(30억100만원)보다 15억원 

증액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과 관련, 정부안(25억원)보다 11억5200만원을 증액해 간병비도 지원키로 했다.

반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폐기물 자원화 시설 설치 사업 등 집행이 부진한 

환경기초시설 사업 예산 중 103억원을 감액했다.

한편 기상청 예산은 △정읍 천문기상과학체험 시설 구축비 30억원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장기예보서비스 체계 

구축비 25억원 등 총 96억8500만원을 증액하고, △기상산업 지원 및 활용기술개발비 7억3400만원 △공항기상라이다 

임차료 3억원 △해양기상부이 구입비 1억 8000만원 등 총 12억1400만원을 감액했다.



[2015 예산워치]"정책 범위 스스로 축소하기 쉽지 않아"

복지위, 증액분만 여가부 예산의 4배 '2.8조'

갈수록 중요해지는 보건·복지 정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국회 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고용노동부로 이관되는 희망리본사업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예산과 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 예산,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 등 약 2조8500억원 가량이 정부가 제출한 당초 복지부 예산안보다 늘었다. 여성가족부의 

내년도 예산 6424억원보다 복지부 예산 증액분이 4배 이상 많다. 

그러나 감액된 부분은 손에 꼽을 만큼 적다. 정책 특성상 재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 많다곤 하지만 증액은 3

조원에 가까운 반면, 감액은 100억원 수준에 머물렀다. 재정상황을 고려치 않은 채 예산 편성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2015년 복지부 예산, 당초보다 2.8조↑…증액분만 여가부 전체예산 4배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애 따르면 복지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복지부 예산안 51조9368억원보다 

2조8589억400만원(기금포함)을 증액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2조6820만1400만원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254억원 늘어 세출예산안에서만 2

조7084억6300만원이 증액됐다. 반면, 감액은 세출예산 전체에서 101억7500만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세출예산에서의 총 증감액은 2조6982억8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보건복지부 소관 기금도 1606억

1600억원이 증액돼 국회 복지위가 심사한 내년도 복지부의 예산은 당초 정부안보다 2조8589억400만원이 는 것. 

복지부의 예산 증액분은 여성가족부의 내년도 예산보다 4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재원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복지 

사업 예산이라고는 국회 복지위가 증액에만 너무 포커스를 맞춘 것 아냐니는 지적도 제기된다.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보건복지위원회 쟁점 예산 
정부예산안사업명

3161억5400만원

0원

115억5000만원

9억9000만원

증감액

957억원

134억7600만원

637억4700만원

△6억4000만원

고용부 이관 희망리본사업
예산 환원 등

대선공약. 정부 예산안 
미편성은 공약 파기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경로당 냉·난방비 등 지원

법개정을 전제로 편성된 예산.
법적 근거 및 시급성 없어 
시범사업 분만 반영

쟁점내용

※△는 감액

자활사업

저소득층기저귀·
조제분유지원사업

노인단체 지원

원격의료제도화 기반구축



갈수이에 대해 복지위의 한 국회의원은 "우리가 올려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라가게 되면 깎이는 경우가 많다"며 

"국민 복지와 보건정책에 최우선을 둬야 하는 의원입장에서 정책의 범위를 스스로 축소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책 범위를 스스로 축소하기 쉽지 않아"

실제로 올해 복지위의 예산심사에서는 정부는 편성하지 않았지만 의원들이 필요성을 느껴 새롭게 편성 혹은 증액한 

정책들이 곳곳에서 눈에 띈다. 

복지위는 내년부터 복지부에서 고용노동부로 이관돼 시행되는 희망리본사업 예산을 자활사업 부분에서 957억원 

증액했다. 고용부 예산을 심사하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관련 예산이 삭감될 것으로 예측돼 사업 취지를 살린다는 

차원에서 기존 사업 담당 주체였던 복지부의 예산을 증액시킨 것. 복지위는 예결위에서의 최종 결정을 지켜본다는 

계산이다. 

수년째 동결된 장애수당을 월3만원에서 6만원으로 올리기 위한 예산도 440억원 증액됐다. 그러나 장애수당 두 배 

인상이 아직 요원한 상황이라 예결위 통과가 쉽지 않다. 복지위 예산심사소위 위원들도 이 같은 사실을 알지만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증액 결정했다. 

아울러 정부가 편성하지 않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에 134억7600만원의 예산이 국회의원들에 의해 

새롭게 편성됐으며,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경로당의 냉·난방비 등의 예산 637억4700만원도 노인단체지원 사업 

내에 증액됐다. 

해당 예산 증액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업임에도 내년도 예산안에 정부가 포함시키지 않아 복지위 위원들의 

강도 높은 질타가 이어지기도 했다. 

◇미미한 감액…원격의료 10억이 복지부 예산안 최대 걸림돌

약 3조원에 가까운 증액분과 달리 복지부의 내년도 예산 중 감액분은 약 100억원(기금 제외)에 불과하다. 감액 사업 

건수도 한 손에 꼽힌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비리에 대한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 예산 4억원 중 2억원이 유아시설에서의 신고 조장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감액됐으며, 뷰티산업선진화 사업도 정책목표에 부합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42억5000

만원이 삭감됐다. 

의료시스템수출지원 사업이 69억9700만원 줄었고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는 16개 국립대에 만들기로 했던 

금연지원센터 설치 예산 중 46억원이 삭감됐다. 

가장 주목을 끈 부분은 복지위 예산심사의 마지막 걸림돌로 작용했던 원격의료제도화 기반구축 예산 9억9000

만원이었다. 

원격의료 사업은 의사-환자 간의 원격의료를 허용해 만성질환자와 상시적 건강관리가 요구되는 환자, 노인·장애인과 

도서·벽지 주민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의 사업으로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원격의료 사업을 의료 민영화의 일환으로 보고 예산 전액 삭감을 미리부터 선전포고 했었다. 결국 복지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이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고 10억원이 안되는 예산으로 인해 약 3조원에 달하는 복지부 예산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할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복지위 예산심사소위는 관련 예산에 대해 3일간의 격론을 벌인 끝에 9억9000만원 중 6억4000만원만 삭감하는 

내용으로 전체회의에 상정시켰고 다른 예산안과 함께 전체회의를 통과시켰다. 

◇식약처도 350억 증액

이와 함께 복지위는 담뱃세의 일종인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 편성된 첨단의료R&D

기술개발(793억500만원), 의료기기R&D기술개발(215억8400만원), 질환극복R&D기술개발(883억9700만원), 

선도형턱성화R&D연구개발(195억원)을 기금의 목적사업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일반회계로 이관해 편성했다.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생계 수급자에게 지급될 2조7682억7400만원의 예산은 현재 법안심사소위에서 

관련 법안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법 통과 이후 예산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복지위는 14일 전체회의에서 당초(3914억1700만원)보다 350억4190만원 증액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내년도 

예산안도 복지부 예산안과 함께 통과시켰다.



[2015예산워치]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광주 지역 예산 392억 증액

내년 해외자원사업 예산을 놓고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보이면서 추가 삭감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예산심사를 마치고 해외자원사업 예산을 정부안보다 1018억원 

감액키로 의결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이 예산심사 의결 과정에 해외자원 사업 예산을 추가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공은 

예산안조정소위에 넘겨졌다. 

◇해외자원·소상공인 지원 예산 놓고 '옥신각신' 

산업위는 지난 13일 내년도 해외자원개발 3개사업 예산을 정부안보다 1018억원 감액키로 의결했다. 감액대상은 

유전개발 사업출자 580억원, 광물자원공사 출자 338억원, 해외자원개발 성공불융자 100억원 등 자원개발사업 3

개사업이다.  

이날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산업위 야당 간사)은 광물자원공사의 출자금 1850억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막대한 손실을 끼쳐 국민의 혈세가 투입됐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과 일부 야당의원들 추가삭감에 반대입장을 보이면서 예산 의결 과정에서 난항을 겪었다. 이에 

김동철 산업위원장은 해외자원사업 추가 삭감에 대한 부대의견을 달고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향후 예결위에서는 

부대의견을 반영해 해외자원사업을 추가 삭감할지 여부를 결정짓게 된다.

중소·소상공인 지원이 미흡하다는데도 의견이 엇갈렸다. 

전순옥 새누리당 의원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예산에 26억원을 신규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이 0.3% 불과하다면서 이를 지원해주는 예산을 내년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수성 새누리당 의원은 "기재부에서 신규 집행에 대한 예산을 주지 않기로 해 국회차원에서 이를 해결하기란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맞섰다.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쟁점 예산

해외자원개발 3개사업

소상공인지원 예산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예산

정부예산안사업명

4537억원

1조5916억원

0원0원

증감액

△1018억원

△87억원

해외자원개발 사업 부실에 따른 
감액 더 이뤄져야

소상공인 지원 확대 

자영업자 지원책 일환으로 
예산 26억원 신규 지원 반영돼야

쟁점내용

※△는 감액



이진복 새누리당(산업위 여당 간사)는 전순옥 의원의 주장에 대해 "기재부가 예산을 주지 않겠다고 하다보니 

중기청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면서 "산업위 의원들의 강력한 뜻을 담아 예결위 회의에서 조정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자"고 말했다. 

김동철 산업위원장은 "산업위 소속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예결위에 회부돼 심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지역 예산 392억 증액…차 100만대 생산 '순항'

산업위는 광주 지역 관련 예산 392억원을 증액하기로 의결했다. 

구체적인 사업 내역은 광주시 최대현안인 자동차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즉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3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또 내년도 자동차 신규사업인 '초경량 고강성 차체샤시 부품 기술개발 사업' 55억원, '클린디젤자동차 핵심부품산업 

육성사업' 30억원 등 자동차 관련 예산만 115억원을 증액했다.

특히 김동철 위원장은 지난 2년반 동안의 산업위 활동을 하면서 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광주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총사업비 1243억원(국비733억)의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편성했다.

김 위원장은 "산업위원장으로 활동한 덕분에 지역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시킬 수 있었다"며 "광주 자동차 100만대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광주가 미래형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크게 늘렸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위는 산업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등에서 총 6341억원의 예산을 순증키로 의결했다. 

산업부 소관에서는 5868억원을 증액하고 1437억원을 감액했다. 중소기업청은 2128억원을 증액하고 217억원을 

감액했다. 특허청은 증액과 감액이 동일했다.



[2015 예산워치] 농해수위 예산소위 의결, 예결특위 회부

농해수위 'FTA피해보전·안전' 예산 대폭 증액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올해 심사에서 '자유무역협정(FTA)'와 '안전'에 방점을 

찍었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농해수위 예산소위는 농림축산식품부 57개 사업에 대해 1조334억여원 증액했다. 살처분보상금 등 

3개 사업에 대해선 3496억여원 감액을 의결해 예결특위로 회부했다. 당초 정부가 편성한 농식품부의 내년도 지출기준 

예산은 14조940억원이다. 

농해수위 예산소위는 영연방, 캐나다, 중국 등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대비한 농가 피해보전지원금 마련에 중점을 

줬다. 특히 포도 등 밭농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이 크게 늘어났다. 

◇FTA 대비 '밭농업 피해 최소화'

공교롭게도 농해수위 예산소위 회의 첫날인 지난 10일 우리나라는 중국과 FTA 실질적 타결에 이르렀다. 소위 여야 

의원들은 농가피해 우려 분위기가 높아진 상황에서 FTA 피해보전 관련 정부 사업 예산의 대폭 증액을 요구했다. 

특히 '밭기반정비' 사업비가 새롭게 요청됐는데, 당초 농해수위에선 70억원을 요구했으나 소위 회의에서 그 두 배인 140

억원으로 의결됐다.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은 "FTA 대비 차원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70억원이 아니라 700억원, 7000

억원을 줘도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FTA대응 경쟁력향상 기술개발 사업 70억원, 원예특작시험연구 60억원, 지역농업연구기반및전략작목육성

(제주) 15억원 등이 증액됐다. 

농해수위 예결소위는 또 대정부촉구 항목으로 한·영연방 FTA관련 축산농가대책 사업을 지목하고, FTA피해보전 

직불제 현실화를 주장했다. 정책자금융자지원사업 지원금리 1% 이하 인하도 요구했다. 

머니투데이 이현수 기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쟁점 예산
정부예산안

1772억5000만원

0원

1500억원

3153억6300만원

증감액

162억원

140억원

△900억원

△1512억1700만원

현물출자 5000억원에 대한 
이차보전액 지원

한중FTA 대비 밭 경지정리

살처분 물량 감소

쌀 수확기 평균가격을
높게 예상

쟁점내용

※△는 감액

농협사업구조개편지원

밭기반정비(신규)

살처분보상금

쌀소득보전변동직불



◇허수예산 '감액'

예결소위는 그러나 쌀소득보전변동직불 사업비에 대해선 1512억여원을 감액했다. 정부가 지난해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을 예산안 편성 당시 추정가격보다 높게 예상해 반영했기 때문이란 이유에서다. 

가축 전염병에 따른 살처분보상금도 900억원 삭감했다. 처분 기준이 '전방위적 살처분'에서 '해당 농장 살처분'으로 

변경돼 살처분 물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예결소위원장인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소위에서 "허수예산과 정부의 불용처리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한다"며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 및 살처분 보상금 비용은 전액 삭감해도 문제없다"고 밝혔다. 

한편 농해수위의 또다른 소관부처인 해양수산부 예산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대폭 증액됐다. 당초 해수부의 안전 관련 

예산안은 전년보다 16.3% 증가한 1조4340억원이 책정됐는데, 이는 내년도 정부 전체 안전예산안 14조6000억원 중 약 

9.6%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소위는 해수부 예산 4613억1500만원을 증액 의결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2503억원 증액한 내년도 예산안 의결

[상임위동향]주한미군 이전, 호텔비 지원 제동…67억 삭감

국회 국방위원회가 정부안보다 2503억원 증액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국방위는 전날 오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예산소위)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예산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국방부 일반회계분야 1513억2300만원 △병무청 일반회계 18억2500만원 △방위사업청 

일반회계 1038억7800만원을 각각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 특별회계분야의 이전지원비용 66억7700만원은 감액됐다.

국방부 일반회계 분야의 주요 증감사항을 보면 노후된 병영생활관 개선비 등 시설유지비용이 535억4000만원 늘어났다. 

공공요금 예산부족이 해마다 되풀이 되는 상황을 감안, 공공요금비용이 191억5700만원 증액됐다.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고위험 임무를 담당하는 부사관과 병사 인건비는 각각 141억2400만원과 187억6400만원씩 늘어났다. 이에 반해 장교 

인건비는 83억9200만원 줄었고 성능개량에 따른 특수장비비 32억3400만원, 관사 및 간부숙소비용 27억6600만원 

등도 감액됐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지원비용은 기지 평택이전과 관련, 호텔비 등 임시 주거수당을 한국 측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감액됐다. 

병무청 일반회계에서는 징병장비검사 교체 등의 비용으로 8억6500만원, 병역의무자 교통비 8억6400만원이 증액됐다. 

방위사업청 일반회계에서는 전술정보통신(TICN) 사업 800억원, 한국형전투기(K-FX) 사업 700억원, 한국형 기동헬기 

후속양산사업 500억원 등이 증액됐다. 

KF-16 전투기의 성능개량 사업비용은, 계약 업체가 추가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한다는 이유로 630억원이 감액됐다.

이 사업은 2012년 7월 방사청이 BAE시스템스 미국 법인을 사업자로 선정하면서 추진됐는데,  방사청은 오는 19일 

열리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KF-16 성능개량사업 사업자 변경 추진' 안건을 상정할 방침이다.  



[2015 예산워치]외교통일위원회

'박근혜표' DMZ공원·유라시아이니셔티브 예산 삭감

외교부와 통일부가 속해 있는 외교통일위원회 예산심사는 다른 상임위와 달리 논란이 적어 예산안 심사가 까다롭지 

않은 편이었다. 

그러나 DMZ세계평화공원 조성, 유라시아 이니셔티브(Eurasia Initiative) 등 소위 박근혜표 예산으로 불리며 '통일대박' 

착수를 위한 사업들은 북한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면에서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결국 애초 정부가 제시한 

예산안보다 일부 삭감됐다. 

◇박근혜표 예산 실효성 '글쎄'

외교위는 지난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 사업과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 관련 예산을 

정부안보다 각각 7억 5000만원, 64억원을 감액키로 의결했다. 

이 두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낮은 수준에서부터 하나씩 이뤄가자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첫 

단추라고도 할 수 있는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실현시키기 위해 선언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사업은 유라시아 

철도 사업을 통해 유라시아 경제권과 아·태 경제권을 묶는 남북러 3각 협력체제를 구축할 비전으로 제시됐다. 

올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 실현을 위한 예산 책정이 이뤄지지 않아 다른 예산을 끌어 쓴다는 지적을 받자 정부가 

2015년도 예산안에 신규 사업으로 31억원을 책정한 것이다. 

그러나 나진~하산 철도 연결을 통한 물류사업의 경우 북한 영토에 속하는 나진 지역이 있는 만큼 북한의 동의 없이는 

구체적인 사업추진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이 같은 남북러 3각 협력 확대를 위한 사업에 주료 연구용역비와 세미나 개최 경비 등이 편성되면서 실제적인 3각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외교통일위원회 쟁점 예산
정부예산안사업명

121억2600만원

31억원

98억6300만원

394억원

증감액

△19억원

△7억5000만원

31억2500만원

△64억원

쟁점내용

※△는 감액

ASEAN 및 남아태지역
국가 교류협력 강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

재외국민 보호

해외긴급구호 지원(ODA) 98억6300만원 50억원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동남아문화원 건립 신설 예산
부지선정 절차 문제 국회보고

협력사무국 운영 및 초청사업 등
중복성 및 실효성 의문

사건사고대응 영사보조 인력 채용 증액

대규모 재난 인도적 지원

북한 동의 없을 경우 사업 실효성 문제



협력 강화에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외통위는 전체회의에서 중앙아시아 협력사무국 준비위원회 운영 예산과 유라시아 관련국 인사초청 사업 등에서 7

억 5000만원을 감액했다.

또한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DMZ세계평화공원조성' 사업도 동일한 문제에 직면했다. 

이 사업은 통일부가 2016년 완공을 목표로 DMZ내에 남·북, UN 등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 사업을 위해 올해 보다 93억원 증액된 394억원을 관련 예산으로 편성했다. 

하지만 공원 구성을 위해서는 공원 입지 선정 등 남북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사업 자체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기됐다. 

따라서 외통위는 남북관계 상황이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입지 선정 등 기반 조성비와 관련된 부분의 예산 64

억원을 삭감키로 했다. 

◇ 국민 '안전', 해외 'ODA'에 방점

최근 세월호 정국 이후 불거진 ‘안전’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정부의 예산이 증액됐다. 

외통위에서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영사보조 인력 채용 등의 필요성을 감안해 

재외국민 보호 관련 예산을 정부안보다 31억 2500만원을 증액했다. 

이에 따라 재외국민 보호 예산에 정부가 제시한 98억 6300만원보다 늘어난 129억 8800만원이 책정됐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공적개발원조(ODA) 규모가 한국의 경제수준을 고려할 때 국제사회의 관련국들에 비해 낮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ODA 규모 확대 예산이 증액됐다. 

특히 ODA 사업 중 최근 에볼라 사태, 쓰나미 피해지역 지원 등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해외긴급구호 지원' 

예산을 50억원 증액했다. 

아울러 아세안 및 남아태지역 국가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추진한 동남아 문화원 건립 예산은 19억원이 감액됐다. 

내년 건립 착수를 위해 정부가 제시한 신규 예산은 121억 2600만원이었지만 외통위 예산 심사과정에서 내년 문화원이 

완공되지 않을 수 있다며 실제 들어갈 비용 지원만 한다는 취지에서 감액을 결정했다. 

다만 외통위 위원들은 심사 소위에서 동남아 문화원 건립의 발목을 잡은 부지 선정 문제 등에 대해 부지 선정을 위한 

절차를 국회에 보고하라고 통보했다. 

심사 소위 당시 참석한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이 사업과 관련 "어떤 절차를 거쳐 부산이 동남아문화원 건립지로 

결정됐냐"면서 "정부가 100억대의 예산을 들이는 사업을 진행시키면서 외교부 공무원이 부산시에 임의로 접촉해 

 



알음알음 부지 선정하는 것이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한편 외통위는 탈북민 건강보험료 지원 및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 예산을 24억 3400

만원 증액키로 의결했다. 

 



[2015 예산워치]미방위, 미래부 1945억 등 총 2232억 예산 증액

'박근혜표' 달탐사 예산 410억 '쪽지 증액',
예결특위 넘을까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통해 정부가 제출한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담당부처 예산을 총 2232억8300만원 증액했다.

16일 미방위 관계자에 따르면 각 부처별로는 미래부가 세출 1924억9700만원, 지출 20억3500억이 각각 증액돼 총 

1945억3200만원을 늘렸다. 방통위는 기존 정부 예산안 2193억원보다 183억원이 늘어난 2376억원, 원안위는 1015

억원에서 1120억원으로 다소 증가했다. 

◇미래부 등 정부예산안, 상임위 심사서 소폭 증액…무난히 통과

이로써 미래부 내년도 예산안은 기존 정부안인 14조3136억원에서 14조5081억원으로 소폭 상승했다. 방통위와 원안위 

역시 정부안보다 다소 증액됐지만 총 14조6344억원에 달하는 미방위 산하 정부기관 총 예산안에서 2233억원만이 

증액됐다.

일부 상임위에서 수조원 대의 예산 증액 및 예산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있었던 것에 비하면 큰 무리없이 상임위 선의 

예산심사를 마친 것.

다만 14조원 대에 달하는 미래부 등 굵직한 예산이 대거 투입된 만큼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 계수조정소위)에서 현미경 분석이 진행되면 추가적인 증액 및 감액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래부 예산 가운데 창조경제 성과 가시화 관련 예산은 3조507억원에 달한다. 연구개발(R&D) 예산은 6조5044

억원이다. 이들 예산은 한국의 '미래먹거리' 발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그간 R&D 예산 투입 대비 성과가 

적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창조경제 역시 '특정지역 편중' 및 '눈먼 돈' 논란도 꾸준히 제기됐다. 예산 및 사업 중복 여부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16일 오후 예산안조정소위 첫 회의를 시작으로 관련 예산에 대한 최종심사에서 이에 대한 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총 

15명의 예산안조정소위 위원 가운데 미방위 소속 의원은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유일하다.

 

머니투데이 이하늘 기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쟁점 예산

달 탐사 사업

창조경제밸리 
육성 지원사업

정부예산안사업명

410억8000만원

207억8300만원

증감액

0원

0원

선진국과 우주 기술 격차 해소 차원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따라 
기금사업에서 100억원 삭감 뒤 
신규사업으로 편성. 

쟁점내용



◇'달탐사' 410억, "대선용 이벤트" 여·야 논란 커질 듯  

한편 이번 미방위 예산심사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된 것은 달탐사 예산이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정부가 

'시작이라도 하자'면서 달탐사를 위한 410억원 규모의 쪽지 예산을 들이밀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예산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미방위는 해당 예산을 그대로 반영했다. 달탐사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사업 시기를 기존 2023

년에서 2017년으로 앞당기겠다고 공언했다. 다음 대선이 열리는 시기인 만큼 선거용 이벤트라는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아울러 700Mhz 주파수 배분 역시 예산심사에 영향을 미쳤다. 미래부는 이 대역 주파수의 통신사 대상 경매 수익의 

일부인 2800억원을 세입에 포함했지만 미방위 의원들은 700mhz 주파수 배분이 결정되지 않았다며 해당 내역을 

삭감했다. 이에 미래부는 "해당 세입이 포함되지 않아도 쌓아둔 기금을 활용해 충분히 예산 지출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2015 예산워치]기획재정위원회

기재위 의원들, 지역구 파출소 예산 챙기기 '짭잘'

야당이 '10대 감액사업' 중 하나로 꼽았던 글로벌창조지식경제단지 조성사업이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는 해당 사업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을 

포함시키는 선에서 정부의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기재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기재위는 정부가 제출한 금액에서 51억9300만원 가량을 감액하기로 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경제교육 지원사업 15억원 △경제혁신3개년 계획 점검 및 관리 2억1000만원 △특별KSP사업 

유사중복 10억6000만원 △국제금융기구 출연예산 22억7000만원 등이다.

기재부가 2015년 55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글로벌창조지식경제단지의 경우 '인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문화시설을 포함시킨다'는 전제 아래 원안대로 통과됐다. 의원들과 기재부는 해당 사업의 명칭을 

'글로벌창조지식과학문화단지'로 수정키로 했다.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해당 지역 의원의 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사업인데 이름만 억지로 '창조경제'를 붙이는 

바람에 논의가 길어진 면이 있다"며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다 해당 지역에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주민들의 심한 반대로 논란이 된 거창 법조타운 건립사업도 일단 기재위 예산소위를 통과했다. 법조타운 내 함께 

지어지는 교도소 시설이 학교 인근에 위치한다는 것이 쟁점이었으나, 기재부와 법무부, 의원들이 협의 끝에 해당 시설이 

눈에 띄지 않도록 가림시설을 함께 설치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당초 금액보다 7억1800만원이 감액됐다. 조세박물관 세종시 이전 예산에서 1억9200만원이 감액됐고, 세종시 

청사이전 직원 이사비 지원예산도 1억5000만원 삭감됐다. 국세통합시스템 운영관리 사업 중 정보화센터로 과세자료를 

운송하는 예산의 경우 당초 64억3100만원을 요구했으나 국회에서 3억4500만원이 깎였다.

반면 관세청은 51억3200만원이 증액됐다. 해상불법행위를 감시하는 감시정 가운데 노후한 선박 2척을 교체하는 비용이 

47억6200만원 반영됐다.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 등에 필요한 보조요원 인건비도 각각 1억200

만원과 8800만원이 증액됐다.

이밖에 통계청은 무기계약직인 통계조사원의 정액급식비 지원예산을 반영해 16억100만원의 예산이 늘었다.

한편 의원들은 기재부가 관리하는 국유재산기금에서 대거 증액요구를 했다. 주로 지역의 경찰서 및 파출소 신·

증축사업 예산이 반영됐다.

머니투데이 배소진 기자

기획재정위원회 쟁점 예산

글로벌창조지식
경제단지조성

정부예산안사업명

55억원

증감액

0억원 박근혜 대통령표 창조예산 논란

쟁점내용



예산소위원장을 맡은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포항남부서 문덕파출소 신설비용(18억6600만원) 경북 예천서 

용문파출소 신설(5억원), 경찰청 전의경 숙영시설 (53억원) 등의 예산을 확보했다.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이 요청한 충북 

보은서 민원실 증축비(3억8300만원)를 비롯, 영동서 용산파출소 신설(3억5100만원) 옥천서 군북파출소(3억5100만원) 

등도 수용됐다. 

또 김관영 새정치연합 의원이 전북 익산서 민원실 설립비용(5억7900만원), 전북 익산서 낭성파출소 설립(3억5100

만원)을, 박영선 새정치연합 의원이 서울 구로서(2억700만원), 박범계·최재성 새정치연합 의원이 경기 수원중부서 

장안문지구대 설립(9억8400만원) 등의 예산을 가져갔다. 

이밖에 김현미 새정치연합 의원과 박광온 새정치연합 의원은 복권기금에서 각각 요보호 아동그룹홈 운영지원비(14억

4000만원), 학대피해 아동쉼터 지원(12억1200만원) 등의 예산을 얻어냈다.



[2015예산워치]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 핸드폰 압수수색용 포렌식장비 1.5억 감액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1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정부 제출안보다 367억4000만원(기금 포함)을 증액했다.

법사위는 지난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확정했다.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에 비해 사업예산이 적어 예산과 관련한 논란이 적은 편이다. 

다만 대검찰청이 휴대폰 정보 분석을 위한 '모바일 포렌식 장비 구축' 사업이 담긴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 항목에선 

정부안보다 1억5000만원이 삭감됐다. 

17일 법사위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열린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법무부는 핸드폰 압수수색에 보통 일주일 정도 

걸려서 돌려줬는데, 포렌식 장비로 분석하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며 국민 편익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이 "이것도 통신자료인데 압수수색이 너무 편리하게 되는 거 아니냐는 이유에서 감액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앞서 법사위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검찰의 디지털 포렌식수사팀 신설 후 즉각적인 장비구입 실태와 기존 

검찰청의 장비보유 현황이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동 예산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청소 용역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도 증액됐다. 법무부와 대법원, 헌법재판소 청소용역 근로자의 

인건비가 최저임금(5210원/시간)을 기준으로 편성됐으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시중노임단가(7916

원/시간)을 적용하기 위해 총 69억8200만원을 증액했다.

이 부분은 앞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청소용역 근로자들의 보수가 3인 가구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칠 정도로 열악해 

청소용역 위탁사업비의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서기호 정의당 의원의 의견에 따른 조치다. 

일반회계 예산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무부 341억4100만원 증액 △법제처 3500만원 감액 △감사원 6800만원 

감액 △헌법재판소 1억300만원 증액 △대법원 25억2100만원 증액이다.

기금운용계획안 중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도 1억9200만원 증액, 1억1400만원 감액해 총 7800만원이 증가했다. 

증액 부분은 아동학대사건 등의 증가에 따라 국선변호사 2인을 증원하기 위한 것이다. 삭감 부분은 신규 설치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립준비기간을 고려한 결과다.

머니투데이 하세린 기자



[2015 예산워치]국회운영위

'국회의원 연금' '靑 업무지원비', 각각 2.8억 감액

청와대와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속한 국회운영위원회 예산심사는 논란이 됐던 국회의원들의 내년 세비를 감액해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는 등 비교적 무난하게 마무리됐다. 운영위는 다른 상임위에 비해 사업예산이 적어 

예년에도 논란이 적은 편이었다. 

다만 청와대 업무지원비와 헌정회지원 예산 등 감액 항목과 의원회관 지하주차장 보안 강화 등 증액 항목의 증감폭 등은 

앞으로 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 심사에서도 계속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는 지난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소위의 예산심사안을 의결했다. 국회 예산은 22억5000만원이 감액되고 107

억9400만원이 증액돼 정부 예산안 5266억900만원에서 5351억5300만원으로 총 85억4400만원 늘어났다. 

국회사무처 예산 가운데는 국회의원들의 인건비(세비)인 의원수당이 정부안 3.8% 인상에서 동결로 조정돼 11억31000

만원이 감액됐다. 당초 정부의 인상안이 알려지자 비판적인 여론이 빗발쳤고 여야는 앞다퉈 세비를 동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전·현직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헌정회 지원예산 중 연금에 해당하는 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은 올해 집행 

실적을 감안해 2억8000만원이 삭감됐다. 올해 예산의 경우 지난 8월말 현재 40억원이 지급돼 이런 속도로 갈 경우 

연말까지 약 28억8000만원이 불용될 것으로 예상돼 정부도 지난해보다 14억8300만원 줄어든 74억8800만원으로 

책정됐었다. 하지만 정부안도 줄어드는 속도를 제대로 감안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이번에 운영위가 추가로 감액한 

것이다. 

연로회원 지원금은 올해부터 2012년 5월29일 이전에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65세 이상 연로회원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대상이 축소됐다. 이전에는 65세 이상이면 모두 월 12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예결위 본 심사 과정에서 

감액폭이 적정한지가 다시한번 점검될 전망이다. 대신 헌정회 운영 등에 필요한 단체지원금은 1억원이 증액됐다. 

외부인에 의한 의원회관 내에서의 물리적 충돌 등 사건이 발생하면서 의원회관 지하주차장 보안 강화 예산도 15억원이 

추가로 책정돼 예결위 본 심사에 오르게 됐다.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의 예산도 급증하고 있는 업무량 

등을 감안해 모두 증액됐다.

국회도서관은 외국자료 번역(+2억원) 등을 중심으로 3억5000만원이 증액됐고, 국회예산정책처는 법안의 비용추계 

강화 등 국회법 개정에 따른 업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인건비(+10억9600만원)와 기본경비(+2억2400만원)를 

중심으로 총 13억9200만원이 늘어났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정부안에서 7500만원이 증액됐다. 

청와대 예산 중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예산은 업무지원비가 2억7800만원 삭감되면서 정부안 889억6600

만원에서 886억8800만원을 줄여 의결됐다. 최근 예산 집행 실적을 감안해 업무추진비가 1억7800만원 감액됐고, 

특수활동비도 1억원을 줄였다. 여론조사비에 대해서는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실시현황(건수, 금액)을 공개할 것을 

머니투데이 진상현 기자



전제로 원안을 유지했고, 기본경비의 특정업무경비는 투명성 제고 및 내실 있는 집행을 전제 조건으로 원안을 유지했다. 

대통령비서실과 별도로 책정되는 대통령 경호실 예산은 801억500만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은 정부안에서 12억5200만원 증액돼 277억5800만원으로 의결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에서 제안해 신규사업으로 승인된 '노인인권 증진사업' 이행 예산 7억1000만원이 증가한 

것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