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릉 21.3'C

한국아이닷컴 > 한국일보 > 정치 

국감 앞둔 법사위 의원님들 검찰·법원서 호화만찬 접대 

폭탄주 포함 수백만원… "상견례" 해명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검찰과 법원 간부들로부터 잇달아 수백만원대 호화 만찬

을 접대 받은 것으로 밝혀져 비난이 일고 있다. 

15일 법사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안상수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4일 정상명 검찰

총장, 임승관 대검 차장 등 대검 간부들과 서울 여의도의 고급 중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이 자리에는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 등 법사위원 대부분이 참석했으나, 민주당 조

순형 의원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자리가 부적절하다”며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식사 도중

에는 양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도 돌았고, 수백만원대의 식사값은 대검이 부담했다.  

이어 법사위원들은 12일 장윤기 법원행정처장 등 대법원 간부들과 같은 장소에서 식사와 폭탄주를 함께 했

다. 이들은 18일엔 김성호 법무부장관 등 법무부 간부들과 만찬 약속을 잡아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6월 새로 구성된 2기 법사위원들과 7월 초 상견례를 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사정

과 여름 휴가 등으로 일정이 미뤄졌다가, 저녁 식사를 하게 됐을 뿐”이라며 “이번 만찬은 국정감사와는 아

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도 “국회 원 구성이 끝나면 통상적인 상견례 차원에서 식사를 하며 의견을 교환한다”며 

“이번 저녁식사 자리에서도 국회에 계류 중인 사법개혁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부탁하는 등 현안에 대한 

얘기가 오갔다”고 전했다.  

하지만 국정감사를 앞둔 민감한 시점에 관행처럼 피감 기관과 법사위원들이 수백만원대 만찬을 한 것은 윤

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법사위 관계자는 “국감 뿐 아니라 새해 예산을 더 배정 받기 위

해 이 맘 때면 의원들과 로비성 식사모임을 가져왔다”고 전했다.  

법사위원들은 지난해 9월에도 대구 고검ㆍ지검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친 뒤 법사위원들이 피감 기관 간부들

과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주성영 의원의 폭언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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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검색 ::

 • 당뇨

 • 배가 따뜻하면 살이 빠진다

 • 남성 확실한 

 • 펜티엄 

 • 멀티 오르가즘이 뭐야

 • 남성컴플렉스 수술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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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비게이션폰 200대! 당첨 기회! 

 

• 제 3회 지방자치경영대전  

• 고대의료원과 함께하는 [건강 상담실]  

• 2006 한국광고大賞 모집  

• [알림] 대입가정학습지 무료신청받습니다  

 

 
강신호 회장 '황혼 이혼' 

Good  152명 Bad  119명

총투표자수 : 271명 

 [정치] | 전체  

 • [한미 정상회담 이후] 전문가에 들어보니…

 • `너한테 물어봤냐?` 정몽준 `막말  ̀파문

 • `야당은 뛰는데  ̀여당 주자들은 가물가물

 • 국감 앞둔 법사위 의원님들 검찰·법원서 호화만..

 • [한미 정상회담 이후] ̀ 포괄적 방안  ̀수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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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도착  

 
'한나라만 빼고…'  

 

 

 

 

 

 현재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이 총 1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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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놈들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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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티즌펀치

 • 어려보이는데

 • 일본여고생 코스프레 넘 야해요

 • 잘논다 여고생들

 • '해변의 누드 여인

 • 엉덩이가 찢어져 속살이 다보이는대

 • 눈요기 하기에는 딱이다

 • 계단 올라가는 그녀의 치마속

 • 너무 성숙한 요즘 여고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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