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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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 전 대법관, 전 국민권익위원장

"이 법을 제가 처음으로 제안해서 
김영란법이라 불리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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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이란?

불법로비나 접대 등 
부정부패를 막아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입니다

본 명칭은「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은

공무원 
국가 및 지방공무원, 국회의원, 판검사 등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한국전력공사, 국민연금공단, 해운조합 등

교사 및 교직원
국공립학교, 사립학교, 유치원 등

언론사 기자 및 직원
공영방송 및 민간방송사·신문사

'공공의 이익'에 영향을 주는  
분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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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 분들에게 금지된
4 4 4

 
두 가지 일은?

1. 부정청탁
4 4 4 4

 금지

부정한 청탁은 해서도,
들어주어서도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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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기준을 위반하여 공직자에게

1. 인허가·면허 등을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각종 행정처분이나 형벌을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3. 채용·승진 등 공직자의 인사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4. 심의·의결 등의 권한을 가진 위원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5. 공공기관의 수상·포상 등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6. 입찰·시험 등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7. 특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8. 정부의 각종 지원금 배정 등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9. 특정인이 일감·용역 등을 사용하거나 독점하도록 하는 행위
10. 학교의 입학·성적 등의 업무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1. 징병검사·부대배치 등 병역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2. 공공기관의 평가·판정 등을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3. 단속·감사 대상에서 특정인을 배제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는 행위
14. 수사·재판 등에 개입하도록 하는 행위
15. 1-14에 대해 권한 밖의 일을 하도록 하는 행위

* 일반적인 민원, 공익적 목적의 건의나 제안은 제외

이게 다 부정청탁이에요 부정청탁시 처벌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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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다 부정청탁이에요

부정청탁을 
받고 실행한 

공직자 

�

형사처벌 

부정청탁을 
한 사람

�

과태료 

부정청탁시 처벌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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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품수수
4 4 4 4

 금지

돈이나 선물을 
1회 100만원 넘게 

받으면 안돼요!

이게 다~ 금품이에요

돈, 선물, 부동산, 

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골프, 술(접대), 

교통·숙박 제공, 

빚 면제, 일자리 제공 등

* 일정범위 내의 경조사비나 선물, 회사의 격려금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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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100만원 또는 
1년 300만원 이상

4 4

 
금품을 받은 공직자

�

형사처벌 

1회 100만원 또는 
1년 300만원 이하

4 4

 
금품을 받은 공직자

�

과태료 

대가성과 관계없이
금품수수시 처벌 받아요

* 단, 금품을 받더라도 돌려주거나 신고하면 처벌 안됨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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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1회 100만원 또는 
1년 300만원 이상

4 4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거나 

반환하지 않은 공직자

�

형사처벌 

가족이 
1회 100만원 또는 
1년 300만원 이하

4 4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거나 

반환하지 않은 공직자

 �

과태료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서
가족
4 4

의 금품수수도 처벌 받아요

* 가족 : 배우자,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같이 사는 장인장모 등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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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 JTBC, 2015. 1. 9

그렇다면 김영란법에 대한 
국민의 공감도는?

공감한다 

70.6%

이제 그 지긋지긋한

떡값검사 벤츠검사
스폰서검사
촌지 뒷돈 

술접대 골프접대� 

김영란법으로
다 막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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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법을 
통과시킨다면

말이죠!
2014. 2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중

의원님들 이제 법안 좀 통과시킵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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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죠!
2014. 2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에게  
법안처리를 요청해주세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명단 (총 16명)

이상민 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대전 유성구 02-788-2836 twitter

@esangmin

홍일표 새누리당 
인천 남구갑 02-788-2571 @HongIP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경기 안산시상록구갑 02-788-2806 @HaeC_J

김도읍 새누리당 
부산 북구강서구을 02-788-2036 @ldek3525

김진태 새누리당 
강원 춘천시 02-788-2151 @jtkim1013

노철래 새누리당 
경기 광주시 02-788-2637 @Roh_Chul_Rae

박민식 새누리당 
부산 북구강서구갑 02-788-2877 @park_minshik

이병석 새누리당 
경북 포항시북구 02-788-2641 @leebyungsuk

이한성 새누리당 
경북 문경시예천군 02-788-2952 @lee_han_sung

정갑윤 새누리당 
울산 중구 02-788-2206 -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전남 목포시 02-788-2588 @jwp615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서울 중랑구갑 02-788-2427 @seoyoungkyo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전남 광양시구례군 02-788-2849 @2020GG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전북 익산시갑 02-788-2418 @lcs1747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광주 북구을 02-788-2755 @nhlim52

서기호 정의당 
비례대표 02-788-2568 twitter.com/gihos1



문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 723-5302

www.peoplepower21.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