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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전체회의 결과 및 후속 조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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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일시/장소 : ’17. 2.14.(화) 10:05~16:28 / 국방위 대회의실
□참 석
○ 국 회 : 김영우 위원장 등 16명
○ 정부측
ㅇ 병무청장, 국·실장, 관계관
ㅇ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장 및 관계관

□ 주요 내용

○ 北 미사일발사 관련(국방부), 방위력 개선사업 추진현황(방사청) 보고
○ ’16년 국감/’15결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현황 보고 및 질의·답변
○ 법률안 상정 등

2

주요질의/답변내용

□ 위원별 주요질의 및 답변내용 : 별첨

○ 구두질의(김○○위원) : 병적관리대상 확대 관련 1건
※ 서면질의 : 김○○위원(구두질의 내용과 동일)

3

후속 조치계획

□ 정책반영 검토 : 1건
요구위원

질의 내용

처리부서

감사
김○○ ∙병적관리 대상 확대 필요(고소득자, 경제인 포함) 담당관실

<

붙임>

위원별 주요질의 및 답변내용
(위원명 : 질의순서 순)

□ 국민의당 ○○○ 위원

질의 내용
답변 요지
ㅇ 병적관리대상 확대 필요 (고소득자 , 경제인 포함)
․병적관리대상 확대를 위해서 병역법개정 대상을
4급 이상 고위공직자, 연예인, 체육인 등으로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청장님! 확대 대상에서 고소득자랑 경제인이
․정부입법을 추진할 때 일부
왜 빠졌죠 ?
관계부처에서 반대가 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국회의원 4년 하면서 이걸 뜯어
고칠려고 마음을 굳게 먹고 있습니다. 무기체계도
좋고 미사일도 좋고 다 좋지만, 나라를 지키겠
다는 의식이 없으면 절대 이길 수 없고 안보가
성공할 수 없어요. 그런 것보다 더 우선시 해야
됩니다.
․고위공직자보다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고소득을
올리는 분들이 더 심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정도가 아니예요. 국정감사시 시리즈로 파
헤쳤었는데...
․이 문제 제대로 안하면 우리 사회가 바로 안
섭니다. 제가 볼 때 공무원들은 상당히 잡혀 있어요.
․경제인들, 돈 많은 분들! 지금 연간 3,400명이
면탈을 해요. 국적을 바꾸고... 2015년 기준으로
5천명이 원정출산해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중에 2/3가 남자아이입니다. 뭘 의미합니까?

질의 내용
답변 요지
․대통령 후보라는 분들이 이런 걸 제대로 바로
잡겠다는 분들은 한 분도 없어요. 지금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병무청장이 이런 걸 해줘야 ․지금 하고 있습니다 .
할 것 아닙니까?
․하는게 아니라 빠져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두 분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입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꼭 좀 해 주세요. 제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법도 그렇고... 우리나라 국민이면서 나라를
지키겠다는 의식없이, 확실한 명문없이 군대를
가지 않는 것에 대해 국가가 철두철미하게 막아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안보가 되겠어요.
․의원님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병역문화를 구축할려고 하는
강력한 의지에 대해서는 늘....
․고소득자하고 경제인 꼭 집어 넣어주세요 .
․네, 알겠습니다 .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