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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2년영남편중인사

검경핵심요직 100% 영남이장악검사장급이상 47명중 20명

중동 4개국을 순방중인박근혜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쿠웨이트바얀궁에서셰이크알아흐

마드알자베르알사바쿠웨이트국왕과정상회담을하고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출범이후청와대비서관

급이상고위직인사에서는박대통령출

신지인대구경북출신인사들의편중이

두드러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국무위원 인사에서도 영남권 출신 인

사들이크게늘어나고있고 정부부처차

관급 이상 고위직 간부 인사에서도영남

권 편중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

다

전현직국무위원은수도권이최다

정부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최고

정책심의기관인 국무회의 구성원으로

임명된 전현직 국무위원 33명 중 호남

출신은고작 4명(121%)뿐이었다

전현직 국무위원들의 출신지를 조사

한결과수도권출신이 12명(36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영남권 출신이 11명

(333%) 충청권 출신 5명(152%)이었

다수도권중에서도서울출신이9명(27

3%)으로가장많았다 영남권은대구경

북 6명(182%) 부산경남 5명(152%)이

었다

반면 호남 출신은 김관진(전북) 전 국

방부장관 진영(전북) 보건복지부 장관

방하남(전남) 전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

권(전남) 고용노동부장관등 4명뿐이었

다

이완구 국무총리를 비롯한 현직 국무

위원 18명의 출신지 조사결과에서는 대

구경북출신이4명(222%)으로정홍원

전 국무총리 등 전직 국무 위원 15명 출

신지조사결과에비해 2배증가했고 호

남 출신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1명

(56%)뿐으로 전직국무위원 15명출신

지조사결과에비해 13로줄었다

청와대대구경북출신편중청와

대비서관급이상전현직 고위직 115명

의 출신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 대구경

북출신이 31명(27%)으로편중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부산경남(10

명87%)을 합치면 영남권 출신은 41명

으로 전체 비서관급 이상의 357%를 차

지했다

반면 호남권 출신은 14명(122%) 충

청권출신은 18명(157%)에불과했다

청와대 현직 수석비서관급(특보 포함)

이상 20명의출신지에서도대구경북출

신편중현상이극명하게드러났다 20명

중영남권출신이 9명(45%)으로가장많

았고 이가운데서도 7명이대구경북출

신이었다

이는 청와대 전직 수석비서관급 이상

18명의 출신지조사결과대구경북 3명

등 영남권 6명(333%)에 비해 대폭 증가

한것이다

반면에 호남권 출신은 전직 4명(22

2%)에서 현직 3명(15%)으로 충청권 출

신도 3명(167%)에서 2명(10%)으로 각

각줄었다

청와대 현직 비서관급 42명의 출신지

역조사결과에서도대구경북출신은전

직에 비해 늘어나는 등 수석비서관급과

함께 청와대 고위직 인사가 대구경북

출신을중심으로영남권편중인사가더

욱심화되고있는것으로확인됐다

정부부처차관급이상영남이호남

의 2배 이상정부조직 17부 5처 16청 2

원 5실 6위원회의현직차관급이상고위

직 132명의출신지를조사한결과 부산

경남 출신 25명(189%) 대구경북 출신

24명(182%) 등 영남권출신이 49명으로

371%를 차지했다 이에 반해호남권출

신은 21명(159%) 충청권 출신은 16명

(121%)이었다 1%이다

최권일기자cki@kwangjucokr

박근혜 정부 출범 3년차 접어들면서 특

정지역편중인사가더욱심각해진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5대 권력기관인 이른바 검찰과 경

찰 국세청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의 기

관장들은 모두 경남과 경북 등 영남권 출

신이독점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박근혜정부특정지역편중인사실태조

사단이5대권력기관고위직간부168명에

대한 출신지를 조사한 결과 부산경남이

37명(22%) 대구경북이 34명(202%)으

로 영남권출신이 71명이었다

이는 5대권력기관고위직간부중절반

에 육박하는 423% 정도로 심각한 편중

인사를보였다

호남권 출신은 30명(179%) 충청권 출

신은 28명(167%)에불과했다

5대 권력기관 조사 대상은 검찰 검사장

급 이상 고위직 47명과 경찰 본청 국장급

및지방청장등고위직 40명 국세청국장

급이상고위직 30명 감사원 국장급이상

고위직 35명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이

상 16명등총 168명이었다

검찰 지휘부 및 주요 보직 영남권이

독식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직 47명

의출신지를분석한결과부산울산경남

출신이 10명(213%) 대구경북 출신이

10명(213%)이었다 이 가운데 검찰 총수

인 김진태 검찰총장이 부산 출신이며 검

찰 권력서열 2위인 김수남 대검찰청 차장

은대구출신이다

특히 대검 중앙수사본부가 사라진 뒤

제2 중수부장으로불리는핵심보직인서

울중앙지검장에는경북출신인박성재검

사장이맡고있다서울중앙지검장은주요

특수공안 수사를 모두 지휘하는 사실상

검찰의가장중요한자리다

서울중앙지검장과함께검찰핵심보직

인 법무부 검찰국장(안태근)과 대검 공안

부장(정점식)도 모두 경남 출신이다 검찰

국장은 검찰 인사를 맡고 있는 주요 보직

이고 대검 공안부장은 전국 공안 사건을

총괄하는보직이다

반면에수도권과호남권출신은각10명

으로 영남권의 절반 밖에 되지 않으며 충

청권 출신은 5명(106%)에 그쳤다 이 마

저도 검찰 내 주요 보직에서는 포함되지

않았고 대부분 고검장을 비롯한 법무부

법무연수원 사법연수원등에배치됐다

경찰국세청감사원공정위 고위직

절반도 영남경찰 본청 국장급 및 지방

청장 이상 고위직 40명의 출신지는 부산

경남출신이11명(275%) 대구경북출신

이 8명(20%)으로 영남권 출신은 모두 19

명이었다 절반가량인 475%를차지하고

있다 반면호남권출신은 6명(15%) 수도

권출신은 2명(5%)이다 경찰총수인강신

명 경찰총장은 경남 출신이고 경찰청 주

요보직으로꼽히는기획조정관과생활안

전경비정보국장도 모두 영남권 출신이

차지했다

국세청의 국장급 이상 고위직(30명)의

출신지는경북출신인임환수국세청장을

비롯한대구경북출신이 9명(30%) 김봉

래 국세청 차장을 비롯한 부산경남 출신

이 5명(167%) 등으로 영남권 출신이 14

명(467%)이다 반면 광주전남전북 호

남권출신은 6명이었다

감사원 국장급 이상 고위직(35명)도 경

남 출신인 황찬현 감사원장을 비롯한 부

산경남출신이10명(286%) 등영남권출

신이 13명(371%)이며 수도권 출신 10명

(286%) 충청권 출신 7명(20%) 호남권

출신 4명(114%)이다

공정거래위원회국장급이상고위직(16

명) 또한 경북 출신의 정재찬 위원장 등

대구경북출신 4명(25%) 등 영남권출신

이 5명(313%)이며 수도권 5명(313%)

호남권 4명(25%) 충청권 2명(125%) 순

이다 최권일기자cki@kwangjucokr

2015년 2월 현재 정부 부처 고위공무원

단 중 출신지가 파악된 968명의 출신지역

현황은 대구경북 출신 188명(194%) 부

산경남 출신 150명(155%) 등 영남권 출

신이 338명(349%)이었다

광주전남 출신 132명(136%) 전북 출

신 76명(79%) 등 호남권 출신은 208명

(215%)이었으며 이어 서울(129명13

3%)을 포함한 수도권 출신은 195명(20

1%)였다 충청권출신은 149명 (154%)로

조사됐다

공기업과 준 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의 기관장으로 임명된 234명의 출신지

를조사한결과에서도정부고위직공무원

과 마찬가지로 특정 지역 출신 편중 현상

을보였다

234명의공공기관장중대구경북출신

이 51명(218%) 부산경남 출신이 49명

(209%) 등 영남권 출신이 100명으로 42

7%를 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반

면 호남권 출신은 24명(103%) 충청권

출신은 18명(77%)에불과하다

금융공기업기관장및임원진 64명의출

신지조사에서는서울출신이21명(328%)

등 수도권 출신이 25명(391%)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구경북 출신 11명(172%)

부산경남 출신 9명(141%) 등 영남권 출

신이 20명(313%)이었다 반면 호남권 출

신과충청권출신은각각 8명(125%)에그

쳤다 최권일기자cki@kwangjucokr

영남 71 호남 30 충청 28명

국세청 30명중 14명이 PK

한쿠웨이트정상회담

5대 권력기관고위직간부 168명 출신지분석

정부부처고위공무원 968명 중 호남출신 22%

공공기관장 234명중 영남권 100명 호남권 24명

전현직 국무위원 33명중 호남출신고작 4명

차관급 영남이호남 2배

청와대비서관급이상

대구경북편중갈수록심화

전현직국무위원33명출신지역

수도권

12명(364%)

영남권

11명(333%)

호남권

4명(121%)

충청권

5명(152%)

강원권 1명(3%)

청와대수석비서관급20명출신지역

영남권

9명(45%)

수도권

5명(25%)

호남권

3명(15%)

충청권

2명(10%)

강원권 1명(5%)

감사원공정위국장급이상

절반가까이가영남권출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