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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군인권센터는 군대 내 인권의 보호 및 증진, 군인 인권의 향상을 위한 NGO 입니

다. 본 센터는 군대 내에서 유엔이 채택한 세계인권선언과 대한민국 국회가 비준하고 공포

한 국제인권법이 구현되고, 반 인권적 법률, 제도, 정책, 관행 등을 감시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며, 군대 내 일어나는 모든 인권 침해와 차별 문제로부터 군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 시키고, 나아가 군대가 인권과 민주주의적 헌법가치를 수호할 수 있도록 기여함을 목

적으로 2009년 설립되었습니다. 

  3. 안규백 의원이 제출한 군인지위향상에 관한 기본법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제출

하오니 이를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 아 래 -

붙임1. 의견서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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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지위향상에 관한 기본법안

[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군인권센터 검토 의견서

1. 안규백 의원이 제출한 군인지휘향상에 관한 기본법안에 대해 헌법 37조 2항을 반영할 것으로 법치주

의를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률이다. 

2. 제7조 평등권 침해행위 금지의 경우 사실 상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별, 인종, 

신앙 등에 의한 임면, 보직, 진급 등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2조 31)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처럼 포괄적이면서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차별금지가 너무 광범위 하다고 판단되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조2)를 차용

하여 최소한 수용자에게 허용되는 권리를 군인들에게도 보장해야 마땅하다. 

3.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조항이 너무 많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 일단 군 내부에서는 국방부의 군인고충심사위원회(인사문제), 국방신고센터(구타, 가혹행위), 공익

신고센터(부조리, 부패 등), 그리고 각 군 사단에 내부공익신고센터와 소원수리함 제도가 운영 중이다. 

내부인권감시 시스템은 중요하지만, 그 자체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국방신고센터의 경우, 

매년 1,000건 안팎의 이용 실적이 있으나, 대부분 전역 후에 신고 되는 것이고, 사단 급 내부공익신고

센터는 연간 10건 미만 정도의 실적이라고 알려져 있다.3) 이것은 내부 신고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절대

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5. 군 외부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군 관련 민원 문제를 다루고 있다. 권익위 고충

처리국 산하 국방보훈민원과에서 매년 268건(2010년)의 군사 관련 진정을 접수하고 있고, 이를 담당하

는 인력은 2명 정도로 추정된다.4)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군 관련 사건을 연평균 83건 정도 접수하고 

있고, 담당 인력은 실제로 1명이 채 안된다.5)

1)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

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

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2) 제5조(차별금지) 

   수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

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3) (노무현) 대통령실, “군 고충처리제도 개선방안”, 2006 참조.

4) 업무분장이 명확하지는 않아서 정확한 통계를 내긴 어렵지만, 다음과 같이 추정했다. 국방, 군사, 보훈 등의 업무를 맡고 있

는 국방보훈민원과의 인력은 총 14명인데, 여기서 2010년 한 해 동안 국방 439건, 군사 268건, 보훈 1,378건을 접수했다. 

그렇다면 국방보훈민원과 업무 중 군사사건이 약 13%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고, 국방보훈민원과 직원 14명 중 군사 관련 사

건을 맡고 있는 인력은 (한 사람이 1년 동안 군사 사건만 전담한다고 가정할 때) 2명이 채 안된다고 추정할 수 있다.

5) 인권위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9년 동안 군사 관련 진정사건을 754건 접수하였다 (연평균 83건). 이 중, 조사 중, 조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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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반면, 군에서의 인권관련 통계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이 없지만, 이미 드러난 문제만 해도 그 심각

성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군인의 숫자는 65만 명 정도 되는데, 사병 중 10명 중 6명이 구타나 가혹행

위를 당한 경험이 있고 (천주교인권위/민주법연 2002), 매년 70-80명이 자살을 하고 (국방부 자료), 10

명 중 2명 이상이 군대 내 성폭력을 듣거나 본 경험이 있고 (한국성폭력상담소 2004), 성범죄만 매주 

한 건씩 보고되고 (국방부 자료), 매년 1천여 건의 탈영사고(탈영자 중 70%가 복무부적응)가 발생(육군 

통계)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해보면, 군 내부 신고센터, 인권위, 권익위의 활동을 모두 합쳐보아

도 이 사건들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게다가 인권침해 사건은 현장조사

가 필수적인데, 격오지에 위치한 군의 특성상 현장 조사 한 건에도 하루가 꼬박 소요된다. 이래 가지고

는 서둘러 조사를 마치고 간신히 관계기관에 권고만 할 수 있는 정도지,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효과는 

더 좋은) 조정이나 화해는 물론이고, 재발방지를 위한 거시적인 대책의 권고, 수시 방문조사, 인권종합

대책 마련 등은 언강생심일 수밖에 없다. 우리보다 군장병 숫자가 훨씬 적은 독일의 군사옴부즈만이 약 

50명의 직원으로 매년 6천 여 건의 사건을 처리한다는 점과 비교해보면 한국의 현실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6)

7. 게다가 외부통제기관의 관할과 업무권한도 매우 협소하다. 무엇보다 인권감시에서 필수적인 ‘방문

조사권’이 부재하다. 인권위의 경우에는 교도소, 유치장, 군교도소 등 인권침해가 상시적으로 일어나

는 지역에 방문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 방문이 제외되어 있다. 

권익위도 방문조사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사단장이 방문조사를 거절하면 다른 수단을 강구 할 수가 

없다. 특히 권익위는 그 업무의 성격상 그 자체로 한계가 있다. 우리 법에서 국민권위원회는 기본적으

로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

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처리하는 기관이다 (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즉, 국민권익위원회는 철저하게 ’현행법‘에 

위반되는 문제들을 처리하는 기관일 뿐 (예컨대 불법적 구타, 가혹행위), 보다 넓은 범위의 인권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거나 (예컨대 불법에 이르지 않는 부당한 처우나 가혹행위), 보다 적극적으로 군인권정

책을 수립하여 제안하는 기구라고 보기 어렵다.

8. 따라서 군 인권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독립기구가 설치되어야 하며, 이 기구의 설치가 군인지위 

향상에 관한 기본법에 법제화되어야 한다. 그동안 군인권에 관련된 제도적 대안으로는 주로 독일의 군

사옴부즈만 제도가 제시되어 왔는데, 군사옴부즈만 제도를 단순히 진정사건만 수동적으로 처리하는 제

도로 협소하게 이해해서는 안된다. 실제로 대안으로 언급되고 있는 독일 군사옴부즈만의 경우만 해도 

진정사건을 처리하는 부대방문권을 포함한 정보열람 청구권, 군 인권관련 규정 제정에 대한 제안/권고

권 등을 가지고 있다.7) 

지, 이송, 각하 등을 제외하면, 실제로 처리한 건수는 147건에 불과하다. 1년에 17건 정도라는 얘기고, 그나마도 67%는 기

각되었다. 인권위에서 검찰, 경찰, 군대 사건을 다루는 조사관이 총 3명인데, 검찰/경찰 사건은 매년 1,200건 정도 접수되고, 

군사사건이 매년 83건 정도 접수된다. 인권위에서 경찰, 검찰, 군사 업무를 맡고 있는 조사관이 3명이지만, 군사 업무의 비중

은 극도로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6)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독일 군사 옴부즈만 기관 정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2006 참조; 한국의 군인 숫자는 약 65만 명, 독

일은 약 25만 명이며, 의무 군복무기간은 한국은 21-24개월, 독일은 9개월이다.

7)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군 관련 고충처리제도는 독일의 군사옴부즈만제도와 “전혀 다른 제도”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계수/오병두 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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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요컨대,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가진 외부통제기구야 말로 군인권 문제에 대한 핵심적인 대안이며, 

군인 지위향상에 관한 기본법에도 반드시 규정되어야 하는 내용이다. 이것은 비효율적인 옥상옥을 만드

는 것이 아니다. 인권선진국의 인권감시기구들이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많은 예산과 조직을 가지고 있

고, 심지어 서로 그 기능이 중첩되어 있는 기구들이 다수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인권기구

들이 비효율성, 기능중복의 문제 등이 거론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게다가 지금 

대한민국의 군인권감시기제는 그런 ‘비효율’, ‘예산낭비’, ‘기능중복’ 등을 논하는 것 자체가 사

치스러울 정도로 열악한 상태이다.

10. 국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권기율이 작성한 검토보고서는 군사옴부즈만제도의 필요성에 부정적 의견

을 제시 하였다. 그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군사옴부즈만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노무

현 정부에서 급조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군사소위원회는 조직 통폐합 후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처

리국 내에 국방보훈민원과로 변모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하여 조직의 구성을 보면 14인의 직원

이 군인의 인권증진을 위해 열성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그들이 조직적으로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처리방침을 가지고, 군대에 대하여 권고를 하고, 어떤 답변을 듣고 있는 

지 알 수 없다. 군인이 이 팀에 자유롭게 진정 할 수 있는지, 자유롭게 진정하고도 군대 내에서 아무런 

징계가 없는지, 군인의 신문이 완전히 보호되는지, 인권침해가 의심스러운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

사하는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사전통보 없이 군부대를 방문하고,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지 등

이다. 아무도 이러한 권한을 갖지 못했거나 군 당국의 요청에 좌우되는 수준의 조사활동을 진행하고 권

고의견이나 결과에 대한 통지의무에 대하여 뚜렷한 보장이 없다면 말 그대로 그다지 유용성이 없는 방

식이라고 할 것이다. 즉 진정한 군사옴부즈만의 도입을 방해하기 위한 잘못된 검토보고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군사옴부즈만의 문제는 결국 군대에서의 인권침해 사건을 자유롭게 방문하고, 필요한 자료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기구를 군인의 인권을 위하여 구축하는 것이다. 국가안의 국가로서 군대를 시

민의 군대로 바꾸는 과정이다. 따라서 군사옴부즈만은 군인의 인권을 증진시키고, 군대에 대한 문민적 

통제를 강화시키는 방식이다. 군대에 대해 문민우위의 통제력을 가지는 국회 안에 군사옴부즈만이 설치

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11.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해 군사옴부즈만법안을 새롭게 발의 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처럼 기구법을 만들고 방문조사를 방해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 할 경우 

벌칙조항을 신설 할 필요가 있고, 직급의 경우 군사옴부즈만을 장관급으로 하며, 사무총장을 차관급으

로 격상 시킬 필요가 있다. 

12. 육군 병사 305명을 대상으로 군사옴부즈만제도의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6.9%가 도

입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모르겠다는 의견이 47.5%가 나왔지만, 군사옴부즈만의 개념이 다소 생

소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군사옴부즈만 제도의 도입에 찬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국방을 감시하고 더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기를 바라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8)  

13. 또한 군인 지위향상에 관한 기본법의 경우 조사범위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있고, 진정에 관한 부분

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우 진정을 방해 할 경우 벌칙조항이 있는 것과 대조

적이다. 그리고 부대 방문조사 권한을 강화 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방부의 기

8) 임태훈 (2013), 「군 인권실태조사 연구보고서」,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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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주의로 인한 인권침해행위를 근절 할 수 있는데 일조 할 것으로 판단된다. 

14. 결론적으로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군인 지위향상에 관한 기본법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며 시급

히 도입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다만 위에서 지적한 ①포괄적 차별금지 행위에 대한 조항 추가. ②과

도하게 대통령령에 위임 입법한 조항에 대한 축조심의 및 삭제. ③군사옴부즈만을 단독법안으로 발의.  

④진정을 방해 할 경우 처벌하는 벌칙조항 신설. ⑤인권교육 이수 시간과 분기별 횟수를 명시해야 하

며, 기본과정과 보수과정, 심화과정으로 구분해야 한다. 특히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각군 사관학교 

및 부사관학교, 군의, 법무, 간호 등에서 필수과목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뿐만 

아니라 군 관련 인권NGO가 포함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이 충족되

기 위해서는 이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시켜 축조심의하면서 군사옴부즈만법안이 발의 되면 함

께 논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5.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제도·정책·관

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을 할 수 있다.9) 따라서 국

방위원회 차원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의견조회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참고사항 : 영국의 인권기구10)

1) 평등인권위원회 (Equal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 EHRC)11)

- 평등법(Equality Act 2006)에 따라, 장애권리위원회(Disability Rights Commission, 

DRC), 평등기회위원회(Equal Opportunities Commission, EOC), 인종평등위원회(Commission 

for Racial Equality, CRE) 등이 통합되어 설립된 2007년 1월 설립

-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사한 기구

-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14명의 위원들로 구성

- 2010년 기준 직원 526명, 1년 예산 약 5천4백만 파운드 (약 1천 8백억 원)

※ 북아일랜드 인권위(Northern Ireland Human Rights Commission)12): 영국의 일부인 북

아일랜드 지역에는 독자적인 인권위가 존재. 1999년 설립. 2008년 기준으로 10명 위원과 20

명 직원으로 구성. 1년 예산은 약 160만 파운드(약 32억 원) (북아일랜드 인구: 160만 명)

※ 대한민국 인권위: 직원 146명에 1년 예산은 약 220억 원.

9)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의 1

10) 이미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제도가 인권구제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인권위를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게 

전혀 무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영국의 인권기구들을 소개한다. 영국의 모든 인권 관련 기구들을 남김없이 

망라한 것은 아니며, 교도소와 경찰 관련 기구들을 중심으로 필자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정리한 것이다. 참고로 영국 인구는 

약 6천만 명이고, 한국 인구는 약 5천만 명이다.

11) http://www.equalityhumanrights.com/

12) http://www.nihr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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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성 국가 위원회 (Women's National Commission)13)

- 여성평등 관련 이슈를 다루는 국가독립위원회로서 1969년에 설립되었음

3) 평등청 (Government Equalities Office)14) 

- 정부 내 성평등문제를 담당하는 정부기구. 

- Women and Equality unit에서 분리되어 2007년 10월 설립. 

- 새로운 평등법을 집행하고, 여성평등 업무를 취급하고, 정부간 전략을 세우고, 평등과 다

양성을 위한 다양한 공적 서비스를 제공함. 

- 정부평등청에서 두 위원회에 재정보조(Grant-in-aid)형태로 운영비를 지급하며, 1년 예산

은 약 1천4백만 파운드 (약 280억 원) 

- 경찰 관련 인권기구들

① 경찰 감사관(Her Majesty's Inspectorate of Constabulary)15): 150년 전통을 가진 내

무부 소속의 경찰감시기구. 여러 명의 조사관으로 이루어져있음. 1년 예산은 약 900만 파운드

(약 180억 원) (2004-2005기준).

② 경찰고충처리위원회(Independent Police Compliant Committee)16): Liberty 등 시민단

체의 요구에 부응하여, 2002년 경찰개혁법(Police Reform Act)의 제정으로 2004년 설치. 독

립적 국가기구(NDPB). 2007/2008년 기준으로 1년 예산 약 3천 4백만 파운드(약 680억 원), 

직접 접수한 진정 1만 1천 여 건. 이외에도도 이첩사건으로 2,200여 건, 직권조사도 연간 252

건을 수행. 정규(permanent)직원이 376명이고, 이중 조사인력만 229명.

③ 북아일랜드 경찰 옴부즈만(Police Ombudsman for Northern Ireland)17): Police 

(Northern Ireland) Act 1998 and 2000에 의해 2000년에 설립. 매년 3,500건의 사건 처리

- 교정 관련 인권기구들

① 교정감시위원회(Independent Monitoring Boards)18): 잉글랜드/웨일즈의 모든 교정시설

에는 설치. 위원들은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그 지역공동체에서 Minister에 의해 지명된 일종의 

감시인(watchdog). 전국적으로 1,850명의 위원들이 활동. 수감자들이 인간적이고 정당한 대우

를 받는지를 일상적으로 감시하는 역할, 수감자가 1차적으로 고충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위

13) http://www.thewnc.org.uk/

14) http://homeoffice.gov.uk/equalities/

15) http://inspectorates.homeoffice.gov.uk/hmic/l; 스코틀랜드지역에는 별도로 Her Majesty's Inspectorate of Constabulary 

for Scotland (HMICS) 가 설치되어 있다. 

16) http://www.ipcc.gov.uk

17) http://www.policeombudsman.org/

18) http://www.imb.gov.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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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들은 모든 시설에 (보안이나 안전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접근 가능. 위원들은 수용

자의 관심사를 전달. 큰 사건이 발생하면 처리과정에 초대됨.

② 교도소·보호관찰 옴부즈만(Prisons and Probation Ombudsman): 수감자들을 위한 독립

적인 고충처리기관. 내무부 장관이 임명하며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 옴부즈만은 수감시설의 

정보, 문서, 시설과 개인들에 대한 접근권이 완전히 보장되며, 경찰 등 다른 관련기관에서 제

공한 자료들도 접근할 수 있음. 2007-2008년의 경우 4,750건의 진정을 접수했고, 204건의 

사망사건을 조사. 진정 접수 후 12주 내로 처리19)

③ 교도소 감독기구(HM Chief Inspector of Prisons for England and Wales and 

Northern Ireland)20): 독립적인 교정시설 감독기구로서 정부에 교정처우에 대한 보고서를 직

접 제출하는 역할 수행. 2007-2008의 경우 교도소의 경우 1년에 3,293건의 시정권고를 했고, 

83%가 받아들여졌고 연간 예산은 340만 파운드(68억 원). 직원 수는 48명이고, 이들 중 연구 

인력 8명과 사무인력 9명을 제외하면 모두 조사관.

④ 형사정책조사관(Criminal Justice Joint Inspection)21): Her Majesty's Inspectorates of 

Constabular, Crown Prosecution Service, Court Administration, Prisons and Probation 

등 다섯 가지 영역의 조사관들이 형사정책에 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기구로 경찰과 정의에 

관한 법률 (Police and Justice Act 2006)에 의해서 2006년 설립. 경찰, 법원행정, 교도소, 보

호관찰, 검찰 조사관(inspectorates)들이 모여서 형사정책 관련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 경

찰, 검찰, 법원 교도소, 보호관찰에 각각 300만, 1천100만, 200만, 340만, 350만 파운드(70억

원)가 예산으로 배정되어 있음.

※ 참고: 영국 교도소는 약 8만3천 명 정도를 (2009년), 한국 교도소는 약 4만 7천명 정도

를 수용하고 있음

- 옴부즈만

영국에는 총 60여개가 넘는 옴부즈만이 있는데, 이들은 British and Irish Obmudsman 

Association (BIOA)에 소속되어 있음. 중앙정부나 정부산하기구의 민원처리를 하는 정부‧ 보건

서비스 옴부즈만(Parliamentary and Health Service Ombudsman),22)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을 

19) http://www.ppo.gov.uk/ 

20) http://inspectorates.homeoffice.gov.uk/hmiprisons/

21) http://www.hmic.gov.uk/inspections/joint-inspections/criminal-justice-joint-inspections/

22) 가장 큰 기구로 연간 예산이 24,785,000파운드(4백8십억원)에 이른다 (Annual Report 2007-2008). 정부나 NHS 등의 

진정을 연간 12,532건 처리. 권고 수용률은 99%에 이른다 (Resource Accounts 2007-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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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는 지방정부 옴부즈만(Local Government Ombudsman)23) 외에도 Financial 

Ombudsman Service, European Ombudsman, Legal Services Ombudsman, Ombudsman 

for Estate Agents, Housing Ombudsman, Prisons and Probation Ombudsman, Legal 

Complaints Services, Ombudsman for Children, Pensions Ombudsman, 

Telecommunications Ombudsman, Energy Ombudsman, Citizens Advice 등이 있음. 이 중 

비교적 큰 규모인 Citizens Advice24)의 경우에는 시민들의 권리보장을 위해 무료로 민원을 처

리하는 기구인데, 전국에 지점만 48개이며, 자원봉사자와 정식직원 등을 포함하여 모두 2만 6

천 여 명이 근무하며, 고문만 1만 6천 여 명이다. 1년 예산은 2007-2008 기준으로 약 4천 2

백만 파운드 (약 8백 억 원). 끝

23) Local Government Act 1974에 의해 설립. 연간 예산 약 1백 3천만 파운드(2백6십억 원); Annual Accounts 2007/2008.

24) http://www.citizensadvice.org.u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