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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pr@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주요 법안 동향
법안 종류

키워드

행정/노무

주요 법안

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청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도 근로자
로 인정, 사용자 정의를 '노조 활동에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자'로 확대, 합법적 쟁
의행위의 범위를 넓혀 원청이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파업
을 이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
록 함.

②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수탁 계약에서 납품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 대금에 원재료의 가격 변동을 반영해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위·수탁 기업이 사전 합
의한 표준계약서에는 납품단가 연동 조건 및 방식을 적시해
야 함.

발의안

공정거래

주요 내용

국회
계류안

공정거래

③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 교부의무, 온라인 플랫 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사업자 간 분쟁 해결제
도,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처리 및 온라
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등 에 관한 사항 명
시.

공포 법령

국제거래

④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유독물질과 제한물질에 동시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수입
하려는 경우 유독물질 수입신고 없이 제한물질 수입허가만
받도록 일원화.

입법/
행정예고

인프라테크

⑤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반도체 제조시설에서 전파 이용 장비마다 검사를 따로 하던
것을 건물 밖에서 건물 단위로 검사하는 방식으로 간소화.

1. 발의
번호

*각 법률안 및 검토보고서 확인을 위해서는, 법률안 밑에 있는 링크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법안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노동쟁의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짧게는 수 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 소송 등을 통해 근로자로
인정받기 전까지 헌법상 노동3권을 전혀 향유하지 못하는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또한 하청근로자 등의 노동조건 등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법원 판례 등에 따르더라도 사용자의 지위가 인정되고 실제로 사용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하면서도 정작 사용자로서의 책임은 다하지 않는 불합리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노사분쟁은 물론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나아가 헌법과 현행법은 노동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노동3권
행사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협소하게 해석하여
결과적으로 노사간의 대화와 교섭을 통한 문제해결을 막고 헌법상 노동3권의 온전한 보장을
저해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일정한 범위에서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헌법상 자유권인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하지 못하고 침해하는 방향으로 민사면책
대상을 설정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에 따른 집단적 행위인
쟁의행위 등에 대하여 근로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허용하고,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한
단순 근로제공 거부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청구를 허용하며, 일부 행위에만 참여한 조합원의 경우에도
전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등 그 면책 대상과 범위가 매우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어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이 온전히 보장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결국 이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나 가압류 신청이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괴롭히거나 탄압하는 수단으로 기능하는
결과가 야기되고, 이와 같은 상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임.
이에 근로자와 사용자 정의를 개정하여 고용형태의 다변화 등에 따라 양산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헌법상 노동3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부당한 현실을 개선하고, 노동쟁의 정의를 헌법과 현행법의
목적에 부합하게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노사간의 대화와 교섭의 장을 폭넓게 보장하고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또한 헌법을 기준으로 쟁의행위 등에 따른 면책
대상과 범위를 설정하여 손해배상청구 제한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석되고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아가 사용자가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노사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꾀하고자 함.

관련기사

연합뉴스
22.11.10.
고민정, 노조법
개정안 발의…
"근로자·사용자 범위
확대"
https://www.yna.
co.kr/view/AKR2
02211100638000
01?input=1195m

진행 경과

22.11.04.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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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안자

내용

법안명

관련기사

진행 경과

주요내용
가.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한 자는 근로자로 추정하여 실제 근로자임에도 장기간 노동3권을
향유하지 못하는 현실의 불합리를 시정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나. 근로자의 노동조건 등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자
등을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하여 사용자의 정의를 실질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다. 노동쟁의를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경영상 해고 포함) 기타 대우 등 노동조건과 근로자의
지위(사업재편 등에 따라 영향을 받는 노동조건과 근로자의 지위 포함),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관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발생한
분쟁상태로 규정하여 노동쟁의의 대상을 헌법상 노동3권 규정에 부합하도록 실질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5호).
라. 사용자는 헌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안 제3조제1항 신설).
마. 사용자는 쟁의행위 등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로 발생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안 제3조제2항 신설).
바.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노동조합 이외에
근로자 개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안 제3조제3항 신설).
사. 사용자는 노무제공 거부로 인한 손해와 정당한 쟁의행위 등이었더라도 불가피하게 발생하였을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안 제3조제4항 신설).
아. 노동조합의 존립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허용하지 않도록 함(안
제3조제5항 신설)

3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자. 「신원보증법」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쟁의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함(안 제3조제6항 신설).
차. 사용자는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근로자를 괴롭히기 위한 수단으로 소를 제기하거나
가압류를 신청하는 등으로 소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안 제3조제7항 신설).
카. 법원은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비율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함(안 제3조의2제1항 신설).
타. 손해배상의 배상의무자는 법원에 감면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쟁의행위의 원인과
경과, 배상의무자의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하여 면제, 감경 여부 및 정도를 판단하도록 함(안
제3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파.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를 행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출처: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G2R2Y1S0M2Z8A0Q9T2V4N2Y1T3O8I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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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안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내용

법안명

최근 원유, 철광석, 펄프 등 원자재값 급등으로 인하여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제조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대비 2021년의 원재료
가격은 평균 47.6%가 상승한 반면 납품단가 상승률은 10.2%에 그쳤으며, 영업이익률은 7.0%에서
4.7%로 감소했음.
현행법은 공급원가 변동 등으로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 조정제도’를 두고 있으나,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거래단절을 우려한 중소기업이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이로 인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로 분담해야 하지만, 우리나라 산업구조상 약자인
중소기업이 사실상 대부분의 부담을 지고 있음.
이에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의 내용을 서면에 기재하고 연동 대상,
원재료, 요건, 반영시점, 연동산식 등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거래 당사자간 자율협의로
연동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등
원자재 가격 변동으로 인한 납품단가 또는 하도급대금을 합리적으로 조정·지급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상생발전과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으로 인한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하여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작성하고, 연동계약서에
기재된 원재료의 가격 변동이 연동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하도급대금 연동산식 등에
따라 목적물등의 납품단가 또는 하도급대금을 조정·지급하도록 함(안 제3조의6제1항 및
제13조제9항 신설).

관련기사

한국경제
22.11.08.
민주당, 납품단가
연동제 당론 발의
https://www.han
kyung.com/politi
cs/article/20221
10853471

진행 경과

22.11.08.
제안

나. 공정거래위원장은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제3조의6제2항).
다.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하도급대금을 조정·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조치 및 벌칙을 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및 제30조).

출처: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2R2R1Y1Q0F8Z1U4R5P0E0G8M4R6F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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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회 계류안
번호

제안자

내용

법안명

관련기사

최근 온라인 플랫폼 거래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온라인 플랫폼 제공사업자의 경제적 지위가
강화되면서 영세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의 공정거래제도로는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움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 교부의무,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사업자 간 분쟁해결제도,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위원회의 조사ㆍ처리 및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질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3

정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 교부의무 등(안 제6조)
1)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중개거래계약 기간, 변경 및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를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함.
2)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함.
나.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사전통지 의무(안 제7조)
1)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그 이유를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중개거래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함.
1)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제한 또는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제한 또는 중지 예정일의 7일 전까지 그 이유 및 내용을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진행 경과

21.01.28.
제안
21.02.16.
상임위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뉴스1
22.11.15.
공정위원장,
플랫폼 '투트랙'
가속…온플법 보단
자율협의, 독과점은
21.06.30.
규제
소위 상정
https://www.news
1.kr/articles/4864271

21.11.18.
소위 상정/
제안설명
21.11.24.
소위 상정/
제안설명

6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마련(안 제9조)
1)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거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함.
2)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거래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하고, 그 세부적인 판단기준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시장의 구조 및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라. 사업자 사이의 분쟁조정(안 제12조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1)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분쟁조정을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해당
분쟁조정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2) 분쟁당사자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분쟁사항에 관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조정협의회는
그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정 경위 또는 조정절차 종료 사유 등을
보고하며, 분쟁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함.
3)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사항에 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분쟁당사자는 합의사항의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마.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반행위조사 및 처리(안 제20조, 제22조, 제24조 및 제26조)
1)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 또는 직권으로 위반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조사 결과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을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알리도록 함.
2)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 서면교부 및 기명날인 의무,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보복조치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하여금 불공정한
거래 내용을 자발적으로 해소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중개사업자의 시정방안에 대한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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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바.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안 제29조)
1)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2) 공정거래위원회가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조사방법 및 조사결과 공표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조사대상자에게
거래실태 및 영업현황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사.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안 제30조)
1)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2) 법원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의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을 위하여 해당 중개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손해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

출처: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ARC_O2P1D0W1H2R8Z1U6K1I7B3F7G9F3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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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포 법령

번호

소관부처

내용

법안명

중복되는 수입절차와 관련된 화학물질 수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종전에는 제한물질*과
유독물질**에 동시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 제한물질 수입허가와 유독물질
수입신고 절차를 각각 거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화학물질에 대해서 제한물질 수입허가를
받으면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면제하려는 것임.

4

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 제한물질: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危害性)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그 용도
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것으로, 수입하려는 경우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화학물질(예시: 납, 카드뮴, 백석면 등)
** 유독물질: 유해성(有害性)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수입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화학물질(예시: 납, 카드뮴, 과산화 나트륨, 과산화 수소 등)

관련기사

일자

파이낸셜뉴스
22.11.08.
납·카드뮴 수입시
'제한물질 수입허가' 22.11.15.
절차만...간소화
일부개정
조치
22.11.15.
https://www.fnn
시행
ews.com/news/
2022110813364
33653

출처:https://www.law.go.kr/법령/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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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법/행정 예고 법령
번호

소관부처

내용

법안명

규제를 개선하여 전파를 이용하는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이용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이동전화 등 휴대용 무선국에만 적용되던 무선국 허가의제를 확대하고, 위성방송국의 허가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며, 주파수 할당을 받아 개설하는 무선국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뿐만아니라 변경검사 시에도 검사방식을 표본검사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중소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 기간을 2023년까지 연장하고, 전파사용료
연납제도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전자파 다중차폐시설을 갖춘 건물 내에 설치하는
전파응용설비에 대해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물 단위로 허가 주파수별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이음5G 단말기 신속 활용 (안 제21조제1호)
- 이음5G 현장에서 활용되는 로봇 등에 장착되는 단말기에 대해서도 무선국 허가의제 적용
나. 위성방송국 허가 유효기간 확대 (안 제36조제1항제2의2호)
- 위성방송국의 허가 유효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

관련기사

연합뉴스
22.11.10.
반도체 생산 등
특수장비, 내년부터
전자파 적합성 평가
면제
https://www.yn
a.co.kr/view/AK
R20221110084
200017?input=
1195m

예고기간

22.11.10.
~
22.12.08.

다. 이동통신 무선국 검사 규제 완화 (안 제42조의2제2항)
- 주파수를 할당받아 개설하는 무선국에 대하여 준공검사 뿐만 아니라 변경검사 시에도
전수검사 대신 표본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
라. 알뜰폰 전파사용료 감면 기간 연장 (안 제90조제1항)
- 중소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면제를 2023년까지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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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소관부처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예고기간

마. 전파사용료 부과·징수 제도 개선 (안 제91조제3항·제4항·제5항·제6항,
제123조의3제3의4호·제7호)
- 별도의 신청없이 전파사용료 연납이 즉시 가능하도록 연납 제도를 개선하고, 전파사용료
고지방법 확대 등 부과·징수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명시
바. 전파응용설비 검사제도 합리화 (안 제96조제2항·제3항·제4항, 제101조제2항·제4항)
- 전자파 다중차폐시설을 갖춘 건물 내 설치한 전파응용설비에 대해서는 건물 단위로 허가
주파수별 무선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

출처: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7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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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기사
[헤럴드경제][기사] "하루 250여명 산재…현장 고려한 합리적 안전기준 필요" (2022.11.16.)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1116000329

주요내용 이시욱 대통령실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외협력실장은 대륙아주와 헤럴드경제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중대재해예방 산업안전법제포럼’에서

하루 평균 250여 명이 산업재해로 다치거나 병에 걸리는 현실을 고려해 노사 간 합리적인 안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재해가 꾸준한 만큼 사후 처벌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균형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 이 실장은
“안전에 관해서는 다소 과하다 싶을 정도의 규칙이 필요한 때”라며 산업재해에 있어 경영자들의 심도 높은 이해와 노사 간 소통을 강조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자 입장에서는 과도한 법이라고 하지만, 노조에서는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지적하는 등 양쪽의 해석이 첨예하게 엇갈린다”며
“다만 처벌은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 실제로는 예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조언함.

[경향신문][기사] 새벽에 쓰러진 택배 노동자…'과로사'로 중대재해법 위반 적용할 수 있을까 (2022.11.14.)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11141634001

주요내용 19일 새벽, 로젠택배 경기 이천 터미널에서 50대 일용직 노동자 A씨가 숨짐. A씨는 앓고 있는 병이 없었고, 동료 노동자들은 ‘과로’가 사망

원인이라고 주장함. A씨는 지속적으로 야간노동을 하면서도 휴게시간은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고, 노동자들은 이번에야말로 중대재해법 위반을
검토해야 한다고 봄.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부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사인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말함. 하지만, 떨어짐이나 추락, 끼임 등의 중대재해에 비해 과로사에 대한 중대재해에서 노동부가
법 적용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옴.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산재 보상으로 인정한다고 해서 모두 중대재해법으로 가지고 오면 처벌도
쉽지 않고 오히려 사회적 논란만 일수 있음. 종합적인 판단이 있어야한다”며 과로사에 까다롭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추락이나 끼임 등 안전조치
위반이 명백한 중대재해에서도 고의성이 없거나 예견 가능성이 없으면 검찰 지휘를 받아 종결 처리한다고 밝힘.

12

[파이낸셜뉴스][기사]"중대재해 막으려면 사업주 자율규제에 맡겨야" (2022.11.10.)
https://www.fnnews.com/news/202211101611450176

주요내용 근로자 사망사고를 줄이려면 오히려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규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현재 처벌위주의 법은 처벌을 피하는 데만 관심을

두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힘들다는 이유.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일 고용노동부 주최로 열린 ‘지속 가능한
중대재해 예방 체계’ 토론회에서 “법·규칙이 정한 내용을 기계적으로 이행하는 것만으로는 다수 작업자의 비참한 사망을 예방할 수 없다”며 “사업주가
법이 정한 내용을 참조해 사업장의 숨겨진 위험까지 찾아내 관리하는 모범적 자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한겨레][기사] 제2의 봉화 사고 막아라…중대재해 광산 35곳 긴급 안전점검 (2022.11.09.)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66408.html

주요내용 올해 10월까지 3년 동안 중대재해(사망, 중상)가 발생한 광산은 35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정부는 이를 위험 광산으로 분류해 올해 말까지

민관 합동으로 긴급 안전 점검에 나서기로 함. 민관 합동 점검단은 국내 가행광산 325개 중 재해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35개 광산을
대상으로 갱내 광산과 노천 광산의 재해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안전 점검을 벌일 예정이며, 긴급 점검 외 나머지 290개 가행광산에 대해서는
광산안전사무소별 계획을 수립해 내년 상반기까지 점검을 완료하기로 함. 또한, 산업부는 국내 광산의 재해 예방을 위해 광업협회 및 근로자 간담회
등을 통해 올해 말까지 광산안전관리 강화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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