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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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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 Report는 대한민국 로펌 최초로 발간하는 입법 정보 전문지입니다.
의안 원문,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국회 회의록 등 국회 공식 자료만을 활용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입법 정보를 매월 제공합니다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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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 Report 구성 소개
주요 구성

상정 법률안 목록
매달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국회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
률안 목록을 소관 위원회별로 구분해 보여드립니다.

SA
주요 법률안 소개

매달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상정된 법률안 중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을
엄선해 관련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
■

제안자: 법률안 제안 주체(국회의원의 경우 전체 명단과 소속 정당)을 소개합니다.
심사진행경과: 법률안 심사 전 과정을 접수,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5단계로 나누어 소개합니다.
제안이유/주요내용: 제안자가 법률안을 제안한 이유 및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주요발언: 국회의원, 전문위원, 정부관계자 및 기타참석자가 국회회의에서 해당 법률
안에 대해 논의한 공식 회의록에서 유의미한 발언을 발췌해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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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안 비교·분석

주요 법률안과 유사한 내용의 의원안이 다수 계류된 경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등을
활용해 현행법과 의원안을 비교·분석하여 쟁점별로 타당성과 문제점을 소개합니다.

E

별첨

신규 상정 법률안 목록
매달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국회 소위원회에 상정된 법률안 가운데 이달에 처음 상
정된 법률안을 별도로 소개합니다.

국회 일정표
매달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국회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의사일
정을 위원회별, 날짜별로 구분해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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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성 | 2. 소관법률

환경노동위원회 특집

환경노동위원회 구성
위원정수 16

현원 16

더불어민주당 9

국민의힘 5

비교섭단체 2

위원장

송옥주
선 거 구 경기 화성시갑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 선 횟 수 재선(20대, 21대)

SA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간사

간사

위원

안호영

임이자

강은미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재선(20대, 21대)

경북 상주시문경시
재선(20대, 21대)

비례대표
정의당 / 초선(2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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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위원

위원

김성원

박덕흠

서울 마포구갑
4선(17대, 19대, 20대, 21대)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재선(20대, 21대)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위원

위원

노웅래

박범계

김웅

대전 서구을
3선(19대, 20대, 21대)

서울 송파구갑

위원

위원

윤미향

무소속 /3선(19대, 20대, 21대)

초선(21대)

박대수

비례대표
초선(21대)

위원

위원

윤준병

홍석준

전북 정읍시고창군
초선(21대)

대구 달서구갑

E

비례대표
초선(21대)

초선(21대)

위원

이수진
비례대표
초선(21대)
위원

임종성
경기 광주시을
재선(20대, 21대)

8

P&B Report May 2021

1. 구성 | 2. 소관법률

환경노동위원회 특집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위원

장철민
환경노동위원회 특집

대전 동구

초선(21대)

소관기관

정부기관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기상청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고용정보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노사발전재단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건설근로자공제회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한국잡월드

유역(지방)환경청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중앙노동위원회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상청 산하
공공기관

최저임금위원회

지방고용노동청
한국수자원공사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고용노동부
유관기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E

고용보험심사위원회

APEC기후센터

상임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소위원회

화학물질안전원

지방홍수통제소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학교법인 한국폴리텍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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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속기관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발의

근로복지공단

SA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국회 본회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국립생태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한국상하수도협회
환경보전협회
워터웨이플러스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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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성 | 2. 소관법률

환경노동위원회 특집

환경노동위원회 소관법률
소관부처

소관법률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 국립공원공단법
4.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5.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6.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7.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SA

8.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9.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10. 대기환경보전법

1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12.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13.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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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15. 먹는물관리법

16.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17. 물관리기본법

18.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19.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환경부

20. 물환경보전법

2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22.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23.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6. 석면피해구제법
27. 소음·진동관리법

28.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E

25. 석면안전관리법

29. 수도법
30.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1. 습지보전법
32. 실내공기질 관리법
33. 악취방지법
3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5.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36.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37.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38.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39. 자연공원법
40. 자연환경보전법
10

P&B Report May 2021

1. 구성 | 2. 소관법률

환경노동위원회 특집

소관부처

소관법률
41. 자원순환기본법
4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43.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환경노동위원회 특집

44.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45. 지속가능발전법
46. 지하수법
47.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48. 토양환경보전법
49. 폐기물관리법
50.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5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52. 하수도법
5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SA

발의

54. 한국수자원공사법

환경부

55. 한국환경공단법

56.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57. 화학물질관리법

58.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59.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PL
M

60. 환경교육진흥법

6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소위원회

62.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63. 환경보건법

64.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65. 환경분쟁 조정법
66. 환경영향평가법

67.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68.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기상청

2. 기상법
3. 기상산업진흥법
4.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E

1. 기상관측표준화법

상임위원회

69. 환경정책기본법
70. 하천법

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국회 본회의

3.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5. 고용보험법
고용노동부

6.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7.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8. 고용정책 기본법
9.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0. 공인노무사법
1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2.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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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성 | 2. 소관법률

환경노동위원회 특집

소관부처

소관법률
13. 국가기술자격법
14. 근로기준법
15. 근로복지기본법
16.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1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18.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1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2. 노동위원회법
2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4.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25. 사회적기업 육성법

SA

26. 산업안전보건법

2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8.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29. 숙련기술장려법

3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31. 임금채권보장법

PL
M

32. 자격기본법

3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3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3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36.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37. 직업안정법

38.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39.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0.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41. 최저임금법

4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4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46. 한국산업인력공단법

12

E

43.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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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특집
발의
소위원회

PL
M

SA
Ⅱ. 발의

1. 발의 법률안 목록
2. 주요 법률안 소개
상임위원회

E

국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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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의 법률안 목록 | 2. 주요 법률안 소개

발의

발의 법률안 목록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운영위원회

2.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3.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SA

5.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8.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10.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PL
M

11.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2.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13.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1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2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

2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4. 출소자 등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안
25.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7.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8.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에 관한 법률안
2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3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2. 가상자산업법안
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정 법률안 : 의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일 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에 상정된 심의대상 안건 법률안
○ : 주요 법률안 소개에 해당하는 법률안 ● : 법률안 비교·분석에 해당하는 법률안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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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의 법률안 목록 | 2. 주요 법률안 소개

발의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6.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7.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환경노동위원회 특집

8.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13.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14.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SA

발의

17.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18.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2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PL
M
2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위원회

○

26. 지속가능발전기본법안

2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8.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3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3.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7.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

E

○

8.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위원회

1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1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3.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5.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8. 토지초과이득세법안
19.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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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의 법률안 목록 | 2. 주요 법률안 소개

발의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기획재정위원회

법률안명
20.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8. 장애인평생교육법안

교육위원회

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1.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SA

12.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3.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PL
M

2.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4.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5.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6.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7.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8.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지능형 사물정보통신 진흥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E

13.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교통일위원회

2.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3.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1.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위원회

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6.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7.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9.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6

P&B Report May 2021

1. 발의 법률안 목록 | 2. 주요 법률안 소개

발의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5.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6.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노동위원회 특집

7.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8.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1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5.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A

발의

1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전통한지문화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안

18.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 체육인 복지법안
21.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PL
M
2.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원회

3.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5.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6.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9.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1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14.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

12.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15. 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16.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18.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 주취자 범죄의 예방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23.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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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2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30.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31. 지역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3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4.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35.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A

5.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6.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8.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9.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1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PL
M

11.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3.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14.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5.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

22.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3.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5.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6.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7.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6.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7.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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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P&B Report May 2021

1. 발의 법률안 목록 | 2. 주요 법률안 소개

발의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1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노동위원회 특집

14.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1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SA

발의

23. 코로나피해지원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
2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PL
M
6.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원회

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9.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0.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1. 대한노인회법안

1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15.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1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E

16.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2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5.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7.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8.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3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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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3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3.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35. 주거약자 주거유지 지원서비스에 관한 법률안
36.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7.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 5개 댐 하류·연안지역 홍수 피해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6.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7. 근로자대표제 및 경영참가 등에 관한 법률안

SA

○

8.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녹색전환을 위한 기본법안

1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PL
M
14.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노동위원회

18.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

24.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5.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7.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8.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1.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안
32.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33.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4.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35.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2.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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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노동위원회 특집

8.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9.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1.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5.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A

발의

1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20.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2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3.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PL
M
2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원회

2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6.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7.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8.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9.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30.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31.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32.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33.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

34.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3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1.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3.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6.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7.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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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위원회

1. 발의 법률안 목록 | 2. 주요 법률안 소개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9913호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미지급한 회사에 대한 제재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임금을 체
불한 기업도 합병, 신규사업 개시, 신주 발행 등과 같은 사업확대를 제한 없이 할 수 있음.

SA

류호정

임금체불은 근로자에게는 경제적 고통일 뿐만 아니라 마땅히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지급
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는 행위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근간으로 하는 시장경제를
위협하는 불공정행위라 할 수 있음. 따라서 임금체불 사업주 개인에 대한 「근로기준법」
상의 제재를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체불기업에 대해서 최소한 신규사업 진출 및 사업확
장 등을 제재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선 거 구
정
당
당선횟 수
소속위원회

비례대표
정의당
초선(21대)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접수
2021.05.04.

제안

E

PL
M

심사 진행 경과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 된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할 때까지 합병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신규사업의 개시, 신주발행, 주식시장 상장 등 사업확대를 제한하며, 이를 위
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여 공정하고 건전한 시장경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74
조제1항 단서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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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정무위원회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109845호

제안이유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와 감사품질 개선을 위해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주기적 지정제가 도입되었으나, 이로 인해 기업의 협상력이 약화되면서 감사보수가 증
가하는 등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환경노동위원회 특집

박수영 의원 대표발의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표준 감사시간만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고, 시행령을 통해 증권선물위원회가 적정 감사시간과 감사보수를 정하여 권고할 수 있
도록 규정하는 것에 그치고 있어 기업 보호에 한계가 있음
선 거 구
정
당
당선횟 수
소속위원회

부산 남구갑
국민의힘
초선(21대)
정무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4.30.

제안

소위원회

접수

PL
M

심사 진행 경과

발의

이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표준 감사시간과 마찬가지로 표준 감사보수를 정할 수 있도
록 하고, 표준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
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기
업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1항).

SA

박수영

상임위원회

E

국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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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정무위원회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9650호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목표로 함.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대등한 지
위에서 상호보완해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함. 문제는 위법에 대한 처벌임.
원사업자가 건설업자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라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음. 그 외 다른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는 관련 규정이 없
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방해해도 과태료가 1억원 이하임. 사업자는 위법행위로 과징
금을 받는 것보다 조사를 방해하는 것이 더 유리함.
이에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대상을 과거 5년간 위반행위에 대한 경고 등을 받은 사
업자로 강화하려 함. 「건설산업기본법」 이외에 다른 법률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
정지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 함.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자
함(안 제25조의4제1항, 제26조제2항 및 제29조 등).

선 거 구
정
당
당선횟 수
소속위원회

광주 광산구을
더불어민주당
초선(21대)
정무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1.04.21.

제안

E

PL
M

SA

민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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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기획재정위원회

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110019호

제안이유
현행법은 석유화학공업용 원료 등으로 사용하는 석유류 및 산업용 등으로 사용하는
유연탄 등 법률로 정한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고 있음.

환경노동위원회 특집

이장섭 의원 대표발의

최근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및 탈탄소 목표 달성을 위하여 대대적인 수소경제로의 전
환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성공적인 수소경제 구축을 위해서는 원활한 수소생산 공급 및
수소생산 원가를 낮추는 것이 중요함.
선 거 구
정
당
당선횟 수
소속위원회

충북 청주시서원구
더불어민주당
초선(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회

2021.05.11.

제안

소위원회

접수

이에 수소생산용 천연가스를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에 포함하여 수소 생산비용 절감을
통한 수소경제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14호 신설).

PL
M

심사 진행 경과

발의

이를 위해선 수소를 만드는데 사용하는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세금감면 혜택을 통한 생산비용 절감이 필요함.

SA

이장섭

상임위원회

E

국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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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109717호

제안이유
이동통신 재판매(이하 “알뜰폰”)사업은 이동통신시장의 경쟁구도의 개선 및 가계통신
비의 경감 등을 위하여 2010년 10월부터 시행되었고, 가계통신비 인하에 적지 않은 기
여를 하였음.

선 거 구
정
당
당선횟 수
소속위원회

비례대표
무소속
초선(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
통신위원회

2021.04.26.

제안

소위원회

접수

PL
M

심사 진행 경과

이에 이동통신 3사의 계열회사인 전기통신사업자는 알뜰폰 시장의 전체 가입자 중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 중소 알뜰
폰 사업자를 보호하고 이동통신시장의 안정적인 경쟁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8
조의2 신설).

발의

SA

양정숙

그러나 최근 자급제폰 활성화로 인하여 알뜰폰 번호이동 건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번호이동 가입자의 대부분이 이동통신 3사의 자회사인 알뜰폰 사
업자로 가입하는 반면, 중소 알뜰폰 사업자는 오히려 위축되어 있는 등 알뜰폰 시장에
서의 이동통신 3사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환경노동위원회 특집

양정숙 의원 대표발의

상임위원회

E

국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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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110017호

제안이유
최근의 지구온난화 및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것
이 중요해지고 있음. 정부도 이를 위하여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수소
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수소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환경노동위원회 특집

이장섭 의원 대표발의

그런데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결국 수소 생산의 경제성 확보가 필요하고, 천연
가스 추출 방식의 수소 생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천연가스의 가격이 수소
산업 육성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선 거 구
정
당
당선횟 수
소속위원회

충북 청주시서원구
더불어민주당
초선(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회

2021.05.11.

제안

소위원회

접수

PL
M

심사 진행 경과

발의

이에 수입된 천연가스로부터 수소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SA

이장섭

상임위원회

E

국회 본회의

P&B Report May 2021

29

1. 발의 법률안 목록 | 2. 주요 법률안 소개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9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9981호

제안이유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에너지 관련 시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
을 위하여 에너지 관련 통계를 작성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면서 통
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너지 유관기관 또는 에너지사용자에 대하여 자료
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SA

양금희

그러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아도 그에 대한 제출 의무가 없어서 자료 수집을 제출 대상
자의 협력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므로 통계 작성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상
황이 발생하고 있음.

선 거 구
정
당
당선횟 수
소속위원회

대구 북구갑
국민의힘
초선(21대)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접수
2021.05.10.

제안

E

PL
M

심사 진행 경과

이에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하여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요구
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
는 것임(안 제19조제4항, 제26조제1항제1호 신설 등).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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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환경노동위원회

1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0064호

제안이유
근로자대표는 근로조건을 집단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와 서면합의나 협의
를 하는 등 사업장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과반수 노
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선출방법,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 의사반영 절차, 서면합
의나 협의시 사용자와의 대등성, 근로자대표에 대한 불이익취급시 보호방안 등과 관련
하여 미비점이 있어 그동안 노사분쟁의 원인이 되어 왔음.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최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제도ㆍ관행개
선위원회는 2020년 10월 16일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을
노ㆍ사ㆍ정 및 공익위원 전원일치로 의결하였는바, 이 합의문의 내용을 토대로 그간의
근로자대표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개선사항을 법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음.

SA

이수진

선 거 구
정
당
당선횟 수
소속위원회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초선(21대)
국회운영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접수
2021.05.12.

제안

이에 근로자대표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근로자대표의 근로자 의견수렴 의무, 사용
자에 대한 협의 또는 자료요구 권한 부여, 근로자대표의 정당한 활동에 소요되는 시간
을 근로시간으로 인정, 근로자대표의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근로자대표의 임기보장
등 근로자대표의 지위와 활동을 보장하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선출 과정에 개입하
거나 활동을 방해한 경우와 근로자대표의 정당한 활동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
익한 조치를 한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려는 것임
(안 제2조, 제14조의2, 제24조 및 제110조).

E

PL
M

심사 진행 경과

이를 통해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ㆍ방법ㆍ지위 및 활동 보장을 규율함으로써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사업장 내 민주적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 형성에 기여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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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환경노동위원회

12

근로자대표제 및 경영참가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제2109602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대표는 경영상 해고의 협의, 근로시간제 서면합의 등 노동관계
법의 30여개 영역에 관련되는 중요한 권한의 주체로 되어 있으며, 현행 근로자참여 및
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주요 경영사항
의 협의주체로서 참여하고 있으나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위원의 선출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선 거 구
정
당
당선횟 수
소속위원회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초선(21대)
국회운영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2021.04.20.

제안

주요내용

가.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및 노사공동위원회를 통하여 노사가 대등한 입장에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의 경영참가를 실현함으로써 근로자와 사용
자의 공동이익을 촉진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산업 평화와 국민경제 발전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E

다. 근로자대표, 근로자위원, 근로자추천이사, 노동감사, 노동이사 등의 활동에 필요한
사용자의 정보제공과 편의제공, 활동시간 보장 의무를 부여함(안 제6조부터 제8조
까지).

마.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총회를 두어 근로자총회에서 근로자대
표 및 근로자위원 선출 등의 안건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총회의 소집 및 의결요
건 등을 명시하는 한편,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위원의 민주적 선출절차, 임기, 권한
등을 규정함(안 제12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바.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를 포함한 근로자위원으로 구성
된 근로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한 근로
자대표의 권한사항, 이 법에 따른 노사공동위원회 안건 등에 관하여 사전 심의, 근
로자추천이사, 노동감사, 노동이사 등에 관한 추천 등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13조).

P&B Report May 2021

33

국회 본회의

라. 이 법에 따라 선출된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위원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
는 근로자들을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표할 의무가 있으며, 이 의무를 위반한
노사합의는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고 근로자위원, 근로자대표가 아닌 근로자
는 그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9조).

상임위원회

나. 근로자대표, 근로자위원, 근로자추천이사, 노동감사, 노동이사 등에 대한 차별 및
불이익처우, 이들의 선출절차 및 그 활동에 대한 개입과 방해를 금지함(안 제4조 및
제5조).

소위원회

접수

PL
M

심사 진행 경과

발의

한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020년 10월 16일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 방법, 지위
및 활동 보장을 규율하는 내용으로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이
채택된 바 있음. 이에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위원의 민주적 선출절
차와 방법 등 법률에 규정하고, 그 활동 및 지위를 보장함으로 민주적 노사관계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아울러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근로자들이 추천하는 노동이사, 노동감사 등을 통하여
근로자의 경영참가를 실현함으로써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확보하고 노사의 공동이익과
신뢰 제고를 도모하여 산업평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SA

이수진

환경노동위원회 특집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1. 발의 법률안 목록 | 2. 주요 법률안 소개

발의

사. 주요 기업경영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의결사항, 보고 및 협의사항을 논의하기 위하
여 노사 동수로 구성된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함(안 제19조부터
제26조까지).
아. 노사공동위원회의 의결사항, 보고 및 협의사항 등을 법률에 정하고, 의결요건, 의결
사항의 이행, 임의중재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
자. 근로자대표의 이사회 출석 및 진술권, 회사의 근로자들이 추천하는 사외이사 선임
의무, 노동감사의 선임의무 등을 규정함(안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차. 「상법」 제542조의11제1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상장회사 또는
이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상장회사가 노동감사를 두는 대신 감사위원회를 설치
할 경우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을 근로자들이 추천한 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함(안 제
38조).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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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특집
발의
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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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소위원회
1. 상정 법률안 목록
2. 주요 법률안 소개

상임위원회

E

국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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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법률안 목록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국회운영위원회

법률안명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A

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8.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9.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PL
M

11.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위원회

E

2.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6.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3.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위원회

5. 교육정보화기본법안
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8. 기초학력 보장법안
9.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안
10.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 법률안 : 의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일 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에 상정된 심의대상 안건 법률안
○ : 주요 법률안 소개에 해당하는 법률안 ● : 법률안 비교·분석에 해당하는 법률안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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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1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노동위원회 특집

1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5.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위원회

16.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17.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8.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 학력향상지원법안
21.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1. 데이터 기본법안

SA

발의

2. 데이터 산업 진흥법안

3. 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

4.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6.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7.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8.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PL
M

9.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소위원회

10.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안
11.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18.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상정 법률안 없음

E

외교통일위원회

1. 3ㆍ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2.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국가자치분권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4.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5.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

국회 본회의

6.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7.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8. 이장ㆍ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9.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안
12. 재난안전통신망법안
13.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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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15.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18.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21.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안
1. 경륜ㆍ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4.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SA

6.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7.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8.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0.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1.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PL
M
13.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5.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16. 스포츠클럽 육성법안
17. 스포츠클럽 진흥법안

18.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 체육인 복지법안

1.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5.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3.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6.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5.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6.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9.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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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13.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1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노동위원회 특집

16.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5.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6.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SA

발의

8.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 사회서비스 강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13.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1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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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원회

1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1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

23.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24.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6.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

25.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8.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안

29.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0.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3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3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3.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4. 지역공공간호사법안
35.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6.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1.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환경노동위원회

2.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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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6.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노동위원회

7.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8.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5.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6.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7.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SA

8.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0.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3.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14.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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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1.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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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1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105855호

선 거 구
정
당
당선횟 수
소속위원회

인천 남동구을
더불어민주당
3선(19대, 20대, 21대)
정무위원회

2020.11.27.
2021.02.17.

제안
상임위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상정
상정

E

2021.03.22.
2021.04.26.

최근 유럽연합의 「지급결제산업지침(PSD2: The revised Payment Services
Directive)」, 「전자적 신원확인 및 인증 등에 관한 법률(eIDAS: Regulation on
electronic Identification, Authentication and Trust Services)」, 영국의 「지급결제
산업법(Payment Services Regulations)」, 싱가포르의 「지급결제산업법(Payment
Services Acts)」, 일본의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등의 제ㆍ개정에 이르기까지 해외
유수의 국가는 이러한 디지털금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디지털금융 분야에서의 경쟁
과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앞다투어 관련 법ㆍ제도를 정비하고 있음.

물론, 국회는 이와 같은 변화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
영에 관한 특례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률」을 비롯한 데이터 3법의 개정 등을 통해 디지털금융에 관한 법ㆍ제도를 지속적으
로 정비해 왔고, 정부도 금융규제 샌드박스, 오픈뱅킹, 빅데이터ㆍ마이데이터(MyData)
의 활성화 등 핀테크ㆍ디지털금융의 혁신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음. 그러나, 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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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당시 상대적으로 발전된 인터넷 환경 등에 기반하여 해외 각국이 디지털
금융을 본격적으로 규율하기 전인 2006년에 「전자금융거래법」을 선도적으로 제정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금융권 전산사고 등으로 인한 일부 사항에 대한 개정 외에
전자금융거래 분야에서는 제도혁신이 없었음. 이로 인해, 2007년의 스마트폰 등장과
뒤이은 폭발적인 대중화, 2010년대의 핀테크 혁신 등 금융의 디지털 전환, 정보통신기
술ㆍ전자상거래업 등에 기반한 빅테크 기업의 지급결제산업을 비롯한 금융산업 진출,
최근의 공인인증제도 폐지와 간편인증수단의 확산 등 금융환경의 변화를 제도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디지털금융은 정보통신기술ㆍ전자상거래 등 다른 산업분야의 자극제로 작용하여 연
관 산업의 동반성장과 선도형 디지털 경제에 이바지하며, 스마트ㆍ모바일 기기와 인공
지능ㆍ간편인증 기술 등을 통해 ‘내 손 안의 금융’을 제공하여 국민들에게 혁신성장의
혜택을 직접적이고도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디지털 신기술을 적
극 활용함으로써 금융산업의 생산성과 금융접근성이 높아지면 금융으로 포섭할 수
있게 되는 경계(Frontier) 자체가 넓어지게 되므로 사회초년생, 주부 등 금융소외계층
(Underbanked)에 대한 혁신적 포용금융이 가능하게 됨.

소위원회

접수

이러한 추세 속에 디지털금융은 대표적인 비대면 산업으로서 지급결제ㆍ송금의 간
편ㆍ다양화, 인증ㆍ신원확인 기술의 발전, 금융플랫폼의 구축 경쟁 등에 따라 이용자와
거래규모 등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빅데이터와 고객네트워크 등을 기반으로 핀테크
(Fintech)ㆍ빅테크(Big tech) 등 다양한 참가자들이 디지털금융과 데이터경제를 연계한
성장전략을 추구함에 따라 기존 금융산업에도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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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경과

발의

4차 산업혁명, 초연결성(Hyper-Connectivity), 지능정보화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되는
최근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의 추세는 국민 개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제
조ㆍ유통ㆍ금융ㆍ보건의료ㆍ정보통신기술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왔음. 스마트ㆍ모바일 기기의 대중화와 더불어,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
드컴퓨팅 등 디지털 신기술의 도입 등으로 산업구조와 참가자도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 특히, 최근 코로나 19(COVID-19) 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대중의 온라인 거래에
대한 선호 경향이 확산되고 근로현장에서 재택ㆍ유연근무가 대폭 확대되는 등 기존의
디지털 전환의 추세가 가속화되어 비대면(非對面)ㆍ디지털 경제로 나아가고 있음.

SA

윤관석

제안이유

환경노동위원회 특집

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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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 방식의 지급결제산업인 전자금융업의 규제수준이 해외 유수의 국가에 비해 여전
히 높고 규율체계도 복잡하여 혁신사업자의 금융산업 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보
다 근본적으로 입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함. 한편, 디지털금융의 이용규모가 급격히 확
대됨에 따라 이용자예탁금을 비롯한 이용자 보호의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
며, 디지털 신기술의 발전의 이면에서 발생하는 부정결제사고, 서비스거부공격(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등 사이버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의 재산보호와 직
결되는 금융보안(Cyber Security)의 시스템적 중요성이 나날이 증대되어 관련 제도 정
비가 시급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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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지급지시전달업과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의 도입, 현행 전자금융업의 기능별
통합·간소화, 최소자본금 등 진입규제와 후불결제업무 도입 등 영업행위규제의 합리화
등을 통해 디지털금융에서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며,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이용자예탁금에 대한 별도관리, 금융플랫폼 운영에 관한 영업
행위 규율체계의 마련, 이용자가 허용하지 아니한 비대면거래에 대한 금융회사와 전자
금융업자의 책임 확대 등을 통하여 국민들께서 믿고 편리하게 디지털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며, 오픈뱅킹과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의 제도화, 비대면거
래의 인증수단인 접근매체와 전자적 방식의 신원확인 관련 제도의 정비, 국내외 빅테
크의 금융산업 진출에 대한 관리감독체계 마련 등으로 안전한 전자금융거래의 기반을
조성하고,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등의 금융보안 거버넌스 강화, 전자금융업자 등의
업무위탁에 관한 규율체계 정비, 보안지원전담기관의 제도화 등을 통해 금융보안을 강
화함으로써 인터넷전문은행, 금융규제샌드박스, 데이터 3법에 이어 디지털금융의 혁
신과 안정을 위한 법ㆍ제도의 정비를 완결하도록 하는 한편, 현재의 전자금융거래의 범
위를 확대하고, 정부로 하여금 전자금융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디지털금융협의회를 설
치·운영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
임.

주요내용

가. 지급지시전달업의 도입(안 제2조제2호의6ㆍ제4호의5, 제28조제2항제3호, 제30
조제3항제2호, 제35조제1항제3호, 제35조의2, 제36조의3제2항제5호 및 제36
조의7 등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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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인의 자금을 보유하지 않으면서도 지급인의 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 등에 지
급지시를 전달함으로써 전자자금이체 등을 돕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지급지시전
달업을 도입하고, 지급지시전달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며,
금융회사 등이 지급지시전달업자를 통하여 안전성과 신뢰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
식으로 지급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이용자로부터 직접 지급지시를 받은 경우와 동
일하게 처리하도록 하되 미리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하고, 금융회사 등에게
특정 지급지시전달업자를 차별하거나 지급지시의 처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며,
본인신용정보 관리업(MyData)을 겸영ㆍ부수업무로 허용하는 등 작지만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핀테크 기업 등도 쉽게 진입하여 국민들께 간편송금ㆍ결제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새로운 전자금융업으로서 지급지시전달업
을 육성함.

나. 현행 전자금융업 규율체계 개편 및 진입규제 등의 합리화(안 제2조제2호의2부터
제2호의6까지 신설, 제28조, 제30조, 제36조의3제1항ㆍ제2항 등 개정)
전자화폐업,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등 전자지급수단별로 세분화된 현
행 7개의 전자금융업의 종류를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업무의
기능별로 구분하여 허가제인 자금이체업과 등록제인 대금결제업ㆍ결제대행업의 3
개 업종으로 간소화함과 더불어 위와 같이 지급지시전달업을 도입하여 전자금융
업을 총 4개로 재분류하며, 해외 유수의 국가들의 전자금융업의 규제 수준, 금융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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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도입(안 제2조제4호의6, 제36조의3제2항제2호, 제36조
의4, 제36조의5 및 제45조의2 등 신설)

발의
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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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등과 같이 이용자에게 계좌를 개설하여 주는 방법으로 자금이체업을 하면서
별도의 등록 없이도 대금결제업과 결제대행업을 함께 할 수 있는 종합지급결제사
업자를 도입하고, 종합지급결제사업자가 되려는 자는 자금이체업자로서 일정한 자
기자본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신청한 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도록 하며, 전
자지급수단의 이용한도 등을 일반적인 자금이체업자 등과는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금융업 외에 일정한 외국환업무, 본인신용정보 관리업, 그 밖에 경영건전
성 등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일정한 업무 등을 겸영하거나 부수업무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좌 기반의 다양한 융ㆍ복합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되, 이용자에
게 계좌를 개설할 때에는 금융회사처럼 금융실명거래의 원칙을 따르도록 하고, 일
반적인 자금이체업자 등과는 달리 강화된 건전성 규제를 받도록 하며, 금융회사와
같은 여신ㆍ수신업무는 금지하고, 종합지급결제사업자가 합병ㆍ영업양도 등을 하려
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체
계를 마련하여 이용자보호와 금융안정의 기반 하에 하나의 금융플랫폼을 통하여
간편송금ㆍ결제 외에 계좌 기반의 다양한 전자금융업무를 한번에 제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대형 사업자를 육성함.

환경노동위원회 특집

사와 달리 직접 여신ㆍ수신 업무 등을 하지 않는 산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최소자
본금 등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영업규모에 따라 최소자본금이나 허가ㆍ등록에 관한
특례 등을 부여하되, 이용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인공지
능ㆍ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전자금융업무의 합리성ㆍ투명성ㆍ공정성
이 유지되도록 하는 등 전자금융업자의 행위규칙을 마련함으로써 서비스 간 융ㆍ복
합이 활성화되는 최근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응함과 동시에 핀테크 기업 등이 전자
금융업에 활발히 진출하여 금융산업 전반에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도록 함.

라. 대금결제업자 등에 대한 후불결제업무 허용(안 제35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부터 제8항까지, 제36조제3항, 제49조제5항제9호의2 신설)

자금이체업자나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관한 대금결제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전자지
급거래와 관련하여 받은 금전인 이용자예탁금은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은행 등 관
리기관에 예치ㆍ신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도관리하도록 하고, 이용자예탁금을 별
도관리하는 자금이체업자 등이 파산선고를 받는 등의 경우에는 관리기관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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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이용자예탁금의 보호(안 제26조, 제36조의9제2항 신설)

상임위원회

E

이용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잔액이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분에 대하여 대금
결제업자ㆍ종합지급결제사업자 스스로의 신용으로 가맹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겸영업무로서 후불결제업무를 도입하고, 후불결제업무를 겸영하
려는 대금결제업자 등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하며, 대금결제업자 등
이 이용자별로 개인결제한도를 산정할 때 비정형ㆍ비금융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디지털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금융데이터 중심의 개인신용평가
만으로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었던 사회초년생 등 금융소외계층도 후불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후불결제업무가 대금결제업자 등의 주된 사업이
되지 않도록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후불결제의 한도액 및 해당 대금결제업자 등의
총제공한도를 제한하고, 후불결제 서비스의 이용자에 대한 현금서비스 등 금전의
대부나 융자를 금지하는 등 현행 신용카드업과는 분명히 차별화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이용자에게 후불결제업무로 재화 등을 구매하도록 한 후 그 재화 등을 할
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등을 형사처벌하는 등으로
건전한 거래질서의 기반 하에 대금결제업자 등으로 하여금 계좌 기반의 선불ㆍ직불
결제 서비스를 보완하는 신용 기반의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한적인 범위에서 제공
하여 국민들의 결제편의성을 높이고 금융소외계층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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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지급받아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하도록 하되, 이용자가 그 자금이체업자 등으
로부터 직접 지급받기에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 등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관리기관 등이 이용자에게 직접 이용자예탁금을 지급할 수 있도
록 하며, 이용자는 별도관리된 이용자예탁금에 대하여 그 자금이체업자 등에 대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등 자금이체업자나 대금결
제업자가 보유하는 이용자예탁금을 제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안
전성과 신뢰성을 높임.
바. 금융플랫폼 운영에 관한 이용자 보호체계의 마련(안 제2조제23호, 제27조의2제2
호, 제36조의3제3항, 제46조제2항, 제46조의2제1항제2호 등 신설)

SA

이용자 또는 금융회사 등으로 이루어진 집단 사이에서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대
한 대리ㆍ중개ㆍ주선, 광고ㆍ정보제공, 비교분석ㆍ추천 등을 하는 애플리케이션
(Application) 등의 전자적 시스템인 금융플랫폼의 운영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이
직접 금융플랫폼을 운영하거나 금융플랫폼 운영자와 제휴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
플랫폼에서 이용자가 다른 금융회사 등의 금융상품을 금융플랫폼 운영자가 제공
하는 금융상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및 다른 금융회사 등에게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금융
회사나 전자금융업자 뿐만 아니라 금융플랫폼 운영자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가
직접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수입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
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플랫폼 운영에 관한 공정한 행위규칙을 마련하
여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디지털금융 거래질서를 확립함.

PL
M

사. 이용자가 허용하지 아니한 비대면거래(Unauthorized Transaction)에 대한 금융회
사 등의 책임 강화 및 이용자의 협력의무 부과
ⅰ) 현행 접근매체의 위ㆍ변조, 해킹 등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 등 특정한 기술
적 유형으로 제한되고 있는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
여 이용자의 거래지시나 동의가 없거나 그 거래지시에 따라 처리되지 않은 비대
면거래 전반으로 그 책임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비대면거래가 금융회사 등이 관
리ㆍ운영하는 영역 외에서 발생하였다는 사실이나 오류 없이 비대면거래를 처리
한 사실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등이 입증부담을 지도록 하는 등 디지털금융에서
비대면거래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함(안 제9조제1항 개정, 제9조의2 신설)

E

ⅱ) 이용자도 전자지급수단 및 접근매체에 관하여 약관 등을 준수하고, 전자지급수
단 등의 수령 시 안전하게 사용ㆍ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이용자가 허용하지 아니한 비대면거래가 발생하였거나 전자지급수단 등이 분
실ㆍ도난되는 등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회사 등에 통지하도록 하는 협력의무
를 부과하는 등 디지털금융에서 나타나는 위험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과 이용자
간에 공평하게 손해를 분담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2항 개정, 제10조의2 신
설)

아. 오픈뱅킹과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의 제도화
ⅰ) 현재 금융기관ㆍ전자금융업자 등 간의 사적인 협약 등으로 운영 중인 오픈뱅킹
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금융위원회가 한국은행총재와 협의하여 일정한 금융
회사 등이 제공사업자로서 이용사업자인 다른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 등에
전자지급거래청산시스템을 통하여 일정한 전자금융업무를 제공하도록 할 때
금융위원회가 한국은행총재와 협의하여 그 전자지급거래청산시스템을 지정하
도록 하고, 제공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방된 전자지급거래청산시스템의
이용사업자를 차별하거나 전자금융업무의 제공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을 통하여 전자금융거래에서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금융회사 등에 효율
적인 전자금융업무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8 신설, 제2조제
6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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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무관청인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 한국은행과 시중은행 등을 사원으
로 하여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설립ㆍ운영 중인 금융결제원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른 전자지급거래청산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금융결제원의 업무 중
한국은행이 결제기관으로서 청산대상업자의 결제불이행 위험을 감축하는 장치
를 마련한 업무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의 감독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정부와
중앙은행이 함께 협력하여 지급결제제도를 안정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함(부칙 제9조)

환경노동위원회 특집

ⅱ)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등의 청산대상업자가 일정한 전자지급거래를 함에 따
라 발생하는 다수의 채권 및 채무의 차감을 통하여 전자금융업무의 효율성을 높
이고 이에 따른 결제금액을 확정하며 한국은행 등 결제기관에 그 결제를 지시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을 도입하고,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에게 청
산업무규정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청산대상업자를 차별적으로 대우할 수 없도록 하며, 금융위원회는 전자지급거
래청산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 등에 대하여 보고ㆍ자료제출ㆍ검사의 방법으로
감독 등을 함으로써 전자지급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청산대상업자의 결제불
이행 위험을 감축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시장 인프라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5호의2부터 제6호까지,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22까지 신설)

자. 비대면거래의 인증수단인 접근매체와 전자적 방식의 신원확인 관련 제도의 정비

상임위원회

E

ⅱ) 금융회사가 비대면거래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지명의를 확인할 때 이 법에서 정하는 전자적인 방법을 두 가지 이상 중첩적
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등 금융분야 신원확인 제도의 법적인 명확성을 확보하도
록 함(안 제6조의3 신설)

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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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현행 접근매체를 조회용매체와 지시용매체로 구분하고, 지시용매체가 될 수 있
는 인증서에 대한 최소한의 기술적 요건을 제시하며,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금
융회사 등에 그 인증서에 관한 업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지정
하는 전담기관으로부터 그 기술적 요건에 대한 심사를 받도록 하고, 금융회사
등이 업무지침으로 정하는 위험도가 높은 비대면거래 시에는 2개 이상의 접근
매체를 중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을 통하여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
인증제도의 폐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 시 편리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다양하고
혁신적인 인증수단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함(안 제2조제
10호부터 제10호의3까지, 제6조의2 신설, 제11조)

차. 국내외 빅테크의 금융산업 진출에 대한 관리감독체계 마련(안 제4조제1항, 제31조
제1항제1호라목, 제34조의2, 제36조의9, 제45조의2 등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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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 법이 역외적용되도록 함으
로써 국외에 있는 빅테크가 전자금융업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게 되면 국내 현지법
인, 지점 또는 영업소를 설치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받도록 하고,
국내 이용자의 이용자예탁금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영업하는 은행 등 관리기관을
통하여 별도관리하도록 하며, 전자금융업자인 빅테크가 지급인과 수취인의 거래상
대방이 되는 일정한 전자지급거래를 내부적으로 처리하던 것을 외부의 전자지급거
래청산기관으로 하여금 청산업무를 처리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이용자예탁금을
보호하고 빅테크의 전자지급거래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전자금융업자
인 빅테크가 합병ㆍ분할ㆍ해산, 전자금융업 전부의 양도 또는 양수 등을 하려는 경
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빅테크의 금융산업 진출에 대응하여
이용자 보호와 금융안정을 위한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함.

1. 상정 법률안 목록 | 2. 주요 법률안 소개

소위원회

SA

카. 금융보안의 원칙과 안전성확보 의무의 명확화
ⅰ) 금융보안을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금융회사 등이 소유하
거나 관리ㆍ운영하는 정보, 정보처리시스템, 정보통신망 등인 정보자산을 보호
하기 위한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활동으로서 정의하며, 접근권한이 없는 자의
정보자산 접근 금지(기밀성, Confidentiality), 정보자산의 훼손ㆍ멸실ㆍ무단사용
등 방지를 통한 정보자산의 완전성ㆍ정확성의 유지(무결성, Integrity), 전자금
융업무에 필요 시 정보자산에 접근하여 사용가능할 것(가용성, Availability), 침
해사고ㆍ재난 등의 위험 발생 시 정보자산의 회복성 유지(업무지속성, Business
Continuity), 금융회사 등의 조직·임직원의 금융보안 관련 역할 명확화 등 유럽
연합ㆍ호주 등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금융보안의 원칙을 제시함(안 제2조제
20호의2부터 제22호까지 및 제20조의2 신설)
ⅱ) 금융회사 등은 전자금융거래와 정보자산의 관리ㆍ운영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
보하기 위해 인력ㆍ조직ㆍ예산 및 건물ㆍ설비 등 시설, 정보처리시스템 등 정보기
술부문, 전자금융업무의 지속성에 관한 사항, 재난 등에 대비한 비상대응훈련,
금융보안 관련 교육 등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안
제21조)
타.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등의 금융보안 거버넌스 강화(안 제21조의2부터 제21조
의4까지 및 제39조의2 등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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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등의 이사회의 금융보안 관련 책무를 명확히 하고, 전자
금융거래 및 정보자산의 관리ㆍ운영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업무를 총괄하
는 금융보안책임자를 사내이사 또는 그에 준하는 자로 지정하도록 하며, 금융보안
책임자가 금융보안에 관한 중요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보안
책임자에게 정기적으로 금융보안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며, 금융보안책임자의 주관
하에 금융보안협의체를 운영하고 금융보안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금융위원회에 제
출하도록 하는 등 금융회사 등이 일상적 업무부터 고도의 의사결정까지 전사적(全
社的) 관점에서 금융보안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함.

파. 전자금융업자 등의 업무위탁에 대한 규율체계 정비(안 제20조의2제7항, 제36조의
10, 제40조의2 신설)

E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업무나 정보자산의 관리ㆍ운영업무를 제3
자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험관리ㆍ평가 등에 관한 업무위탁 운영기준 등 금융보안
을 고려한 업무위탁 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며, 금융위원회는 위탁업무가 전자
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탁자에 대해 자료제출 요
구, 조치명령권 행사, 금융감독원장의 현장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의 정
보기술부문에 대한 아웃소싱 등이 확대됨에 따라 나타나는 제3자 리스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함.

하. 현행 제도의 미비점 보완
ⅰ) 현재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
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의 비대면거래로만 한정되어 있는 전자금
융거래의 정의를,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전자문서 등 전자적 방식으
로 처리되는 거래로 확대함으로써 디지털금융에서 이용자 보호와 금융보안 등
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
ⅱ) 정부로 하여금 편리하고 안전한 전자금융거래의 이용촉진, 전자금융업의 건전
한 육성, 전자금융거래의 기반조성 등에 관한 전자금융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
도록 하고, 금융분야의 디지털전환에 대응하여 전자금융발전계획, 데이터활용
과 정보보호, 전자금융거래 관련 기술의 표준화, 지능정보화, 금융회사와 전자
금융업자 간 공정한 거래질서 등 이해관계 조정 등을 다양하게 논의할 수 있도
록 금융위원회에 디지털금융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4조의2 및 제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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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신설).

환경노동위원회 특집

ⅲ) 전자금융업자가 합병, 분할, 전자금융업 전부의 양도 등을 하려면 미리 금융위
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는 신고받은 내용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해당 행위를 제한하거나 시정명령할 수 있으며, 그 신고로 인해
전자금융업이 폐지되는 경우 이를 등록의 말소로 간주하여 사업자가 불필요한
등록 말소 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도록 함(안 제45조).

발의
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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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상임위원회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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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2106369호

ICT 생태계에서 플랫폼의 위상과 영향력이 급격하게 증대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
자의 업무와 일상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플랫폼의 영향력과 이용자
의 의존도는 5G 서비스가 확산되고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융복합 서비스가 더욱 활성
화되면서 전산업 분야로 확대되고 있음.

SA

전혜숙

이와 함께 플랫폼의 공정 경쟁 또는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가 다양화·다원화되고 있지
만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규제체계는 네트워크 위주의 협소한 시각을 벗어나지 못하여
플랫폼 서비스 시장의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이익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음.

선 거 구
정
당
당선횟 수
소속위원회

서울 광진구갑
더불어민주당
3선(18대, 20대, 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
통신위원회

이에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시장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정보통신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려
는 것임.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0.12.11.
2021.02.01.

제안
상임위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소위원회
2021.04.27.

가. 이 법의 적용대상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등 용어를
정의하고 적용범위를 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ⅰ) 매출액,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진 거래금액, 이용자수 등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하여만 이 법을 적
용함.
ⅱ) 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중에 매출액,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진
거래금액, 이용자수, 이용집중도, 거래의존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준에 해당하는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하여만 강화된 의무 및
금지행위 규정을 적용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E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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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불만 접
수채널 확보, 내부 불만 처리지침 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
여야 함(안 제6조).
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한·
중단하거나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그 내용 및 구체적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함(안 제8조).
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환불사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의 세부 정산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판매·
정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안 제9조).
마.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이용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정
보를 자신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이용하도
록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0조).
바.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콘텐츠 등의 노출 방식 및 노출 순서를 결정하는 기
준을 공개하여야 함(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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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서비스 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지연ㆍ제한
하거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3조).
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제공하려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에 관하여
그 서비스별로 이용약관을 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안 제14조).
환경노동위원회 특집

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이용약관과 다르게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광고와 광고가 아닌 정보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제공하거나 허위ㆍ과장ㆍ기만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이용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
15조).
차. 이용자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하여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
에서 생성된 데이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데이터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음(안 제16조).

발의

SA

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결제 및 환불과 관련하여 이용약관에 명시하는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함(안 제17조).
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에 관한 분쟁조정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플랫폼분쟁조
정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9조부터 제25조까지).
파.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의 위반사실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 법을 위반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안
제26조, 제29조, 제33조 및 제35조).

주요발언
<제386회 국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현

특히 동 법안은 기간통신사업자 위주의
전기통신사업법을 보완하여 온라인 플
랫폼 사업자와 이용사업자, 이용자를 단
일 법안을 통해 종합 규율하는 유일한 법
안이기 때문에 제정이 시급하다 생각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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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
호에 관한 법률안은 실제
순서상으로는 뒤입니다마
는 정무위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되고 있
고 제정법안이므로 공청회, 다음에 또 소
위가 있기 때문에 오늘 그런 차원에서 상
정부터 먼저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
해 주십시오.

더 충분한 논의를 위해서 보류하는 것으
로 하겠습니다.

조승래 위원 (더불어민주당)

국회 본회의

동 법안은 이렇듯 급변하는 방송통신환
경에 대응하여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공
정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의 이익을 보
호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그 제정 필요
성과 취지에 적극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국민의힘)

시간의 절약을 위해서 말
씀드리겠습니다.

E

비대면 거래 활성화 등으
로 방송통신산업에서 온라
인 플랫폼 사업자의 영향
력이 확대되면서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
업자와 이용자의 이익 침해 가능성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국민의힘)

상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입니다.

다만 심사에서 보시듯 국회행정실에서
일부 자구 등 수정의견이 제시됐고, 방통
위 역시 관련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는 법
적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개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
니다.

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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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동의의결을
하여 줄 것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음(안 제31조).

이 부분은 우리가 공청회
를 진행하기로 얘기가 됐
으니까 오늘은 토론을 하
지 않고 공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이후에 소위
에서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는 게 어떨
까 제안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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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플랫폼 유형
온라인 플랫폼 분류 및 대표 사업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대표 사업자(서비스유형)

PC

MS Windows, Apple iOS 등

OS
소프트웨어
플랫폼

검색 및 포털

브라우저

모바일

구글 Android, 애플 iOS 등

PC

MS 익스플로러, 구글 크롬, 애플 사파리 등

모바일

구글 크롬, 애플 사파리, MS 익스플로러 등

앱 마켓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SK 원스토어,
아마존 앱스토어 등

검색 계열(가격비교 포함)

구글, 네이버, 다음, 다나와, 에누리 등

포털

문화/여가

11번가, G마켓, 옥션, 인터파크, 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등

소셜커머스

쿠팡, 티몬, 위메프

문화

티켓링크, 맥스무비 등

여행

인터파크투어, 프라이스라인, 익스피디아, 스카이스캐너,
호텔스닷컴 등

숙박

에어비앤비, 코자자 등

운송

우버, 리프트, 티클 등

재화 및
서비스

테스크레빗, 렬린옷장, 키플 등

금융

킥스타터, 텀블덕(크라우드펀딩), 8퍼센트(p2p대출) 등

C2C거래

중고나라, 헬로마켓, 기타 에스크로 시스템

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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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구글, 네이버, 다음

오픈마켓

전자상거래
(e-commerce)
플랫폼

C2C 및
공유경제

O2O

참여형
네트워크
플랫폼

바이카(자동차 경매)

배달의 민족, 배달통, 요기요 등

전문서비스

직방, 다방 등

일반서비스

카카오택시, T맵 택시 등

기타

시럽오더, yap 등

ebook 업체

북큐브, Yes24, 알라딘, 교보문고, 네이버북스 등

디지털
콘텐츠

동영상 제공

결제 중개

PG사,
VAN사

핀테크
관련

소셜
플랫폼

음악 제공

E

결제 및 금융
관련 플랫폼

C2B

외식 배달

IPTV, 넷플릭스 등

iTunes, 벅스뮤직, 카카오뮤직, 멜론 등
KG이니시스, KCP, NICE 등

간편 결제

페이코, 페이나우, 카카오페이, 페이팔, 삼성페이, 알리페이

전자지갑

TOSS, 뱅크월렛카카오

소셜 네트워
크 서비스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등

인스턴트
메시지(IM)

카카오톡, 라인, 위챗 등

미디어 관련

youtube, 아프리카, 다음TV 등

커뮤니티 서비스 플랫폼

인터넷 커뮤니티, 네이버(다음)카페, linkedin 등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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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U집행위의 ‘디지털 서비스법(DSA)’ 주요 내용
<디지털 서비스법 개요>

▶ (적용대상) EU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온라인 중개업체
① 네트워크 인프라를 제공하는 중개 서비스, ② 클라우드 및 웹호스팅 등 호스팅
서비스, ③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플랫폼, ④ 초대형 온라
인 플랫폼(유럽소비자 4억5천만명 중 10% 이상이 활동)

환경노동위원회 특집

▶ (목적) 안전하고 신뢰 가능한 디지털 공간을 형성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온
라인 중개업체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 규정

※ EU 외부에서 설립된 업체도 포함, 이 경우 EU 내 법적 대리기관을 지정해야 함
<디지털 서비스법에 따른 중개업체의 주요 의무사항>
※ 온라인 중개업체의 능력 및 규모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가 다름
발의

SA

① 네가지 유형 중개업체 모두에게 부과되는 사항
- 중개서비스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약관의 적용과 집행 등을 포
함한 연례 보고서 제출 의무
- 이용자의 기본권을 고려한 서비스 약관 마련 및 약관 공개, 감독기관 등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단일창구 마련 등

- 불법 콘텐츠에 관한 통지 및 삭제 등에 관한 조치를 취하되, 게시자의 이의제
기 절차 등을 보장해야 함

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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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네트워크 인프라 중개업체를 제외하고 부과되는 사항

③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만 부과되는 추가적 의무 내용
- 사용자가 불법콘텐츠를 신고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확보하되, 불법콘텐츠 신
고 남용 방지를 위한 이의제기 등의 방안 마련
- 불법콘텐츠에 대한 ‘신뢰가능한 신고자’와 협력체계 구축

E

- 온라인 광고 노출과 관련하여 광고주, 광고의 노출 기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상임위원회

- 온라인 시장에서 불법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한 식별 지원

④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에만 부과되는 추가적 의무 내용

- 플랫폼이 불법적 내용을 전파하거나,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
하거나, 시민의 의사결정 등 공공질서를 위협할 가능성에 대해 연 1회 이상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해야 함

- 플랫폼 자체 비용으로 동법 준수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 감사 보고서에 따
른 권고안을 이행해야 함
- 추천 시스템에 사용되는 중요매개 변수를 공개하며, 이용자에게 추천 시스
템에 대한 선택권을 제공해야 함
- EU 집행위 등이 동법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데 필요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
도록 하고, 동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책임자를 지정하는 등의
의무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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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분석 및 평가 결과 구조적 위험이 발견되면, 약관 개정, 내부 감독 강화,
신뢰할 수 있는 외부 기관과의 협력 등에 관한 조치를 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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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집행 관련>
▶ (감독구조) 회원국 별로 디지털서비스 담당기관을 지정하여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은 EU 집행위가 직접 감독
▶ (제재수준) 법위반시 연소득 또는 매출액의 최대 6%에 달하는 벌금 부과, 지속적
법위반시 일평균 매출액의 최대 5%에 달하는 과태료의 주기적 부과 가능
디지털 서비스법에 따른 온라인 중개업체의 의무
호스팅
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투명성 보고(Transparency reporting)

V

V

V

V

기본권을 고려한 서비스 약관(Requirements on
terms of service due account of fundamental
rights)

V

V

V

V

당국과의 협력(Cooperation with national
authorities following orders)

V

V

V

V

연락처 및 법적 대리(필요 시)(Points of contact
and, where necessary, legal representative)

V

V

V

V

V

V

V

이의 및 구제 메커니즘과 법정 밖 분쟁 해결
(Complaint and redress mechanism and out
of court dispute settlement)

V

V

신뢰가능한 신고자(Trusted flaggers)

V

V

불법콘텐츠 및 신고남용에 대한 조치(Measures
against abusive notices and counter-notices)

V

V

제3자 공급업체의 자격 점검
(Vetting credentials of third party suppliers
("KYBC"(Know your business customer))

V

V

사용자 대상 온라인 광고의 투명성(User-facing
transparency of online advertising)

V

V

범죄 행위 보고(Reporting criminal offences)

V

V

SA

중개
서비스

통지 및 조치, 이용자에 대한 정보 제공의무
(Notice and action and obligation to provide
information to users)

PL
M

V

외부 위험감사 및 공공 책임성(External risk
auditing and public accountability)

V

추천시스템의 투명성 및 정보 엑세스를 위한
사용자 선택(Transparency of recommender
systems and user choice for access to
information)

V

당국 및 조사자와의 데이터 공유(Data sharing
with authorities and researchers)

V

행동 강령(Codes of conduct)

V

위기 대응 협력(Crisis response cooperation)

V

E

위험관리 의무 및 규정준수 책임자(Risk
management obligations and compliance
officer)

3. EU집행위의 ‘디지털 시장법(DMA)’ 주요 내용
<디지털 시장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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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사후규제에 대한 한계를 인식, 경쟁제한 및 불공
정 행위에 대한 사전규제를 강화하고자 함
▶ (적용대상) 연매출, 이용자 수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대형 온라인 플랫폼을 게이트키
퍼로 지정하여 의무부과 대상으로 보고 있음
환경노동위원회 특집

① 온라인 검색·SNS 등 코어 서비스 운영, ② 유럽내 연매출액 65억유로 이상 또는
평균 시가총액 650억유로 이상, ③ 1년간 월평균 이용자 수 4천5백만 이상 및
상업적 이용자수 연간 1만개 이상, ④ 견고하고 지속적인 지위 확보 요건을 갖춘
플랫폼(상기 4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디지털서비스법 주요 내용>
▶ 게이트키퍼가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제5조)
① 자사와 타사 플랫폼에서 발생한 개인정보를 결합하지 말 것

발의

SA

② 상업적 이용자가 자사 플랫폼에서 판매한 조건과 다른 조건으로 타사 플랫폼에
서 상품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할 것
③ 상업적 이용자가 자사 플랫폼에서 획득한 이용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홍보·계약
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할 것
④ 상업적 이용자가 자사 플랫폼을 신고하는 것을 금지하지 말 것
⑤ 상업적 이용자에게 자사의 특정 서비스 사용을 요구하지 말 것

⑦ 광고주와 출판업자가 지불하는 비용, 플랫폼이 출판업자에 지급하는 보수 정보
를 제공할 것

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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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상업적 이용자, 사용자가 자사의 특정 서비스에 가입·등록하기 위해 자사의 다
른 서비스에 가입·등록하도록 요구하지 말 것

▶ 의무의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로 부과된 세부적 의무(제6조)
① 상업적 이용자를 통해 얻은 정보를 상업적 이용자와 경쟁하는데 사용하지 말 것
② 소비자가 플랫폼의 선탑재 앱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할 것

④ 자사의 상품·서비스를 타사에 비해 노출순서 상 우대하지 말 것

상임위원회

E

③ 소비자가 자사 플랫폼의 운영시스템을 사용하는 제3의 앱·스토어를 설치·사용
할 수 있도록 할 것

⑤ 소비자가 자사 플랫폼의 운영시스템을 사용하는 앱·서비스로 이동하거나 동시
에 가입하는 것을 제한하지 말 것
⑥ 상업적 이용자 등에게 자사의 운영시스템 및 HW·SW에 대한 접근을 허용할 것
⑦ 광고주·출판업자에게 광고효과 검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
국회 본회의

⑧ 상업적 이용자 및 소비자에게 데이터 이동 수단을 제공할 것
⑨ 상업적 이용자 등이 데이터를 무료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⑩ 제3의 온라인 검색엔진 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
적인 조건으로 랭킹, 검색 등에 대한 데이터 접근을 허용할 것
⑪ 상업적 이용자의 앱스토어에 대한 접근을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조건 하에 허용
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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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집행 관련>
▶ (과징금) 의무 불이행 시 전세계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 부과가능
▶ (시정조치) 18개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5년간 3차례 이상)할 경우, 특정 사업의
매각 등에 관한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집행기관) 개별 회원국이 아닌 EU집행위가 직접 DMA 집행권한을 행사하며, 게이
트키퍼로 지정된 사업자에 대해 시장조사 권한을 가짐

4. 미국의 플랫폼 사업자 규제 동향
1. 하원 경쟁보고서 및 권고안

SA

2020년 10월 6일 미국 하원 사법위원회 반독점·상법·행정법 소위원회는 디지털 시
장에서의 경쟁에 대한 16개월간의 조사와 관련된 보고서 및 권고안(Majority Staff
Report and Recommendation)을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및 애플의 시장지배력과 사업 관행이 경제 및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디
지털 경제에서의 경쟁 회복, 독점금지법 강화, 독점금지법 집행 부활 등 다양한 권고를
포함하고 있다.
가. 소위원회의 조사

PL
M

2019년 6월 3일 하원 사법위원회는 반독점·상법·행정법 소위원회가 주도하여 디
지털 시장에서의 경쟁에 대한 초당적 조사를 시작하였다. 조사의 목적은 (ⅰ)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문제를 문서화, (ⅱ) 지배적 기업이 반경쟁적 행위에 관여하고 있는
지 조사, (ⅲ) 기존 독점금지법, 경쟁 정책 및 집행 수준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었다.
소위원회가 조사의 일환으로 개최한 7회의 공청회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자
유롭고 다양한 언론, 혁신 및 개인정보 보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증언하였으며,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애플의 최고 경영자(CEO)를 포함한 주요 임원들에게 조사
중에 밝혀진 증거를 포함하여 그들의 사업관행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였다. 또한, 소
위원회는 중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지배적인 플랫폼, 시장참여자, FTC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에게 정보를 요청하였으며, 학계, 공익단체 대표, 독점금지법 변호사를 포
함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의견 제출을 요청하였다.

1) 개요

E

나. 조사결과

소위원회가 조사한 온라인 플랫폼들(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은 의사소통,
정보, 재화와 용역 교환을 위한 인프라로서 미국 경제와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
을 한다. 2020년 9월 현재 이 플랫폼들의 시가총액은 5조 달러 이상으로 S&P
100 가치의 3분의 1이 넘는다. 우리가 업무, 상거래 및 의사소통을 온라인으로
계속 전환함에 따라 이 플랫폼들은 더욱 성장할 것이며, 우리 경제와 삶의 구조
에 얽혀 있다.
지난 10년 동안 디지털 경제는 고도로 집중되어 독점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소
위원회가 조사한 여러 시장(소셜 네트워킹, 일반 온라인 검색, 온라인 광고 등)은
1~2개의 기업이 지배하고 있으며, 소위원회가 조사한 기업들(아마존, 애플, 페이
스북, 구글)은 주요 유통채널을 통제하고 게이트키퍼 역할을 했다. 앞으로 10년
이 지나면 전 세계 경제 총 생산량의 30%가 이 기업들과 몇몇 소수의 기업들에
속할 수 있다.
소위원회와의 인터뷰에서 수많은 기업들은 지배적인 플랫폼이 어떻게 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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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요하고 지속적인 시장지배력은 대규모 인수합병(M&A) 을 포함한 몇 가지
요인에 기인한다. 소위원회에서 조사한 기업들은 지난 10년 동안 수백 개의 기
업들을 M&A하였다. 어떤 경우에는 경쟁 위협을 제거하거나 지배력을 유지·확
대하기 위해 신생 경쟁자나 잠재적 경쟁자를 M&A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일부 경
우에는 소규모 기업을 M&A하여 해당 기업을 폐쇄하거나 제품을 단종시켰다. 이
는 “킬러 인수”로 설명된다.

발의

SA

플랫폼 사업자들이 M&A를 하고자 할 때 FTC는 해당 M&A가 경쟁을 저해하거
나 독점을 창출하는 경향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자료 요청을 거의 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페이스북의 100여 건에 이르는 M&A 중 FTC가 조사한 것은
1건(2012년 인스타그램 인수)에 불과하였다.

환경노동위원회 특집

게이트키퍼 권한을 이용하여 경쟁 시장이라면 어느 누구도 합리적으로 동의하
지 않을 조건을 요구하여 양보를 이끌어내는지 설명하였다. 시장 참여자들은 이
용자와 시장에 접근하기 위해 이러한 게이트키퍼에 의존하는 것은 상당한 경제
적 손해를 감수해야 하지만 대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사업 비용”이라고 설
명하였다.

조사 과정에서 소위원회 실무자들은 독점화 및 독점력의 증거를 발견하였다. 예
를 들어, 페이스북의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는 페이스북으로 하여금 경쟁자들보
다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메신저 등 자사 제품들 간에 더 활발히 경쟁
하도록 만들었다.

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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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가 개최한 일련의 공청회에서 증명된 바와 같이, 그리고 이 보고서에 자
세히 설명된 바와 같이 플랫폼의 지배력은 상당한 비용을 수반한다. 이는 소비자
의 선택권을 감소시키고, 미국 경제의 혁신과 기업가 정신을 약화시켰으며, 자유
롭고 다양한 언론의 활력을 약화시키고, 미국인들의 프라이버스를 침해하고 있
다.
이러한 우려는 대다수 미국인들이 공유한다. 2020년 9월 24일 Consumer
Reports(CR)는 “플랫폼 인식: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 및 공정성에 대한 소비자
태도”라는 제목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

◼ 58%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쇼핑하거나 정보를 검색할 때 객관적이
고 편견이 없는 검색 결과를 얻고 있다고 확신하지 않는다.

상임위원회

◼ 미국인의 85%는 온라인 플랫폼에 저장되는 데이터의 양에 대해 매우 우려
하거나 다소 우려하고 있으며, 81%는 플랫폼이 보다 포괄적인 소비자 프로
필을 구축하기 위해 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유하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

◼ 79%는 Big Tech M&A가 경쟁과 소비자 선택을 부당하게 저해한다고 답하
였다.

2) 페이스북
Facebook은 소셜 네트워크 시장에서 독점력을 가지고 있다. 회사의 최고 경영
자인 Mark Zuckerberg 및 기타 고위 경영진 간의 내부 소통은 Facebook이 지
배력을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해 경쟁적 위협을 획득했음을 나타낸다. 예컨대, 회
사의 한 고위 경영진은 자사의 인수 전략을 Facebook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
한 “토지 잡기”라고 설명했고, Facebook의 CEO는 Facebook “항상 경쟁 신생
기업을 매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며, Instagram이 Facebook에 위협이 되
었다는 데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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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는 이용자가 중요한 데이터나 연결을 손실하지 않고 한 플랫폼에서 다
른 플랫폼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적인 상호운용성 기능을 포
함하여,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더 많은 정부 규제를 지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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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book의 독점력은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으며 신규 진입자나 기존 기업의
경쟁 압력으로 인해 잠식될 가능성이 낮다. 2012년에 회사는 최고재무책임자
(CFO)의 지시에 따라 Facebook을 위해 준비된 내부 발표에서 네트워크 효과를
“플라이휠”이라고 설명했다. 이 발표에서는 Facebook의 네트워크 효과가 “매일
더 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Facebook의 조사 기간 중 작성된 최근 문서에 따르면 Facebook이 소셜 네트
워크 시장을 독점하는 것으로 보여졌고, 이제는 다른 회사와의 경쟁보다 자사
제품군 내의 경쟁이 더 중요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 문서에는 2018년 10
월 Facebook의 수석 데이터 과학자이자 경제학자인 Thomas Cunningham이
Zuckerberg와 Facebook의 성장 이사인 Javier Olivan을 위한 메모가 포함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이 메모는 Facebook과 그 제품군의 네트워크 효과가 “매우 강
력”하고, 소셜 네트워크 시장에서 시장 내 경쟁보다는 시장 경쟁을 일으키는 강
력한 포인트가 있음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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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ckerberg와 Olivan이 검토하기 위해 이 문서를 준비하는 데 관여했던
Instagram의 전직 직원에 따르면 Cunningham Memo는 특히 Instagram과
관련된 Facebook의 성장 전략을 안내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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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Facebook과 Instagram이 서로 경쟁하지 않도록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가 문제였다. 우려되는 것은 Instagram이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라는 점이었다.
당시 Instagram과 Facebook 사이에는 잔인한 싸움이 있었다. 그것은 매우 긴
장되었다. Kevin Systrom이 아직 그 회사에 있을 때였다. 그는 Instagram이 가
능한 자연스럽고 넓게 성장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Mark는 “우리와 경쟁하지 말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었다. 그것은 담합이었지만 내부적인 독점 내에 있었다.
두 개의 소셜 미디어 유틸리티를 소유하고 있다면 서로를 보호하도록 허락되어
서는 안 될 것이다. 왜 이것이 불법이 되어서는 안 되는지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
회사를 인수하여 공모할 수 있다.

3) 구글

E

또한, Facebook은 일련의 반경쟁적인 사업 관행을 통해 독점을 유지했다. 이 회
사는 뛰어난 시장 인텔리전스를 구축하여 초기 경쟁적 위협을 파악한 후 기업을
인수, 복사, 폐쇄하였다. 한때 지배적이었던 Facebook은 다른 회사를 경쟁적 위
협으로 인식하는지 여부에 따라 플랫폼 정책을 선택적으로 시행했다. 그렇게 함
으로써, 다른 회사를 약화시키고 자체 서비스를 이용한 것이다. 경쟁이 없는 상
황에서 Facebook의 품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악화되어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가 나빠지고 플랫폼에 잘못된 정보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Google은 일반 온라인 검색 및 검색 광고 시장에서 독점력을 보유하고 있다.
Google의 지배력은 click-and-query 데이터, 구글이 전 세계 대부분의 기기와
브라우저에 걸쳐 얻은 위치 정보를 포함한 높은 진입 장벽에 의해 보호된다. 주
요 공기업, 중소기업 등 상당수의 기업이 트래픽을 위해 Google에 의존하고 있
으며 이를 대체할 검색 엔진이 없다.
Google은 일련의 반경쟁 전략을 통해 일반 검색에 대한 독점력을 유지했다. 여
기에는 Google이 심각한 위협으로 여기는 수직 검색 공급자를 약화시키는 공
격적인 캠페인이 포함된다. Google은 검색 독점을 이용해 제3자 콘텐츠를 유
용하여 자사의 열등한 버티컬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한편 제3자를 검색결과에
서 강등하기 위해 검색 페널티를 부과했다. 일반 검색에 대한 독점력을 확보한 이
후 Google은 광고와 Google 자체 콘텐츠로 검색 결과 페이지를 꾸준히 채우
고 그것을 늘려나가는 동시에 유료 광고와 자연 검색 결과 간 구분을 모호하게
했다. 그 결과 Google로의 트래픽은 증가하고 소비자에게 접근하려는 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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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광고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수많은 시장 참여
자들은 Google을 검색 페이지가 이용자에게 덜 관련성 있는 결과를 표시하더
라도 중요한 채널에 접근하기 위해 이용자를 강요하는 게이트키퍼와 유사하다
고 할 수 있다.

소위원회

또한, Google은 정보 비대칭을 악용하여 시장 전반에 걸쳐 실시간 데이터를 면
밀히 추적하고 있다. 이는 Google의 규모를 고려할 때 거의 완벽한 시장 인텔리
전스를 제공한다. 특정한 경우에 Google은 Android Lockbox와 같은 프로젝트
를 포함하여 잠재적·실질적 경쟁자를 더 면밀히 추적하는 프로그램을 비밀리에
설정했다.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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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검색 시장을 점령한 이후로 Google은 다양한 사업 분야를 확장했다. 오
늘날 Google은 디지털 경제 전반에 걸쳐 어디에나 존재하며, 온라인의 핵심 제
품과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역할을 한다. Chrome을 통해 Google은 이제 세계
에서 가장 인기 있는 브라우저를 소유하게 되었는데, 이 브라우저는 다른 사업
부문을 보호하고 홍보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인터넷의 중요한 통로이다. Google
은 Google Map을 통해 내비게이션 매핑 서비스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데, 이는 검색 및 광고에서 시장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레버리지하는 핵심 투
입물이다. 그리고 Google Cloud를 통해 Google은 또 다른 핵심 플랫폼을 보유
하게 되었는데, 현재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차세대 감시 기술인 “IoT”를 지
배하기 위한 포석이다.

환경노동위원회 특집

Google이 일반 검색에 대한 독점을 유지하는 두 번째 방법은 일련의 반경쟁 계
약을 통해 이루어졌다. 2005년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인수한 후 Google은 검
색 독점력을 데스크톱에서 모바일로 확장하기 위해 계약상의 제한 및 독점 조항
을 사용했다. 문서에 따르면 Google은 스마트폰 제조업체가 Google의 자체 앱
을 사전 설치하고 기본 상태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여 검색 및 다른 앱 시장에서
경쟁자를 방해했다. 제3자 인터뷰에 따르면 이제 검색 활동이 모바일에서 음성
으로 이동함에 따라 Google은 유사한 관행을 통해 검색 액세스 포인트에 대한
독점을 유지할 방법을 다시 모색하고 있다.

Google의 각 서비스는 수많은 이용자의 데이터를 제공하여 시장 전반에서 지배
력을 강화하고 온라인 광고를 통해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한다. Google은 각 서비
스를 연결하여 독점시장들을 서로 연결한 생태계를 구축한다.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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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마존

아마존은 미국 온라인 소매 시장에서 중요하고 지속적인 시장 지배력을 보유하
고 있다. 이 결론은 Amazon의 내부 문서뿐만 아니라 타사 판매자, 브랜드 제조
업체, 출판사, 전직 직원 및 기타 시장 참여자들의 증언을 포함하여 소위원회 직
원이 수집하고 검토한 중요한 기록을 기반으로 한다. 통상 아마존이 미국 온라
인 소매 시장의 약 40%를 점유하는 것으로 언급되지만 이는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약 50% 이상의 추정치가 더 신뢰할 만하다.

Amazon은 부분적으로 Diapers.com, Zappos를 포함한 경쟁사 인수를 통해
현재 지배적인 지위를 달성했다. 또한, 인접 시장에서 운영되는 회사를 인수하여
고객 데이터를 추가하고 경쟁 우위를 더욱 강화했다. 이 전략은 Amazon의 시
장 지배력을 전자상거래뿐만 아니라 다른 시장에서도 확립하고 확장시켰다.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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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지배적인 Amazon은 제3자 판매자와의 거래에서
최고에 있다. 이 플랫폼은 온라인 소비자에게 다가가기 위해 Amazon에 대해 대
항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 기업에 대한 독점력을 가지고 있다. 아마존은 전 세계
적으로 230만 명의 활성 제3자 판매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설문 조사에 따
르면 약 37%(약 85만명의 판매자)가 아마존에만 의존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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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여러 사업 분야에 대한 통제력으로 인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자기 선호와 불이익을 줄 수 있다. Amazon의 지배력으로 인해 다른 사업체는
Amazon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Amazon은 제3자 판매자에 대하여 광범위한 반경쟁적 행위를 해왔다.
Amazon은 공개적으로 타사 판매자를 “파트너”라고 표현한다. 그러나 내부 문
서에 따르면 그들을 “내부 경쟁자”라고 부른다. 제3자 판매자를 유치하는 시장
운영자와 동일한 판매자로서의 Amazon의 이중 역할은 본질적으로 이해 상충
을 야기한다. 이러한 갈등은 Amazon이 경쟁 판매자의 데이터와 정보에 대한 접
근을 다른 반경쟁적 행위에 이용할 유인을 부여한다.
음성지원생태계는 고착과 자기서비스 우대 경향이 높은 신흥 시장이다.
Amazon은 보완 및 경쟁 기술을 인수하고 Alexa 지원 스마트 스피커를 대폭 할
인된 가격에 판매함으로써 Alexa의 생태계를 빠르게 확장했다. 이를 통해 선도
사업자가 된 Amazon은 이용자의 민감 데이터를 수집하여 전자상거래 또는 프
라임 비디오를 포함한 다른 비즈니스를 홍보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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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Amazon Web Services(AWS)는 Amazon과 경쟁하는 많은 기업
들에게 중요한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다. 이로 인해 클라우드 고객은 자사 비즈니
스에 가장 적합한 기술을 선택하는 대신 경쟁사(Amazon)를 후원하는 잠재적
이해 상충이 존재한다.

5) 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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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은 모바일 운영체제 시장에서 중요하고 지속적인 시장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 Apple 모바일 기기에서 실행되는 iOS 모바일 운영체제를 제어하는 이 시
장에서 Apple이 우위를 점하며 iOS 기기에 대한 모든 소프트웨어 배포를 제어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Apple은 모바일 앱스토어 시장에서 독점력을 발휘하
여 미국에서 1억 대 이상의 iPhone 및 iPad에 대한 접근을 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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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의 모바일 생태계는 앱 개발자와 소비자에게 상당한 이익을 가져다 주었
다. 2008년 출시된 App Store는 모바일 기기에 대한 소프트웨어 배포에 혁명
을 일으켜 앱 개발자의 진입 장벽을 줄이고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늘
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pple은 iOS 및 App Store의 통제권을 활용하여 경쟁
의 장벽을 만들고 강화하고, 경쟁자를 차별ㆍ배제하면서 자사 제품을 선호한다.
Apple은 또한 경쟁적으로 민감한 정보의 남용을 통해 앱 개발자를 착취하고 앱
개발자에게 App Store 내에서 높은 가격을 부과하는 데 힘을 사용한다. Apple
은 네트워크 효과, 높은 진입 장벽, 모바일 운영체제 시장의 높은 전환 비용으로
우위를 유지해 왔다.
Apple은 주로 기기 및 액세서리 판매에서 대부분의 수익을 창출하는 하드웨어
회사이다. 그러나 iPhone과 같은 제품이 시장에서 활발함에 따라 Apple은 앱
스토어에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판매에
점점 더 의존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경쟁이 없는 상황에서, iOS 기기에 대한
소프트웨어 배포에 대한 Apple의 독점은 경쟁업체와 경쟁 자체에 해를 끼치고
앱 개발자 사이의 품질과 혁신을 줄이며 가격을 높이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감소
시켰다.

6) 시장지배력의 영향
소위원회는 디지털 시장에서의 지배력이 자유롭고 다양한 언론, 혁신, 프라이버
시 및 데이터, 기타 관련 사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이 과정의 일환으로 소위원회는 일부 온라인 플랫폼의 지배력으로 인해 민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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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지배적인 플랫폼의 시장지배력은 정치적·경제적 자유를 훼손할 위
험이 있다. 소위원회 실무자들은 지배적인 플랫폼에 의존하는 시장참여자들 사
이에서 두려움이 확산되고 있음을 목도하였다. 많은 이들이 사업의 성공과 경제
적 생계가 플랫폼의 막대하고 자의적인 힘에 달려 있다는 점에 불안감을 드러냈
다. 또한, 법원과 규제기관들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법률과 법원 명령을 반복적
으로 위반하는 것을 발견했다. 이러한 행동 패턴은 기업들이 법을 초월하는 것으
로 인식하거나 법 위반을 사업에 수반되는 비용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
가 하는 의문을 제기한다. 최종적으로, 플랫폼의 시장지배력의 강화는 정책 결
정 과정에 대한 영향력의 증가와 맞물려 있다. 직접적인 로비, 싱크탱크 및 학계
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의 결합을 통해 구체적인 규제방안 수립에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

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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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국에 적절한 프라이버시 보호막이 없는 상황에서 소비자 데이터의 지속
적인 수집 및 오용은 온라인 시장 지배력의 지표이다. 온라인 플랫폼은 소비자
에게 금전적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제품은 “무료”인 것처럼 보이지
만 사람들의 관심이나 데이터를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 진정한 경쟁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 지배적인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더 적은 프라이버시 보호를 제
공하며 서비스 품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하되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는 프
라이버시 보호가 취약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해당 서비스 이용을 포기해야 한
다.

발의

SA

온라인 부문 시장지배력의 강화는 미국 경제의 혁신과 기업가 정신을 실질적으
로 약화시켰다. 예를 들어, 일부 벤처 투자자들은 단순히 투자자가 신규 진입자
를 가치 있는 투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지배적인 플랫폼을 경쟁 압력으로부터
보호하는 혁신 “kill zone”이 있다고 본다. 또 다른 투자자들은 디지털 경제에서
지배적인 기업과 직ㆍ간접적으로 경쟁하는 기업가 및 기타 기업에 펀딩하는 것
을 피한다고 답했다. 한 저명한 벤처 투자자는 소위원회 실무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이유로 기업들이 Big Tech와 같이 지배력을 가진 사업자와의 경쟁을 회
피하려는 강력한 경제적 유인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환경노동위원회 특집

의에 필수적인 신뢰할 수 있는 뉴스 출처가 감소하였음을 보여주는 증언과 자료
들을 제출받았다. 여러 자료들에서 뉴스퍼블리셔들은 신뢰도가 높은 뉴스 출처
제작 및 이용가능성에 대해 지배력이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지배적인 플랫폼
과 언론기관 간 “협상력 불균형이 상당하고 증가”하고 있는 데에 대한 우려를 제
기하였다. 일부 퍼블리셔들은 이 플랫폼들, 특히 구글과 페이스북에 대해 “점점
더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글과 페이스북은 신뢰할 수 있는 뉴스 출처의 배
표와 수익화에 막대한 영향을 미쳐 양질의 저널리즘 출처의 품질과 이용 가능성
을 훼손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COVID-19 대유행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 및 국가 시장 모두에서 활기찬 자유 언론을 보존하는 것의 중요성을 드러내
고 있다.

2. 권고(recommendations) 사항
국회 본회의

가.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 회복
◼ 특정 지배적 플랫폼의 구조적 분할 및 인접 사업부 운영 금지
◼ 지배적 플랫폼의 자기서비스 우대를 금지하고 동일한 상품·서비스에 대해 동일
한 조건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비차별 요건
◼ 지배적 플랫폼이 다양한 네트워크와 호환되도록 하고 콘텐츠·정보를 쉽게 이동
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 운용성 및 데이터 이동성
◼ 지배적 플랫폼의 M&A에 대한 입증책임을 변경하여 M&A 당사자들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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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가 공익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하고, M&A가 아닌 내부 성장과 확장을 통해
유사한 이익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
◼ 자유롭고 다양한 언론을 보호하기 위해 뉴스 퍼블리셔가 온라인 플랫폼과 집단
적으로 협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안전지대(Safe harbor) 조항
◼ 지배적 시장 지위에 기인한 계약 관행을 금지하는 우월적 협상력 남용 금지 및
지배적 플랫폼에 의존하는 개인·기업에 대한 적법 절차 보호 요건
나. 독점금지법의 강화
◼ 건강하고 활기찬 민주주의를 보장하기 위해 반독점법의 독점 금지 목표와 그 중
심성을 재확인
◼ 경쟁제한성 추정 및 명확한 원칙(bright-line rules)의 복원, 맹아(incipirency)
기준의 복원 및 초기 경쟁자 보호, 수직적 합병에 대한 법률 강화를 포함하여 클
레이튼법 제7조 강화

SA

◼ 지배력* 남용 금지를 도입하고 독점력 전이, 약탈적 가격, 필수설비 제공 거부**,
거래 거절, 끼워팔기***, 반경쟁적인 자기서비스 우대 및 제품 디자인 금지를 명
확히 하는 것을 포함한 셔먼법 제2조 강화

PL
M

* 특히, 판매자의 경우 시장점유율 30%, 구매자의 경우 25%를 지배력이 존재
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을 제안
** 지배적 플랫폼의 서비스에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필수설비 이론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
*** 끼워팔기가 반경쟁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할 것을 권고

◼ 지배력 전이와 관련해 2차 시장의 독점화를 요구하거나 약탈적 가격설정과 관
련해 비용의 추후 회수의 증거를 요구하는 기존의 판례들을 무시하는 것을 포함
하여 전반적인 집행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

다. 독점금지법의 집행 부활

◼ 독점금지법 및 그 집행에 대한 의회의 강력한 감독권 회복

E

◼ “불공정한 경쟁 방법”에 대한 민사 제재금 및 기타 구제를 촉진하고, FTC가 시장
집중에 대한 정기적인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하며, 더 엄격한 금지를 성문화하고,
FTC 및 DOJ 반독점국의 예산을 증액함으로써 연방독점규제기관들을 완전한 상
태로 복원
◼ 강제 중재 조항, 집단 소송 제한, 반독점 손해에 대한 사법적 기준 등의 장애를 제
거하여 사적 집행 강화

3. 법무부의 구글 반독점 제소
가. 개 요
2020년 10월 20일 미국 법무부는 구글이 경쟁자들의 시장 진입을 막고 독점적 지
위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불공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여 워싱턴DC 연방법
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연방정부의 소송에 플로리다, 텍사스 등 11개 州(아칸소
(공), 플로리다(공), 조지아(공), 인디애나(공), 켄터키(민), 루이지애나(민), 미시시피
(공), 미주리(공), 몬태나(민), 사우스캐롤라이나(공), 텍사스(공))가 함께 참여하였으
며, 법원이 구글로 하여금 반경쟁적 관행을 중단하고 경쟁을 회복하는데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필요시 일부 사업 부문을 매각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려줄 것
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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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련 시장과 지배력 평가
1) 일반 검색서비스(General Search Services) 시장

환경노동위원회 특집

일반 검색서비스는 소비자에게 인터넷을 통해 매우 방대하고 다양한 양의 정보
에 액세스할 수 있는 ‘원스톱 쇼핑’의 편의를 제공하기 때문에 고유하다. 전문 검
색 도구, 플랫폼 및 정보 소스는 ‘원스톱 쇼핑’이 제공되지 않고 모든 유형의 소비
자 쿼리에 응답할 수 없어 일반 검색서비스를 대체할 수 없다. 따라서 일반 검색
서비스에 대한 합리적인 대체재가 존재하지 않으며, 일반 검색서비스 독점자는
경쟁시장 보다 낮은 수준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
구글은 미국 내 이용자의 위치를 기반으로 최적화된 로컬 도메인 웹 사이트 검색
결과를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다른 국가에서 이용가능한 일반 검색서비스는 미
국에서 제공되는 일반 검색서비스를 합리적으로 대체할 수 없어 관련 지리적 시
장을 미국으로 획정하였다.

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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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검색엔진의 개발, 유지 및 성장에는 상당한 자본 투자, 매우 복잡한 기술,
효과적인 유통에 대한 액세스, 그리고 적절한 규모가 필요하여 일반 검색서비스
시장에 상당한 진입장벽이 존재한다. 규모는 일반 검색엔진이 양질의 검색 경험
을 제공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며, 구글의 반경쟁적 행위는 경쟁사업자가 경쟁
에 필요한 규모를 구축하는 능력을 효과적으로 제거한다.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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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미국 일반 검색서비스 시장에서 독점력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구글,
Bing, Yahoo! 및 DuckDuckGo 등 4개 사업자만이 존재하며, 구글이 약 88%
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Bing 7%, Yahoo! 4% 미만, DuckDuckGo 2% 미
만). 20.9월 기준 구글은 미국의 모든 일반 검색엔진 검색어의 거의 90%, 모바
일 기기 검색어의 약 95%를 차지한다.

2) 검색광고 및 일반검색 텍스트 광고 시장

시장 참여자는 검색광고나 일반검색 텍스트 광고의 일반적인 비즈니스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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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범위한 검색광고 시장에 완전히 포함된 일반검색 텍스트 광고를 위한 관련 상
품시장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검색결과창에 검색결과와 유사하게 표시되지만
‘광고’ 또는 ‘후원’ 등이 병기되며, 18년 일반검색 텍스트 광고가 구글 검색광고
수익의 약 85%를 차지한다. 일반검색 텍스트 광고는 적용 범위, 목적, 형식 및
판매 프로세스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목적에 대한 대체 가능성을 제한하는 방식
에서 전문검색 광고와 구별된다. 일반검색 텍스트 광고를 클릭할 경우 광고주의
웹 사이트로 연결되는 반면, 전문검색 광고는 해당 전문검색 제공업체의 웹 페
이지로 연결. 따라서 일반검색 텍스트 광고는 전문검색 사이트에서 제품이나 서
비스를 판매하지 않거나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을 선
호하는 광고주가 구매한다. 따라서 일반검색 텍스트 광고에 대한 합리적인 대체
재가 존재하지 않으며, 일반검색 텍스트 광고 독점자는 경쟁시장보다 높은 수준
의 가격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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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광고 시장은 일반 검색 텍스트 광고 및 기타 전문 검색광고를 포함하여 온
라인 검색어에 대한 응답으로 생성되는 모든 유형의 광고로 구성된다. 소비자가
광고주의 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주제를 조사하는 순간에 소비자 문의에 응
답하는 검색광고의 기능은 유사하게 타겟팅 할 수 없는 다른 유형의 광고와 구
별된다.신문, TV 및 라디오 광고와 같은 오프라인 광고나 디스플레이 광고나 소
셜 미디어 광고와 같은 온라인 광고는 광고주가 소비자의 실시간 자기 공개 관
심사를 기반으로 특정 소비자를 타겟팅 할 수 없다. 라서 검색광고에 대한 합리
적인 대체재가 존재하지 않으며, 검색광고 독점자는 경쟁시장 보다 높은 수준의
가격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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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미국을 지리적 시장으로 인식한다. 예를 들어, 구글은 광고주에게 미국 내 소
비자의 위치를 기반으로 광고를 타겟팅하고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며, 구
글 검색은 특정 국가에 맞게 맞춤 설정한다.
구글은 미국 검색광고 및 일반 검색 텍스트 광고 시장에서 독점력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전체 검색광고 지출 점유율에서 구글은 70% 이상을 기록한다. 많은
검색광고 경쟁 업체가 전문검색 광고만 제공하여 시장의 제한된 부분에서만 구
글과 경쟁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유율은 검색광고에서 구글의 지배력을 과소 평
가한다.
미국 일반검색 텍스트 광고 시장에서 구글의 점유율은 70%를 초과한다. 모든
종류의 검색광고에 광고를 효율적으로 제안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규모의 검색
엔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한 진입장벽이 존재한다. 일반검색 텍스트 광고 시
장의 경우 일반 검색서비스에 적용되는 동일한 진입장벽이 존재한다.
다. 불공정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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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적어도 지난 10년 동안 유통업체와 일련의 배타적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함
으로써 불법적으로 독점을 유지하였다. 대부분의 검색이 구글의 배타적 계약 및 자
체 자산에 의해 다루어져 경쟁사에게는 극히 일부만 남게 되었다. 구글의 배타적 계
약이 미국 검색어의 약 60%를 커버하고, 나머지 절반은 구글이 직접 소유하고 운
영하는 자산을 통해 유입됨에 따라 경쟁사의 가장 중요한 유통경로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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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일반검색 분야에서 경쟁이 이루어진 후 꾸준히 배타적 계약을 사용하여 경
쟁사가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규모를 달성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유통망
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였다.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구글은 검색 경쟁사에 대한
유통과 검색 액세스 포인트로부터의 차단이 지니는 방어적 가치(defensive value)
를 측정하는 경제모형을 개발하였다. 한편, 검색 지배력을 스마트 홈 스피커와 같은
새로운 유통 채널로 확장하려고 시도하면서 유통 계약의 배타적 방어 가치에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다.

1) 구글의 계약으로 모바일 검색의 유통 차단

E

스마트폰 초기 구글의 모바일 검색 유통 경쟁을 막기 위한 전략은 두 가지이었
다. 첫째, 기존 애플과의 검색 계약을 모바일로 확대하고, 둘째, 다른 모바일 유통
업체에 대해서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무료로 제공하는 대신 안드로이드 생
태계에서 검색엔진의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 일련의 연동 유통계약을 체결하
였다. 구글의 전략은 효과를 거둬 거의 모든 경쟁업체를 모바일 검색 유통에서
차단하는데 성공하였다.

ⅰ) 애플 iOS 단말에서의 유통
다년 계약인 애플과 구글 간의 현재 계약에 따라 애플은 구글의 검색엔진을
Safari의 기본값으로 설정하고, 일반 검색에 대응하여 Siri 및 Spotlight에 구
글을 사용해야 한다. 애플의 방대한 소비자 기반에 대한 특권적인 액세스에
대한 대가로 구글은 매년 광고수익에서 수십억 달러*(추정치 약 80~120억
달러)를 애플에 지불하고 있다. 구글이 애플과 공유하는 수익은 애플 전세계
순이익의 약 15~20%를 차지한다. Safari의 검색 기본값을 구글에서 경쟁 일
반 검색엔진으로 변경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구글을 사
실상 독점적 일반 검색엔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수익공유 계약은 애플이 점
점 더 많은 검색 트래픽을 구글로 전송하고, 경쟁사의 규모를 거부하는 구글
의 전략을 수용하도록 장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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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구글-애플 간 계약은 중요한 유통채널에서 구글의 경쟁 검색업체를 상
당 기간동안 차단한다. 해당 계약은 모바일 및 컴퓨터를 포함하여 미국의 모
든 일반 검색어의 약 36%를 포괄한다.

구글은 수익성이 높은 일반 검색 및 검색 광고 시장의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안드로이드를 활용하며, 유통 계약과 소유 및 운영하는 유통자산을 통해 안
드로이드 모바일 유통채널을 관리한다. 파편화 방지(anti-forking) 계약, 선
탑재 계약 및 수익공유 계약을 통해 규칙을 설정하며, 특히 각 계약은 통제권
을 유지하기 위해 서로 다른 계약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환경노동위원회 특집

ⅱ) 안드로이드 단말에서의 유통

① 파편화 방지(anti-forking) 계약

발의
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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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운영체제는 구글 이외의 일반 검색서비스를 유통하는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구글 파편화 방지 계약은 경쟁업체의 시장경로가 될 수 있는 안드
로이드 변종(fork) 운영체제의 개발을 금지한다. 유통업체가 파편화 방지 계
약을 위반하면 구글의 안드로이드 생태계에서 퇴출되고, 필수적인 구글의
GPS 및 구글 플레이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상실하며 수백만 달러 또는 수십
억 달러의 수익공유 손실이 발생한다. 아울러 선탑재 계약에 따라 구글은 제
조업체가 구글 모바일서비스(GMS)를 사전에 설치하기 전 충족해야 하는 기
술사양의 적합성 여부를 최종 결정함으로써 생태계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
용한다. 한편, 구글 파편화 방지 계약은 진입장벽을 형성하고, 스마트 시계,
스마트 스피커, 스마트 TV, 커넥티드 카와 같은 차세대 검색 유통채널을 위한
대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개발을 저해한다.아마존이 안드로이드 변종 Fire
운영체제를 개발하고, 이를 탑재한 단말에 구글의 검색엔진, GPS, 구글 플레
이 등을 선탑재하는 대신 자체 앱을 설치했지만 미국에서 단말 점유율 2%
미만에 그친다.

② 선탑재(preinstallation) 계약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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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선탑재 계약(MADA)을 활용하여 전체 검색 관련 제품군이 안드로이
드 GMS 단말의 핵심 위치에 배치되도록 한다. 제조사가 구글의 주요 앱과
API 중 하나라도 원하는 경우 사전에 정해진 구글 앱 번들(구글 플레이, 크
롬, 구글의 검색앱, 지메일, 지도, 유튜브 등 6개 핵심 앱)이 삭제할 수 없는
형태로 미리 설치되어야 한다. 이는 구글 플레이, GPS의 유통에 다른 앱의
유통을 끼워팔기하는 형태로 제조사가 경쟁사의 앱을 선탑재할 수 없도록
막아 구글의 검색서비스 지배력을 강화한다 선탑재 계약은 자체적으로 파편
화 방지 조항을 포함하거나 일반적으로 단말 제조사가 파편화 방지 계약에
서명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구글의 파편화 방지 요구사항을 강화한다.

③ 수익공유(revenue sharing)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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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안드로이드 유통업체는 구글을 단말의 모든 중요한 검색 액세스 포인트에서
기본 일반 검색엔진으로 사전 설정하는 대신 구글 검색광고 수익의 상당 부
분을 받는다. 또한, 이러한 계약에는 일반적으로 경쟁 일반 검색서비스의 선
탑재를 금지하는 독점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선탑재 계약과 수익공유 계약
은 안드로이드 단말에서 구글로 검색을 유도하도록 함께 작동한다. 구글은
선탑재 계약에 포함되지 않는 검색 액세스 포인트 상의 사전 설정된 기본값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독점 이익을 사용함으로써 제
조사 및 이통사에 대해 “더욱 엄격한 요구사항”을 확보할 수 있다. 선탑재 및
수익공유 계약이 결합된 결과, 안드로이드 단말에서 소비자가 검색에 액세스
하는 모든 주요 경로가 차단되어 경쟁사를 봉쇄하고 구글의 독점적 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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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한다. 19년 구글은 미국 이통사에 10억 달러를 수익공유로 제공하였다.
이통사나 제조사가 구글과의 수익공유 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면 새로운 모바
일 장치뿐만 아니라 이전에 판매된 휴대폰 및 태블릿에 대한 수익 공유 역시
상실한다. 특히,신규 진입자들의 입장에서 핵심위치 배치 및 기본값 설정을
위해 구글처럼 수십억 달러를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수익공유 계약은 상당
한 진입장벽을 형성한다.
④ 구글의 계약으로 브라우저 유통 차단

SA

브라우저는 대부분의 소비자가 인터넷에 연결되는 관문이기 때문에 일반
검색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유통채널 중 하나이다. 구글은 브라우저와 독
점 수익공유 계약을 체결하여 브라우저의 컴퓨터 및 모바일 버전 모두의 검
색 액세스 포인트에서 기본값 일반 검색엔진으로 구글을 사전 설정하도록
한다. 현재 구글은 미국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브라우저인 애플의 Safari
브라우저 및 Mozilla의 Firefox 브라우저와 수익공유 계약을 체결하였고,
Microsoft의 브라우저는 유일한 예외이다. 미국의 모든 브라우저 사용의
85% 이상이 구글 자체 Chrome 브라우저 또는 이러한 수익공유 계약이 적
용되는 브라우저 중 하나에서 발생한다. 이의 대가로 검색 액세스 포인트에
서 발생하는 광고수익의 최대 40%를 지급한다. 구글의 다른 배타적 계약 및
독점력을 고려할 때 구글의 행위는 경쟁 검색업체가 시장에 진입하거나 유
통를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경로를 차단한다.

ⅲ) 구글의 차세대 검색 유통채널의 관리자 포지셔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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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신규/기존 경쟁사를 배제하고 스마트 워치, 스마트 스피커, 스마트
TV, 커넥티드 카와 같은 차세대 기기에서의 검색 유통채널을 관리하기 위해
포지셔닝하고 있다. 드로이드 파편화 방지 계약을 차세대 기기에 적용하고
있으며, 모바일 파트너가 차세대 기기에서 경쟁 운영체제를 채택하지 못하도
록 모바일 유통채널의 다른 지점을 활용한다. 그 결과 모바일 파트너가 제조
하는 차세대 기기를 구동하는 운영 체제에 대한 제어권을 유지하고 해당 기
기에서 경쟁 검색서비스의 채택을 금지할 수 있다. 또한,안드로이드 휴대전
화를 판매하지 않는 케넥티드 기기 제조사가 모바일 유통 계약의 효과를 반
영하는 제한적인 계약조건에 동의하도록 요구한다. 구글은 경쟁사 검색관련
앱을 선탑재하지 않는 조건으로 자동차 제조사와 제휴를 맺으며, 스마트 워
치 제조사에 대해서는 구글의 무료 스마트 워치 운영체제(Wear OS) 라이선
스 계약에 따라 경쟁사 검색서비스를 포함 제3자 소프트웨어를 선탑재할 수
없다. 아울러,IoT 제조사가 다른 음성 어시스턴트를 동시에 호스팅할 경우 구
글 어시스턴트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것을 거부한다. 마지막으로,일반 검색
분야의 독점을 보호하기 위해 스마트 스피커 및 구글 Nest 스마트홈 제품을
포함한 하드웨어 제품에 대한 통제력을 활용한다.
이와 같이 구글은 현재와 현재와 미래의 일반 검색서비스, 검색광고 및 일반
검색 텍스트 광고 시장에서 독점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검색 액세스 포인
트를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라. 반경쟁적 효과
일반 검색서비스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구글의 행위는 일반 검색서비스의 품질(개
인정보 및 데이터 보호, 소비자 데이터 사용 등 포함)을 저하시키고 선택권을 줄이
며, 혁신을 저해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해를 끼친다. 배타적 행위는 검색광고 및 일반
검색 텍스트 광고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차단하여 광고주에게 피해를 입
힌다. 경쟁시장보다 광고주에게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방식으로 광고 재고
량과 경매방식을 조정할 수 있으며, 또한 마케팅 캠페인에 대해 정보를 제한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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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을 낮출 수 있다.

환경노동위원회 특집

일반 검색서비스에 대한 독점은 구글에 인터넷의 관문으로서 과도한 힘을 부여하
였고, 구글은 이를 자사 웹 콘텐츠를 홍보하고 수익을 늘리는데 사용한다. 구글은
원래 결과 페이지에 이용자 쿼리에 가장 적합한 제3자 웹사이트에 대한 링크를 제
공하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검색광고와 자체 전문검색이 상단에 위치하여 유
기적 링크는 점점 더 아래로 내려간다. 이는 제3자 웹사이트의 유기적 링크가 스크
롤 없이 볼 수 없는 부분으로 내려가게 하고 관련성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검색
광고를 구매하도록 유도한다. 이로 인해 비용이 늘어나고 경쟁력이 떨어지며, 혁신
에 대한 투자 유인과 능력을 훼손한다.
마. 제재 요청
법무부는 구글의 불법 행위를 해소하기 위해 법원에 다음 사항을 요청하였다.

SA

ⅱ) 반경쟁적 피해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구조적 조치

발의

ⅰ) 구글이 셔먼법 제2조를 위반하여 일반검색 서비스, 검색광고, 일반검색 텍스트
광고 시장의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행동했다는 판결

ⅲ) 구글이 위 반경쟁적 관행을 지속하지 못하도록 하고, 동일한 목적과 효과를 가
진 다른 관행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금지
ⅳ) 구글의 불법행위에 영향받는 시장에서 경쟁상황을 회복하는데 필요하고 적절
한 예비적 또는 영구적 조치

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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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법원이 정당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추가 조치

소위원회

ⅵ) 소송비용 보전

5.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제6조·제25조·제29조)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의견

<① 플랫폼 산업에 대한 공정위의 과도한 사전규제 부적절 >
▶ 공정위는 원칙적으로 사후규제기관으로 온라인 플랫폼 산업에 대해 계약서 규제를
통한 사전규제 권한을 행사함은 부적절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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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는 그동안 각종 거래공정화법을 제정하여 생산단계(하도급법), 유통단계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에서 대·중소기업간 특정한 거래방식에 대한 계약
서 규제 등 사전규제 권한을 확대해옴

- 하도급·가맹·대리점 거래관계 등 전통산업에서 민간 사업자의 계약관계를 정부
(공정위) 주도로 규제하겠다는 계약서제공의무 및 표준계약서 규제는 기존에도
과도한 거래비용, 시장 현실 미반영 등 문제가 존재해 왔음

▶ EU 플랫폼 규칙도 온라인 플랫폼 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약관에 거래조건을 투
명하게 명시하도록 하고, 약관 변경시 고지하도록 하는 등 약관을 통한 거래의 투명
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규율
※ 현행 약관법은 EU 플랫폼 규칙에서 정하는 대부분의 약관규제를 이미 도입하고
있음.(약관법 제3조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제2장 불공정약관조항-면책조항
금지, 부당한 해지권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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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표준계약서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운영상 문제가 있음에도 사업분
야 및 비즈니스 모델이 다양하고 동태적인 플랫폼 분야에까지 표준계약서를 적
용함은 부적절(검색시장의 독점 사업자인 네이버도 네이버페이, 사설인증 시장
에서는 신산업으로 시장에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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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정위가 정하는 방식의 계약 체결을 강요함은 플랫폼의 혁신성 저해 >
▶ 공정위 계약서 제공의무는 그 내용이 지나치게 구체적이어서 신축적이고 탄력적
대응이 필요한 플랫폼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며, 잠재적 사업자에게 진입
장벽이 되어 새로운 플랫폼 개발 저해 가능
▶ 플랫폼은 비교적 신산업으로 사전규제 보다는 사후규제를 통해 규율함이 타당
▶ 기존 계약서 규제 관련 거래공정화법의 경우 대체로 전형적인 거래 계약에 관한 것
인데 반하여, 온라인 플랫폼 산업은 비교적 신산업으로서 새로운 거래 방식이 지속
적으로 개발되고 있어 계약서 규제조항은 온라인 플랫폼의 혁신을 막는 과도한 규
제
※ 대부업법, 방문판매법, 가맹사업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등에서 계약서의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타 법률에서 규율되는 거래행위는 비교적
오랜 기간 반복되면서 전형적인 계약 유형으로 자리잡았다는 점에서 온라인 플
랫폼 중개거래행위와는 구별됨

SA

▶ 다른 거래공정화법*과 달리 사후규제로 규율함이 타당한 내용까지 필수기재사항
으로 규정함은 부적절하므로 삭제 필요
※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등 다른 거래공정화법에 비해 지나치게
구체적이며 방대함(아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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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다른 온라인 플랫폼 등을 이용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제한하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거래상대방제한, 서
비스 이용제한
7.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재화 등의 판매가격, 판매방식, 판매량, 배
송방식, 결제방식 등 결정에 관한 관여 또는 제한 여부 및 그 내용 ⇒ 부
당한 거래조건 설정
11.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자신이 직접 판매하거나 자신의 계열회사 또는 자
신이 영업활동을 통제하는 회사를 통해 판매하는 재화 등과 다른 온라
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판매하는 재화 등을 다르게 취급하는지 여부
및 그 내용과 기준 ⇒ 차별

●

E

13.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이용을 위해 다른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거나,
특정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해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내용 ⇒ 끼워팔기
등 불합리한 조건•제한 부과
사후적으로 부당성을 판단해야 하는 가치판단 요소가 개입되어 있음

<③ 계약서 제공의무 위반시 과징금 부과는 과도한 규제>
▶ 사전적 규제의무 위반인 계약서 제공의무 위반에 대해 사후규제와 같이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함은 과도
※ 공정위가 참고한 EU의 공정성 및 투명성 관련 법률에서도 약관을 통한 공개의
무 등 공개의무만 규정할 뿐 이에 대한 위반에 대해 과징금 등 사후규제하지 않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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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 법률안 목록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1.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운영위원회

3.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
5.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A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6.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7.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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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0.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2.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16.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7.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

18.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1.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4.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5.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26.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7.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8.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3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정 법률안 : 의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일 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에 상정된 심의대상 안건 법률안
○ : 주요 법률안 소개에 해당하는 법률안 ● : 법률안 비교·분석에 해당하는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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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3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5.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노동위원회 특집

3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7.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39.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40.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41.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4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3.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44.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SA

발의

4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6.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안
47.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8.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49.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50.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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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위원회

2.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6.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안
7.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

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10.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

1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 독립유공자 피탈재산의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1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14.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서해수호희생자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안
국회 본회의

18.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2.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5.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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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27. 청년신용보증기금법안

정무위원회

2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9.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위원회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3.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A

5. 교육정보화기본법안

6. 국립대학법안
7.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8.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0. 기초학술기본법안

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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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학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위원회

13.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5.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21. 학교민주시민교육촉진법안

23.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

22.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6.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1. 4차산업혁명 기본법안
2.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5.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6.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8.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11.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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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12.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노동위원회 특집

15.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안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21.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3.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A

발의

2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5.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26.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7.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9.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PL
M

국방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소위원회

1.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 재난안전통신망법안

3.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6.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7.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안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2. 경륜ㆍ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4.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5.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

3.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9.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0.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1.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12.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3.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6.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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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19.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3.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5. 스포츠클럽 육성법안
26. 스포츠클럽 진흥법안
27. 스포츠클럽법안
28.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9.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30.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A

3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2.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3.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34.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35.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6.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3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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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 등에 따른 예술인 등의 손실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39.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40.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

41. 한글의 세계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1.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2.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국립농업박물관법안

6.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

7.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1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3.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5.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16.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7.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8.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9.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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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23.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4.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5.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노동위원회 특집

26.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7.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8.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0.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31.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2.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33.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34.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SA

발의

35.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36.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7.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8.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39. 수산부산물 처리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40.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PL
M

41.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

42.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원회

43.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44.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5.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46.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안
47.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48. 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
49.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50.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53.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

52.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54.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55.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56.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57.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58.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59.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60.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61.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6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63.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64.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65.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1년5월4일)
66.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67.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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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1.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A

13.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5.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16.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PL
M
20.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 저탄소 청정에너지 이용 촉진 지원법안

2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주얼리의 유통관리 및 산업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

25.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6. 중소기업을 위한 산업기계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2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9.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

30.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31.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
32.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3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간호법안
2. 간호ㆍ조산법안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5.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9.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0. 난임치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1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1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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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13.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급식안전 지원 법률안
14.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5.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환경노동위원회 특집

16.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17.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ㆍ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18.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9. 문신사법안
20. 반영구화장문신사법안
2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3.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A

발의

25.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6.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7.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8. 생애 최초 국민연금 가입 청년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법안
29.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30.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PL
M
3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원회

33.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34.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3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36. 영양취약계층 급식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
3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38. 융복합헬스케어기기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3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0.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4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43.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

42.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4. 자립지원대상 아동ㆍ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45.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6.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47.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8.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본회의

4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50.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5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3.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4.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6.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7.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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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5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퇴치를 위한 특별조치법안
59. 학대피해노인의 권리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60. 한국방사선의과대학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61.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개정법률안
62.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5.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6.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A

8.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1.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2.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노동위원회

○

1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PL
M
15.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

25.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6.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6.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4.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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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15. 국가시범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16.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7.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노동위원회 특집

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9.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SA

발의

27.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2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30.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1.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32.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3.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PL
M
3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원회

35.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6.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7.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38.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9.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40.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41.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42.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

상임위원회

정보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상정 법률안 없음

E

여성가족위원회

국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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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정무위원회

2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7860호

제안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재난이 발생하여 관련 법률에 따른 영업 제한 또는 영업장 폐
쇄 명령이 내려진 사업장은 해당 기간 동안 수익 창출이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당초 수준대로
대출원리금을 납부해야 할 경우 사업주의 도산에 따른 실직자 확대, 빈부격차 심화 등의 사회
적 문제가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SA

민형배

이에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 제한 또는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거나 경제상황의 급
격한 변동으로 인한 경제 여건의 악화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사업자 등이 은행에 이자의 상
환유예, 대출원금의 감면 및 상환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은행은 소득
감소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해당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을 보완하려는 것
임(안 제30조의3 신설, 제69조).

선 거 구
정
당
당선횟 수
소속위원회

광주 광산구을
더불어민주당
초선(21대)
정무위원회

접수
2021.02.02.
2021.04.22.

제안
상임위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개정안별 주요 내용 비교

PL
M

심사 진행 경과

참고자료

구분

대상

요건

금소법 개정안

은행법 개정안

사업자

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의 임대인

재난

① 자연재난, ② 사회재난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③ 위기경보

경제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경제 여건의 악화

소득

소득의 현저한 감소

금융위원회(명령)→금융상품판매업자
(대출원금 감면, 상환기간 연장,이자상
환 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등 금융소비
자 보호방안 마련)

조치사항
제재

사업자·사업자의 임대인(신청)→은행
(대출원금 감면, 상환기간 연장,
이자상환 유예)
※ 대통령령 기준 부합 시 조치 의무
2천만원 이하 과태료

E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재난지원 프로그램 현황

구분

제1차

제2차

예산

2020년 제2회 추경

2020년 제4회 추경

제3차

제4차

2021년 본예산

2021년 제1회 추경

◼ 9.3조원

88

규모

◼ 총 14.3조원
- 국비 12.2조원 +
지방 2.1조원

주요
지원
대상

◼ 전 국민

- 목적 예비비 4.8조
◼ 19.4조원
원
- ’20년 집행잔액 0.6 - 추경 14.9조원
◼ 7.8조원
조원
- ’21년 기정예산 4.5
- ’21년 기정예산 3.4
조원
조원
- 기금운용계획변경
0.5조원
◼ 소상공인 및 고용
◼ 소상공인 및 고용
◼ 소상공인 및 고용
취약계층
취약계층
취약계층
◼ 공공의료기관
◼ 공공의료기관
◼ 생계위기 및 육아부
◼ 생계위기 및 육아부 ◼ 저소득층 및 취약계
담가구 등
담가구 등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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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소상공인 새희망자

◼ 긴급재난지원금

◼ 소상공인 버팀목자

금
◼ 임차료 간접지원
◼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안정지원금
◼ 코로나 방역 강화
◼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지원
◼ 근로자·실직자 긴
급고용안정 지원
◼ 취약계층 사회안전
망 보강

◼ 소상공인 버팀목플

러스
◼ 소상공인 전기료 감

면
◼ 특고·프리랜서 등고

용안전지원금
◼ 5대 분야 일자리 창

출
◼ 코로나 백신 구매·

접종

환경노동위원회 특집

주요
사업
내용

금
◼ 긴급고용안정 패키
지
- 근로자 고용유지지
원금 및 고용안정지
원금 등
◼ 저소득층 긴급 생계
지원 패키지
◼ 긴급돌봄 지원 패키
지등
◼ 긴급방역지원 패키
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2021.3.을 바탕으로 재작성)

만기연장 및 원금•이자상환 유예 실적(2021.1.31.기준)

SA
시중은행

정책금융
기관
제2
금융권

원금상환 유예분할상환

이자상환 유예일시+분할상환

81조 4986억원
(29만 7,075건)
39조 57억원
(6만 9,286건)
6,559억원
(4,704건)
121조 1,602억원
(37만 1,065건)

7조 2,509억원
(1만 6,148건)
1조 2,527억원
(1만 1,599건)
5,281억원
(2만 9,654건)
9조 317억원
(5만 7,401건)

602억원
(5,090건)
491억원
(4,722건)
544억원
(3,407건)
1,637억원
(1만 3,219건)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21.9월말까지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를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장기•분할상환하는 연착륙방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1.3.3.)

소위원회

PL
M

합계

만기연장일시상환

발의

구분

코로나10에 대응한 주요국의 상환유예 사례(2020.5월 기준)
적용범위

적용기간

미국

입법

원금 및 이자

180일

싱가포르

금융당국

원금 및 이자

2020년 말

이탈리아

입법

원금 및 이자

18개월

호주

은행연합회

원금 및 이자

6개월

캐나다

은행연합회

원금 및 이자

6개월

홍콩

금융당국

원금

6개월

남아공

은행연합회

원금 및 이자

3개월

스페인

입법

원금 및 이자

3개월

영국

금융당국

원금 및 이자

3개월

상임위원회

추진매체

E

국가

주: 최초 발표 시 기준(연장 가능)
(자료: 금융위원회)
국회 본회의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 및 지원 법안 현황
구분

제명

대표발의
(의안번호)

주요 지원 내용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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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소상공
인등 구제에 관한 특별법안

이동주의원
(2107308)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
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
한 특별법안

민병덕의원
(2107601)

◼ 손실보상금 지급, 피해 소상공인등 금융지

원(신용보증 포함), 임대료 감면 임대인 지원 등
◼ 집합금지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 의무, 금융기관의 이자 감면 의무,
피해 소상공인 통신비용·공과금 감면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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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제
정
안

코로나바이러스 등 감염병 재
난에 따른 손실보상 및 피해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심상정의원
(2107819)
최승재의원
(2107383)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합금지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피고용인
급여 보상, 임대인의 차임 청구 금지 및 일부 손
실보상 규정, 공과금·통신비·금융이자 감면,
소상공인 최소생활보장, 영업이익 보전 등
◼ 재난으로 영업 피해 소상공인 영업손실보상,

세제·공과금 등 감면, 대출이자율 감면 시책
실시

소병철의원
(2107918)

◼ 재난으로 영업 피해 소상공인 자금 융자, 융
자금의 상환유예 및 상환기간 연장, 이자 감면
◼ 집합금지 등으로 영업상 손실 소상공인 손
실 보상, 임대료 지원, 대출이자·세제·사회보험
료 감면

윤재갑의원
(2108027)

◼ 장기간 재난 피해에 대한 세제·건강보험료
등 납부 유예, 소상공인 자금 융자 및 대출금의
원금·이자 상환기간 유예
◼ 집합제한 등 소상공인 조세 감면, 포장·용기

전용기의원
(2106845)

◼ 감염병으로 인한 매출 감소 소상공인의 임대

홍문표의원
(2106853)

◼ 집합제한으로 인한 경영상 피해 소상공인에

권명호의원
(2107158)

◼ 집합제한으로 인한 경영상 피해 소상공인에

구입 비용 빛 배달비용 지원
료 일부 지원
게 임대료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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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의원
(2106802)

강훈식의원
(2107403)

일
부
개
정
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 임대료 일부 지원

◼ 집합제한 등으로 인한 영업 피해 소상공인에

게 조치기간 동안의 최저임금 상당 금액, 사업
장 차임, 조세 등 지원

정청래의원
(2107652)

◼ 국가재난 시 소상공인 4대 보험료 감면

정일영의원
(2107738)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용도에 감염병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구제를 위한 대출 및 이자
지원 등 추가

서영교의원
(2107807)

◼ 집합제한 등으로 경제적 손실 소상공인에게

조치기간 동안의 최저임금 상당 금액, 사업장
임대료, 조세 등 지원

◼ 재난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자의
소상공인진흥공단 대출 상환 기간 연장, 이자
감면

E
이철규의원
(2107845)
소병철의원
(2107915)

권영세의원
(2108036)

한 등으로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재정 지
원 추가
◼ 집합제한 등으로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

인·중소기업의 매출손실 보상

정청래의원
(2108143)

◼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폐업지원금 지급

송갑석의원
(2108428)

◼ 영업제한 등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 보상

윤영석의원
(2108463)
김윤덕의원
(2108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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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사용 용도에 집합제

◼ 집합제한 등으로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의 전기요금·도시가스요금 감면
◼ 집합제한 등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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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이철규의원
(210875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2109263)

◼ 집합제한 등에 따른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
◼ 집합제한 등에 따른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
상,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 감면, 국
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및 각종 공
과금 경감 또는 납부 유예

보건복지위원회
이종배의원
(2100004)
추경호의원
(2100741)
윤두현의원
(2101306)

업주 및 근로자에게 사업중단·자진폐업 손실
보상
◼ 집합제한 등에 따른 손실 보상
◼ 감염병 예방·관리와 관련한 소상공인 영업

중단 손실 보상

이동주의원
(2103424)

◼ 집합제한 등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 손

최승재의원
(2103535)

◼ 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은 시설 또는 사업장

장혜영의원
(2105056)

◼ 감염병 전파 위험이 잇는 장소 또는 시설의

실 보상
영업 중지에 따른 손실 보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업제한 등에 따른 손실 보상

이 용의원
(2107255)

◼ 영업제한 사업주 및 근로자 손실 보상

홍석준의원
(2107310)

◼ 영업제한 등에 따른 사업장 손실 보상

서영석의원
(2107421)
신현영의원
(2107454)

◼ 영업제한 등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 손

실 보상

◼ 영업제한 등에 따른 손실 보상

◼ 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은 시설 또는 사업장

의 영업 제한 등에 따른 손실 보상

E
고영인의원
(2107561)

영업 제한 등에 따른 손실 보상

이장섭의원
(2107634)

◼ 집합제한 등에 따른 소기업 손실 보상

정희용의원
(2107660)

◼ 집합제한 등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 보상
◼ 감염병 전파 위험성이 높은 시설 또는 사업

장의 영업 제한 등에 따른 손실 보상

장제원의원
(2107765)

◼ 집합제한 등으로 발생한 사업장 손실 보상

임이자의원
(2107900)

◼ 소상공인,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의 일
시적 사업중단 또는 자진폐업에 따른 경제적
손실 보상

김승수의원
(2107960)

◼ 소상공인 영업제한 시 피해보상대책 수립 의

무, 제한기간 만료 6개월 이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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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설 훈의원
(2107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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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시설 또는 사업장

상임위원회

전용기의원
(2107520)

소위원회

일
부
개
정
안

발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주의 이상 경보
발령 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 경영안정
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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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의원
(2102845)

◼ 의원급 의료기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사

환경노동위원회 특집

일
부
개
정
안

1. 상정 법률안 목록 | 2. 주요 법률안 소개

상임위원회

박형수의원
(2107966)
일
부
개
정
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집합제한 등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자에
게 손실보상금 지급,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대
한 세제·공과금·사회보험료·대출이자 감면 등

전혜숙의원
(2107976)

◼ 감염병 전파 위험성이 있는 사업장 영업 제

강기윤의원
(2108023)

◼ 집합제한 등으로 발생한 손실 보상(소상공

김형동의원
(2108509)

◼ 집합제한 등으로 폐업한 소상공인 재정 지

한에 따른 손실 보상
인 우선 보상)
원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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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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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8523호

제안이유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어 중소기업, 중소자영업자들의 경영
환경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고, 경제주체간 균형발전은 크게 위협받고 있음.
현행법은 원가절감 등 대기업(위탁기업)과 중소기업(수탁기업)이 공동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할 경우 그 성과를 함께 공유하는 성과공유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수요
독점적 시장구조상 대기업이 우월한 교섭력을 행하는 상황에서 성과공유제는 실효성
이 크지 않음.
또한 동반성장위원회에서의 적합업종 합의 도출은 자율합의에 의한 것이어서 적합업
종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SA

류호정

선 거 구
정
당
당선횟 수
소속위원회

비례대표
정의당
초선(21대)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접수
2021.03.04.
2021.04.23.

제안
상임위 상정/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주요내용

PL
M

심사 진행 경과

이에 상생협력 모델로 초과이익공유제를 법제화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의 실효
성을 높여 양극화를 완화하고 경제주체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가. 이익개선 등 수탁·위탁기업 간에 합의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위탁
기업의 이익 중 합의한 목표를 초과한 이익을 사전에 합의한 배분규칙에 따라 수
탁ㆍ위탁기업이 공유하는 계약모델인 “초과이익공유제”의 개념을 정의함(안 제2조
제12호 및 제13호 신설).
나. 정부가 초과이익공유제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초
과이익공유제 추진을 위한 지원기관으로서 초과이익공유제 및 성과공유제 확산
추진본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E

다. 초과이익공유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입찰참가자
의 자격제한, 지명경쟁,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초과이익공유제 및 성
과공유제를 시행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
(안 제8조제5항 및 제6항).
라. 동반성장위원회 또는 중소기업자단체는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이 되지 아니하는 경
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해당 업종·품목의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3 신설).
마. 대기업등은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할 수 없도록 하되, 중소벤처기
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함(안 제28조의4 신설).
바. 대기업등이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한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함(안 제43조제1항).

참고자료
정부의 협력이익공유제 도입방안 주요 내용
* 협력이익공유제 도입계획(‘18.11. 관계부처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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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정의>
◈ 대·중소기업(중견기업 포함)간, 중소기업 상호간 또는 위·수탁기업간 공동의 노력을
통해 달성한 초과이익을위탁기업 등의 재무적 성과와 연계하여 사전에 약정한 바
에 따라 공유하는 계약모델
환경노동위원회 특집

* 협의(狹義)의 협력이익 : 공동의 노력을 통해 특정한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달성한 이
익
* 광의(廣義)의 협력이익 : 일반적인 대·중소기업간 거래관계에서 협력사의 기여를 통해
달성한 이익 →대기업의 인센티브 형식으로 협력업체에 제공하는 성과급 등을 포함
<유형>
◈ 국내·외 유사사례를 분석하여3가지 유형으로 분류
◈ 업종, 경영상황 등에 따라 자율 선택

협력사업형

마진보상형

발의

SA

협력이익공유제

인센티브형

<제조업 등> <유통·IT 등> <全 업종>

ㅇ (마진보상형) 유통·IT 등 플랫폼 업종들이 공동의 협력사업 등을 통해 달성한 협력이
익을 콘텐츠 조회나 판매량 등에 따라 이익 조정하여 공유

ㅇ (인센티브형) 대기업 등의 경영성과 달성에 함께 노력한 협력사를 대상으로 인센티브
등의 형식으로 협력이익(廣義)을 공유

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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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협력사업형) R&D 등 협력사업(프로젝트)을 통해 발생한 협력이익(狹義)을 공유

<확인검증 시스템 구축 및 인센티브 지원>

ㅇ (확인시스템) 협력성과확산추진본부가 사전약정부터 전체과정을 종합관리(전자시스
템 활용)하고,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인*
상임위원회

* 계약체결 내용 및 이익공유 결과의 일치성, 공유가치 등 판단

E

ㅇ (인센티브 지원) 세제특례, 정책자금 지원, 평가 시 우대 등
<현행 성과공유제와의 비교>
구분

성과공유제

협력이익공유제

모델기초 • 원가연동가격제(Cost-Plus Pri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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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연동보상제(Output-b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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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 협력이익공유제 도입계획(‘18.11)
근거
• 상생협력법(‘06~)
* 관계부처 합동 발표
(관계부처 합동대책, ‘18.11)
(상생협력법 제8조)
수탁기업이 원가절감 등 수탁·위탁기업간의 대·중소기업간, 중소기업 상호간 또는 위·수탁
합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 기업간 공동의 노력을 통해 달성한 협력이익을
정의
이 지원하고 그 성과를 수탁·위탁기업이 공유 위탁기업 등의 재무적 성과와 연계하여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 공유하는 계약모델
하는 계약모델
• 대·중소기업간, 중소기업 상호간,
협력주체 • 수·위탁기업 간
위·수탁기업 간
• 수탁기업이 달성한 성과
• 위탁기업 등의 재무적 성과
공유대상
* 원가(cost) 절감 등
* 수익(profit) 등

1. 상정 법률안 목록 | 2. 주요 법률안 소개

상임위원회

• 현금
공유수단 • 매출 확대
* 물량확대, 수의계약 등
계약여부 • 참여기업 간 사전계약

• 현금
• 현금성
* 단가, 마진율, 수수료 등

<협력이익공유제(시범사업) 주요 사례>
협력사업형
과제명

온실가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청정연료 전환 사업

과제기간 2019-09-01 ~ 2030-12-31 (약 10년)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 저감을 위해 협력회사의 설비를 공동투자·개선하여, 해당 설비에 의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한국중부발전에서 매입
과제내용
- 온실가스배출권 매입시점의 시장가와 사전 계약한 매입가 간 차액의 일정비율을 협력기업에
지급
구분

한국중부발전

아산이피에스

SA

공동노력 - 청정연료 전환을 위한 시설투자비 지원

-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연료전환 설비 설치
- 온실가스감축량 외부사업 인증실적(KOC)
등록

협력이익 - 탄소배출권 구매비용 절감으로 재무적 이익
- 이익공유
공유
발생

알뜰주유소 유통 플랫폼 이용 중소기업의 판매실적에 따른 공급가격 차등할인

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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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마진보상형

과제기간 2019-10-01 ~ 2019-12-31 (3개월)
과제내용

알뜰주유소 판매실적 제고 및 석유공사 알뜰유 공급물량 증대를 통한 석유유통구조 개선(ℓ당
매입단가의 4~12원을 할인하여 공급)

구분

한국석유공사

공동노력

- 정유 4사 대비 저렴한 유류 공급물량 확보
- 알뜰주유소와 공동 마케팅 추진

협력이익
- 석유공사 매출 확대
공유

어울림주유소

-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통한 전체
알뜰주유소 가치 증대
- 이익공유

인센티브형

과제명

펌프 초과효율 달성에 따른 성과인센티브 지급

E

과제기간 2019-07-25 ~ 2019-12-31 (약 5개월)
과제내용
구분
공동노력

K-Water와 체결된 펌프설비공사 준공 후, 펌프의 최종 효율값에 대해 초과효율 달성 시 성과 인
센티브 지급
한국수자원공사

- 설비현황, 운영 데이터 등 자료 제공
- 원활한 성능시험을 위한 현장 여건 제공

협력이익
- 펌프효율 초과달성으로 성과 증대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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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중전기

- 설비 효율 증대를 위한 품질향상 노력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설비 적기 공급
- 공인기관 펌프효율 측정 의뢰·실시 및
시험성적서 제출
- 인센티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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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이익공유제 관련 의원별 발의법안 비교
구분

조정식 의원(안)
(’20.6.16 발의)

류호정 의원(안)
(’21.3.4 발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중소
기업 상호간, 위탁ㆍ수탁기업
간 상생협력으로 발생한 위
탁기업 등의 협력이익을 사
전에 상호간 약정한 기준에
따라 공유하는 계약모델

수탁·위탁기업 간 합의 목표
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협력하
고 위탁기업의 이익 중 합의
한 목표를 초과한 이익을 사
전에 합의한 배분규칙에 따
라 수탁·위탁기업이 공유하
는 계약 모델

(좌동)

(좌동)

(없음)
(없음)
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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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기업
인센티브
(제8조제7항)
우수기업 선정 협력이익공유 도입기업에 대 (좌동)
(제16조제1항) 해 포상 등 선정·지원
정부는 대·중소기업간 임금 (좌동)
임금격차 완화 격차 완화를 위해 임금교섭
(제18조제1항) 노력 및 협력이익공유제 시
행 등 추진

발의

세부확인 및 운영절차 등에 (없음)
필요한 사항은 중기부 장관
이 고시
조세관련 법률에 따라 조세 행정적·재정적 지원
조세관련 법률에 따라 조세
감면
감면

환경노동위원회 특집

SA

수탁·위탁기업의 공동의 노
력으로 발생한 위탁기업의
이익을 수탁·위탁기업이 사
전에 상호간 약정한 이익공
유기준에 따라 공유함으로
개념정의
(제2조제13호) 써 궁극적으로는 중소기업
의 경영혁신과 기술력 향상
및 근로자 고용의 질적 개선
효과를 유인할 수 있는 계약
모델
추진본부 설치 성과공유제 및 협력이익공
(제8조제2항) 유제 추진본부 설치
(없음)
세부 운영절차
(제8조제5항)

정태호 의원(안)
(’20.12.21 발의)

사업영역보호 제도 비교

구분
법령

절차

기간

지정
현황

P&B Report May 2021

• 중소기업단체 신청 →
대·중소기업 자율조정 →
미조정시 심의회 조정
• 최대 6년 권고
* 최초 3년 이내, 3년 이내
1회 연장 가능
• 실적(‘09.1.~’21.1. 누계)
신청 1,021건 → 자율조정
788, 조정권고(정부조치)
23, 반려 200, 진행 10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18.12월 시행)
* ’19.10월 최초 지정
•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 • 중소기업 적합업종 만료
영위가 ‘적합’한 업종·품목 (예정)되거나 신규 신청
예정 종목
• 긴급히 보호 필요한 업종
• 동반성장위원회
* 합의도출 및 공표

• 중소기업단체 신청 →
대·중소기업 자율협의 →
동반위 심의·의결 후 공표
• 최대 6년
* 최초 3년 이내, 3년 이내
1회 연장 가능
• 실적 : 110개 업종·품목
• 유지 : 6개
* 104개 종료, 1개 진행

• (추천) 동반성장위원회
• (지정) 적합업종심의회
•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단체 신청 →
동반위 업종 추천 →심의위
심의·의결 →중기부 고시
• 5년
* 지정기간 후 재심의 가능
(명시적 조항 없음)
• 지정 : 10개
* 서점, LPG소매, 자판기
운영, 두부, 장류4종, 국수,
냉면
* 11개 업종은 상생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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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운
영

• 대기업 ‘사업진출로 경영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
기업·소상공인
* 대형마트, SSM 등
유통이 대부분
• 사업조정심의회(중기부)
• 지방조정심의회(시·도)

• 상생협력법(‘12.1월 시행)
* ’11.10월 최초 권고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E

주체

• 상생협력법(‘06.6월 시행)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상임위원회

대상

중소기업 사업조정 제도

1. 상정 법률안 목록 | 2. 주요 법률안 소개

상임위원회

• 대기업의 인수·개시·확장
연기를 권고

제한
사항

규제
성격
규제 강도

이행강제

• 대기업의 인수·개시·확장· • 대기업 인수·개시·확장
사업축소 등 권고(합의내용 금지
반영)
• 다만, 소비자 후생, 산업
영향 등을 고려 예외승인,
중도해제 가능
법적
규제
자율
합의
(일종의
상생협약)
•
•
• 법적 규제
개별
사례
규제에
초점(예
:
업종
전체
대상
•
•
• 업종 전체 대상
대형마트 ㅇㅇ점)
• 사후적 규제 성격
• 사전적 규제
• 사전적 규제
②
③
①

SA

• 일시정지 미이행 시 공표→
이행명령→과태료
* 현행 5천만원→1억 상향
예정(‘21.4.21)
• 사업조정 심의결과 미 이행
시공표→이행명령→벌칙
부과
* 2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내 벌금

• 미이행 시 공표(동반위)
• 미이행 시 사업조정 신청
가능(신청사례 無)
* 사업조정 후 미이행 시
벌칙 부과

• 위반 시 시정명령 → 공표
→ 위반 지속 시 이행강제
금 부과
* 위반관련 매출액 5%
이내
• 위반 시 벌칙 부과
* 2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내 벌금

중소기업 고유업종 / 중소기업 적합업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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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업종) 정부가 직접 지정(시행령 별표에서 구체적 업종 명시)하여 대기업의 인
수·개시·확장을 금지하고 위반시 벌칙 부과

◈ (적합업종) 대·中企 간 합의를 전제로 민간인 동반위가 지정하고 품목별 특성에 따
라 다양하게 권고*하며, 간접적으로 강제
구분

진입
제한
사업
이양

강제
수단

중소기업 고유업종

중소기업 적합업종

- 정부(舊중기청)

- 민간(동반委)

- 제조업

- 제조업
- 서비스업

- 제한없음

- 제한있음(3년+3년이내)

- 중소기업기본법 기준 대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기준 대기업
* 단, 외국인투자기업은 적용 제외
- 인수·개시·확장 금지
- 사업이양(사업철수), 사업축소, 확장자제,
- 인수·개시·확장하고자 할 경우, 2개월전
진입자제, 한시보류, 시장감시, 조치의뢰,
신고
연구의뢰 등 품목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 사업의 연기, 전부 또는 일부 금지 명령 가능 형태로 권고

E

선정
주체
지정
분야
존속
기간
대기업
범위

- 자율(권고만 가능)

- 1년이하의 징역 또는5천만원이하의 벌금

- 자율(권고만 가능)
- 대기업의 이행현황 실태조사·공표
- 동반성장지수 반영
- 적합업종 지정시 합의도출이 되지 않거나,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동반위가
중기부에 사업조정 신청(‘11.12 상생법 개정)
* 사업조정심의회의 결과에 따라 권고, 공표,
이행명령 후 벌칙(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단, 사업이양은 권고만 가능
* 사업이양, 사업축소, 확장자제, 진입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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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중소기업 적합업종 운영절차
- 신청서(동반위 홈페이지) 작성 후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신청서류 요건 검토(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 요청 또는 반려)
- 신청자격 :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단체(중소기업 과반수 이상), 전국단위 협동조합
또는 연합회, 대표단체 없는 경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신청(3개 광역지자체별 10개 이상
동종 사업자 동의)

⇩
실태조사

- 업종·품목에 대한 실태조사(자체 또는 전문연구기관 연구용역 위탁)

환경노동위원회 특집

신청·접수
(상시)

- 대·중소기업 의견수렴(업종 획정, 쟁점 파악 등)

⇩
자율협의
(조정협의체
운영)

- 실태조사 참고하여 이해당사자 간 자율조정·협의
- 필요시 조정협의체(공익위원)를 통해 합의(안) 마련

적합업종
실무위원회
검토

- 업종현황, 대·중소기업 의견, 협의·조정내용, 중소기업 적합업종 적합성 검토
가이드라인* 등을 종합 검토하여 합의·조정안 검토·심의(필요시 공익위원 및 이해당사자
의견 청취)

PL
M

* 가이드라인(‘14.6) : △중소기업의 독과점 여부, △중소기업 지원정책으로 중복보호
여부, △국내 대기업의 역차별 및 외국계기업의 진출 여부, △제조 전문 중견기업에
대한 보호, △대·중소기업간 자율경쟁을 통해 고성장이 예상되는 산업, △소비자
후생과 전후방 산업에 부정적 영향 여부
소위원회

- 구성·운영 : 공익위원 7명(위원장 포함), 중소기업 4명, 대기업 4명 등 15명
* 의사결정 : 출석위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 시 의결

⇩

동반성장
위원회
심의·의결

발의

SA

⇩

- 실무위 검토 결과를 토대로 권고, 반려, 판단유보 등으로 심의·의결
* 3월, 6월, 9월 12월 정기 개최 / 대기업 미진출 업종 등 반려(진입이 임박한 경우 검토)

⇩

(미합의, 미이행)
-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합의 도출되지 않거나, 권고사항 미이행 시 동반위 또는 중소기업
단체가 동반위를 거쳐 중기부에 사업조정 신청 가능(상생법 제20조의4)

E

적합업종
사업조정
신청·심의

- 동반위에서 합의된 경우, 언론 공표 및 홈페이지 게재
상임위원회

적합업종
권고·공표
⇩

-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를 확보하는데 필요 인정 시 사업조정심의회 심의(3+3개월)를
거쳐 대기업등의 사업이양·철수·축소·확장자제·진입자제 등 권고 가능(상생법 제33조
②)
* 심의회 : 위원장(차관님), 당연직 2명(산업부·공정위), 위촉직 20명(적합업종 4명) 등
총 23명
- 심의회 회의 시마다 위원장 포함 총 10명으로 구성·운영(상생법 시행령 제21조⑨)
국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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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서동용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8314호

현행법령은 사업주로 하여금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3년간 기록ㆍ보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주의 자율성에 기반한 위험성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산업재해 예방
의 효과가 미비하다는 최근 언론보도와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사업주가 실시한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
게 제출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출한 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산업재해의 위험
성이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여 위험성평가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벌칙을 부과
하여 산업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6조 및 제175조).

SA

서동용

선 거 구
정
당
당선횟 수
소속위원회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더불어민주당
초선(21대)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접수
2021.02.25.
2021.04.20.

제안
상임위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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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경과

참고자료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구분

실시
시기

최초평가

정기평가

사업장 설립일로 최초평가 후 매
부터 1년 이내 실 년 정기적으로
시
실시

수시평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
는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
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E

사업장 위험성 평가 실시 현황
구분
2019년도
작업환경
실태조사

최초평가

[단위 : 개소, %]

정기평가

조사
대상

실시

미실시

143,716

51,051

92,665

34,099

14,486

95,131

100.0%

35.5

64.5

23.7

10.1

66.2

35.5

매년 실시함 실시한 적 있음 실시한 적 없음

(단위 : %)

(단위 : %)

(단위 : %)

(단위 : %)

64.5

64.5

66.2

66.2

35.5
23.7

23.7
10.1

실시

실시
미실시

미실시

10.1

매년 실시함 매년
실시한
실시함
적 있음
실시한
실시한
적 있음
적 없음
실시한 적 없음

자료: 안전보건공단, “2019년 전국 사업장 작업환경실태조사 보고서”, 2019. 190면.

인정여부별인정여부별
재해율
재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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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미실시

매년 실시함

1. 상정적
법률안
| 2. 주요
법률안 소개
실시한
있음목록
실시한
적 없음

<위험성평가 인정 여부별 산업재해율>
인정여부별 재해율
1.20%
0.96%

1.00%

0.61%

0.60%
0.40%

불인정

인정

근로자수

35,883

74,435

재해자수

345

457

재해율(%)

0.96%

0.61%

자료: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성과평가 및 강제화 방안 연구”, 2020. 18면.

0.20%
0.00%
불인정

환경노동위원회 특집

0.80%

구분

인정

1. 위험성 평가의 절차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① 평가대상의 선정 등 사전준비
○ 다음 사항이 포함된 실시규정을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발의

SA
1.
2.
3.
4.
5.

평가의 목적 및 방법
평가담당자 및 책임자의 역할
평가시기 및 절차
주지방법 및 유의사항
결과의 기록·보존

○ 다음의 사업장 안전보건정보를 사전에 조사하여 위험성평가에 활용

상임위원회

E

※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위험성 실시규정을 작성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장 안전보건정보를 사전에 조사하여 위험성평가에 활용
하여야 함.

소위원회

PL
M

1. 작업표준, 작업절차 등에 관한 정보
2. 기계기구, 설비 등의 사양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의 유해·위험 요인
에 관한 정보
3. 기계기구, 설비 등의 공정 흐름과 작업 주변의 환경에 고나한 정보
4.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으로서 같은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
를 도급주어 행하는 작업이 있는 경우 혼재 작업의 위험성 및 작업 상황 등
에 관한 정보
5. 재해사례, 재해통계 등에 관한 정보
6. 작업환경측정결과, 근로자 건강진단결과에 관한 정보 등

② 근로자의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 사업주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할 때 업종, 규조 등 사업장 실정에 따라 다음 방
법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을 사용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
청취조사에 의한 방법
안전보건 자료에 의한 방법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

국회 본회의

1.
2.
3.
4.
5.

※ 사업주는 업종·규모 등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사업장 순회점검, 청취조사, 안전보
건 체크리스트 등을 통해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야 함.
③ 유해·위험요인 파악에 따른 위험성의 추정
○ 사업장 특성에 따라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및 중대성의 크
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위험성을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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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가능성과 중대성을 행령을 이용하여 조합하는 방법
가능성과 중대성을 곱하는 방법
가능성과 중대성을 더하는 방법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

※ 사업주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
어질 수 있는 가능성 및 중대성의 크기를 추정하고, 그 위험성을 추정하여야 함.
④ 추정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인지 여부의 결정
○ 위험성 추정결과와 사업장 자체적으로 설정한 위험성 기준을 비교하여 해당 유
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
-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은 위험성 결정을 하기 전에 사업장 자체적으로
설정해 두어야 하며, 위험성평가 1단계인 사전준비 단계에서 설정하는 것을
권장

SA

※ 사업주는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추정 결과를 비교하여 해당 유해·위험요인별 크
기가 허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⑤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 허용 가능한 위험성이 아니라도 판단되는 경우 위험성 크기, 영향을 받는 근로
자 수 등을 고려하여 감소대책을 수립·실행

PL
M

-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밖에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반영
- 중대재해, 중대산업사고 또는 심각한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성으
로서, 수립한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잠정적인 조치를 강구

○ 사업주는 위험성 감소대책을 실행한 후 해당 공정 또는 작업의 위험성의 크기가
사전에 자체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범위인지를 확인
- 확인 결과, 위험성이 자체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 수준으로 내려오지 않는
경우에는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이 될 때까지 추가의 감소대책을 수립·실행

○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종료한 후 남아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
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

E

※ 사업주는 위험성을 결정한 결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위
험성의 크기,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위험성 감소를 위한 대책을 수
립하여 실행하여야 함.
⑥ 위험성평가 실시 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한 안전보건정보, 위
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결정의 내용, 위험성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
용 등을 기록하고, 위험성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기산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함.
○ 기록·보존할 사항
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2.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한 안전보건정보,
3.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4. 위험성 결정의 내용,
5. 위험성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6.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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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기록의 최소 보존기한 : 위험성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기산하여 3년간 보존

2. 위험성 평가제도 관련 현황

최초평가

[단위 : 개소, %]
정기평가

구분

조사
대상

실시

미실시

전체(추정)

120,414

50,565

69,849

34,453

13,866

72,095

전체(조사)

107,665

45,320

62,345

30,890

12,425

64,350

5인 미만

13,570

2,458

11,112

1,228

993

11,349

32,706

9,453

23,253

5,184

3,633

23,889

5~9인

매년 실시함 실시한 적 있음 실시한 적 없음

8,385

13,799

5,092

2,863

14,229

20,225

10,171

10,054

6,828

2,912

10,485

9,258

6,375

2,883

4,906

1,284

3,068

50~99인

5,873

5,006

867

4,410

540

923

100~299인

3,173

2,869

304

2,667

175

331

554

490

64

464

24

66

1,000인 이상

122

113

9

111

1

10

자료: 안전보건공단, “2019년 전국 사업장 작업환경실태조사 보고서”, 2019. 192면.

소위원회

PL
M
300~999인

발의

22,184

SA

10~
15인
5~
49인 16~
29인
30~
49인

환경노동위원회 특집

규모별 사업장 위험성 평가 실시 현황

업종별 전체 사업장 대비 위험성평가 인정심사 신청 현황

10대업종

업종 재분류

전체 사업장 수

인정심사 신청
사업장 수

인정심사 신청
비율(%)

제조업

제조업

379,387

4,878

1.29

서비스업

1,798,089

1,643

0.09

운수, 창고 및 통신업

건설업
전기 가스 및 상수도업

건설업

E

기타의 사업

444,251

123

0.03

32,380

17

0.05

2,654,107

6,661

0.25

상임위원회

금융 및 보험업

광업
임업

기타

국회 본회의

어업
농업
합계

자료: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성과평가 및 강제화 방안 연구”, 2020. 14면.

규모별 전체 사업장 대비 위험성평가 인정심사 신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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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업종

전체 사업장 수

인정심사 신청
사업장 수

인정심사 신청
비율(%)

5인 미만

1,929,109

1,62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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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5~9인

273,005

1,477

0.4

10~29인

256,299

2,394

0.9

30~49인

47,886

844

1.8

50인 이상

48,808

322

0.7

합계

2,654,107

6,661

0.3

자료: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성과평가 및 강제화 방안 연구”, 20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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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2107632호

우리나라의 연간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2011년 약 506만 톤에서 2017년 약 791만 톤
으로 36% 가량 증가하였으며, 배달문화의 발달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 생
활의 일상화로 포장재 폐기물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플라스틱 폐기물의 처리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

선 거 구
정
당
당선횟 수
소속위원회

경기 화성시을
더불어민주당
3선(19대, 20대, 21대)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2021.01.26.
2021.04.20.

제안
상임위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이에 1회용 음료포장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재활용된 플라스틱 함유율 등 일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음료포장재를 제조 또는 수입하게 하려는 것임.

소위원회

접수

PL
M

심사 진행 경과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환경을 고려한 정책 실현이 필수적인바, 자원순환성 강화
차원에서 천연자원의 사용을 줄이고, 순환자원의 사용을 늘려나가는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할 필요가 있음. 특히 사용량이 많고 심각한 환경문제를 가져오는 플라
스틱의 경우 1회용 PET 음료포장재에 재활용PET(R-PET) 사용률을 높이고, 석유에서
추출되는 PET(virgin PET) 사용률을 낮춤으로써 자원순환성을 강화할 수 있음.

발의

SA

이원욱

폐기물의 문제는 1회용 포장재 폐기물의 문제이며, 국제사회는 1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음. EU의 경우 ‘2050 넷제로(net zero)’를 선
언하여 폐기물을 자원으로 관리해오고 있으며, 모든 포장재 폐기물의 재활용 목표를
2025년까지 65%, 2030년까지 70%로 늘릴 계획을 세워 이행 중임. 우리나라 역시
2020년 12월 ‘2050 넷제로’ 선언 이후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통해 순환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환경노동위원회 특집

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또한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1회용 음료포장재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해당 기준
을 준수하고 있는지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관련 현황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상임위원회

E
주요발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고상근
제가 대표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법하고
다음,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안은 일회용 음료 포장재의 제조·수입업

P&B Report May 2021

자로 하여금 재활용플라스틱 함유율 기준
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에 관한 환경부장관
의 조치명령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률 제고를 통해 자원순환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관련 업
체의 영세성 등을 감안하여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거나 계도기간을 두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고 현재 정부가
플라스틱 원료 제조업체를 재활용지정사

업자에 포함시켜 재생원료 사용목표 지침
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인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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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참고자료
국내 페트병 재활용 현황(2018) 1
재활용량
계
페트병
생산량

구분

중·저급

단섬유(솜)
노끈
208,116톤
70%

재생원료
(PET플레이크)

297,222톤

236,717톤

시트, 페트병,
의류용 장섬유
28,601톤

100%

80%

10%

용도(예시)
수량
생산량
대비 비중

고급

SA

1. 페트병 재활용 관련 해외 사례 2
○ (일본) 연 58.7만 톤 페트병 생산, 이 중 51%(30만 톤)를 국내에서 재활용하고,
34%(20만 톤)는 세척을 거치지 않은 폐기물 원료로 수출

PL
M

- 국내 재활용량 중 19.1만 톤(전체 생산량 대비 32.6%)을 병 재생산(BtoB,
6.1만 톤), 시트(Sheet, 11.8만 톤), 장섬유(1.2만 톤) 등 고품질 재생원료로
재활용

○ (EU)‘25년까지 새로 생산되는 페트병에 고급 재생원료를 25% 이상 사용토록
할 계획(‘30년 까지 30%)
※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ircular Economy Action Plan(2018, EU
Commission)
- 계획대로 될 경우 장기적으로 생산량 대비 고품질 재활용량이 30%이상 될
것으로 예상

2.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에 따른 선별·재활용 개선사례 3
◼ 선별업체

기존

E

구분

개선

타 재활용품과 혼합 투입·선별

투입

투명 페트병만 별도 투입·선별

→

1. 환경부, “페트병만 따로 모아 버려주세요…고품질 재생 원료로 주목(2019. 11. 18. 보도자료)”, 6~7p. 재구성
2. 환경부, “페트병만 따로 모아 버려주세요…고품질 재생 원료로 주목(2019.11.18 보도자료)”, 7p.
3. 환경부, “전국 공동주택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2020. 12. 22. 보도자료)”, 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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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타재질과 공동사용으로 이물질 오염

별도 압축시설 도입

→

압축

환경노동위원회 특집

◼ 재활용업체
구분

기존

개선

유·무색 혼합 투입·재활용

투명페트병 별도 재활용라인 구축

→

투입

발의

SA

3. 재활용지정사업자 제도 개요 및 현황 4
○ (제도개요) 일정규모 이상의 생산자(재활용지정사업자)에게 재생원료를 일정 비
율 이상 사용토록 목표를 부여하고, 그 실적을 관리

○ (적용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하는 것이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하고 그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

소위원회

PL
M

- 재활용지정사업자는 재활용가능자원 이용목표율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활
용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

- 종이제조업: 종이를 연간 1만톤 이상 생산하는 자(80%)
- 유리용기제조업 : 유리용기를 연간 2만톤 이상 생산하는 자
- 제철 및 제강업 : 조강 또는 선철을 연간 10만톤 이상 생산하는 자

E

재활용가능자원
폐지

폐유리용기

이용목표율

폐지

90%

폐골판지

110%

백색

70%

녹색

78%

갈색

67%

철스크랩

50%

폐철캔

130천톤

국회 본회의

철스크랩

○ (관련근거) 자원재활용법 제23조(재활용지정사업자의 준수 사항)

4. 출처: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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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목표율) 종이제조업(폐지, 80%), 유리용기제조업(폐유리용기, 75%), 제철 및
제강업(폐철캔,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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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환경부 고시 제2019-11호 및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2호 “재활용지
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 (운영절차) 재활용 계획 수립(지정사업자) → 재생원료 이용실적 제출(사업자단
체 → 환경부) → 목표 미달성 시 명단공개 등 조치(환경부)
2019년도 재활용지정사업자 재활용실적
이용 목표량
(율) (A)

2019년 실적
(B)

생산량

8,880,509

8,880,509

사용량

7,992,458

8,585,026

이용율(%)

90%

96.7%

↑6.7

생산량

5,975,594

5,975,594

-

사용량

6,573,153

6,888,635

이용율(%)

110%

115.3%

↑5.3

생산량

198,749

198,749

-

사용량

139,124

141,402

이용율(%)

70%

71.1%

↑1.1

생산량

176,202

176,202

-

사용량

137,438

159,719

이용율(%)

78%

90.6%

↑12.6

생산량

239,681

239,681

-

사용량

160,586

184,832

이용율(%)

67%

77.1%

↑10.1

생산량

32,568,268

32,568,268

-

사용량

16,284,134

16,771,254

이용율(%)

50%

51.5%

이용목표량

130,000

구분

폐지

SA

폐골판지

폐유리
용기
(백색)

폐유리
용기
(녹색)

철스크랩

폐철캔

이용율
B/A

↑1.5

비고

한국제지연합회

한국순환자원
유통지원센터

한국철강협회

E

PL
M

폐유리
용기
(녹색)

(단위 : 톤)

81,012

△48,988

＊ 이용률(%)의 B/A : 사용 목표율 대비 실적의 증감을 나타냄
＊* 이용 목표량 : 협회(조합) 제출 내수량·소비량·생산량에 환경부 고시 이용 목표율을 곱한 값

110

P&B Report May 2021

법제사법위원회 특집
발의
소위원회

PL
M

SA
Ⅴ. 국회 본회의
1. 통과 법률안 목록
2. 주요 법률안 소개

상임위원회

E

국회 본회의

P&B Report May 2021

111

1.통과 법률안 목록 | 2. 주요 법률안 소개

국회본회의

통과 법률안 목록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1.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6.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A
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9.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1.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PL
M

1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6.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7.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9.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1.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3.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5.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6.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7.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

24.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30.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4.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6.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 법률안 : 의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일 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에 상정된 심의대상 안건 법률안
○ : 주요 법률안 소개에 해당하는 법률안 ● : 법률안 비교·분석에 해당하는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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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38.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39.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0.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노동위원회 특집

41.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42.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4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4.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안
45.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6.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7.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48.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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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정무위원장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9817호

최근 사업의 노하우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가맹본부가 사업방식에 대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단순히 유명 브랜드를 모방하여 만든 소위 ‘미투 브랜드’의 난립으로 인해 가맹
점사업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경험 관련 정보
를 정보공개서에 수록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일 현재 직영점이
1개 미만이거나 그 영업 기간이 1년 미만인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을 공정
위가 거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심사 진행 경과
상임위원회
2021.03.24.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가결)

SA

대안반영폐기 의안목록 (2건)

법제사법위원회
2021.04.2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의결(수정가결)

2021.04.29.
2021.05.07.

원안가결
정부이송

PL
M

본회의

- [210363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2인)
- [210414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등21인)

본회의 표결 결과

■
■
■
■

제안 / 표결 일자 : 2021. 04. 29 / 2021. 04. 29
발의자 / 제안자 : 정무위원장
표결의원 : 재석 253인 / 재적 300인
표결결과 : 원안가결 253인(찬성 243인, 반대 0인, 기권10인)
4%

96%

E

찬성

반대

기권

주요발언
<제386회 국회 제1차
법사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장호
의사일정 제47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
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체계·
자구 검토 결과 첫째, 법적 통일성 확보
를 위해 ‘직영점’의 의미가 설명되는 위치
를 조정했습니다.
둘째, 직영점 운영 기간에 산입되는 임원

114

운영 기간의 구체적 내용을 대통령령에
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규정을 마련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셋째, 개정안에 따른 소규모 가맹본부의
가맹금 예치의무는 신규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넷
째, 개정안의 부칙을 정비해서 개정안에
따른 소규모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
록신청은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하도
록 하며 등록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는 등록 후 최초로 가맹점 사업자를 모집

할 때부터 적용함을 명확히 하는 수정의
견을 제시했습니다.
의사일정 제49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
지법안은 체계·자구 검토 결과 첫째, 안
제9조제1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사업자’
의 정의규정이 동어 반복에 문제가 있어
이를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10조제1항은 공직자에게 국가
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서 허용되는 경
우를 제외하고 일정한 직무 관련 외부활
동을 제한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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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항의 경우에 보시면 이게 문제인데 ‘사
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문제
는 ‘이용’이라는 단어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용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광
범위하고 자칫하면 법률 해석에 의해서
모든 것에 이용 행위가 포함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직무대리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그다음에 2항을 보면 ‘20조
4항에 준용되는 공익신고
자 보호법 12조 1항을 위반
해서’ 이 부분인데, 이 부분
의 경우에는 20조 4항이 12
조 1항의 가장 중대한 법이기 때문에 차
라리 이것을, 중대한 법이기는 하나 20조
4항에 위반되는 각각의 행위는 상대적으
로 가벌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3
항으로 넘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3항
의 3호로 넘기고, 기존에 3항 3호에 있던
‘공익신고자 보호법 21조 2항에 따라서
문제된 사람’ 이 부분의 규정은 중요도에
비춰 보면 그것이 4항의 규정으로 넘어
가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4항에 ‘20조 1항을 위반하여
신고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 등을 취소하
도록 강요한 행위’가 있습니다. 이것은 20
조에서 규정된 것 중에 가장 중대한 범죄
예요. 그런데 그 범죄가 상대적으로 보시
면 3항 2호에 20조 2항을 위반한 경우에
도 3년 이하의 징역으로 되어 있는데 1항
을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로 되어 있
습니다. 이게 형벌체계가 하나도 안 맞아
요. 그러니까 기존의 4항 1호를 3항의 2
호로 넣고 3항의 2호를 3호로 바꾸고 이
렇게 체계가 변경돼야 됩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범 위원님.

이것은 좀 시간을 주셔야
겠어요, 많아요.
전현희 위원장님, 지난번
에 찾아오셨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
단 14조 2항을 보시면 이것은 자구 수정
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

그런데 이 안은 두 가지 똑같이 지금 징
역 7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규정은 형법체계에 맞지가 않아서, 그러
니까 14조 1항을 위반한 사람은 7년으로
가되 14조 2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으로
가는 그런 형태가 형법상 형벌체계에 맞
습니다.
그리고 수정안 있지요? 지금 다들 듣고
있지요, 전문위원님들? 듣고 있습니까?
같이 들어야 돼요, 이거. 같이 정리해 줘
야지, 시간이 없다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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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위원 (국민의힘)

그리고 5항에 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
은 병과할 수 있다는데 2항을 추가해 줘
야 되고, 6항에 ‘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제
1항의 죄로 인하여’, 이렇게 굉장히 법률
규정에 정교함이 떨어지는데 차라리 이
런 규정은 ‘제1·2항의 죄를 범하여 취득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은 몰수하거나
추징한다’ 이렇게 규정하면 아주 간명하
게 규정이 될 것 같아요. 내가 좀 빨리 얘
기를 했는데 이해가 가십니까?

E

구윤철 국무조정실장님,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장
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벌칙 규정, 시간을 좀 주세요.
27조(벌칙) 규정을 보시면 지금 공직자가
정보를 이용해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경우가 있고, 공직자로부터 정보를 취득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
할 때 뇌물 공여자와 뇌물 수수자를 차
등·차별해서 처벌하고 배임증재와 배임
수재를 차별해서 처벌합니다. 가장 큰 이
유는 공직자의 청렴성이 가장 보호돼야
될 보호법이기 때문에 그 양형에 차이를
두고 있거든요.

상임위원회

박장호 수석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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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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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48항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은 경미한 수정을 하였
습니다.

그리고 그 이용에 관한 규정은 이미 1항
과 2항에서 ‘이용을 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한 경
우’ 이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용
이라고 설시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
고, 따라서 차라리 이렇다면 ‘공직자가
그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서 제3자에
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행위로 구
체적으로 규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렇게 규정을 변경하는 게 좋다는 게 제
의견이고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장호

발의

SA

셋째, 안 제27조제1항·제6항 및 안 제14조
제1항은 제정안 부칙에서 삭제하는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및 제86조를 대체
하는 조문인데 안 제27조제6항은 부패방
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와 달리 해당 죄를 범
한 자 이외에 그 정을 아는 제3자에 대해
서 필요적으로 몰수·추징을 하고 있지 아
니하므로 ‘그 정을 아는 제3자’에 대해서
도 필요적 몰수·추징을 할 수 있도록 수
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개 정보를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는 그 정보를 이용하여……’, 이
것 불필요하게 규정이 돼 있어서 이 규정
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안 된다’ 이
렇게 규정하면 제3자가 아주 자연스럽게
규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구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환경노동위원회 특집

속 기관장이 소속 공직자의 행위가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에 위반된다고 판단
되는 경우 그 행위의 중지·종료 명령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위법한 직
무 처리에 대한 소속 기관장 조치의 일반
적인 규정인 안 제21조에 따른 시정명령
의 대상으로 안 제10조제1항이 이미 규
율되어 있어 중복된 규정에 해당하므로
안 제10조제2항을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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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별 정보
찬성
243인

PL
M

SA

강대식·강득구·강민국·강민정·강병원·강은미·강준현·강훈식·고민정·
고영인·고용진·곽상도·구자근·권명호·권인숙·기동민·김경만·김경협·
김교흥·김기현·김남국·김도읍·김민기·김민석·김민철·김병기·김병욱·
김병주·김상훈·김석기·김선교·김성원·김성주·김성환·김수흥·김승남·
김승원·김영배·김영식·김영주·김영진·김영호·김예지·김용민·김용판·
김원이·김윤덕·김의겸·김정재·김정호·김종민·김주영·김진표·김철민·
김태년·김한정·김형동·김회재·김희국·남인순·노웅래·도종환·류성걸·
류호정·맹성규·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형배·민홍철·박광온·박병석·
박상혁·박성민·박성준·박영순·박완수·박완주·박용진·박재호·박 정·
박주민·박 진·박찬대·박형수·박홍근·배준영·배진교·배현진·백혜련·
변재일·서동용·서범수·서병수·서삼석·서영교·서영석·서일준·설 훈·
성일종·소병철·소병훈·송기헌·송석준·송영길·송옥주·신동근·신영대·
신원식·신정훈·신현영·심상정·안규백·안민석·안병길·안호영·양경숙·
양금희·양기대·양이원영·양정숙·양향자·어기구·엄태영·오기형·오영환·
오영훈·용혜인·우상호·우원식·위성곤·유경준·유기홍·유동수·유의동·
유정주·윤건영·윤관석·윤두현·윤미향·윤영덕·윤영찬·윤재옥·윤주경·
윤준병·윤창현·윤호중·윤후덕·윤희숙·이개호·이광재·이규민·이낙연·
이달곤·이동주·이만희·이명수·이병훈·이상민·이상헌·이성만·이소영·
이수진·이수진(비)·이양수·이 영·이 용·이용빈·이용선·이용우·이용호·
이원욱·이원택·이은주·이장섭·이재정·이정문·이종배·이주환·이채익·
이철규·이탄희·이태규·이학영·이해식·이헌승·이형석·인재근·임오경·
임이자·임종성·임호선·장경태·장철민·장혜영·전용기·전재수·전주혜·
전혜숙·정경희·정동만·정성호·정운천·정일영·정점식·정정순·정진석·
정찬민·정청래·정태호·정필모·조경태·조오섭·조응천·조정훈·조태용·
조해진·주철현·주호영·지성호·진선미·진성준·천준호·최강욱·최기상·
최연숙·최종윤·최형두·추경호·하영제·한병도·한준호·허 영·허은아·
허종식·홍기원·홍석준·홍성국·홍영표·홍익표·홍정민·황보승희·황운하 의원

기권

10인

김 웅·김은혜·박대출·박성중·박수영·유상범·정희용·조수진·태영호·
한기호 의원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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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본회의

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109808호

심사 진행 경과
상임위원회
2021.03.24.

산업안전보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활동 수행의 근거가 없어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및 업무
수행이 어려운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 예
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관련 교육, 홍보 및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
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법제사법위원회
2021.4.2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의결(수정가결)

본회의
원안가결
정부이송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에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의2 및 제4조의3 신설).

E

다. 도급인은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
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안전 및 보건 조치 등을 확인하고,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폭발 등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 시기·내용 등을 조정하도록 함
(안 제64조제1항제7호·제8호 신설).

마.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따른 보조금·지원금의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
재부가금의 상한을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내로 상향하고, 지급제한 기간을 5년으
로 상향함(안 제158조제3항·제4항).
바.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 액수를 현행 300
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함(안 제175조제5항제4호의2 신설).

P&B Report May 2021

117

국회 본회의

라. 건설공사발주자로 하여금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에게 안전보건대장에 기재된 내용
의 적정성 등을 확인받도록 하고, 설계자 및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
건설현장의 안전을 고려하여 설계·시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비용과 기
간을 계상·설정하도록 함(안 제67조제2항·제3항 신설).

상임위원회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와 보건관
리자가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할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7조제3항 및 제18조제3항 신설).

소위원회

2021.04.29.
2021.05.07.

PL
M

SA

아울러, 현재 건설업, 제조업 등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의 혼재작업으로 인한 안전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관한 도급인의 구체적인 역할이 필요하나, 현행법에서
는 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 이에 도급인으로 하여금 관계수급인의 혼재작업으
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작업 시기·내용 및 보건조치 등을 확인 또는 조정하
도록 의무화하는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입법적 사항을 마련함.
한편, 현재 산업안전보건 관리자의 전담규정은 하위법령에서 관련 내용을 정하고 있어
제재가 어려운 미비점 등이 있으므로 현행 제도상의 개선사항을 보완하여 산업안전 관
리 강화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발의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가결)

제안이유

환경노동위원회 특집

환경노동위원장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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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본회의

대안반영폐기 의안목록 (5건)
-

[210142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의원 등 21인)
[210185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10733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등11인)
[210706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등10인)
[210829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0인)

본회의 표결 결과
■
■
■
■

제안 / 표결 일자 : 2021. 04. 29 / 2021. 04. 29
발의자 / 제안자 : 환경노동위원장
표결의원 : 재석 251인 / 재적 300인
표결결과 : 원안가결 251인(찬성 232인, 반대 2인, 기권 17인)
6.8%

92.4%

찬성

반대

기권

PL
M

SA

0.8%

의원별 정보
찬성

232인

E

강대식·강득구·강민정·강병원·강은미·강준현·강훈식·고민정·고영인·
고용진·구자근·권명호·권인숙·기동민·김경만·김경협·김교흥·김기현·
김남국·김도읍·김민기·김민석·김민철·김병기·김병욱·김병주·김상훈·
김선교·김성원·김성주·김성환·김수흥·김승남·김승원·김영배·김영주·
김영진·김영호·김예지·김용민·김용판·김 웅·김원이·김윤덕·김은혜·
김의겸·김정재·김정호·김종민·김주영·김진표·김철민·김태년·김한정·
김형동·김회재·김희국·남인순·노웅래·도종환·류성걸·류호정·맹성규·
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형배·민홍철·박광온·박병석·박상혁·박성민·
박성준·박수영·박영순·박완수·박완주·박용진·박재호·박 정·박주민·
박 진·박찬대·박형수·박홍근·배진교·배현진·백혜련·변재일·서동용·
서범수·서병수·서삼석·서영교·서영석·서일준·설 훈·성일종·소병철·
소병훈·송기헌·송석준·송영길·송옥주·신동근·신영대·신원식·신정훈·
신현영·심상정·안규백·안민석·안병길·안호영·양경숙·양기대·양이원영·
양정숙·양향자·어기구·엄태영·오기형·오영환·오영훈·용혜인·우상호·
위성곤·유경준·유기홍·유동수·유상범·유의동·유정주·윤건영·윤관석·
윤미향·윤영덕·윤영찬·윤재갑·윤재옥·윤준병·윤창현·윤호중·윤후덕·
윤희숙·이개호·이광재·이규민·이낙연·이달곤·이동주·이만희·이명수·
이병훈·이상민·이상헌·이성만·이소영·이수진·이수진(비)·이양수·이 용·
이용빈·이용선·이용우·이용호·이원욱·이원택·이은주·이장섭·이재정·
이정문·이종배·이주환·이채익·이철규·이태규·이학영·이해식·이형석·
인재근·임오경·임이자·임종성·임호선·장경태·장철민·장혜영·전용기·
전재수·전혜숙·정동만·정성호·정운천·정일영·정점식·정정순·정진석·
정찬민·정청래·정태호·정필모·정희용·조수진·조오섭·조응천·조정훈·
조태용·조해진·주철현·주호영·진선미·진성준·천준호·최강욱·최기상·
최연숙·최종윤·최형두·하영제·한병도·한준호·허 영·허은아·허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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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홍성국·홍영표··홍익표·홍정민·황보승희·황운하 의원
반대

김승수·한기호 의원

2인

17인

환경노동위원회 특집

기권

강민국·곽상도·김영식·박대출·박성중·배준영·양금희·윤두현·윤주경·
이 영·이헌승·정경희·조경태·지성호·태영호·한무경·홍석준 의원

발의
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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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SA

상임위원회

E

국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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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노동위원장 대표발의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2109810호

심사 진행 경과
상임위원회
2021.03.24.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가결)

SA

산업재해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받은 후 원직장으로의 복귀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에 복귀하여 사
업주가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그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하는 규정만 두고
있을 뿐,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직장복귀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절차가 없어 근로자
보호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장기간 요양
이 필요하거나 요양 종결 후에 장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해 발생 당시
의 사업주에게 직장복귀계획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
의 직장복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재해근로자 보호에 관
한 제도적 사항을 정비함.

법제사법위원회
2021.04.2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의결(수정가결)

2021.04.29.
2021.05.07.

원안가결
정부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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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아울러, 산업재해 근로자의 장례비 지급과 관련하여 현행법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
유로 사망한 경우 장례를 지내기 전에는 장례비를 지급받을 수 없으나,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장례를 지내기 전이
라도 유족의 청구에 따라 장례비를 미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절차를 개선하여
근로자 보호 강화를 도모함.

주요내용

가.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장례를
지내기 전이라도 유족의 청구에 따라 장례비를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1
조제3항·제4항 신설).

E

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장기간 요양이 필요하거나 요양 종결
후에 장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주에게 직장복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
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5조의2제1항 신설).
다.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의료기관
을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직장복귀지원 의
료기관에 대하여는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 및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평가 등에서 우
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75조의2제4항·제5항 신설).

대안반영폐기 의안목록 (3건)
- [210168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2인)
- [210490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 [210078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본회의 표결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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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의원 : 재석 250인 / 재적 300인
표결결과 : 원안가결 250인(찬성 238인, 반대 1인, 기권 11인)
0.4% 4.4%

환경노동위원회 특집

95.2%

찬성

반대

기권

의원별 정보
찬성

국회 본회의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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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유상범 의원

1인
기권

소위원회

반대

발의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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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인

강대식·강득구·강민정·강병원·강은미·강준현·강훈식·고민정·고영인·
고용진·곽상도·구자근·권명호·권인숙·기동민·김경만·김경협·김교흥·
김기현·김남국·김도읍·김민기·김민석·김민철·김병기·김병욱·김병주·
김상훈·김선교·김성원·김성주·김성환·김수흥·김승남·김승원·김영배·
김영식·김영주·김영진·김영호·김예지·김용민·김용판·김 웅·김원이·
김윤덕·김은혜·김의겸·김정재·김정호·김종민·김주영·김진표·김철민·
김태년·김한정·김형동·김회재·김희국·남인순·노웅래·도종환·류성걸·
류호정·맹성규·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형배·민홍철·박광온·박대출·
박병석·박상혁·박성민·박성준·박수영·박영순·박완수·박완주·박용진·
박재호·박 정·박주민·박 진·박찬대·박형수·박홍근·배진교·배현진·
백혜련·변재일·서동용·서범수·서병수·서삼석·서영교·서영석·서일준·
설 훈·성일종·소병철·소병훈·송기헌·송석준·송영길·송옥주·신동근·
신영대·신원식·신정훈·신현영·심상정·안규백·안민석·안병길·안호영·
양경숙·양금희·양기대·양이원영·양정숙·양향자·어기구·엄태영·오기형·
오영환·오영훈·용혜인·우상호·위성곤·유기홍·유동수·유의동·유정주·
윤건영·윤관석·윤두현·윤미향·윤영덕·윤영찬·윤재갑·윤재옥·윤주경·
윤준병·윤창현·윤호중·윤후덕·윤희숙·이개호·이광재·이규민·이낙연·
이달곤·이동주·이만희·이명수·이병훈·이상민·이상헌·이성만·이소영·
이수진·이수진(비)·이양수·이 용·이용빈·이용선·이용우·이용호·이원욱·
이원택·이은주·이장섭·이재정·이정문·이주환·이채익·이철규·이탄희·
이태규·이학영·이해식·이헌승·이형석·인재근·임오경·임이자·임종성·
임호선·장경태·장철민·장혜영·전용기·전재수·전혜숙·정동만·정성호·
정운천·정일영·정점식·정정순·정진석·정찬민·정청래·정태호·정필모·
정희용·조경태·조오섭·조응천·조정훈·조태용·조해진·주철현·주호영·
지성호·진선미·진성준·천준호·최강욱·최기상·최연숙·최종윤·추경호·
하영제·한병도·한준호·허 영·허은아·허종식·홍기원·홍성국·홍영표·
홍익표·홍정민·황보승희·황운하 의원

강민국·김승수·박성중·배준영·이 영·전주혜·정경희·조수진·태영호·
한무경·홍석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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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용어 해설

제안
1) 의원 발의
법률안을 발의하는 의원은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서 소정의 찬성자(발의자 포함 10인 이상)와 연서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
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여 표시하고 안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되, 발의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인을 명시
하여야 한다.

회부

SA

2) 위원회 대안마련
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입안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내용을 위원회에서 질의·토론·축조
심사를 거쳐 위원회안으로 채택(의결)하거나 위원의 동의(動議)로 제안된 내용을 위원회에서 직접 심사·의결 또는 소위원회로 하여금 심사·보고하게
한 다음 의결함으로써 위원회안을 마련하게 된다.

의장이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을 심사할 권한이 있는 소관 위원회에 송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회의장은 법률안이 제출되면 이를 인쇄하거나 전산
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 후 심사할 권한이 있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한다. 폐회나 휴회 등으
로 본회의에 보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국회법」 §81①). 또한 그 법률안의 내용이 다른 위원회의
소관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위원회에도 이를 회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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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

위원회에 법률안이 회부되면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정한다(「국회법」 §49 ②). 이 경우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15일(제정법률안, 전부개정법률안 및 폐지법률안은 2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는 5일)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국회법」 §59). 이는 의원에게 충분한 검토시간을 주기 위한 조치로서 이상의 기간을
숙려기간이라 한다.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되지 않은 의안은 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 이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위원회에 자동상정
된 것으로 보도록 하되,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국회법」 §59의2).

제안설명

검토보고

E

법률안이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상정되면 제안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법률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및 제안취지를 설명한다. 의원발의 법률안은
발의한 의원이 1인인 경우에는 발의 의원이, 수인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자가 설명을 하며, (대표)발의자가 설명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다른 발
의자나 찬성자가 대리하여 설명할 수 있다.

의사일정에 상정된 모든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필수적이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소속 위원이 안건을 용이하고 능률적으로 심
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제안이유, 문제점, 이해득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분석하여 작성한 보고서로
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법률안의 위원회 상정일 48시간 전까지 소속 위원에게 배부하고 (「국회법」 §58⑧), 위원회에서 구두로 보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위원회제안 법률안의 경우에는 제안과정에서 전문위원이 참여하고 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따로 하지 않는 것이 통례이
다.

대체토론
대체토론(general debate)이란 안건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과 당부에 관한 일반적인 토론을 말하며 제안자와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국회법」
§58①). 안건 전체에 대한 문제점과 당부를 검토하고, 문제점의 시정을 위한 여러 가지 수정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가 안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대체토론이 끝난 후에 하도록 하고 있다(「국회법」 §58③). 이는 소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심사할 때 대
체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이나 의견 등을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함으로써 전체위원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려는 취지이다.
질의란 안건에 대하여 제안자에게 의문점을 물어서 밝히는 것으로 의원발의 법률안인 경우에는 제안의원 외에도 그 법률안을 소관하는 주무부처
국무위원이나 정부위원을 출석하게 하여 집행상의 제반 문제점을 질의할 수 있다.

124

P&B Report May 2021

1. 용어해설 | 2. 국회 일정표

별첨

공청회·청문회
위원회는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제정법률안이나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 또는 청문
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국회법」 §58⑥). 「국회법」은 공청회·청문회의 개최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아니
하나, 대체토론이 끝나고 안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이 적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축조심사
축조심사란 의안을 한 조항씩 낭독하면서 심사하여 나가는 것을 말하며, 실제로는 쟁점이 있는 주요 주제별로 한 주제씩 심사를 해 나가고 있다. 안
건의 내용과 심사의 정도에 따라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은 반드시 축조심사를 거쳐야 한
다(「국회법」 §58⑤). 원칙적으로 축조심사는 전체회의와 소위원회에서 각각 실시되어야 하지만(「국회법」 §57⑦·§58①),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소위원회에서 축조심사를 마친 점을 감안하여 전체 위원회에서 간소하게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찬반토론
찬반토론은 의제에 대하여 찬반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다. 토론은 소견을 개진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찬성 또는 반대의 이유와 수정의견을 제시
하는 것도 가능하다. 찬반토론은 신청자가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국회법」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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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법제사법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국회법」 §66①). 위
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본회의의 의제가 되지 않는 의안에 대하여도 반드시 의장에게 심사보고서를 제출하
여야 한다.

PL
M

표결

표결은 위원장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이 의제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수를 집계하여 위원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절차이다. 위
원회에서의 표결은 본회의의 표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국회법」 §109 ∼ §114의2). 표결의 방법에 있어서는 기립 표결이 통례이나 거수표결
도 가능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국회법」 §54). 번안동의(「국회법」 §91),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
(「국회법」 §85의2①) 및 법사위 계류법안 중 본회의 부의요구(「국회법」 §86③)에 대한 표결을 제외하고는 특별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
는다.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위원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위원회는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의제가 간단하고 특히 반대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는 위원장이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결을 선포하는 약식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1) 원안의결
위원회에서 의원 또는 정부가 제안한 의안을 수정 없이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는 것이다. 이는 내용상의 변경이 없음을 의미하며 문
맥의 흐름을 바르게 하기 위한 단순한 자구의 변경이나 오자·탈자·한자의 한글로의 표기 등의 변경이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로 수정되
어 그 내용이 심사보고서에 반영되더라도 원안의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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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정의결
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원안의 취지와 성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원안의 내용·체계·형식 및 자구의 일부를 추가·삭제·변경 등
을 하는 것이다.
3) 대안의결
“대안”이란 원안과 일반적으로 그 취지는 같으나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거나 체계를 전연 다르게 하여 원안을 대신할 만한 내용으로 변경하여
제출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수정안의 성격을 띤 것이다.
대안에는 위원회에서 원안이 심사되는 동안에 의원이 30인 이상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제출하는 “의원발의 대안”(「국회법」 §95④)과 위원회에
서 원안을 심사하는 과정에 원안을 폐기하고 그 원안에 대신할 만한 새로운 안을 입안하여 위원장 명의로 제출하는 “위원회제출 대안”(「국회법」 §
51)이 있는데, 보통 대안이라고 하면 위원회제출 대안을 의미한다.
4) 폐기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사한 결과는 “가결”(원안, 수정)과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의 어느 것으로 의결된다. 위원회는 의안의 본회
의 심의에 앞서서 예비적 심사를 하는 것이므로 위원회의 의결이 그대로 국회의 의사로서 최종적인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위원회에서 어떠한 의
결을 하던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는
결정을 하였음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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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회는 관례상 위원회에서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된 것은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위원회
에서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이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면 그 의안은 위원회의 의결과 관계없이 본회의에 부의되며 이러한 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결된 법률안은
확정적으로 폐기된다(「국회법」 §87).

정부이송
“이송”이란 국회에서 통과된 안건을 정부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의장이 정부에 보내는 행위를 말한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
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헌법 §53①, 「국회법」 §98).

공포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어 오면 법제처는 법률공포안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치면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여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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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이미지는 '국회'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국회의사당 전경'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회, http://www.assembly.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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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일정표
일자
위원회

국회본회의

5월호는 2021.4.15.부터 2021.5.14. 사이에 개최된
회의를 기준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특별위원회

국회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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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월 15 일

4 월 16 일

4 월 19 일

4 월 20 일

4 월 21 일

4 월 22 일

4 월 23 일

4 월 26 일

4 월 27 일

4 월 28 일

4 월 29 일

4 월 30 일

5월3일

5월4일

5월5일

5월6일

5월7일

5 월 10 일

5 월 11 일

5 월 12일

5 월 13일

5 월 14일

목

금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386회 제1차

386회 제2차

386회 제3차

386회 제4차

387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경제재정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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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
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

과학기술원자력

국방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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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용노동

환경노동위원회

환경

국토교통위원회

국토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대법관
(천대엽) 제1차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
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대법관
(천대엽) 제2차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
문특별위원회)

농림축산식품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법률안 심사절차

법률안 심사절차

법률안 발의(제출)

의원 10인 이상 또는 정부

본회의 보고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생략가능(추후보고)

위원회 회부

관련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관련위원회 의견제시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심사
축조심사
찬반토론
표결(의결)

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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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가결

청문회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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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체계·자구심사

본회의 부의 요구

심사보고서 제출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7일 이내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
의원 30인 이상이 요구

전원위원회
수정안제출

본회의 심의

가결

부결
정부 이송

E

(전원위원장의 심사보고)
심사보고(제안설명)
잘의·토론(생략가능)
표결(의결)

재의 요구

이송된 날부터 15일 이내

국무회의 상정

공 포

※ 신속처리대상안전 지정 시 소관위 180일, 법사위 90일 이내 심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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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0615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17(역삼동 동훈타워 7, 8, 10-13, 15, 16층)

www.draju.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