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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법안 동향
법안 종류

키워드

발의안

인사/노무

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
국가계약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
국가계약

③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계류안

주요 법안

주요 내용
산업안전보건과 관련, 사업장의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겸직을 허용하는 규정을 삭제해 노동자
안전에 인력을 더 투입하도록 함

입찰 참가 제한 요건에 ‘안전 대책 소홀’을 명시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1명 이상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정부 입찰에 일정
기간 참여하지 못하도록 함

공포 법령 공공/에너지

④ 전기사업법 시행령

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해 발전 사업 또는 전원개발
사업을 중단한 사업자의 비용을 전력기금으로 보전

입법/
행정 예고

⑤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학이 인상 한도를 한 차례 넘겨서 등록금을 올릴
경우 1차 위반 때는 입학정원의 5% 내에서 모집 정지,
2차 위반 때는 10% 내 정원 감축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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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안자

법안명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내용

현행법은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채용을 완화하는 규정을 두어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채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음.
최근에는 코로나 19 관리로 인하여 전 업종에 보건관리자의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건설업의 경우에는 장년의 일용직 노동자가 많이 근무하고 있어 기업
내 예방차원의 보건관리가 절실한 실정임.
이에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기업의 과도한 규제완화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대로 보건관리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직업병 예방 및 보건관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9조제4항제3호 삭제).

관련기사

이데일리.
21.06.02.
[e법안 프리즘]
이수진,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
겸직 규정 삭제

진행 경과

21.06.01.
제안

https://
www.edaily.co.kr/
news/read?newsId=0
1699046629077784&
mediaCodeNo=257&
OutLnkChk=Y

출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P2U1M0A5D2K0J1R1A4Q5C4M5S1Y5T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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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회 계류안
번호

제안자

법안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장혜영
(정의당)

내용

현행법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으로써 부정당업자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의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2022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위반업자에 대해서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고,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 위반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발생하게 한 자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자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로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안 제27조제1항제7호의2
및 제7호의3 신설).

관련기사

진행 경과

21.04.29.
제안

출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E2U1G0W4B0X2K1R4F4L5H0U2K4K2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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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안자

법안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이은주
(정의당)

내용

현행법령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으로써 부정당업자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2022년 1월부터
시행예정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업자에 대해서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고,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 위반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발생하게 한 자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자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로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안 제31조제1항제8호의2
및 제8호의3 신설).

관련기사

진행 경과

21.04.30.
제안

출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W2V1W0G3B3C1C1S6M3W8H3C2P3B1Y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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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포 법령
번호

소관부처

내용

법안명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4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사업법
시행령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에 기반을 둔 사회로 전환하기 위하여 원자력 발전사업 또는
전원개발사업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관련기사

일자

매일경제
21.06.01.
21.06.08.
국민 혈세로 '탈원전
공포
비용 보전' 결국
현실로
21.12.09.
https://www.mk.co.kr/
시행
news/economy/
view/2021/06/529025/

출처: “전기사업법 시행령” 별도 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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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법/행정 예고 법안
번호

소관부처

내용

법안명

관련기사

예고기간

개정이유
최근 빠른 기술 변화에 대응할 수 있고 해당 분야에 고도의 기술을 보유한 고숙련 전문직업인
양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를 위해 단기과정부터 전문학사과정, 전공심화과정,
전문기술석사과정까지 직무 중심의 고도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새로운 고등직업교육모델인
마이스터대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전문대학에 전문기술석사과정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5

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가. 전문기술석사과정 인가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8조의6)
상위법에서 위임한 전문기술석사과정 인가 기준 및 인가 절차, 입학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나.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8조의7)
전문기술석사과정의 교육과정, 전문기술석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

조선일보
21.06.07.
등록금 한도 이상
올린 대학, 정원
감축해야
https://www.chosun.
com/national/education
/2021/06/07/E64A7HD
GXNFODNTTJBLGSYP
LKE/

21.06.02.
~
21.07.12.

출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별도 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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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동아일보][사설]’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조와 단협’ 산업계 혼란 우려된다(2021.06.04)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603/107262489/1

주요내용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직접 응해야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옴. 중노위는 2일 전국택배노동조합이 CJ대한통운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에 대해 노조의 손을 들어줌. 1심에 해당하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을 뒤집은 것.
이번 판정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이 법은 하청 노동자의 중대 재해 때 원청에 ‘실질적인 운영 등의 책임’이 있다면
처벌하도록 규정함. 이번 중노위 논리에 따르면 원청 경영진은 처벌을 피하기 어려움.

[국민일보][사설] 산재 지뢰밭 중소사업장, 안전 사각지대 방치 안돼(2021.05.24)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92820&code=11171111&cp=nv

주요내용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 올들어 지난 4월까지 전국 2만4000여개 중소사업장을 불시 점검한 결과, 1만 1800여곳에서 사망사고 위험 요인이

적발됐다고 23일 밝힘. 공사 규모 120억원 미만 건설 현장과 노동자 수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이 점검 대상이었는데 이런 중소사업장이 산재
지뢰밭이라는게 확인된 셈. 국내 산재 사망자의 80% 정도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그것도 대부분 건설-제조업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음.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돼 내년 1월 27일 시행되지만 중소사업장은 사각지대임.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고 영세 업체의 비용 부담을
덜어줘야한다는 주장에 밀려 당초 법안이 후퇴했기 때문. 정부와 국회는 산재 예방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법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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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사설] 목숨 걸고 일터로 가는 세상,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2021.05.21)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996176.html

주요내용 최근 사고들에서 안전조처 미흡이 반복해서 드러남.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고 산업 현장의 안전관리 부실에 대해 비판이 쏟아져도 기업들의

경각심은 전혀 높아지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음. 산재 방지는 기업 자율이 아닌 엄격한 처벌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하게됨.

문재인 대통령은 현장에서 답을 찾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지만, 일회성 지시에 그치지 않고 남은 임기동안 산재 예방을 국정의 우선순위에 두고
강력한 대책으로 가시적 결과를 보여야함. 세계 10위 경제강국에서 수많은 국민이 목숨을 걸고 일터로 가야하는 모순된 현실을 바로잡는 데 정치권도
더 이상 주저하지 말아야할 것.

[국민일보][사설]또 반복된 청년 노동자 비극,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2021.05.18)
https://news.joins.com/article/24060360

주요내용 평택항에서 화물 컨테이너 작업을 하다 무게 300kg가량의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사망한 이씨는 아버지 이재훈씨와 같은 일을 하다 변을 당해

시민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함. 아버지가 밝힌 사고 과정은 우리 사회의 취약한 산업 안전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줌. 제대로 안전교육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 당일 새로운 작업을 수행했고, 그 과정에서 안전모도 쓰지 않은 채 위태로운 작업을 하다 돌발 상황을 피하지 못했다는 것.

이번 비극을 통해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는 안전관리나 교육 측면에서 소외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 다시 한번 드러남. 기업은 이런 현실을 직시해 소속
직원뿐 아니라 영세 하청업체 직원에게도 안전 확보에 빈틈이 없는지 점검하고 보완해야함. 아무리 강한 법을 만들고 처벌 규정을 신설해도 현장
상황과 맞지 않으면 비극의 재발을 막지 못함. 소중한 젊은이들이 어이없는 사고로 꿈을 잃는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모두가 반성하고 노력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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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및 전문인력
입법전략센터

차동언

김재원

윤형석

고문

파트너변호사

변호사

T : 02-3016-8706

T : 02-3016-5259

T : 02-3016-8737

E : kimjw@draju.com

E : hsyoon@draju.com

이승철

파트너변호사
T : 02-3016-8720
E : decha@draju.com

E : sclee@draju.com

인사/노무팀

국가계약팀

중대재해처벌법대응본부

장성욱

최선애

파트너변호사
T : 02-3016-5724
E : sujang@draju.com

공공부문

홍창식

김영규

파트너변호사

파트너변호사

파트너변호사

T : 02-3016-5398

T : 02-3016-8723

T : 02-3016-5243

E : sachoi@draju.com

E : ykkim2@draju.com

E : greengrass@draju.com

에너지/인프라팀

이승택

박미현

파트너변호사

에너지/인프라 총괄변호사

T : 02-3016-5291

T : 02-3016-8731

E : stlee@draju.com

E : mmpark@draju.com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7 동훈타워 7,8,10~16층
T. 02-563-2900
E.pr@draju.com W. www.draju.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