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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 Report 는 대한민국 로펌 최초로 발간하는 입법 정보 전문지입니다.
의안 원문,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국회 회의록 등 국회 공식 자료만을 활용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입법 정보를 매월 제공합니다.

P&B Report
구성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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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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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안에 대해 논의한 공식 회의록에서
유의미한 발언을 발췌해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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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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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일정표
매달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국회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의사일정을 위원회별, 날짜별로 구분해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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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토교통위원회
특집
1. 구성
2. 관련법령

국토교통위원회 특집

국토교통위원회 구성
위원정수 30

현원 29

더불어민주당 18

국민의힘 10

비교섭단체 1

위원장

이헌승
선   거   구
정            당
당선횟수

6

부산 부산진구을
국민의힘
3선(19대, 20대, 21대)

간사

위원

위원

조응천

강준현

김교흥

경기 남양주시갑
재선(20대, 21대)

세종특별자치시을
초선(21대)

인천 서구갑
재선(17대, 21대)

위원

위원

위원

김윤덕

김회재

문정복

전북 전주시갑
재선(19대, 21대)

전남 여수시을
초선(21대)

경기 시흥시갑
초선(21대)

위원

위원

위원

문진석

박상혁

박영순

충남 천안시갑
초선(21대)

경기 김포시을
초선(21대)

대전 대덕구
초선(21대)

위원

위원

위원

소병훈

신동근

장경태

경기 광주시갑
재선(20대, 21대)

인천 서구을
재선(20대, 21대)

서울 동대문구을
초선(21대)

위원

위원

위원

조오섭

진성준

천준호

광주 북구갑
초선(21대)

서울 강서구을
재선(19대, 21대)

서울 강북구갑
초선(21대)

위원

위원

위원

한준호

허영

홍기원

경기 고양시을
초선(21대)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초선(21대)

경기 평택시갑
초선(21대)

P&B Report November 2021

1. 구성 | 2. 소관법률

위원

송석준

김상훈

김은혜

경기 이천시
재선(20대, 21대)

대구 서구
3선(19대, 20대, 21대)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초선(21대)

위원

위원

위원

김희국

박성민

송언석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재선(19대, 21대)

울산 중구
초선(21대)

경북 김천시
재선(20대, 21대)

위원

위원

위원

이종배

정동만

하영제

충북 충주시
3선(19대, 20대, 21대)

부산 기장군
초선(21대)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초선(21대)

발의

위원

환경노동위원회 특집

간사

위원
소위원회

심상정
경기 고양시갑
4선(17대, 19대, 20대, 21대)

소관기관
소관부처

시장형
공기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주택관리공단㈜
새만금개발공사
코레일유통㈜  

한국부동산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코레일관광개발㈜

기타
공공기관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테크㈜
항공안전기술원

한국국토정보공사

건설기술교육원

국토안전관리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립항공박물관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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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본회의

코레일로지스㈜

주택도시보증공사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국가철도공단

새만금개발청

한국공항공사

상임위원회

국토교통부

7

국토교통위원회 특집

국토교통위원회 소관법률

부문

소관법률
1. 국토기본법
2. 수도권정비계획법
3.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4.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6.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9.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10.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13.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14.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15. 도시개발법

국토정책관련법률

1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7.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1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20. 건축법
21. 조경진흥법
2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23. 건축기본법
24.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25.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26.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27. 경관법
28. 건축사법
29.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30.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31.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32.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1. 주택법
2.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3. 주택도시기금법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토지관련법률

5.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6. 주거급여법
7.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9.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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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소관법률
환경노동위원회 특집

10.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1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2. 한국토지주택공사법
13. 공인중개사법
14. 부동산투자회사법
15.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16. 택지개발촉진법

주택토지관련법률

17.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18.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1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발의

20.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21. 공공주택 특별법
22.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23.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24.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1. 건설산업기본법
2. 해외건설 촉진법
3. 골재채취법

소위원회

4. 건설기계관리법

건설수자원관련법률

5. 건설기술 진흥법
6.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7. 하천법
8.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9.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1. 자동차관리법

상임위원회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3. 교통안전법
4. 교통안전공단법
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6.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7.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8. 교통시설특별회계법
9.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10.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국회본회의

교통정책관련법률

11. 주차장법
1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13.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1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5.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16.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17. 물류정책기본법
1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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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특집

부문

소관법률
1. 항공보안법
2. 한국공항공사법
3. 인천국제공항공사법
4. 항공안전기술원법
5.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6.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7. 도로법
8. 한국도로공사법
9. 유료도로법

항공철도도로관련법률

10. 사도법
11. 철도산업발전기본법
12.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 한국철도시설공단법
14. 한국철도공사법
15. 철도사업법
16. 철도건설법
17. 도시철도법
18. 궤도운송법
19. 철도안전법
20. 건널목개량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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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발의
1. 발의 법률안 목록
2. 주요 법률안 소개

발의

발의 법률안 목록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운영위원회

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3.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
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8.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 가상자산산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대한 기본법안

○

2. 가상자산산업기본법안
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6.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1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순직 의무군경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
1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위원회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 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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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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의 법률안 목록 | 2. 주요 법률안 소개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3.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노동위원회 특집

6.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위원회

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
15.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3.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5.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원회

8.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9.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위원회

1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4.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5.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1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9.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3.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본회의

4.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6.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7.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8.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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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위원회

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3. 천안함 피격 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1.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2.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3.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4.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공유재산특례제한법안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7.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9.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5.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17.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
18.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2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5.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8.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30.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3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3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1.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3. 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
4.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7.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9.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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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의 법률안 목록 | 2. 주요 법률안 소개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1.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 농림어업회의소법안
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노동위원회 특집

4.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6.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8.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12.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소위원회

22.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
23.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3. 국제수소거래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7.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11.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세계 반도체시장 재편 대응 수립 및 반도체산업전략 육성 촉구 결의안
1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본회의

15.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중소유통업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안
20.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2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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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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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3.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1. 문신·반영구화장문신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12.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1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5.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6.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8.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9.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주거서비스지원법안
30.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1.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4.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8.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노동위원회

10.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2.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5.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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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의 법률안 목록 | 2. 주요 법률안 소개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

법률안명
1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노동위원회 특집

2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4.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25.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6.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1.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7.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8.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9.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이전 지역 사법신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10.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

12.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1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위원회

14.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22.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3.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

1. 국가사이버안보법안
1.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위원회

3.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4.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본회의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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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법제사법위원회

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2881호

제안이유
현행법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를 서면 또는 각 주주의 동의 하에 전자문서로 발송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다수의 업무와 연락을 우편이 아닌 휴대전화로 하고 있는 점, 거소의
변경이 제때 주주명부에 반영되지 않아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가
능성이 높다는 점 등 현행 주주총회 소집 통지 수단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김 병 욱
선   거   구
정            당
당선횟수
소속위원회

이에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방법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회사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더불어민주당
재선(20대, 21대)
정무위원회

의 주주에 대한 통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3조).

심사 진행 경과
접수

18

2021.10.19.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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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2

가상자산산업기본법안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2113016호

가상자산 거래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였으나, 금융당국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시장
관리 중심의 소극적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음.

환경노동위원회 특집

윤창현 의원 대표발의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시대적 현실 속에서 가상자산 관련 산업을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키고 건전한 가상자산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발의

윤 창 현
선   거   구
정            당
당선횟수
소속위원회

이에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인가, 불공정행위의

비례대표
국민의힘
초선(21대)
정무위원회

접수

2021.10.28.

제안

및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가상자산정책조정위원회, 가상자산산업발전기금의 설치 등 발
전방안을 규정하여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소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금지 등 이용자 보호 및 감독에 대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과 동시에 가상자산산업의 건전성

주요내용
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이와 관련한 가상자산산업,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정의함(안 제2조).
나. 가상자산산업발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가상자산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실태조사, 통합관리시스템 등에 관한 사항을

다. 가상자산산업의 건전성 및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가상자산산업발전기금을 설치하
고, 가상자산 관련 전문인력 육성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8조).

상임위원회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라. 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미인가 영업행
위를 금지하며, 가상자산을 발행하려면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도록 하고, 등록하지 아
니하고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19조부터 제25조까지).

산사업자에게 내부통제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이해상충관리체계를 갖추도록 하며, 관
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등 일정한 의무를 부과함(안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
바.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가상자산사
업자의 고객 가상자산에 대한 임의적 입출금 차단 행위, 부정거래행위, 시장질서 교란
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함(안 제33조부터 제41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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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본회의

마.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통하여 가상자산거래를 하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상자

발의

사.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아 가상자산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단체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 및 제43조).
아.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이와 관련한 검사·조사 권
한, 인가취소·영업정지·시정명령 등 처분권한 등을 규정함(안 제45조부터 제49조까지).
자.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 등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
차.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는 취득한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부터 제57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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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3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2112923호

소비자 단체소송의 활성화를 통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소비자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 및 주체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소비자 단체소송에 대한 법원의 소송허가 제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1.10.22.

제안

환경노동위원회 특집

정부 발의

도를 폐지하는 한편,
소비자의 권익증진이나 소비자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조사
와 이에 필요한 자료ㆍ의견의 제출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발의

주요내용
가. 소비자 단체소송의 요건 및 주체 정비(안 제70조)
1) 종전에는 소비자의 권익 침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에 소
거나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로서 그 권익보호 또는 피해예방을 위한 공익상 필요가 있
는 경우에 소비자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소비자 단체소송의 제기 요건을 합리

소위원회

비자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소비자의 권익 침해가 계속되

적으로 개선함.
2)소비자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의 범위에 설립 목적이나 활동실적 등이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소비자단체의 협의체를 추가함.
나. 소비자 단체소송에 대한 소송허가 제도 폐지(현행 제73조 및 제74조 삭제)
결정으로 소송을 허가하도록 하는 소송허가 제도를 폐지하여 소비자 단체소송이 활성
화될 수 있도록 함.

상임위원회

단체소송을 제기하는 단체가 소장과 함께 소송허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다. 실태조사 근거 마련(안 제81조의2 신설)
1)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권익증진이나 소비자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2)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소비자단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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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ㆍ사업자ㆍ사업자단체와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발의

정무위원회

4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3006호

제안이유
현행법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기술적 영역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며, 금융사고가 손해배상책임의 대상이 되는 사고인지 여부를 이용자가
입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기술적 영역에서의 사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
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금융회사 또는 전자

전 재 수
선   거   구
정            당
당선횟수
소속위원회

금융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할 필요가 있고, 정보통신기술의 전문성과 비대칭성으로 인하

부산 북구강서구갑
더불어민주당
재선(20대, 21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여 이용자가 해당 사고가 손해배상책임의 대상이 되는 사고인지 여부를 입증하기 어렵다
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금융위원회에 통보하고 금융위원회가 긴급조
치 등 대응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대상이 되는 사고를 ‘침해사고(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하
여 전자금융기반시설이 교란ㆍ마비되는 등의 사고)’로 한정하고 있으나, 사고의 규모가 크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1.10.28.

제안

거나 침해의 정도가 중대한 사고의 경우를 침해사고의 범위에 포함하여 이와 관련된 의무
를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게 부과하고 금융위원회가 대응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책임을 지는 사고의 유형에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
자의 개인정보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개인정보의 유출 등으로 발생한 사고를 추가하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해당 사고가 접근매체의 위조ㆍ변조로 발생한 사고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입증하도록 하며, 사고의 규모 및 사고로 인한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고를 침해사고에 포함하여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통지하고 금융위원회가 사고의 원인조사 등 이에 상응하는 조
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21조의5제1항, 안 제21조의6제1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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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866호

제안이유
플라티늄ㆍ팔라듐ㆍ로듐은 백금족 귀금속으로 내연기관차를 운행할 때 발생하는 유해가
스를 저감하는 촉매제로 쓰이고 있음.

환경노동위원회 특집

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현행법은 위 귀금속(이하 “촉매용 귀금속”이라 함)들에 대해 용도에 관계없이 3%의 기본관
세율을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는 작년 말 팔라듐과 로듐에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2021년에
한해 1%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발의

추 경 호
선   거   구
정            당
당선횟수
소속위원회

그런데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촉매용 귀금속의 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코로나 확산 등으로

대구 달성군
국민의힘
재선(20대, 21대)
국회운영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 원재료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탄소중립 정
책에 역행하는 규제일 뿐만 아니라, 미국ㆍ유럽ㆍ일본 등 주요 자동차 생산국과 달리 우리

제안

가 있음.

소위원회

2021.10.15.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나라만 촉매용 귀금속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

심사 진행 경과
접수

인한 생산국의 공급 차질로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원가 및 세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는

이에 촉매용 귀금속 중 자동차 매연저감용 촉매 제조용인 것에 한해 0%(무세)의 기본세율
을 적용함으로써 탄소중립 이슈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국과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하여 자
동차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차량원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안 별표).
상임위원회
국회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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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기획재정위원회

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 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2112932호

최근 미중무역분쟁과 반도체부족 사태를 계기로, 반도체기술을 비롯한 국가핵심전략기술
을 보호하고 발전시켜 국가경제와 국가안보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국가가 전략적으로 보호하고 육성해야 할 국가핵심전략기술의 시설투
자에 대한 세제 지원 근거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임.

홍 정 민
선   거   구
정            당
당선횟수
소속위원회

경기 고양시병
더불어민주당
초선(21대)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에 국가핵심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일반 시설
투자와 공통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금액 산출 방법을 정하여
관련 산업계가 보다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으로 국가핵심전략기술에 대한 시설투자를 진행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4

2021.10.22.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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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113060호

제안이유
최근 전 세계적으로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기업의 친환경ㆍ저탄소 투자에 대
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확대되고 있음. 우리나라 또한 ‘2050 탄소 중립’을 실효성 있게

환경노동위원회 특집

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실천하고 국가 온실가스의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히 산업 부문에서의 온실가
스 감축 및 이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임.
현행법은 온실가스 감축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와 동일

선   거   구
정            당
당선횟수
소속위원회

하는 대기업의 경우 그 공제율이 1퍼센트에 불과하여 현실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설비의 투

대구 달성군
국민의힘
재선(20대, 21대)
국회운영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에 대한 유인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온실가스 감축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그 공제율을 3퍼센트 등으로 상향함으로써 투자
를 적극적으로 유인하여 관련 기술의 혁신을 도모하고 선제적이고 광범위한 온실가스 감
축을 통해 환경과 산업 분야에서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2호
소위원회

가목 등).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1.11.01.

발의

하게 저율의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산업 부문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

추 경 호

제안

상임위원회
국회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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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8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2882호

제안이유
현행법은 위치정보사업자(’20년 말 기준 256개)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 수집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위치정보를 제공받아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
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20년 말 기준 1,708개)에 대하여는 사
업 목적에 필요 최소한으로만 위치정보를 이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무 사항이 마련되어

김 상 희
선   거   구
정            당
당선횟수
소속위원회

있지 않은바 사업자가 민감한 정보인 위치정보에 대하여 영업에 필요한 정도 이상으로 추

경기 부천시병
더불어민주당
4선(18대, 19대, 20대,
21대)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2021.10.19.

이에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함)는 위치
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 그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해당 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의 범위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도록 현행
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또한 위치정보사업자등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적·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제안

화하는 방법으로 위치정보를 처리해야 함을 규정하는 등 위치정보사업자등이 지켜야 할
대표적 원칙들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필요 최소한의 원칙을 확장·적용하려는 것임
(안 제15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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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송영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2934호

제안이유
최근 미국과 중국 간 패권분쟁은 무역 분야를 넘어 첨단기술 분야로 확장되고 있음. 미국
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 접목되는 주요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중국의 부상을

환경노동위원회 특집

9

강력하게 경계하고 있음. 이는 첨단산업의 기술력이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넘어 미래의 경
제ㆍ안보 패권의 향방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이기 때문임.
2021년 1월 출범한 미국 바이든 행정부도 전략적 목표의 최우선을 중국의 첨단기술과 산

선   거   구
정            당
당선횟수
소속위원회

발의

업의 급속한 발전에 대한 견제에 두고 있음.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의약

송 영 길

품 등 4대 핵심 품목 공급망에 대해 100일간 검토를 진행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음. 미 의회

인천 계양구을
더불어민주당
5선(16대, 17대, 18대,
20대, 21대)
외교통일위원회

에서는 반도체ㆍ5G를 비롯한 핵심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대중국 견제를 내용으로 하
는 ‘미국 혁신 경쟁법(U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임.
중국도 자체적 첨단제조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대적 투자를 통해 ‘반도체 굴기’를 실
현시키는 데 국가역량을 집중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중국은 반도체 관련 인프라 구축

접수

2021.10.22.

제안

원하였음. 이에 더해, 최근 중국은 반도체ㆍ인공지능ㆍ바이오 등 7대 첨단산업에 집중적인
투자를 할 것을 선언한 바 있음.

소위원회

과 함께 자국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기업소득세 감면 등 파격적 혜택과 대규모의 투자를 지

심사 진행 경과

국내에서도 반도체ㆍ이차전지 등의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의 제고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음. 첨단산업과 이를 지탱하는 첨단기술은 지속적으로 등장하여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기 때문에, 경제ㆍ안보적으로 중요한 국가핵심전략기술 및 이에 기반하는 국가핵심
매김하게 되었음.
우리 정부도 「K-반도체 전략」과 「2030 이차전지 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하고 주요 첨단산

상임위원회

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야 하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국가의 시급한 과제로 자리

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나, 그 근거가 되는 개별 법률이 없어 국가핵심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핵심전략기술 및 국가핵심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체계적으로 실현하고, 국가핵심전략기술이 외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가ㆍ경제의 안보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이바
국회본회의

지하기 위하여 이 법률안을 제안함.

주요내용
가. 국가핵심전략기술, 국가핵심전략산업, 국가핵심전략산업 특화단지, 연대협력모델에 관
한 정의 규정을 마련함(안 제2조).
나. 국가핵심전략기술 및 국가핵심전략산업에 관한 현황조사와 발전전망을 예측하여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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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력 강화와 보호에 관한 기본전략을 5년단위로 수립하고, 연도별 실행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다. 국가핵심전략기술 및 국가핵심전략산업의 육성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전략과 실행전략
을 비롯하여 정책추진과 제도수립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가
핵심전략산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9조).
라. 천재지변, 국제통상여건의 급변 등으로 국가핵심전략기술 관련 품목의 안정적 수급과
산업 공급망의 원활한 수급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에 정부가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마. 해당 기술의 국가ㆍ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국가핵심전략기술을 지
정ㆍ변경ㆍ해제하도록 함(안 제11조).
바. 국가핵심전략기술과 전문인력의 보호를 위해 전략기술보유자의 기술수출 및 해외인
수ㆍ합병이 있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전략기술에 대한 보
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사. 국가핵심전략기술과 국가핵심전략산업이 혁신생태계를 이루어 투자와 기술개발이 촉
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핵심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해당 특화단지의 육성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안 제16조에서 제18조까지).
아. 국가핵심전략산업 특화단지 육성을 위하여 인ㆍ허가, 특화단지의 운영 등에 대한 지원,
특화단지 입주기관에 대한 비용ㆍ금융 지원, 세제지원, 부담금 감면,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특례를 규정함(안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자.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기업의 연구개발 등 혁신발전을 지원하고, 정부의 국가핵심전략
기술개발 사업을 정부로 하여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기술개발 난이도가 높거나 참
여에 따른 위험도가 높은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대한 단축하여 처리하거나 엄
격한 절차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차. 국가핵심전략기술 및 국가핵심전략산업 관련 사업추진을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특별회계 등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험ㆍ평
가ㆍ검증ㆍ생산활동 등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부
터 제30조까지).
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제협력 사업을 수행 또는 지원하게 하고, 투자활성
화를 위하여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및 제33조).
카. 국가핵심전략산업의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정부로 하여금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
도록 하고, 산업교육기관에 계약학과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핵
심전략산업 특성화대학과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체에서
필요한 기술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
타. 기업ㆍ기관 간의 연대협력을 촉진하여 산업생태계 경쟁력과 동반성장을 강화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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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연대협력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연대협력모델을 발굴ㆍ선정
하여 공동기술개발 등 사업을 적극적 지원하도록 하며, 선정된 연대협력모델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환경노동위원회 특집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게 함(안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발의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국회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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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3099호

제안이유
최근 원유, 철광석, 펄프 등 원자재값 급등으로 인하여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제조업체들
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
해 2020년 말 대비 올해 공급원가가 26.4%나 상승했음에도, 이를 납품대금에 전부 반영
한 중소기업은 6.2%에 불과함.
이처럼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납품대금 조정제도’를 두고 있으나,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김 경 만
선   거   구
정            당
당선횟수
소속위원회

거래단절을 우려한 중소기업이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초선(21대)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따라서 원자재 비중이 높은 물품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원자재 기준가격 및 납품대금 조정
방법을 기재한 표준약정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거래 당사자간 자율적으로 원자재 가
격과 납품대금을 연동하여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공
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1.11.03.

제안

주요내용
가. 납품대금에서 원자재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위탁기업은 주요 원자재 기준가격을 정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방법을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함(안 제21조제2항 신설).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거래하도록
하기 위하여 표준약정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도록 함(안 제21조제3항 신설).
다. 원자재 기준가격이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 상승하
는 경우, 위탁기업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비용을 납품대금에 반영
하여 지급하도록 함(안 제22조제7항 신설).
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추가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이
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안 제22조제8항 신설 및 제4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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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11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112961호

제안이유
최근 통신기술의 발달로 온라인 시장에서 식품 등 소비 수요와 판매 공급이 확대되고, 제품
표시·광고는 전자적 방법을 통해 제공되어 온라인에서 게시된 제품 정보를 통한 구매가 일

환경노동위원회 특집

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반화되고 있음.
특히 온라인을 통한 식품 등 부당한 표시·광고가 지속되어 국민 안전과 건강 위험 요인이
확대되고 있음.
발의

이 종 성
선   거   구
정            당
당선횟수
소속위원회

그러나 현행법은 영업자 중심의 오프라인 규제사항으로서 온라인 유통 중심으로의 정책환

비례대표
국민의힘
초선(21대)
보건복지위원회

경 변화와 국민 안전 보장에 한계가 있어, 온라인의 식품 등 부당 표시·광고에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민 안전,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 등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상
시 모니터링과 행정조치 체계 확립을 위해, 온라인에서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해

접수

2021.10.26.

제안

방대한 온라인 시장의 관리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보통신 서비스단체 등의 자율규제 관리

소위원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심사 진행 경과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온라인에서의 건전한 유통문화 조성에 기여
하고자 함.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식품등의 표시·광고하는 행위 등에 대
해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

상임위원회

주요내용

록 하며, 모니터링 결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위반 사항의 수정 또는 삭제 등
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함(안 제13조의3 신설).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 구성된 단체 등에게 식품 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율규제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4 신설).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관리 정책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
해 부당한 표시·광고 현황 조사, 효율적인 모니터링 기술 등의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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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본회의

관으로 위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1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3277호

제안이유
현행법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공급자로
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이른바 리베이트를 받는 것을 원칙적으
로 금지하고 있으나, 의약품과 의료기기 외의 다른 제품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이 분유업체로부터
자사 분유의 독점사용을 대가로 금전적 대가를 받았으나 시정명령을 받는 데 그친 바 있음.

최 혜 영
선   거   구
정            당
당선횟수
소속위원회

이에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뿐 아니라 분유에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초선(21대)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해서도 리베이트를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23
조의5제3항 신설).

심사 진행 경과
접수

32

2021.11.12.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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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1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112920호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
자측 위원과 사용자측 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

환경노동위원회 특집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도록 명시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개별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책임지는 기구인 만큼 산업재해의
예방과 후속 대책 마련에 활용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운영이나 심의·의결 결과를 정부가

선   거   구
정            당
당선횟수
소속위원회

발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윤 준 병
전북 정읍시고창군
더불어민주당
초선(21대)
환경노동위원회

또한 현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가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설치를 하지 않거나 심
의 결과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처벌 수준이 낮아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과 주요 심의·의결 내용을 정부에 보고하게 하는 의무규
정을 신설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관련된 처벌 수위를 높임으로써 산업 안전 및 보건

접수

2021.10.21.

소위원회

의 기초 제도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4조 및 제175조).

심사 진행 경과
제안

상임위원회
국회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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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환경노동위원회

1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3035호

제안이유
현재 직업계고 학생들은 직업훈련형 현장실습과 산학일체형 도제실습에 참여해 다양한 직
업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음.
그러나, 안전한 실습환경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지 않은 기업으로 학생들이 배치되고 있
고, 그 결과 현장실습 도중 학생들의 산업재해는 매년 발생하고 있음. 실제로 최근 3년 간
(2018∼2020년) 직업계고 도제ㆍ현장실습 기업 중 당해에 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수
가 매년 40곳을 넘어서고 있음. 산업재해 전력 기업까지 추산한다면 그 수가 상당할 것으

이 탄 희
선   거   구
정            당
당선횟수
소속위원회

로 예측됨.

경기 용인시정
더불어민주당
초선(21대)
교육위원회

이에 고용노동부 장관은 직업계고 현장실습의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학교, 교
육청, 교육부와 같은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해당기업의 실습환경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 발생 사실이 있는 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9조제3항 신설).

심사 진행 경과
접수

34

2021.10.29.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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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3009호

제안이유
현행법은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세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에 관한 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노동위원회 특집

15

장이 간이측정방법에 따라 해당 기준을 위반한 업체를 적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간이측정방법에 의한 사후적발 만으로는 과대포장 또는 이중포장으로 인한 환경오

선   거   구
정            당
당선횟수
소속위원회

발의

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

송 언 석
경북 김천시
국민의힘
재선(20대, 21대)
국토교통위원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제조자등은 의무적으로 포장의 겉면에 포장방법 표시
를 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할 때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를 인지하고 선
택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환경위해물품 구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안 제9조제4항 및 제41조제2항제2호의2 신설).
소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1.10.28.

제안

상임위원회
국회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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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환경노동위원회

16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3147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오염ㆍ환경훼손의 사전예방 수단으로서 환경에 영향
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ㆍ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제도임.
그런데 어떤 사업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때 그 사업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ㆍ환
경훼손은 그 절대적인 양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자정능력을 고려하여 평가되어야만 친
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건강한 국민생활을 유지하는데 의미가 있다는 지

윤 준 병
선   거   구
정            당
당선횟수
소속위원회

적이 제기됨.

전북 정읍시고창군
더불어민주당
초선(21대)
환경노동위원회

이에 현행법에 일정 지역의 환경이 스스로를 정화하거나 복원 시켜 그 환경의 질적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화 능력의 최대치를 의미하는 “환경용량”을 정의하고
환경영향평가등의 기본원칙 및 환경영향평가항목에 환경용량의 개념을 포함하여 법을 정
비하고자 함.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1.11.05.

제안

또한 자연환경 보전의 필요성이 높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른 생태ㆍ자연도 1등
급 권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 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소
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7호ㆍ 제7조제2항 후단 신설 및
제4조제1호ㆍ제43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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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17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113271호

제안이유
최근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현행법이 공공이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의 개발이익 중 공공 외 민간출자자의 이익률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문제

환경노동위원회 특집

김회재 의원 대표발의

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이에 공공이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공시행자
외 사업자의 투자지분은 100분의 50 미만으로,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으로 제

선   거   구
정            당
당선횟수
소속위원회

발의

한하되, 이윤율은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공공기여, 경제성 등에 따

김 회 재

라 총사업비의 100분의 5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효율

전남 여수시을
더불어민주당
초선(21대)
국토교통위원회

성이 제고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시·도 또는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세출사업에 도시개발사업으
로 토지가 수용되거나 사용된 자를 위한 사업 및 지역의 공공사업을 추가함으로써 개발이
익 등이 도시개발사업 시행 이전에 해당 토지에서 거주하던 주민이나 공공사업에 쓰일 수

접수

2021.11.11.

소위원회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11호 후단 및 제61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심사 진행 경과
제안

상임위원회
국회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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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국토교통위원회

1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3093호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함)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
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에게 등록신청을 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
록한 후가 아니면 운행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일정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자동차의
등록을 거부하도록 정하고 있음.
최근 급격하게 변화하는 기후로 인해 초래되는 자연재해 등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
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그런데

윤 준 병
선   거   구
정            당
당선횟수
소속위원회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육지수송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11.9%로, 2050년까

전북 정읍시고창군
더불어민주당
초선(21대)
환경노동위원회

지 온실가스의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연기관 자동차
의 운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2035년부터 시ㆍ도지사는 내연기관을 사용한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거부하도록 함
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고 공공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
조제5호의2 신설).

심사 진행 경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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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소위원회
1. 상정 법률안 목록
2. 주요 법률안 소개

소위원회

상정 법률안 목록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정무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교육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국방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환경노동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정보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여성가족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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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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상임위원회
1. 상정 법률안 목록
2. 주요 법률안 소개

상임위원회

상정 법률안 목록
상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상정 법률안 없음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5.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6.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9.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10.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1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4.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6.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7.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8.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20. 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
21.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5.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7.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8.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9.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30.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3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32.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33.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34.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35.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36.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
3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8.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39. 주거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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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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정 법률안 목록 | 2. 주요 법률안 소개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40.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4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4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노동위원회 특집

43.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44.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45.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6.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47.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48.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49.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50.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51.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5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5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5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56.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정무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교육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1.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원회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8.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11. 블록체인기술 발전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12. 블록체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13. 비대면산업 성장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14.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5.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본회의

17.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우주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2.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3.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5.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6.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P&B Report November 2021

43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27. 인공지능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28.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
29.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3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31.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2.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33.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3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5.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6.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7.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교통일위원회

2.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3. 재외동포기본법안

국방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환경노동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정보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여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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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 법률안 없음
상정 법률안 없음
상정 법률안 없음

1.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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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111904호

제안이유
공공기관은 시장에서 공급되기 어려운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서 사회의 공공성 증진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어야 함.

환경노동위원회 특집

이낙연 전 의원 대표발의

막대한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공공기관 운영의 특성을 고려할 때, 설립 목적에 따른 법적 책
임을 이행하는 수준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영을 통하여 공공기관이 공공의 이

이 낙 연
선   거   구
정            당
당선횟수
소속위원회

이에 공공기관은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 요소를 고려한 경영활동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서울 종로구
더불어민주당
5선(16대, 17대, 18대,
19대, 21대)
외교통일위원회

상
임
위
원
회

제안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사회적 책임운영의 노력 정도를 공기업ㆍ준정부기업의 경영
실적 평가 항목에 포함하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
의2 및 제48조제5항제3호의2 신설).

참고자료
개정안과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내용 비교

상정
제안설명
2021.11.11.

구분

개정안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사회적 가치

대상
범위

ESG
- 환경, 사회, 지배구조

-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
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책무

- 공공기관은 ESG를 고려한 경영활
동을 하도록 노력
- 정부는 공공기관의 ESG 경영활동
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법령·
조직을 정비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 수립·추진

평가

- 경영실적 평가 항목에 ‘ESG 경영활
동 노력’을 추가하여 평가

- 사회적 가치의 실현 성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기관 등에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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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본회의

대상
기관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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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
2021.08.04.
수

발의

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선도적인 노력이 필요함.

상임위원회

참고 1

공공기관 통합공시 항목 일람표
항목

세(세)항목

1. 일반현황
2. 임직원 수
3. 임원현황
4. 신규채용 현황
5. 임직원 채용정보
6. 임원연봉
7. 직원 평균보수
8. 기관장 업무추진비
예산상 복리후생 내역
9. 복리후생비

사내근로복지기금
복리후생비 내역
휴직급여

10. 그밖의 복리후생제도 등의 운영현황

퇴직금
휴가/휴직 등

11. 임원 국외출장 내역
12. 노동조합 관련현황

노동조합 가입정보
단체협약정보 등

13. 정관 및 내부규정
14. 징계현황

운영현황
처분결과

15. 소송 및 법률자문 현황
16. 일·가정 양립 지원

가족돌봄 휴가ㆍ휴직
직장어린이집 지원 등
안전경영책임보고서

17. 안전 및 환경

녹색제품 구매 실적
온실가스 감축 실적

18. 사회공헌활동

봉사 실적
기부 실적

19. 요약 재무상태표
20. 요약 손익계산서
21. 수입ㆍ지출현황
22. 주요사업
23. 투자집행내역
24. 자본금 및 주주현황
25. 장단기 차입금현황
투ㆍ출자 현황 등
퇴직 임직원 취업 현황
26. 투자 및출자ㆍ출연 현황

대규모 거래
신규 시설투자
출연 현황

27. 경영부담비용추계

담보현황
채무보증현황 등

28.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29. 12개 주요기관의 상세부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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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세(세)항목
법인세

30. 납세정보

세무확정내역
환경노동위원회 특집

조세포달현황
내부감사결과

31. 감사보고서

외부감사보고서

32. 국회 지적사항
33. 감사원/주무부처 지적사항
34. 경영실적 평가결과
35. 경영평가 지적사항
36.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37. 감사직무실적 평가결과
38. 이사회 회의록

발의

39. 경영혁신사례
공개입찰정보
40. 계약정보

수의계약

혁신조달 실적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

41. 연구보고서
* 회색 음영은 ESG 및 사회적가치 관련 확대 (세)항목

자료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공공기관 공시항목에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대폭 확대한다.」, 2021.3.4.

평가지표

소위원회

참고 2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 중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정의

적용대상(배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청년 미취업자 실적을 평
가한다.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계량 3점)

일자리 창출(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포함)과 고용
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공기업(비계량 4점)
준정부기관(비계량 3점)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용과 보호 등 사회통합 노력
과 성과를 평가한다.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계량 1점)

사회형평적 인력 활용과 균등한 기회보장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공기업(비계량 3점)
준정부기관(비계량 2점)

환경보전 및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력과 성
과를 평가한다.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비계량 1점)

재난·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을 유지하
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비계량 4점)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사회적 경제 기업과
의 상생·협력을 위한 실적을 평가한다.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계량 3점)

지역사회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소
상공인 등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
가한다.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비계량 2점)

경영활동시 경제적·법적 책임과 더불어 사회적 통
념으로 기대되는 윤리적 책임을 준수하려는 노력
과 성과를 평가한다.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비계량 3점)

일자리 창출

사회통합

상임위원회

균등한 기회와

안전 및 환경

지역발전

윤리경영

국회본회의

상생·협력 및

자료 : 기획재정부,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재구성(지표별 세부평가내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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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2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전부개정법률안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1470호

제안이유
현재 지구 환경과 인류 생존은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 사용량 급증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로 인한 기후 위기로 위협받고 있음. 기후 위기로 인해 최근에 잦아진 홍수, 가뭄, 한파, 산불
등의 자연재난과 화재, 감염병, 가축전염병, 미세먼지 등의 사회재난으로 인류의 생존과 건
강이 위험에 처했음은 물론이고, 미래세대에는 그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이에 세계 각국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평균 온도를 1.5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2050년
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목표로 탄소세 도입 등 적극적인

장 혜 영
선   거   구
정            당
당선횟수
소속위원회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비례대표
정의당
초선(21대)
기획재정위원회

우리나라도 최근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한 바 있고, 그 이전 정부부터 온실가스 감
축 로드맵 등을 발표한 바 있으나, 오히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6억5,632만톤에서 7억2,760만톤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2000년부터 2019
년까지 OECD국가들은 연평균 0.5%의 이산화탄소 감축량을 보이고 있으나 한국은 2%의

심사 진행 경과
접
수
상
임
위
원
회

2021.07.12.

2021.11.11.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제안

이는 현재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등 에너지 관련세제가 일부 화석연료에만 과세하고 유

상정

연탄ㆍ무연탄ㆍ액화천연가스ㆍ중유 등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화

제안설명

석연료에 낮은 세율로 과세함으로써 화석연료 과소비와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구조를 조장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하고 있음.
이에 현재의 2021년에 일몰예정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교
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을 ‘탄소세법’으로 법률명을 개정하되, 현재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유
연탄ㆍ무연탄ㆍ액화천연가스ㆍ중유 등에 대해 이산화탄소 배출량 톤당 55,000원을 킬로
그램, 리터 등의 단위로 환산하여 과세하고 이를 203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 톤당 110,000
원에 해당하게 세율을 부과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서 「탄소세법」으로 변경함.
나. 이 법의 목적을 탄소 중립 실현 및 환경의 보전ㆍ개선과 이와 관련된 도로ㆍ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확보로 함(안 제1조).
다. 중유ㆍ등유ㆍ액화석유가스ㆍ액화천연가스ㆍ유연탄ㆍ무연탄 등을 과세 대상으로 추
가하고 각각에 대하여 과세 단위 당 부칙 제3조에 해당하는 세율로 과세함(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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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2111899호

현행법은 연기금 등 국가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
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고 재정운용의 공공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

환경노동위원회 특집

이낙연 전 의원 대표발의

로 함. 이에 따라 공적 연기금의 관리주체로 하여금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산운용을 위한 지침만을 법령에 명시하고 있어 비재무적 가치 창출 요소를 고려한 책임투

이 낙 연
선   거   구
정            당
당선횟수
소속위원회

자 의무를 담보하지 못하는 점이 한계로 지적됨.

서울 종로구
더불어민주당
5선(16대, 17대, 18대,
19대, 21대)
외교통일위원회

상
임
위
원
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추가하는 등 책임투자 원칙 도입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나, 이
를 포괄적으로 아우르고 타 기금에도 적용토록 하는 법령 근거는 여전히 미비한 실정임.
이에 기금의 자산운용지침에 자산운용과 관련한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
조(Governance) 등 요소에 관한 고려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기금 사

제안

업성과, 여유자금 운용의 적정성 등과 함께 기금운용 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공적 연

상정

기금의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9조제3항제6호 신설 및 제82

제안설명
2021.11.11.

특히 국민연금이 지난해 기금운용 원칙에 투자자산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환경, 사회,

소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
2021.08.04.
수

발의

그런데 2021년 기준 883조 원 규모에 달하는 68개 공적 연기금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자

조).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상임위원회
국회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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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참고자료
참고 1

50

기금운용평가지침에 따른 평가지표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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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기금존치평가지침에 따른 평가 기준

환경노동위원회 특집
발의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국회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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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4

사회연대특별세법안

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0157호

제안이유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필요 노동력 감소 및 산업구조의 개편과 더불어 코로나바이러스감
염증-19로 인한 경기 침체 및 불황으로 경제적·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이에 정부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회연대특별세’
를 도입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 재난 등 사회적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도록 하고자 함.

이 상 민
선   거   구
정            당
당선횟수
소속위원회

대전 유성구을
더불어민주당
5선(17대, 18대, 19대,
20대, 21대)
외교통일위원회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개인과 기업을 지원하고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에 따라 증대되는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
원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심사 진행 경과
접
수
상
임
위
원
회

52

2021.05.17.

제안
상정

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의 납세의무자는 사회연대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짐
(안 제3조).

제안설명
2021.11.11.

검토보고
대체토론

다.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법인세액으로 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에 대해서는 1000분의 75, 법인세액에 대해서는 1000분의 75로 함(안 제5조).

소위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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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2112832호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가상자산과 다른 실물 자산과의 과세 형평성을 도모하
기 위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

환경노동위원회 특집

조명희 의원 대표발의

리하여 과세할 예정임.
그런데 2021년 5월에서야 가상자산사업자를 신고하도록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로서의 법적 정의도 모호한 상태에서 과세부터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조 명 희
선   거   구
정            당
당선횟수
소속위원회

발의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고, 대표적인 가상자산인 암호화폐의 종류, 금융상품으
있음.

비례대표
국민의힘
초선(21대)
국방위원회

이에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1년간 유예하
고, 금융투자소득과 동일하게 5천만원을 기본 공제하되 3억원 이하에서는 100분의 20, 3
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있어서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5항,
제64조의3제2항, 제84조제3호 및 부칙 제1조제2호 등).
소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
수
상
임
위
원
회

2021.10.13.

제안
상정
제안설명

2021.11.11.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상임위원회
국회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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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낙연 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1897호

제안이유
최근 전세계적으로 공동체 이익과 가치 실현에 대한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투자유
치, 회사채 발행 등에 ESG 평가요소를 활용하는 추세에 있음.
공공조달은 환경, 고용, 공정거래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유도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서, 국제연합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설정하면서 지속가능한 공공조달 관행 촉진을 포함하
였고, 유럽연합의 경우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사회적 책임 조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음.
현행법은 조달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 장려를 규정하고 있으나, 임의규정으로서 선언적

이 낙 연
선   거   구
정            당
당선횟수
소속위원회

성격에 불과하여 이행력 확보에 한계가 있음.

서울 종로구
더불어민주당
5선(16대, 17대, 18대,
19대, 21대)
외교통일위원회

이에 공공조달에 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장려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고쳐 실천력을 확보
하려는 것임(안 제6조).

심사 진행 경과
접
2021.08.04.
수
상
임
위
원
회

제안

참고자료
조달청의 사회적 책임조달 추진 현황

상정
제안설명
2021.11.11.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 친환경 녹색인증업체 및 신규고용 채용 우수기업 우대
ㅇ 물품구매 적격심사 평가
- 우수재활용, 환경표지인증,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업체 및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제품 가점(0.7점)
ㅇ 전년대비 고용 증가율이 기업규모별 증가율 이상인 기업에 대해 차등 가점(3.0~1.0점)
* 예) 고용증가율이 대기업 6%, 중기업 7%, 소기업 10% 이상이면 +3.0 가점

■ 사회적 약자기업 지원
ㅇ 공공기관 의무 구매비율 준수, 수의계약을 통한 지원,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을 통한
지원, 사회적 기업 우대구매* 제도 운영
* 물품구매 적격심사 평가(1.7점),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평가(5점), 소모성자재구매대행사업자 선정(3점)

ㅇ 최근에는 창업초기기업 등 사회적 약자기업 지원 강화
- 적격심사 및 MAS 2단계경쟁 시 창업초기기업, 여성고용 우수기업 등을 우대*하고, 나
라장터 쇼핑몰에 전용몰 확대 운영**
* 적격심사

시 창업초기기업 인정기간 확대(2→5년), 가족친화인증기업(0.7→1.0점), 여성고용 우수기업(최대 1→1.5점), 여성기업
(최대 0.5→1점) 등 가점 확대
** 기존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외에 장애인표준사업장, 창업초기기업 전용몰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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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
ㅇ개념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
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
환경노동위원회 특집

*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북한이탈주민 등 12계층
** 보육, 예술·관광, 산림보전, 간병 및 가사지원, 문화재보존, 청소 등
ㅇ인증 현황 : 2021.12월 현재 3,064여개
ㅇ공급실적 : (’12)300개사(124억원)→ (’13)461개사(351억원)→ (’14) 596개사(768억원)

발의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국회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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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 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2112932호

최근 미중무역분쟁과 반도체부족 사태를 계기로, 반도체기술을 비롯한 국가핵심전략기술
을 보호하고 발전시켜 국가경제와 국가안보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국가가 전략적으로 보호하고 육성해야 할 국가핵심전략기술의 시설투
자에 대한 세제 지원 근거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임.

홍 정 민
선   거   구
정            당
당선횟수
소속위원회

경기 고양시병
더불어민주당
초선(21대)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에 국가핵심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일반 시설
투자와 공통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금액 산출 방법을 정하여
관련 산업계가 보다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으로 국가핵심전략기술에 대한 시설투자를 진행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심사 진행 경과
접
수
상
임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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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2.

제안
상정
제안설명

2021.11.11.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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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2111519호

구글, 넷플릭스와 같은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의 서비스가 국내 인터넷 트래픽 발생량의
30% 이상을 차지하면서 이들이 국내 인터넷망 이용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은 날이 갈수록

환경노동위원회 특집

김영식 의원 대표발의

증대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들은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
자들이 구축한 망을 이용하며 자사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압
도적인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망 이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급을 거부하고 있음.

선   거   구
정            당
당선횟수
소속위원회

발의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들이 정당한 망 이용대가 지급을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이들

김 영 식

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다른 일반 콘텐츠제공사업자 또는 이용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경북 구미시을
국민의힘
초선(21대)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발생함. 또한,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의 망 투자 및 확충 유인이 감소하고 정상적인
망 구축에 지장이 발생하여 전체적인 인터넷망 이용 환경이 황폐화될 우려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법원의 판결(2020가합533643판결)을 통해 콘텐츠제공사업자들은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들의 망을 이용하며 인터넷접속역무를 제공받고 있다는 점, 이러

상
임
위
원
회

2021.07.15.

2021.11.09.

한 망 이용을 통해 제공받는 인터넷접속역무는 유상이라는 점이 확인된 바 있음.

제안
상정

이에 제22조의7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의 망을 이용하여 인터넷접속

제안설명

역무를 제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접속역무의 제공에 필요한 망의 구성 및 트래

검토보고

픽 양에 비추어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율함으로써

대체토론

국내 망 이용 환경의 정당한 질서를 바로잡고, 다른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이용자에게 비용

소위회부

이 부당하게 전가되는 문제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50조제1항제6호 신설).

소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
수

상임위원회

주요발언
<제 391회 국회 제7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오늘 제가 대표발의한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망사용료 부담에 대한
넷플릭스법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넷플릭스 망사용
료와 관련하여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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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 넷플릭스 본사의 딘 가필드
(Dean Garfield) 부사장이 방통위와 국
회를 방문하고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이번 내한에서 딘 부사장은 망사용
료 거부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웨이브, 티빙 등 국내
OTT는 물론이고 해외에서 넷플릭스와
직접 경쟁하는 디즈니플러스와 애플
TV는 국내에서 망사용료를 직접 내거

나 또는 낼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넷플릭스가 주장하는 OCA로 국내 망의
혼잡성을 해소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제 국회에 공이 넘어왔다고 봅니다.

국회본회의

■ 김영식 위원

가 있기에 여당에서도 이 법안 처리에
협조적으로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과 여야 간사님께 요
청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넷플릭스
법의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 법안이 우
선적으로 심사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
시면 고맙겠다는 의사진행발언을 드립
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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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중략)
■ 수석전문위원 조기열

한 이용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역
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
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5항 김영식 의
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인터넷접
속역무의 정당한 이용 대가를 지급하
지 아니하고 역무를 제공하거나 정당

안 제50조제1항제6호의 내용 중 ‘정당
한 이용 대가’라는 용어는 명확성 원칙
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개정안은 사법
부를 통해 해결할 민사 분쟁에 대해 행
정부가 개입하는 것으로서 권력분립
원칙상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을 기준으로 일
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에 한
하여 이용 대가 지급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될 소지
가 있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참고자료
A와 B의 망 연결관계 개요도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사업자별 세부 측정결과
(2020년 10월~12월 일평균 수치)
구분

이용자 수(명)

트래픽 양(%)

Google LLC

82,267,826

25.9%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유)

1,742,947

4.8%

Facebook Inc.

14,324,164

3.2%

네이버(주)

57,014,619

1.8%

(주)카카오

55,212,587

1.4%

콘텐츠웨이브(주)

1,025,729

1.18%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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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112597호

제안이유
최근 온라인 플랫폼 산업이 기존의 온·오프라인 시장을 잠식하며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가
운데 특정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90% 수준에 달하는 등 시장 편중과 승자독식이

환경노동위원회 특집

정희용 의원 대표발의

공고화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압도적인 자본력을 보유한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중소 플랫폼사업자들을 무차별적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음.

정 희 용
선   거   구
정            당
당선횟수
소속위원회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민의힘
초선(21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접
수
상
임
위
원
회

그러나 부가통신사업을 관할하는 현행법 체계는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경쟁 제한적인 인
수·합병에 대해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어,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시장 독점이 고착
화되고, 가격 인상 등의 지배력 남용, 통신 분야에서의 혁신 저해가 나타날 것이라는 지적
이 있음.
이에 매출액,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
사업자는 일정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을 양수하거나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을 합병하고

2021.09.15.

제안

자 하는 등의 경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에 대해 이용자 보호, 서비스 안정성 확보, 시장 경쟁과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2021.11.0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소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발의

으로 인수·합병하고 있고, 이로 인해 경쟁자 제거를 통한 시장 지배력 강화와 혁신 저해의

종합적으로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디지털 경제 선도국인 우리나라 ICT 시장의 경쟁을 활성
화하고 다채로운 서비스 혁신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신
설 등).
상임위원회
국회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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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참고자료
각 개정안의 내용 비교
구분
진입

소유제한
사업의
겸업

기간통신사업자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등(제6조)
- 일반 사업자: 등록
- 사물인터넷(IoT) 사업자: 신고

사전
규제

사업의 겸업(제17조)
- 원칙: 승인
- 예외: 승인 불필요(소규모 사업자)

사업의 휴업·폐업(제19조)
- 원칙: 승인
- 예외: 신고(소규모 사업자)

기타
의무

신고(제24조)

신고(제26조)

①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기술적
조치의무(제22조의3)
① 이용약관(이용요금) 신고(제28조) ② 부가통신사업자 및 특수유형부가
(예외적으로 반려 가능)
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
② 보증보험 의무 가입(제32조제4항)
방지의무(제22조의5)
③ 요금한도 초과 고지의무(제32조의2) ③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제22조의7)
④ 국내대리인 지정의무(제22조의8)
공중케이블 정비의무(제35조의2)
전기통신설비의 유지·보수의무(제61조)
통계 보고 의무(제88조)
전기통신설비 신고의무(제62조)

60

-

①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의무
공정한
(제38조)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제34조의2)
경쟁환경
② 상호접속 등 협정의 신고(제44조)
조성
③ 경쟁상황 평가(제34조제2항)

이용자
보호

사후
규제

신고(제22조제1항)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웹하드 서
비스 사업자 등)(제22조제2항): 등록

외국인의 주식소유제한(제8조): 49%
이하만 소유 가능

사업의 양수·법인의 합병(제18조)
기업결합 - 원칙: 인가
- 예외: 신고(소규모 사업자)
휴·폐업

부가통신사업자

-

금지행위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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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1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111898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을 증권의 매매나 대여를 통해 관리ㆍ운용하는 경우에는 장
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비

환경노동위원회 특집

이낙연 전 의원 대표발의

재무적 요소를 고려하는 이른바 ‘책임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이러한 책임투자를 재량사항으로 하고 있고, 적용범위를 증권의 매매나
키고 있어 책임투자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 낙 연
선   거   구
정            당
당선횟수
소속위원회

서울 종로구
더불어민주당
5선(16대, 17대, 18대,
19대, 21대)
외교통일위원회

발의

대여를 통한 관리ㆍ운용 방법에만 국한시키는 한편, 목적을 안정적인 수익 증대로 귀결시

이에 증권의 매매 및 대여,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 또는 신탁, 금융투자상품지수에 관한 파
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를 통해 국민연금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기준 및 방법을 기금운용지
침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그 목적을 수익 증대가 아닌 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로 규정함
으로써 책임투자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2조, 제105조제1항제6호 신설 등).
소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
2021.08.04.
수
상
임
위
원
회

제안
상정
제안설명

2021.11.11.

참고자료
국민연금기금 운용 현황(2020년말 기준)

검토보고
대체토론

■ 조성 및 운용
◦2020년말 현재 연금보험료 등으로 1,068.5조원 조성, 연금급여 등으로 234.8조원 지
출하고 나머지 833.7조원을 대부분 금융자산에 투자
조 성 1,068.5조원
628.9(연금보험료 등*)

지 출 234.8조원
225.4(연금급여)
9.4(관리운영비 등)

439.6(운용수익금)

기금적립금 833.7조원
833.1(금융부문)
국회본회의

0.6(복지·기타)

* 연금보험료(627.6조원) + 임대보증금 등(1.3조원)
** 모든 수치들이 각각 반올림되어 단수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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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트폴리오 현황
(시가 기준, 단위 : 억원, %, %포인트)

구분

2020년 말(A)

2019년 말(B)

증감(A-B)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계

8,337,276

100.0

7,366,538

100.0

970,738

0.0

금융부문

8,331,384

99.9

7,360,790

99.9

970,594

0.0

주식

3,694,474

44.3

2,987,885

40.6

706,589

3.7

(국 내)

1,766,957

21.2

1,322,609

18.0

444,348

3.2

(해 외)

1,927,517

23.1

1,665,277

22.6

262,241

0.5

채권

3,709,820

44.5

3,512,134

47.7

197,685

-3.2

(국 내)

3,260,993

39.1

3,207,512

43.5

53,481

-4.4

(해 외)

448,827

5.4

304,622

4.1

144,205

1.3

대체투자

906,596

10.9

842,952

11.4

63,644

-0.5

(국 내)

247,153

3.0

247,971

3.4

-818

-0.4

(해 외)

659,443

7.9

594,981

8.1

64,462

-0.2

단기자금

20,493

0.2

17,819

0.2

2,675

0.0

1)

1,800

0.02

1,663

0.02

137

0.0

2)

4,092

0.0

4,085

0.1

7

-0.1

복지부문
기타부문

주1) 복지부문 : 복지타운(청풍리조트), 신용회복지원자금, 노후긴급자금(국민연금실버론)
2) 기타부문 : 공단사옥운영, 기금보관금

국민연금법 제102조제2항 제1호·제3호·제4호에 따른 운용의 해설
자료: 보건복지부

■ 제1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 또는 신탁”
- 예입은 기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투자된 자금이 회수되어 다음 투자에 사용하기 위해
돈을 일시적으로 은행 등에 맡기는 단기자금에 해당
- 신탁은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루어지는 경우 「신탁법」상 정해진 방법과 절차
에 따른 자금을 신탁하게 될 것임.
■ 제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매 및 대여”
- 증권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
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 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를 부담하
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의
- 공단은 국·내외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수익 확보를 위해 해외주식
대여거래 수행 (’18년 이후 국내주식 대여 거래는 안 함)
■ 제4호 “자본시장법 제5조제1항 각호에 따른 지수 등 금융투자상품지수에 관한 파생상품
시장에서의 거래”
- 기초자산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
전 등을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 거래권 부여, 교환을 약정하는 것을 의미(선물 등)
- 공단은 포트폴리오와 벤치마크 간 괴리를 축소하는 목적(‘벤치마크 추종목적 거래’)으로
주가지수선물(코스피200 등)을 거래 중이며, 포지션 한도를 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 증권과

파생상품은 ‘원금 이상의 손실가능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증권은 최대 손
실이 원금이 0원이 되는 것이고, 파생상품은 (-)의 수익률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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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8세 미만 근로자에 대한 추납 인정 확대(최연숙의원안)
가. 개정안의 내용
◦현재 18세 미만 근로자가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장가입자가 되어 연금보험
지 않게 된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가입 기간이 인정되지 않았는데, 개정안은
이러한 경우에도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하면 해당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도
록 하려는 것임.

환경노동위원회 특집

료를 납부하다가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를 내

발의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국회본회의

P&B Report November 2021

63

상임위원회

Policy & Business
Report

64

P&B Report November 2021

Ⅴ.

본회의
1. 상정 법률안 목록
2. 주요 법률안 소개

본회의

본회의 통과법률안 목록
주요법률안

소관법률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4.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5.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6.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9.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10.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1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4.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6.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7.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0. 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
21.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5.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7.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8.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9.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30.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3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32.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33.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

34.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35.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36.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
3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8.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39.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0.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1.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4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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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법률안

소관법률
4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45.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집

46.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7.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48.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49.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50.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51.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52.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5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5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5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

57.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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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국회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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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1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위원장  발의
의안번호 제2113224호

제안이유
현행법상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은 주로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

심사 진행 경과
상
임
위
원
회
법
제
사
법
위
원
회
본
회
의

2021.10.22.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
을 희망하는 여성 등에 한정하여 추진되어 왔음.

축조심사

그러나 여성들의 보다 근본적인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서는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여

의결(대안가결)

성도 주요 정책 대상에 포함하여 애초에 경제활동의 중단을 방지하는 ‘예방’ 기능이 중요하

상정

다고 할 것임.

제안설명
2021.11.09.

검토보고
대체토론
의결(수정가결)

2021.11.11.

이에 현행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전부개정하여 정책 대상을 취업 여성으
로까지 확대하고 경력단절 예방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시책을 확대·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원안가결

주요내용
가. 제명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변경함.
나. 경력단절 예방 정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
다.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추진 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을 명시함(안 제6조).
라.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동으로 매년 여성의 임금, 직종, 고용형태 현황
등이 포함된 여성경제활동백서를 발간·공표하도록 함(안 제9조).
마. 유망직종 선정·지원 조문을 삭제하고, 구인·구직 정보수집 의무를 신설함(안 제11조).
바.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동으로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
담 등의 실시 기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경력단절 예방 사업 수행 주체에 현행 여성가족부장관과 함께 고용노동부장관을 포함
하고, 경력단절 예방 사업의 유형을 구체화함(안 제15조).
아.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와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명칭을 각각 중앙여성경제활
동지원센터와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로 변경함(안 제16조 및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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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법률안(3건)
[2100854]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의원 등 11인)
[2102830]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의원 등 13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집

[2106201]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3인)

본회의 표결 결과
■ 제안 / 표결 일자 : 2021.11.10 / 2021.11.11
■ 발의자 / 제안자 : 여성가족위원장
■ 표결 의원 : 재석 189인 / 재적 296인
■ 표결 결과 : 원안가결 189인(찬성 188인, 반대 0인, 기권 1인)

발의

99.5%

찬성(188)
반대(0)
기권(1)
0.5%

찬성 (188인)
소위원회

강득구 강민정 강병원 강은미0 강준현 고민정 고영인 고용진 구자근 권명호
권인숙 기동민 김경협 김기현0 김도읍 김미애 김민기 김민철 김병욱 金炳旭
김병주 김상훈 김상희 김석기0 김성환 김수흥 김승남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식 김영진 김용민 김용판0 김윤덕 김의겸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진표 김철민 김형동 김희국0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류호정 맹성규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대출 박병석 0박상혁 박성중 박수영 박완주 박용진 박재호

상임위원회

박 진 박형수 박홍근 배준영 0배현진 백종헌 백혜련 변재일 서동용 서범수
서병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0서정숙 성일종 소병철 소병훈 송기헌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호 신동근 0신영대 신정훈 신현영 안규백 안민석 안병길
안호영 양경숙 양금희 양기대 양이원영 양정숙 양향자 어기구 오기형 오영환
용혜인 위성곤 유경준 유동수 0유상범 유정주 윤건영 윤관석 윤미향 윤영덕
윤재갑 윤재옥 윤주경 윤준병 0윤창현 윤호중 윤후덕 이동주 이만희 이병훈
이상민 이성만 이수진 이수진(비) 이 영 이용빈 이용선 이원욱 이원택 이은주
이장섭 이정문 이종배 이주환 0이채익 이철규 이해식 이형석 인재근 임오경

국회본회의

임이자 임종성 임호선 장경태 0장철민 장혜영 전봉민 전용기 전재수 전혜숙
정동만 정성호 정일영 정청래 0정춘숙 정필모 정희용 조경태 조승래 조오섭
조응천 조정식 조정훈 주철현 0지성호 진선미 진성준 천준호 최강욱 최기상
최승재 최연숙 최인호 최종윤 0최춘식 최혜영 추경호 태영호 한기호 한무경
한병도 허 영 허종식 홍기원 0홍석준 홍성국 홍영표 홍익표 의원

기권 (1인)
엄태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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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장 발의
의안번호 2113204호

제안이유
불공정한 거래상태를 자발적으로 해소하고 대리점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심사 진행 경과
상
상정
임
위 2021.09.29.
원
의결(대안가결)
회
상정
법
제
제안설명
사
검토보고
법 2021.11.09.
위
대체토론
원
의결(수정가결)
회
본
회
의

2021.11.11.

하기 위하여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고, 공급업자의 보복조치로 대리점이 손해를 입은 경
우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급업자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대리점
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 수단을 마련하는 한편,
대리점 관련 분쟁 발생 시 이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을 제정
하고 분쟁당사자가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스스로 조정한 후 협의회에 요청하여 작성
된 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안가결

주요내용
가. 사업자단체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사용을 권장하는 표
준대리점계약서의 제·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대리점계
약서 제·개정에 필요한 경우 전문가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업종별로 바람직한 거래기준을 정하고, 공급업자에게 이를 준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3).
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급업자 및 대리점에 대한 교육·연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보급·확산,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제도의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설·인력 및 교육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해 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
조의4).
라. 공정거래위원회가 협의회 운영 관련 분쟁조정업무 지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3조제3항).
마. 조정 신청 및 완료시 조정원 협의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시·도 협의회의 경우 공
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에 이를 알릴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4항, 안 제20조제6항).
바. 분쟁당사자가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한 후 협의회에 요청
하여 작성된 조정조서에 대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함(안 제21조제2항).
사.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한 후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합의사
항을 이행한 경우에 대해 시정조치·시정권고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21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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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공급업자가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
는 행위에 따른 불공정한 거래 상태 등의 자발적 해소, 대리점 피해구제, 거래질서의 개
선 등을 위하여 해당 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등 경쟁질서의 회복이나 거래질서의 적극
필요한 시정방안 등을 담은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
자.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3).
차. 금지되는 보복조치를 하여 대리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실제로 발생한 손해의 3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집

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대리점 등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도록 함(안 제34조제2항)

발의

대안반영폐기 법률안(4건)
[210045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7인)

[210249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의원 등 11인)

[2106894]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108747]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의원등11인)
소위원회

본회의 표결 결과
■ 제안 / 표결 일자 : 2021.11.10 / 2021.11.11
■ 발의자 / 제안자 : 정무위원장
■ 표결 의원 : 재석 223인 / 재적 296인
■ 표결 결과 : 원안가결 223인(찬성 217인, 반대 0인, 기권 6인)

상임위원회

찬성(217)
97.3%

반대(0)
기권(6)
2.7%
국회본회의

찬성 (217인)
강대식 강득구 강민국 강민정 0강병원 강선우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고영인
구자근 권명호 권영세 권인숙 0기동민 김경협 김교흥 김남국 김도읍 김민기
김민철 김병기 김병욱 金炳旭 0김상희 김선교 김성환 김수흥 김승남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식 김영진 0김영호 김용민 김용판 김윤덕 김의겸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진표 0김철민 김태년 김형동 김홍걸 김회재 김희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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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0류호정 맹성규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박광온
박병석 박상혁 박성민 박성준 0박성중 박수영 박완수 박완주 박용진 박재호
박 정 박 진 박찬대 박홍근 0배준영 배진교 배현진 백종헌 백혜련 변재일
서동용 서범수 서병수 서삼석 0서영교 서영석 서일준 서정숙 성일종 소병훈
송갑석 송기헌 송석준 송언석 0송옥주 송재호 신동근 신원식 신정훈 신현영
안규백 안민석 안병길 안호영 0양경숙 양기대 양이원영 양정숙 양향자 어기구
엄태영 오기형 오영환 오영훈 0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유경준 유기홍 유동수
유의동 유정주 윤건영 윤관석 0윤두현 윤미향 윤영덕 윤재갑 윤재옥 윤주경
윤준병 윤창현 윤호중 이광재 0이동주 이만희 이병훈 이상민 이상직 이상헌
이성만 이소영 이수진 이수진(비)0이 영 이용빈 이용선 이용우 이원욱 이원택
이은주 이장섭 이재정 이정문 0이종배 이주환 이채익 이철규 이탄희 이학영
이해식 이형석 인재근 임오경 0임이자 임종성 임호선 장경태 장철민 장혜영
전봉민 전용기 전혜숙 정동만 0정성호 정운천 정일영 정청래 정춘숙 정태호
정필모 정희용 조승래 조오섭 0조응천 조정훈 조태용 조해진 주철현 주호영
지성호 진선미 진성준 천준호 0최강욱 최기상 최인호 최종윤 최춘식 최혜영
추경호 태영호 하영제 한기호 0한무경 한병도 허 영 허은아 허종식 홍기원
홍문표 홍석준 홍성국 홍영표 0홍익표 황보승희 황운하 의원

기권 (6인)
고용진 김 웅 양금희 유상범 0최승재 최형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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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의안번호 2101113호

은행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만큼, 은행이 부실화될 경우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일반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집

이학영 의원 발의

크므로, 은행의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음.
또한 대형 금융회사인 은행이 일반 소비자에 비해 우월적 지위에서 불합리한 거래행태를

이 학 영
선   거   구
정            당
당선횟수
소속위원회

발의

나타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일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은행의 주주가 은행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경기 군포시
더불어민주당
3선(19대, 20대, 21대)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해 은행 및 주주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은행이 비업무용 자산
을 보유하게 된 경우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은행의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준
수하여야할 사항을 정하는 한편,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국내에 보유하여야 하는 자산이
일정액에 미달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전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5제3
항, 제39조, 제52조 및 제62조제3항).

상
상정
임
위 2021.09.29.
원
의결(수정가결)
회
상정
2021.11.09.

본
회
의

2021.11.11.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의결(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결과
■ 제안 / 표결 일자 : 2020.06.29 / 2021.11.11
■ 발의자 / 제안자 : 이학영의원 등 10인
■ 표결 의원 : 재석 224인 / 재적 296인
상임위원회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소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 표결 결과 : 수정가결 224인(찬성 217인, 반대 1인, 기권 6인)

수정가결

찬성(217)
반대(1)
96.9%

기권(6)
0.4%
국회본회의

2.7%

찬성 (217인)
강대식 강득구 강민국 강민정 0강병원 강선우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고영인
고용진 구자근 권명호 권영세 0권인숙 기동민 김경협 김교흥 김기현 김남국
김도읍 김미애 김민기 김민철 0김병기 김병욱 金炳旭 김상희 김선교 김성환
김수흥 김승남 김승수 김승원 0김영배 김영식 김영진 김영호 김용민 김용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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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김의겸 김정재 김정호 0김종민 김주영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김형동
김홍걸 김회재 김희곤 김희국 0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류호정 맹성규 문정복
문진석 민형배 박광온 박병석 0박상혁 박성민 박성준 박성중 박수영 박완수
박완주 박용진 박재호 박 정0 박 진 박찬대 박홍근 배진교 백종헌 백혜련
변재일 서동용 서범수 서삼석 0서영교 서영석 서일준 서정숙 성일종 소병훈
송갑석 송기헌 송석준 송언석 0송옥주 송재호 신동근 신영대 신원식 신정훈
신현영 안규백 안민석 안병길 0안호영 양경숙 양기대 양이원영 양정숙 양향자
어기구 엄태영 오기형 오영환 0오영훈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유경준 유기홍
유동수 유상범 유의동 유정주 0윤건영 윤관석 윤두현 윤미향 윤영덕 윤재갑
윤재옥 윤주경 윤준병 윤창현 0윤호중 이광재 이동주 이만희 이병훈 이상민
이상직 이상헌 이성만 이소영 0이수진 이수진(비) 이 영 이용빈 이용선 이용우
이원욱 이원택 이은주 이장섭 0이재정 이정문 이종배 이채익 이철규 이탄희
이학영 이해식 이형석 인재근 0임오경 임이자 임종성 임호선 장경태 장철민
장혜영 전봉민 전용기 전혜숙 0정동만 정성호 정운천 정일영 정청래 정춘숙
정태호 정필모 정희용 조승래 0조오섭 조응천 조정훈 조태용 조해진 주철현
주호영 지성호 진선미 진성준 0천준호 최강욱 최기상 최승재 최인호 최종윤
최춘식 최혜영 추경호 태영호 0하영제 한기호 한무경 한병도 허 영 허은아
허종식 홍기원 홍문표 홍성국 0홍영표 홍익표 황운하 의원

반대 (1인)
김 웅 의원

기권 (6인)
배준영 서병수 양금희 최형두 0홍석준 황보승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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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의안번호 2113222호

제안이유
산림은 수원함양(水源涵養), 대기정화, 재해방지, 휴양ㆍ치유,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산림경

심사 진행 경과

본
회
의

원안가결

2021.11.19.

정부이송

농업과 수산업 분야는 공익직접지불제도를 이미 시행하여 농업·농촌 및 수산업·어촌의 공
익기능 증진을 장려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임업 분야는 이러한 공익 가치의 창출에도 불
구하고 공익직접지불제도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임업·산림의 공익 기능에 대한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하여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을 제고
하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소위원회

2021.11.11.

가능한 보전과 이용에 기여하고 있음.

발의

상
상정
임
위 2021.10.05. 소위심사보고
원
의결(대안가결)
회
상정
법
제
제안설명
사
검토보고
법 2021.11.09.
위
대체토론
원
의결(원안가결)
회

관 보전 및 탄소흡수 등 다양한 공익 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임업은 이러한 산림의 지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집

4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등(임업인 및 농업법인)의 소득안정을 위
하여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제도는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등에 대한 직접지불
도(육림업 직접지불제도)로 구성함(안 제4조).
다.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농업경영

상임위원회

제도(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제도) 및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등에 대한 직접지불제

체 등록을 하고 유효하게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임업인등 및 산지를 대상으로 함(안 제
5조).
라.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제도는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과 면적직접지불금으로 구분하
산지로 하는 등 「WTO 농업에 관한 협정」에 맞게 직불금 지급대상을 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는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
는 임업인등으로 하되, 산지 소재 동일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 외의 지역에 주소 또
는 주된 사무소를 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의 면적 및 임산물 판
매금액 등을 고려하여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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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지급대상 산지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본회의

바.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수령할 수 있는 최소 기준으로 지급대상 산지를 나누는 등
의 편법행위(이른바 ‘산지 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급대상 산지를 공유(共有)하거
나 분할하여 지분 또는 일부의 산지를 취득하거나, 필지와 상관 없이 전체 지급대상 산
지 중 일부의 소유권을 양수받거나 그 산지의 일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
하거나 양수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직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함(안 제8조제3항제7호
본문).
사.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및 화
학비료의 적정수준 사용,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등 산림의 공익
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준수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음(안 제11조).
아.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는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
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로 하는
등 「WTO 농업에 관한 협정」에 맞게 생산연계 효과가 억제되도록 지급대상을 고정시킴
(안 제13조).
자.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는 지급대상 산지를 소유하거나 지급대상 산지 내 입
목을 등기한 자로 하되, 산지 소재 동일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의 면적 및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 등
을 고려하여 육림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에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제1항 및 제2항)
차. 육림업 직접지불금을 받는 자는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입목
유지 등의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함(안 제16조).
카.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접수 7일 전까지 공고하
여야 하며, 공익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자는 산지 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에
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안 제17조).
타. 산림청장은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 또는 수령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자신이 아닌 제3자가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
림업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산지 또는 입
목에 대한 권리를 포함)를 양도·임대·사용대하거나 분할 또는 공유하는 경우 등에 해당
하면 공익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일정한 중요 부정
행위에 대하여는 8년 이내의 범위에서 직불금 등록을 제한할 수 있음(안 제22조).
파. 산림청장은 공익직접지불금 감액사유 또는 지급금지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
직접지불금을 지급하게 되면, 이를 부당이득금으로서 환수할 수 있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납부기간까지 부당이
득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음(안 제23조).
하. 이 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되, 산림청장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을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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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법률안(3건)
[2103847]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서삼석의
원 등 13인)
[2105107]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윤재갑의원 등
10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집

[2102544] 임업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안(정진석의원 등 12인)

본회의 표결 결과
■ 제안 / 표결 일자 : 2021.11.10 / 2021.11.11
발의

■ 발의자 / 제안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표결 의원 : 재석 193인 / 재적 296인
■ 표결 결과 : 원안가결 193인(찬성 192인, 반대 0인, 기권 1인)

찬성(192)
반대(0)
기권(1)
소위원회

99.5%

0.5%

찬성 (192인)
상임위원회

강득구 강민정 강병원 강은미 0강준현 고민정 구자근 권명호 권영세 기동민
김경협 김기현 김도읍 김미애 0김민기 김민철 김병욱 金炳旭 김병주 김상훈
김상희 김선교 김성환 김수흥 0김승남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예지 김용민
김용판 김 웅 김윤덕 김의겸 0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진표 김철민 김한정
김형동 김홍걸 김회재 김희곤 0김희국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류호정 맹성규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0박광온 박상혁 박성준 박성중 박수영 박완수
박완주 박용진 박재호 박주민 0박 진 박찬대 배진교 배현진 백종헌 백혜련
서동용 서범수 서병수 서삼석 0서영교 서영석 서일준 서정숙 성일종 소병철

국회본회의

소병훈 송기헌 송석준 송영길 0송옥주 송재호 신동근 신영대 신원식 신정훈
안규백 안민석 안병길 안호영 0양경숙 양금희 양기대 양향자 어기구 엄태영
오기형 오영환 오영훈 용혜인 0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의동 유정주 윤건영
윤관석 윤미향 윤영덕 윤재갑 0윤재옥 윤주경 윤준병 윤창현 윤호중 윤후덕
이동주 이만희 이상민 이상직 0이성만 이소영 이수진 이수진(비) 이 영 이용빈
이용선 이원욱 이원택 이은주 0이정문 이종배 이주환 이채익 이철규 이해식
이형석 인재근 임오경 임이자 0임종성 임호선 장경태 장철민 장혜영 전봉민
전용기 전혜숙 정동만 정성호 0정일영 정진석 정청래 정춘숙 정태호 정필모
정희용 조경태 조승래 조오섭 0조응천 조정훈 조태용 주철현 지성호 진선미
진성준 천준호 최강욱 최기상 0최승재 최연숙 최인호 최종윤 최혜영 추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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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태영호 하영제 한기호 한무경 0허 영 허은아 허종식 홍석준 홍성국 홍영표
홍익표 황보승희 의원

기권 (1인)
한병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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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223호

제안이유
현행법은 인터넷게임 제공자가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

심사 진행 경과

본
회
의

상정
2021.10.22.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가결)

그런데 지난 10년간 셧다운제가 적용되는 컴퓨터(PC) 온라인게임 대신 모바일 게임이 크
게 성장하는 등 게임이용 환경이 변화했고, 심야시간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가 다
양해짐에 따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발의

상
임
위
원
회
법
제
사
법
위
원
회

한하도록 하는 ‘셧다운제’를 규정하고 있음.

상정
제안설명
2021.11.09.

검토보고
대체토론
의결(원안가결)

2021.11.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집

여성가족위원장 발의

이에 청소년과 가족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심야시간대의 청소년 인터넷게임 제공시
간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게임 중독·과몰입 등 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
한 상담ㆍ교육 등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안가결
소위원회

주요내용
가. 중독과 과몰입을 병기함(안 제3장).
나.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친권자등 대상 고지 항목 중 인터넷게임 이용시간을 삭제함(제25
조제1항제2호 삭제).
다.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및 이를 위반하여 게임을 제공한 자에 대한 벌

라. 조 제목에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등의 예방을 명시하고,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피
해 청소년뿐만 아니라 청소년 가족까지 상담·교육 및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지원할 수

상임위원회

칙 규정을 삭제함(제26조 및 제59조제5호 삭제).

있도록 함(안 제27조제1항).

국회본회의

대안반영폐기 법률안(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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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427]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의원 등 10인)

[2111332]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의원 등 11인)

[2111102]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등12인)

[2112439]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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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본회의 표결 결과
■ 제안 / 표결 일자 : 2021.11.10 / 2021.11.11
■ 발의자 / 제안자 : 여성가족위원장
■ 표결 의원 : 재석 189인 / 재적 296인
■ 표결 결과 : 원안가결 189인(찬성 182인, 반대 0인, 기권 7인)

찬성(182)
반대(0)
기권(7)

96.3%

3.7%

찬성 (182인)
강득구 강민정 강병원 강은미 0강준현 고민정 고영인 고용진 구자근 권인숙
기동민 김기현 김도읍 김미애 0김민기 김민철 김병욱 金炳旭 김병주 김상훈
김상희 김성환 김수흥 김승남 0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식 김영진 김용민
김용판 김윤덕 김의겸 김정재 0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진표 김철민 김형동
김희국 노웅래 도종환 류호정 0맹성규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대출 박병석
박상혁 박성중 박수영 박완주 0박용진 박재호 박 진 박형수 박홍근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백혜련 변재일 0서동용 서범수 서병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정숙 성일종 소병철 소병훈 0송기헌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호 신동근
신영대 신정훈 신현영 안규백 0안민석 안병길 안호영 양경숙 양기대 양이원영
양정숙 양향자 어기구 엄태영 0오기형 오영환 위성곤 유경준 유동수 유상범
유정주 윤건영 윤관석 윤미향 0윤영덕 윤영석 윤재갑 윤재옥 윤주경 윤준병
윤창현 윤호중 윤후덕 이동주 0이만희 이병훈 이상민 이성만 이수진 이수진(비)
이 영 이용빈 이용선 이용우 0이원욱 이원택 이은주 이장섭 이정문 이채익
이철규 이해식 이형석 인재근 0임오경 임이자 임종성 임호선 장경태 장철민
장혜영 전봉민 전용기 전재수 0전혜숙 정동만 정일영 정청래 정춘숙 정태호
정필모 정희용 조경태 조승래 0조오섭 조응천 조정식 주철현 지성호 진선미
진성준 천준호 최강욱 최기상 0최승재 최인호 최종윤 최춘식 최혜영 추경호
태영호 한기호 한무경 한병도 0허 영 허은아 허종식 홍기원 홍석준 홍성국
홍영표 홍익표 의원

기권 (7인)
권명호 김 웅 류성걸 양금희 0이종배 이주환 조정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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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장 발의
의안번호 2113230호

제안이유
현행 법률은 화재 예방정책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심사 진행 경과

본
회
의

원안가결

2021.11.19.

정부이송

이에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복잡하게 규정된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기로 함에 따라 현행 법률의 제명
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한편,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추어 현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함(법률 제명).
나. 관계인(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은 소방시설등의 기능과 성능을 보

소위원회

2021.11.11.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 추진에도 한계가 있음.

발의

상
상정
임
위 2021.09.16.
원
의결(대안가결)
회
상정
법
제
제안설명
사
검토보고
법 2021.11.09.
위
대체토론
원
의결(수정가결)
회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집

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전ㆍ향상시키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의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관리 활동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등 관계인의 의무
를 법률에 규정 함(안 제4조).
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건축허가동의 시 소방시설의 적법성 뿐만 아니라 건축법
도록 함(안 제6조)
라. 연면적·높이·층수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

상임위원회

령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적정성도 검토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성능위주설계를 하도록 하고, 성능위주설계를 한 경우에는 「건
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8조).

에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을 두도록 함(안 제9조).
바.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등 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판매하려는 자 또는 자동차의 소
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하도록 함(안 제11조).
사. 소방청장은 화재안전기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화재안전기준의 제
정ㆍ개정 및 운영, 화재안전기준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화재안전기준의 검증 및 평가,
화재안전기준의 정보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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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본회의

마.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전문적ㆍ기술적인 검토 및 평가를 위하여 소방청 또는 소방본부

본회의

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등이 적합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을 하거나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자체점검)하게 하도록 함(안 제22조).
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결과 소화펌프 고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
대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23조
제1항).
차.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을 한 경우에는 그 점검결과를 소방시설등에 대
한 수리ㆍ교체ㆍ정비에 대한 이행계획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
고하도록 하고, 이행계획을 기간 내에 완료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이행계
획 완료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안 제23조제3항·제4항).
카. 소방용품의 회수·교환·폐기 또는 판매중지 명령을 받은 제조자 및 수입자는 해당 소방
용품이 이미 판매되어 사용 중인 경우 구매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회수 또는 교환 등
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제45조제3항).
타. 소방청장은 소방용품의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거나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소방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함(제45조제4항).
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를 받
은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57조제3
호·6호).

대안반영폐기 법률안(15건)
[210078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3인)
[210148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1인)
[210329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2인)
[210344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오영환의원 등 35인)
[210176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10235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1인)
[210506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등 10인)
[210449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4인)
[210474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1인)
[211172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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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73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
운천의원 등 11인)
[21113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
[210080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
동민의원 등 14인)
[211132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
혜련의원등24인)
[210766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
완주의원등12인)

발의

본회의 표결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집

혜련의원등24인)

■ 제안 / 표결 일자 : 2021.11.10 / 2021.11.11
■ 발의자 / 제안자 : 행정안전위원장
■ 표결 의원 : 재석 211인 / 재적 296인
■ 표결 결과 : 원안가결 211인(찬성 208인, 반대 0인, 기권 3인)

찬성(208)
소위원회

반대(0)
98.6%

기권(3)

1.4%

상임위원회

찬성 (208인)
강기윤 강대식 강득구 강민국 0강민정 강병원 강선우 강은미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고영인 고용진 구자근 0권명호 권영세 권인숙 기동민 김경협 김기현
김남국 김도읍 김미애 김민기 0김민철 김병기 김병욱 金炳旭 김상희 김선교
김성환 김수흥 김승남 김영배 0김영식 김영진 김용민 김용판 김윤덕 김은혜
김의겸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0김주영 김진표 김철민 김형동 김홍걸 김회재
김희곤 김희국 노웅래 도종환 0류성걸 류호정 맹성규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국회본회의

민형배 박광온 박대출 박상혁 0박성준 박성중 박수영 박완수 박완주 박용진
박재호 박주민 박 진 박찬대 0박홍근 배진교 배현진 백종헌 백혜련 변재일
서동용 서범수 서병수 서삼석 0서영교 서영석 서일준 성일종 소병훈 송기헌
송석준 송영길 송옥주 송재호 0신동근 신영대 신원식 신현영 안규백 안민석
안병길 안호영 양경숙 양금희 0양기대 양정숙 양향자 어기구 엄태영 오기형
오영환 오영훈 용혜인 우원식 0위성곤 유기홍 유동수 유의동 유정주 윤건영
윤관석 윤미향 윤영덕 윤재갑 0윤재옥 윤주경 윤준병 윤창현 윤호중 이만희
이병훈 이상직 이상헌 이성만 0이소영 이수진 이수진(비) 이 영 이용빈 이용선
이용우 이원욱 이원택 이은주 0이장섭 이재정 이정문 이종배 이주환 이채익
이철규 이해식 이형석 인재근 0임오경 임이자 임종성 임호선 장경태 장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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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장혜영 전봉민 전용기 전혜숙 0정동만 정성호 정일영 정진석 정청래 정춘숙
정태호 정필모 정희용 조경태 0조승래 조오섭 조응천 조정훈 조태용 조해진
주철현 주호영 지성호 진선미0 진성준 천준호 최강욱 최기상 최승재 최인호
최종윤 최춘식 최혜영 추경호 0태영호 하영제 한기호 한무경 한병도 허 영
허은아 허종식 홍기원 홍석준 0홍성국 홍영표 홍익표 황보승희 의원

기권 (3인)
김 웅 유경준 유상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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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용어해설
2. 국회일정표

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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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여 표시하고 안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되, 발의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인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위원회 대안마련
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입안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소위원회에서 마련
한 내용을 위원회에서 질의·토론·축조 심사를 거쳐 위원회안으로 채택(의결)하거나 위원의 동의(動議)로 제안
된 내용을 위원회에서 직접 심사·의결 또는 소위원회로 하여금 심사·보고하게 한 다음 의결함으로써 위원회안
을 마련하게 된다.

회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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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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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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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보고 ····

의사일정에 상정된 모든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필수적이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소속
위원이 안건을 용이하고 능률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제안이
유, 문제점, 이해득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분석하여 작성한 보고서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법
률안의 위원회 상정일 48시간 전까지 소속 위원에게 배부하고 (「국회법」 §58⑧), 위원회에서 구두로 보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위원회제안 법률안의 경우에는 제안과정에서 전문위원이 참여하고 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
토보고를 따로 하지 않는 것이 통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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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토론····

대체토론(general debate)이란 안건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과 당부에 관한 일반적인 토론을 말하며 제안자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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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드시 대체토론이 끝난 후에 하도록 하고 있다(「국회법」 §58③). 이는 소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심사할 때 대체토
론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이나 의견 등을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함으로써 전체위원들의 의사를 충분
히 반영하려는 취지이다.
질의란 안건에 대하여 제안자에게 의문점을 물어서 밝히는 것으로 의원발의 법률안인 경우에는 제안의원 외에
도 그 법률안을 소관하는 주무부처 국무위원이나 정부위원을 출석하게 하여 집행상의 제반 문제점을 질의할
수 있다.

공청회········
·
청문회

위원회는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제정법률안이나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국회법」 §58⑥).
「국회법」은 공청회·청문회의 개최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아니하나, 대체토론이 끝나고 안건을 소위원
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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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의 내용과 심사의 정도에 따라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은 반드시 축조심사를 거쳐야 한다(「국회법」 §58⑤). 원칙적으로 축
조심사는 전체회의와 소위원회에서 각각 실시되어야 하지만(「국회법」 §57⑦·§58①),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소
위원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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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찬반토론은 신청자가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반대자
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국회법」 §106).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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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결 ···········

표결은 위원장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이 의제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수를 집계하여 위
원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절차이다. 위원회에서의 표결은 본회의의 표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국회법」 §
109 ∼ §114의2). 표결의 방법에 있어서는 기립 표결이 통례이나 거수표결도 가능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
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국회법」 §54). 번안동의(「국회법」 §91),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국
회법」 §85의2①) 및 법사위 계류법안 중 본회의 부의요구(「국회법」 §86③)에 대한 표결을 제외하고는 특별의결
정족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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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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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안의결
위원회에서 의원 또는 정부가 제안한 의안을 수정 없이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는 것이다. 이는
내용상의 변경이 없음을 의미하며 문맥의 흐름을 바르게 하기 위한 단순한 자구의 변경이나 오자·탈자·한자의
한글로의 표기 등의 변경이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로 수정되어 그 내용이 심사보고서에 반영되더
라도 원안의결로 본다.
2) 수정의결
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원안의 취지와 성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원안의 내용·체계·형식
및 자구의 일부를 추가·삭제·변경 등을 하는 것이다.
3) 대안의결
“대안”이란 원안과 일반적으로 그 취지는 같으나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거나 체계를 전연 다르게 하여 원안
을 대신할 만한 내용으로 변경하여 제출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수정안의 성격을 띤 것이다.
대안에는 위원회에서 원안이 심사되는 동안에 의원이 30인 이상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제출하는 “의원발의 대
안”(「국회법」 §95④)과 위원회에서 원안을 심사하는 과정에 원안을 폐기하고 그 원안에 대신할 만한 새로운 안
을 입안하여 위원장 명의로 제출하는 “위원회제출 대안”(「국회법」 §51)이 있는데, 보통 대안이라고 하면 위원회
제출 대안을 의미한다.
4) 폐기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사한 결과는 “가결”(원안, 수정)과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의 어느 것
으로 의결된다. 위원회는 의안의 본회의 심의에 앞서서 예비적 심사를 하는 것이므로 위원회의 의결이 그대로
국회의 의사로서 최종적인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위원회에서 어떠한 의결을 하던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
다는 결정을 하였음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있다.
우리 국회는 관례상 위원회에서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된 것은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
다고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위원회에서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본회의에 보고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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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률안은 확정적으로 폐기된다(「국회법」 §87).

정부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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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 · ·········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어 오면 법제처는 법률공포안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
치면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여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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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1월호는 2021.10.15.부터 2021.11.14. 사이에
개최된 회의를 기준으로 제작하였습니다.

국회 일정표

일자
위원회
국회본회의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
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국회본회의

특별위원회

15일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11월 1일

2일

3일

4일

5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금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391회 제10차

391회 제1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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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이미지는 '국회'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국회 전경'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회, http://www.assembly.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안 심사절차

법률안 발의(제출)

의원 10인 이상 또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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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보고

관련위원회 회부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관련위원회 의견제시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심사
축조심사
찬반토론
표결(의결)
가결

연석회의
공청회
청문회

폐기

법사위 체계 · 자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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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보고서 제출
전원위원회
수정안제출

본회의 심의
(전원위원장의 심사보고)
심사보고(제안설명)
잘의·토론(생략가능)
표결(의결)
가결

부결
정부 이송
국무회의 상정

재의 요구
이송된 날부터 15일 이내

공포
※ 신속처리대상안전 지정 시 소관위 180일, 법사위 90일 이내 심사 완료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0615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17(역삼동 동훈타워 동훈타워 7, 8, 10-16층)
www.draju.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