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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Update▐ 

 

코로나19와 형사책임 
 

1. 서 : 우생마사(牛生馬死)를 떠올려 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증가하면서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사회, 그리고 개

인이 모두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우생마사(牛生馬死)’라는 성어를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홍수가 나면 헤엄

을 잘 치는 말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다 익사하고, 오히려 헤엄이 미숙한 소가 상황에 순응하면서 

살아남는다는 취지의 고사성어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일수록 흐름을 거스르면서 사익만을 추구

하기보다는, 공생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노력함과 아울러 우리 사회가 정해놓은 법률과 규범을 준

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방역 관련 법률 

 

이러한 차원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형사법을 몇 가지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언론에 종종 등장합니다.  이 법률은 감염병 관련 업무 종사자가 업무상 비

밀을 누설한 경우, 감염병 환자가 입원ㆍ치료 조치를 거부한 경우, 감염병 환자와 접촉한 자가 정해

진 격리 조치를 위반한 경우, 감염병 환자가 존재하는 주거시설, 선박, 항공기, 열차에 대한 조사, 진

찰, 동행, 입원 조치 등 강제조치에 불응한 경우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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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

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 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ㆍ항공기ㆍ열차 등 운

송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

염병 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 

의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자가(自家) 또는 시설에 격리 

2. 유선ㆍ무선 통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기기 등을 이용한 감염병의 증상 유무 확인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나 진찰 결과 감

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과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략 

5. 제42조에 따른 강제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매점매석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데, 동법 제7조(매점매석 행위의 금지)

는 사업자가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매점

매석 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기획재정

부는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하여 위 처벌대상을 

구체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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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관련 조문 

제7조(매점매석 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買占)하거나 판매를 기피

하는 행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매점매석 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벌칙) 제7조를 위반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2020. 2. 5. 시행)> 관련 조문 

제5조(매점매석 행위 여부 판단기준) ① 매점매석행위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2019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19년 1월 1일

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2. 3. 생략 

 

4. 결 : 신뢰와 감동이 흐르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한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는 마스크를 판매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중고나라 등 인터넷 카

페를 통하여 마스크를 대량 판매한다고 광고한 후 대금을 지급받고는 마스크를 팔지 않는 물품사기

사범이나, 식품의약처의 회수 및 폐기명령을 받은 수천만원 상당의 불량 마스크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마스크제조사범이 사기죄로 기소되기도 하여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언론을 접할수록 문제를 일으키는 구성원들만 기억에 남기 마련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사회 구성

원들 대부분은 슬기롭게 위기를 헤쳐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이 옵니다.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27&query=%EA%B0%90%EC%97%BC%EB%B3%91%EC%9D%98%20%EC%98%88%EB%B0%A9%20%EB%B0%8F#AJ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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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우리 모두는 정상적인 일상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모두는 상호간 보다 

더 관심 갖고, 보다 더 배려하는 그러한 저력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장기석 변호사  

E. kschang@jipyong.com 

T. 02-6200-1735 

▶ 홈페이지 프로필 바로가기 

 

http://jipyong.com/kr/member/member_view.php?seq=34
http://www.jipyong.com/kr/member/member_view.php?seq=2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