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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1. 신현영의원 대표발의안 (의안번호 제7665호)

가. 제안 경위

(1) 제 안 자 : 신현영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1. 1. 27.

(3) 회 부 일 : 2021. 1. 28.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력이 큰 감염병을 차단하고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방역 조치 못지않게 방역 조치를 결정하는 정부에

대한 믿음과 방역조치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함. 최근의 해외

연구(신뢰의 문제: 84개 국가에서 사회적 자본, 소득불평등 그리고 코

로나19 사망자 수에 대한 시계열 분석)는 신뢰, 집단 소속감, 시민 참

여, 정부 기구에 대한 믿음 4가지 차원이 코로나19에 미친 영향을 조

사했는데, 시민참여와 정부기구에 대한 믿음은 사망자 수를 낮추는 것

으로 나타났음.

국내에서는 코로나19 겨울철 대유행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장기화되면서 방역지침의 일관

성, 합리성에 대한 문제 제기와 더불어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간 차

별이라는 이슈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거나



- 2 -

반복될 경우, 정부의 감염병 예방조치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고 방역지

침을 이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수가 많이 줄어들 수 있음.

이에 정부가 실시하는 감염병 유행 예방조치에 대한 주민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통해 당사자나 지역주민의 의견

을 조사ㆍ보고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실태에 적합한 감

염병 예방조치를 마련하여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게

하며, 또한 누구든지 감염병 예방조치에 대하여 개선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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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성만의원 대표발의안 (의안번호 제7926호)

가. 제안 경위

(1) 제 안 자 : 이성만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1. 2. 4.

(3) 회 부 일 : 2021. 2. 5.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역학조사”란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

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감염병환자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

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과 감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그 발병원인을 조사

할 필요가 있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을 말함.

그런데, 역학조사의 범위에 역학조사에 필요한 사전 자료조사 등의

활동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역학조사의 활동에 제약이 있

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염원 추적에 필요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한 자료조사

가 역학조사의 범위에 해당됨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원활한 역학조사

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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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병훈의원 대표발의안 (의안번호 제7935호)

가. 제안 경위

(1) 제 안 자 : 이병훈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 2021. 2. 4.

(3) 회 부 일 : 2021. 2. 5.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관리기관등에 입원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그 외에 감염병의심자 등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시설

치료 등을 받게 할 수 있음.

그런데, 부모 등의 입원치료 등으로 그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

생한 경우, 그 자녀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

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질병관리청장 등은 감염병환자등이 입원치료 또는 시설치료로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자녀의 돌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5

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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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현영의원 대표발의안 (의안번호 제8045호)

가. 제안 경위

(1) 제 안 자 : 신현영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1. 2. 9.

(3) 회 부 일 : 2021. 2. 10.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의료기관 및

돌봄서비스기관 종사자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음. 특히 그 자녀에 대한

돌봄공백에 따른 양육부담으로 인하여 일상적인 사회활동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감염병 유행기간 중 감염병 위기대응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및 돌봄서비스기관 종사자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일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그 종사자에 대하여 자녀 돌봄 및

건강관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의료기관 및 돌봄서비스기관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70조의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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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김예지의원 대표발의안 (의안번호 제8269호)

가. 제안 경위

(1) 제 안 자 : 김예지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1. 2. 24.

(3) 회 부 일 : 2021. 2. 25.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관리기관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고,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더라도 질병관리청장 등

이 시설치료 등을 하게 할 수 있음.

그런데, 중증장애인이나 기저질환자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맞는 치

료가 이루어져야함에도,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여 중증장애인 등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질병관리청장 등은 입원치료 또는 시설치료를 받는 사람이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장애인 또는 기저질환자인 경우에는 그 장애

또는 질환의 특성에 맞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

록 함으로써,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중증장애인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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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혜영의원 대표발의안 (의안번호 제8312호)

가. 제안 경위

(1) 제 안 자 : 장혜영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1. 2. 25.

(3) 회 부 일 : 2021. 2. 26.

나. 제안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노인ㆍ장애인 등 감염취약계층이 집단

적으로 거주하는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감염병 발생 및 유행의 가능성

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장기돌봄정책네트워크의

조사에 따르면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 중 집단시설 거주인 비율이 절

반에 달하는 등 시설에 거주하는 감염취약계층이 감염병 위기에 취약

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면 현행법은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로 시설의 ‘일시적

폐쇄’ 및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등 제한적 조치만 규정하고 있어서

시설 내 집단감염을 방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

거주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동일집단격리’ 조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정부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대두

되고 있습니다.

이에 감염취약계층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감

염병이 발생할 경우 ‘긴급 탈시설(해당 시설의 ‘일시적 폐쇄’ 및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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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감염취약계층의 지역사회 분산조치)’을 의무화하고, 일시적 폐쇄

조치된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생활지원에 필요한 지원을 의무화하여

감염취약계층의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다. 주요내용

감염취약계층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시설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하면 일시적 폐쇄하고 사회

복지시설의 거주자를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및 임시거주시설로 분산

조치하도록 함(안 제47조 단서 신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7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일시적 폐

쇄 조치를 할 경우에는 분산조치된 해당시설 거주자에 대하여 의료ㆍ

방역 물품 지급을 비롯해 의료 및 복지서비스 등 지원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70조의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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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변재일의원 대표발의안 (의안번호 제8444호)

가. 제안 경위

(1) 제 안 자 : 변재일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1. 3. 2.

(3) 회 부 일 : 2021. 3. 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발생 시 연구자들은 감염병 발생원인과

발생과정에 대한 명확한 기전을 밝히는 등 기초연구를 통해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함.

그러나 연구자가 감염병 환자의 검체를 확보하려면 기증자로부터의

서면동의가 필요한데, 방역 일선에 있는 의사 등의 의료인이 환자로부

터 서면동의를 구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HIPPA), 유럽(GDPR), 일본(차세대의료기반

법)의 경우 과학적 연구목적의 데이터에 대해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가명화 처리하여 활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병원체 연구자가 감염병환자등으로

부터 유래된 감염병 병원체를 연구할 경우 서면동의 없이 연구하게

할 수 있게 하고, 그 연구자가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익명화하

여 제공하게 함으로써 감염병 위기발생시에 연구자가 보다 더 신속하

고 빠르게 연구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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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익명화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익명화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하여 제3자 제공 등에 대한 연구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고

자 함(안 제2조제22호 및 제1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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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김형동의원 대표발의안 (의안번호 제8509호)

가. 제안 경위

(1) 제 안 자 : 김형동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1. 3. 4.

(3) 회 부 일 : 2021. 3. 5.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정부의 집합

제한 또는 금지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고,

이로 인하여 폐업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른 집합제한 또는 금지조치로 소상공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위기상황에서의 소상공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70조의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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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허종식의원 대표발의안 (의안번호 제8701호)

가. 제안 경위

(1) 제 안 자 : 허종식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 2021. 3. 11.

(3) 회 부 일 : 2021. 3. 1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와 같이 집단 감염 우려가 있는 1급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속하게 역학조

사를 실시함으로써 대규모 감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나, 최근 역

학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여 고발되는 사례가 다

수 발생하고 있고, 법률에 명시된 역학조사의 범위를 예시적 규정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 판시하는 사례도 있음.

이에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이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ㆍ방해ㆍ회피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는 등 고의적으로 역학조

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함으로써 국민을 감염병 전파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질병관리청 조직개편에 따라 국립검역소의 진단검사 기능이

질병대응센터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안 제16조의2제1항

제2호, 제18조의4제2항 및 제79조의2제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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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전용기의원 대표발의안 (의안번호 제8799호)

가. 제안 경위

(1) 제 안 자 : 전용기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1. 3. 15.

(3) 회 부 일 : 2021. 3. 16.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완료된 이래 보건 정책의 최대 과제는 백신 접

종을 가속하여 코로나19에 대한 사회적 공포를 해소하는 것으로 각국 정

부는 이를 위한 여러 유인책을 제시하고 있음.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4일까지 백신 1차 접종

을 마친 우선접종 대상자는 58만 7,884명인 가운데 접종 뒤 이상반응

의심 신고는 8,520건으로, 보건당국은 전체 신고의 98.9%를 근육통, 두

통, 발열, 메스꺼움 등 예방접종 뒤 흔히 나타날 수 있는 경증 사례가

있었음.

하지만 즉각적인 업무 복귀가 힘들 정도로 고열이나 통증에 시달렸

다는 접종 후기도 적지 않게 신고되고 있어, 길지 않더라도 업무나 일

상생활 복귀에 부담을 준다면 자칫 백신 접종 기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특히 올해 2분기에는 1,000만명 규모의

접종이 예정된 만큼 차질 없는 접종을 위해서라도 정부와 국회는 ‘백

신 휴가’를 신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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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사업주 및 학교의 장이 소속 구성원이 백신을

접종하는 경우 유급휴가를 제공하거나 비결석으로 처리하도록 의무화함

으로써 코로나19 극복 및 사회 안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제41조의3 및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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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김원이의원 대표발의안 (의안번호 제8810호)

가. 제안 경위

(1) 제 안 자 : 김원이의원 등 17인

(2) 제 안 일 : 2021. 3. 15.

(3) 회 부 일 : 2021. 3. 16.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의료진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후 발열과

근육통 등 항체 형성을 위한 면역반응으로 인해 휴식ㆍ휴가 등이 필

요하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에는 감염병 백신 접

종한 자의 유급휴가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근로자가 감염병 백신을 접종할 경우,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

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외에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유급휴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하며 그 기간동안에는

해고하지 못하도록 해 백신 휴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안 제41

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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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장철민의원 대표발의안 (의안번호 제8828호)

가. 제안 경위

(1) 제 안 자 : 장철민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1. 3. 16.

(3) 회 부 일 : 2021. 3. 1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전국민 예방접종이 반드시 필

요한 상황임. 하지만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정상적인 면역반응으로 발

열, 근육통, 몸살 등이 광범위하게 일어남. 면역반응 발생 시 근로자

등이 충분히 휴식하지 못하면 응급실 등 의료인프라에 과한 부담을

줄 수 있고, 면역반응이 코로나19 증세와 혼동되어 방역에 방해를 줄

수 있음.

이에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예방접종 확대로 코로나19 방역체

계를 조속히 완성하기 위해 심한 면역반응이 예상되는 예방접종 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그

비용을 지원토록 함. 또 임금근로자를 제외한 자영업자, 일용직노동자

등도 예방접종 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예방접종에 대한 생활지원

에 대한 근거를 만들고자 함(안 제41조의2 및 제7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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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김정호의원 대표발의안 (의안번호 제9004호)

가. 제안 경위

(1) 제 안 자 : 김정호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1. 3. 22.

(3) 회 부 일 : 2021. 3. 2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감염병으로 근로자의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국가가 코로나-19 예방 및 집단면역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백

신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지만, 예방접종 후 면역반응으로 발열, 오

한 및 근육통 등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아 바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

운 문제가 있어서 백신에 적응하는 기간동안 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로자가 백신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사업주에게 백신 면역

적응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집단면역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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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신현영의원 대표발의안 (의안번호 제9113호)

가. 제안 경위

(1) 제 안 자 : 신현영의원 등 17인

(2) 제 안 일 : 2021. 3. 24.

(3) 회 부 일 : 2021. 3. 25.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월 26일 ‘요양병원, 요양시설 입원 입소자 종사자’를 시작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백신 접종 후 발열, 몸살

등의 증상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음. 이러한 반응들은 정상적인 면역반

응임을 충분히 이해하고 대처하더라도 2~3일간의 증상으로 인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일부 발생하고 있음.

향후 일반인 대상 예방접종이 본격화 경우 이상반응 발생 시 근로

자 등이 충분히 휴식하지 못하면 응급실 등 의료인프라에 과한 부담

을 줄 수 있고, 면역반응이 코로나19 증세와 혼동되어 방역에 혼란 요

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예방접종의 참여 확대와 코로나19

방역체계 완성을 위해 예방접종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할 필

요성이 있음. 또한 일용직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과

같이 ‘오늘의 노동이 곧 오늘의 생계인 분들’의 경우 휴가를 위한 인

센티브 도입의 근거를 만들어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에 적극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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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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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백종헌의원 대표발의안 (의안번호 제9191호)

가. 제안 경위

(1) 제 안 자 : 백종헌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1. 3. 29.

(3) 회 부 일 : 2021. 3. 30.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립감염병연구소 신설(’20.9.12)에 따라 감염병 R&D 컨트롤타

워로서 감염병 진단제 백신 치료제 개발 등 전주기적으로 기초연구

성과와 연계한 임상수행 및 실용화를 수행하기 위해 자체 연구 뿐만

아니라 출연금을 활용한 민간지원 기능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사용근

거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에 출연금

을 지급 및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립감염병연

구소가 국가 차원의 전주기적 연구를 수행 및 지원할 수 있도록 실효

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8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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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강은미의원 대표발의안 (의안번호 제9201호)

가. 제안 경위

(1) 제 안 자 : 강은미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1. 3. 29.

(3) 회 부 일 : 2021. 3. 30.

나. 제안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 환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실내 환기에 관한 법적

규제가 미흡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는 그 실내공간의 환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유지ㆍ관리하도록 하

면서, 이에 대한 점검을 위하여 관할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제출 요

구 및 시정명령 등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조

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높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이

하 “감염취약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의 관리자ㆍ운영자는 감염병 예방

을 위하여 그 실내공간의 환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유지ㆍ관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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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함(안 제50조의2 신설).

특별자치도지사 등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취약 다중이용시

설의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환기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관계 서류의 제

출요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환기시설 설치 기

준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하도록 함(안 제57조제1

항, 제58조제2항 신설).

특별자치도지사 등은 감염취약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가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해당 시설의 폐쇄 등

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59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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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강기윤의원 대표발의안 (의안번호 제9353호)

가. 제안 경위

(1) 제 안 자 : 강기윤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1. 4. 8.

(3) 회 부 일 : 2021. 4. 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들이 코로나19 등 백신 접종 후 경우에 따라 발열, 통증 등의

경증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울 수

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1～2일 정도의 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가 예방접종을 하였을 경우 부

작용 경감,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하여 소속기관으로 하여금 별도의 휴

가를 보장하도록 조치할 수 있게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

는 것임(안 제49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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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청원

가. 회부경과

(1) 청 원 인 : 정강자

(2) 소 개 의 원 : 진성준의원

(3) 제 안 일 : 2021. 2. 5.

(4) 회 부 일 : 2021. 2. 5.

나. 청원의 취지

정부와 지자체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2단계 이상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을 시행하면서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PC방,

카페 및 음식점업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조

치를 시행함. 특히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집중된 지난 12월

의 경우 집합금지조치를 받은 업종의 월 매출이 평소의 5분의 1에서

최대 20분의 1까지 급감하면서 존폐의 갈림길에 내몰림.

우리 헌법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되며 공공필요에 의

해 재산권이 제한될 경우 그 제한과 보상을 법률로 할 것으로 명시하

고 있으나 현행 감염병예방법에는 금합금지, 집합제한 조치에 따른 손

실보상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를 명시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손실보상 근거 규정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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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함으로써 코로나19 방역조치에 협조한 중소상인·자영업자들에게 헌

법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다. 청원의 이유 및 내용

정부 및 지자체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를 취할 경우 참여연대가 청원한 「감염병 예방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과 소득보장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

법」에 정한 고정비 등을 손실보상할 수 있도록 동법 제70조 제1항에

근거 규정을 추가함.



- 26 -

19. 미국 한인 상공인 및 동포 입국 시 2주 의무격리 조치

조건부 면제에 관한 청원

가. 회부경과

(1) 청 원 인 : 강일한외 17인

(2) 소 개 의 원 : 김석기의원

(3) 제 안 일 : 2021. 3. 25.

(4) 회 부 일 : 2021. 3. 25.

나. 청원의 취지

미국의 경우 백신 접종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백신접종을

완료한 미주 동포에 대한 2주 의무격리 조치 조건부 면제 청원

다. 청원의 이유 및 내용

장기적인 판데믹으로 특히 한국과 경제교류가 많은 LA한인경제인

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며,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속

속 개발되고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바, 많은 국가에

서 조건부 자가격리 면제 및 축소를 시행 중입니다. 이에 특히 민간

및 경제교류가 많은 미국과 한국간의 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의

무 격리 조치 면제를 청원드립니다.

미국의 경우 백신 접종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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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대통령 중점 공약사항으로 2021년 5월까지 미국 전국민 백신접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전체 백신 접종자수는 3월 1

0일 오전 10시 기준 93,692,598명이며, 지난 3월 8일 CDC(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연방질병통제 예방센터)에서 발표된

바에 따르면 백신 접종 완료란 백신 2차 접종 후 2주가 지난 경우로

정의내리고, 접종을 완료한 사람간 실내 모임이 가능하다고 공식 발표

하였습니다.

또한 스페인과 프랑스 사례를 보면, 항공기 탑승 72시간 이내에 실

시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RT-PCR)제출 의무이며, 영국, 남아공, 브

라질, 아프리카 등 “적색국가” 이외 지역에서 즉, 미국에서 스페인 입

국시 1일 후 보건소에서 진단검사 실시하고 있으며 자가격리의무 없

습니다.

또한 “적색국가”에 포함된 영국이라고 할지라도 백신접종을 한 경우

키프러스, 그리스, 포르투갈 등의 국가에서는 격리 면제를 실시할 예

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국가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정상적인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

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한인 상공인 및 동포의 경우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의무 자가격리 면제를 요청드립니다.

①미국 CDC에서 발급한 백신 2회 접종 증명서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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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2차 접종 이후 2주가 지난 자

③탑승 72시간 내 실시한 코로나음성확인서(RT-PCR) 제출자

상기와 같은 조건의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최선

의 의학기술을 모두 충족시키는 방법이며, 해외 유입으로 인한 한국내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가능성도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3가지의 엄격한 기준을 모두 준수한 미주한인

상공인 및 동포에게 의무 자가격리 면제를 정중히 청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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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재외동포 상공인 모국방문 시 코로나 의무격리 기간 단축에

관한 청원

가. 회부경과

(1) 청 원 인 : 유병학

(2) 소 개 의 원 : 김석기의원

(3) 제 안 일 : 2021. 4. 8.

(4) 회 부 일 : 2021. 4. 8.

나. 청원의 취지

재외동포 상공인들의 모국 방문 시 코로나 의무격리 기간을 단축해

주므로 국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수출 무역의 길을 찾아 줌으

로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운 국내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청

원을 드립니다.

다. 청원의 이유 및 내용

코로나19 팬데믹의 국제적 혼란 속에서도 탁월한 국가방역 시스템

의 구축으로 국민들과 함께 방역활동에 전념을 다하시는 조국의 모습

에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고국의 국가경제가 어렵고 수출기업과 중소

기업, 자영업자님들의 고통을 함께 공감하면서 재외동포 상공인들은



- 30 -

모국의 수출기업들과 함께 상생하고자 모국을 방문하여 경제활동 및

수출 상담을 통해 모국의 기업들과 경제 난국을 헤쳐 나가는데 재외

동포 상공인들이 동참하고자 다음의 내용으로 청원 하오니 국회와 정

부 부처 간의 업무 협조로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해 주실 것을 청원 드

립니다.

1. 재외동포 상공인들의 모국 방문 시 격리기간 단축 조건

가. 코로나 백신을 맞고 입국하고자 하는 재외동포 상공인

나. 모국의 기업에서 수출 상담 초청장을 받은 재외동포 상공인

다. 모국의 수출 관련 전시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재외동포 상공인

라. 기타 수출 관련 사업을 위해 입국하고자 하는 재외동포 상공인

2. 자가 격리 단축기간 조정 자격

가. 출국하는 국가에서 백신 접종을 하고 일정기간 면역체계가 완성

된 자

나. 출국하는 국가에서 백신 접종 증명 서류를 갖춘 자

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고 국내 입국 시 코로나 검진에서 음성 판결

을 받은 자

라. 입국 시 모국에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서약한 자

마.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한 모국 방문 재외동포 상공인들에 한하여

최단기 3일 이내의 격리를 할 수 있도록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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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내용별 검토의견

1. 감염병 예방 조치에 대한 지역여론·실태 조사 등(신현영의원안)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집합 제한·금지 등 감염병 예방 조치에 대

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주민의 여론이나 지역실

태 등을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실태에 적합한 예방조치 방안을 조사·검토하여 복지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하며, 누구든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염병 예방 조치의

개선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9조의4(감염병 유행 예방 조치에 대

한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조

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9조

제1항제2호 등 감염병 유행 예방 조

치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당사자와 지역주민의

여론이나 지역실태 등을 조사ㆍ보고

하게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실태에 적합한 예방조치

방안을 조사ㆍ검토하여 이를 보건복

지부 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49조제1항에 따른 예방 조치의 개

선을 제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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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지역주민의 여론이나 지역실태 조사·보고, 감염병 예방 조치

의 개선 제안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감염병 예

방·방역에 관한 주민 참여를 독려하고 지역실태에 적합한 예방조치를

수립하기 위한 긍정적인 조치로 보임.

다만, 현행 관계 법률에 개정안의 취지가 이미 상당부분 반영되어 있

는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조사·보고 및 건의 : 안 제49조의4제1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10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역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주민의 여론이나 지

역실태 등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책에 관하여 건의

하는 것은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가능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예방조치의 주체에 질병관리청장

과 함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직접

지역실태에 적합한 예방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임.

– (제안 : 안 제49조의4제2항)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행정기관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

을 요구하는 민원을 신청할 수 있고, 신속·공정·친절·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음. 이와는 달리 개정안은 개선을 제안할 수 있을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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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조치의 개선을 제안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치의무나 제안자

의 권리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차이점이 있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청취)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정책이나 시책수립ㆍ결정ㆍ집행과정 등에서

정책이나 시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주민의 여론이나 지역실태 등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

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

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가. 일반민원

1) 법정민원: 법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ㆍ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

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ㆍ특허ㆍ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

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2) 질의민원: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

을 요구하는 민원

3)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4)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ㆍ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

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2.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행

정기관(사경제의 주체로서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 계약

관계(민원과 직접 관련된 계약관계만 해당한다)에 있는 자, 성명ㆍ주소 등이 불명확

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5조(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①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민원인은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의 적법한 민원처리를 위한 요청에 협조하여야 하고,

행정기관에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다른 민원인에 대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공

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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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계 부처의 의견

1) 질병관리청 의견 : 신중검토

□ 감염병 예방조치의 질적 개선을 위해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조사하고,

개선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함.

– 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3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주민의 여론이나 지역

실태 등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는 점과, 지자체장이 정책제도

개선을 제안하는 것은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가능하고, 일반 국민

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민원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개정의 실익은 낮을 것으로 검토됨.

2) 행정안전부 의견

□ 개정안 제1항 전단의 보건복지부장관의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

으로 한 의견 조사 등은 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3조 제2항1)에 근

거하여 시행 가능하므로 중복된 내용의 수정이 필요함.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청취)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의 중요정책이나 시책수립ㆍ결정ㆍ집행과정 등에서 정책이나 시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주민의 여론이나 지역실태 등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35 -

2. 역학조사의 실효성 제고(이성만의원안·허종식의원안)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역학조사 시 감염원 추적에 필요한 자료조사 또는 역학조사

등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역학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이성만의원안은 역학조사에 감염원의 추적에 필요한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한 자료조사가 포함됨을 명시하려는 것임.

– 허종식의원안은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역학조사 등을 효율

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역학조사에 필

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법인·단체·개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을 명시하면서, 위반시 벌칙을

규정하려는 것임.

현 행 이성만의원안 허종식의원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

1. ∼ 16의2. (생 략) 1. ∼ 16의2. (현행과

같음)

17. “역학조사”란 감염

병환자등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

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감염병환자

17.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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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이성만의원안 허종식의원안

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

과 감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나 감염

병 여부가 불분명하

나 그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을

말한다.

------------------

------------------

-------------활동

(감염원 추적에 필요

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한 자료조사

를 포함한다)과-----

------------------

------------------

------------------

------------------

------------------

------------------

------------------

------------------

------------------

------.

18. ∼ 20. (생 략) 18. ∼ 20. (현행과 같

음)

제18조의4(자료제출 요구

등) ① (생 략)

제18조의4(자료제출 요구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 등을 효

율적으로 시행하기 위

하여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역학조사

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

우 요구를 받은 법인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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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이성만의원안 허종식의원안

단체ㆍ개인 등은 정당

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자료제

출 요구 및 제2항에 따

른 지원 요청 등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

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

-------- 제3항-----

------------------

------------------

-----------------.

④ 제1항에 따른 자료제

출 요구 및 제2항에 따

른 지원 요청 등의 범위

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

-------- 제3항-----

------------------

------------------

------------------

--------.

제7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9조의2(벌칙) -------

------------------

------------------

------------------

-------------.

<신 설> 1. 제18조의4제2항을 위

반하여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자료제출 요구를 받

고 이를 거부ㆍ방해

ㆍ회피하거나, 거짓자

료를 제출하거나 또

는 고의적으로 사실

을 누락ㆍ은폐한 법

인ㆍ단체ㆍ개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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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이성만의원안 허종식의원안

1. ∼ 4. (생 략) 2. ∼ 5. (현행 제1호부

터 제4호까지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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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제2조제17호에서 역학조사의 정의를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감염병환자등의 발생 규

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과 감염병 예방접종 후 이

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그 발병원인

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

여 하는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2021년 1월 수원지방법원은 신천지예수교회 총회장인 이만희 피고인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①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②형벌법규

의 의미를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며, ③법 제18조제4항 및 시행령 제12조 내지 제14조에

규정된 역학조사의 내용, 시기, 방법은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제한적·

열거적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들어

신천지 전체 시설현황 또는 감염병환자등의 해당 여부와 무관한 전체

교인명단을 요구하는 것은 역학조사를 준비하는 단계이지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만희 피고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역학조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

결2)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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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효율적인 역학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자료제출 요청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벌칙을 둠으로써 역학조

사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됨.

2) 2020고합49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역학조사”란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감염병환자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과 감염병 예방

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그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을 말

한다.

제18조(역학조사)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발

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 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

사반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

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

④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과 시기ㆍ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의 구성ㆍ임

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3항을 위반한 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역학조사의 내용)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염병환자등의 인적 사항



- 41 -

□ 개정안들은 역학조사의 범위에 감염원 추적에 필요한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한 자료조사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거나(이성만의원안), 질병관

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역학조사 등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시 벌칙 규정을 마련(허종식의원안)하려는 것으로,

역학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공익적 필

2. 감염병환자등의 발병일 및 발병 장소

3. 감염병의 감염원인 및 감염경로

4. 감염병환자등에 관한 진료기록

5. 그 밖에 감염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

② 법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인적 사항

2. 예방접종기관, 접종일시 및 접종내용

3.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진료기록

4. 예방접종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

제13조(역학조사의 시기) 법 제18조제1항 및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실시한다.

1. 질병관리청장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가. 둘 이상의 시ㆍ도에서 역학조사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

나. 감염병 발생 및 유행 여부 또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가 긴급히 필

요한 경우

다. 시ㆍ도지사의 역학조사가 불충분하였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역학

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가. 관할 지역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관할 지역 밖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그 감염병이

관할구역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다. 관할 지역에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여 그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

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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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와 개인정보보호와 사생활의 비밀성 등 사익 침해 우려를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

권한을 확대할 경우, 명단자료 제출 요구 등의 행위가 역학조사의 정

의에 포함되도록 할 것인지 또는 역학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

한 별도의 조치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논의가 필요할 것으

로 보임.

– 이성만의원안과 같이 역학조사의 범위를 확대하여 정의할 경우, 개정

규정 외에도 ‘감염병여부가 불분명하거나 그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

가 있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

료조사 역시 포함될 수 있도록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

– 허종식의원안과 같이 별도의 근거 규정을 두고 위반시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①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의 거부·방해

시 벌칙 수준(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정한지 여

부3)를 논의할 필요가 있고, ② 벌칙에 관한 적용례를 두어 벌칙의 적

용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4)가 있으며, ③ 안 제18조의4제2항 후단은

안 제18조의4제4항과 중복되므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

3) 이성만의원안과 같이 역학조사의 범위를 확대하여 정의할 경우 위반 시 역학조사 거부·방해에 해당하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이와 달리 허종식의원안은 별도의 자료제출 요청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는 역학조사 거부·방해 시 벌칙 수준(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보다는 낮고, 의료기관 및 약국, 법인·단체·개인에 대한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

심자에 관한 성명, 진료기록부 등 정보 제공 요청을 거부한 경우 벌칙과 같은 수준임.

4) 법 시행 이후 자료제출을 요청한 경우부터 적용되는지 또는 법 시행 이후 자료제출을 거부·방해한 경우부터 

적용되는지가 불분명할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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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계 부처 및 단체의 의견

1) 질병관리청 의견 : 수정수용

□ (이성만의원안, 수정수용) 자료조사는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수적인 사

항이나, 이를 역학조사와 관련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사례가 있어, 이

를 보완하고 역학조사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개정안에 동의함.

– 다만, 정의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을 제시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문구 수정 필요

□ (허종식의원안, 수용) 방역당국의 방역 및 역학조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자료 등을 제출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역학조사의 방해 행위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에 동의함.

* (대표 고발 사례) 신천지 이만희 사건, 상주 BTJ열방센터

2) 대한의사협회 의견

□ (허종식의원안) 공중보건위생을 위한 국가의 개인정보의 집적과 활용

에 대해서는 사생활 침해, 전체주의적 사고에 기반한 과도한 국가통제

우려 등 다양한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바, 동 개정안에 대해서는

보다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절차가 필요할 것이며 사회적 합의를 거

쳐야 할 것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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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현행화(허종식의원안)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질병관리청 조직개편에 따라 국립검역소의 진단검사 기능이

질병대응센터로 이관됨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에서 국립검역소

를 삭제하고 질병대응센터를 추가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의2(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①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염병병원

체 확인기관”이라 한다)은 실험실 검

사 등을 통하여 감염병병원체를 확인

할 수 있다.

제16조의2(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①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립검역소 2. 질병대응센터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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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토의견

□ 법 제16조의2제1항은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하여 감염병병원체를 확인할

수 있는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을 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질병관리

청 조직개편에 따라 국립검역소의 진단검사 기능이 질병대응센터로 이

관5)되었으므로 해당 조항 제2호의 국립검역소를 삭제하고 질병대응센

터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인정됨.

–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에 대한 지역단위 공동대응 및 검사의 전문성 강

화를 위해 5개 권역질병대응센터로 국립검역소(13곳)의 실험실 기능

및 장비를 이관하였음. 질병대응센터는 코로나19 진단검사 외에도 검

역감염병에 대한 진단검사, 감염병 역학조사 지원을 위한 진단검사

등을 수행할 예정임.

5)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2020.9.11. 제정)

제25조(직무) 질병대응센터(이하 이 장에서 “센터”라 한다)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단서 생략)

6. 검역감염병 진단검사, 병원체 감시ㆍ검사 및 매개체 서식 분포 등 조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①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

관”이라 한다)은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하여 감염병병원체를 확인할 수 있다.

1. 질병관리청

2. 국립검역소

3.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4.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5.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常勤)하는 기관

6.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 중 진단검사의학과가 개설된 의과대학

7. 「결핵예방법」 제2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결핵협회(결핵환자의 병원체를 확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8. 「민법」 제32조에 따라 한센병환자 등의 치료ㆍ재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

관(한센병환자의 병원체를 확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9. 인체에서 채취한 검사물에 대한 검사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위

탁받아 처리하는 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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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질병관리청 의견 : 수용

□ 질병관리청이 개청됨에 따라 국립검역소의 진단검사 기능이 질병대응

센터로 이관되었으므로, 해당 조문의 개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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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기관·돌봄서비스기관 종사자 지원 및 감염병환자등의

자녀 돌봄 지원(이병훈의원안·신현영의원안)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감염병환자등, 의료기관·돌봄서비스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자

녀 돌봄이나 건강관리 등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임.

– 이병훈의원안은 감염병환자등이 입원치료 또는 시설치료로 자녀에 대

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이 돌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 신현영의원안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위기대응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및 돌봄서비스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자녀 돌봄 및 건강관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이병훈의원안 신현영의원안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① ∼ ④ (생

략)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① ∼ ④ (현행

과 같음)

<신 설> ⑤ 질병관리청장, 시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

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 및

제2항 각 호의 사람이

입원치료 또는 시설치

료로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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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이병훈의원안 신현영의원안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그 자녀의 돌

봄에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

음)

<신 설> 제70조의7(의료기관 및

돌봄서비스기관 종사자

에 대한 지원) ① 보건

복지부장관, 시ㆍ도지

사 또는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은 감염병 유행

기간 중 감염병 위기대

응에 참여하는 의료기

관 및 돌봄서비스기관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에 대하여 가사 및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

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

한다) 종사자의 양육부

담을 경감하고 일상적

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

하여 그 종사자에 대하

여 자녀 돌봄 및 건강

관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 절차, 방법 등 지

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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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토의견

□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은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

자등은 자가치료, 시설치료 또는 입원치료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자녀가 있는 감염병환자등이 입원치료 또는 시설치료를 받는 경우 돌

봄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왔음.

또한, 의료기관 및 돌봄서비스기관 종사자 등이 감염병 위기대응에의

참여로 인하여 자녀 돌봄에 공백이 발생하거나 과로, 심한 스트레스등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이에 개정안들은 입원·시설치료 대상인 감염병환자등, 의료기관 및 돌

봄서비스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이병훈의원안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입원치료 또는 시설치료로 인해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

생한 경우 그 자녀의 돌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 신현영의원안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위기대응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및 돌봄서비스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자녀 돌봄 및 건강관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감염병환자등, 의료기관 및 돌봄서비스기관 종사자 등에 대하여 자녀

돌봄 및 건강 관리 등 지원을 하도록 할 경우 감염병 예방에 협조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그 자녀를 보호함으로써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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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위기대응에의 참여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다음

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첫째, 현행법에 감염병환자등과 감염병 대응인력에 대한 지원 근거가

일부 마련되어 있으므로 개정안과의 조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임.

– 현행법 제4조제2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

병 예방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인력의 보호 책무를 명시하

고 있고,

법 제70조의4제1항은 동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생활지원 및 그 밖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의료인이 감염병 예방업

무에 조력하여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고,

제70조의6은 감염병환자등과 그 가족, 감염병의심자, 감염병 대응 의

료인, 그 밖의 현장대응인력에 대하여 심리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

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8의2.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인력의 보호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제1급

감염병 및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관리기관, 감



- 51 -

–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의료진 등의 자녀에 대하여 마을돌봄기관

우선 이용 및 아이돌봄서비스 특별지원을 추진 중이나, 시설·입원치

료 중인 감염병환자등의 자녀돌봄에 대하여는 보편적인 보육서비스

외에 별도의 지원을 하고 있지는 않음.

□ 둘째, 입원·시설치료 중이거나 격리 대상인 감염병환자등과 감염병의

심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역학조사관을 비롯한 현장대응인력,

염병전문병원 및 감염병관리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이하 “감염병관리기관등”이라 한다)

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치료,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에서의

치료(이하 “시설치료”라 한다) 또는 의료기관 입원치료를 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2. 제1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3. 감염병의심자

제70조의4(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

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생활지원 및 그 밖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람 및 제70조의3제1항에 따른

의료인이 입원 또는 격리조치,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조

력 등으로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

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0조의6(심리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

환자등과 그 가족, 감염병의심자, 감염병 대응 의료인, 그 밖의 현장대응인력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른 심리

지원(이하 “심리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심리지원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른 국가트라우마센터 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현장대응인력의 범위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리지원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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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또는 돌봄서비스기관 종사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여부와 그 우선순위를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임.

– 특히 돌봄서비스기관 종사자의 경우 감염병 위기대응에 참여한 인력

의 범위를 특정하는데 실무적 어려움이 따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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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의견

□ (이병훈의원안 : 수정수용) ‘감염병 위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감염병

환자등 및 감염병 대응 의료진 등에 대한 자녀돌봄서비스 제공 필요성

에 공감함.

– 다만, 현행 「감염병예방법」에도 감염병환자등, 감염병의심자, 의료인

등에 대한 생활 지원 내용을 규정(법 제70조의4)하고 있으므로, 조문

신설보다는 해당 조항을 수정·확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의료진 및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범위, 건강관리의 개념·범위, 지원내

용·방법 등 세부 내용의 규정을 위해 공포 후 1년의 시행 유예기간

필요

– 참고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19 대응 의료진 등의 자녀가 보건복

지부 소관 마을돌봄기관(다함께돌봄센터 및 지역아동센터)을 우선 이

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였고,

여성가족부에서는 아이돌봄 서비스 특별지원을 추진 중임.

□ (신현영의원안 : 수정수용) ‘감염병 위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감염병

환자등 및 감염병 대응 의료진 등에 대한 자녀돌봄서비스 제공 필요성

에 공감함.

– 다만, 현행 「감염병예방법」에도 감염병환자등, 감염병의심자, 의료인

등에 대한 생활 지원 내용을 규정(법 제70조의4)하고 있으므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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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보다는 해당 조항을 수정·확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의료진 및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범위, 건강관리의 개념·범위, 지원내

용·방법 등 세부 내용의 규정을 위해 공포 후 1년의 시행 유예기간

필요

– 참고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19 대응 의료진 등의 자녀가 보건복

지부 소관 마을돌봄기관(다함께돌봄센터 및 지역아동센터)을 우선 이

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였고,

여성가족부에서는 아이돌봄 서비스 특별지원을 추진 중임.

– 한편, 건강관리의 개념이 지나치게 넓고 모호하여 그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감염병 대응 의료인 및 현장대응인력 등에 대해서는 정신건강법에 따른 심리지원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법 제70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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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아이돌봄서비스 의료‧방역 종사자 특례지원 안내6)

6) 자료: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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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다함께돌봄사업 개요7)

○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주민센터 등 지역내 유휴공간을 활용

하여 초등학생 대상 상시ㆍ일시돌봄, 급ㆍ간식, 문화ㆍ예술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지원

○ ’20.12월 현재 424개소(정원 10,738명, 종사자 1,249명) 설치․운영 중

* '21년도 450개소 신규 설치 등 ’22년까지 1,800개소 신설 예정

** (예산) ’18년 9억 원 → ’19년 106억 원 → ’20년 237억 원 → ’21년 413억 원

구분 내 용

목적
안전하고 접근성 높은 지역 내 공공시설 등을 활용하여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돌봄서비스 제공

사업 대상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초등학생)

사업 내용

지역여건, 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서비스 발굴 제공

- 시간제 돌봄, 문화 예술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상담 및 서비스 연계, 식사·간식

제공 등

지원 인력

센터장 1인(총괄 관리자), 돌봄선생님 시간제 2인(또는 전일제 1인)

- 자원 연계 지원, 아동 돌봄서비스 제공 등 필수적인 업무 담당

- 그 외 지역 내 다양한 인적 자원을 적극활용하여 서비스 제공분야별 인력 배치

사업 공간

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서비스 공간 확보

- 공공시설,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등 접근성 높고 개방된 안전한 시설의 유휴공간

등을 리모델링하여 활용

*주민자치센터 복지관 도서관 보건소 등 활용

운영 방식
지자체 직영, 위탁운영 등 다양한 형태 가능

- 수탁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재원조달

설치비와 인건비·운영비는 국비 지방비 매칭 지원, 이용자 자부담 등 활용, 그 외

다양한 지역자원 연계 활용

- 개소당 리모델링비 50백만원, 인건비 53백만원, 운영비 월 30만원(’20년 기준, 국비

서울30%, 지방50%), 기자재비 20백만원(국비 100%)

7) 자료: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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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지역아동센터 사업 개요8)

□ 지역아동센터 현황

○ ’20.12월 현재 4,264개소(이용아동 110,321명, 종사자 9,485명) 설치․운영 중

* (예산) ’18년 1,587억 원 → ’19년 1,770억 원→ ’20년 1,830억 원→ ’21년 1,874억 원

□ 사업 개요

구분 내 용

목적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

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사업 근거 「아동복지법」제4조 및 제52조 제1항 제8호 및 제59조

지원 대상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설치 신고된 지역아동센터로서 24개월 이상 운영 시설

중 진입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선정

사업 기간 ’04년 ~ 단년도 계속

사업 규모 지역아동센터 4,264개소, 이용아동 110,321명, 아동복지교사 3,763명(’20년말 기준)

지원 내역

아동보호(안전한 보호, 급식 등), 교육 기능(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등), 정

서적 지원(상담 가족지원),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 등으로 지역사회 내 아동

돌봄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 및 사후 연계 제공

지원 형태 직접수행, 자치단체경상·자본보조(서울30%, 지방50%), 민간경상보조

시행 주체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추진 경과

지역아동센터를 아동복지법에 명시하고 국고지원을 실시(‘04)

사회적 일자리사업으로 아동복지교사 파견실시(‘07)

지역아동센터 평가지표 개발 및 시범평가 실시(‘08)

거점형 및 특수목적형 센터 및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12)

1기(’12~’14)시설평가 완료, 표준 프로그램 개발 등(’14)

2기(’15~’17)평가지표 마련, 지역별 돌봄계획 지표개발(’15)

2기(’15~’17)시설평가 완료 및 3기(’18~’20) 평가지표 마련(’17)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방안 마련(‘17)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공기청정기 지원(’19)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강화 시범사업 실시, 등·하원안심알림이 도입(‘20)

3기(’18~’20)시설평가 완료

8) 자료: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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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증장애인·기저질환자의 특성에 맞는 치료 제공(김예지의원안)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입원치료 또는 시설치료를 받는 중증장애인 또는 기저질환자가 그 장

애 또는 질환의 특성에 맞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

게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① ∼ ④

(생 략)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

항에 따라 입원치료 또는 시설치료

를 받는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중증장애인 또는 기저질환자인

경우에는 그 장애 또는 질환의 특성

에 맞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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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토의견

□ 요양병원·정신병원·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코로나19 감염자 등이 발생할

경우 코로나19 치료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나 돌봄 지원이 필요한 환자

가 발생함에 따라 적절한 의료·돌봄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대두됨.

– 보건복지부는 특수환자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인전담요양병원, 정신질

환자전담병원, 투석환자병상 등을 운영([참고4] 특수환자 병상 운영

현황) 중이며, 특히 2021.1월부터 장애인 환자의 치료 및 활동지원을

위해 국립재활원([참고5] 국립재활원 감염병 전담병동 운영 현황)을

코로나19 장애인전담병원으로 지정·운영 중임.

□ 개정안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중증장애인 또는 기저질환자가 그 장애 또는 질환의 특성에 맞는 치료

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려는 것임.

현행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책무

가 이미 명시9)되어 있고,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감염취약

계층에 대한 유형별 보호조치 방안을 수립하도록 한 점10)을 고려하면

현행법에 따를 때에도 감염병환자등이 각자의 특성에 맞는 치료를 받

9)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

니 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10) 제34조(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이하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의2.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유형별 보호조치 방안 및 사회복지시설의 유형별ㆍ전파상황별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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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나, 개정안과 같이 별도의 규정을 둘 경우

이를 보다 명확히 하는 의미는 있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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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계 부처 및 단체의 의견

1) 질병관리청 의견 : 수정수용

□ 감염병환자 발생 시 모든 치료대상자에 대해 중증도 등을 고려하여 치

료병상 배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환자의 중증도의 변경 등에 따라 다

른 감염병관리기관등으로 전원(轉院)하여 적정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

는 근거가 마련(법 제41조제3항)되어 있으며,

- 코로나19 대응체계에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치료·돌봄 서비스 지원을

위한 특수환자병상(전담병원)*도 지정·운영 중에 있어 현행으로도

상당부분 동 개정안의 입법취지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중증장애인 등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명확히

하려는 동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그 보호조치의 대상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

2) 보건복지부 의견 : 수용

□ 장애인 감염병환자의 경우 감염병 치료 중에도 투석, 복수(腹水) 치

료, 호흡전문치료 등 일반 진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으므로 개정안 취

지에 공감

3) 대한병원협회 의견 : 신중검토

□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중증장애인이나 기저질환자의 감염병 치료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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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하나,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입법시 신중한 검토 필요

– 현재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1급 감염병 등)에 걸린 감염병환자 등

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 및 감염병관리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 입원치료가 가능하고, 중증도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전원

하여 치료받게 할 수 있는 근거가 규정되어 있는바, 중증장애인 또는

기저질환자가 감염병에 확진될 경우에도 현행 법 체계내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진다 볼 수 있음.

*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시행령 제23조의2(전원등의 방법 및 절차)

– 개정안은 감염병의 입원치료 또는 시설치료를 받는 사람 중 ‘기저질

환자’인 경우 질환의 특성에 맞는 치료를 받도록 하려는 취지이나 ‘기

저질환자’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여 특성별로 치료하는데 많은 한계

가 있음.

정부에서 지정한 감염병관리기관은 국가지정입원 치료병상 운영병원,

감염병전담병원 등이 있으나, 개정안과 같이 감염병환자의 ‘기저질환’

의 특성을 고려하여 치료해야한다면 현재 수준보다 많은 감염병관리

기관이 지정되어야하고, 설치·운영으로 발생하는 손실보상을 고려한

행정적·재정적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고려 필요

* 감염병전담병원 78개소(2021.3.3. 기준)가 지정되어 있으며 손실보상은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병원,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원, 감염병전담병원 등을 포함하여

약 12,681억원이 개산급으로 지급됨(2021.4.9.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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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4 특수환자 병상 운영 현황11)

□ (추진 배경) 요양병원·정신병원 등에서 집단감염 발생으로 코로나19

치료 外 다른 의료·돌봄 지원이 필요한 특수환자에 대한 병상 수요 대두

– (사례①: 효플러스 요양병원) 환자·종사자 등 154명 확진, 전원 대기

중 환자 27명 사망

– (사례②: 음성소망병원) 정신질환자·종사자 등 95명 확진

⇒ 확진자·밀접접촉자의 신속한 전원과 치료·돌봄 서비스 지원을

위한 특수환자병상 도입(요양, 장애인, 정신, 투석 등)

□ 특수병상 운영현황

○ 노인 전담요양병원

소재지 지정일 전담 요양병원 병상

11개 병원 1,110

서울 강남구 1.4 느루 요양병원 68

서울 구로구 1.25 미소들 노인전문병원 202

서울 강남구 2.1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 157

경기 평택시 12.26 더나은 요양병원 52

인천 계양구 12.26 제2시립 요양병원 70

인천 서구 1.7 청라백세 요양병원 120

부산 부산진구 1.11 참병원 70

울산 남구 1.13 양지 요양병원 126

광주 북구 1.4 헤아림 요양병원 60

전남 광양시 1.4 광양 우리병원 101

전북 순창군 1.6 순창 요양병원 84

< 감염병 전담요양병원 지정 현황(3.9) >

11) 자료: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자료(’21.3월) 및 질병관리청 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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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질환자 전담병원

소재지 지정일 병원명 구분 보유(개) 가용(개)

총계 380 361

서울 

광진구
‘20.12.14 국립정신건강센터

확진자 64 57

밀접접촉자 16 14

경남 

창원시
‘20.12.23 국립마산병원 확진자 40 40

충북 

청주시
‘21.01.11 청주의료원 확진자 36 36

경기 

의정부시
‘21.01.11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확진자 27 17

충남 

공주시
- 국립공주병원* 밀접접촉자 35 35

경남 

창녕군
- 국립부곡병원* 밀접접촉자 30 30

강원 

춘천시
- 국립춘천병원* 격리해제자 42 42

전남 

나주시
- 국립나주병원* 격리해제자 90 90

< 감염병 전담정신병원(정신질환자 전담 포함) 병상 운영 현황(3.9) >

* 의정부병원은 정신질환 동반 코로나19 확진자 병상으로 27병상 운영 중

** 공주, 부곡, 춘천, 나주 병원은 전담정신병원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나 접촉자,

격리해제자 소산 중

*** 밀접접촉자 개별 발생 시 7병상으로 축소 운영

○ 투석환자 병상

– (추진경과) 정기적인 혈액 투석이 필요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대

응하여 지역 거점전담병원 내 투석실 활용, 투석환자 치료 지원

(‘20.12월)

– (현황) 9개 병원에서 음압병상 53개, 이동형 정수장치 33개 확보

* 2021.3.9. 기준 코로나19 확진 투석환자 3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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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전담병원

– (추진경과) ’21.1월부터 장애인 확진자의 의료적 지원과 활동지원을

위해 국립재활원을 코로나19 장애인전담병원으로 지정·운영

– (현황) ’21.3.9. 기준 1개 병원 10병상 운영 중이며, 코로나19 확산 등

상황에 따라 다인실 운영을 통해 23병상까지 확대 운영 가능

– (추후계획)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권역별 장애인 전담병상 추가 확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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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5 국립재활원 감염병 전담병동 운영 현황12)

□ 추진 경과

○ ‘20.12.24 : 감염병 전담병동 지정 요청(국립재활원 → 서울시)

○ ‘20.12.24~28 : 전담병동(신관4병동) 입원환자 전동 및 전원조치

○ ‘20.12.28. :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통보(서울시 → 국립재활원)

○ ‘20.12.28.~‘21.1.4 : 시설공사, 장비구매, 파견인력 확보 및 교육 등

○ ‘21.1.6(수) : 국립재활원 감염병 전담병동 운영

□ 운영 개요

○ 운영기간 : ‘21.1.6.(수) ~ 별도 지정 해제 시까지

○ 설치장소 : 국립재활원 신관병동 4층

○ 대상 환자군 : 코로나19 확진자 중 장애인 환자

- 장애인 확진자이며 자택 대기자 중 생활치료센터 입소대상자로 일

상생활 돌봄이나 간병이 필요한 사람

○ 확보(운영) 병상 : 총 확보병실 9병실 / 10병상 운영

□ 운영 현황(2021.3.31. 현재 입원환자 3명)

○ 입원환자 현황

입원환자(누계/명) 1일 평균 환자수(명) 평균 입원기간(일)

18 3.3 15.2

* 장애유형(중복장애 포함) : 지체(5), 청각(4), 시각(3), 지적(1), 척수손상(2), 뇌병변(5)

○ 의료인력(외부 파견인력 포함) 투입 현황

합계(명)
의사

간호사
간호

조무사

요양

보호사
방사선사 비고

전문의(내과) 공보의

35(6*) 1(1) 2(2) 17(1) 13 1(1) 1(1)

* 내과전문의(1), 공보의(2), 간호사(1), 간호조무사(1), 방사선사(1), 요양보호사(1)는 중수본 및 서

울시를 통해 지원받은 외부 파견인력임

12) 자료: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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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회복지시설 일시적 폐쇄 및 거주자 분산조치(장혜영의원안)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감염취약계층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감염

병이 유행하면 시설을 일시적으로 폐쇄하고 거주자를 분산 조치하며,

분산조치된 거주자에 대하여 의료·방역 물품 지급, 의료 및 복지서비

스 지원 등 거주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지원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

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

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

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

----------------------------------

----------------------------------

----------------------------------

--------------------------------.

다만, 감염취약계층이 집단적으로 거

주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시설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하면 일시적 폐쇄하고 사회복지

시설의 거주자를 감염병의심자 격리

시설 및 임시거주시설로 분산 조치하

여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0조의7(일시적 폐쇄 조치된 사회복

지시설 거주자 생활지원) ① 보건복

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

수ㆍ구청장은 제47조에 따라 「사회

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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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에 대하여 일시적 폐쇄 조치를 할

경우에는 분산조치된 해당시설 거주

자에 대하여 의료ㆍ방역 물품 지급,

의료 및 복지서비스 지원 등 거주하

는데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지원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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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47조는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환자등이 있는 장

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일시적 폐

쇄, 출입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고령자, 기저질환자 등 감염취약계층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시

설에서 감염병환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시설의 거주자와 종사자를 모

두 격리하는 ‘동일집단격리’ 조치는 집단감염의 위험성을 오히려 높이

고 감염병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

기되고 있음.

개정안은 감염취약계층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감염

병이 발생하여 유행하면 시설을 일시적으로 폐쇄하고 거주자를 분산

조치하도록 하는 등 감염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긍정적인

취지로 보이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

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

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일시적 폐쇄

나.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다.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

라. 그 밖에 통행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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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감염병 전파 차단 조치는 방역현장의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분산조치를 의무화하기보다 방역당

국이 개별적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

견도 있음.

– 대한의사협회는 일률적인 분산조치를 법률에서 명시하는 것은 현장에

서의 또 다른 규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현장에서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둘째, 개정안 취지와 같은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감염병 발생 시 조치방

안은 법 제34조제2항제5호의2에 따라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 셋째, 개정안과 같이 분산 조치를 의무화하는 경우 그 요건을 구체화

할 필요가 있을 것임.

– 감염병의 종류와 심각성에 관계없이 감염병의 발생·유행만의 사유로

시설을 일시적으로 폐쇄하고 거주자를 분산 조치하도록 하는 것은 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감염

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이하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의2.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유형별 보호조치 방안 및 사회복지시설의 유형별ㆍ전파상

황별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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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할 수 있으므로, 제1급감염병이 발생·유행하여 시설 내에서의 방역

조치만으로는 거주자 및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는 경

우 등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감염취약계층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시설의 규모 및 거주자

중 감염취약계층의 비중 등 분산조치 의무화 대상인 시설의 기준, 시

설 거주자를 분산조치할 경우 동일 장소(격리시설 또는 임시거주시설)

에 거주하도록 할 수 있는 최대인원 수 및 감염병환자·감염병의심자

와 그 외 거주자를 분리하도록 하는 원칙 등 분산 조치의 세부적인

시행방안을 논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넷째, 분산 조치된 거주자에 대해서는 현행법에도 격리시설 또는 임시

거주시설의 운영비 지원, 생활지원 등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사회복지

시설 유형에 따라 개별법13)에 따른 운영비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3) 「노인복지법」

제45조(비용의 부담)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3. 제33조제1항ㆍ제35조제1항ㆍ제37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제47조(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

제59조(비용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

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은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부터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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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이, 노인, 장애인 및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이하 “감염취약계층”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

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취약계층에게 의료ㆍ방역 물품(「약사법」에 따른 의

약외품으로 한정한다)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65조(시ㆍ도가 부담할 경비)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시ㆍ도가 부담한다.

3의2. 제39조의3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경비

제67조(국고 부담 경비) 다음 각 호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7의2. 제39조의3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의 설치ㆍ운영

에 드는 경비

제70조의4(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생활지원 및 그 밖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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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계 부처 및 단체의 의견

1) 질병관리청 의견 : 신중검토

□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한 시설에 대한 일

시적 폐쇄 조치,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격리조치가 가능하나,

– 감염취약계층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해당 시설

의 일시적 폐쇄에 따른 거주자의 보호조치를 명확히 하려는 동 개정

안의 입법취지에 동의함.

– 다만, 별도의 근거 마련 없이도 법 제34조(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

립ㆍ시행) 제2항제5의2에 따른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유형별 보호조

치방안 및 사회복지시설의 유형별ㆍ전파상황별 대응방안’ 수립 시 해

당 내용을 포함하면 입법취지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임.

□ 거주자에 대한 생활지원 의무화 관련은, 격리대상자에 대한 생활지원

등 재정적 지원의 근거가 마련(제70조의4)되어 있으며, 모든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운영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현행으로도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임.

2) 대한의사협회 의견

□ 고위험군 대상이 속한 집단시설에서의 감염병 발생은 대규모 전파확산

의 위험뿐만 아니라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해 사망의 위험까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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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어, 동 개정안과 같이 별도의 시설에 분산 조치하는 것은 타당하

다고 판단됨.

– 다만, 감염병 유행 시에는 다양한 변수가 발생될 수 있어 일률적인

분산조치를 법률에서 명시하는 것은 현장에서의 또 다른 규제로 이어

질 수 있으므로, 일부 문구의 조정으로 현장에서 보다 유연하게 대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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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감염병 병원체 연구 시 서면동의 생략(변재일의원안)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병원체 연구자가 감염병환자등으로부

터 유래된 감염병 병원체 연구를 할 경우 서면동의 없이 하게 할 수

있게 하고, 감염병 병원체 연구자가 감염병 병원체를 다른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익명화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7642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7642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21. (생 략) 1. ∼ 21. (현행과 같음)

<신 설> 22. “익명화”(匿名化)란 개인식별정보

를 영구적으로 삭제하거나, 개인식

별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기관의 고유식별기호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제16조의3(감염병 병원체연구) ① 질병

관리청장은 감염병 병원체 연구자가

감염병환자등으로부터 유래된 감염

병 병원체 연구를 할 경우 서면동의

없이 하게 할 수 있다.

② 감염병 병원체 연구자가 제1항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를 다른 연구자

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익명화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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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감염병환자등으로부터 유래된 감염병 병원체를 연구하려는

연구자는 연구의 목적,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 등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감염병환자로부터 감염병 병원체를 채취하려면 조직, 혈액, 소변, 비

말 등 검체를 채취하는 방법을 통하게 되는데, 이 때 감염병 병원체

가 포함된 검체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인체유래물”에 해당하고, 인체유래물을 연구하거나 다른 연구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37조와 제38조에 따라 기증자의 서면동의

를 받아야 함.

– 다만 같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연구대상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연

구 진행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연구의 타당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관위원회

의 승인을 받아 서면동의를 생략할 수 있으나, 연구를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사유는 서면동의를 생략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인체유래물”(人體由來物)이란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ㆍ세포ㆍ혈액ㆍ

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Deoxyribonucleic

acid), RNA(Ribonucleic acid), 단백질 등을 말한다.

12. “인체유래물연구”란 인체유래물을 직접 조사ㆍ분석하는 연구를 말한다.

17. “개인식별정보”란 연구대상자와 배아ㆍ난자ㆍ정자 또는 인체유래물의 기증자(이하

“연구대상자등”이라 한다)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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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19. “익명화”(匿名化)란 개인식별정보를 영구적으로 삭제하거나, 개인식별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기관의 고유식별기호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인체유래물연구를 수행하는 자(이하 “인체유래물연구자”라 한다)가 소속된 교육ㆍ연

구 기관 또는 병원 등

제37조(인체유래물연구의 동의) ① 인체유래물연구자는 인체유래물연구를 하기 전에 인

체유래물 기증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인체유래물연구의 목적

2.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인체유래물의 보존 및 폐기 등에 관한 사항

4. 인체유래물과 그로부터 얻은 유전정보(이하 “인체유래물등”이라 한다)의 제공에 관한

사항

5. 동의의 철회, 동의 철회 시 인체유래물등의 처리, 인체유래물 기증자의 권리, 연구

목적의 변경,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인체유래물연구의 서면동의 면제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연구

대상자”는 “인체유래물 기증자”로 본다.

제16조(인간대상연구의 동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의 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한 사

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대상자가 참여하는 연구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대리인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의 동의는 연구대상자

의 의사에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1. 법정대리인

2.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하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여러 사람일 경우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연장자가 대리

인이 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기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연구대상자의 서면동의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의 서면

동의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1. 연구대상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연구 진행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연구

의 타당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구대상자의 동의 거부를 추정할 만한 사유가 없고, 동의를 면제하여도 연구대상자

에게 미치는 위험이 극히 낮은 경우

제38조(인체유래물등의 제공) ① 인체유래물연구자는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

체유래물 기증자로부터 인체유래물등을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

는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체유래물등을 인체유래물은행이나 다른 연구자에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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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은 방역 일선에 있는 의사 등의 의료인이 환자로부터 서면동의

를 구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미국, 유럽, 일본의 경우 과학적

연구목적의 데이터에 대해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가명화 처리하여 활

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병원체 연

구자로 하여금 감염병환자등으로부터 유래된 감염병 병원체 연구를 할

경우 서면동의 없이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 감염병 위기시 감염병 병원체에 대한 연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필요

성은 인정되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논의가 필요함.

□ 첫째, 감염병환자등으로부터 검체를 채취하는 경우 의료기관, 선별 진

료소 등 일정한 장소에서 침습적14)인 방식을 통하고 있어 검체 채취

시에 감염병환자등으로부터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동의

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모든 감염병환자등으로부터 동의를 받

아야 하는 것 또한 아니며 연구에 필요한 수량만 확보하면 되므로 기

증자의 서면동의를 받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사유가 부족해

보임.

– 참고로 생명윤리법에 따르면 인체유래물 기증자가 동의 능력이 없는

14) 검사용 장비의 일부 따위가 체내 조직 안으로 들어가는 방식을 말함.

공할 수 있다.

② 인체유래물연구자가 제1항에 따라 인체유래물등을 다른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는 익명화하여야 한다. 다만, 인체유래물 기증자가 개인식별정보를 포함하는 것에 동의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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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등에 기증자의 서면동의가 생략되더라도, 대리인의 서면동의는

생략되지 아니함.

□ 둘째, 가명화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에 비하여 검체 등 인체유래물

을 직접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윤리적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보건복지부의 설명에 따르면 미국 등 해외에서 과학적 연구목적의 데

이터를 가명화 하여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활용하도록 한 것은 의무

기록 등 의료데이터에 관한 것으로 인체유래물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

니며, WHO는 잔여 검체를 연구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경우에도 기증

자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셋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15)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내용을 담은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 동 법

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감염병환자로부터 채취한 검체(인체유래물에 해

당)에 포함된 감염병 병원체의 연구 방법을 정하려는 경우에도 인체유

래물 연구 시 기증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할 것임.

–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생명윤리 및 안전

에 관한 법률」 각각의 목적을 고려하고, 두 법률의 규정이 서로 중

15)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범위) ②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내용을 담은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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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되거나 상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감염병환자로부터 채취한

검체에 포함된 감염병 병원체의 연구 방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입법적으로 보다 타당해 보임.

□ 마지막으로, 한국생명윤리학회, 한국의료법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 및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가 환자의 인권 침해 우려와 윤리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연구는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개

정안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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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계 부처 및 단체의 의견

1) 질병관리청 의견 : 신중검토

□ 수집된 감염병병원체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익명화 의무를

부여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함.

– 다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익명화에 대한 정의 및

제3자에게 정보제공시 익명화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감염병예방법에

중복 규정을 두는 것은 신중할 필요

□ 진단제, 치료제 및 백신개발 등에 신속한 연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

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함.

– 다만, 생명윤리법에서 인간대상 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를 하기전에

서면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모든 감염병환자등에게 침습적 방

법의 검체 채취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 서면동의서 수집이 불가능하

다고 볼 수 없음에도 연구대상자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는 규정을 두

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신중할 필요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견

□ 개정안의 “익명화” 정의는 삭제가 필요함.

– 개정안 “익명화” 정의는 「개인정보 보호법」 상 익명정보 및 가명정

보의 개념이 혼재되어 있어 불필요한 혼란을 막기 위해 용어 삭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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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 제16조의3 삭제 필요

– 개정안 제16조의3의 감염병 병원체 연구는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절차 및 규정(동의 등)을 준수할 필요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3) 한국생명윤리학회·한국의료법학회·한국의료윤리학회·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의 의견 : 개정 반대

□ 감염병 연구는 감염자에 대한 보호가 우선되어야 하며, 감염병 연구

활성화를 명분으로 감염자의 인권 침해와 연구의 윤리성을 훼손하는

법률 개정을 반대함.

– 국제사회는 감염병 위기상황에서도 감염자의 연구참여와 검체채취에

대한 동의의 준수와 IRB 심의 등 연구의 윤리성과 과학성에 대한 기

준을 낮추지 않고 연구의 과정을 신속히 진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수행된 연구에 대해서는 학술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논문을 철회시키고 있음.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연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일부나마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병 연구과정에서 감염자의 인권이 침해

되고 연구의 윤리성·과학성에 대한 검증 부재로 인해 국제적인 학술

적 인정도 받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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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한의사협회의 의견 : 신중검토

□ 개정안과 같이 감염병예방법에서 정하는 감염병 병원체 연구에 대해서만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오히려 일부 연구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IRB를

제외하는 상황이 발생되어 임상시험이나 병원체에 대한 관리 어려움,

나아가 윤리적인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임.

– 만약 입법취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위기상황에서의 신속한 연구를 위

한 것이라면, 연구기관과 일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생명윤리법 내에서 신속 연구추진을 위한 법령 개정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짐.

5) 대한병원협회의 의견 : 신중검토

□ 감염병 위기 발생 시 감염병 발생원인과 발생과정에 대한 명확한 기전

을 밝히는 등 기초연구를 통해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 연구자

가 감염병환자의 검체를 확보해야하는 필요성과 그 중요성은 공감하

나, 기증자의 서면동의 없이 연구를 진행하는 방법에 있어 신중한 검

토가 필요

– 감염병환자의 병원체 연구를 서면동의 없이 활용하는 문제가 있고,

현행 제도 하에서 개정안 입법 취지 달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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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폐업 소상공인 재정지원(김형동의원안)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집합 제한·금지 조치로 소상공인이 그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0조의7(소상공인의 폐업에 대한 재

정적 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2조의 소상공인이 경제적 어

려움으로 인하여 그 사업을 폐업하

는 경우 그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산

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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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감염병 예방조치로 인하여 그 사업을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

상으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긍

정적인 취지로 보임.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의 재정적 지원은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가

능([참고6] 자영업자 등 지원 현황)하다는 점, 폐업을 하지 않았지만

영업이익 감소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등과의 형평성 문제

가 제기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자영업자 등의 영업이익 감소 등 손실을 손실보상 대상으로 명

시하고자 하는 법률안16)이 다수 발의되어 있으므로 그 논의 경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임.

16)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 7601호, 민병덕의원 

대표발의), 「코로나바이러스 등 감염병 재난에 따른 손실 보상 및 피해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

7819호, 심상정의원 대표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수, 「소상공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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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건복지부 의견 : 신중검토

□ 집합금지 및 제한 조치 등 방역 조치에 따르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

려움에는 공감하나,「감염병예방법」의 취지를 고려하고, 방역 담당 부

처인 보건복지부가 소상공인 등 업무 관련성이 적어 업종 관리 수단이

없고 피해 규모 산정 및 판정에 있어 방역업무와 전혀 별개의 성격을

지니므로 방역 역량 및 동력을 지속 유지하기 위해 신중할 필요가 있음.

– 이는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관장하는 중기부를 중심으로 기재부 등이

협력하여 논의할 문제이며, 소상공인 등 피해 지원을 위해 기재부·중

기부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TF에서 종합적 지원 내용을

검토하여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추진하는 만큼 이러한 상황을 기

반으로 접근할 문제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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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6 자영업자 등 지원 현황17)

□ (고용유지 지원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매출액 15% 감

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하여 지원하도록 요건 완화

*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

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직 예방

**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매출액 15% 감소 등 일정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

○ (지원대상)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 중「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4조에서 규정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 여행사, 기타 여행보조업, 서비스업, 숙박업, 보건업(병·의원 등) 등으로, 지방관서

장이 코로나19 관련 업종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대상으로 인정

○ (조건 및 내용)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

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2/3∼1/2(1일 상한액 6.6만원, 연 180이내) 지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은 2/3, 그 외(대기업 등)는 1/2

□ (1차,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

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한 경우 생계 안정 비용 지원

○ △ (특고·프리랜서)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17) 자료: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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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중 고용보험미가입자, △ (영세자영업자) ’19.12∼’20.1월에 자영업

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무급

휴직자)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 ’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 (조건 및 내용) 소득기준* 및 소득감소** 요건 모두 충족 필요

* ①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 ②신청인 개인 연소득(’19)이 7천만원 이하, ③신청

인 개인 연매출(’19) 2억원 이하인 경우 지원(하나의 요건 충족 시 가능)

** ’20.3∼4월의 평균 소득·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19년 월 평균 소득 또는 ’19.12

∼’20.1월, ’19.3∼4월 중 특정월)의 소득·매출 대비 일정 수준 이상 감소 또는

’20.3∼5월 중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하는 경우

○ (지원내용) 월 50만원 * 3개월분(총 150만원) 지원

□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하 특고)·프리랜서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계 안정 비용 지원

○ (조건 및 내용) ① ’20.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한 자 중 연소

득(연수입) 5천만원 이하이면서, ②(소득감소요건) ’20.12월 또는 ’21.1

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이상 감소한 자

○ (지원내용) 100만원 일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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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예방접종 시 유급휴가 부여 등(전용기의원안·김원이의원안·

장철민의원안·김정호의원안·신현영의원안·강기윤의원안)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백신 접종 후 발열, 통증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예방접종을 받은 근로자가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휴가를 부여하려는 것임.

– 사업주가 예방접종을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전용기의원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되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유

급휴가를 반드시 주도록 하는 개정안(김원이의원안·장철민의원안·김

정호의원안·신현영의원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 소속기관으

로 하여금 별도의 휴가 보장을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강기윤

의원안)이 있음.

– 이에 더하여, 전용기의원안은 학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의

백신을 접종하는 경우 접종일로부터 2일 동안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하지 않도록 하고,

– 장철민의원안은 심한 면역반응이 예상되는 예방접종을 접종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생활지원 및 그 밖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 신현영의원안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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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정하는 사람 중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음.

구 분 전용기의원안김원이의원안장철민의원안김정호의원안신현영의원안강기윤의원안

대상접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염

병의 백신

법에 따른 예

방접종

심한 면역반

응이 예상되

는 예방접종

(대통령령으

로 정함)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

접종

임시예방접종 예방접종

유급휴가

부여의무

조건없이

의무화

국가로부터

비용지원 받

은 경우

국가로부터

비용지원 받

은 경우

국가로부터

비용지원 받

은 경우

국가로부터

비용지원 받

은 경우

-

기간
접종일로부터

2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심한 면역반

응 해당 기간
-

보건복지부장

관이 지정하는

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기간

벌칙

2년 이하의 징

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

금

- - - - -

특기사항

예방접종을

받은 학생에

결석처리 또

는 불리한

처우 금지

시행전 코로

나19 백신접

종자에게 유

급휴가를 준

사업주에 대

하여도 적용

치료비, 생활

지원 및 그

밖의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

특수형태근

로종사자 등

에 대한 비

용 지원 근

거 마련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가

근로자의 소

속기관으로

하여금 휴가

를 보장하도

록 조치

< 개정안들의 주요내용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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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전용기의원안김원이의원안장철민의원안김정호의원안신현영의원안강기윤의원안

제41조의2

(사업주

의 협조

의무) ①

사 업 주

는 근로

자가 이

법에 따

라 입원

또는 격

리 되 는

경 우

「 근 로

기 준

법」 제6

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

리 기 간

동안 유

급 휴 가

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

업 주 가

국 가 로

부터 유

급 휴 가

를 위한

비 용 을

지원 받

을 때에

는 유급

휴 가 를

주 어 야

한다.

제41조의2

(사업주

의 협조

의무) ①

사 업 주

는 근로

자가 다

음 각 호

의 어느

하 나 에

해 당 하

는 경우

구 분 에

따른 기

간 동안

「 근 로

기 준

법」 제6

0조 외에

유 급 휴

가를 줄

수 있다.

다만, 제

2호의 경

우 또는

사 업 주

가 국가

로 부 터

유 급 휴

가를 위

한 비용

을 지원

받을 때

에는 반

드시 주

어야 한

제41조의2

(사업주

의 협조

의무) ①

사 업 주

는 근로

자가 이

법에 따

라 입원

또는 격

리 되 거

나 예방

접 종 을

받 는 경

우 「근

로 기 준

법」 제6

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

리 기 간

이나 대

통 령 령

으로 정

하는 기

간(예방

접종 받

은 경우

에 한정

한다) 동

안 유급

휴 가 를

줄 수 있

다. 이 경

우 사업

주가 국

제41조의2

(사업주

의 협조

의무) ①

사 업 주

는 근로

자가 이

법에 따

라 입원,

격리 또

는 심한

면 역 반

응이 예

상 되 는

예 방 접

종을 접

종한 경

우 「근

로 기 준

법」 제6

0조 외에

그 해당

기간 동

안 유급

휴 가 를

줄 수 있

다. 이 경

우 사업

주가 국

가 로 부

터 유급

휴 가 를

위한 비

용을 지

원 받을

때 에 는

제41조의2

(사업주

의 협조

의무) ①

사 업 주

는 근로

자가 다

음 각 호

의 어느

하 나 에

해 당 하

는 경

우 「근

로 기 준

법」 제6

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

리 기 간

동안 유

급 휴 가

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

업 주 가

국 가 로

부터 유

급 휴 가

를 위한

비 용 을

지원 받

을 때에

는 유급

휴 가 를

주 어 야

한다.

제41조의2

(사업주

의 협조

의무) ①

사 업 주

는 근로

자가 이

법에 따

라 입원

또는 격

리 되 거

나 제25

조에 따

라 임시

예 방 접

종을 받

는 경우

「 근 로

기 준

법」제6

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

리 기 간

동안 또

는 임시

예 방 접

종을 받

은 때에

는 보건

복 지 부

장 관 이

지 정 하

는 기간

동안 유

급 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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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전용기의원안김원이의원안장철민의원안김정호의원안신현영의원안강기윤의원안

다. 가 로 부

터 유급

휴 가 를

위한 비

용을 지

원 받을

때 에 는

유 급 휴

가를 주

어야 한

다.

유 급 휴

가를 주

어야 한

다.

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

업 주 가

국 가 로

부터 유

급 휴 가

를 위한

비 용 을

지원 받

을 때에

는 유급

휴 가 를

주 어 야

한다.

1. 이 법

에 따

라 입

원 또

는 격

리 되

는 경

우: 입

원 또

는 격

리 되

는 기

간

2. 대통령

령 으

로 정

하 는

감 염

병 의

백 신

을 접

1. 이 법

에 따

라 입

원 또

는 격

리 되

는 경

우

2. 제24조

및 제

2 5 조

에 따

라 예

방 접

종 을

받 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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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하

는 경

우: 접

종 일

로 부

터 2일

② ㆍ ③

( 생

략)

② ㆍ ③

(현행과

같음)

② ㆍ ③

(현행과

같음)

②ㆍ③ (현

행과 같

음)

② ㆍ ③

(현행과

같음)

② ㆍ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

에 따른

비 용 의

지원 범

위 및

신 청 ㆍ

지원 절

차 등

필 요 한

사 항 은

대 통 령

령 으 로

정한다.

④ (현행

과 같음)

④ (현행

과 같음)

④ 제1항

의 예방

접 종 의

종류, 제

3항----

------

------

------

------

------

------

-----.

④ (현행

과 같음)

④ (현행

과 같음)

<신 설> 제41조의3

(학교의

협 조 의

무) 「학

교 보 건

법」제2

조제2호

의 학교

의 장은

학 생 이

대 통 령

령 으 로

정 하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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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전용기의원안김원이의원안장철민의원안김정호의원안신현영의원안강기윤의원안

감 염 병

의 백신

을 접종

하는 경

우 접종

일 로 부

터 2일

동안 결

석 으 로

처 리 하

거나 불

리 하 게

처 우 해

서는 아

니 된다.

<신 설> 제41조의3

( 특수형

태근로종

사자 등

에 대한

비 용 의

지원) ①

국 가 는

「고용보

험 법 」

제2조제1

호에 따

른 피보

험 자 ,

「산업재

해보상보

험 법 」

제125조

제 1항에

따른 특

수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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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전용기의원안김원이의원안장철민의원안김정호의원안신현영의원안강기윤의원안

로종사자

등 대통

령령으로

정 하 는

사람 중

제41조의

2제1항에

따른 유

급휴가를

받지 못

한 경우

대통령령

으로 정

하는 비

용을 지

원할 수

있다.

② 제1항

에 따라

피 보 험

자, 특수

형 태 근

로 종 사

자 등이

국 가 로

부터 비

용을 지

원 받 은

때 에 는

그에 해

당 하 는

기간 동

안 근로

에 종사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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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전용기의원안김원이의원안장철민의원안김정호의원안신현영의원안강기윤의원안

③ 제1항

에 따른

비 용 의

지원 범

위 및 신

청ㆍ지원

절차 등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 9조의4

(예방접종

후 부작용

경감 등을

위한 조

치) ① 국

가와 지방

자치단체

는 근로자

가 예방접

종을 하였

을 경우

부작용 경

감,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하여 소

속기관으

로 하여금

별도의 휴

가를 보장

하도록 조

치할 수

있다.

②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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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휴가 기

간 및

종류, 예

산 지원

등 그

밖에 필

요한 사

항은 대

통 령 령

으로 정

한다.

제70조의4

(감염병

환 자 등

에 대한

생 활 지

원) ①

질 병 관

리청장 ,

시 ㆍ 도

지사 및

시 장 ㆍ

군 수 ㆍ

구 청 장

은 이

법에 따

라 입원

또는 격

리된 사

람에 대

하여 예

산의 범

위 에 서

치료비 ,

생 활 지

제70조의4

(감염병

환 자 등

에 대한

생 활 지

원) ① -

------

------

------

------

------

------

------

------

---- 입

원 또는

격 리 되

거나 심

한 면역

반 응 이

예 상 되

는 예방

접 종 을

접 종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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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전용기의원안김원이의원안장철민의원안김정호의원안신현영의원안강기윤의원안

원 및

그 밖의

재 정 적

지 원 을

할 수

있다.

사람---

------

------

------

------

------

------

------

------

------

------

---.

② (생

략)

② (현행

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

항에 따

른 지원

ㆍ 제 공

을 위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대통

령 령 으

로 정한

다.

③ -----

------

------

------

------

------

- - 필요

한 사항

및 제1

항의 예

방 접 종

의 종류

는-----

------.

제 7 9조 (벌

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

당 하 는

자는 2년

제7 9조 (벌

칙)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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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하 의

징역 또

는 2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

다.

------

------

------

------

------

------

----.

1. ∼ 3의

2. (생

략)

1. ∼ 3의

2. (현

행 과

같음)

<신 설> 3의3. 제4

1 조의

2 또는

제 4 1

조의 3

을 위

반 한

자

3의3. (생

략)

3의4. (현

행 제3

호의 3

과 같

음)

4.ㆍ5. (생

략)

4.ㆍ5. (현

행 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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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토의견

□ 2021.2월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행된 이후 4월 22일까지 근육통, 두

통, 발열, 메스꺼움, 호흡곤란 등 이상반응 의심신고사례는 전체 예방

1,964,389건의 0.65%인 12,732건임.

– 성별·연령별 신고 현황(4.17 기준)을 보면, 여성(0.93%)이 남성(0.44%)

보다, 낮은 연령대일수록 이상반응을 신고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구분
접종자수

(누계)
합계

신고율

(누계)
일반1)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2)

중증

의심사례

3)

사망사례

전체 1,964,389 12,732 0.65% 12,512 131 37 52

아스트라제네카 1,141,162 11,476 1.01% 11,302 109 28 37

화이자 823,227 1,256 0.15% 1,210 22 9 15

주 : 1) 근육통, 두통, 발열, 메스꺼움 등의 사례

2) 아나필락시스양 반응(98건)* 및 아나필락시스 쇼크(8건) 의심사례로 의료기관에서 신고된

사례

* 예방접종 후 2시간 이내 호흡곤란, 두드러기 등의 증상이 나타난 경우로 아나필락시스와는

다름

3) 경련 등 신경계 반응(7건), 중환자실 입원(8건) 포함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건으로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이며,

사망이나 아나필락시스 등의 중증사례에 한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인과성을 평가하고

주간단위로 신고현황 검증을 통해 업데이트함.

자료: 질병관리청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신고현황 >

(4.22일 0시 기준, ’21.2.26일 이후 누계, 단위: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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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접종건 이상반응 신고건 신고율

계 1,573,088 12,191 0.77%

성별
남 성 508,037 2,233 0.44%

여 성 1,065,051 9,958 0.93%

연령별

18-29 176,027 5,170 2.94%

30-39 177,590 2,601 1.46%

40-49 189,019 1,861 0.98%

50-64 350,597 2,000 0.57%

65-74 91,631 108 0.12%

75세이상 588,224 451 0.08%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성별·연령별 이상반응 의심신고현황 >

(4.17일 0시 기준, ‘21.2.26일 이후 누계, 단위 : 건, %)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에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정상적인 면역

반응으로 근로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업자로 하여금 근로자가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들은 사업주가 예방접종을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조건 없이 또는 국가로부터 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반

드시 유급휴가를 주도록 의무화하거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

소속기관으로 하여금 별도의 휴가를 보장하도록 조치할 수 있는 근거

를 마련하려는 것임.

연내 코로나19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방접종

시 유급휴가 부여는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예방접종 참여 확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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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하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그 구체적 요건과 시행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첫째, 코로나19 외에도 다양한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이 실시되고 있으

므로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예방접종의 종류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의 예방접종(전용기의원안),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예방접종(김원이의원안), 심한 면역반응이 예상

되는 예방접종(장철민의원안),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김정호

의원안), 임시예방접종(신현영의원안), 예방접종(강기윤의원안)18)의 경

우 각각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유급휴가 부여 여부는 예방접종의 이상반응 빈도와 정도, 예방접종을

독려해야 할 공익적 필요, 예방접종 대상인 연령대 등을 고려하여 예

방접종의 종류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둘째, 사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 특

수형태근로종사자, 학생 등의 경우에도 휴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는 지적이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전용기의원안은 예방접종을 받은 학생에 대한 결석처

리 또는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고, 장철민의원안은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에 대한 치료비, 생활지원 등 재정적 지원 근거를 두고 있

으며, 신현영의원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비용 지원 근거

18) 단, 강기윤의원안은 휴가의 종류를 유급휴가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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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두고 있음.

– 학생의 경우 현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당일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에 준하는 조치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재정지원은 근로형태에 따

른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 대

한 재정지원 여부와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임.

□ 셋째, 유급휴가 부여 의무화 여부와 그 요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전용기의원안과 같이 별도의 조건 없이 유급휴가 부여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할 경우 그 실효성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공익상 필요에

따라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한 것임에도 그 비용을 사업주가 부담하

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정책 순응도가 낮을 수 있음.

– 김원이의원안, 장철민의원안, 김정호의원안, 신현영의원안은 국가로부

터 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에 한하여 유급휴가 부여를 의무화하고 있

어 비교적 정책 순응도가 높을 것으로 보이고, 위반시 지원금의 회수

를 통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나, 근

로자가 아닌 사람과의 형평성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강기윤의원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 소속기관으로 하여금

별도의 휴가 보장을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근로자 소속기관

이 해당 조치에 따라야할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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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휴가 기간 및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하

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급휴가 또는 무급휴가 등과 같은 세

부사항이 정해질 것으로 보임.

□ 넷째, 사업주에게 근로자 유급휴가 부여 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재정 소요를 고려한 논의가 필요함.

– 202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는

전 근로자에게 예방접종 유급휴가 부여 시 약 1.5조원이 소요될 것으

로 추계(유급휴가 1일, 7만원 지급 가정)한바 있음.

– 개정안들은 이상반응 유무에 관계없이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유급휴

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2021.3월말까지 이상반응 의심신

고사례는 전체의 0.65% 수준임에도 전체 근로자에 대하여 유급휴가

를 부여하고 그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비용 지원을 하더라도 특정 예방접종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한편, 해외의 경우 미국 뉴욕주, 캐나다 사스캐츄완주, 벨기에, 이탈리

아(공공기관 근로자에 한정) 등에서 예방접종 시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참고7] 예방접종시 휴가 관련 국외 참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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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계 부처 및 단체의 의견

1) 질병관리청 의견 : 수정수용

□ 백신 접종 후 심한 면역반응으로 근무에 지장을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접종 후 유급휴가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에 동의함.

– 다만, 면역반응에 따른 근무 지장 정도는 개인에 따라 편차가 크고,

이를 객관적으로 증빙하기 어려워 사업주에 벌칙 등 의무를 부과 하

거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코로나19 백신은 종류에 따라 접종 횟수가 다르고, 접종

회차별 면역반응의 정도도 다른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개인은 백신

종류를 선택할 수 없음에 따라, 백신휴가가 도입되면 개인별로 형평

성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우려됨.

□ 현재 상병수당 제도 등 백신 휴가를 대신할 수 있는 제도가 논의 중인

점, 근로기준법 상의 연가제도 내에서 휴가를 활용하는 방안 등도 고

려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우선 감염병예방법에서는 예방접종에 국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유

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

* 질병관리청 수정안(제32조의2 신설)

32조의2(예방접종 휴가) ①사업주는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이 나타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 대상 감염병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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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획재정부 의견 : (장철민의원안 제41조의2, 제70조의4) 신중검토

□ 예방접종後 이상반응 발생時 휴가부여 필요성에 공감*하나, 유급휴가

비용의 국비지원 근거 마련은 신중할 필요

* 3.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휴가 활성화 방안」 발표

→ 공공·민간사업장에 휴가부여 적극 권고

– 현행법상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유급휴가 비용의 국비 지원은 감염병

확진·접촉으로 인한 입원·격리時로 한정하고 있으며, 이는 감염병 확

진·의심으로 인한 부당해고, 직장 내 낙인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

에 해당

□ 全근로자 대상 백신접종 휴가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경우, 이상반응과

무관한 신청인원 증가 가능성도 존재

– 또한, 특고·프리랜서, 주부 등 비근로자와의 형평성·국가재정 부담 측

면* 등도 함께 고려할 필요

* (참고: ’21년 1차추경, 예결위 증액제기) 全 근로자의 백신접종 유급휴가 부여時, 약

1.5조원 소요(日 7만원 지급 가정)

– 이와 별도로, 국가는 무료예방접종後 이상반응에 대한 인과관계 인정

時, 피해보상 제도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음

*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질병청)에서 백신 접종후 부작용에 대한 인과성·보상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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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부 의견 : (전용기의원안 제41조의3 신설) 신중검토

□ 현행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위해 검진 기관을 방문하는 학생은 접종

당일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에

대하여 출석인정 기간을 확장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판단됨.

– 다만, 향후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공무원, 교원 등의 복무 처리와 관

련하여 학생의 출결 처리도 함께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

4) 중소벤처기업부 의견 : (김원이의원안, 제41조의2) 기타의견

□ 백신 접종 관련 민간기관, 특히 소규모 기업, 소상공인의 적극적인 참

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 및 백신 휴가 부여에 필요한 비용지

원이 검토되어야 함.

– 의원 발의안대로 개정되는 경우, 사업주가 유급 휴가비용 지원을 받

을 수 있을 것임.

5) 대한의사협회 의견 : 개정 반대

□ 실제 휴가부여에 따른 손실을 업주가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부분,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더 큰 피해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의 문제가 있으

므로, 이를 법률에까지 명시하는 것은 보다 많은 여론 수렴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동 개정안에 반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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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7 예방접종시 휴가 관련 국외 참고 사례19)

○ (미국) 미국 연방정부 공무원은 COVID-19 Relief Package를

통해 코로나 치료, 격리, 가족 돌봄 및 백신 접종과 접종 후

질병치료 등을 위해 600시간 또는 15주 이내 유급 휴가 사용 가능

(주급 $1,400 이하)

- 뉴욕 주에서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 모두 접종 당 4시간 휴가(2차접종 최대 8시간)를 제공하는 법

안이 통과 (’21.3.12 법안 통과, ’22.12.31 법안 폐기)

○ (캐나다) 캐나다는 연방 차원에서 백신휴가(유급 포함)에 관련

한 별도 지침이나 계획은 발표하지 않았음

- 다만, 주정부 최초로 사스캐츄완주가 3.18(목)부터 코로나19 백

신 접종을 위한 유급휴가 정책을 시행 중임.

* 주정부 법령 하 규정인 ‘The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Regulations, 2020’을 일부 개정하여, ‘특별 백신접종 휴가(Special

Vaccination Leave (s. 6-22.1))’ 조항을 신설함. 백신접종 당일

3시간 또는 (고용주의 판단에 따라) 3시간 이상 사용 가능

○ (이탈리아) 법령(law 133/08)에 따라 2021년 3월 21일부터 백

신접종일 당일 1일 “공공기관 근로자”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일

당일 휴일 1일을 제공할 수 있음

○ (벨기에) 고용 계약된 모든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사전에 알린

경우 백신 접종을 위해서만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법안

제출(’21.2.12 국무회의 승인, 조만간 공포 예상되며 ’22.12.31까지 시행 예정)

19) 자료: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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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아직 백신휴가 제도화 되지 않음

* 백신접종 휴가(접종 후 후유증, 백신접종을 위한 1일 또는 반일

휴가 등 포함)를 위해 경제계가 움직일 수 있도록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발언 (’21.3.17 참의원 예산위원회, 코노 다로 행정개혁담

당상)

○ (영국) 백신 접종을 위해 병가(유급휴가)를 의무화하는 법적

규정은 없으며, 영국 정부의 코로나19 가이드라인에서도 백신

접종 휴가와 관련된 별도 지침은 발표된 바 없음

○ (독일) 별도 백신휴가 필요성 내지 관련 논의가 없는 상황

※ 독일에서는 코로나19 백신접종 이후 이상반응뿐만 아니라 감기 등 여

타 증상으로 인해 근로가 힘들다고 본인이 판단할 경우 3일까지는 즉

시 병가, 3일 이후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받아 병가를 추가 신청할 수

있음

○ (프랑스) 프랑스 내 백신휴가는 없음

- 다만 노동부는 근로자가 ①사업장내 의료서비스를 통해 백신

접종을 받고자 하는 경우, ②장기질환 보유자로 백신접종이 요

구되는 경우에 고용주는 근무시간 내 백신접종을 위해 근로자

의 부재를 허용해야 한다고 명시(병가 등 휴가 처리 불요)

- 상기 외의 경우에는 고용주는 근로자의 백신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근로자는 백신 접종을 위해 고용주와 상의할 것을 장려

(출처: 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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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립감염병연구소에 출연금 지급 근거 마련(백종헌의원안)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질병관리청장이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출연

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의6(감염병 연구개발 지원) ① 질

병관리청장은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

연구를 위하여 감염병 연구개발 기

획 및 치료제ㆍ백신 등의 연구개발

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

서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연구에 드는 비용을 충당

할 자금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

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

사ㆍ연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

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

4호에 따른 전문기관을 지정 또는

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

용ㆍ관리 및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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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토의견

□ 2020년 9월 12일 질병관리청 개청과 함께 감염병 연구의 컨트롤타워인

국가감염병연구소가 신설되어, ‘기초연구 → 후보 발굴 → 비임상시험

→ 임상시험·허가 → 사후감시’로 이어지는 감염병 대응 R&D 전주기

연구개발체계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음.

기초연구 성과와 연계하여 임상수행 및 실용화 중개를 추진하기 위해

서는 민간지원이 필요하나,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연구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를 위하여 감

염병 연구계발 기획 및 치료제 백신·백신 등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업

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연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기관을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제12조(출연금)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전문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9조부터 제19

조까지, 제21조, 제31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으로서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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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유행과 같은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진단제·백신·치료제의 신

속한 개발을 위하여 민·관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바,

감염병 연구의 주무부처인 질병관리청이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의

관련 규정에 준하여 감염병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인정됨.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기술 연구개

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출연금

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데, 질병관리청이 독립기관

으로 출범하였으므로 출연금 지급을 위해서는 별도의 근거 규정을 마

련20)할 필요가 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해제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 역시 인정되고,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부

처 간 유사·중복을 방지하고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21)

20) 참고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경우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에 근거하여 식품·의약품 등의 안

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수행 연구기관등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음.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제7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식품

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할 때에 연도별ㆍ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 등(이하 “연구기관등”이라 한다)과 협약을 맺어 연구기관등으로 하여금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호의 기관 중 법인이 아닌 기관에 대해서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각 호 

생략)

제8조(출연금)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연구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하게 하기 위

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기관등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21)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7조에 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였고, 최근(2021.3.4.) 식품의약품안전처장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으로 지정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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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안 제8조의6제3항에서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

및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정부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으로 연도별ㆍ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

의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의 기관 중

법인이 아닌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5.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③ 제2항에 따른 연구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기업의 기

술개발비로 충당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연구를 수행하는 기

관이나 단체 등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협약을 맺거나 제3항 및 제4항

에 따른 출연금을 지급할 때 특정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연구과제의 선정 방법 및 협약의 체결 방법과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나 보건의료 분야의 기관ㆍ단체를 연구개발사업 전문기

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보건의료산업체에 대한 연구ㆍ기술개발 지원

2. 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기획ㆍ평가 및 관리

3. 제5조제2항에 따른 연구과제에 대한 협약

4. 제10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건의료정보의 관리ㆍ유통 등

5. 그 밖에 보건의료기술 진흥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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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데, 법률에서 하위 법령인 시행령을 따르도록 한 것은 법체

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필요한 사항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의 관련 규정 및 그 밖에 관계 법령을 준용’하도록 하는 등

문구를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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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계 부처의 의견

1) 질병관리청 의견 : 수용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소속 국립감염병연구소(’20.9월 신설)가 국

가 감염병 연구개발의 컨트롤타워로서 감염병 연구개발 기획 및 치료

제·백신 개발에 관한 연구 등의 사업을 가능토록 하는 취지에 동의함.

– 전주기적 연구추진을 위해 자체연구 뿐 아니라 연구 성과를 임상수행

및 실용화까지 연계하기 위해서는, 질병관리청장이 민간의 출연금을

지급 및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필요함.

2) 보건복지부 의견 : 수정수용

□ 개정취지에 동의함.

– 다만, 복지부–질병청 R&D 사업 간 불필요한 경쟁 및 유사·중복 방

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도출을 위하여 보건산업

진흥원으로 전문기관 일원화 필요

* “2021년 제2차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건의료 R&D 분야 전문

기관 일원화 관련 안건 심의 완료(2.18)

– 질병청의 전문기관을 보건산업진흥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후속조치*

필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보건산업진흥원의

전문기관 지정 규정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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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의견 : 기타의견(개정안 제8조의6 제2항 삭제)

□ 개정안 제8조의6 제2항 및 제3항의 전문기관 지정·해제는 국가연구개

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는「국가연구개

발혁신법」제22조(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이미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법에 별도의 규정은 불필요함.

–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3조제1항에 따

라 전문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정·지정해제·운영 효율화 등을 실시하고 있는 바,

별도의 법령으로 전문기관의 지정과 해제에 대해 규정하게 될 경우

범부처 전문기관 제도의 통일적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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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감염취약 다중이용시설에 환기시설 설치(강은미의원안)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로 하여금 그 실내공간의 환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관리·감독 및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0조의2(실내 환기) ① 감염병 전파

의 위험성이 높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다중이용시설(이하 “감염취약

다중이용시설”이라 한다)의 관리자ㆍ

운영자는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그

실내공간의 환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기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7조(서류제출 및 검사 등) ① 특별

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독

업자에게 소독의 실시에 관한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게 하거나 검

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제57조(서류제출 및 검사 등) ① -----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해당 사항에----

----------------------------------

-------------------.

<신 설> 1. 소독업자: 소독의 실시에 관한 사

항

<신 설> 2. 감염취약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



- 118 -

현 행 개 정 안

ㆍ운영자: 환기시설의 설치ㆍ유지

ㆍ관리에 관한 사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8조(시정명령) (생 략) 제58조(시정명령)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은 감염취약 다중이용시설

의 관리자ㆍ운영자가 제50조의2제2

항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위

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59조(영업정지 등) ① 특별자치도지

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독

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제59조(영업정지 등) ① -------------

----------------------------------

----------------------------------

----------------------------------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57조에 따른 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소속 공

무원의 검사 및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 제57조제1항제1호---------------

--------------------------------

--------------------------------

-------------

4. 제58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제58조제1항--------------------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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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ㆍ구청장은 감염취약 다중이용시설

의 관리자ㆍ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

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5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

거나 소속 공무원의 검사 및 질문

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2. 제58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

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다.

④ 제1항 및 제3항-----------------

----------------------------------

----------------------------------

-.

제75조(청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

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

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5조(청문)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59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의 폐

쇄 명령

2. 제59조제1항 및 제3항---------

영업소 및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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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토의견

□ 세계보건기구(WHO)는 실내공간에서 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높아진다고 경고하는 등, 코로나19와 같은

호흡기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 불특정 다수인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에

서 적절한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

운영자로 하여금 그 실내공간의 환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유지·관

리하도록 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관리·감독하도록 하려는 것

으로,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호흡기 감염병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긍정

적인 취지로 보임.

다만, 「실내공기질 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이미 다중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과 환기설비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는 점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이보다 엄격한 기준을 정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관리자·운영자 등의 부담

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논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쾌적한 공

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하고, 공기질

유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되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이 주로 이용

하는 다중시설에 대하여는 더욱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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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는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권고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건축법」 제49조는 건축물의 안전·위생 등을 위하여 환기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와 별표 1의6에서 신축 시 기계환기설비

를 설치해야 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종류 및 각 시설의 필요 환기량을

정하고 있음.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①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

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

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미세먼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에 대

하여는 더욱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③시ㆍ도는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시ㆍ도의 조

례로 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보다 엄격하게 해당 시ㆍ도에 적용할 공기질 유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이 설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

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

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제5조제1항에 따른 공

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권

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의2에 따른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그 권고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시설 소유

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ㆍ대체ㆍ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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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

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ㆍ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 배연

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

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① 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따

라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이

하 “신축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

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1.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건축물

⑤ 다중이용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각

시설의 필요 환기량은 별표 1의6과 같으며, 설치해야 하는 기계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

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다중이용시설의 기계환기설비 용량기준은 시설이용 인원 당 환기량을 원칙으로 산

정할 것

2. 기계환기설비는 다중이용시설로 공급되는 공기의 분포를 최대한 균등하게 하여 실

내 기류의 편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

3. 공기공급체계ㆍ공기배출체계 또는 공기흡입구ㆍ배기구 등에 설치되는 송풍기는 외

부의 기류로 인하여 송풍능력이 떨어지는 구조가 아닐 것

4. 바깥공기를 공급하는 공기공급체계 또는 바깥공기가 도입되는 공기흡입구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기여과기 또는 집진기(集塵機) 등을 갖출 것

가. 입자형ㆍ가스형 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여과하는 성능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것

나. 여과장치 등의 청소 및 교환 등 유지관리가 쉬운 구조일 것

다. 공기여과기의 경우 한국산업표준(KS B 6141)에 따른 입자 포집률이 계수법으

로 측정하여 60퍼센트 이상일 것

5. 공기배출체계 및 배기구는 배출되는 공기가 공기공급체계 및 공기흡입구로 직접 들

어가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할 것

6. 기계환기설비를 구성하는 설비ㆍ기기ㆍ장치 및 제품 등의 효율과 성능 등을 판정하

는데 있어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항목에 대한 한국산업

표준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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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6]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각 시설의 필요 환기량

  1.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시설

    가. 지하시설

        1) 모든 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 및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문화 및 집회시설

        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실내 

전시장으로 한정한다)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

인예식장

        3)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실내 공연장으로 

한정한다)

        4) 관람석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

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다. 판매시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2)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

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라. 운수시설

      1)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중 연면적 2천제곱

미터 이상인 대합실

      3)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4)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중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여객터미널

   마. 의료시설: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 수가 100개 이상인 「의료법」 제3

조에 따른 의료기관

    바. 교육연구시설

      1)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호에 따른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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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노유자시설

     1)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아. 업무시설: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

무시설

    자. 자동차 관련 시설: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실내주차장으로 한정하며,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은 제외한다)

    차. 장례식장: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 및 제

29조에 따른 장례식장(지하에 설치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카. 그 밖의 시설

      1)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의 영업시설

      2)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상인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

      3)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2. 각 시설의 필요 환기량

구분 필요 환기량(㎥/인·h) 비고

가. 지하시설
1) 지하역사 25 이상

2) 지하도상가 36 이상 매장(상점) 기준

나. 문화 및 집회시설 29 이상

다. 판매시설 29 이상

라. 운수시설 29 이상

마. 의료시설 36 이상

바. 교육연구시설 36 이상

사. 노유자시설 36 이상

아. 업무시설 29 이상

자. 자동차 관련 시설 27 이상

차. 장례식장 36 이상

카. 그 밖의 시설 25 이상

  비고

  가. 제1호에서 연면적 또는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실내공간에 설치된 시설이 차지하는 연

면적 또는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필요 환기량은 예상 이용인원이 가장 높은 시간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 의료시설 중 수술실 등 특수 용도로 사용되는 실(室)의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 달리 정할 수 있다.

  라. 제1호자목의 자동차 관련 시설의 필요 환기량은 단위면적당 환기량(㎥/㎡·h)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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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6조는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권고기준을 초

과하면 해당 시설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

선ㆍ대체ㆍ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

법」 제37조는 건축지도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각각의 법률에서

정한 실내공기질 또는 환기설비 기준의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수단도 마련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실내공기질 관리법」과 「건축법」 등에서 이미 다중이용

시설의 실내공기질과 환기설비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어 개정안의

취지가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환기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는

경우 부처간 업무 중첩으로 인한 행정적 비효율성이 우려됨.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6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

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제5조제1항에 따른 공

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권

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의2에 따른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그 권고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시설 소유

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ㆍ대체ㆍ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

할 수 있다.

「건축법」

제37조(건축지도원)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건축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건축물을 적

법하게 유지ㆍ관리하도록 지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지도원

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의 자격과 업무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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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보다 엄격한 기준

을 정하고자 할 경우, 감염취약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운영자로 하여

금 감염병 유행 여부와 관계없이 상시로 환기시설을 설치·유지·관리하

도록 하고, 신축되는 다중이용시설뿐 아니라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대

하여 이러한 의무를 부과할 경우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운영자의 부담

이 크게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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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계 부처의 의견

1) 질병관리청 의견 : 신중검토

□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기 제정되어 있으며, 대상 시설의 실내공기

질 유지 및 관리를 위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적용대상 시설의 관리를 위

하여 필요한 보고 및 검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관계공무원의 요

구에 대상 시설의 소유자 등이 불응할 경우 등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

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으로도 상당부분 동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달

성 가능함.

□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실내공간의 환기시설 기준* 검토가 선행

될 필요가 있으며, 추가적인 환기설비 규정을 두는 것은 건축주 및 시

설관리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신중할 필요

* 현재까지 감염병예방을 위한 환기시설에 대한 별도의 과학적 근거 내지 기준이 없

으며, 단지 코로나19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을 통해 자연환기가 어려운 경우 2시간

마다 1회 이상 환기를 권고하는 정도임

– 한편, 환기시설(설비) 기준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에 기 규정되어 있으

므로, 감염병예방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환기시설의 유지․관리 기준

에 대해서도 기존 법률에 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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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교통부 의견 : 기타의견

□ 「건축법」은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 향상을 위한 건축에

관한 일반법으로,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의 관리

를 위하여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에

대하여는 별도 의견 없음. 다만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설비기준은

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건축설비 기준을 충족하여

야 할 것임.



- 129 -

12. 집합 금지·제한에 따른 손실보상 근거 규정 마련(청원 제29호)

가. 청원의 내용

□ 정강자 청원인의 청원 주요내용은 집합 금지·제한 조치를 취한 경우

중소상인·자영업자들에게 고정비 등을 손실보상할 수 있도록 법 제70

조제1항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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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70조제1항22)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등을 진료하였거

나 방역조치로서 폐쇄 또는 업무정지된 의료기관에게 발생한 손실 등

을 보상해주도록 하고 있음.

□ 행정상 손실보상이란 공공의 필요에 따라 적법하게 행사된 공권력으로

인하여 개인의 재산에 특별한 희생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에 대하여

금전적인 보상을 하는 제도로, 공공의 필요로 인하여 발생한 특정 개

인의 특별한 희생을 공동체 구성원이 전체적으로 평등하게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임.

– 행정상 손실보상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필요하고 정당한 보상을 하

여야 한다23)는 점에서,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

급이 가능하며 그 대상과 규모가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재정

지원과는 차이가 있음.

□ 방역에 성실하게 협조함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자영업

22) 제70조(손실보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제70조의2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

다.

1.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ㆍ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1의2. 제39조의3에 따른 접촉자 격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2. 이 법에 따른 조치에 따라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손실

3.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폐쇄 또는 업무 정지 등으로 의료기관에 발생한 손실

4. 제47조제1호, 제4호 및 제5호,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4호,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제12호

의2 및 제13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5. 감염병환자등이 발생ㆍ경유하거나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사실을 공개

하여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의 손실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손실에 준하

고, 제70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손실

23)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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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등을 보호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행법 상의 물건의 폐기, 장소의

소독 등에 소요된 직접적인 비용 이외에 영업 제한·금지 또는 집합 제

한·금지로 인한 손실 등 영업이익에 대한 손실보상 여부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논의가 필요함.

□ 첫째, 해당 손실이 손실보상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손실보상은 ‘공익목적을 위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이미 형성된 구체

적 재산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여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넘어 특

별한 희생’이 발생한 경우 이를 금전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것임.

이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동원명령과 응

급부담24), 「재해구호법」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사용과 시

설·물자의 우선사용 등25)의 경우에는 손실보상 규정을 두고 있음.

2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9조(동원명령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ㆍ군ㆍ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

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민방위기본법」 제26조에 따른 민방위대의 동원

  2. 응급조치를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 대한 관계 직원의 출동 또는 재난관리자원 및 제34조 제

2항에 따라 지정된 장비ㆍ시설 및 인력의 동원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3. 동원 가능한 장비와 인력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 대한 군부대의 지원 요청

②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5조(응급부담)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

한다)은 그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해당 재난현장에 있는 사람이나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응급조치에 종사하게 하거나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축물ㆍ인공구조물,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 사용할 수 있으

며,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제64조(손실보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9조 및 제45조(제46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면 보상하여야 한다.

25) 「재해구호법」

제9조(토지 또는 건물 등의 사용) ① 구호기관은 구호를 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타인 소

유의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사용할 수 있다.

② 구호기관은 제1항에 따라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 승낙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구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용으로 인하여 소유자등에게 손실이 발생하면 그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

상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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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막기 위한 도축장 사용정지·제한

명령은 헌법 제23조제3항 소정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에 해당하지 아

니하고 이에 대한 보상금은 시혜적인 급부에 해당한다는 헌재결정례

또한 있음.

제11조(시설ㆍ물자의 우선사용 등) ① 구호기관은 구호를 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료ㆍ

방역ㆍ급식 또는 물자의 취급이나 운송을 업(業)으로 하는 자에게 시설 또는 물자의 우선사용과 판매ㆍ

운송에 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력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호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재해구호업무에 협력하는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도축장 사용정지ㆍ제한명령은 구제역과 같은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고,

도축장 사용정지ㆍ제한명령이 내려지면 국가가 도축장 영업권을 강제로 취득하여 공익 목적으

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들이 일정기간 동안 도축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효과가 발

생할 뿐이다. 이와 같은 재산권에 대한 제약의 목적과 형태에 비추어 볼 때, 도축장 사용정지ㆍ

제한명령은 공익목적을 위하여 이미 형성된 구체적 재산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헌법 제23조

제3항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도축장 소유자들이 수인하여야 할 사

회적 제약으로서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

상금은 도축장 사용정지ㆍ제한명령으로 인한 도축장 소유자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그

러한 명령의 준수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시혜적인 급부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가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그 위험의 원인과 정도에 따라 사회ㆍ경제적인 여건

및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적절하고 효율적인 입법ㆍ행정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는 헌

법 제36조 제3항이 강조하는 생명ㆍ신체의 보호 등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다

하기 위함이다(헌재 2008. 12. 26. 2008헌마419등; 헌재 2015. 9. 24. 2013헌마384 참조).

도축장 사용정지ㆍ제한명령은 위와 같은 이유로 행해지는 것으로서 그 목적은 구제역과 같은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지, 국가가 도축장 영업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또한 도축장 사용정지ㆍ제한명령이 내려지면 도축장을 일정기간 동안 사용

하지 못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고 국가가 도축장을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

서 추구하는 목적이나 재산권 제한의 형태에 비추어 볼 때, 도축장 사용정지ㆍ제한명령은 ‘공익

목적을 위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이미 형성된 구체적 재산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헌법 제

23조 제3항 소정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 인근에 위치한 도축장은 구제역 전파의 통로가 될 위험성이 높기 때문

에, 그러한 도축장의 영업을 방역조치 해제일까지 한시적으로 정지하는 것은 재산권을 공공복

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할 것을 규정한 헌법 제23조 제2항에 부합한다. 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

및 가축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가축에 대한 살처분 명령이 그러

한 가축의 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인 것(헌재 2014. 4. 24. 2013헌바110)과 마찬가

지로, 도축장 사용정지ㆍ제한명령은 구제역이라는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한다는 중대한 공

< 도축장 사용정지·제한명령 관련 헌법결정례(2012헌바3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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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집합 제한·금지 조치로 인한 자영업자 등의 손실이 사회적 제약

의 범위를 넘는 가혹한 부담을 발생시키는 것이어서 헌법 제23조제3항

소정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에 해당함에도 보상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

위헌성이 있을 수 있는바,

도시계획법 제21조에 규정된 개발제한구역제도 그 자체는 원칙적으로 합헌적인 규정인데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말미암아 일부 토지소유자에게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가혹한 부

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하여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것에 위헌성이 있는 것이고, 보

상의 구체적 기준과 방법은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가진 입법자가 입법정책적으로 정할 사항이므로 입법자가 보상입법을 마련함으로써 위헌적인

상태를 제거할 때까지 위 조항을 형식적으로 존속케 하기 위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는 것인

바, 입법자는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보상입법을 하여 위헌적 상태를 제거할 의무가 있고, 행정

청은 보상입법이 마련되기 전에는 새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여서는 아니되며, 토지소유자는

보상입법을 기다려 그에 따른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을 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나 그에 따른

토지재산권의 제한 그 자체의 효력을 다투거나 위 조항에 위반하여 행한 자신들의 행위의 정당

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89헌마214).

< 손실보상 규정의 흠결 관련 헌법결정례 >

이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없는 집합 제한·금지 조치가 헌법에 위반되는

지의 여부에 대한 결정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26)이 청구되어

있으므로 그 논의 경과를 참고할 수 있을 것임.

□ 둘째, 집합 제한·금지 등으로 인한 손실의 규모를 객관적으로 산정하

는 데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점과, 코로나19와 같이 감염병이 전

26) 2020헌마1669 등

익을 위하여 수인하여야 하는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에 해당한다.

도축장 운영에 있어서 영업이익의 감소는 육류소비의 감소, 가축전염병의 발생 등 도축환경의

변화에 의하여 일어날 수 있으므로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도축장의 손해는 도축업에 내재하는

위험의 하나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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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으로 확산된 상황에서 재정부담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감염병 유행으로 인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사회·경제활동 자제와 감염

병 예방·방역조치의 효과를 분리하고 어렵고, 이러한 조치가 없었을

경우 감염병 확산으로 경제가 위축되어 오히려 자영업자 등의 손실이

더 확대되었을 가능성도 있음을 고려할 때 자영업자의 영업이익 감소

분 중 감염병 예방·방역조치에 기인한 손실의 범위를 판단하기 곤란

한 측면이 있음.

□ 참고로, 2020년 2월과 11월 두 차례27), 유사한 취지로 손실보상의 범위

를 자영업자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들이 심사되었으나 방역·

예방조치로 인한 객관적인 손실 규모 산정의 어려움과 재정부담 등의

문제로 계속 심사하기로 한 바 있고, 손실보상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취지의 개정안 다수28)가 발의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

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7) 제37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0.2.19),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제2법안심사소위(2020.11.25)

28)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 7601호, 민병덕의원 

대표발의), 「코로나바이러스 등 감염병 재난에 따른 손실 보상 및 피해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

7819호, 심상정의원 대표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수, 「소상공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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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계 부처의 의견

1) 보건복지부 : 신중검토

□ 「감염병예방법」의 주 목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통한 국민 생

명·건강 보호인 점, 현행 손실보상 규정의 취지*, 복지부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업무 관련성이 적은 점 등을 감안할 때, 「감염병예방법」에

손실보상에 대한 직접적 규정을 두는 것은 신중할 필요

* 방역과 직결되는 기관(의료기관, 격리소), 직접적 방역조치로 인한 손해(오

염된 음식물 폐기, 소독 등)에 한정, 방역 목적의 달성을 그 목적으로 함

– 현행 집합금지 및 제한 조치 규정을 통해 영업정지 및 제한 등 효과

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별도 규정 마련 실익은 없다고 판단되며,

– 법의 목적과 적용범위에 비추어 소상공인·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보호

및 안정 지원을 위해서는 「소상공인법」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 등이

적절함

2) 기획재정부 : 추후 검토

□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지원 제도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계부처·전문가 TF를 구성(‘20.1월)하여 논의 중

* 피해지원의 법적 성격, 지원대상·기준·단가 등 종합적인 제도설계 방안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검토중

– 향후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지원 방식·제도화 등 주요 사항을 관

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조율해 나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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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해외입국자 자가격리의 조건부 단축·면제(청원 제36호·제37호)

가. 청원의 내용

□ 강일한외 17인의 청원 주요내용은 백신 2회 접종 증명서 소지, 코로나

음성확인서 제출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미국의 한인 상공인 및 동포에

대하여 해외입국자에 대한 2주간의 자가격리를 면제할 것을 요청하는

것임.

□ 유병학 청원인의 청원 주요 내용은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하고 수출 관

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에 입국하는 재외동포 상공인에 대하

여 격리기간을 3일 이내로 단축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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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토의견

□ 정부는 코로나19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2020년 4월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2주간 격리 조치하고 있음.

– 다만, 외교·공무 비자를 가진 경우, 중요한 사업상 목적 등으로 입국 전

한국대사관에서 격리면제서를 사전 발급 받은 경우, 항공기 승무원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참고8] 격리 면제 대상자)에 한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되면 자가격리를 면제하고 자가진단앱 등

을 통한 능동감시를 실시([참고9] 공항 검역대응 절차)하고 있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의2. “감염병의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하 “접촉자”라 한다)

나. 「검역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다.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의심자에게 다음 각 호

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감염병 증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

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할 수 있다.

1. 자가(自家) 또는 시설에 격리

「검역법」

제15조(검역조치) ①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 유입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검역감

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

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운송수단이

나 화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검역감염병 환자등을 감시하거나 격리시키는 것

2. 검역감염병 접촉자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이하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이라 한다)을 감시하거나 격리시키

는 것 (3~8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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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일한외 17인의 청원 및 유병학 청원인의 청원은 코로나19 백신을 접

종받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재외 동포 등에 대하여 해외입국자에 대

한 2주간의 자가격리를 면제하거나 단축시켜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

로, 국내에 코로나19를 전파할 위험성이 극히 낮은 경우에 한하여 자

가격리를 면제 또는 단축함으로써 국제적 교류를 원활하게 할 필요성

은 인정됨.

다만, 자가격리 면제 대상자의 구체적인 요건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해외로부터의 유입 현황, 코로나19 백신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 결과,

변이 바이러스의 유행 정도, 상호주의에 입각한 정책 수립 필요성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관 부처에서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 질병관리청은 전반적인 예방접종 추이 및 변이 바이러스 유행상황 등

을 고려하여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 자가격리 면제 등을 포함한 대

응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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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질병관리청 의견 : 장기검토

□ 현재 여러 가지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자가격리 면제서를 발급 중에

있으며,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각종 연구결과 및 국제

적 동향 등도 예의 주시하고 있음.

□ 아울러 전반적인 예방접종 추이 및 변이 바이러스 유행상황 등을 충분

히 고려하여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에 대해 자가격리면제 등을 포함

한 대응방안을 준비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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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8 격리 면제 대상자(2021.2월 기준)29)

① 비자 타입이 A1(외교), A2(공무), A3*(협정)의 경우

* SOFA협정 적용자로 주한미군(,A3)과 그 관련자는 미측 자체 격리

② 입국 전 한국대사관에서 다음의 목적으로 ‘격리면제서’ 사전 발급을 받은 경우

▲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 학술적 목적(국제대회,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 ▲ 기타공익적또는인도적목적등(본인과 배우자의직

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장례식 참여로 한정) ▲ 공무국외출장 후 귀국하는

공무원(공무출장명령서와 ‘격리 면제서’ 소지 필수, 출장지에 대사관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출장명령서 소지로 대체)

③ 항공기 승무원, 객실승무원 외 탑승정비사, 화물정비사(GD지참)

④ 부정기편운항에필수적인현지지점파견자(출장품의서, 항공사 ID카드 지참)

⑤ 입국자 중 해수부에서 제공한 격리면제자로 관할 검역소에서 ‘격리면제서’

발급을 받은 경우

▲ 1)접안 전 14일 이상 선박에서만 체류하고, 2)승하선 및 선원교대 이

력 없고, 3)유증상자 및 환자 발생 등이 없는 선박 내 선원 ▲ 단거리 노

선(한-중)을 기항하는 국적 컨테이너 화물 및 카페리여객선(한중합작 선사

포함)의 내국인 선원 ▲ 국적선사의 국적선(컨테이너선, 벌크선, 탱커선,

자동차운반선)에 승선한 내국인 선원(방역강화대상국가 등에서 출항 또는 14일

이내 경유한 선박은 미적용)

29) 자료: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제9-4판)”, 202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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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9 공항 검역대응 절차30)

□ 유증상자 

* (음성) 격리면제자는 능동감시 실시, 주한미군(A3) 및 그 관련자는 소속부대에서 인

계 및 자체격리 실시

□ 무증상자 

①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

② 단기체류 외국인

③ 격리면제 대상자

* A1(외교), A2(공무), A3(협정) 또는 입국 전 한국대사관에서 ‘격리면제서’를 사전발급

받은 경우 등

※ 외교관과 그 가족 등 A1(외교), A2(공무), A3(협정) 체류자격 입국자는 임시생활시설

에서 진단검사 후 거주지로 이동하여 대기 가능(결과 확인시까지 자가격리 의무)

30) 자료: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제9-4판)”, 202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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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0 예방접종 입국 관련 해외동향31)

□ 미국

○미국 입국자는 예방접종완료 여부와 무관하게 최대 72시간 전

PCR 음성확인서 제출 및 7~14일간 자가격리 규정 유지 중

□ 유럽

○ (회원국 등) 대부분의 회원국 및 기타 유럽국가에서 예방접종완료

여부와 무관하게 도착 72시간 전 PCR음성 확인서 제출 요구 중

      * 자가격리 여부나 기간은 국가마다 상이

○ (ECDC) 예방접종 효과평가 연구가 진행중인 사안이므로 예방접종

완료자도 모든 공중위생조치를 준수해야 함

□ 이스라엘

○ (내국인) 입국자는 도착 72시간 전 PCR음성 확인서 제출, 입국 후

PCR검사 실시 후 음성인 경우 자가격리 실시

- 다만, 예방접종완료자 및 코로나19 완치자는 입국 후 검사 음성인

경우 자가격리 면제

○ (외국인) 외국인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완료 여부와 무관하게 여전히

입국금지 조치 유지 중

○ (증명서 관련) 격리면제용 및 국제인정용 증명서 발급을 추진했으나,

아직 접종초기 단계로 국제적 논의가 필요함에 따라 중지된 상황

□ 일본·중국

○예방접종과 관련한 특례는 별도로 인정하고 있지 않음. 입국시 검사나

자가격리는 그대로 유지

○ 특히 일본은 비즈니스 트랙을 포함한 해외입국 자체를 대부분 금지

31) 자료: 중앙방역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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