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유행 및 방역 관련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손실보상 규정 및 실

무적 포인트 몇 가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손실보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제70조의2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

으로 발생한 손실 

1의 2. 제39조의3에 따른 접촉자 격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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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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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 

4. 제47조제1호, 제4호 및 제5호,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4호, 제6호부터 제

10호까지,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5. 감염병환자등이 발생·경유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

청장이 그 사실을 공개하여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의 손실로

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손실에 준하고, 제70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

·의결하는 손실 

 

첨부 파일: 시행령 별표 2의2 - 손실보상의 대상 및 범위  

 

참고로 ‘보상’은 합법적 행위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것이고, ‘배상’은 불법적 행위

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진료·격리한 의료기관 등에 대한 손

실보상을 논의하기 위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지난 17일 구성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서 김염병예방법에 따라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기준 등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할 것입니다. 의료계 및 관련 전문가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객관적인 손실보상 기

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집행할 계획이

라고 합니다. 

 

참고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역학조사)에서 정한 의무 위반사항을 고발하

고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 지도 및 명령 위반으로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조치로 과징금 806만원을 부과하였고, 위 행정

처분을 이유로 삼성서울병원에게 메르스 관련 손실보상액 607억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

다. 

 

삼성서울병원은 2017년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취소 및 손실보상금 지급 거

부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2심애서 모두 삼성서울병원에서 승소하였

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2월 7일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장

을 제출하여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