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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시행(2.5일)

□

ㅇ 식약처 및 각 시도는 신고를 받거나 위반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법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시정명령, 사법
당국에 고발 등 조치를 취하게 되며(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18조)

ㅇ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라

26

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됨

2

□

정부는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행위는 절대로 용납
하지 않을 것이며 최대한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것임

ㅇ

지난

일부터

1.31

·

·

개팀

·

명으로 정부합동단속반(식약처

30

120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으로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공정위 국세청 지자체)을 구성하여

등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매점매석행위 금지고시 시행에 맞춰 경찰청과 관세청이 참여

「보건용
고시」를

함으로써 조사인원을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법제처 및 규제 심사 등을 신속히 진행하여

‘20.2.5

수) 0시부터 시행하게 되었음

(

ㅇ 매점매석행위 금지 적용대상 및 판단기준 등은 다음과 같음
① (적용대상 물품)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② (적용대상자) 생산자, 판매자

ㅇ

개소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90

명으로 대폭 확대하였고

180

매점매석행위(물가안정법), 담합에 따른 가격인상 등 불공정
행위(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법), 폭리 및 탈세(국세기본법 등),

·

밀수출 매점매석행위 금지고시를 위반한 수출행위(관세법)
등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임
※ 참고: 1.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③ (매점매석 판단기준)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 19년 신규 사업자는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영업 2개월 미만 사업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
④ (조사‧단속) 신고센터(식약처, 각 시도) 및 합동단속반(식약처, 공정위,
국세청, 각 시도) 설치‧운영

2. 매점매석 행위 등 신고 접수처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⑤ (적용시한) ‘20.2.5일 0시부터 `20.4.30일까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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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최근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가격이 급변하
는 상황을 이용하여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이를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국민보건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매점매석의 행위를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물품) 이 고시를 적용할 물품은 약사법 제2조제7호
에 따른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적용대상자) 이 고시를 적용받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보
건용 마스크 또는 손소독제를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자로 한다.
제4조(매점매석행위 등 금지) ① 사업자는 보건용 마스크나 손소독제
를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보유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업자는 보건용 마스크나 손소독제를 폭리를 목적으로 판매를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매점매석행위여부 판단기준) ① 제4조에 따른 매점매석행위 판
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1. 2019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월평균 판
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2. 2019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영업 시작
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3.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영업일이 2개월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매
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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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당 사업자가 조사 시점에 소비자의 반환 증가로 해당 제품을
과다하게 보관할 수밖에 없거나 유류비 등 반환 비용을 충당하기 어
려울 정도로 보관량이 적어 판매를 기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4조 및 제1항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제6조(단속 및 보고) ① 이 고시의 원활한 집행과 운영을 위하여 식품
의약품안전처와 각 시·도는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행
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②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의 단속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공
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 각 시·도는 합동으로 단
속반을 운영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각 시·도의 단속실적을 취합하여 그 결과를
정례적으로 기획재정부에 통보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이 고시는 시행일로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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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매점매석행위 등 신고 접수처

구 분

담당 부서명

전화번호
02-2640-5057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02-2640-5080
02-2640-5087

서울특별시

사재기 등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02-2133-5376

부산광역시

사재기 등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051-888-3381~4

대구광역시

사재기 등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053-803-1119

인천광역시

사재기 등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032-440-4204

광주광역시

민생경제과

062-613-3740~3

대전광역시

소상공인과

042-270-3672

울산광역시

중소벤처기업과

052-229-2731

경기도

사재기 등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031-251-9898

강원도

사재기 등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033-249-2850

충청북도

소비자신고상담센터

043-256-9898

충청남도

사재기 등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041-635-3444

전라북도

일자리정책관

063-280-3256

전라남도

사재기 등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061-286-4170~1

경상북도

일자리경제노동과

054-880-2625

경상남도

사재기 등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055-211-3351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064-710-2513

사재기 등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044-300-4015

세종특별자치시

YWCA

소비자신고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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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863-98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