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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사르탄과 인보사 사태 등을 겪으면서 의약품의 부작용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높아졌다. 이처럼 의약품을 적절

히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심각한 부작용에 대해 국가에서 책임을 지는 제도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시행된 지 6년이 되었다. 그러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 접수 건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535

건에 불과하다. 드물지만 의약품 사용의 부작용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환자와 보호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인 의사가 이와 같은 제도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는 것이 좋겠다. 아울러 앞으로 한약 부작용 등에 대해서도 

정책적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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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의약품을 적절히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날 수 있는 심각한 부

작용에 대해 국가가 보상해주는 사회안전망 제도이

다. 제도 도입 배경을 살펴보면, 2012년 감기약을 

먹고 중증피부이상반응인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Stevens-Johnson syndrome, SJS)이 발생한 사

례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더라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 

보상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에 따라 피해구제 

관련 약사법 및 관련 법령이 제ㆍ개정 되었다. 이에 

2014년 12월 19일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MFDS)에서 주관하고 

식약처 산하기관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Korea 

Institute of Drug Safety and Risk Management, 

KIDS)에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형태로 피해구

제 제도가 도입되었다.

참고로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 국가 특성에 맞게 

피해구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특히 일본과 대만

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형태로 국가 주도의 피해구

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탈리도마이드

(thalidomide) 사건과 위장약인 퀴노폼(quinoform) 

성분으로 인한 스몬병(Subacute Myelo-Optico- 

Neuropathy, SMON)으로 피해자가 제약회사와 

국가를 상대로 집단적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면서 

국가차원의 구제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대두

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비교적 이른 시기인 1980

년부터 PMDA (Pharmaceuticals and Medical 

Devices Agency)의 전신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

제ㆍ연구 진흥 조사기구에서 피해구제 업무를 시작

하게 되었다. 대만에서는 2000년 약해구제법이라

는 피해구제 법안이 통과되었는데, 항진균제인 테

르비나핀(terbinafine)과 이트라코나졸(itraconazole)

의 빈번한 부작용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정부, 제

약업계, 소비자, 유관단체 등이 피해구제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였고, TDRF(Taiwan Drug 

Relief Foundations)를 설립하여 피해구제 제도

를 운영해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시

행된 지도 6년차에 접어들고 있다. 피해구제 보상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피해구제 제도 발전방

안을 강구한 결과, 안정적으로 제도가 정착해 가고 

있다. 이제 이 제도가 의약품 사용의 안전망으로서

의 기능을 충실히 하기 위해 피해구제 제도 소개 및 

운영 현황 등을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1) 보상 종류

의약품의 정상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사망, 장

애, 질병(입원)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피

해구제급여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피해구제급여

는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장애일시보상금, 진료

비 등 4가지 유형이 있다. 2014년 사망일시보상금

을 시작으로, 2016년 장례비와 장애일시보상금, 

2017년 급여 진료비 보상을 실시하였으며 2019년 

6월 비급여 진료비까지 보상 범위를 확대하면서 완

전한 피해구제 제도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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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보상 범위 및 보상액❙

사망일시보상금은 피해구제 급여 지급 결정 당시 

최저임금의 5년치 월환산액을 제공하는데, 2020

년도 기준으로 약 1억 771만원 수준이다. 사망일시

보상금이 지급되면 평균 임금의 3개월치에 해당하

는 장례비도 동시에 지급된다(2020년 기준 약 912

만원). 장애일시보상금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장애 등급 판정에 따라 1급부터 4급으로 나누어 차

등지급하고 있다. 진료비는 입원을 필요로 하는 중

대한 부작용 치료에 지불한 본인부담액 및 비급여

액을 최소 30만원부터 최대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

상하고 있다.

2) 운영 절차

의약품 부작용이 발생하면 본인 또는 가족, 법정

대리인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피해구제 신

청 접수를 할 수 있다. 신청된 접수 건은 약물-부작

용 인과성 평가 등 조사ㆍ감정을 거쳐 식품의약품안

전처에서 주관하는 의약품 부작용 심의위원회에 상

정되어 피해구제급여 지급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심의결과는 다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전달되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결정사항을 통

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리고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역할을 한다. 

피해구제를 위한 보상 재원은 의약품 제조ㆍ수입

업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조성된다. 부담금은 

품목별 생산액 등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기본부담

금과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한 품목에 부과하는 추

가부담금이 있다. 제약사는 기본부담금과 추가부

담금을 연2회 (1월 및 7월) 납부하고 있으며 재정운용

위원회를 통해 부담금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다.

공정하고 전문적인 피해 조사ㆍ감정을 위해 한국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의약품부작용 전문위원회(이

하 전문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

고 있다. 전문위원회는 의약품과 관련된 학회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의ㆍ약사 및 변호사 등 전문가 

약 500명으로 구성되는데 의약품과 부작용 사이의 

인과관계 및 의약품 사용의 적정성 등에 대한 자문

을 담당하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보건의료 전문가 

및 의료법학, 소비자 단체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로 

구성되며 조사ㆍ감정을 완료한 안건에 대한 피해구

제급여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의 적정성 등을 최종 심

의ㆍ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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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운영 절차❙
3) 신청 대상

사망일시보상금(장례비 포함) 및 장애일시보상

금의 경우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진료비의 경우 의약품 부작용으로 진료행위

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신청이 가능하며 제도 시

행일인 2014년 12월 19일 이후 발생한 부작용에 

한하여 신청 대상이 된다. 

또한, 암이나 그 밖의 특수질병에 사용하는 의약

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한 지급 제외 성

분으로 인한 부작용이거나, 국가필수 예방접종 후 

발생한 부작용, 피해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부작용, 의료과실로 인한 경우 및 그 외 이미 

보상을 받은 경우 등은 피해구제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

4) 신청 서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 접수를 위해 준비

해야 하는 서류는 피해구제급여 신청서, 진료의 소

견서, 진료기록부 등 <표 1>에 제시한 목록과 같다. 

신청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양식은 의약품 부

작용 피해구제 홈페이지(karp.drugsafe.or.kr)에

서 확인할 수 있다.

구분 구비서류

공통

∙ 피해구제급여 신청서

∙ 서약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등 동의서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및 위임장

∙ 특정 의약품으로 인하여 해당 부작용이 의심될 

수 있다는 의사소견서

∙ 투약내역서

∙ 진료기록부(경과기록지, 입퇴원 요약지 등)

∙ 신청인 신분증 사본 및 통장사본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필요

사망일시

보상금

∙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장례비 ∙ 장례를 지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장애일시

보상금

∙ 장애심사용 진단서 및 소견서(장애 상태를 

확인 가능해야 함)

진료비 ∙ 진료비 영수증 및 일자별 상세내역서

❙표 1.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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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망 장례 장애 진료 총 계

2015년 20 (100.0) (미시행) (미시행) (미시행) 20 (100.0)

2016년 24 (36.9) 36 (55.4) 5 (7.7) (미시행) 65 (100.0)

2017년 16 (12.7) 16 (12.7) 4 (3.2) 90 (71.4) 126 (100.0)

2018년 16 (11.5) 16 (11.5) 4 (2.9) 103 (74.1) 139 (100.0)

2019년 19 (10.3) 19 (10.3) 6 (3.2) 141 (76.2) 185 (100.0)

총 계 95 (17.8) 87 (16.3) 19 (3.5) 334 (62.4) 535 (100.0)

❙표 2. ‘15~19년(5년간) 연도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

연 도
사망 장례 장애 진료 총 계

지급 미지급 지급 미지급 지급 미지급 지급 미지급 지급 미지급

2015년
8

(50.0)
8

(50.0)
(미시행) (미시행) (미시행)

8
(50.0)

8
(50.0)

2016년
15

(78.9)
4

(21.1)
23

(85.2)
4

(14.8)
2

(66.7)
1 

(33.3)
(미시행)

40
(81.6)

9
(18.4)

2017년
13

(76.5)
4

(23.5)
13

(76.5)
4

(23.5)
4

(80.0)
1

(20.0)
50

(89.3)
6

(10.7)
80

(84.2)
15

(15.8)

2018년
10

(66.7)
5

(33.3)
10

(66.7)
5

(33.3)
3

(75.0)
1

(25.0)
69

(81.2)
16

(18.8)
92

(77.3)
27

(22.7)

2019년
11

(64.7)
6

(35.3)
11

(64.7)
6

(35.3)
4

(66.7)
2

(33.3)
94

(91.3)
9

(8.7)
120

(83.9)
23

(16.1)

총  계
57

(67.9)
27

(32.1)
57

(75.0)
19

(25.0)
13

(72.2)
5

(27.8)
213

(87.3)
31

(12.7)
340

(80.6)
82

(19.4)

* 지급, 미지급 결정 건수는 지급연도 기준

❙표 3. ‘15~19년(5년간) 연도별 의약품 부작용 심의위원회 심의 현황❙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운영 현황

1) 피해구제 신청 접수 현황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피해구제 신청 

접수 건은 총 535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5년에는 사망 접수가 20건 있었고, 2016

년에는 장례비 및 장애일시보상이 시작되면서 접수 

건이 65건으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하였다. 마찬

가지로, 2017년에 진료비 보상이 시작되면서 접수 

건이 다시 126건으로 2배 정도 증가하였다. 2018년

도에는 139건으로 증가폭이 다소 주춤하다가 2019

년에 비급여 진료비까지 보상 범위가 확대되면서 접

수 건이 185건으로 전년 대비 33% 증가하였다. 

지난 5년간 보상 유형별 신청 건수를 살펴보면 진

료비의 비중이 62.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제도 

초기부터 시행했던 사망일시보상이 17.8%, 장례비 

보상 16.3%, 장애일시보상 3.5% 순으로 나타났다.

2) 피해구제 지급 현황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전체 접수건 중 

422건이 의약품 부작용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을 완료하였다. 이 중 피해구제급여가 지급된 수는 

340건으로 지급률은 약 80.6% 수준이었으며, 총 

65억의 보상금이 지급되었다. 보상 유형별로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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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피해구제 지급 건의 성별 및 연령별 분포 현황❙

사망일시보상금의 지급률은 67.9%, 장애일시보상

금은 72.2%, 진료비는 87.3%로 진료비의 지급률

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미지급 사유는 부작용으로 인정이 되지 않거나 

부작용으로는 인정되나 사망 또는 장애 등 피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타 법령에

서 이미 보상한 경우 등이 있었다.

3) 피해구제 지급 건의 성별 및 연령별 분석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피해구제 지급 

건을 분석해보면 피해구제급여를 지급받은 남성이 

55.3%로 여성(44.7%)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분포는 60-69세가 23.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50-59세 19.7%, 70-79세 19.4%의 순

으로 피해구제급여 지급자는 대부분 고연령대에 분

포하고 있었다.

4) 다빈도 부작용 및 원인의약품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의 피해구제 지급 

건 중 다빈도 주요 부작용은 독성표피괴사용해 

25.8%, 드레스증후군 24.9%, 스티븐스-존슨 증후

군 12.8%로 중증피부이상반응이 대부분(63.5%)

이었다. 그 외 아나필락시스 쇼크(7.9%) 및 약물발

진(3.5%)도 다빈도로 나타나고 있다. 

다빈도 부작용 비율

독성표피괴사용해
(Toxic epidermal necrolysis)

25.8%

드레스증후군(Drug reaction with 
eosinophilia and systemic symptoms)

24.9%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Stevens-Johnson syndrome)

12.8%

아나필락시스 쇼크(Anaphylactic shock) 7.9%

약물발진(Drug eruption) 3.5%

담즙 정체성 간손상
(Cholestatic liver injury)

1.9%

신경이완제악성증후군
(Neuroleptic malignant syndrome)

1.4%

섬망(Delirium) 1.2%

급성호흡부전(Acute respiratory failure) 1.2%

급성 신손상(Acute kidney injury) 1.2%

약물-유발 간손상
(Drug-induced liver injury)

1.2%

* 부작용명은 MedDRA Preferred Term (PT) 기준으로 분류

* 한 개의 피해구제 지급 건에 복수의 부작용명 및 의약품

명 조합 허용 

❙표 4. ‘15~19년(5년간) 다빈도 부작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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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빈도 원인의약품은 항생제가 16.7%로 가장 빈

번하게 나타났으며, 항경련제 14.9%, 비스테로이

드성 소염진통제 13.0%, 통풍치료제 12.8%, 항결

핵제 7.2%, 기타진통제 4.4%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빈도 의약품(효능군) 비율

항생제(Antibacterials for systemic use) 16.7%

항경련제(Antiepileptics) 14.9%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Antiinflammatory and antirheumatic products)

13.0%

통풍치료제(Antigout preparations) 12.8%

항결핵제(Antimycobacterials) 7.2%

기타진통제(Analgesics) 4.4%

산 관련 장애를 위한 의약품
(Drugs for acid related disorders)

3.0%

골진환 치료제
(Drug for treatment of bone diseased)

2.6%

정신억제제(Psycholeptics) 2.1%

성호르몬 및 생식계 조절인자로 작용하는 약물
(Sex hormones and modulators of the 

genital system)
2.1%

조영제(Contrast media) 2.1%

* 의약품명은 ATC (Anatomical Therapeutic Chemical 
Classification System) 분류체계에 따라 구분 

* 한 개의 피해구제 지급 건에 복수의 부작용명 및 의약품
명 조합 허용 

❙표 5. ‘15~19년(5년간) 다빈도 원인의약품 현황(효능군별 분류)❙

마치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의약품을 적정하

게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부작용의 피

해를 사회적으로 보상하는 제도이다. 피해구제 접

수는 주로 부작용을 치료했던 의료 전문가의 권고

로 이뤄지고 있다. 의약품을 복용하는 국민에게 매

우 드물지만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피

해에 대해 알리고 피해구제 제도를 홍보하는 것과

는 별개로, 피해구제 접수는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 

장애, 입원 등을 필요로 하는 중증 부작용에 대해 보

상하다보니 약으로 인한 부작용임을 판단해줄 수 

있는 전문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피해구제 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제도의 혜택

을 국민들에게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진이 

먼저 제도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줄 것을 당부하고 싶다.

피해구제 보상금은 제약사의 부담금으로 운영되

고 있다. 부담금 납부율은 100%에 달하고 있는데 

제약사의 적극적인 협조로 우리나라 피해구제 제도

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보상 규모가 큰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례비, 

장애일시보상금의 경우 최저임금에 기반을 두고 있

어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상승에 따라 재정 부담이 

갈수록 증가하는 실정이다. 아울러 진료비는 사망

이나 장애 건처럼 보상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비급

여 진료비까지 보상 범위가 확대된 영향으로 신청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이 또한 재정 관리의 부담요

인이 될 수 있다. 피해구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해

외 국가에서도 제도의 장기 존속을 위한 선결과제

로 재원마련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의 

경우 책임준비금 적립제도란 것을 시행하여 매년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미래의 피해구제급여 지급에 

대비하고 있다. 우리도 국민 안전지킴이로써 피해

구제 제도가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부담금

의 안정적 확보와 제한된 재원의 합리적 분배가 무

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현재 피해구제 급여액을 전액 지급 

또는 전액 미지급하는 방식보다는 부작용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급여액의 부분 지급을 통해 보다 포

괄적으로 국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하자는 의견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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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사망일시보상금의 경우 급여액이 크다보

니 지급과 미지급의 의견이 상충하는 경향이 있다. 

의약품과 부작용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되지만 부

작용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상당하지 않은 사

례도 사망에 이르는데 부작용의 영향을 완전히 배

제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전액 지급 또는 

전액 미지급 결정보다는 부분 지급 등의 방안을 고

려해볼 만 할 것이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뿐만 아니라 동일한 의약

품으로 인한 부작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근본적인 활동 또한 중요한 부분이다. 한국의약품

안전관리원은 의약품 부작용 수집ㆍ분석ㆍ평가ㆍ

관리ㆍ제공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문가 및 제

약사, 일반인에게 보고받은 부작용 정보를 분석ㆍ

평가하여 의약품 허가사항 등에 반영하는 것은 물

론 피해구제 지급 건에 대해서도 허가사항을 검토

하여 반영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지

원하고 있다. 또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가 인정되어 

보상을 받은 피해자가 동일한 의약품으로 심각한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의약품 부작용 카드’를 발

급하고 있다. 피해자가 의료기관 방문 시 부작용명

과 의심의약품명, 부작용 발생 추정일 등을 담은 의

약품 부작용 카드를 의료진에게 보여주도록 안내하

여 부작용 의심의약품의 재사용을 주의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이 외에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건강보

험심사평가원과 협의하여 언제 발생할지 모를 의약

품 부작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부작용 피해

구제 지급 대상자의 부작용 정보를 본인 동의하에 

DUR (Drug Utilization Review) 시스템에 탑재

하여 의료현장에 알림창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더

불어, 앞으로 약물이상반응 유전체 연구를 기반으

로 부작용 발생 고위험군을 신속히 선별하는 방안

을 마련하기 위해 학계ㆍ유관단체 등과 연계한 연구

사업도 활발히 논의할 예정이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의약품에 본질적

으로 내재된 부작용의 위험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선진적인 제도이다. 인구 고령화

와 높은 만성질환 유병률 등으로 의약품 사용이 꾸

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

과 의약품 안전사용에 대한 인식 또한 높아져 환자 

안전을 강화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대한 

기대수준도 점점 높아질 것이라 예상된다. 한국의

약품안전관리원은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유도하고 

의약품 부작용 예방부터 부작용 피해구제, 동일 부

작용 재발 방지로 연결되는 의약품 사용의 선순환

적 안전망 강화로 국민 건강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

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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