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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인가요? 피해구제 신청하세요!
2019년 피해구제 신청 전년대비 33% 증가, 지급액 65억 넘어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해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신청한 건이
지급한 피해구제금이

65

2018

년 대비

33%

증가하고 , 현재까지

억을 넘어서는 등 사회안전망으로서 제도

기반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피해구제 신청현황: (’17년) 126건 → (’18년) 139건 → (’19년) 185건(33% 증가)

○ 이러한 증가는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비용까지 보상범위를 확대
(‘19.6월)

하여 실질적인 환자의 부담을 줄이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더불어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입원진료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 및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제도 시행 전에는 피해 당사자가 소송을 통해 의약품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입증해 보상을 받아야 했으나, 제도 시행으로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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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은 의약품 제조업자와 수입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되며, 피해구제 신청접수와 부작용 조사
감정 등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5에서 2019년까지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주요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도 시행 이후 지난
334건(62%)으로
87건(16.3%),

가장 많았고,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 피해구제 급여는 총
-

년간 피해구제 신청은 총

5

340

19건(3.5%)

건으로 약

유형별 지급 건수는 진료비가
액은 사망일시보상금이 약

213

건으로 진료비가

535

95건(17.8%),

장례비

순이었습니다.

억원이 지급되었습니다.

65

건(62%)으로 가장 많았고, 지급

억(74%)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48

※ 유형별 지급건수 : 진료비 213건(62%) > 사망일시보상금 57건(17%)·장례비
57건(17%) > 장애일시보상금 13건(4%)
※ 유형별 지급액 : 사망일시보상금 48억(74%) > 장애일시보상금 8.3억(13%) >
진료비 4.8억(7%) > 장례비 4억(6%)
-

피해구제를 받은 부작용 사례는 총

430건(지급 1건당

보고)으로 이 중 독성표피괴사용해1)가

111건(25.8%),

여러 부작용

드레스증후군2)

1) 독성표피괴사용해 : 심한 급성 피부 점막 반응, 피부괴사 및 점막침범이 특징적이며 대부분 약물에 의해 발생함
2) 드레스증후군 : 피부발진, 내부장기 침범, 호산구 증가, 고열 등 전신반응
- 2 -

107건(24.9%),

쇼크4)
-

스티븐스-존슨 증후군3)

55건(12.8%),

아나필락시스

34건(7.9%)입니다.

피해구제를 받게 된 원인 의약품은 항생제
64건(14.9%),
55건(12.8%)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72건(16.7%),
56건(13%),

항경련제

통풍치료제

순이었습니다.

□ 식약처는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제도’가 앞으로도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www.drugsafe.or.kr) 또는 유선(1644-6223)으로 상담·신청
할 수 있습니다.

<첨부> 1.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운영 체계

2.

제도 운영 현황

(‘15년~’19년)

3.

피해구제 지급 부작용 및 원인의약품 현황

3)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독성표피괴사용해와 증상이 유사하며 체표면적을 기준으로 피부박리가 10% 미만인 경우
4) 아나필락시스 쇼크 : 급격한 전신적인 중증 알레르기반응으로, 단시간 내에 여러 장기를 침범하여 쇼크를 일으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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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운영 체계

구 분

추진
체계

주요 내용

누구의 과실책임없이(업체, 의사, 약사 등) 정상적인 의약품의
신청인
발생한 부작용의 피해자로서 주관기관에 피해
(부작용 피해자) 사용으로
보상 신청
부담금 징수·관리 및 피해구제 신청된 부작용에
한국의약품 피해구제
인과관계 등 원인을 규명하고, 그 결과를 부작용
안전관리원 대해
심의위원회(의약․법조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에 보고
운영하는 위원회로서, 한국의약품
의약품부작용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조사한 피해구제 사실관계 및 피해구제
심의위원회 안전관리원에서
범위 등에 대하여 심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사업 운영

진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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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제도 운영 현황

(‘15년~’19년)

피해구제 보상 범위 확대

피해구제 신청 현황 (단위: 건)

피해구제 지급 건수 (단위: 건)

피해구제 지급 금액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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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3>

피해구제 지급 부작용 및 원인의약품 현황

피해구제 받은 주요 부작용 현황(단위: 건)

피해구제 받게 된 원인 의약품 현황 (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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