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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dverse drug reaction relief system is no-fault compensation system which provides compensation for
severe injuries that were caused by adverse reaction even after proper use of medicin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current status of the adverse drug reaction relief system in Japan, Taiwan, and Korea. We investigated the relief
system in above three countries through websites, literatures, reports, spot investigation and e-mail questionnaires. Although
great similarities for the relief system were recognized among the three countries, the difference among the countries and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each country’s relief system was also identified; for example, the relief for injuries by offlabel uses, details of relief benefits, the relief payment for the adverse drug reactions, and the compensation for medical
expenses which is classified as non-reimbursement treatment. Therefore, it is possible to establish more valuable no-fault
compensation system in Korea through application of advantage and experience for the relief system in Japan and Taiwan.
Keywords adverse drug reaction relief system, no-fault compensation, drug injury, non-reimbursement treatment, off-label use

서 론(Introduction)

더라도 판결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의약품의 결함을 직접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 지식이 부족한 환자들에겐 장벽으

의약품 부작용은 의약품 등을 정상적인 용량에 따라 투여한

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의약품을 적절히 사용했음에도 불

경우 발생하는 모든 의도되지 않은 효과를 말한다. 의약품 부

구하고 부작용에 의한 피해를 구제해주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작용은 인간에게 이로운 효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인

북유럽과 독일, 일본, 대만 등 여러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고, 한

간의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로

국에서도 이러한 제도 중 하나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스티븐스-존슨 증후군(Stevens-Johnson syndrome, SJS)을 들 수

를 시행하였다.

4)

1)

5,6)

있다.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은 대부분 약물에 의해 발생하는 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어느 한 쪽에 책임을 부과하

문 질환으로, 극심한 열과 함께 홍반성의 반점과 표피 및 점막

지 않는 무과실책임입법으로 의약품을 적절하게 사용하였음에

의 박리를 특징으로 하며 내부장기의 침범 등 전신증상이 함께

도 불구하고, 부작용으로 인하여 사망, 장애, 질병 피해를 받은

스티븐스-존슨 증후군과 같이 치명적

유족 및 환자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 및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2,3)

이 제도는 1991년 약

인 부작용에 대한 보상은 재판에 의한 판정을 통하여 이루어질

장례비를 지급해주는 사회보상제도이다.

수도 있지만, 소송에 많은 비용이 필요하고, 배상이 인정된다 하

사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제도 시행은 지연

7,8)

되었고, 2014년 3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2014년
12월 19일부터 제도가 시행되었다. 또한 2017년에는 진료비 보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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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실시하는 등 점차 보상범위를 확대하여, 사회보장시스템의
한 축으로서 정착하게 되었다. 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합리적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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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정비와 이와 관련된 사회적 요구도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비급여 진료에 의한 보상 범위, 피해구제 보상 차등 지급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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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

하였다. 위 데이터베이스 검색 이외에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

도의 쟁점이 되는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과 대만에서의 제도 현

제 관련 기존 선행연구 및 보고서 등 문헌을 조사하고 검토하였다.

황을 조사하고, 각 국가에서의 특징적인 사항을 비교 분석하여,

두 번째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관련 국내외 데이터

한국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서의 개선점과 그와 관

베이스 및 유관기관 사이트 이외에도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관

련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련 기존 선행 연구 및 보고서 등의 문헌을 수집하였다. 국내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현황을 다루는 문헌, 각 국가

연구방법(Research Methods)
조사 목록
본 연구에서는 한국, 일본 및 대만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조사하였는데, 대만과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제도의 도입

제도의 특징을 비교하는 문헌, 피해구제의 보상 범위 확대 쟁점
을 다루는 문헌, 건강보험 제도 하에서 본인부담금과 관련된 쟁
점이나 비급여 진료나 의약품 오프라벨 사용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는 문헌 등을 검토하였다.

10-15)

마지막으로 국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대해 사이트

과 정착이 빨랐고, 한국과 제도의 유사점이 많기 때문에 선정하

나 문헌을 검색하는 것으로 접근할 수 없는 정보를 얻고자, 일

였다. 조사 대상은 제도의 현황과 시행되고 있는 법령이나, 의

본 PMDA와 대만 TDRF 관계자를 대상으로 e-mail을 통한 서면

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뿐만 아니라 허가 외 사용 및 비급

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국가의 피해구제제도 관련 용어, 정보 접

여 의약품 진료비 확대와 관련 있는 건강보험제도도 포괄적으

근성 및 제도 시행의 차이를 고려하여 일본과 대만의 설문조사

로 조사하였다. 특히 피해구제 심의건수 및 지급건수, 피해구제

지를 따로 제작하였으며, 10분 이내 설문응답이 끝나도록 객관

지급 승인율, 누적재원 및 징수액, 2017년 기준 피해구제 지급

식 위주의 필수적 질문들로 구성하였다. 일본 관계자에게는 피

액, 피해구제 지급 대상 및 제외 규정, 피해구제 급여 유형 및

해구제 제도의 진료비 보상에 비급여 진료비, 허가 외 사용에 의

급여 유형별 보상기준, 비급여 의약품 및 의약품 허가 외 사용

한 비용, 전통의학 진료 비용, 또한 의료기기 비용이 포함되는지

(Off-label) 피해구제 여부, 급여 유형 중 비급여 진료 및 허가

에 대해 질문하였다. 대만 관계자 대상으로는 비급여 진료비 보

외 사용 진료에 대한 보상 여부에 대해 조사하였다.

상, 허가 외 사용 진료비 보상, 전통의학 및 의료기기 진료비 보

조사 방법
국내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관련 제도 및 현황 조사를 위

재원, 본인전부부담금 진료 유무, 허가 외 사용 급여 가능 여부,

상에 대한 내용에 덧붙여, 2017년 피해구제 제도 징수액과 누적
비급여 의약품의 피해구제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였다(Table 1).

하여 첫 번째로 데이터베이스 및 유관기관 사이트를 검색하였

결 과(Results)

다. 국내 조사를 위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소개자료, 접수 및 심의 현황 자료, 피해
구제 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자료를 참고하였고, 식품의약품안전
처의 연구관리시스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건강보험 보고서,

2017년도 기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지급건수 및 지급액
2017년을 기준으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의 지급건수 및 지

대한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의 피해구제 보도 자료, 국회입법조사

급액 현황을 비교하였다. 우선 한국의 2017년 현황에서 피해구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처의 입법 영향 보고서,『약사법』

제 심의건수는 93건, 지급건수는 78건으로 피해구제 승인율은

관한 규정』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84%로 나타났다.

등 관계 법령, 국가통계포털의 국내 건강보험 보장률 변화와 국

타났고, 당해 년도 피해구제 지급액을 한국의 인구수 총 51,446,201

외와 국내의 건강보험 보장률 변화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명으로 나누어 계산한 인구 1인 대비 피해구제 지급액은 27.7원

16-18)

총 피해구제 누적재원은 약108억원으로 나

국외 조사는 일본의 경우 일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피해구제 심의건수는 1,607건, 지급건수

의 운영기관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harmaceuticals and Med-

는 1,305건으로 나타나 피해구제 승인율은 약 81%로 나타났다.

ical Devices Agency, PMDA) 사이트에 있는 업무실적 자료를 통

피해구제 누적재원은 원화로 환산하였을 때, 약 2,444억원으로

해 피해구제 대상, 급여 보상 기준, 그리고 운영 현황에 관한 정

나타났고, 당해 년도 피해구제 징수액은 원화로 약 415억원을

보를 확인하였다. 또한 후생노동성 법령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

징수했고, 피해구제 지급액은 약 237 억원으로 나타났다. 그리

하여 비급여 의약품, 오프라벨 의약품 구제와 관련된 세부 조항

고 당해 년도 피해구제 지급액을 총 일본 인구수인 126,609,000

이나 후생노동성 관계자와의 질의응답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

명으로 나누었을 때, 인구 1인 대비 피해구제 지급액은 187.2원

다. 대만의 자료는 대만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운영 기

으로 나타났다. 대만의 피해구제 심의건수는 181건, 지급건수는

관인 재단법인약해구제기금회(Taiwan Drug Relief Foundation,

122건으로 피해구제 승인율은 67%로 나왔고, 총 피해구제 누적

TDRF)의 홈페이지에 있는 피해구제 지급 대상, 보상 기준 자료

재원은 원화로 환산하였을 때 약 36억원으로 나타났다. 당해 년

와, TDRF의 재무 정보 자료를 활용하였고, 관련 법령에 대한

도 피해구제 지급액은 약 8억원으로 나타났고, 당해 년도 피해

구체적인 정보를 찾기 위하여 대만 식품의약품안전처(Taiwan

구제 지급액을 총 대만 인구수인 23,540,000명으로 나누었을 때,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FDA) 홈페이지를 통하여 검색

인구 1인 대비 피해구제 지급액은 36.2원으로 계산되었다(Table 2).
J. Pharm. Soc.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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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ents of questionnaire for the adverse drug reaction relief system in Japan and Taiwan
Japan
Q1. Does ‘Medical expense’ cover the non-reimbursement treatment cost?
① Yes ② No
Q2. Does ‘Medical expense’ cover the cost of off-label use?
① Yes ② No ③ possible only if the treatment is classified as reimbursement.
Q3. Does ‘Medical expense’ cover the cost of oriental herbal medicine?
① Yes ② No ③ possible only if the treatment is classified as reimbursement.
Q4. Does ‘Medical expense’ cover the cost of medical device?
① Yes ② No ③ possible only if the treatment is classified as reimbursement.
Taiwan
Q1. The following is about the coverage of ‘Drug relief payment’ for ‘serious illness.’
1-1. Does ‘Relief payment for serious illness’ cover the non-reimbursement treatment cost?
① Yes ② No
1-2. Does ‘Relief payment for serious illness’ cover the cost of off-label use?
① Yes ② No ③ possible only if the treatment is classified as reimbursement.
1-3. Does ‘Relief payment for serious illness’ cover the cost of oriental herbal medicine?
① Yes ② No ③ possible only if the treatment is classified a reimbursement.
1-4. Does ‘Relief payment for serious illness’ cover the cost of medical device?
① Yes ② No ③ possible only if the treatment is classified as reimbursement.
Q2. The following is about the financial status of ‘Drug injury relief system.
2-1. What is a total amount of the cumulative funds of ‘Drug injury relief system’ by 2017? (NTD)
2-2. How much is the amount of collection of ‘Drug injury relief system’ in 2017? (NTD)
Q3. The following is about the reimbursement of health insurance system.
3-1. Although a medical expense is classified as reimbursement, is there any cases that co-payment is 100%?
① Yes ② No
3-1-a. In case of ‘3-1’, is it subject to Drug injury relief system?
① Yes ② No
3-2. Is ‘off-label use’ reimbursement? or non-reimbursement?
① Reimbursement ② Non-reimbursement ③ Depends on treatment
Q4. When the drug that caused drug injury is a non-reimbursement drug, is it subject to ‘Drug injury relief system?
① Yes ② No ③ Probable

피해구제 대상 및 제외기준

함된다. 일본 또한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나 약국제제, 그리고 암

한국의 피해구제 대상은 중증 부작용의 경우 의약품 부작용으

이나 기타 특수 질병에 사용되는 의약품, 인체에 직접적으로 작

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사망한 경우에

용하지 않는 의약품을 제외 대상으로 하였다. 단, 대만은 한국과

해당하며, 의약품이 적정하게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일본과 달리 피해구제 제외의약품은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Table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를 원칙으로 하였고, 일본과 대만에서도 이

3). 한국의 비급여 의약품 및 의약품 허가 외 사용 구제 여부는

와 유사하게 적용하고 있었다. 한국의 피해구제 제외 경우는 암

비급여 의약품은 구제 대상이지만, 허가 외 사용은 급여에 해당

이나 그 밖의 특수질병, 예방접종, 피해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

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구제의 대상이 아니다. 반면 일본은 한

의료사고로 인한 경우,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구제급여를

국과 다소간의 차이가 있는데, 비급여 의약품은 구제 대상이지만

받은 경우 등이었다. 대만도 이와 유사한 원칙으로 규정하였고,

허가 외 사용은 원칙적인 피해구제 대상은 아니지만 개별적인 의

다만 일본에서는 구제급여를 별도로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언급

약학적 판단에 의하여 보상해주는 경우도 있다. 대만은 비급여

하지 않았다. 한국의 피해구제 제외 의약품은 전문의약품이나 일

의약품과 함께 허가 외 사용에 대하여 피해구제 보상해주고 있

반의약품이 아닌 경우, 임상시험용 의약품인 경우, 약국제제 및

으며, 피해구제 인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Table 4).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인 경우, 자가치료용 의약품인 경우 및 식
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의약품인 경우로 규정되어 있으

피해구제 급여 유형 및 보상 기준

며, 고시하는 의약품에는 암의 치료에 사용하는 의약품, 장기 또

한국의 피해구제 급여 유형은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장애

는 골수이식에 따른 거부반응을 예방하기 위한 의약품 등이 포

일시보상금, 진료비를 보상해주고 있다. 사망일시보상금은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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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numbers of reviewed and approved cases, approval rate, and relief payments for the adverse drug reactions in Korea,
Japan and Taiwan
구분
총 인구 수(명)
피해구제 심의건수
a

피해구제 지급건수

한국
51,446,201

일본
126,609,000

대만
23,540,000

93

1,607

181

78

1,305

122

84%

81%

67%

10,865,878

255,497,760

3,638,598

7,771,606

41,529,600

2,678,724

1,425,518

23,703,574

851,000

인구 1인 대비 피해구제 지급액(원)

27.7

187.2

36.2

인구 1인 대비 피해구제 지급건수

0.015

0.103

0.051

피해구제 승인율
피해구제 누적재원(천원)b
b

당해 년도 피해구제 징수액(천원)

당해 년도 피해구제 지급액(천원)b
b

일본, 대만은 한 명에 중복 지급된 건을 한 건으로 취급하여 계산. 중복 지급 건 수를 포함한 한국의 산출 방식과 차이가 있음.
b
1엔=10.08원, 1NTD=37원으로 환산(2018년 7월 31일 기준).
a

Table 3. Exclusion criteria of relief from the adverse drug reaction relief system among Korea, Japan and Taiwan
구분

피해구제 제외 규정

피해구제 제외 의약품 규정

한국

① 암이나 그 밖의 특수질병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식품의 ①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의
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인 경우
약품인 경우
②「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방접종 ② 법 제34조에 따른 임상시험용 의약품인 경우
으로 인한 것인 경우
③ 법 제41조에 따른 약국제제 및 의료기관 조제실제제인 경
③ 피해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우
④「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④「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57조제6호에 따른 자
에 따른 의료사고로 인한 것인 경우
가치료용 의약품인 경우
⑤ 동일한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을 이유로 「민법」이나 그 ⑤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법 제86조의3제2항제1호에 해당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구제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이미 하는 의약품 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86조의3제
1항에 따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이하 "피해구제
받은 경우
⑥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한 경우
급여"라 한다)를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하여 고시하는 의약품인 경우

일본

① 법정 예방접종에 의한 피해
① 암이나 기타 특수 질병에 사용되는 것이 목적으로서 되어
② 의약품·생물 유래 제품의 판매업자 등의 손해 배상 책임이 있는 의약품으로서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하는 것(항암제,
명백한 경우
면역억제제 등)
③ 구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일반적인 사용량을 넘어 의약품 ② 인체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것이나, 약리작용이 없는 것 등
을 사용한 경우
부작용 피해 발현의 가능성을 생각 할 수 없는 의약품(동
④ 암 기타 특수 질병에 사용되는 의약품 등으로 후생 노동 대 물용 의약품, 살충제·살서제, 살균 소독제, 체외 진단용 의
신이 지정하는 것 (대상 제외 의약품) 등에 의한 경우
약품, 콜로디온 구운 석고 등 재료 및 용도가 이와 유사한
⑤ 건강 피해가 경미하거나 청구 기한이 경과한 경우
의약품, 부형제 등)
⑥ 의약품·생물 유래 제품을 올바로 사용하지 못하여 발생한
피해의 경우
⑦ 기타 후생 노동성 약사 식품 위생 심의회에서 급부의 대상
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된 경우

대만

① 약해 피해자, 의약품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 의사 또는 기
타 관련자의 책임이 명확한 경우
② 해당법령 시행 이전 발생한 의약품부작용 피해
③ 예방접종에 의한 이상반응 (별도기관에서 관리)
④ 피해구제 보상금에 상응하는 보상을 이미 받은 경우(생명
보험 혜택은 제외)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음
⑤ 중증의 이상반응이 아닌 경미한 이상 반응
⑥ 응급 상황에서 처치한 약물에 의한 피해
⑦ 시험용 약물 사용으로 인한 피해
⑧ 허가외사용으로 인한 피해 (단, 근거가 있는 의약품 사용
은 인정함)
⑨ 흔하고 예측 가능한 이상반응 (발생률 1% 이상)

임금의 월환산액의 5년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며, 장례비

보상금은 장애등급에 따라 사망일시보상금의 100, 75, 50, 25%

는 평균임금의 3개월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한다. 장애일시

로 차등지급한다. 진료비는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에서의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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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tatus of relief for injuries by non-reimbursement or off-label use medications in Korea, Japan and Taiwan
구분

비급여의약품 구제

허가 외 사용 구제

허가 외 사용 피해구제 인정기준

한국

피해구제 보상해줌

피해구제 보상해줌

허가 외 사용이 급여인 경우에만 인정

일본

피해구제 보상해줌

피해구제 보상해줌

개별적인 의·약학적 판단에 의해 인정함

대만

① 대만 정부에서 발표한 치료 지침에 우선 추천약제(drug of
choice)임
근거 있는 의약품 사용의 경우 ② 다른 선진국에서 용법에 대한 허가를 이미 받은 경우
피해구제 보상해줌
③ 의약품 사용에 강력한 근거가 있고 그 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국제 학회의 지침에 포함된 경우
④ 대표적인 의학교과서에 우선 추천약제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피해구제 보상해줌

Table 5. Status of compensations according to the type of medical expenses spent in the treatment of injuries by adverse drug reactions
in Korea, Japan and Taiwan
구분

본인일부부담

본인전부부담

비급여진료

허가 외 사용

한국

급여 보상

급여 보상

보상하지 않음a

허가 외 사용이 급여인 경우에만 사용

일본

급여 보상

급여 보상

보상하지 않음

급여이거나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보상

대만

급여 보상

일부부담/
전부부담 구분 없음

비급여 보상함

의료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상 가능

2019년 6월부터 비급여 진료 보상

a

부담금액을 보상하며, 연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서 받을 수

피해구제 급여 유형 중 ‘진료비’ 급여 종류에 따른 보상 여부

없다. 입원에 준하는 중증도 진료인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액 30

현황
한국의 진료비 보상은 부작용 치료에 필요한 본인부담금을 실

만원을 최소 보상금액으로 보상한다.
일본에서는 사망 시 유족연금, 유족일시금 및 장례비를, 장애

비로 보상해주는 것으로 한다. 진료비 보상은 본인일부부담금과

시 장애연금과 장애아양육연금을, 중증질환의 경우 의료비와 의

본인전부부담금에 해당하는 진료비는 보상해주지만, 비급여 진

료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유족연금은 생계유지자가 부작용으로

료에 해당하는 진료비 보상은 해주지 않지만, 2019년 6월 이후

사망한 경우 유족들의 생활 재건 등을 목적으로 지급되고, 유족

로 비급여 진료 범위에 해당하는 진료비의 보상이 가능하도록

일시금은 생계유지자가 아닌 사람이 부작용으로 사망한 경우 조

개정된다.

의를 표할 목적으로 지급되며, 장례비는 부작용으로 사망에 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 외 사용 진료가 보험급여 가능한

한 장례 지출 비용을 지급한다. 장애연금은 부작용에 의한 장애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하다. 일본의 진료비 보상은 한국과 마찬

19)

의약품 피해로 인한 진료비가 허가 외 사용 범위에

를 겪은 사람이 18세 이상인 경우에 지급하며, 장애아양육연금

가지로 부작용 치료에 필요한 본인부담금을 실비로 보상해주는

은 18세 미만 환자를 양육하는 보호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것으로 한다. 일본의 의료비 보상은 본인일부부담금과 특정요양

의료비는 부작용으로 인한 질병의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실비

으로 인정된 선진의료에 대하여 진료비를 보상해주나, 비급여

보상하며, 의료수당은 의료비 이외의 질병 치료 관련 비용을 보

진료인 경우에는 보상해주지 않는다. 단, 허가 외 사용은 급여

상한다. 의료비와 의료수당의 지급은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하는

로 인정받은 경우이거나 다른 특정 기준을 충족하였을 때 보상

정도’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해주기도 한다. 대만의 진료비 보상은 한국과 일본과 다르게 특

대만의 피해구제 급여 유형은 사망보상금, 장애보상금, 중증

정 심의 기준에 따라 차등지급하며 지급액 범위를 정하고 있다.

질환 보상금 세 가지가 있으며, 심의 결과에 따라 각각 등급에

진료비가 비급여로 분류된 경우 진료비 보상을 해주고 있으며,

맞는 일시금 만을 차등 지급한다. 사망보상금은 최대 200만 NTD

허가 외 사용 또한 의료 가이드라인 기준을 충족하면 보상해주

(2018년 7월 31일 기준 환산; 약7,358만 원) 내에서 구제지급점

고 있다(Table 5).

수에 비례하여 차등 지급하고, 장애보상금은 최대 200만 NTD

고 찰(Discussion)

(약 7,358만 원) 내에서 구제지급점수에 비례하여 차등 지급하
며, 중증질환 보상금도 1만~60만 NTD (약 37만~221만 원) 범
위 내에서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등 지급한다. 차등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의약품을 투여함에 따라 생

지급의 심의 기준은 기저질환의 중등도, 피해와 약물 사용의 인

길 수 있는 중대한 부작용을 입은 환자에게 보상을 하는 것을

과성 등 의약품 부작용과 관련된 사항 이외에도 부양가족, 가족

목적으로 한다.

11)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안전한 약물

내 다른 노동인구 여부 등을 함께 파악하여 점수화하고 총점을

사용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중요한 정책이지만, 한국의 의약품

구하여 지급액을 각 지급보상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출발은 일본의 1980년도, 대만은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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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에 시작된 것에 비해 늦은 편이며, 인구 1인 대비 피해구제

려져 있다.

지급 건수, 지급액 모두 한국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왔다. 이러

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환자

한 결과는 한국의 일본과 대만에 비하여 제도 시행이 늦은 것

의 기저질환, 나이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급을 하는 방법을 생각

을 반영한다 볼 수 있어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해 볼 수 있다.

국민들의 관심을 이끌 필요가 있다. 특히, 일본에서는 TV광고

없던 20대 환자가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한 경우와 3개월의 기

와 신문광고, 웹광고, 출장강의를 통한 폭 넓은 분야에서 홍보

대여명을 가진 환자의 경우의 보상을 동일하게 하는 것이 부당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버스, 라디오 광고, 팜플렛

하다고 주장한다. 단, 모든 부작용 피해자의 기대여명을 계산해

29)

만약 추가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재원 확

13)

찬성하는 쪽이 제시하는 근거로는 아무 병이

등을 통한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적극적인 홍보가 시작된

야 한다는 문제점과 기저질환이 있거나 기대여명이 적은 환자

지 아직 오래 지나지 않아 아직까지는 국민의 관심을 환기시키

라도 의약품을 복용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망이나,

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해 보인다.

20)

또한, 병의원뿐만 아니라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서의 판매자
교육이나 영수증 등에서 관련 내용이 자동으로 출력될 수 있게
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장애, 질병의 피해를 얻었다면 그 외 환자와 다르지 않다는 의
견도 있다.
본 연구의 장점은 첫 번째로 한국에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
제 제도 시행 후 제도의 유사점이 큰 일본과 대만을 함께 직접

9)

허가 외 사용 의약품 피해구제 보상 가능 여부는 한국에서는

비교하여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일본과 대만과 비교하였을 때

급여에 해당하는 상황이 아니면 구제 대상이 아니지만, 일본과

의 한국의 위치를 비교하여,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

대만은 특정 상황에선 피해구제 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나왔다.

한 근거로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이라 볼 수 있다. 두 번

한국에서도 개별 상황을 판단하여 급여를 보상해주는 방향을 원

째로 비급여 진료비 보상 확대에 관련된 현황을 비교 제시했다

하는 의견이 있으나, 허가 외 사용에 대해 의약품의 적절한 사

는 점이다. 비급여 진료는 각 국가간 급여 보장률의 차이는 존

용인가에 대한 환자와 의료인들, 그리고 제약회사 등 이해당사

재하지만, 비급여 기준은 세 국가 모두 비슷한 기준을 적용하고

특히, 제약회사 측에선 허

있다. 대표적으로, 치료 목적이 아닌 예방이나 미용의 목적이거

가 외 사용에 대한 광고가 금지되어 있다는 근거를 들어 허가

나, 오프라벨 등 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치료를 받는 경우

자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21,22)

외 사용에 대한 보상을 위한 재원을 부담하는 것에 대하여 부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사한 건강보험 제도와

정적으로 보고 있다. 단, 허가 외 사용에 대하여 찬성하는 쪽

피해구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과 대만에서 시행하고 있

은 제약회사가 잘못을 한 경우에 보상하는 경우가 아니고, 허가

는 비급여 진료비 보상 현황을 통하여, 한국에서의 비급여 진료

외 사용으로 인하여 의약품의 생산 및 판매가 증대됨에 따라 이

비 확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여 제도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익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해구제 부담금의 상승이 효

것이다.

23)

다만 본 연구에서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비급여

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24)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보상은 한국에서 2019년 6월부터 실시

진료 확대와 관련된 제도의 현황을 중심으로 비교조사 하였으

되는데, 이러한 정책 변화는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특성상 필요

나, 제도는 사회적 요구와 국가의 여러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특히 비급여 진료비 보상을 하지 않는 일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변화 이후에도 피해구제 제도와 건강보

본과 비교하여 한국의 입원이나 외래, 의약품, 치과치료 모든 분

험 제도의 주기적인 현황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야에서 건강보험 급여 보장률이 낮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진

예를 들어 일본과 대만의 제도 주요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제시

료임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하고, 제도 변화의 양상과 그에 따른 여파를 분석하여, 한국의

하다고 볼 수 있다.

19)

15,25)

대표적으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과 같이 치명적인 질환이지만

제도 변화에 따른 추세를 예측하는 것과, 일반인들에 대한 설문

치료의 대부분이 비급여인 경우에는 피해구제 제도에 의해 보

조사를 시행하여, 제도의 인식과 보완점을 조사하는 것을 통해

상을 받아도 적은 부분만 보상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필

향후 제도 개선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된다.

요한 변화였다 볼 수 있다.

26)

한편, 전체적인 심의건수가 많아지고, 비급여 진료 보상이 확
대됨에 따라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피해구제 제도

결 론(Conclusion)

9)

를 운영하기 위한 재원은 제약회사의 기본부담금과 추가부담금

본 연구는 한국, 일본, 그리고 대만에서의 의약품 부작용 피

을 통해 확보하고 있는데, 많은 제약회사에서 추가부담금을 부

해구제 제도 현황을 비교하여, 국가 별 제도의 배경, 특성 및 차

담하는 것에 대해 이견들이 있다. 특히 피해구제 지급 건은

이점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국의 피해구제 제도의 향후

allopurinol, carbamazepine 등 특정 의약품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에, 그 의약품을 생산하는 것에 대한 동기부여가 떨어질 수 있

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고 국민건강증

어 추가부담금 대신 기본부담금을 상향조정하는 것에 대한 의

진을 위한 필수적인 정책으로, 한국에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4

실제로 대만에서는 추가부담금의 개념이 존재하

년 12월 이후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일본과 대만에 비해 의약

지만, 약사법에 명시만 되어 있을 뿐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알

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도입이 늦은 만큼, 아직까지는 제도

견이 있다.

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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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이나 홍보 측면에서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따라
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먼저 시행해온 국가들의 제
도 운영 경험과 시행착오들을 검토하고, 좋은 정책들을 우리나
라의 보건사회적 상황에 맞게 받아들여, 한국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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