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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grounds/Aims: In Korea, interests in health and health care costs have been increased along with the 
increase of mean survival rate and income level.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actual condition 
of drug medication and burden of health care cost. Methods: A total of 1,434 subjects in four tertiary medical 

centers were enrolled in this study. The questionnaires were obtained between March 2005 and September 
2005. Based on this information, the actual condition of drug medication and health care cost were analyzed. 
Results: The mean age of the subjects was 55.0±11.4 years (16-87 years). The male and female ratio was 

1.74:1. The subjects with drug medication except for doctor’s prescription are presently 26.6% and were 40.9% 
in the past. Traditional medicine (39.6%) and health food (29.9%) are more frequently used than herbal 
medicine (5.8%) and medical supplies (4.2%) now. In the past, herbal medicine (14.6%) was more frequently 

used compared with the present. The side effects of drug medication were developed in 90 subjects (7.5%). The 
total mean health care costs were 895,000 won/year, the herbal medicine, 834,000 won/year, the health food, 
950,000 won/year, and the traditional medicine, 324,000 won/year. Conclusions: In this study, the subjects with 

other drug medications without doctor’s prescription were as high as ever. The frequency of the use of the 
herbal medicine was decreased. However, the frequency for the use of the health food and traditional medicine 
have relatively increased. The side effects and additional large amounts of health care costs were occur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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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현재 우리나라는 평균 수명의 증가, 인구의 고령

화, 소득 수준의 증가 등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의학을 포함한 1, 

2, 3차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빈도의 증가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 관련 의료비용 또한 천문학적

인 액수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의학과 한의학, 민간요법 및 건강기능식품 등이 다

양하게 난립하고 있고 의료보험을 통한 처방 이외

에는 그 정확한 이용 실태와 비용에 관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과거 전국적으로 시행된 선행예비연구에서 입원

이 필요한 위중한 독성 간염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한약과 한약재(57.9%), 민간요법과 건강식품(25.0%)

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 다.1 하지만 이러한 사

실이 우리나라 독성 간염의 전체적인 발생 빈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한약과 한약재를 상용 

약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복용하고 있다면 위중한 

독성 간염의 원인으로서의 위험성은 실제로는 낮

을 수 있으며, 반대로 민간요법과 건강기능식품을 

상용 약보다 훨씬 적은 사람이 복용하고 있다면 민

간요법과 건강기능식품이 가지고 있는 독성 간염

의 원인으로서의 위험성은 실로 막대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험성의 측면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약, 한약재, 민간요법, 건강기능식품 등

의 사용 빈도를 조사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무

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

다. 이에 저자들은 본격적인 전국 규모의 조사에 

선행하여 인구 동태가 비교적 안정적인 강원도 지

역과 서울 한 지역을 포함하여 의료기관의 이용 및 

약물복용 실태, 그로 인한 이차적인 부작용 발생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건강 관련 의료비용을 추정

하기 위한 기본 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시행하 다. 

대상과 방법

1. 조사 대상 및 시기 

  2004년 5월부터 9월까지 도 소재 3개 병원(춘천

성심병원, 원주기독병원, 강릉아산병원)과 서울 소

재 1개 병원(강북삼성병원)의 외래 및 입원 환자와 

건강검진 수진자 등 총 1,434명을 대상으로 하여 

‘독성 간손상 관련 한국인의 약물복용 실태 및 건

강비용 조사에 관한 설문’을 실시하 다. 조사 대

상자는 소화기질환 환자 729명, 혈액종양질환 환자 

410명, 건강검진 수진자 295명이었다. 

2.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각 병원마다 1인의 숙달된 설문조사

자가 직접 시행하 다. 4개 병원에서 동시에 설문

조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병원 간 조사자의 편차

와 조사자 내부의 편차를 최소화하는 등 설문조사

자의 능력을 균질화할 목적으로 각 병원 설문 조사

자가 한자리에 모여 환자를 대상으로 3회 이상의 

모의 설문조사를 시행하 다.

  설문조사 내용에는 1) 거주지역, 2) 인적사항,  3) 

건강에 대한 관심도, 4) 주질환 및 약물복용 실태, 

5) 부질환 및 약물복용 실태, 6) 약물의 부작용에 

관한 실태, 7) 건강 관련 의료비용 사용 실태 등이 

포함되었다(표 1). 

3. 원인 물질의 분류 및 정의 

  원인 물질은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법령이 정

한 기준을 참고로 분류하 다. 하지만 이와 같은 

기준의 분류로는 그 경계가 모호하여 상기 분류법 

이외에 다음과 같이 처방(판매) 기관이나 처방(판

매)자로 구분하여 총 9가지의 분류를 이용하 다. 

1) 의약품(의사 처방), 2) 의약품(약사 판매), 3) 한

약(한의사 처방), 4) 한약(한약사 판매: 우리나라에

서는 약국에서 약사가 한약사 자격을 겸하여 약국

에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음), 5) 생약(약재상, 건강

원, 자가: 우리나라에서는 한약재나 생약의 생산, 

유통, 판매 과정이 감시체계를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아 한약재나 생약이 법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사

람에 의해 처방, 조제, 판매되는 경우가 많음), 6) 

건강기능식품, 7) 민간요법, 8) 2가지 이상의 복합 

요인, 9) 기타



대한간학회지 제 13 권 제 1 호 2007

- 36 -

Table 1. Contents of Questionnaire.

설문 문항 설문 내용

건강에 대한 관심도 측정 ∙몸이 아플 때 당신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현재 주질환 및 약물 

복용 실태

∙주질환 때문에 병원에서 처방된 약 외에 따로 드시는 약이나 건강식품, 한약이 있나요?

∙따로 드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과거 5년 동안 주질환으로 

인한 약물복용 실태

∙지금은 아니더라도 지난 5년 사이에 현재 당신이 앓고 있는 주질환의 치료를 위하여 병

원에서 처방한 약물 이외의 것을 복용한 적이 있습니까?

∙복용한 적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현재 부질환 및 약물 

복용 실태

∙부질환 때문에 병원에서 처방된 약 외에 따로 드시는 약이나 건강식품, 한약이 있나요?

∙따로 드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과거 5년 동안 부질환으로 

인한 약물복용 실태

∙지금은 아니더라도 지난 5년 사이에 현재 당신이 앓고 있는 부질환의 치료를 위하여 병

원에서 처방한 약물 이외의 것을 복용한 적이 있습니까?

∙복용한 적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약물 부작용에 대한 

실태 조사

∙지난 5년 동안 가지고 계신 병에 대한 약이나 건강식품, 한약으로 인하여 부작용을 경험

하신 경우가 있었습니까?

∙부작용이 있었다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부작용의 횟수는?

∙부작용의 형태는?

∙부작용은 얼마나 심했나요?

건강관련 의료비용 사용 

실태

∙지난 5년간 현재 앓고 있는 질환으로 진료비 및 약제비를 포함한 한방, 건강보조식품, 

혹은 민간요법의 구입을 위한 개별 지출은 연간 평균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Table 2. Classification and Definition of Causal Materials.

원인 물질 정의(관련 법조항)

의약품 1. 대한약전에 수재된 물품으로서 의약외품이 아닌 것. 

2.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기구, 

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3. 사람 또는 동물의 구조기능에 약리학적 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기구, 기

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약사법 제 2조 제 4항). 

한약 동물, 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약사법 제 2조 

제 5항)

한약 제제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약사법 제 2조 제 6항)

한약재 한약 또는 한약제제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약제(한약재 품질 및 유통 관리기준 제 2조, 복지

부 고시 1998-26)

생약 동식물의 약용으로 하는 부분, 세포내용물, 분비물, 추출물 또는 광물을 말한다(식약청 발간 식품의약

품 등 용어집).

생약 제제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본 천연물 제제로서 한방의학적 치료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제제를 말함. 다

만 천연물을 기원으로 하되 특정성분을 추출, 정제하여 제제화한 것은 생약제제로 간주하지 아니한

다(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제 2조 식약청고시).

건강기능식품 인체의 구조와 기능에 대하여 양으로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용도에 유효한 효

과를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정제, 캅셀, 분말, 과립, 액상, 환 등의 형태로 제조, 가공한 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3조 1호 및 2호)

식품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서 취급하는 것은 제외한다(식품 위생법 제 2호 제 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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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설문조사 과정에서 여전히 원인 물질의 

분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자문이나 연

구자들이 몇 번의 토의를 거쳐 의견을 모아 결정하

다. 

통계 분석 

  수집된 자료를 설문조사 대상자의 인적 사항, 병

원별, 질환별 및 지역별로 나누어 세분화하여 분석

을 시도하 다. 통계 분석은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SPSS) 13.0 프로그램을 이용하

고 각 병원별 자료는 빈도 분석(frequency anal-

ysis)과 Oneway ANOVA 검정을 이용하여 분석

하 다.

결   과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 대상자의 평균 나이는 55.0±11.4세(범위: 

16-87세) 고 남녀 성비는 1.74:1이었다. 40세 이상

이 전체 조사 대상자의 92.8%로 대부분을 차지하

는데 각 병원별 직업 수준, 수입 정도, 교육 수준 등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표 3에 제시하 다.

2. 건강에 대한 관심도

  건강에 대한 관심도를 측정하기 위한 ‘몸이 아플 

때 당신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조

금 아픈 곳이 있어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나간

다’가 35.9%, ‘조금 아픈 곳이 있어도 걱정은 되지

만 일을 핑계로 의료기관을 찾지는 않는다’가 11.9%, 

‘조금 아픈 곳이 있어도 시간이 나야 의료기관을 

찾는다’가 10.3%, ‘조금 아픈 곳이 있으면 시간을 

만들어서 의료기관을 찾는다’가 34.7%, ‘조금만 아

픈 곳이 있어도 걱정이 되어 잠을 설치고, 가능한 

빨리 의료기관을 찾아간다’가 7.1%의 빈도를 보여 

자신의 건강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 사람(41.8%)

이 적극적인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58.2%)에 비해 

적었다.

3. 주질환으로 인한 현재 및 과거의 약물복용 실태

  ‘주질환으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면

서 따로 드시는 약이나, 건강식품, 한약 등이 있습

니까?’라는 질문에 26.6%가 있다고 대답하 고, 빈

도 순으로는 민간요법(151명, 39.6%), 건강기능식

품(114명, 29.9%), 2가지 이상 복합(50명, 13.1%), 

한약재(22명, 5.8%), 한약(한의사 처방, 22명, 5.8%), 

의약품(약사 판매, 16명, 4.2%)의 순으로 민간요법

과 건강기능식품이 매우 자주 사용되고 있었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지난 5년 사이에 현재 당신

이 앓고 있는 주질환의 치료를 위하여 병원(의원, 

한의원, 한방병원)에서 처방한 약물 이외의 것을 

복용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40.9%가 있다고 

대답하 고, 빈도 순으로는 민간요법(175명, 20.7%), 

한약(한의사 처방, 124명, 14.6%), 2가지 이상 복합

요인(114명, 13.5%), 건강기능식품(91명, 10.7%) 등

의 순으로 한약(한의사 처방)에 대한 복용력이 현재

Figure 1. The comparison of actual condition of drug medication in the 
present and the p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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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를 보 다(표 4, 그림 1).

4. 약물로 인한 부작용

  ‘지난 5년 동안 가지고 계신 병에 대한 약이나 

건강식품, 한약으로 인하여 부작용을 경험하신 적

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는 90명(7.5%)이 있었다

고 답했는데, 부작용을 유발한 원인으로는 한약(한

의사 처방 29명, 31.5%)이 가장 많았고, 민간요법

(22명, 23.9%), 한약재(12명, 13%), 건강기능식품

(11명, 12%) 등의 비중이 높았으며 한약사 등 판매 

한약(5명, 5.4%), 의사 처방 의약품(5명, 5.4%), 약

사 판매 의약품(4명, 4.3%) 등은 상대적으로 그 비

Table 3. Baseline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According to the Enrolled Hospitals.

춘천성심병원

n=397 (%)

원주기독병원

n=374 (%)

강릉아산병원

n=400 (%)

강북삼성병원

n=263 (%)

전체

n=1,434 (%)

성별

남

여

무응답

243 (61.2)

154 (38.8)

243 (65.0)

130 (34.8)

1 (0.3)

249 (62.3)

150 (37.5)

1 (0.3)

174 (66.2)

89 (33.8)

909 (63.4)

523 (36.5)

2 (0.1)

나이

평균±표준편차 57.5±11.2 55.5±10.6 54.5±11.6 51.5±11.6 55.0±11.4

직업

회사원

교직

공무원

농업

자 업

주부

기타서비스업

무직

기타

무응답

31 (7.8)

6 (1.5)

23 (5.8)

72 (18.1)

43 (10.8)

83 (20.9)

38 (9.6)

101 (25.4)

41 (11.0)

2 (0.5)

21 (5.6)

80 (21.4)

44 (11.8)

85 (22.7)

12 (3.2)

81 (21.7)

8 (2.1)

17 (4.3)

6 (1.5)

11 (2.8)

43 (10.8)

39 (9.8)

81 (20.3)

11 (2.8)

101 (25.3)

91 (22.8)

59 (22.4)

2 (0.8)

9 (3.4)

9 (3.4)

57 (21.7)

52 (19.8)

5 (1.9)

46 (17.5)

23 (8.7)

1 (0.4)

148 (10.3)

16 (1.1)

64 (4.5)

204 (14.2)

183 (12.8)

301 (21.0)

66 (4.6)

329 (22.9)

122 (8.5)

1 (0.1)

수입

<100만원

100-199만원

200-299만원

300-399만원

400-499만원

500만원 이상

무응답

195 (49.1)

66 (16.6)

52 (13.1)

46 (11.6)

15 (3.8)

23 (5.8)

153 (40.9)

85 (22.7)

58 (15.5)

33 (8.8)

19 (5.1)

25 (6.7)

1 (0.3)

185 (46.3)

96 (24.0)

59 (14.8)

32 (8.0)

14 (3.5)

14 (3.5)

56 (21.3)

39 (14.8)

49 (18.6)

31 (11.8)

28 (10.6)

54 (20.5)

6 (2.3)

589 (41.1)

286 (19.9)

218 (15.2)

142 (9.9)

76 (5.3)

116 (8.1)

7 (0.5)

교육수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무학

무응답

116 (29.2)

85 (21.4)

117 (29.5)

47 (11.8)

10 (2.5)

22 (5.5)

105 (28.1)

65 (17.4)

99 (26.5)

58 (15.5)

9 (2.4)

38 (10.2)

110 (27.5)

86 (21.5)

109 (27.3)

58 (14.5)

5 (1.3)

32 (8.0)

41 (15.6)

33 (12.5)

83 (31.6)

82 (31.2)

22 (8.4)

1 (0.4)

1 (0.4)

372 (25.9)

269 (18.8)

408 (28.5)

245 (17.1)

46 (3.2)

93 (6.5)

1 (0.1)

Frequenc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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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 적었다(그림 2). 

  부작용의 형태로는 간기능장애(18명, 19.8%)가 

가장 많았고 설사(16명, 17.6%), 피로 및 전신 쇠약

감(13명, 14.3%), 오심, 구토(12명, 13.2%), 피부발

진 및 두드러기(6명, 6.6%), 식욕부진(4명, 4.4%), 

복통(4명, 4.4%), 쇼크(3명, 3.3%), 발열 및 두통(1

명, 1.1%), 어지러움 및 의식장애(1명, 1.1%)의 순

이었다(그림 3).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심한 부작

용도 응답자 88명 중 16명(18.2%)으로 조사되었다

(표 5).

5. 건강 관련 의료비용

  건강 관련 의료비용 실태조사의 항목에서 주질

환으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건

강 관련 총 의료비용(의학, 한의학, 건강기능식품 

등을 모두 포함)의 평균은 89만 5천원/년이었는데, 

한의학 진료에 대한 개별지출이 있었던 환자의 한

의학 진료에 대한 지출은 83만 4천원/년, 건강보조

식품에 대한 개별지출이 있었던 환자의 건강보조

식품에 대한 지출은 95만원/년으로 적지 않은 비용

이 소요되었던 반면, 민간요법에 대한 개별지출이 

Table 4. Frequency of Disease and Actual Condition of Drug Medication without Doctor’s Prescription of the 

Subjects in the Enrolled Hospitals. 

춘천성심병원

n=397 (%)

원주기독병원

n=374 (%)

강릉아산병원

n=400 (%)

강북삼성병원

n=263 (%)

전체

n=1,434 (%)

주질환 유무

소화기질환

혈액종양질환

건강검진

무응답

201 (50.6)

116 (29.2)

80 (20.2)

200 (53.5)

94 (25.1)

80 (21.4)

201 (50.3)

118 (29.5)

80 (20.0)

1 (0.3)

127 (48.3)

81 (30.8)

55 (20.9)

729 (50.8)

409 (28.5)

295 (20.6)

1 (0.1)

현재 의사처방 외 복용약물

예

아니오

무응답

84 (21.2)

264 (66.5)

49 (12.3)

140 (37.4)

232 (62.0)

2 (0.5)

114 (28.5)

286 (71.5)

43 (16.3)

220 (83.7)

381 (26.6)

1,002 (69.9)

51 (3.6)

과거 의사처방 외 복용약물

예

아니오

무응답

187 (47.1)

161 (40.6)

49 (12.3)

104 (27.8)

268 (71.7)

2 (0.5)

218 (54.5)

182 (45.5)

77 (29.3)

186 (70.7)

586 (40.9)

797 (55.6)

51 (3.6)

31.5%

5.4%
13.0%

12.0%

23.9%

4.3% 5.4%
4.3%

2가지 이상

복합요인
의약품

(의사처방)

의약품

(약사판매)

한약

(한의사처방)

한약

(한약사등판매)한약재

건강기능식품

민간요법

14.3%3.3%
14.3%

19.8%

1.1%

4.4%
13.2%

6.6%

17.6%

4.4%

1.1%

 피로,전신쇠약감 발열 및 근육통

피부발진 및 두드러기 식욕부진

오심,구토 설사

복통(상복부/하복부) 간기능장애

어지러움 및 의식장애 쇽

기타

Figure 2. The causes of side effect associated with drug 

medication. 

Figure 3. The side effects associated with drug 

medication.

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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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던 환자의 민간요법에 대한 지출은 32만 4천

원/년으로 비용의 측면에서는 민간요법이 가장 저

렴하 다(표 6). 

고   찰

  독성 간손상은 임상에서 자주 부딪히는 문제로 

심한 약물 이상 반응이나 진단되지 않은 간손상의 

Table 6. Health Care Costs Developed from Drug Medication According to the Enrolled Hospitals.

춘천성심병원 원주기독병원 강릉아산병원 강북삼성병원 전체

건강관련

의료비용 

한 방
1,310,371

±8,168,126

486,145

±460,200

491,077

±101,3941

1,213,136

±2,035,027

833,992

±4,512,890

건강기능
630,841

±1,934,080

1,428,737

±3,458,049

418,589

±1,196,055

1,825,000

±2,927,217

949,699

±2,513,494

민간요법
161,592

±746,346

113,000

±191,567

453,864

±1,004,747

2,369,375

±3,977,133

323,884

±1,147,523

총 지 출
891,474

±5,592,256

909,798

±2,369,626

556,705

±1,166,535

1,652,865

±2,784,223

895,102

±3,749,638

Values; mean±SD원, Oneway ANOVA

Table 5. Side Effects of the Subjects According to the Enrolled Hospitals.

춘천성심병원

n=397 (%)

원주기독병원

n=374 (%)

강릉아산병원

n=400 (%)

강북삼성병원

n=263 (%)

전체

n=1,434 (%)

부작용

예

아니오

무응답

22 (5.5)

304 (76.6)

71 (17.9)

23 (6.1)

342 (91.4)

9 (2.4)

40 (10.0)

360 (90.0)

5 (1.9)

107 (40.7)

151 (57.4)

90 (6.3)

1,113 (77.6)

231 (16.1)

부작용 횟수

1회

2회

3회

4회

5회

7회

10회

20회

30회

무응답

14 (3.5)

2 (0.5)

1 (0.3)

2 (0.5)

1 (0.3)

2 (0.5)

375 (94.5)

16 (4.3)

4 (1.1)

1 (0.3)

2 (0.5)

351 (93.9)

41 (10.3)

359 (89.8)

1 (0.4)

1 (0.4)

1 (0.4)

260 (98.9)

71 (5.0)

6 (0.4)

1 (0.1)

3 (0.2)

2 (0.1)

1 (0.1)

3 (0.2)

1 (0.1)

1 (0.1)

1,345 (93.8)

부작용 정도

저절로 회복

병원치료 후 귀가

입원 3일 이내

입원 7일 이내

입원 14일 이내

입원 30일 이내

입원 30일 이상

무응답

10 (2.5)

8 (2.0)

1 (0.3)

1 (0.3)

1 (0.3)

376 (94.7)

9 (2.4)

5 (1.3)

2 (0.5)

2 (0.5)

2 (0.5)

3 (0.8)

351 (93.9)

19 (4.8)

19 (4.8)

2 (0.5)

1 (0.3)

359 (89.8)

2 (0.8)

1 (0.4)

260 (98.9)

40 (2.8)

32 (2.2)

1 (0.1)

5 (0.3)

4 (0.3)

3 (0.2)

3 (0.2)

1,346 (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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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 원인이며 때로는 의료소송의 원인을 제공하

기도 하는 등 국민 건강 및 사회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최근 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

적으로 각종 천연물을 가공한 대체요법제의 사용

이 증가하고 있다. 한 보고에 의하면 전세계 인구

의 약 80%가 대체요법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2
 이로 

인한 의료비용이 병원에 입원하여 지불한 총 의료

비용보다 훨씬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3,4 이런 현

상이 전세계적인 현상이 된 것은 1960-70년대에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자연주의 운동과 관련

되어 있다.5 대부분의 대체요법제는 식물이 주원료

로 사용되는데 식물제제가 간손상에 대한 보호작

용 즉, 항산화, 항섬유화, 면역조절 및 항바이러스 

작용이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아직 완전히 증명되

지 않았고 심지어는 간에 좋다고 투여한 식물제제

가 오히려 간손상을 일으키는 경우도 적지 않다.6-9 

중국에서 한약재로 사용되는 식물은 7,000 여 종 

이상이며 전통 중국 한약을 복용한 독일인의 1%에

서 간효소치가 상승하고 감초나 삽주를 첨가하면 

빈도는 더 증가하는 등10 세계적으로 천연 성분에 

의한 독성 간손상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 성과가 축

적되어 있다.11-14 

  인간에게 사용되는 모든 의약품과 한약을 포함

한 식물제제, 민간요법, 건강기능식품 등은 인체에 

대한 효능과 안전성이 동시에 확보되어야 하는데 

철저한 동물실험과 임상시험을 거친 의약품의 경

우에도 예측하지 못했던 부작용이 시판된 후에 발

견되기도 하므로 한약 등 식물제제, 민간요법, 건

강기능식품 등에 의한 부작용이 나타날 개연성은 

매우 높다.
3
 이러한 약물들의 부작용은 매우 다양

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생리활성 

물질이 간에서 대사되고 해독되는 과정을 거친다

는 점을 상기하면 인체에 대한 간독성의 문제는 모

든 약물뿐 아니라 생약제제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부작용이다.15 그러나 현

재 국내에서는 국민 대부분이 간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식물제제나 건강기능식품에 노

출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들로 인

한 독성 간손상의 발생 빈도, 임상 경과, 의료사회

적 비용 등에 관한 기본적인 자료가 매우 부족하며 

대부분의 보고는 일개 병원 단위16-19이거나 사례 

보고
20-22

 수준에 머물러 있다.

  최근 국내에서 시행된 다기관 공동연구 결과에 

의하면 1,000병상 이상 대학 병원에 매달 평균 2명 

꼴로 식물제제에 의한 간손상 환자가 입원하 다. 

또한 연구에 참여한 병원의 병상 수를 보고 당시 

우리나라 전체 종합 병원(총 병상 수 108,224)의 병

상 수로 환산하면 연간 2,629.8명의 독성 간손상 환

자가 종합병원에 입원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1 만

성 간질환 환자만을 대상으로 한 다른 보고에서 만

성 간질환 환자의 28.6%가 과거에 병원에서 처방

한 약물 이외의 다른 약물을 복용한 경험이 있었으

며 최근 3개월 이내 사용자도 17.3%에 달하여 전

체 만성 간질환 환자의 38.9%가 병원 처방 이외의 

다른 약물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16 본 연구에서도 간질환이 포함된 소화기질환 

환자의 25.7%가 현재 병원에서 처방한 약물 이외

의 다른 약물을 복용하고 있어 과거의 보고에 비해 

그 사용 빈도가 결코 줄어들지 않았음을 알 수 있

었다. 의사가 처방한 약물 이외에 따로 복용하는 

약물 중 한약(한의사 처방)이나 한약재는 사용 빈

도가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줄어든 양상을 보 지

만 민간요법, 건강기능식품 등의 사용은 증가하

다. 부작용의 원인으로는 한약(한의사 처방)이 가

장 많았지만 민간요법이나 건강기능식품 또한 의

약품에 비해 높은 빈도 수를 나타냈다. 

  식물제제는 상용 약제와 달리 대부분 처방전과 

같은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전적으로 환자나 보

호자의 기억에 의존해야 하는데 투약 시작 시점이

나 종료 시점에 대해 정확한 기억이나 기록을 제시

할 수 없는 환자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현상은 복

용 종료로부터 증상 발현까지의 시간이 길어질수

록 더욱 부정확해진다. 또한 상용 약제처럼 지속적

으로 복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용량이

나 복용시기가 불규칙하며, 중간 중간에 긴 공백기

간이 있기도 하다. 더욱 진단에 문제가 되는 것은 

2차 오염 가능성이다. 즉, 한약재를 구성하는 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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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에는 문제가 없으나 표시 없이 일부 약물을 혼

합하는 행위나 일부 저품의 한약재에서 검출되는 

잔류 농약이나 중금속 오염 및 진균 감염 등이 간

손상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7
 실제 임상에서 

이러한 조사는 거의 불가능하다.23

  한편 다양한 한약과 식물제제, 민간요법, 건강기

능식품 등을 적절하게 분류하는 문제는 그 경계가 

모호하여 어려움을 준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약품

은 표 1에 제시한 대로 법령에 근거하여 분류되어 

있으나 자주 그 경계가 모호하여, 현재로서는 대상

과 방법에 제시한 대로 독성 간손상에 대한 원인물

질의 분류와 함께 처방(판매) 기관이나 처방(판매)

자로 구분하여 나누어 볼 수 있고 본 연구에서 저

자들은 이러한 분류법을 사용하 다. 하지만 이러한 

분류법도 완전하지는 않아 전문가들 사이의 합의된 

내용이 도출되어 정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설문조사의 한계점으로 인해 독성 간

손상 진단에 있어 가장 보편화된 RUCAM (Russel 

Uclaf Causality Assessment Method) 척도를 적

용할 수 없었고 간기능 장애의 심각한 정도를 검사 

수치를 근거로 하여 분석할 수 없었으며 피로, 전

신 쇠약감 등 환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증상

들이 포함되어 약물로 인한 부작용을 평가하는 데 

있어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할 수 없었다. 또한 연

구 대상자들이 서울, 강원도 지역에 국한되어 우리

나라 전체 인구의 일반적인 특성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과거 어느 시기보다 새로운 

약물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게 시행되고 있지만 독

성 간손상의 빈도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24,25 따

라서 이러한 약물들의 실제 사용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문제로 대규모 인구

집단 조사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조사는 많은 

인적 물적 지원이 요구되는 방대한 조사 연구이므

로 저자들은 현실적 대안으로 설문조사를 이용하

여 약물이용 실태와 그로 인한 부작용 및 추가적으

로 발생하는 건강비용을 파악하여 보고하는 바이

다.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의 약물이용 실태를 파악

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한 전국

적인 규모의 연구가 필요하며 보다 객관적인 근거

를 확보하기 위한 자료 수집이 요구된다.

요   약

  목적: 우리나라는 최근 평균 수명 증가, 인구 고

령화, 소득 수준 증가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고 있으며 의료기관 이용 증가와 건강 관련 의료

비용 또한 천문학적 액수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의학과 한의학, 건강보조식품, 민간요법 등이 난립

하고 있어 정확한 이용 실태와 비용에 대한 파악이 

매우 어렵다. 또한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정확한 실태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에 

저자들은 약물복용 실태와 건강관련 의료비용을 

추정하기 위한 기본 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연

구를 시행하 다. 대상과 방법: 2005년 5월부터 

2005년 9월까지 서울 및 강원 지역 4개 대학병원에

서 총 1,434명의 소화기질환, 혈액종양질환, 건강검

진 수진자를 대상으로 ‘독성 간손상 관련 한국인의 

건강비용 조사에 관한 설문’을 시행하 다. 설문 

내용에는 거주지역, 인적사항, 건강에 대한 관심도, 

주질환 및 약물복용 실태, 부질환 및 약물복용 실

태, 약물 부작용 및 건강 관련 의료비용 등이 포함

되었다. 이를 토대로 한국인의 잘못된 의학정보 및 

지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의 위험 요인들과 추

가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에 대한 분석을 시

도하 다. 결과: 설문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55.0±

11.4세(16-87세), 남녀 성비는 1.74:1이었다. 40세 

이상이 92.8%로 대부분이었다. 건강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 사람이 41.8%로 그렇지 않은 사람보

다 상대적으로 적었다. 현재 의사 처방 이외에 약

물 등을 따로 복용하는 경우가 26.6% 고 과거에 

따로 복용한 경우는 40.9%로 파악되었다. 현재 복

용하는 약물로는 민간요법(39.6%), 건강기능식품

(29.9%)이 한약재(5.8%), 한약(한의사 처방, 5.8%), 

의약품(약사 판매, 4.2%)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고 

과거에 복용한 약물 중 한약(한의사 처방, 14.6%), 

한약재(8.7%), 한약(약사 처방, 3.1%)의 비중이 현

재보다 높았다. 부작용은 90명(7.5%)에서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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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원인으로는 한약(한의사 처방 31.5%), 민간요

법(23.9%), 한약재(13%), 건강기능식품(12%)이 한

약(한약사 등 판매 5.4%), 의사 처방 의약품(5.4%), 

약사 판매 의약품(4.3%)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부작용의 형태는 간기능장애(19.8%), 설사(17.6%), 

피로 및 전신쇠약감(14.3%) 순이었는데 입원이 필

요할 정도의 심한 부작용도 18.2%로 조사되었다. 

건강 관련 총 의료비용은 연간 평균 89만 5천원, 

한의학 83만 4천원, 건강보조식품 95만원, 민간요

법 32만 4천원으로 비용의 측면에서는 민간요법이 

가장 저렴하 다. 결론: 본 연구의 결과로 의사 처

방 이외에 다른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의 비율이 과

거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

었다. 한약이나 한약재의 사용 빈도는 과거보다 줄

었으나 상대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이나 민간요법의 

사용 빈도가 증가하여 여전히 의사 처방 이외의 약

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고 이로 인한 부작용과 추

가적으로 많은 의료비용이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색인단어: 독성 간손상, 설문, 한약, 민간요법, 건강

기능식품, 건강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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