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토피 피부염 건강기능식품 복용 후 부작용 발생에도 계속 복용 권유, 증상 악화로 3개

월 치료 – 판매자 약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죄  벌금 3백만원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1. 

4. 13. 선고 2020고단4089 판결 

 

 

 

1. 사안의 개요 

 

(1) 건기식을 아토피 피부염의 특효약이라고 하면서 2개월 복용량(100만원 상당)을 판

매, 1개월 정도 복용 

(2) 제품 복용 이후 아토피 피부염이 개선되지 않은 채 매우 심각한 부작용 발생 

(3) 부작용 발생을 명현 현상이라고 하면서 계속 복용하도록 권유 

(4) 아토피 피부염 악화, 병원 3개월 치료함 



 

2. 공소사실 요지  

 

약사이자 아토피 증상에 효과가 있다는 가공식품 내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피해자가 위 제품을 복용한 후 아토피 증상이 완화되지 않고 부종, 

피부 변색, 가려움 증상이 악화됨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 제품을 복용하도록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독성 홍

반, 약물에 의한 피부 발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상죄 혐의로 기소  

 

3. 1심 법원의 판단 요지 – 업무상 과실치상 유죄 + 벌금 3백만원 선고  

 

4. 판결이유  

 

피고인들은 약사이자 위 제품의 판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가 위 제품에



는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프로폴리스 또는 이를 포함한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

었으므로, 위 제품에 포함된 성분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증상이 악화된 것은 아닌지

에 관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여 제품의 복용을 중단하고 전문의의 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

료를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 제품을 복용한 후 아토피 증상이 완화되지 

않고 부종, 피부 변색, 가려움 증상이 악화됨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

로 하여금 계속 제품을 복용하도록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

한 독성 홍반, 약물에 의한 피부 발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업무상의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은 사전 검사 없이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였다는 것이 아

니라, 이 사건 제품을 복용한 피해자가 증상 악화를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진료를 

받아보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계속 복용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이 사건 각 제품을 복용한 후 실제로 증상 악화가 나타났다면 약사인 피고인들

로서는 적어도 인과관계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피해자로 하여금 전문 의료진의 진단이

나 검사를 받아보도록 할 주의의무는 있다. 



 

첨부: 대구지방법원 2021. 4. 13. 선고 2020고단4089 판결 

 

 


